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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queeSAR is a new technique to combine Persistent Scatterer (PS) and Distributed Scatterer
(DS) for deformation monitoring. Although many PSs are available in urban areas, SqueeSAR analysis
can be beneficial to increase the PS density in not only natural targets but also smooth surfaces in urban
environment. The height of each targets is generally required to remove topographic phase in
interferometric SAR processing. The result of PSInSAR analysis to use PS only is not affected by DEM
resolution because the height error of initial input DEM at each PSs is precisely compensated in PS
processing chain. On the contrary, SqueeSAR can be affected by DEM resolution and precision since it
includes spatial average filtering for DS targets to increase a signal-to-noise ratio (SNR). In this study we
observe the effect of DEM resolution on deformation measurement by PSInSAR and SqueeSAR. With
ALOS-1 PALSAR L-band data, acquired over Daejeon city, Korea, two different DEM data are used in
InSAR processing for comparison: 1 m LIDAR DEM and SRTM 1-arc (~30 m) DEM. As expected the
results of PSInSAR analysis show almost same results independently of the kind of DEM, while the results
of SqueeSAR analysis show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the time-series in case of 1-m LIDAR DSM.
The density of InSAR measurement points was also improved about five times more than the PSInSA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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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SqueeSAR 분석기법은 SAR 영상내에 있는 고정산란체(PS)와 분산산란체(DS)를 모두 이용하는 새

로운 기법이다. 비록 도심지역에는 많은 PS가 존재하지만, SqueeSAR 기법은 관측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차분간섭도 제작에 필요한 DEM 정확도에 의한 변위분석 결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RT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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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심지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지반침

하, 싱크홀과 같은 재해 발생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도심지 광역적 모니터링을 위

한 최적화된 관측 기술은 효과적인 모니터링 기술이다.

SAR 영상을 이용한 차분간섭기법 또는 시계열 분석기

법은 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 변위를 탐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ASF News & Notes, 2013; Jones and

Blom, 2014; Nof et al., 2015). 특히 고해상도 SAR 영상의

등장으로 도심지역에 분포하는 개별 인공구조물의 정

밀한 변위탐지를 위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널리 수행되

고 있다(Gernhardt et al., 2010; Reale et al., 2011; Fornaro et

al., 2013; Bonano et al., 2013).

다중시기 SAR 영상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기법 중

PS 간섭기법(Permanent Scatterer Interferometric SAR,

PSInSAR)은 레이더 영상에서 안정된 신호를 제공하는

고정산란체Permanent Scatterer(PS)를 이용하여 수

mm/yr 이내의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지표변위를 관측

한다(Ferretti et al., 2000 and 2001; Colesanti et al., 2003). 연

구지역에서 획득된 거의 모든 SAR 영상을 활용할 수 있

으며, 여러 가지 오차요인(대기 영향, 낮은 긴밀도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지

표변위의 시계열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SqueeSAR 기법은 PS와DS (Distributed Scatterer)를 모

두 이용한 고밀도 변위 관측 방법이다(Ferretti et al.,

2011). PS는 건물, 송전탑, 기둥과 같은 영상내의 안정된

신호를 제공하는 산란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신호 외

에 PS 신호보다는 좋지 않지만 꾸준하게 안정된 신호를

제공하는 산란체, 예를 들어 목초지, 노두와 같은 자연

물에서 돌아오는 신호 DS를 이용하는 것이 SqueeSAR

이다. SqueeSAR은 PS의 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비도심

지 등)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기존의 PSInSAR 보다 관

측점의 밀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변위에 대한 정밀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에서 수집된ALOS-1 PALSAR

영상을 이용하여 변위관측을 수행하였으며, PSInSAR

기법과 SqueeSAR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각 관측기법에

의한 분석결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형위상 보

정을 위해 사용된 DEM의 정밀도에 의한 변위 관측 결

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연구지역 및 자료

ALOS-1 PALSAR 자료는일본의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로부터 최소한의 신호처리만을 수

행한 원시자료의 형태로 수집되었으며, 자료의 주기는

46일 간격이다. 모두 Ascending 모드, 입사각 38°의 영상

이다. 수집된 ALOS 자료의 공간해상도 및 센서 특징은

Table 1과 같으며, 영상 취득 날짜는 Table 2와 같다. 지표

변위 분석을 위해 대전지역이 포함된 Path 429 궤도에

서 수집된 PALSAR 21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ALOS-1 PALSAR Level 1의 raw자료는GAMMA

MSP 모듈(Werner, 2000)을 이용하여 SLC 포맷으로 처

리되었으며, Dual pol 모드(HH+HV)로 수집된 자료는

단일편파(HH) 모드로 수집된 자료에 비해 range 방향의

해상도가 절반이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을 위해 두 배로

oversampling 되었다. PALSAR 영상의 촬영범위는 Fig. 1

과 같으며, 적색사각형으로 표시된 지역이 대전지역의

변위 분석에 사용된 영상범위이다.

