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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표고모델 및 PSInSAR 기법을 이용한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폐석적치장의 적치량과 침하관측

최은철 1)·문지현 2)·강태민3)·이훈열 4)†

Observation of Volume Change and Subsidence 
at a Coal Waste Dump in Jangseong-dong, Taebaek-si, Gangwon-do 

by Using Digital Elevation Models and PSInSAR Technique

Euncheol Choi 1)·Jihyun Moon 2)·Taemin Kang3)·Hoonyol Lee 3)†

Abstract: In this study, the amount of coal waste dump was calculated using six Digital Elevation Models
(DEMs) produced between 2006 and 2018 in Jangseong-dong, Taebaek-si, Gangwon-do, and the
subsidence was observed by applying the Persistent Scatterer Interferometric SAR (PSInSAR) technique
on the Sentinel-1 SAR images. As a result of depositing activities using DEMs, a total of 1,668,980 m3 of
coal waste was deposited over a period of about 12 years from 2006 to 2018. The observed subsidence
rate from PSInSAR was –32.3 mm/yr and –40.2 mm/yr from the ascending and descending orbits,
respectively. As the thickness of the waste pile increased, the rate of subsidence increased, and the more
recent the completion of the deposit, the faster the subsidence tended to occur. The subsidence rates from
the ascending and descending orbits were converted to vertical and horizontal east-west components, and
22 random reference points were set to compare the subsidence rate, the waste rock thickness, and the
time of depositing completion. As a result, the subsidence rate of the reference point tended to increase as
the thickness of the waste became thicker, similar to the PSInSAR results in relation to the waste thicknes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clear correlation between the completion time of the deposits and the rate
of subsidence at the reference points. This is because the time of completion of the deposits at all but 5 of
the 22 reference points was too biased in 2010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meaningless. As in this
study, the use of DEM and PSInSAR is expected to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field data in the safety management of coal waste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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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석탄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에 주요 에너지

광물의역할을하며매장량이풍부한강원도태백일대

에서활발한채탄이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탄광

심부화에따른생산비용상승, 무연탄수요정체, 국제

유가폭락등의이유로석탄의경쟁력이떨어지기시작

했고, 이에따른석탄산업합리화조치가시행됨에따라

경제적가치가낮은탄광은폐쇄되거나운영이중단되

었다(Lee and Park, 2013; Korea Coal Corporation, 2001).

이러한폐광시설에서는지하갱도굴착에의한지반침

하및지표함몰, 지속적으로배출되는산성광산배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여러 가지 광해가 유발되며 단기

간에많은폐광이생겨난강원도태백에서는이러한사

례가다수보고된바있다(Choi et al., 2011; Jung and Jung,

2006; Silva et al., 2011). 특히광산주변으로폐석을무분

별하게 쌓아 둔 폐석 적치장은 주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적절한관리가이루어지지않아광미유실및붕

괴위험이항상존재하며, 집중호우발생시공극내수

압증가로인한붕괴위험성이증가하기때문에지속적

인관리가필요하다(Ahn et al., 2005; Min et al., 1999).

사면의안정성을평가하는기존방법으로는적치장

주변에설치한거리측정기, 경사계, 신장계등을통해획

득한현장자료를토대로주변지반의지질·수리학적특

성과폐석의물리·역학적특성을고려하여평가하는것

이일반적이다(Cho and Song, 2014; Kang et al., 2004). 그러

나폐석적치장의경우대다수가접근이어려운곳에위

치하고넓은지역에산개한적치장들을모두관리하는

데에는경제적제약이수반된다. 반면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을 통한 차분간섭기법(Interferometric

SAR)은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의해 넓은 범위에서 발

생하는지표변위를높은정밀도로관측하는데효과적

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현장자료의 공

백을위성기반관측자료를통해보완한다면지반변형

모니터링의 신뢰도와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Colesanti et al., 2003; Strozzi et al., 2005).

