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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mall BAseline Subset (SBAS) technique using multi master interferograms can be
effective to detect surface deformation in forest area. In this paper, The analysis reveals area of 2-dimension
surface deformation at Seguam Island in Aleutian Arc., Alaska. We acquired ERS-1/2 data from track
201 and 473 datasets on Seguam Island from 1992 to 2008. This study analyze surface deformation
applying Differential Interferometry Synthetic Aperture Radar (DInSAR) and SBAS time series method
using two adjacent tracks. As a results, it was calculated that subsidence -1~2 cm in LOS direction and -
2~3 cm in vertical direction. The horizontal direction was repeated contraction and expansion. The
observation of 2-dimension displacements explained the volcanic activity on Seguam island. Also, it is
believed to be used for basic data to estimate movements of magma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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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Small BAseline Subset (SBAS) 기법은 기선 거리가 짧은 다중시기의 간섭도를 이용하므로 화산

과 같은 산악지역을 관측하는데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SBAS기법을 이용하여 알라스카 알류산 열도에

위치한 시구암 화산의 지표 변위에 대해 2차원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1992년부터 2008년

까지 201트랙과 473 트랙의 ERS-1/2 위성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각각의 자료에 대하여 차분 간섭기법

(Differential Interferometry Synthetic Aperture Radar, DInSAR)과 SBAS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지

표 변위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LOS 방향의 지표 변위도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과 수직 방

향의 지표 변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Pyre peak 주변에서 LOS 방향으로는 연간 -1~2 cm의 침하가 나

타났으나, 수직 방향으로 계산한 결과는 연간 -2~3 cm의 침하가 나타났고, 수평 방향으로는 수축과 팽창

–719–

접수일(2014년 10월 11일), 수정일(1차 : 2014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201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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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No.6, 2014, pp.719~730
http://dx.doi.org/10.7780/kjrs.2014.30.6.3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1. 서 론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InSAR)는 인공

위성에 탑재된 Synthetic Aperture Radar (SAR)의 동일한

경로와 위치에서 획득한 자료로부터 위상차(Phase

difference)를 계산하여 지구표면의 변위를 관측할 수 있

는 기술이다(Zebker, 1986; Massonnet and Feigl, 1998). 이

기술은Graham(1974)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Gabriel et

al.(1989)에의해L-대역SEASAT에서획득한자료를이용

하여 InSAR 기법을적용하고지형변화를관측하였다. 또

한, Massonnet et al.(1993)은C-대역 ERS-1 자료를 이용하

여 1992년 캘리포니아 남부 랜더스(Landers)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단층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 변위를 관

측하였다(Ge et al., 2000). 이후, 많은과학자에의해 InSAR

에관한이론및기법에대한연구가수행되었다(Griffiths,

1995; Gens and Vangenderen, 1996; Bamler and Hartl, 1998;

Massonnet and Feigl, 1998; Madsen and Zebker, 1999; Rosen

et al., 2000). 이러한 InSAR 기법은지구표면의지형및지

표 변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화산, 산사태, 지진, 지

반침하와같은다양한원인에의한자연재해를관측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Burgmann et al., 2000).

화산의 활동에 의한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나 수준측량 기법을 사용

해야 하는데, GPS의 경우 관측점에서의 지표 변위만을

관측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지표 변위를 관측하기 위해

서는 보간을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보간과정에서 오

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준측량은GPS와 마찬가지

로 관측점에서 지표 변위를 관측할 수 있으며, 화산에 접

근해야 하는 위험성이 따르고 장비의 초기비용, 유지보

수 및 인력에 따른 비용이 지속적으로 많이 든다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InSAR 기법은 이와 같은 위

험성과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Stancliffe and Kooji, 2001). 2010년 대규모 분화로 인해

유럽 전역 및 전 세계 항공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미쳤던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에 대하여 InSAR

기법을 이용한 지표 변위 관측이 연구된 바 있으며

(Pedersen and Sigmundsson, 2006), European Remote

Sensing (ERS)-1/2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칠레 남부에 위치한 세로후드손(Cerro