지표변위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차분간섭도를 작성

하여야 하는데, 지형에 의한 위상을 제거하기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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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 (~30 m)와 1 m LIDAR DEM을 사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개의 고도자료를 이용하여 PSInSAR와

SqueeSAR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공구조물과 같은 PS에서는 자료처리에 사용된 DEM 오차를 거의 정확하

게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DEM의 정확도와 상관없이 최종 시계열 분석 결과는 동일하였다. 반면,

고정산란체가 아닌 Distributed Scatterer (DS)일 경우 사용된 DEM의 정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SqueeSAR의 경우 사용된 DEM이 정확할수록 분석 결과가 좋아짐을 확인하였다. 도심지역에서의 변위 관

측에서도 SqueeSAR 기법이 PSInSAR 기법에 비해 약 5배 이상의 관측점을 추출하는데 기여했으며, 관측

점의 오차도 PSInSAR 결과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근에 공개된 SRTM 1-arc DEM을 이용하였다. SRTM 자

료는 EGM96 지오이드를 보정한 지오이드이기 때문에

EGM96 모델을 이용하여 지오이드 높이를 보정하여 다

시WGS84 타원체고로 변경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

한 시계열 변위분석에서 지형위상 보정에 사용된DEM

의 정밀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LIDAR 시스템

을 이용하여 획득된 1 m 공간해상도의 DSM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자료처리

ALOS-1에서 획득된 21개의 자료 중 수직기선거리

분포와 자료획득시간 분포를 고려하여 2008년 6월 22일

에 촬영된 영상을 주영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시계열 분

석을 수행하였다. 선정된 주영상을 기준으로 작성된 수

직기선거리 및 관측일의 분포는 Fig. 2와 같다. PS 및

SqueeSAR 자료처리를 위해 SLC 영상의 원 해상도를 그

대로 유지한 1-look 차분간섭도를 생성하였다. 최대 수

직기선 거리차는 약 3 km 정도로 이론적으로 간섭도가

생성되지 않는 ALOS 영상의 critical baseline 17 km를 고

려하였을 때 spatial decorrelation 영향은 매우 크지 않다.

다만 dual pol 영상을 range 방향으로 oversampling 한 것

을 고려하면 critical baseline의 약 30%에 해당하기 때문

에 어느 정도 spatial decorrelation이 발생한다.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Matlab 코드의

PSInSAR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 및 상용프로그램

GAMMA IPTA을 병행해서 자료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개발하였다. GAMMA의 IPTA를 이용한 일

반적 시계열 자료처리 과정을 기준으로, 연구지역의 지

역적인 특성 및 관측 변위의 특성, 그리고 분석에 사용

되는 위성자료의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자료처리 구조

에서 반복 연산 및 변형된 자료처리가 수행되어만 의미

있는 결과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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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LOS-1 PALSAR image and the area of interest (red box).

Table 1.  ALOS-1 PALSAR features of single and dual
polarization data

Polarization Single pol.
(HH)

Dual pol.
(HH+HV)

range_pixel_spacing (m) 4.684257 9.368514
azimuth_pixel_spacing (m) 3.145749 3.145749
incidence_angle (degrees) 38.7431 38.7431
adc_sampling_rate (Hz) 3.20e+07 1.60e+07
Wavelength (m) 0.23606 0.23606

Table 2. The list of ALOS-1 PALSAR image (Path: 429)