Carlà et al. (2019)은노천광산사면을포함한서로다른

3가지유형의사면이붕괴하기전지표변위를 SqueeSAR

기법으로 분석하고 사면의 종류 및 특징에 따른 거동

특성을기반으로사면붕괴전조현상을식별하기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Moon and Lee (2021)는 접근이 불

가능하여현장자료를획득할수없는북한무산광산의

활동성을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SRTM) 및

TerraSAR-X add-on for Digital Elevation Measurement

(TanDEM-X) DEM간의차분과긴밀도영상에Normalized

Difference Activity Index (NDAI)를 적용하여 분석하

였다. 후속연구인Moon et al. (2021)은북한청년광산에

대해 NDAI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으로 노천광산에서

의무작위적지표변화를탐지하고검증하였다. Cuenca

et al. (2013)은과거채탄활동에의해지반침하가발생한

지역에서활동이중단된후지하수위회복에따른시공

간적지표변위를 Persistent Scatterer Interferometric 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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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연구에서는강원도태백시장성동에위치한석탄폐석적치장에대해 2006년부터 2018년사이에제

작된 6개의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을이용하여폐석적치량을산정하고, Sentinel-1 SAR 영상에

Persistent Scatterer Interferometric SAR (PSInSAR) 기법을이용하여침하를관찰하였다. 수치표고모델을이용하

여적치활동양상을확인한결과, 2006년부터 2018년까지약 12년동안총 1,668,980 m3의폐석이적치되었다.

PSInSAR 수행후관측되는침하속도는상향및하향궤도방향으로각각 –32.3 mm/yr, –40.2 mm/yr의최대침

하속도를보였다. 폐석두께가증가함에따라빠른침하속도가관측되었으며, 적치완료시점이최근일수록침

하가빠르게발생하는경향이나타났다. 상향및하향궤도의침하속도를수직, 수평성분으로변환하고임의

의참조점 22개를설정하여침하속도와폐석두께및적치완료시점과비교하였다. 그결과, 참조점의침하속

도는폐석두께와의관계에있어서 PSInSAR 결과와유사하게폐석의두께가두꺼워질수록빠르게관측되는

경향을보였다. 반면에적치완료시점과참조점에서의침하속도사이의뚜렷한상관성이파악되지않았는데

22개의 참조점 중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참조점에서의 적치 완료 시점이 2010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상관성

분석이무의미하였다. 이연구와같이수치표고모델과 PSInSAR를이용하면폐석적치장의안전관리에있어

부족한현장자료를보완할효과적인대안책이될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PSInSAR) 기법으로분석하여현장자료획득이어려운

지역의지하수위와지표변위사이의상관관계를분석

하였다.

본연구는원격탐사자료를활용하여폐석적치장에

서의 침하를 관찰하고자 시간적으로 얻어진 6개의 수

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통해시기

별폐석적치량을산정하고, PSInSAR기법을이용하여

폐석의 두께 및 적치 완료 시점이 폐석에서 선정된 고

정산란체(Persistent Scatterer, PS)의 침하속도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았다. 2절에서연구지역과연구

에 사용된 자료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3절의 연구방법

에서는수치표고모델의차분방법, PSInSAR수행을위

한 자료 선택 그리고 수직, 수평 성분으로의 변환 과정

을서술하였다. 4절에서는연구방법에기술한 3가지과

정의 결과를 분석하고 토의하였다. 마지막 5절의 결론

에서는결과를요약하고추후연구방향을제시하였다.

2. 연구지역 및 자료

연구대상으로선정한석탄폐석적치장은강원도태

백시장성동에위치하고그아래로지하갱도가넓게분

포한다(Fig. 1; KOMIR, 2021). 강원도 태백시는 우리나

라에서가장큰탄전인삼척탄전이주로분포하는지역

으로, 평안누층군장성층에서채탄이이루어졌다(Choi

et al., 2010). 현재우리나라가행석탄광산중한곳인장

성광업소는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시행된이후장기육

성탄광으로지정되어적정석탄생산량유지를위해직

영탄광으로운영중이며(Korea Coal Corporation, 2001),

2024년폐광예정이다. 광업소에서지하갱도를통한채

탄이이루어진후선탄과정에서버려지는폐석은컨베

이어벨트로지상으로운반되어 valley fill형태로적치가

이루어지고적치이후폐석더미상단부를평탄화하는

과정에서안식각을갖는폐석더미가형성된다. 본연구

에서다룬폐석적치장의경우폐석이적치된높이와위

치에따라적치장을상부와하부로구분하였다(Fig. 1(b)).