Hudson) 화산의 지표 변위를 관측하여, 1991년에 발생

한 화산 분화 이후의 활동을 분석한 바 있다(Pritchard

and Simons, 2004). 그러나 기존의 방법으로 생성된 지표

변위도는 SAR의 측방 감시 특성에 따라 수직 방향의 변

위와 수평 방향의 변위를 포함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이에Bernardino et al.(2002)은 InSAR 기법의하나인 SBAS

가 위성 주사 거리(Line-Of-Sight : LOS) 방향에서 지표

변위를 관측하는 특성을 파악하고, 인접한 두 트랙의 자

료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과 수평 방향의 지표 변위를 분

리하여 2차원 지표 변위도를 작성하였다(Fig. 1). 2차원

지표 변위는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변위를 각각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에, LOS 방향에서 해석할 수 없는 화산

활동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ourmelen et al. 2007).

본 연구에서 관측하고자 하는 지역은 미국 알라스카

알류산 열도에 위치한 작은 화산섬인 시구암이다. 시구

암 화산섬은 1700년대부터 꾸준하게 화산활동을 보이

고 있는 성층화산섬으로, 가장 최근에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분화활동이 발생한 활화산이다. 현재 분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화산에 의한 인명 · 물리

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수집한 C-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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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복되었다.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에서의 관측은 화산 활동에 대한 영향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마

그마원의 움직임을 감시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1.  SAR geomatric of two tracks.



역ERS-1/2 영상을이용하여시구암화산섬의지표변위

를관측하고자한다. 201과 473 트랙은모두내려오는방

향(Descending mode)이면서, 인접한 궤도에서 획득하기

때문에, LOS 방향의 입사각 차이를 이용한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지표 변위량을 계산하기에 적합한 자료이

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ERS-1/2 위성의 201 트랙 54

장의 자료와 473 트랙 42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차분 간

섭기법과 SBAS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LOS 방향에서 관

측한 지표 변위도를 생성하였다(Table 2). LOS 방향에서

관측한 두 트랙의 지표 변위도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지표 변위를 계산하였고, 1993년부터 2008

년까지시구암화산섬의 2차원지표변위를분석하였다.

2. 연구 지역

미국 알라스카 알류산 열도 중심부의 암리아(Amlia)

섬과 아무크타(Amukta)섬 사이에 위치한 시구암은 폭

11.5 km, 길이 24 km의 크기를 가지는 타원형 형상의 화

산섬이다. 시구암 화산섬은 2개의 화산 분화구를 가지

고 있으며 각각 칼데라가 존재한다. 시구암 화산섬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서쪽 분화구는 Pyre Peak

이라 일컬어지며, 동쪽에 위치한 분화구는Wilcox로 불

리고 있다(Fig. 2).

시구암 화산의 분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시기

는 기원전 7050년에서 7550년 사이로, Wilcox 화산에서

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원전 5000년과 4000년

사이에Wilcox 화산의 서쪽 부근에서 분화가 발생했고,

기원후 500년쯤 다시 이전 분화 활동이 있었던Wilcox

화산의 서쪽 부근에서 분화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기원전 분화의 증거들은 우라늄이 퇴적된 것을 분석하

여추정한것으로기록되며,이후, 화산활동이보이지않

다가 1700년대에 1번의 분화가 있었고, 1800년대에 3번

의 분화, 1900년대에 3번의 분화를 보였다(Table 1).

