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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ermanent Scatterer InSAR (PSInSAR) technique extracts permanent scatterers
exhibiting high phase stability over the entire observation period and calculates precise time-series
deformation at Permanent Scatterer (PS) points by using single master interferograms. This technique is
not a good method to apply on nature environment such as forest area where permanent scatterers
cannot be identified. Another muti-temporal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InSAR), Small
BAseline Subset (SBAS) technique using multi master interferograms with short baselines, can be
effective to detect deformation in forest area. However, because of the error induced from phase
unwrapping, the technique sometimes fails to estimate correct deformation from a stack of
interferograms. To overcome those problems, we introduced new multi-temporal InSAR technique,
called Temporarily Coherence Point InSAR (TCPInSAR), in this paper. This technique utilizes multi
master interferograms with short baseline and without phase unwrapping. To compare with traditional
multi-temporal InSAR techniques, we retrieved spatially changing deformation because PSs have been
found enough in forest area with TCPInSAR technique and time-series deformation without phase
unwrapping error. For this study, we acquired ERS-1 and ERS-2 SAR dataset on Augustine volcano,
Alaska and detected deformation in study area for the period 1992-2005 with SBAS and TCPInSAR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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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Permanent Scatterer InSAR (PSInSAR) 기법은단일주 상을가지는간섭도를사용하여, 안

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고정산란체를 추출하고 시간에 따른 지표변위를 계산한다. 그러나 산악지역과 같이

접수일(2013년 1월7일), 수정일(1차 : 2013년 1월25일, 2차 : 2월 14일), 게재확정일(2013년2월15일).
†교신저자: 이창욱(cwlee@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9, No.1, 2013, pp.21~34

http://dx.doi.org/10.7780/kjrs.2013.29.1.3

–21–



1. 서론

Interferometic Synthetic Aperture Radar(InSAR)는 동일

한 위치에서 주기적으로 획득된 두 Synthetic Aperture

Radar(SAR) 자료의위상정보를차분하여, 수십 km2 의

넓은지표면에서발생된변위를수mm ~ 수 cm의정

도로관측하는기술이다(Massonnet and Feigl, 1998). 이

기술은 1990년대후반부터화산, 산사태, 빙하, 지반침

하, 지진 등의 지표변위를 관측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이연구들은지각운동을이해하고예측하는데

기여하고 있다(Amelung et al., 1999; Wright and Stow,

1999; Lu et al., 2005a; Park et al., 2012). 특히 Global

Positioning System(GPS)나 수준측량 등의 전통적인 지

표변위관측기법들은관측점에서의지표변위만을관

측하기때문에, 지표변위의공간적인양상을파악하기

어렵다. 뿐만아니라관측을위한인력과장비에따른

많은비용이들어가는데, InSAR 기법은이러한단점들

을극복하기에매우적합하다(Stancliffe and Kooji, 2001).

InSAR 기법은산악지역과같이접근이어려운지역에

서의지표변위를관측하기에유용한원격탐사도구중

에하나이며, 기존에획득된자료들을활용할수있다

는장점이있다.

InSAR 기법으로 얻어진 간섭도에는 지표변위뿐만

아니라 대기에 의한 지연신호, 지형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사용된 Digital Elevation Model(DEM) 오차, 궤도오

차, 잡음등의정보를포함하고있으며, 단일간섭도만

으로는이오차들을제거할수없다는한계를지닌다.

이를 위해 다중시기 SAR 자료를 이용하여 Permanent

Scatterer InSAR(PSInSAR), Small BAseline Subset(SBAS)

와같은시계열분석기법들이개발되었고, 이를적용

한연구들이수행되어왔다(Ferretti et al., 2000 and 2001;

Berardino et al., 2002; Kim and Cho, 2011).

PSInSAR 기법은단일주 상을가지는간섭도를생

성한후, 긴 도가높고관측기간동안건물이나바위

같은 산란체에 의해 강하고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고정산란체(Permanent Scatterer, PS)들을추출한다. 추출

된 고정산란체를 바탕으로 Delaunay triangulation 네트

워크를 생성하고 시간에 따른 변위 속도를 산출한다.