연구자료로는유럽항공우주국(EuropeanSpaceAgency,

ESA)에서운용중인 Sentinel-1 SAR영상을획득하여사

용하였다. Sentinel-1 SAR 영상은 5.405 GHz의 중심주

파수를갖는 C-band센서로촬영되어기상조건과관계

없이주야간활동이가능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으며

(Torres et al., 2012), SAR 영상을 통한 차분간섭기법

(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AR, DInSAR)은 수 mm의

높은정밀도로대상체의변위를탐지할수있기때문에

지표 변위를 발생시키는 산사태, 빙하의 유동, 화산 및

지진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다(Cigna and Tapete, 2021; Moon et al., 2022; Song and Lee,

2019; Strozzi et al., 2005). 본연구에서는최소 6일에서최

대 24일간격으로촬영된 2019년 1월 4일부터 2021년 12

월 31일동안의상향궤도의 Single Look Complex (SLC)

영상 71장과 2019년 1월 10일에서 2021년 12월 13일 사

이의하향궤도 SLC영상 88장을사용하였다. 그리고연

구지역의지형기복을표현하고분석하기위해지리조

사및현지측량을통해제작되고배포되는 2006년, 2010

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의수치지형도(1:5000)

를 국토지리정보원(http://map.ngii.go.kr/)으로부터 수

집하였다.

3. 연구방법

1) 적치량 산정

폐석적치장경계를구분하고폐석의부피를산정하

기 위해 앞서 수집한 6개의 수치지형도를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TIN) 보간 기법을 통해 래스터 데이

터구조를갖는수치표고모델로변환하였다. 변환한수

치표고모델의 해상도는 1 m × 1 m이다. 수치표고모델

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뒤 서로 차분하여 동일한 위치

에 대해 2년 또는 4년에 걸쳐 고도 변화가 발생한 구역

을구분하였다. 그리고오픈소스지리정보시스템프로

그램중하나인Quantum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QGIS)의 Volume Calculator플러그인을이용하여적치

량을 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sampling step크기는 변

환한수치표고모델의해상도를유지하기위해 x, y방향

으로모두 1픽셀의크기를갖도록설정하였다. Volume

Calculator를이용하여산정한적치폐석의부피는추후

다른연구에서사면의구조적안정성, 환경오염, 시각적

영향등을평가하는지표로써다양하게활용될수있다

(Kim et al., 2016).

수치표고모델 및 PSInSAR 기법을 이용한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폐석적치장의 적치량과 침하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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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InSAR

PSInSAR기법은 여러 장의 DInSAR영상에서 인공

구조물이나 암반 지대와 같이 높은 긴밀도(coherence)

를유지하며안정된산란신호를제공하는고정산란체

(Persistent Scatterer, PS)를통해지표변위를감지하는기

법이다. PSInSAR자료처리는대표적인PSInSARsoftware

package인 StanfordMethod for Persistent Scatterers (StaMPS)

로 수행되었다. StaMPS는 PS의 밀도가 낮거나 PS가 선

정되지 않는 넓은 구역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진폭

(amplitude) 기반 알고리즘으로 식별할 수 없는 보다 낮

은 진폭의 PS를 탐지하는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Crosetto et al., 2016; Ferretti et al., 2000; Ferretti et al., 2001;

Hooper et al., 2004). StaMPS수행 전 상향 및 하향 궤도

영상에서 각각 2020년 7월 21일, 2020년 7월 27일 영상

을 master영상으로설정하고나머지 slave영상들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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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a) is the distribution of coal mine drift in Taebaek-si overlying a
Google Earth image. The yellow rectangle represents the coal waste dump of interest in
this study. (b) Upper and lower part of the waste dump indicated by orange and violet
dashed line, respectively. (c) Bird’s-eye view of the waste dump.



분간섭도를 생성하였다(Fig. 2). 상향 및 하향 궤도 영

상에서의 최대 수직기선거리(perpendicular baseline)는

각각 252 m, 299 m이다. StaMPS자료처리 과정에서는

연구의방법과목적에따라여러가지매개변수를변경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Höser (2018)를 참고하여

Sentinel-1 SAR영상을 통한 산사태 관측에 적합한 5가

지매개변수를변경하였다(Table 1; GIS-Blog, 2019).

PSInSAR기법을 통해 관측되는 지표 변위는 3차원

공간에서 발생하는 실제 지표의 움직임이 위성의 Line

of Sight (LOS) 방향으로 투영되어 얻어지는 변위이다.