Alaska Volacno Observatory (AVO)에따르면, 1977년이후

에 분화부터 기록을 시작했다. 1977년 3월 6일 Pyre Peak

에서 750 m의 분연주를 가지는 분화가 발생했다. 분화

Measurement of 2D surface deformation on the Seguam volcano of Alaska using DInSAR Multi-track time-series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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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Holocene eruption dates and Volcanic Explosivity Indices (VEI) , from Alaska Volacno Observatory(AVO),
available at Global Volcanism Program

Start Date Stop Date VEI Evidence Activity Area or Unit
1993 May 28 1993 Aug 31 (in or after) 2 Historical Observations Near Pyre Peak
1992 Dec 27 1992 Dec 30 2 Historical Observations Pyre Peak (1.5 km south of summit)
1977 Mar 6 1977 Mar 8 1 Historical Observations Pyre Peak (2.5 km SE of summit)

[ 1927 ] [ Unknown ]
1902 Unknown 3 Historical Observations

1892 Apr 15 ± 45 days Unknown 3 Historical Observations
1891 Dec Unknown 2 Historical Observations
[ 1827 ] [ Unknown ]

1786 1790 Historical Observations
0250 ± 500 years Unknown Uranium-series West of Wilcox volcano

4050 BCE ± 4000 years Unknown 0 Uranium-series W flank of cone in eastern /caldera
5100 BCE ± 2000 years Unknown 0 Uranium-series W flank of cone in eastern caldera
7300 BCE ± 2250 years Unknown 5 Ar/Ar Wilcox volcano

Fig. 2.  The location of the Seguam volcano in the Aleutian
volcanic arc.



기간 동안 용암류가 최대 90 m로 총 8번 분출했고, 남서

쪽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동해가며 칼

데라에서 2.5 km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피해를 확산시켰

다. 3월 8일 기록에 따르면 용암, 화산재, 화산활동으로

인한 증기 등으로 인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기도 하

였다(Miller, 1998). 1992년 12월 Pyro Peak에서 1,200 m의

분연주를 가지는 분화가 시작했고, 화산재가 북쪽으로

24 km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때 용암은 남쪽으로 21 km

가량 흘러내렸다. 이후 1993년에 3번의 화산 활동이 발

생했다. 1993년 5월에는 Pyro Peak에서 3 km의 분연주를

가지는 화산분화가 발생했고, 7월에는 분연주가 900 m

에서 1,200 m인 분화를 시작으로 분연주가 2,400 m까지

솟아올랐으며, 진회색 화산재(heavy ash)가 확산 되었다.

이날의 분화는 시구암 화산섬에서 서쪽으로 110 km가

량 떨어진 아카(Atka)섬에서 가시적으로 화산재를 볼 수

있는 정도였다. 1993년 8월 2,500 m의 분연주를 가지는

분화가 발생했고, 동남동방향으로 확산했다. 화산재로

인해 거주 지역에 발생한 인명피해 보고는 없으나, 잦은

악기상이 발생했으며, 항공 운항에 혼선을 발생하기도

하였다(Table 1). 1993년 8월 분화를 마지막으로 현재까

지 시구암 화산섬은 커다란 활동 조짐을 나타내지는 않

고 있다. 그러나 알라스카에 위치한 화산의 경우 분화 시

전 세계 항공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시구암 화산섬의 화산활동 현상을 관

측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2008년까지 16년 동안 수집

한 ERS-1/2 위성의 201 트랙 자료 54장과 473 자료 42장

에 대해 차분 간섭기법을 적용했고, 201 트랙 자료에서

49개, 473 트랙 자료에서 28개의 높은 정밀도를 가지는

차분간섭영상을계산하였다. 또한, 본연구에서관측하

고자 하는 2차원 지표 변위를 계산하기 위해서 서로 다

른 트랙에서 획득한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이 가

지는 지리좌표가 다르므로 두 자료의 좌표를 일치시켜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합 과정(co-registration)

을 통해 각각의 트랙에서 획득한 자료들 간의 좌표를 일

치시켜주었고, Jung et al.(2008)에 의해 수정된 SBAS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시계열 지표 변위도를 작성하였다.

SBAS 기법은 Berardino et al.(2002)에 의해 처음 고안된

기법으로, 다중시기에 생성한 영상을 이용하여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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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chart for 2 dimension time-series deformation monitoring.



