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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stablished in the lower reaches of the Nakdong river in Busan, the Nok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s one of the deepest soft ground areas in Korea. In case of the costal landfill having
deep soft ground, there is a significant residual settlement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this study, there
was observed ground subsidence occurred in the Nok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from September
2002 to April 2007 by applying DInSAR and SBAS time series method using RADARSAT-1 and Envisat
SAR datasets. As a result, it was calculated that ground subsidence developed at the velocity of about
maximum 10 cm/yr and mean 6 cm/yr at the eastern center, west, western center and southern area
contiguous on the coastline of the study area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2002 to April 2007. In
addition, the RADARSAT-1 average displacement map has been compared with the total displacement
map observed by accurate magnetic probe extensometer during the period from 2001 to 2002. Since the
time series displacement has shown a linear trend mostly, we consider that continuous monitoring should
be needed until the ground subsidence of the study area has been stabilized.
Key Words : DInSAR, SBAS, reclaimed coastal land, ground subsidence, secondary consolidation

요약 : 녹산국가산업단지가 설립된 부산 낙동강 하류는 국내에서 연약지반이 가장 깊이 분포하고 있는 지

역 중에 하나이다. 연약지반의 깊이가 깊은 해안 매립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큰 잔류침하가 발생

하게 된다. 본 연구는 RADARSAT-1과 Envisat의 다중시기 SAR 영상을 이용한 차분간섭기법과 SBAS 시

계열 기법을 통해, 녹산산업국가단지에서 2002년 9월부터 2007년 4월 동안에 발생된 지반침하를 관측하였

다. 그 결과 연구지역의 동쪽 중앙, 서쪽 중앙, 서쪽, 해안가와 닿아있는 남단에서 최대 10 cm/yr, 평균 6

cm/yr의 속도로 지반침하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RADARSAT-1 SAR 영상을 이용한 평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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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은 연안지역에 성토를 매립하

여 생성한 해안매립지의 경우, 매립·성토 하중에 의한

압밀침하가 발생하게 된다. 압밀에 의한 침하 현상은 즉

시침하, 1차 압밀침하, 1차 압밀침하 완료 후 발생하는 2

차 압밀침하로 분류된다. 즉시침하는 압밀침하량에 비

하여 매우 미미하며, 1차 압밀침하는 지반개량 기간 내

에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2차 압밀침하의 경우, 장기

간에 걸쳐 발생되며 일정한 유효응력 하에서 변형이 시

간에 따라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Park, 2009). 따라서

2차 압밀침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시공하지 않으면 당

초 예상보다 과대침하가 발생하게 되고, 지반의 갈라짐

이나 부등 침하, 건물의 균열 등 침하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사완료 후에 발생

되는 모든 침하를 잔류침하라 하며, 대개 2차 압밀침하

가 이에 포함된다. 단기적인 잔류침하의 예측은 성공한

사례가 있으나, 지역마다 다른 흙의 생성과정이나 기후

풍토 때문에 장기적인 2차 압밀침하의 예측은 이론적인

공식과 현장경험으로 해결되기 어려워 아직까지도 결

정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Park et al., 1997).

전형적으로 해안매립지의 즉시침하와 1차 압밀침하

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시공시 침하계를 설치한다.

그러나 침하계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시공중인 환경

에서 관리·유지·보수를 위한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

게다가 시공완료 후에도 허용잔류침하량을 고려하여

높게 다진 천성고의 침하 속도가 예측된 허용잔류침하

량범위내에서발생하는지를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러

나 비용과 인력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시공 완료

후 수년 내에 모니터링을 중단한다.