만약 상향 및 하향 궤도에서 얻어진 위성 자료들의 독

립적인자료처리가가능하여동일한위치와기간에촬

영된 영상을 결합할 수 있다면, LOS방향의 변위를 지

표와수직한방향과동-서방향의변위로해석할수있

다(Fuhrmann and Garthwaite, 2019). 그러나 픽셀 단위

로 선정되는 PS의 특성상 상향 및 하향 궤도에서 정확

히 동일한 위치를 갖는 PS의 수가 제한적이고 한쪽 궤

도영상에서만선정된 PS는수직, 수평성분변환이이

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수직, 수평 성분 변환에 앞서

Inverse DistanceWeighting (IDW) 보간으로모든픽셀에

보간된침하속도를대입하여영상전구간에대한성분

변환이 이루어졌다. i번째 픽셀에 대한 LOS방향의 변

위(Vl, i)와실제지표의변위(Ve, i, Vn, i, Vu, i) 사이의관계는

식(1)과같다.

Vl, i = (– sin θ cos α sin θ sin α cos θ) ( )     (1)

여기서, θ는 위성과 산란체 사이의 입사각(incidence

angle)이고 α는 위성 진행 방향의 방위각(heading angle)

이다. 이때 계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입사각(θ)은 한

장의 영상에서도 경사거리(slant range)에 따라 그 값이

큰폭으로변하기때문에해당픽셀에서의정확한입사

각을 대입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Fuhrmann and

Garthwaite, 2019).

일반적으로위성의진행방향방위각(α)은지구자오

선과거의평행하기때문에식(1)의남-북방향수평성

분(Vn, i)은 민감도가 매우 낮아지거나 0에 가까워져 제

거된다(Janna et al., 2012). 따라서상향및하향궤도영상

의 LOS방향으로 측정된 속도(Va, i, Vd, i)는 식(2)의 계산

을 거쳐 동-서 방향의 수평성분(Ve, i)과 상-하 방향의 수

직성분(Vu, i)으로도출된다.

( ) = ( ) ( )          (2)

4. 연구결과 및 토의

1) 적치량 산정

제작한수치표고모델을서로차분하여생성한 5개의

고도변화결과에서 1 m이상의고도변화를보인구역

Ve, i

Vn, i

Vu, i

Va, i

Vd, i

– sin θa cos αa cos θa

– sin θd cos αd cos θd

Ve, i

V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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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oral and perpendicular baseline distribution of Sentinel-1 SAR images. (a) Ascending and (b) descending
pass.

Table 1.  Parameters adjusted in the StaMPS processing
Parameter Default Used

scla_deramp ‘n’ ‘y’
unwrap_time_win 730 24
unwrap_grid_size 200 10

unwrap_gold_n_win 32 8
scn_time_win 365 50



을연구지역의음영기복도위에투영하였다(Fig. 3). 새로

생성된폐석더미는초록색영역으로나타내고이전기

간에형성된더미의상단부경계는점선으로나타냈다.

Fig. 3(a)는 2006년의 수치표고모델 음영기복도로 우측

상단에는 2006년이전에이미적치된폐석더미가확인

된다. Fig. 3(b)의 2010년 음영기복도에서 2006년부터 4

년동안 적치장에 적치된 폐석의 면적은 약 98,891 m2

이고, 최대 49.9 m의두께로적치가이루어졌다. 폐석의

면적과두께정보를토대로추정한적치폐석의부피는

1,209,986 m3이다. Fig. 3(c), (d)는 2012년과 2014년의 음

영기복도로 2010년까지상하부전반에걸쳐다량의폐

석이적치된것과달리하부에서의폐석적치활동이완

료되어상부폐석더미의서쪽방향사면만연장되었고

적치폐석의부피도크게감소하였다. 2010년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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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haded relief images of the study area in (a) 2006, (b) 2010, (c) 2012, (d) 2014,
(e) 2016, and (f) 2018. The newly-piled dump is indicated by green area. The
dashed lines are the top of the previously dumped boundary.



년사이의폐석적치면적은 12,769 m2이고최대 19.5 m

의두께를갖는다. 2012년부터 2014년에적치된폐석의

면적은 22.672 m2, 최대두께는 21.5 m이다. 계산된부피

는 각각 87,615 m3, 161,038 m3이다. 2014년부터 2016년

의적치활동을보여주는 Fig. 3(e)에서는적치장기준남

동쪽으로적치장이아닌사면에서의작은변화만확인

될 뿐 폐석 적치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의 활동인 Fig. 3(f)에서는 그동

안의적치활동이상부폐석더미의서쪽사면으로이루

어진것과달리남쪽방향으로사면이연장되었다. 적치

면적 23,596 m2에서 최대 23.3 m로 적치가 이루어졌다.