변화에 따른 지표 변위를 관측하기 위해, 수직 기선 거리

와 시간 간격이 짧은 양질의 차분 간섭도를 사용한다. 이

기법은 긴밀도가 높은 간섭도만을 사용하고, 최대한 많

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악지역에서 적용하

기에 적절하다. 그러나 간섭도 생성 시 절대 위상복원

(phase unwrapping)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은 계산이 복

잡하며 오차를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잘못 계산한 간섭

도를 이용하여 SBAS를 적용하는 경우 잘못된 변위 속도

를 계산할 수 있다(Zhang et al., 2011, Cho et al., 2013). 이

에 본 연구에서는 Jung et al.(2008)에 의해 개선된 SBAS

알고리즘을적용하였다. Jung et al.(2008)은기존의 SBAS

기법이 가지는 단점인 긴밀도가 높지 않은 간섭도가 포

함하고 있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긴밀도가 높은 양

질의 간섭도를 이용하여 초기 선형 지표 변위와 고도오

차를 관측하여 오차를 제거하고, 간섭도의 잔여 위상을

복원하여 반복적으로 시계열 지표 변위를 개선했다. 또

한, 유한 차분 근사법을 적용하여 시계열 지표 변위의 잡

음도 제거했다. SBAS 기법은 LOS 방향에서 지표 변위를

관측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두 트랙 간의 입사각을 이용

하여 지면과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지표 변위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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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quisition dates of ERS images(Track 201 and 473) used in this study
Track 201 Track 473 Track 201 Track 473

Date Time
interval(day) Date Time

interval(day) Date Time
interval(day) Date Time

interval(day)
1992 12/30 0

2002

07/01 3454 07/20 3489

1993

01/15 0 02/03 35 08/05 3489 08/24 3524
06/04 140 03/10 70 09/09 3524 09/28 3559
07/09 175 05/19 140 10/14 3559 11/02 3594
08/13 210 06/23 175 12/23 3629
09/17 245

2003

01/27 3664 02/15 3699
10/22 280 03/03 3699 03/22 3734

1995
05/28 863 05/12 863 06/16 3804 04/26 3769
09/10 967 06/16 898 07/21 3839 07/05 3839
12/25 1074 08/25 3874 08/09 3874

1997
09/15 1705 09/29 3909 09/13 0909
10/20 1740 11/03 3944 10/18 3944

1998
05/18 1949

2004

05/31 4154 06/19 4170
10/05 2089 07/05 4189 08/28 4259
11/09 2124 09/13 4259 10/02 4294

1999

07/12 2370 07/31 2404 10/18 4294
08/16 2404 09/04 2439

2005
07/25 4574 06/04 4539

09/20 2439 10/09 2474 10/03 4644 07/09 4574
11/13 2509 11/07 4680

2000

05/22 2684 07/15 2754

2006

06/05 4889 07/29 4959
06/26 2719 08/19 2789 07/10 4924 09/02 4994
07/31 2754 09/18 4994 10/07 5029
09/04 2789 10/23 5029
11/13 2859

2007

06/25 5274 06/09 5274

2001

07/16 3014 06/30 3104 07/30 5309 07/14 5309
08/20 3139 08/04 3139 09/03 5344 09/22 5379
09/24 3174 09/08 3174 10/08 5379 10/27 5414
10/29 3209 10/13 3209

2008
09/22 5729 06/28 5659

09/06 5729



할 수 있다. 그러나 201 트랙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차

분간섭영상은 1993년 1월 15일부터 2008년 9월 22일까

지 관측하였고, 473 트랙 자료에서 계산한 차분 간섭 영

상은 1992년 12월 30일부터 2008년 9월 6일까지 관측하

였기때문에두트랙간에는약 16일의시간오차가발생

한다(Table 2). 따라서 두 시계열 분석 자료 간에 시간을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계열 분석자료의 시간이 (t0, t1, ……, tn)일 때, 두 자

료 간의 시간간격은 ∆t = ti + 1
_ ti (i = 1, 2, ……, N)로 설

정하고, 지표변위를 ∆ϕi = ϕi + 1
_ ϕi (i = 2, ……, N)로정의

하면일단위의지표변위는식(1)과같이표현할수있다.

i) t = t1,
             ∆ϕ´ = ϕ1 / t1 (n = 1, 2, ……, t1)                      

(1)
ii) t ≥ t2,

∆ϕ́n = ∆ϕ / ∆t (n = tn, tn + 1, ……, tn + 1)

여기서, 식 (1)을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일단위의 시계

열 지표 변위를 계산할 수 있다.