Path/Frame : 429/710

No. Sensor Acquisition
Date Mode

1

ALOS-1
PALSAR

2007-06-20 Ascending / FBD (HH+HV)
2 2007-08-25 Ascending / FBD (HH+HV)
3 2007-09-20 Ascending / FBD (HH+HV)
4 2007-11-05 Ascending / FBS (HH)
5 2007-12-21 Ascending / FBS (HH)
6 2008-02-05 Ascending / FBS (HH)
7 2008-03-22 Ascending / FBS (HH)
8 2008-06-22 Ascending / FBD (HH+HV)
9 2008-08-07 Ascending / FBS (HH)
10 2008-11-07 Ascending / FBS (HH)
11 2009-02-07 Ascending / FBS (HH)
12 2009-06-25 Ascending / FBD (HH+HV)
13 2009-08-10 Ascending / FBD (HH+HV)
14 2009-09-25 Ascending / FBD (HH+HV)
15 2009-12-26 Ascending / FBD (HH+HV)
16 2010-02-10 Ascending / FBS (HH)
17 2010-03-28 Ascending / FBS (HH)
18 2010-05-13 Ascending / FBD (HH+HV)
19 2010-06-28 Ascending / FBD (HH+HV)
20 2010-09-28 Ascending / FBD (HH+HV)
21 2010-12-29 Ascending / FBS (HH)



4. 실험 결과 분석

1) 변위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분석 방법 특성 비교

지표변위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DEM 및 분석 방법

에 의한 관측 정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LOS-1

으로부터 획득된 21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

을 수행하였다. 변위분석에 사용된DEM과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서로 다른 조건에서 변위분석

을 수행하였다.

case 1: LIDAR 1m DSM + SqueeSAR
case 2: LIDAR 1m DSM + PSInSAR
case 3: SRTM 1-arc DEM + SqueeSAR
case 4: SRTM 1-arc DEM + PSInSAR

차분간섭기법을 이용한 변위분석에 사용되는 입력

DEM/DSM의 정확도는 분석 결과의 정확도에 중요

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공간 해상도와 정

확도를 가지고 있는 두가지의 DEM을 사용하여 시계

열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PSInSAR와 SqueeSAR 두가지 시계열 분석 기법간의

비교와 더불어, 이들 DEM/DSM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정

밀 변위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입력자료 조건을 파악

할 수 있다.

4가지 분석 조건에 따라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시계열 긴밀도가 높은 지점들을 관측점

으로 선택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SqueeSAR

기법이 PSInSAR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관

측밀도를 보이기 때문에 SqueeSAR 및 PSInSAR에 서로

다른 시계열 긴밀도를 기준으로 최종 관측점을 선택하

였다. SqueeSAR는 시계열 긴밀도가 0.9 이상인 점들을

PSInSAR는 시계열 긴밀도가 0.8 이상인 점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방법으로 취득된 지표변위도에 대한 세

부적인 사항은 5장에 기술되어 있다.

SqueeSAR 분석에 의해 연구지역에서 선정된 PS 분

석지점은 약 4백만 화소에 달하고 있는 반면, PSInSAR

기법에 의한 분석 결과는 약 6십만개의 화소에 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입력된 1 m 공간해상도의 LIDAR

DSM과 약 30 m의 SRTM 1-arc DEM에 의한 결과 차이

는 크지 않다. 다만 SqueeSAR 분석에서는 SRTM 1-arc

자료의 경우 3,646,708개, LIDAR DSM의 경우 3,859,318

개로 LIDAR DSM을 사용했을 경우 약 5.8% 정도 PS가

더 많이 추출되었다.

PSInSAR와 SqueeSAR 기법에 의해 추출된 각각의

공통 PS에서의 평균지표변위 속도 간의 관계를 도시

한 결과는 Fig. 3이다. PSInSAR 분석 결과 (Fig. 3a)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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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quisition date and perpendicular baseline of ALOS-1 PALSAR images.

Table 3. Summary of the number of extracted PS by PSInSAR
and SqueeSAR with two different DEMs

Type of height
data LIDAR DSM 1m SRTM 1-arc (~30 m)

Method PSInSAR SqueeSAR PSInSAR SqueeSAR
No. of PS (pixel) 568,515 3,859,318 568,536 3,646,708



터 분석에 사용된 DEM의 종류와 무관하게 최종적으

로 추출된 PS에서의 평균변위 속도는 차이가 거의 없

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SqueeSAR 기법에 의

한 분석 결과는 자료처리에 사용된 DEM의 종류에 따

라 분석 결과에 차이가 어는 정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사용된 DEM에 따라 최종 시계열 분석의 정