적치폐석부피는 210,537 m3로산정되었다.

위에서 산정한 시기별 폐석 부피와 누적 부피를 그

래프로 도시하였다(Fig. 4).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동안총 1,668,980 m3의폐석이적치되었고폐석의

전체부피중 72%는 2006년부터 2010년사이에적치되

었다. 2010년과 2012년 사이에는 약 5%의 폐석이 적치

되었으며, 2012년과 2014년사이에는약 10%, 2016년과

2018년사이에는약 13%의폐석이적치되었다. 2010년

을기점으로새롭게적치된폐석더미의부피가이전보

다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6년을 제외하고

다시점차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2) PSInSAR

PSInSAR수행 결과 폐석 적치장 전구간에서 총 454

개의 PS가선정되었다(Fig. 5). 이들중폐석운반을위한

컨베이어벨트와 사무소 건물에서 선정된 PS는 변위가

수치표고모델 및 PSInSAR 기법을 이용한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폐석적치장의 적치량과 침하관측

– 1377 –

Fig. 4.  Volume change and cumulative of piled waste
dump by period.

Fig. 5.  Persistent Scatterer Interferometric SAR (PSInSAR) result from (a) ascending and (b)
descending SAR images. The blue polygons are boundary of dump, which were
represented by dashed lines in Fig. 3.



거의관측되지않아안정된결과를보인다. 폐석에서선

정된 PS는 상향 궤도 영상에서 150개가 선정되었고 침

하속도는–32.3 mm/yr부터 0.3 mm/yr의범위를갖는다.

하향궤도에서는 165개의 PS에서–40.2 mm/yr부터–4.4

mm/yr의침하가발생했다. PS는주로 2010년적치가완

료된이후추가적인적치가이루어지지않았던적치장

하부에밀집되어분포한다.

폐석에서 선정된 PS중 Fig. 3을 통해 확인된 기간별

상부 폐석더미 PS에 대한 폐석 두께와 적치 완료 시점

에 따른 침하속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Fig. 6). 적

치장 하부 폐석더미의 PS는 폐석 두께가 상부에 비해

얇고, 모두 2010년이전에적치가완료되어그래프상에

서 침하 속도가 특정 구간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 그리

고 2016년부터 2018년에적치된폐석에서는 PS가선정

되지않았기때문에 2014년까지상부폐석더미에서선

정된 PS정보만그래프에도시하였다.

Fig. 6(a)의폐석두께는 2006년과 2014년의고도를추

출하고이들의차를계산한값으로새로정의하였다. 각

궤도방향의 PS침하속도는폐석두께가두꺼운지역에

서 큰 침하속도가 관측된다. 그리고 비슷한 폐석 두께

를 갖는 경우에는 하향 궤도 방향 PS의 침하속도가 상

향 궤도 방향 PS보다 빠르다. 보편적으로 사면의 침하

방향은 원 지형의 사면 방향을 따른다(Ciampalini et al.,

2016). Right looking으로 촬영하는 Sentinel-1 SAR 센서

의 특성상 하향 궤도의 경우 남서 방향의 속도 변화에

민감하다. 따라서 원 지형의 경사 방향이 남서쪽을 향

하는상부폐석의침하속도가하향궤도방향에서더빠

르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폐석두께와양방향 PS

침하속도사이의상관계수는 0.7342이다.

적치 완료 시점은 Fig. 5에 파란 실선으로 나타낸 연

도별폐석더미상단부경계안에속하는 PS를분류하여

결정하였다(Fig. 5). Fig. 6(b)의폐석더미적치완료시점

에따른침하속도결과에서 2006년에적치가완료된폐

석더미에서 선정된 PS들의 침하속도는 대부분 약 –6.3

mm/yr이내로관측되었다. 적치완료시점이 2010년에

속하는 구역의 PS 침하속도는 –40.2 mm/yr부터 –1.7

mm/yr의넓은범위내에서고르게분포한다. 2012년과

2014년에 적치가 완료된 구역에의 침하속도는 각각

–28.9 mm/yr부터 –21.6 mm/yr, –35.3 mm/yr부터 –24.3

mm/yr의범위를갖는다. Fig. 5에서 2010년에적치가완

료된구역의상향궤도 PS는폐석더미의안쪽에서선정

된 반면 하향 궤도의 PS는 2010년 더미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선정되었다. 2010년 PS의 침하속도 값이 넓은