                                ϕk = ∑
N

k = 1
∆ϕ́ k                                 (2)

이때, k는 일단위의 시간을 의미한다.

식(2)에 의해 계산된 일단위 시계열 관측 자료를 이용

하여 201 트랙과 473 트랙 간의 시간 오차를 맞춰줄 수

있다. 201 트랙은 1993년 1월 15일부터 2008년 9월 22일

까지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고, 473 트랙은 1992년 12

월 30일부터 2008년 9월 6일까지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

였다. 따라서 두 자료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날짜인 1993

년 1월 15일부터 2008년 9월 6일까지의 시계열 분석 자

료를 사용하였다. 시간 동기화를 수행한 두 트랙의 자료

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지표 변위를 식(3)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 )                    (3)

여기서, 는 두 트랙 각각의 입사각이다. 식 (3)을 이용하

여 식 (4)와 같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지표 변위로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다.

                  υgr = 

                   
(4)

                  υυ = 

여기서, υgr의 양의 방향은 서쪽, 음의 방향은 동쪽으

로 변위가 있음을 나타내고, υυ의 양수 방향은 위쪽, 음수

방향은 아래쪽으로 지표 변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Wright et al., 2004).

4.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알라스카의 시구암 화산섬의 1993년

에 분화 이후의 지표 변위를 관측하기 위하여 1992년부

터 2008년까지 획득한 ERS-1/2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

직 기선 거리가 짧은 간섭 쌍을 분석하여 201 트랙에서

49개, 473 트랙에서 28개의 차분 간섭도를 생성하였다.

양질의 차분 간섭도를 이용하여 두 트랙의 자료에 각각

SBAS 기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의 일부는 Fig. 4에 나

타내었다. Fig. 4의 (a)~(d)는 201 트랙의 자료를 이용하

여 SBAS를 적용하여 관측한 결과이고, (e)~(h)는 473 트

랙의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한 결과이다. 두 결과 모두

1993년 분화가 있었던 Pyre peak 주변에서 침하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에는 -2~3 cm 정도의

침하가 발생했으며, 2007년까지 -18 cm 정도의 침하가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이러한 관측결과를 보았을 때,

LOS 방향에서 관측한 결과는 연간 -1~2 cm 정도의 침

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평 방향의 지표에서는

Pyre peak의 주변에서 변위가 가장 크게 관측되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고(Fig. 5), 수직 방향을 계산한 결과에서

는 Pyre peak 주변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침하양상의

지표 변위가 뚜렷하게 관측되고, 동쪽 칼데라 주변에서

는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지표상승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쪽 칼데라의 지표

가 상승 및 하강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

낸다(Fig. 6).

따라서 서쪽 칼데라인 Pyre peak 주변에서 침하가 뚜

렷하게 나타나는 위치인 P1, P2와 동쪽 칼데라에서 지표

상승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P3 지점을 선정하여 시계

열 지표 변위를 분석하였다(Fig. 7(a)). Fig. 7의 (b)와 (c)는

υ1
LOS _ υ2

LOS a

cos(θ1) _ cos(θ2)            a

sin(θ1)
sin(θ2)

sin(θ1)
sin(θ2)

υ1
LOS _ υ2

LOS a

sin(θ1) _ sin(θ2)            a

cos(θ1)
cos(θ2)

cos(θ1)
cos(θ2)

υ1
LOS

υ2
LOS

sin(θ1) cos(θ1)
sin(θ2) cos(θ2)