그러나긴 도가유지되는도심지와같은지역에서는

충분한고정산란체를얻을수있지만산악지역이나농

경지와 같은 자연환경에서는 고정산란체를 추출하기

가 어렵고, 충분히 추출되지 못한 고정산란체는 세

한지표변위를계산하는데어려움을준다(Ferretti et al.,

2000 and 2001). 반면 SBAS 기법은다중시기주 상을

가지고, 수직기선거리가짧아 decorrelation이적은간섭

도를 생성한다. 시간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다수의 간

섭도들이 가지는 시간적인 변위 속도를 계산하기 위

하여, 픽셀기반의 Singular Value Decomposition(SVD)

방법을 수행한다(Berardino et al., 2002). 이 기법은

decorrelation이적은간섭도를사용하기때문에산악지

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나 간섭도 생성시 절대 위상

복원(phase unwrapping)을수행하게된다. 이과정은계

산시오차를유발하기쉽고, 계산이까다롭다. 잘못계

산된간섭도를 SBAS 기법에적용하게될경우, 정확한

변위속도를계산하기어렵다(Zhang et al., 2011).

반면 Temporally Coherent Point InSAR(TCPInSA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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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산란체를 추출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또 다른 다중시기 간섭기법인 Small

BAseline Subset (SBAS)은기선거리가짧은다중시기주 상을가지는간섭도를이용하기때문에산악지

역에도효과적으로적용될수있으나, 사용되는간섭도의절대위상복원이적절히수행되지못했을경우정

확한 지표변위 계산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다중시기 간섭기법들의 단점을 극복한

Temporarily Coherence Point InSAR (TCPInSAR) 기법을 소개한다. 이 기법은 간섭도의 절대 위상 복

원이필요없고, 기선거리가짧은다중시기주 상을적용한다. 기존의두다중시기간섭기법에비해산악지

역에서도충분한고정산란체를추출하여공간적인지표변위양상을관측하기에충분하고, 절대위상복원으

로인한오차가없는시계열변위를얻을수있다. 본연구를위해미국알라스카어거스틴화산의ERS-1과

ERS-2 SAR 자료를 수집하여, SBAS와 TCPInSAR 기법을 통해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된 지표변

위를관측하고시계열지표변위결과를비교하 다.



불리는새로운기법은수직기선거리와시간간격이짧

은 구속화된 간섭도(wrapped interferogram)를 생성한

후, 긴 도를 이용하여 추출된 Temporarily Coherent

Point(TCP)들로 일정 범위 안에서 local Delaunay

triangulation 네트워크를형성하므로기존의시계열기

법들의단점을효과적으로개선하 다. 또한다중시기

주 상기반의시계열분석기법을적용하기위해생성

해야 했던 많은 간섭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효과

적으로지표변위량을추출할수있다(Zhang et al., 2011

and 2012).

본연구의관심지역은알라스카의앵커리지에서남

서쪽으로 약 290 km 떨어진 알루샨 열도의 화산섬 중

하나인어거스틴섬이다. 어거스틴화산은 1812년부터

1986년까지 6번이나 분화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성층

화산이며, 가장 최근의 분화는 2006년에 발생했다. 이

러한잦은화산의분화는화성쇄설류, 화산재이류, 해

일, 암석애버린치(debris avalanches), ballistics, 화산재낙

하 등의 위협적인 재해를 유발하며, 암석 애버린치로

발생된 해일이 주변지역에까지 피해를 주기도 한다.

또한먼거리를이동할수있는화산재는항공기운항

에 차질을 주고, 사람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Waythomas and Waitt, 1998). 이러한 재해로 인한 인

명·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정확한화산의

분출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지속

적인모니터링과화산의지구물리학적, 지화학적, 기

하학적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가 요구된다(Pieri and

Abrams, 2005). 본연구에서는 2006년분화이전에발생

된어거스틴화산의움직임을관측하기위해, 1992년 6

월부터 2005년 7월 사이에 획득된 European Remote

Sensing(ERS)-1과 ERS-2 레이더위성 자료를 수집하

여 InSAR와 SBAS 기법에 적용하 으며, 국내에서

는 소개된 적이 없는 TCPInSAR 기법을 기술하고,

TCPInSAR 기법으로계산된지표변위를 SBAS 기법의

결과와비교하 다.

2. 연구지역

미국 알라스카의 어거스틴(Augustine) 화산은 고도

1,260 m, 90 km2의면적을가지는성층화산섬이다. 어거

스틴 섬은 쥬라기와 백악기의 퇴적층 위에 화강암질

빙상표석들과화산성유리질쇄설암이퇴적되어형성

되었다(Miller et al., 1998). Cook Inlet 인근에서가장활발

한 화산활동을 보이는 화산 중 하나인 어거스틴 화산

은 1812년, 1883년, 1935년, 1963년, 1976년, 1986년, 2006

년에 폭발적인 분화를 보 다. 산 정상에서 안삼암질

용암이 분출된 후, 산사면을 따라 화성쇄설류와 화산

재 이류가 흐르고 해일을 동반하는 화산활동 양상을

보인다(Waythomas and Waitt,1998). Fig. 1(a)는 1883년부

터1986년까지분출시기에따른화성쇄설류분포를보

여주고, Fig. 1(b)는 2006년에분화로인한마그마, 화산

재이류, 화성쇄설류의분포를나타낸다.