최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느린 지표변위를 수

mm에서 수 cm의 정밀도로 수십 km2에 걸쳐 관측하는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위성의 개발로, 고비용과

인력, 접근의 제한성 등 현장관측의 단점을 극복하고 화

산, 지진, 지반침하, 홍수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표변위

관측에 활용되고 있다(Cho et al., 2013; Kim et al., 2010;

Dixon et al., 2006; Simons et al., 2002). 마이크로 웨이브

파를 쏘고 받는 능동형 시스템인 SAR 위성은 지표면에

서 돌아온 신호의 세기와 위상을 영상에 기록한다. 차분

간섭기법(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AR; DInSAR)은 서

로 다른 시기에 획득된 두 장의 SAR 영상에 기록된 위상

을 차분하여 지표면에서 발생한 변화를 관측하는 기법

이다(Massonet and Feigl; 1998). 차분간섭기법은 상시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관측이나침하계, leveling

등의 현장측량 기법처럼 한 점에서의 관측 결과를 제공

하지 않고 연속적인 2차원적 관측 결과를 제공하기 때

문에, 공간적인 변위 양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차분간섭도에는 지표변위에 연관된 신호와 함

께 지형, 대기에 의한 지연효과, 궤도오차, 잡음 등의 신

호들이 동시에 영상에 기록되어 있다. 흔히 지형에 의한

신호는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이용하여 제거되고, 궤도오차는 제공되는 위성의 위치

와 자세로 보정하여 제거한다. 그런데 한 장의 차분간섭

도에 기록된 대기에 의한 지연효과와 잡음은 제거하기

가 매우 어렵다(Berardino et al., 2002; Ferretti et al., 2000).

최근 전지구 기상모델을 바탕으로 대기지연효과를 계

산하여 한 장의 차분간섭도에서 대기에 의한 지연효과

를 제거하는 연구도 진행중이지만, 전지구 기상모델은

SAR 위성영상에 비해 해상도가 매우 낮고, 관측지점 사

이의 보간으로 인해 전지구 기상모델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지연효과를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한다(Hooper et al., 2012).

시간적으로불규칙하고공간적으로느리게변한다는

대기지연효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다중시기 SAR 영상을 이용한 다양한 시계열 분석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Ferretti et al.(2001)은 다중시기

SAR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강한 신호를 돌려보내는 고

정산란체(Permanent Scatterer; PS)에서 잡음과 대기에 의

한 지연효과의 영향이 미세하다는 특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고정산란체에서만 시계열 변위를 추출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기법은 건물과

같은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암석과 같은 고정산란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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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변위도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침하계로 관측된 현장관측자료와 비교·분석되었다. 시간에 따른 지표

변위 양상이 거의 선형에 가깝게 나타나므로, 연구지역의 지반침하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인 모

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 산악지역에서는 추출되기 어렵

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Berardino et al.(2002)이 개

발한 Small BAseline Subset (SBAS) 기법은 위성간의 수직

기선거리와 시간간격이 짧은 간섭쌍만을 선택하여 높

은 긴밀도를 지니는 차분간섭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선 Permanent Scatterer InSAR (PSInSAR) 기법에 비해,

고정산란체가 거의 분포하지 않는 산악지역에서도 지

표변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영상의 긴밀도를 높이고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공간필

터링(Multi-looking)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밀 시계열 지

표변위 관측에 어려움이 있다(Hooper et al., 2012). 최근

이 두 시계열 기법을 비교·분석하거나, PSInSAR와

SBAS 기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SqueeSAR,

TCPInSAR, STaMPS 등의 다양한 시계열 기법들을 개발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Ferretti et al., 2011;

Zhang et al., 2011; Kim, 2010; Hooper, 2008).

대한민국부산광역시의서쪽에위치한녹산국가산업

단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약 10년 동안의 긴 공사에 걸

쳐 조성된 해안매립지이다. 부지 조성 중에 계속되는 지

반침하로 인해 8번이 넘는 공사 끝에 완공되었으며, 공

사기간 중에 발생된 지반침하를 JERS-1 SAR 영상을 이

용해관측한선행연구가있다(Kim et al., 2005; Lee, 2002;

Kim et al., 2002). 그러나 공사기간 중에 차분간섭기법을

적용할 경우, 매립·성토 작업으로 인한 지표특성의 변

화로 인해 차분간섭도의 긴밀도가 낮아져 정밀한 시계

열 지표변위를 관측해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지반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관측된 2002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의 RADARSAT-1 위성 영상과 2004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Envisat 위성 영상을 차분간

섭기법과 SBAS 기법에 적용하여,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서 발생된 잔류침하를 관측하였다. 이 지역의 계속되는

지반침하에도 불구하고 침하계를 이용한 현장관측이

2002년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계산된 시계열 분석 결과

는 2002년 동안에만 침하계의 실측자료와 비교되었다.