υgr

υ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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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이후에 분화가 발생한 Pyre peak 주변에서 선정

한 P1, P2 지점의 지표 변위를 시간에 따라 도시화한 결

과로, 201과 473 트랙에서관측한 LOS 방향의지표는연

간약-1~2 cm의변위를보인다. 그러나수평방향과수

직 방향으로 분리하여 지표 변위를 관측한 결과는 LOS

방향에서 관측한 결과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수

직 방향에서의 변위는 LOS 방향에서 관측한 바와 유사

하게 침하하는 결과를 보이지만 연간 -2~3 cm의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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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series surface deformation maps on Seguam volcano(line-of-sight direction). (a)~(d) data acquisition from track 201.
(e)~(h) data acquisition from track 473.

Fig. 5.  Calculation of ground time-series surface deformation maps for Seg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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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alculation of vertical time-series surface deformation maps for Seguam.

Fig. 7.  Surface displacement time-series for (a) monitoring points P1, P2, P3 (b) a point at Pyre peak on the western caldera and (c)
a point under the Pyre peak on the western caldera (d) a point near the peak of eastern caldera.



를보이며최대-25 cm까지차이가나타난다. 수평방향

으로의 변위는 전반적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와 2000년부터 2001

년,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동쪽으로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d)는 동쪽에 위치한 칼데라 정상 주변에서

선정한 지점인 P3의 지표 변위를 시간에 따라 도시화한

결과로 LOS 방향에서는서쪽에위치한 Pyre peak와는반

대로 연간 약 1 cm 의 지표 상승이 보인다. 그러나 (d)에

서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지표 변위는 LOS 방향에

서 관측한 결과에 비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직

방향으로는 19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2 cm의 변위가

나타났다가 이후 1996년까지 5 cm까지 상승했다. 이후

약 3년 동안 침하가 지속되다 2002년까지 상승했고,

2002년 이후 2004년까지 침하되면서 약 14년 동안 지표

침하와 상승을 반복했다. 수평 방향은 1994년에서 1996

년 사이와 2000년부터 2002년, 2004년부터 2006년에 사

이에 동쪽으로 이동했으며, 1996년과 2000년, 2002년

과 2004년 사이에는 서쪽으로 이동했다. 지표 침하 및

상승과 마찬가지로 시구암 화산섬을 중심으로 수평 방

향으로 이동이 반복되었다. 특히 P1과 P2 지점의 수평

방향은 동쪽 칼데라의 수평 방향과 유사한 주기를 가지

며 움직이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침하가 지속되는 것은

마그마원의 움직임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는 화산 활

동 후 분출된 퇴적물이 지표에 쌓인 후 다짐작용을 하

는 과정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P3의 경우

수직 방향의 지표가 침하와 상승을 반복하는 것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

가 분화하는 화산활동에 의한 지표 변위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직 방향에서 지표가 하강할 때

수평 방향에서는 서쪽으로 이동하고 수직 방향의 지표

가 상승할 때 수평 방향으로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양

상은 하부의 마그마 운동에 의한 영향임을 뒷받침할 수

있다.

Fig. 8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LOS 방향에서 관

측한 평균 지표 변위도의 단면(A-A’)을 도시화한 결과이

다(Fig. 8(a)). 473 트랙의 평균 지표 변위도의 단면은 서

쪽에 위치한 칼데라인 Pyre peak에서-5 cm의 침하가 나

타났고, 동쪽 칼데라 주변에서 5 cm가 상승했다(Fig.

8(b)). 또한, 201 트랙의 평균 지표 변위도의 단면을 분석

한 결과에서도 473 트랙의 결과와 유사하게 Pyre peak 주

변에서는 -5 cm가량의 지표 침하가 나타났고, 동쪽 칼

데라 주변에서는 5 cm까지 지표가 상승했다(Fig. 8(c)).

LOS 방향에서 관측한 두 자료 간에는 시구암 화산섬 중

심부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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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Averaged surface deformation map. (b), (c) The plot
of surface deformation from track 473 and 201. (d), (e)
The calculation of surface deformation of vertical velocity
and surface deformation of ground velocity.