확도가 어는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변위 속도 Fig. 3b로부터 약 2 cm/yr 이상의 속도

를 보이는 관측점에서의 상관성은 입력 DEM의 종류

와 상관없이 좋은 편이나, ±2 cm/yr 안쪽의 미세변위

경우 상관성은 있으나, 다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는 PSInSAR에서 추출된 PS에서의 LIDAR DSM

과 SRTM 1-arc DEM 간의 고도값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Fig. 4a는 입력 자료의 초기 고도값을 비교해주고 있

으며, Fig. 4b는 시계열 분석에 의해 보정된 고도값을 비

교하고 있다. 초기 두 DEM 간에 약 20 m~30 m 정도의

오프셋은 있는데, 이는 SRTM 1-arc DEM이WGS84 지

구타원체 상의 고도값인 반면 LIDAR DSM은 지오이드

고이기 때문이다. 시계열 분석 전의 두DEM 간에 표준

편차는 4.0 m 이었지만, 시계열 분석에 의해 보정된 고

도차의 표준편차는 1.4 m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SqueeSAR 기법으로 추출된 3,396,944개의 공통 PS에서

의 고도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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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atter plot of initial DEM height (Left) and refined DEM height by PSInSAR analysis (Right).

Fig. 3. Comparing estimated mean velocity by two different DEM: (a) PSInSAR, (b) SqueeSAR analysis.
(a) (b)



열 분석 전의 초기 DEM의 고도차(Fig. 5a)의 표준편차

는 4.0 m 이지만, 시계열 분석 결과로 각각 보정된 두

DEM 차이의 표준편차는 2.0 m 이다. PS 자료처리에는

공간필터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 PS에서의 고도

오차가 정밀하게 보정되는 반면, SqueeSAR 기법에서

사용되는 DS는 간섭위상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공간

필터링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 화소에서의 정확한 고도

오차가 보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SAR 자료의 시계열 변위분

석에 사용된DEM의 정확도는 최종 분석결과의 신뢰성

과 관련되어 있는 긴밀도에 크게 형향을 끼치지 않으며,

고도오차는 1 m-2 m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보정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보정된 고도의 정밀도는 사

용되는 위성의 종류와 위성의 궤도에 따른 기선거리의

분포, 그리고 사용되는 위성영상의 수 등에 따라 달라

지는데, 일반적으로 수 m에서 수십 cm의 정밀도로 고

도오차가 보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rretti et

al., 2011; Colessanti and Wasowski, 2006).

2) PSInSAR와 SqueeSAR 결과 비교 분석

ALOS-1 PALSAR 자료를 분석하여 구한 평균지표변

위 속도는 Fig. 6과 같다. PSInSAR와 SqueeSAR 분석결

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으며, SqueeSAR 분석 결과의 관

측 밀도가 PSInSAR에 비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

다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지 외곽의 비도심 지역에

서도 상당량의 관측점을 획득하였다. 연구지역 전체적

으로 뚜렷하게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곳이 관찰되지 않

았으나, 국지적으로는 수 cm/yr의 변위가 발생하는 곳

이 관측되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정보

는 Fig. 7부터 Fig. 9까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노은역 주변에서 미세한 변위가 관측되었다.

노은역 주변의 분석 결과를 확대한 결과는 Fig. 7과 같

다. 비록 변위량이 크지 않아 다소 신뢰성이 낮지만,

PSInSAR 기법 및 SqueeSAR 기법 결과 모두 변위를 보

여주고 있다. 보다 관측 밀도가 높고 자료 최적화 과

정을 거쳤기 때문에 SqueeSAR 분석의 관측오차가

PSInSAR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뚜렷하게 확

인할 수 있다. 노은역 주변에서 선택된 두 개의 PS에

서의 시계열 변위는 Fig. 8과 같다. 두 지점으로부터

SqueeSAR 분석 결과는 약 0.6 cm/yr의 변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PSInSAR는 0.7 cm/yr와 0.9 cm/yr의 평균 변위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밭수목원 및 대공원 주변에서

도 SqueeSAR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부 국지적인 위치

에서 매우 미세한 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PSInSAR 분석으로부터는 관측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

에 발생 변위의 공간적이 분포 특징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위치하는 몇 개의 PS 관측

점으로부터 동일한 정도의 변위가 발생하였음을 시계

열 변위 분석도(Fig. 9)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PSInSAR

와 SqueeSAR 결과를 비교분석한 위의 결과로부터, 관

측밀도가 6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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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atter plot of initial DEM height (Left) and refined DEM height by SqueeSAR analysi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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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n velocity maps by PSInSAR and SqueeSAR analysis over Daejeon city.