주변지역의경제활동이나생명에위협을줄수있는

어거스틴화산의움직임을감시하고예측하기위해지

진계, 삼각측량, 상시GPS, 인공위성등의장비와기술

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활용되고 있다(Power and

Lalla, 2010). 가장피해가심했던 1883년분화는물로포

화된토양이사면을흘러내리는현상인암석애버린치

로인한 6 m ~ 8 m의쓰나미를동반하여Cook Inlet 서부

의동·서연안에까지피해를입혔다(Miller et al., 1998;

Begét and Kowalik, 2006). 가장최근에발생한 2006년에

발생한분화와가장유사한패턴을가지는1976년분화

는분출전 9개월동안에전조활동이시작되었고, 1월

22일부터3일동안13번의분출이있었다. 이때화산재

구름기둥이 북미 동부 일대까지 향을 미쳐 경제적

손실을유발했다(Kienle and Shaw, 1979). 1986년에발생

한 분화는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상 화산(lava

dome)을형성하 고, 많은양의화성쇄설류가북쪽사

면으로 흘러내렸다(Fig. 1a)(Power, 1988; Michelle et al.,

2010).

본연구의관측기간인 1992년부터 2005년까지잦은

지진활동이 있었음을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hon et al.(2010)은 1993년부터 2006년사이에발생한

지진 활동을 지진 파형의 유사성과 진원의 깊이를 이

용해분류했으며, 전체지진활동의 60~70 %가유사성

을띄지않는지진임을밝혔다. 본격적인 2006년분화

의전조현상은 2005년 4월에지진발생횟수가눈에띄

게증가하면서시작되었다. 2005년10월10일에화산성

지진의특징인장주기가우세한지진활동이처음으로

감지되었으며(Power and Lalla, 2010), 이후에지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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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폭발적으로증가하기시작했다(Fig. 2). 또다른전조

현상으로 이산화황을 포함하지 않은 첫 증기폭발이

2005년 5월 10일에발생하 다. 2005년 12월 12일에처

음으로 660 t/d의 이산화황을포함한 증기폭발이 발생

하 으며, 2006년 1월 4일, 9일, 10일에 각각 6,700 t/d,

2,800 t/d, 5,500 t/d의이산화황을포함한증기폭발이차

례로 이어졌다(McGee et al., 2010). 본격적인 분화는

2006년 1월 11일부터 17일간 2번의증기폭발과 11번의

마그마분출을발생시켰으며(Bailey et al., 2010), 1986년

분출과동일하게북쪽사면으로대부분의화성쇄설류

가흘러내렸다(Fig. 1b).

3. 이론적배경

1) PSInSAR 기법

N+1개의 SAR 자료가있을때 PSInSAR 기법은하나

의 상을주 상으로N개의간섭도를생성한다.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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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Volcanic deposit distribution from 1883 to 1986 in Augustine Island.(b) Volcanic deposits from the 2006 eruption of
Augustine Volc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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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정산란체후보(Permanent Scatterer Candidate, PSC)

의 선택은 생성된 간섭도의 대기 향을 계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초기의 PSInSAR 알고리즘은

상의밝기값이안정되어있는화소를PSC로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밝기 값의 산란정도를 나타내는 값

으로는진폭분산지수 Da가사용된다(Ferretti et al., 2000

and 2001).

Da = (1)

여기서 ma와 sa는한화소에서진폭값의평균과표

준편차이다. 하지만 진폭분산지수는 화소의 Signal to

Noise Ratio(SNR)이높은경우에는효과적이나화소의

SNR이 낮은 경우에는 충분한 PSC의 추출이 어렵다.

Kim(2010)은진폭분산지수뿐만아니라모든간섭쌍의

평균 긴 도 상과 높은 긴 도를 가지고 있는 간섭

쌍의수를활용하여추가적인 PSC를선택하는방법을

개발하 다.