SAR 영 상 을 이 용 한 시 계 열 지 표 변 위 관 측 은

RADARSAT-1과 Envisat 위성 영상에 각각 적용되었으

며, 두 결과를 결합하여 연구기간 내에 발생된 총 지표변

위량을 시간적으로 평균한 지표변위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침하계 관측자료를 kriging 기법으로 보간하여, 평

균 지표변위도에 나타난 2차원적인 지표변위 양상과도

비교하였다.

2. 연구지역 및 자료처리

1) 연구지역

모래·점토 및 실트와 같은 성토로 수심이 얕은 연안

을 매립하여 생성한 해안매립지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

토면적의 약 65%가 산림이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복

잡한 해안선을 지닌 지형에서, 도시의 확대에 따른 시민

의 건강보존 및 생활환경 개선과 공업의 발달에 따른 공

장부지 부족의 해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책이

다.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의 서쪽에 위치한 261.8만평의

녹산국가산업단지는 동남권 공업벨트의 중심지로서 21

세기 국제교역의 관문역할 수행과 35,000여명의 고용인

구 창출, 650여개의 업체 및 36,000명의 인구를 수용하

여 기존시가지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의 효율적인 분산

을 유도, 부산-진해간의 새로운 해안개발축 형성으로 지

역 내 낙후된 부산서부 및 진해동부 지역의 개발촉진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조립금속, 정

밀기계, 석유화학, 섬유의복, 정보통신, 폐기물처리시설

등 8개 업종의 약 1000여개의 업체가 입주했다(Fig. 1)

(Park et al., 1997). 그러나 1993년 10월 13일에 착공된 녹

산국가산업단지의 공사는 연약지반의 심도가 평균 27

m, 최대 50 m 까지 이르는 등의 이유로 지반침하가 계속

되었고, 1997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시공기간과는 달리

무려 8번이 넘는 재공사 끝에 2001년에서야 완공되었다

(Table 1)(Park et al., 1997). 연약지반이란 본래 강도가 낮

고 압축성이 높은 점성토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약지반

의 주체를 이루는 것은 많은 수분을 포함한 점토나 실트,

유기질토, 느슨한모래층, 사질토층등이이에포함된다.

이러한 연약지반에 구조물을 건설하는 경우, 구조물의

안정과 침하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다. 구조물의 안정

문제는성토, 사면붕괴, 과대한변형문제부터기초의지

지력, 토류벽에 미치는 토압, 지진이나 동적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사질지반의 액상화 등이 있으며, 침하로 인한

문제에는즉시침하, 1차압밀침하, 2차압밀침하등과같

은 결과로서 일어나는 부등침하가 있다. 보통의 지반에

서와 다르게 연약지반에서는 갑자기 사면이 파괴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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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토의 50 %에 달하는 침하가 발생하는 등 극단적으

로 과대하게 안정과 침하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약지반 개량공법이 개발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침하가 예측한대로 발생하지 않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Park et al., 1997). 부산의 낙동강

하구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연약지반의 심도가 가장 깊

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도 지반침하로 문제로 추가적

인 성토작업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녹산국가산업단지

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예측된 잔류침하량과

침하속도가 실제 침하속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비용의

문제로 침하계를 이용한 침하 모니터링이 2002년에 중

단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차 압밀침하로 인

한 연약지반의 느린 지표변위를 관측하기에 적합한 다

중시기 SAR 영상을 이용하여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지반

침하를 모니터링하였다. 본 연구지역에 대해서 1996년

부터 1998년사이에 발생한 지표변위를 JERS-1 SAR를
이용한 차분간섭기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관측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Kim et al., 2005; Lee, 2002; Kim et al.,

2002). 그러나 선행된 연구의 관측기간은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획득된 SAR 영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2차 압밀침