암 화산섬의 서쪽에서는 침하양상이 나타났고, 동쪽에

서는 상승했다. 그러나 수직 방향의 지표 변위는 양쪽의

칼데라가 아닌 시구암 화산섬의 중심에서 최대 20 cm까

지 상승했으며, -30 cm가량의 침하가 나타났다(Fig.

8(d)). 또한, 수평방향에서도역시시구암화산섬의중심

에서 변위가 크게 나타났는데 좌측에서는 동쪽으로, 우

측에서는 서쪽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났다(Fig. 8(e)). 이

는 지표가 상승하면서 중심부를 향해 이동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쪽 칼데라에서 시간에 따른 지표 변위가 분

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지표 변위도가 화산섬

의 중심부에서 큰 지표 변위를 나타내는 것은 시구암 화

산섬에서 지표 변위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인 마그마원

이 시구암 화산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구암 화산섬의 양

쪽에 위치한 두 칼데라와 화산섬의 단면에 대하여 LOS

방향의 지표 변위와 수직, 수평 방향의 지표 변위를 분

석한 결과,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을 분리함으로써 관측

지점이 화산활동에 의해 받은 영향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지표 변위

를 관측하는 방법은 LOS 방향에서 관측한 결과에서 나

타나지 않는 화산활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미국 알라스카 알류산 열도에 위치한 시구

암 화산의 화산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계열 지표 변

위 관측 기법 중 하나인 SBAS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LOS 방향에서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지표 변위를 계산하

였다. 1993년 분화한 Pyre peak 칼데라에서 LOS 방향의

변위는 연간 약 -1~2 cm정도의 지표 변위가 관측되었

다. 또한, LOS 방향에서 관측한 서로 다른 트랙의 지표

변위도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변위를 계

산하고, 시간에 따른 지표 변위를 관측한 결과, Pyre peak

주변에서 수직 방향 지표 변위는 연간-2~3 cm으로 침

하가 지속되었고, 수평 방향의 변위는 전반적으로 서쪽

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1994년에서 1996년 사

이와 2000년부터 2001년,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동쪽

으로 이동이 있었다. 동쪽의 칼데라 주변에서는 LOS 방

향에서는 Pyre peak와는 반대로 연간 약 1 cm의 지표 변

위가발생했으나, 수직방향으로는 1년동안-2 cm의변

위가 나타났다가 이후 3년 사이에 5 cm까지 상승했고,

약 14년 동안 지표가 침하와 상승을 반복했다. 또한, 수

평 방향은 수직 방향에서 나타난 지표 침하 및 상승과 마

찬가지로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이 반복되었으며, 그 주

기는 Pyre peak에서 관측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Pyre peak 주변에서 수직 방향의 지속적인 침하양상

은 1993년 분화 시 퇴적된 화산쇄설물의 다짐작용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되며, Pyre peak의 수평 방향의 변위는 마

그마원의 활동에 의한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쪽 칼데라에서 나타난 수직 방향 지표의 침하

와 상승, 수평 방향의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은 상대적으

로 얕은 위치에 존재하는 마그마원의 활동에 의한 영향

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LOS 방향으로의 관측 방법은 수

평과 수직 방향의 지표 변위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그마원의 활동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

분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2차원 지표 변

위 관측은 수평과 수직 방향을 분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그마원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2차원 지표 변위를 관측하는 과정에서 일단위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정밀한 지표 변위 관측결과를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2차원 지표 변위

관측은 마그마의 활동을 계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를 통해 인공위성 레이

더 자료를 이용한 화산관측은 마그마원을 분석하는데

사용하기 충분하고 인력 및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기술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실

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 또는 ENVISAT과 같은 기

간 내에 촬영된 다른 인공위성 레이더 자료의 영상을 분

석하고, 비교를 통해 보완해나간다면 좀 더 정확한 해석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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