추출된PSC를바탕으로Delaunay triangulation 네트워

크를 형성하여, 인접한 두 PSC가 연결된 선분에서의

DEM 오차, 궤도오차, 선형변위속도를 계산하고 제거

한다. 잔여위상에는대기에의한지연신호와노이즈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변화가 급격하지

않으며, 시간적으로는불규칙하다는대기의특성에기

초하여공간적으로저주파필터링, 시간적으로는고주

파필터링을수행하여대기성분을추출한다. 간섭도로

부터 대기 향과 궤도오차 성분을 제거하고 나면, 간

섭도의 모든 화소에서의 DEM 오차와 변위속도를 계

산하여높은긴 도를보이는모든고정산란체를구한

다(Kim, 2010). Fig. 3은 PSInSAR 기법의자료처리과정

을보여준다.

sa

ma

Fig. 2.  Histogram of the number of earthquakes located at Augustine volcano per month between 1993 and 2006(modified from
Deshon et al., 2010).

Fig. 3.  PSInSAR flowchart for time-series deformation monitoring(Jung et al., 2007).



2) SBAS 기법

Berardino et al.(2002)가처음제안한 SBAS 기법은수

직기선거리가짧고, 시간간격이짧아 decorrelation의

향이적은간섭도만을사용한다. 이기법은최대한많

은자료를시계열분석에이용할수있으며, 공간적으로

많은관측점에서변위속도를구할수있다는장점이있

다. 또한매우넓은지역의자료처리에효과적이다.

SBAS 기법은 PSInSAR 기법과 달리 다중시기 주

상을가지며, 기본적으로절대위상복원이수행된간

섭도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절대 위상 복원의 처리

과정은 까다롭고 오차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만일

다수의 간섭도가 절대 위상 복원으로 인한 오차를 가

지고있을경우에는SBAS 분석이제대로수행될수없

다. PSInSAR 기법과동일하게대기 향을제거하기위

하여, 공간적으로저주파필터링을수행하고시간적으

로는 고주파 필터링을 적용한다. 변위량이 아닌 변위

속도의 minimum-norm 기준에근거한해를구한후속

도를 적분해 변위량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minimum-norm을 구하기 위해 SVD 방법을 사용한다

(Kim, 2010).

본연구에서는 Jung et al.(2008)의개선된알고리즘을

연구에적용하 고, SBAS 기법의자료처리과정을Fig.

4에서보여준다. 간섭도가포함하고있는절대위상복

원으로 인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복

원 오차가 적은 양질의 간섭도를 선택하여 초기 선형

지표변위와 DEM 오차를계산한후, 모든간섭도에서

제거한다. 각 간섭도의 잔여위상을 다시 복원하여 긴

도가높지않은간섭쌍에대한오차를보정한후, 다

시모든간섭도에대한선형지표변위와 DEM 오차를

계산하고, 대기 향을계산하기위한시·공간적인필

터링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대기 향과

DEM 오차, 절대위상복원에의한오차를간섭도에서

제거하고최종적인선형지표변위를결정한다.

3) TCPInSAR 기법

생성된간섭도에서긴 도를유지하는점인 TCP의

추출은 기존의 PSC 추출과 동일하게 수행된다(Zhang

et al., 2011). 그러나TCPInSAR 기법에적용되는간섭도

는 SBAS 기법과동일하게다중시기주 상을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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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chart of the refined SBAS processing algorithm.



짧은기선거리와시간간격으로 decorrelation이적은간

섭도를 생성한다. 하지만 절대 위상 복원이 수행되지

않은간섭도를사용하기때문에, SBAS 기법에서문제

로 제시된 절대 위상 복원으로 인한 오차의 향에서

벗어날수있다.

인접한두TCP 사이에서의위상차분은공간적으로

분포된 대기 향을 줄일 수 있다. 불확실한 위상 값

(phase ambiguity)이없는선분들이광범위한지역내에

서 충분히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상을 격자화하여

분할된 격자의 노드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내의 모든

TCP들을연결하는 local Delaunay triangulation을이용하

여 네트워크를 생성했다. 이 때 대기 향을 줄이고,

시·공간적으로 복잡한 변위양상을 보이는 지역에서

는짧은선분을형성하는것이좋다.

선분에서의위상차를결정할때, 구속화된간섭도의

위상이 (-p p]를 넘어서는 위치에서 위상 값의 이탈

(phase jumps)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은 인공적으로 2p
모듈을올려주는과정(wrapping operation)을통해위상

의 이탈에 따른 오차를 제거한다. 그러나 (-p p]를 벗

어난 위상차를 보이는 일부 선분에서 불확실한 위상

값이발생할위험을지닌다. 이러한오차를지니는선

분은Zhang et al.(2011)에서언급된최소제곱잔차를이

용한이상점탐지(outlier detection) 기법으로제거된다.