하에 의한 영향은 계산될 수가 없었다. 또한 성토작업으

로 지표 특성이 변하게 되면서 차분간섭도가 낮은 긴밀

도를 지니게 되고, 이로 인해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는 한

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사가 완료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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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history of the Nok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s reclamation(Lee, 2002)
Date Procedure Provenance

20 Oct, 1989 녹산국가산업단지 산업기지 개발구역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 591호, 한국토지개발공사
1 Dec, 1989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개발공사
4 May, 1990 실시계획 승인 한국토지개발공사
29 Jul, 1991 보상착수 한국토지개발공사
13 Oct, 1993 공사착공 한국토지개발공사
Nov, 1995 녹산국가산업단지 1차 매립완료 부산일보
Apr, 1996 삼성전기 부산공장 준공식 한국경제신문

30 Jun, 1999 1단계 사업준공 한국토지개발공사
31 Mar, 2000 2단계 사업준공 한국토지개발공사
31 Mar, 2001 3단계 사업준공 한국토지개발공사

Fig. 1. The location of the Nok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Busan, Korea and IKONOS satellite image acquired on 9 February,
2001 in study area. Red points display locations of ground data obtained by accurate magnetic probe extensometers(38 survey
stations).



RADARSAT-1과Envisat SAR 영상으로 2002년부터 2007

년 사이의 지표변화를 관측했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 기

법을 적용할 수 있었고, 2001년부터 2002년 동안 관측된

침하계 현장관측 자료와 SBAS 기법으로 계산된 시계열

변위를 비교·분석하였다.

3. 자료처리

두 장의 SAR 영상에 기록된 위상을 차분할 경우, 아래

와 같은 신호를 포함한 위상 φ가 계산된다.

             φ = W{φdef + φatm + φorb + φθ + φN}

여기서, φdef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표변위 위상 신

호, φatm는 대기 영향으로 인해 지연된 위상 신호, φorb는

궤도 오차에 따른 잔여 위상, φθ는 수치고도모델 오차

에 따른 위상 신호, φN는 잡음에 의한 위상 신호이다. 모

든 위상 신호의 합은 2 π를 한 주기로 하는 반복된 값으

로 기록되는데, 이 때의 위상 신호를 wrapped phase라 하

며, W{·}는 wrapping operator를 의미한다(Hooper et al.,

2012). 한 장의 차분간섭도에서 φatm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φatm을 제거하기 위해 다중시기

SAR 영상을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는 SBAS 기

법을 적용하였다. Berardino et al.(2002)는 수직기선거리

와 시간간격이 짧은 간섭쌍만을 선택하여 긴밀도가 높

은 간섭도만 생성한 후, φatm가 공간적으로 느리게 변하

고, 시간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공간

상에서는 저주파 필터링을, 시간상에서는 고주파 필터

링을 적용하여 시간을 고려한 3차원 분석으로 대기지연

효과를 줄였다. 이 기법의 경우, 연속적인 변위 관측을

위해 wrapped phase를 풀어주는 unwrapping 과정을 거친

차분간섭도를 사용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까다로워 오

차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Berardino et al., 2002). 본 연

구에서 사용된 SBAS 기법은 Jung et al.(2008)에 의해 개

선된 알고리즘이며, 이 알고리즘은 차분간섭도가 포함

하고 있는 unwrapping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상대적

으로 unwrapping 오차가 적은 양질의 차분간섭도를 선

택한 후, 초기 선형 지표변위와 수치고도모델 오차를 계

산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decorrelation이 심한 차분간섭도들의 위상을 보정한 후,

모든 차분간섭도를 이용하여 시계열 변위를 다시 계산

한다.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잔류침하를 관측하기 위해서,

2002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획득된RADARSAT-1
과 2004년 7월부터 2007년 4월동안에 획득된 Envisat의

C-band SAR 영상(λ = 5.6 cm)을 수집하였다(Table 2).