범위에분포하는이유는폐석더미의변위는주로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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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between Line of Sight (LOS) velocity and (a) thickness, (b)
completion time of dump. Persistent Scatterer (PS) points from ascending and descending
SAR images are indicated by circle and triangle, respectively. The color of each point is applied
in the grayscale according to variation of the year in (a) and thickness in (b).



상단부의평평한면보다가장자리를따라크게발생하

는것의영향을받은것이라생각된다(Hungr et al., 2002).

2010년이외의완료시점에서는대체로적치완료시점

이최근일수록침하속도가빨라지는것을확인할수있

고 적치 완료 시점과 폐석 침하 속도 간의 상관계수는

0.5752이다.

PSInSAR결과로측정된 LOS방향의침하를수직, 수

평성분으로변환하여도출한합벡터의크기및방향을

지도 상에 등고선으로 표현하고(Fig. 7), 적치장 단면도

상에도시하여폐석의흐름을 2차원적으로표현하였다

(Fig. 8). Fig. 7에서 등고선의 최대 침하 값을 보이는 지

점 아래에는 지하 갱도가 존재하지만 적치장으로부터

수십 m아래 심부에 위치하고(Fig. 1(a)), 컨베이어벨트

나 사무실의 PS에서 침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

서적치장의침하는지하갱도의영향보다는폐석두께

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일 것이다. 폐석 적치장의 단면

은적치장의지형기복을잘반영하는것을우선시하여

적치장상부, 하부그리고전체를가로지르도록설정하

였고, 폐석의 침하를 나타내기 위한 합벡터의 시작 지

점인 임의의 참조점은 IDW보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오차를최소화하기위해 PS의밀도가충분히높은

위치에 설정하였다(Fig. 7). 참조점의 개수는 A-A′ 단면

에서 6개, B-B′ 단면에서 8개, C-C′ 단면에서 10개이고

중복되는참조점을제외한참조점의개수는 22개이다.

A-A′ 단면은하부적치장의단면으로 2010년이전에

이미 적치가 완료되어 2006년 단면을 제외한 나머지

시기의단면에서고도변화가발생하지않는다. A에서

A′ 방향으로각참조점들의침하속도는 –11.64 mm/yr, 

–13.28 mm/yr, –18.31 mm/yr, –19.95 mm/yr, –19.94 mm/yr, 

수치표고모델 및 PSInSAR 기법을 이용한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폐석적치장의 적치량과 침하관측

– 1379 –

Fig. 7.  The magnitude of subsidence vector derived by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nalysis is represented
as contours.

Fig. 8.  Cross-sections of coal waste dump for (a) A-A′, (b)
B-B′, and (c) C-C′. The arrows represent direction
and magnitude of subsidence velocity in the
vertical-east domain at each reference point.



–13.44 mm/yr로계산되었다(Fig. 8(a)). B-B′ 단면은 2006

년이후부터서쪽방향사면을따라폐석을적치해나간

구역으로참조점들의침하속도는 –34.36 mm/yr, –34.83

mm/yr, –35.65 mm/yr, –34.4 mm/yr, –18.4 mm/yr, –19.93

mm/yr, –10.13 mm/yr, –11.14 mm/yr이다(Fig. 8(b)). 마지

막으로C-C’단면에서의침하속도는–9.77 mm/yr, –13.25

mm/yr, –10.81 mm/yr, –12.87 mm/yr, –13.28 mm/yr, –12.29

mm/yr, –13.19 mm/yr, –35.65 mm/yr, –33.88 mm/yr, –30.38

mm/yr이다(Fig. 8(c)).

모든참조점에서의침하속도와폐석의두께및적치

완료 시점과의 상관성을 다시 한번 분석하였다(Fig. 9).