(1) TCP 최소제곱측정법

1.1) 선형 변위율 측정

시·공간적으로짧은기선거리를갖는간섭도의생

성과 두 인접한 TCP를 연결하는 선분이 짧으면(일반

적으로500 m 이하), 대부분의선분에서는불확실한위

상 값이 없다고 간주된다. 변위율은 Zhang et al.(2011)

에서시뮬레이션된자료로수행되고논의되었던최소

제곱법으로 쉽게 계산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t0 t1

… tJ) 시간에주기적으로획득된 J + 1개의레이더위성

자료와 기선거리가 짧은 I개의 간섭도에서 신뢰할 수

있는모델을다시정의한다. (l, m) 에위치한 TCP와 (l’,

m’) 에위치한 TCP 사이에연결된선분에서의위상차

(DF i
l, m, l’,m’)는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DFi
l, m, l’,m’ = ai

l,m Dhl, m, l’,m’ + bi DV + wi
l, m, l’,m’

wi
l, m, l’,m’ = DFi

atmo, l, m, l’,m’ + DFi
orbit,l, m, l’,m’ (2)

+ DFi
dop,l, m, l’,m’ + DFi

noise,l, m, l’,m’

여기서 Dhl, m, l’,m’은두 TCP 사이의지형오차이고,

ai
l,m= _ 이다. Bi

⊥,l,m는수직기선거리, ril,m는

지표면의반사체와주 상이획득된위성과의거리, qi
l,m

는입사각이다. DV = [Dv1
l, m, l’,m’ Dv2

l, m, l’,m’…DvJ
l, m, l’,m’]

T

는 차분된 변위율 벡터이다. 선형 변위라고 가정했을

때Dv1
l, m, l’,m’ = Dv2

l, m, l’,m’ = … = DvJ
l, m, l’,m’ = Dvlinear

l, m, l’,m’가

되고, 벡터DV는Dvlinear
l, m, l’,m’에수렴한다. bi = _ SCi

_ 1

(tk _ tk _ 1)이다. wi
l, m, l’,m’는대기 향(DFi

atmo, l, m, l’,m’),

궤도오차(DFi
orbit,l, m, l’,m’), 도플러중심차(DFi

dop,l, m, l’,m’),

노이즈(Fi
noise,l, m, l’,m’)에연관된차분간섭위상을포함

한다. 근접한 TCP사이의위상차는공간상에서의대기

향과 기선거리 오차로 인한 향이 거의 없기 때문

에, wi
l, m, l’,m’는극도로낮아지게되고랜덤변수들의기

대값 E(wi
l, m, l’,m’) = 0으로간주될수있다. 불확실한위

상 값이 없는 선분에서의 관측값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있다.

DF = A[ ] + W

DF = [Df1
l, m, l’,m’ Df2

l, m, l’,m’ Df1
l, m, l’,m’]

T

A = [a b]
(3)

a = [a1
l, m a2

l, m … a1
l, m]T

b = [b1 b2 … bl]
T

W = [w1
l, m, l’,m’ w2

l, m, l’,m’ … wl
l, m, l’,m’]

T

여기서 DF는 I 개의간섭도전체에서두인접한화

소 사이의 위상차를 포함하는 벡터이다. A는 고도-위

상전환계수와시간간격행렬을포함하는계획행렬

(design matrix)이다. W는통계적인벡터이다.

관측공식들의최소제곱법은

[ ] = (AT Pdd A)
_1 AT Pdd DF

DF̂= A(AT Pdd A)
_1 AT Pdd DF (4)

r = DF _ A(AT Pdd A)
_1 AT Pdd DF

여기서기호 ˆ는계산된값을의미하고, Pdd는가중행

렬로, double-difference phases 분산행렬의역행렬이다. r

은최소제곱잔차이다. 계산된계수들의공분산행렬

은다음과같다.