RADARSAT-1 SAR 영상은 fine beam mode로 촬영되었

기 때문에 약 10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며, Envisat SAR

영상은 image mode로 촬영되어 약 30 m의 해상도를 가

진다. 차분간섭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생성된 수치고도

모델은 ERS tandem pair (ERS-1: 1995년 12월 17일, ERS-
2: 1995년 12월 18일)와 2000년 9월에 수행된 PACRIM

II프로젝트에서 획득된AIRSAR(http://airsar.jpl.nasa.gov)

C-band DEM (공간해상도 5 m, 고도오차 1~ 2 m)을 이

용하였으며, 연구지역 주변은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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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llected SAR dataset from RADARSAT-1 and Envisat satellites for this study
No. Sensor Mode Date No. Sensor Mode Date
1

RADATSAT-1 Fine Beam

15 Sep, 2002 1

Envisat ASAR Image

27 Jul, 2004
2 2 Nov, 2002 2 14 Dec, 2004
3 13 Jan, 2003 3 18 Jan, 2005
4 2 Mar, 2003 4 7 Jun, 2005
5 30 Jun, 2003 5 12 Jul, 2005
6 10 Sep, 2003 6 16 Aug, 2005
7 4 Oct, 2003 7 20 Sep, 2005
8 28 Oct, 2003 8 29 Nov, 2005

9 14 Mar, 2006
10 19 Dec, 2006
11 3 Apr, 2007



1:25,000 수치지도를 삼각망(TIN) 기법을 이용하여 생

성한 10 m 간격의 수치고도모델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8장의 RADARSAT-1 SAR 영상에 차분간섭기법을 적용

하여 총 17개의 차분간섭도를 생성하였으며, 그 중 7개

의 양질의 차분간섭도를 선택했다(Fig. 2(a)). 11장의

Envisat ASAR 영상을 이용하여 총 13개의 차분간섭도를

생성했으며, 그 중 7개의 차분간섭도가 양질의 차분간

섭도로 선택되었다(Fig. 2(b)). Fig. 2에서 생성된 간섭쌍

이 점선으로 연결되었으며, 연결된 굵은선은 양질의 차

분간섭도를 의미한다. 생성된 차분간섭도들은 수집된

위성별로각각 SBAS 기법에적용되었으며, 이를통해평

균 지표변위와 시계열 변위를 계산했다. Fig. 1 위에 표시

된 붉은 점은 2001년 1월 22일에 설치된 38개소의 침하

계 위치를 보여준다. 침하계는 연구지역에 고르게 분포

되어 있지만, 수백m의 간격을 가진다. 침하계를 이용한

잔류침하 관측은 경비 등의 문제로 2001년 2월 22일부

터 2002년 12월 13일까지만 운영되었다. 본 연구에서 계

산된 시계열 변위의 정확성 분석을 위해 2002년 동안에

관측된 자료가 검증자료로서 사용되었다.

4. 결 과

Fig. 3은 RADARSAT-1 fine beam mode SAR 영상으로

생성된 차분간섭도를 보여준다. Fig. 3(a)~ (f)는 SBAS

분석을 위해 선택된 양질의 차분간섭도이다. 양질의 차

분간섭도는 Fig. 3(g)~ (l)보다 높은 긴밀도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공간적인 변위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Fig. 3의(g)~ (h), (k) 차분간섭도는 90일 이상의 긴 시간

간격으로인한긴밀도의저하, Fig. 3(j), (l)은긴수직기선

거리로 인한 긴밀도 저하 현상이 발생하였다. 낮은 긴밀

도를 가지는 차분간섭도는 위상의 변화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phase unwrapping 과정에서 오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Lee,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Jung et al.(2008)의 SBAS 기법은양질의차분간섭도를이

용하여 낮은 긴밀도를 가지는 차분간섭도의 위상을 보

정하기 때문에, 낮은 긴밀도를 지니더라도 일부 지표변

위 신호가 나타난 차분간섭도들이 연구에 적용되었다.