A-A′ 단면의 6개참조점의폐석적치두께는 14 m보다

작은 두께에서 약 -20 mm/yr의 비교적 느린 침하속도

를보이는구간에주로분포한다. 반면 B-B′ 단면과 C-C′
단면에서는대부분의참조점이 14 m이하혹은 45 m이

상의두께를갖고침하속도도양단에집중되어있다. 그

리고각단면에서최대침하속도는A-A′, B-B′ 단면의경

우적치폐석의두께가가장두꺼운참조점, C-C′단면은

적치폐석두께가두번째로큰참조점에서관측되었다.

Fig. 9(a)는 비록 14–45 m의 두께를 갖는 참조점의 개수

가적지만적치폐석의두께에따른침하속도사이의상

관계수는 0.7911로 Fig. 6(a)와 마찬가지로 폐석 두께가

증가함에따라빠른침하속도가관측되는경향이유사

하게나타났다. 그러나적치완료시점별침하속도를분

석하였을 때의 상관계수는 0.1942로 매우 낮은 상관성

을보인다. 대부분의참조점이 2010년에적치완료된구

역에위치하고, B-B′ 단면의경우모든참조점이 2010년

에집중되어타시기에해당하는참조점의수가부족하

기때문에적치완료시점에따른침하속도의경향을파

악하는데다소어려움이있다. 만약어느한시기에적

치 활동이 집중되지 않고 적치 면적이 고르게 나뉠 때

올바른판단이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5. 결론

강원도태백시장성동에위치한폐석적치장의고도

정보를반영하는 2006년부터 2018년사이의 6개수치표

고모델을이용하여 2년혹은 4년간격으로폐석적치량

을산정하고, 상향및하향궤도의 Sentinel-1 SAR영상을

활용하여 수행한 PSInSAR 결과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동안발생한침하를시계열적으로분석

하였다. 폐석적치량은수치표고모델간의차분으로얻

어지는 해당 기간의 고도 변화와 적치 면적 정보를 통

해산정되었다. 약 12년동안폐석이적치되는구역이이

동하는것을시각적으로표현하여확인하였고, 적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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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between synthesized velocity and (a) thickness, (b) completion time
of dump.



에서의누적폐석적치량중 72%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적치된것으로미루어보아 2010년을기점으로

적치장에서의활동이급격히줄어든것으로판단된다.

PSInSAR결과에서는 상부 적치장에서 선정된 하향

궤도 PS의 침하속도가 상향 궤도 PS보다 빠르게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폐석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빠

른침하속도가관측되는경향이확인되는폐석두께와

양쪽궤도방향 PS침하속도사이의상관계수는 0.7342

이다. 적치 완료 시점에 따른 PS의 침하속도에서는 대

부분의 PS가 2010년에적치완료된구역에분포하여상

관 분석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5752의상관계수를갖는다.

양방향에서측정된 PSInSAR결과를바탕으로 LOS

방향침하속도를수직, 수평성분으로변환하여폐석더

미에서의동-서, 상-하방향침하속도를계산하고동일

한 방식으로 상관성을 분석했다. 수직, 수평 성분의 합

벡터는참조점을설정하여폐석의침하크기와방향을

단면도 상에 투영했다. 비록 폐석의 두께가 범위 내에

고르게분포하지않았지만폐석더미의침하양상은폐

석의두께가두꺼워짐에따라빠른속도의침하가관측

되었고상관계수는 0.7911로다소증가하였다. 그러나

적치완료시점과의상관계수는 0.1942로매우낮게측

정되었다. 합벡터의 침하속도는 2006년부터 2010년사

이발생한대량의적치활동으로인해적치완료시점과

비교적높은상관관계를얻을수없었다.

적치장의단면도와함께합벡터의방향과크기를나

타냈을 때 대부분의 참조점에서의 침하 방향은 가장

오래전에적치된 2006년의사면방향과유사한방향으

로 계산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에 부

합한다. 합벡터의크기는폐석두께가두꺼운지점의참

조점에서빠른속도의침하가관찰되었다. 적치완료시

점과의분석결과는 PS침하속도와의분석결과로미루

어 봤을 때, 추후 연구에서 참조점의 분포가 모든 적치

완료시점에고르게분포하는대규모의적치장을선정

하여 적치 완료 시점에 대한 침하 속도의 영향이 분석

된다면비교적높은상관성을보일것이라기대된다. 따

라서체계적이고지속적인관리가어려운적치장사면

에 대한 안정성 평가 시 현장 자료의 부재로 인한 낮은

신뢰도문제는원격탐사로얻어진지표변위분석자료

를통해효과적으로극복할수있을것이라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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