D ̂hl, m, l’,m’

DV̂

Dhl, m, l’,m’
DV

4p
l

Bi
⊥,l,m

ril,m sin qi
l,ml

4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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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 Qx̂x̂ = (AT Pdd A)
_1

D{DF̂} = QDF̂DF̂ = A(AT Pdd A)
_1 AT (5)

D{r} = Qrr = Qdd
_ A(AT Pdd A)

_1 AT

Zhang et al.(2011)에서제안된이상점탐지기법으로

2 p 모듈의불확실한위상값을가지는선분들을최소

제곱 잔차로 구별하고 제거한다. 주시방향(Line-Of-

Sight, LOS)의선형변위율은식(4)의개선된계획행렬

에의해계산된다. 선분에서의 DEM 오차나선형변위

율과같은매개변수를얻은후에, 주어진기준점을바

탕으로공간적인적분을수행하여 TCP에서의최종적

인선형변위율과DEM 오차를얻는다.

TCPInSAR는 모든 선분에서 불구속화된 위상의 기

울기가 (-p p]내에 존재한다는 가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지반침하를 보이는 지역에서도 충분한

긴 도 화소들이 존재한다면 TCPInSAR를 적용하여

변위율을얻을수있다.

1.2) 비선형 변위율 측정

선형 변위율이 계산된 후, 관측시간에 걸친 시계열

변위를결정하기위하여최소제곱잔차로부터비선형

성분을 추출한다. 남아 있는 선분에서는 불확실한 위

상값이없다고간주하기때문에, 불확실한위상값이

없다고선택된기준점에대하여잔차를적분하는것이

허용된다. 대기오차 향을완화시키기위해서이잔

여위상값에시·공간적필터링을수행한다(Berardino

et al., 2002; Ferretti et al., 2000). 그러나필터를적용할때,

연구지역에따른필터의최적화된길이를선택하는것

은연구자의경험에크게의존되는부분이며, 쉽지않

은일이다. 잔여위상이필터링된후, 비선형계산을위

한기본적인관측함수는다음과같이쓴다.

fres = bvnon + wres (6)

여기서 fres는잔여위상벡터, b는식(3)에서와동일

한정의를가지며, vnon는시간적으로인접한관측사이

에서의비선형율벡터, wres는잔여위상의노이즈벡터

이다. 비선형율도 최소 제곱법으로 계산된다. 계획행

렬 b의 rank가부족할때, 의사역행렬(pseudo-inverse)을

이용하여놈(Norm)을최소화시키는최소제곱법이수

행된다(Berardino et al., 2002). 주어진 TCP에서 최종적

인전체변위율(Vfull)은선형변위율(Vlinear)과비선형변

위율(Vnon)의합이다.

Vfull = Vlinear + Vnon (7)

TCPInSAR 기법의자료처리과정을 Fig. 5에도시하

다.

4. 결과

본연구에서는 1992년에서 2005년사이에발생한미

국알라스카에위치한어거스틴화산의지표변위를관

측하기위하여, 229 트랙에서27장의C-band(파장= 5.66

cm) ERS-1 & ERS-2 레이더 위성 자료를 수집하 다

(Table 1). 눈과얼음으로인한간섭도의긴 도저하를

피하기위해서 6월중순에서 10월중순사이에획득된

27장의 SAR 상을 이용하여, 수직기선거리가 400 m

D ̂hl, m, l’,m’

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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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wchart of the TCPInSAR process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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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presentative unwrapped interferograms on Augustine Volcano, Alaska.

Table 1.  Acquisition date from ERS-1 & ERS-2 SAR satellites(C-band; l =5.66 cm, descending mode, Track/Frame=299/2403)
used in this study

No. Acquired Date Satellite Perpendicular Baseline(m) Time Interval(day)

1 1992/06/21 ERS1 0 0

2 1992/10/04 ERS1 1344 105

3 1993/06/06 ERS1 19 350

4 1993/10/24 ERS1 1501 490

5 1995/08/08 ERS1 909 1143

6 1995/10/17 ERS1 1418 1213

7 1996/06/19 ERS1 730 1459

8 1996/07/24 ERS1 1095 1494

9 1996/10/02 ERS1 692 1564

10 1997/06/04 ERS1 500 1809

11 1997/07/09 ERS1 708 1844

12 1997/08/13 ERS1 951 1879

13 1998/07/29 ERS1 609 2229

14 1998/09/02 ERS1 815 2264

15 1999/06/09 ERS1 963 2544

16 1999/08/18 ERS1 1910 2614

17 1999/09/22 ERS1 801 2649

18 2000/09/06 ERS2 575 2999

19 2001/09/26 ERS2 1694 3384

20 2003/06/18 ERS2 359 4014

21 2003/07/23 ERS2 385 4094

22 2003/10/01 ERS2 1554 4119

23 2004/06/02 ERS2 192 4364

24 2004/07/07 ERS2 714 4399

25 2004/08/11 ERS2 802 4434

26 2005/06/22 ERS2 890 4749

27 2005/07/27 ERS2 910 4784

No. Acquired Date Satellite Perpendicular Baseline(m) Time Interval(day)