Fig. 3(c)~ (e)는 긴 시간간격을 가지고 있지만 위성간의

수직기선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긴밀도를 가

진 차분간섭도를 보여준다. 공단의 동쪽 중앙에 발생한

침하가 Fig. 3(a), (c)~ (e)에서 분명하게 관측되었으며,

긴밀도가 낮은 Fig. 3의 (g)~ (i), (k) 차분간섭도에서도

2 π가 넘는 지표변위가 관측되었다. 또한 Fig. 3(a)와 (b)

에서 해안가와 닿아 있는 공단의 남단에서 상당한 양의

지표변위가 관측되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큰 침하경

사도에 의해 위상의 aliasing 현상이 발생되어 시간간격

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양질의 차분간섭도라 할지라

도 변위 관측이 어려웠다(Fig. 3(c)~ (e)). Fig. 3(f)는 시

간간격이 24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지표변위가 거의 관

측되지 않았고, Fig. 3(j)는 긴밀도가 매우 낮고, 변위로

판단되는 위상신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SBAS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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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interferometric pairs from RADARSAT-1(a) and Envisat ASAR(b) using SBAS method. Bold line means good
interferometric pair with high coherence. Dotted line means low coherence interferograms for this study.



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Envisat ASAR 영상을이용한차분간섭도는RADARSAT-1
fine beam mode SAR보다 약 3배정도 큰 공간해상도 때

문에 상대적으로 세밀한 지표변위를 관측하기 어려웠

다 (Fig. 4). 그럼에도 불구하고 Fig. 4(a), (b), (d)에서

RADARSAT-1 SAR 차분간섭도에서 관측된 공단의 동쪽

중앙 변위가 동일하게 관측되었다(Fig. 3(a), (c)~ (e)).

RADARSAT-1 SAR 차분간섭도에서 관측되었던 남단 끝

부분의 지표변위는 일부 Envisat ASAR 차분간섭도에서

지표변위에 의한 위상신호인지 대기에 의한 지연효과

인지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문제는 시계열 분

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Fig. 4(b)~ (d)). Fig. 4(g)~ (i)

차분간섭도는긴수직기선거리로인해낮은긴밀도를보

였으며, Fig. 4(e)는 시간간격과 수직기선거리가 짧아 긴

밀도가 높고 변위가 거의 없는 차분간섭도를 보여준다.

RADARSAT-1 fine beam mode SAR와 Envisat ASAR 영
상으로 생성된 차분간섭도 중에서 시간간격이 짧은 간

섭쌍에서는 변위가 관측되지 않았는데, 이는 변위가 시

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에 따라 변위량

이 증가하는 경우, 시간간격이 긴 차분간섭도에서 더 분

명한 변위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도 시간간격이 긴 차

분간섭도에서 더 분명한 지표변위 양상을 보이므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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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generated differential interferograms from RADARSAT-1 SAR fine beam mode dataset.

Fig. 4. The generated differential interferograms from Envisat ASAR image mode dataset.



측된 변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 3(d)와 (e), Fig. 4(d)).

두 위성에서 수집된 SAR 영상들을 이용한 차분간섭

도를 바탕으로 SBAS 기법을 적용해 평균 지표변위도를

계산했다(Fig. 5). Fig. 5(a)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10월

동안에 발생한 RADARSAT-1 SAR 영상의 평균 지표변

위도이고, Fig. 5(b)는 2004년 7월부터 2007년 4월 동안에

발생한 Envisat ASAR 영상의 평균 지표변위도이다. 약 1

년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8장의 영상이 수집된

RADARSAT-1 SAR의 지표변위도가 Envisat ASAR의 지

표변위도보다 지표변위 지역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RADARSAT-1 차분간섭도에서 나타났었던 것과 같이,

녹산산업국가단지의 동쪽 중앙과 남단 지역에서 약 13

개월동안 15 cm 이상의 지반침하가 관측되었다(Fig.