Fig. 8. Time-series deformation history at two PS points at Noeun station: PSInSAR (Left), SqueeSAR (Right).

Fig. 7. Estimated mean velocity around Noeun station.



며, 또한 시계열 변위도로부터 각 관측 시점의 관측 오

차도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DEM 차이에 의한 분석 결과의 차이

간섭영상에서 지형에 의한 위상 정보를 제거하기 위

해 사용되는 고도자료의 정확도에 의한 분석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지역에서 획득된 두 개의 고도자

료인 SRTM 1-arc 30 m DEM과 LIDAR 1 m DSM을 이

용하여 각각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먼저 두 개의 고

도자료를 이용하여 PSInSAR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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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ng time-series deformation history estimated by using SRTM 1-arc and LIDAR DEM.

Fig. 9. Mean velocity map around Hanbat tree garden (Upper), and time-series deformation history at one PS.



교한 결과는 Fig. 10과 같다. 건물에 해당하는 PS로 생

각되는 지점을 선택하였으며, 두 개의 시계열 분석 결

과는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구조물에서는

자료처리에 사용된 DEM 오차를 거의 정확하게 보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DEM의 정확도와 상관없이

최종 시계열 분석 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

계열 변위도에서의 변위성분은 DEM 오차를 모두 보

정한 결과이다.

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고도자료를 이용한 SqueeSAR

분석 방법에서는 사용된 DEM에 따라 시계열 분석 결

과에 차이가 나타난다. Fig. 11은 각각 노은역과 대전대

학교 주변의 시계열 변위도로 왼쪽은 SRTM 1-arc DEM

을 이용한 분석 결과이고, 오른쪽은 LIDAR 1 m DS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SqueeSAR 분석기법은 각

화소의 시계열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공간적 동일화

소를 구하고 저주파 필터링을 수행하므로, 고정산란체

가 아닌DS일 경우 사용된DEM의 정확도에 따라 영향

을 받게 된다. 아래 결과로부터 SqueeSAR의 경우 고정

산란체가 아닌 DS 화소의 경우 사용된 DEM이 정확할

수록 분석 결과가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2007년~2010년 동안 대전지역에서 수집된 ALOS-1

PALSAR 영상을 이용한 변위 관측을 위해 PSInSAR 기

법과 SqueeSAR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초기 간섭도

에는 최대 2π 이상의 대기효과에 의한 위상성분이 있었

으나 시계열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하였다. 대부

분의 지역에서 지표변위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노은역

과 일부 국지적인 지역에서 1 cm/yr 내외의 변위가 관

측되었다.

도심지역에서의 변위 관측에서도 SqueeSAR 기법이

PSInSAR 기법에 비해 약 5배 이상의 관측점을 추출하

는데 기여했으며, 관측점의 오차도 PSInSAR 결과에 비

해 현저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AR 자료의

시계열 변위분석에 사용된DEM의 정확도는 최종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는 긴밀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도오차는 1 m-2 m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보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해상도가 다른 두 개의 고도자료를 이용하여

PSInSAR와 SqueeSAR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공구조물

과 같은 PS에서는 자료처리에 사용된 DEM 오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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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ime-series deformation history: (a) PS at the vicinity of Noeun station and (b) PS at Daejeon University by PSInSAR (Left)
and SqueeSAR (Right).



의 정확하게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DEM의 정

확도와 상관없이 최종 시계열 분석 결과는 동일한 것으

로 판단된다. 반면, 고정산란체가 아닌 DS일 경우 사용

된DEM의 정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SqueeSAR

의 경우 사용된 DEM이 정확할수록 분석 결과가 좋아

짐을 확인하였다.

도심지변위모니터링 PSInSAR 기법에비해 SqueeSAR

기법이 관측밀도 및 관측정확도 측면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지형보정을 위해 사용된 DEM의 정

확도가 변위 관측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SqueeSAR 분석에서는DS의 경우 높은 정밀도의DEM

이 더 높은 시계열 긴밀도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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