이하인 25개의차분간섭도를작성하 다(Fig. 6). Fig. 7

은생성된간섭쌍의수직기선거리와 상이획득된시

간과의관계를보여준다. 모든간섭도들은거리방향으

로 2배, 비행방향에서 10배의멀티룩이수행되었고, 그

결과하나의화소가 40 m×40 m 의면적을가진다. 지

형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1초(약 30 m)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SRTM) DEM이사용되었다. 대부분

의 간섭도에서 어거스틴 화산의 북쪽 사면을 따라 발

생된침하가분명하게관측되었으며, 지표변위와혼동

될수있는대기에의한위상지연효과가다수의간섭

도에분포했다(Fig. 6).

본연구에서는DEM 오차, 대기 향과노이즈를제

거하고, 지표변위의공간적인변화양상과시간에따른

변위량을계산하기위해서 SBAS와 TCPInSAR 기법을

적용하 다. SBAS 기법은 16개의양질의간섭도가선

택되었고, 보정을위해선택된기준점은 Fig. 8의 P2 지

점이다. Fig. 9는 선택된 21,759개의 TCP(Fig. 9a)와 200

m로격자화시킨후, 격자노드를중심으로 500 m 이내

의모든TCP를 local Delaunay triangulation으로연결시킨

네트워크를보여준다(Fig. 9b).

Fig. 8의SBAS와TCPInSAR 기법으로계산된어거스

틴화산의두평균지표변위도는1992년에서2005년동

안약 3.5 cm/yr의빠른속도로침하하고있는어거스틴

화산의북쪽상부의지표변위와전체적으로약 0.5 ~ 1

cm/yr의 느린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지표변위를 공통

적으로 보여준다. 북쪽 상부의 지표변위는 변위 속도

와양상이거의유사한결과를나타냈으나, 남서쪽산

사면에서 TCPInSAR 기법으로 얻어진 변위 속도가

SBAS 기법으로얻어진변위속도보다더빠른속도의

지표변위속도를보 다. 이는SBAS 분석시대기를추

출하기위해수행된저주파필터링수행과정에서대기

로 인한 지연 신호가 과대 추출되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로판단된다.

Fig. 8에도시된P1 ~ P5 지점에서의시계열변위를보

면, SBAS 기법으로 계산된 시계열 변위가 TCPInSAR

기법으로계산된시계열변위보다변동폭이높음을확

실히알수있다(Fig. 10). P1 ~ P3 지점은안정된지반이

2000년 9월경부터약 2 cm 상승하는경향을보이며, 마

그마가분출되는산정상부에위치한 P4 ~ P5 지점에서

는 관측기간 동안 지표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

이고있다. 특히P4 ~ P5 지점은SBAS 기법의시계열변

위가 상당히 높은 변동폭을 보이는데, 이는 여름에도

산 정상에 남아있는 눈과 얼음 때문에 발생된 간섭도

의긴 도저하로, 낮은긴 도를가지는지역에서절

대 위상 복원을 수행하면서 발생된 간섭도의 오차로

인해 SBAS 기법이제대로계산되지못했음을말해준

다. 반면낮은긴 도를갖는지역임에도불구하고, 구

속화된 간섭도를 사용하는 TCPInSAR 기법으로 계산

된 시계열 변위는 변동폭이 거의 없는 변위양상을 보

여준다. 본연구결과를통해어거스틴화산과같이계

절적인 향이 강한 산악지역이나, 눈과 얼음의 향

을 받는 지역적 특성으로 간섭도의 긴 도 저하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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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erpendicular baselines of interferograms used for SBAS and TCPInSAR techniques in Augustine Volcano, Alaska. Five
different small baseline subsets from satellite track 229 were used for SBAS technique.



려되는지역에서는절대위상복원을수행한간섭도의

사용이적절하지않음이확인되었다. 기존의 PSInSAR

기법에서는단일주 상을가지는간섭도들에서충분

한고정산란체추출이어렵기때문에산악지역에서쉽

게적용될수없었다. 하지만짧은기선거리와시간간

격으로긴 도가좋은다중시기주 상을가지는간섭

도들을 사용하는 TCPInSAR 기법의 경우, SBAS 기법

만큼공간적인지표변위양상을끊김없이확인할수는

없었으나거의유사한공간적인지표변위양상을식별

할 수 있었다. 또한 SBAS 기법에 비해 변동폭이 낮은

시계열변위계산결과를얻었다.