5(a)). Fig. 5(b)의 Envisat ASAR 지표변위도에서는 대기영

향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5장 이상의 SAR 영상을 수

집하여 분석해야 대기에 의한 지연효과를 정확하게 제

거할 수 있다(Ferretti et al., 2001; Ferretti et al., 2000). 그러

나약 33개월동안에 11장으로획득된Envisat ASAR 영상

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지연효과를 정확

히 계산하지 못해 발생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Fig. 5(b)). 그러나 공단의 동쪽 중앙과 남단 우

측에서 발생한 지표변위는 RADARSAT-1의 지표변위도

에서 나타난 공간적인 변위양상과 상당히 유사하며, 이

지역에서 최대 18 cm 이상의 침하가 발생하였다(Fig.

5(b)). Fig. 6은 38개소의 침하계에서 2001년부터 2002년

까지관측된변위를 kriging 기법으로보간한지표변위도

이다. 현장관측 시기와 가장 유사한 RADARSAT-1의 평

균 지표변위도 Fig. 5(a)와 비교해 보면, 연구지역의 서쪽,

서쪽 중앙과 해안가와 닿아있는 남단의 공간적인 변위

양상이상당히유사하게나타난것을확인할수있다. 그

러나 동쪽 중앙에 나타난 변위가 침하계 관측에서는 나

타나지 않는데 이는 동쪽 중앙 지반침하 지역에 침하계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Fig. 1). 관측소의 부재로 인

한 보간상의 문제가 동쪽 중앙의 변위를 관측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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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average displacement maps estimated from SBAS method using RADARSAT-1 SAR (a) and Envisat ASAR (b)
datasets.(a) and (b) show displacement in satellite line-of-sight (LOS) direction.



것으로 나타났다(Fig. 6).

Fig. 5의(a)와(b)의 평균 지표변위 속도를 보간하여

2002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발생된 지표변위 총량

을 수직변위로 변환해 계산한 지표변위도를 Fig. 7에 도

시하였다. 차분간섭도는 line-of-sight (LOS) 방향에서의

지표변위를 보여준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위성으로 관측

된 지표변위를 속도로 평균하려면 LOS 방향에서 수직

방향으로 변환이 필요하다. 모든 변위가 수평이 아닌 수

직으로만발생했다는가정하에 LOS 방향의지표변위는

다음의 수식으로 수직방향의 변위로 변환될 수 있다.

                              Dυ = _

여기서, Dυ는 수직방향의 지표변위이고, ΔLOS는
LOS 방향의 지표변위를 의미하며, θ는 관측 위성의 입

사각을 나타낸다. RADARSAT-1 fine beam mode SAR의
경우 37~ 48˚, Envisat ASAR polarisation mode의경우 15

~ 45˚의 입사각을 가진다(Kim et al., 2013).

Fig. 7은 연구지역의 동쪽 중앙과 서쪽 중앙, 서쪽, 해

안가와 닿아있는 남단에서 1415일 동안 최대 10 cm/yr,

평균 6 cm/yr의 속도로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음을 분

명하게 보여준다. S18과 S35는 침하계 관측이 이루어진

지점이다(Fig. 7(a)). 이 두 지점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침하계로관측된시계열변위와RADARSAT-
1의 시계열 지표변위를 함께 도시하였다(Fig. 7(b)와(c)).

차분간섭도에서 관측되는 변위는 절대 변위가 아닌 상

대 변위이기 때문에, 마지막 침하계 관측일을 기준으로

선형으로 연결된 RADARSAT-1 시계열 변위와 동일한

시기에 맞추어 비교하였다. S18 지점은 2002년 중순까

지 변위가 거의 없다가 그 이후에 급격하게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S35 지점은 2001년부터 꾸준한 속도

로 거의 선형에 가까운 빠른 속도의 지반침하가 발생하

고 있다. S18 지점에서는 약 6 cm의 지반침하가, S35 지

점에서는 약 7 cm의 지반침하가 978일 동안에 발생하였

다(Fig. 7(b)와(c)). L1은 연구지역의 동쪽 중앙 지반침하

를 대표하는 지점이며, R1은 서쪽 중앙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를 대표하는 지점이다(Fig. 7(a)). L1과 R1 모두

RADARSAT-1에서 관측된 시계열 변위가 Enivsat ASAR

의 시계열 변위보다 급격한 그래프 기울기의 지표변위

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2차 압밀침하속도가 시간에 따

라 점차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먼저 관측된

RADARSAT-1 SAR의 지표변위보다 Envisat ASAR의 지

표변위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두 지점의 지반침하는 1415일 동안에 거

의 25~ 30 cm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안정정인 침하 속도를 보이

는 2차 압밀침하의 특성과는 달리 침하 곡선이 선형에

가깝기 때문에 연구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ΔLOS
cos(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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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total displacement map measured by accurate magnetic probe extensometer. All survey stations displayed on Fig. 1.
Measured ground data has been interpolated by kriging.



5. 결론 및 토의

최근 도시의 확대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존 및 생활환

경 개선과 공업의 발달에 따른 공장부지 부족의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안매립지의 생성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해안매립지의 경우, 연약지반 깊이와

매립·성토 작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자주 발생

한다. 특히 거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

는 2차 압밀침하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잔류침하가

안정권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그

러나 현장관측으로 잔류침하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많

은 비용과 인력이 투자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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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The average displacement map that combined with Fig. 5(a) and Fig. 5(b) in vertical direction. (b) and (c) are RADATSAT
-1 time series plots combined with ground data acquired by accurate magnetic probe extensometer at S18 and S35, respectively.
(d) and (e) are time series plots of displacement in period from 15 Sep, 2002 to 3 Apr, 2007 at L1 and R1, respectively. The
locations of each point are displayed on Fig. 7(a).



공 이후 수년 내에 현장관측을 중단한다.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에서 연약지반의 깊이가 가장 깊은 낙동강

하구 지역에 생성된 녹산산업국가단지에서 발생된 잔

류침하를 관측하기 위하여, 지반침하를 효율적으로 감

시할 수 있는 다중시기 SAR 영상을 이용한 차분간섭기

법과 시계열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론적으로 25장 이상

의 SAR 영상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이 대기에 의한 지연

효과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위성 모두 12장 미만의 SAR 자료가 수집되어 대기지연

효과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Envisat ASAR로부터 계산된 평균 지표변위도에서더분

명 하 게 나 타 난 다 (Fig. 5(b)). 그 럼 에 도 불 구 하 고

RADARSAT-1과 Envisat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2002년 9

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발생된 지반침하를 성공적으로

관측하였으며, 최대 10 cm/yr, 평균 6 cm/yr 속도를 보이

는 지반침하가 녹산국가산업단지의 동쪽 중앙, 서쪽 중

앙, 서쪽, 해안가와닿아있는남단에서상당히빠르게진

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1부터 2002년까지 38개

소의 침하계를 이용하여 얻은 현장관측 자료를 kriging

기법으로 보간하여 생성한 지표변위도와 RADARSAT-
1의 평균 지표변위도를 비교한 결과, 동쪽 중앙의 지표

변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지반 침하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쪽 중앙의 지표변위가 현장관측 자료에 나

타나지 않은 이유는 현장관측이 한 지점에서의 관측치

만을 제공하므로, 동쪽 중앙 지역의 관측소의 부재로 보

간에 따른 오차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같이 고비용과 현장측량의 한계점을 넘어

서서 공간적으로 끊김없는 지표변위 관측을 제공하는

다중시기 SAR영상을 이용한 차분간섭기법과 시계열

기법의 적용은 해안매립지와 같이 느린 지반침하를 관

측하기에 매우 유용한 도구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동쪽

중앙과 서쪽 중앙에서 관측된 시계열 변위가 거의 선형

에 가까운 속도로 침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지역의

침하지역이 시공시 고려된 허용잔류침하량인 성토고

3.9 m 이내로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해안매립지의 지표

변위 모니터링은 2차 압밀침하를 예측하기 위한 현장관

측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잔류침하에 따른 대책수립과

침하 곡선의 수정·보완에 적용되어 실제 시공과 관리

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향후 최근 발사된TerraSAR-X나

COSMO-SkyMed, Kompsat-5와 같은 고해상도 X-밴드

SAR 위성 영상을 본 연구지역에 적용한다면 더 정밀한

지표변위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근래에 발생된 지표변

위양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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