북쪽상부의빠른침하를나타내는침하지역은 1986

년에 분출된 화성쇄설류가 퇴적된 지역으로(Fig. 1a),

지속적인시계열변위양상과 13년동안약 40 cm의지

반침하가관측되었다(Fig. 8)(Lee et al., 2010). 이지역에

서의 침하는 지하 내부 마그마의 움직임에 의한 지표

변위가아니라이미분출된화성쇄설류의다짐작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다짐작용은 퇴적된 화

성쇄설류의깊이가깊을수록오랜시간동안지속된다

(Masterlark et al., 2006). 1986년부터관측기간이전까지

도관측된속도와동일하게침하가발생했다고가정한

다면, 분출이후에적어도약 70 cm의침하가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알라스카의 옥목

(Okmok) 화산에서도 레이더 간섭기법을 통해 관측된

바있다(Lu et al., 2005b).

북쪽상부의침하지역을제외한산사면에서약 0.5 ~

1 cm/yr 의속도를보이는지반상승이관측되었다(Fig.

8). Lee et al.(2010)에서는 SBAS 기법으로 관측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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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Fig. 8.  Maps of averaged deformation rate from(a) SBAS and(b) TCPInSAR techniques on Augusitne Volcano, Alaska for the period
from 1992 to 2005.

Fig. 9. (a) Selected temporarily coherent points(=21,579) and
(b) TCP network(=146,670) from local Delaunay triangulation
used for TCPInSAR technique.



변위를 바탕으로 화산거동 모델링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1992년부터 2005년동안에어거스틴화산의지반
을상승시킨마그마는해수면을기준으로 2 ~ 4 km와 7

~ 12 km 아래에위치한천·심부마그마의움직임으로

밝혀졌다. 이결과는해수면을기준으로 2 ~ 5 km 아래

에위치하는천부마그마가 1976년과 2006년의어거스

틴화산활동으로인한지진과분화의원인이되었다는

조사(Power and Lalla, 2010)와, 2006년에분출된마그마

가심부마그마에서만존재하는암석성분을포함하고

있다는분석결과와일치한다(Larsen et al., 2010).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관측된 13년 동안의

약 5 ~ 10 cm의지반상승이 2006년분화를암시하는화

산활동임을예측할수있다.

5. 결론

본연구는절대위상복원오차를포함하고있는긴

도를 사용한다는 SBAS 기법의 단점과 산악지역과

같이고정산란체가추출되기어려운지역에서활용할
수 없다는 PSInSAR 기법의 단점을 개선한 TCPInSAR

기법을적용하여기존의시계열기법인 SBAS 결과와

의비교를기술하 다. 두기법을적용하기위해 1992

년에서 2005년 사이에 획득된 ERS-1과 ERS-2 SAR 자

료를수집하 고, 그결과어거스틴화산의북쪽사면

에서 1986년에분출된화성쇄설류의다짐작용으로발

생된약 3.5 cm/yr의빠른속도의지반침하와 2006년분

화를암시하는화산활동으로판단되는전체산사면에

걸쳐 발생한 5 ~ 10 cm의 지반상승을 관측하 다.

TCPInSAR 기법은어거스틴화산상부의눈과얼음으

로인한긴 도저하로절대위상복원이제대로수행

되지못해변동폭이높은시계열변위를얻은SBAS 기

법과달리긴 도가떨어지는지역에서도변동폭이거

의 없는 향상된 시계열 변위를 얻었다 . 기존의

PSInSAR 기법이산악지역과같은고정산란체를추출

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거의 수행되지 못했으나,

TCPInSAR 기법은 동일한 고정산란체 추출 방법에도

불구하고다중시기주 상을가지는간섭도를사용하

여충분한고정산란체를얻을수있었다. 물론SBAS 기

법만큼연속적인변위양상을파악할수있지는않았으

나산악지역임에도불구하고공간적인지표변위양상

을파악하기에충분했으며, 시계열변위를계산하는데

있어서 개선된 결과를 제공했다. 본 연구를 통해

TCPInSAR 기법이 SBAS와 PSInSAR 기법과같이시간

적인변위를관측하기에충분히유용한기법임을확인

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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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ime series surface deformation in line-of-sight(LOS) direction for selected points(see Fig. 8) on Augustine Volcano for the
period from 1992 to 2005. Circle and cross symbols reflect SBAS and TCPInSAR time seri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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