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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Sentinel 위성기반 한반도 연속 지반변화 관측체계 개발

유정흠 1)·윤혜원 2)†

Development of Continuous Ground Deformation Monitoring System 
using Sentinel Satellite in the Korea

Jung Hum Yu 1)·Hye-Won Yun 2)†

Abstract: We developed the automatic ground deformation monitoring system using Sentinel-1
satellites which is operating by European Space Agency (ESA) for the Korea Peninsula’s ground disaster
monitoring. Ground deformation occurring over a long-term period are difficult to monitoring because
it occurred in a wide area and required a large amount of satellite data for analysis. With the development
of satellites, the methods to regularly observe large areas has been developed. These accumulated satellite
data are used for time series ground displacement analysis.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NDMI) established an automation system for all processes ranging from acquiring satellite
observation data to analyzing ground displacement and expressing them. Based on the system developed
in this research, ground displacement data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updated periodically. In the
future, more diverse ground displacement information could be provided if automated small regional
analysis systems, multi-channel analysis method, and 3D analysis system techniques are developed with
the existing system.
Key Words: Ground deformation, PSInSAR, Time-series monitoring, natural disaster

요약: 본연구에서는유럽에서운영중인 Sentinel-1 위성레이더자료를기반으로하여한반도전역의지반변

화를자동으로분석하는체계구축을수행하였다. 장시간에걸려발생하는지반변화자연재난은광역적지역

에서 발생하게 되어 관측의 어려움과 분석을 위한 대용량의 자료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인공위성의 발달로

광역지역을주기적으로관측할수있는방법이개발되었으며, 이렇게축적된다년간의위성관측자료를활용

하여 시계열적인 지반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연구원에서는한반도전지역을대상으로위성

레이더관측자료취득에서부터지반변위분석및분석결과표출까지모든과정을자동화하는체계를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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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30여년간아시아지역에서홍수, 지진, 지진해일,

산불, 화산과같은자연재난발생횟수는꾸준히증가하

고있으며, 특히싱크홀, 산사태, 난개발지역의부등침

하와같은다양한지반변화를동반하는대형재난은해

외에서뿐만아니라국내에서도빈번히발생하고있다.

국민의 안전을 연구하는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광역지

역에서 발생하는 지반관련 재난현상에 대한 주기적인

관측방법개발과정밀한분석체계구축방안에대한문

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현재까지도광역지역

에서발생하는지반의변화를지속적으로관측하고정

밀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인공

위성기반의 원격탐사 기술의 발달로 광역지역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위성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기법은

지반변위분야에서효율적인방법으로주목받고있다

(Ariyama et al., 2014; Massonnet et al., 1993; Moreira et al.,

2013; Zebker et al., 2007). 능동형 센서를 사용하는 위성

레이더는 광학센서의 한계인 기상현상과 야간관측에

대한어려움을극복할수있는기법으로각광받고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방재분야 선진국인 일본, 미국 및

유럽에서는 재난분석을 위해 위성레이더 영상분석기

술을확보하고이를다양한분야에적극적으로활용하

고있다. 인공위성기반원격탐사기법을활용하여정밀

하게지반의변위를관측하는기술은무분별한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시의 지반변화의 관측과 도심지의

재난안전대비계획수립에활용될수있다(Berardino et

al., 2002; Cignetti et al., 2016; Hooper et al., 2007; Lauknes et

al., 2006; Perissin et al., 2009). 본연구에서는위성레이더

자료를기반으로한반도전역의광역적지반변화모니터

링을위한자동화분석기술개발을수행하고자한다. 이

를위하여위성레이더영상자료의자동수급시스템및

광역지역분석을위한자동화알고리즘의최적화실험을

실시하였다. 광역지역대상의위성레이더를이용한시

계열 분석(PSInSAR: Permanent Scatterer Interferometric

SAR)은특정지점이나도시에대한세부적인분석이아

니고한반도전체에대한일관적인적용과분석결과도

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분석과정에 사

용자 개입 없이 정해진 변수에 대한 신속한 수행을 위

하여자동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1) 영상 자동수급 체계 구축

한반도지역지반변위관측을위하여본연구에서는

유럽우주국(ESA)에서 제공하는 Sentinel-1(C-밴드: 5.6

cm)인공위성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지구관측 위성은

693 km의태양동기궤도를가지고있으며한반도지역

을 6~12일주기로관측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 운영기

간은 3년 이상으로 한반도 지역의 지반변위 관측에 유

용한 관측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대

상지역별각각 30여장이상의위성레이더영상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반도전역의지속적인관측과분석을

위하여위성자료의안정적인수급체계를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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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연구에서개발된체계를기반으로한반도전지역에대한주기적인지반변화자료의갱신이가능하게

되었으며, 변화우려지역에대한사전적정보제공을통하여대형재난에대한예방단계의대응이가능하게될

것으로기대된다. 향후지역별자동화분석체계와동일대상지역의다채널분석및 3차원변화분석체계에대

한연구가진행된다면, 보다다양한지반변위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Table 1.  Observation mode, swath and spatial resolution of Sentinel-1
MODE Swath (km) Spatial resolution (m)

Wave Mode (WM) 20                                5 × 50
Strip Map Mode (SM) 80                                5 × 5

Interferometric Wide Swath Mode (IW) 250                                5 × 20
Extra Wide Swath Mode (EW) 400                              2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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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1위성의촬영모드및공간해상도는Table 1 과

같으며, 안테나의송수신방향에따라 Vertical Transmit-

Vertical Receive(VV), Vertical Transmit-Horizontal Receive

(VH), Horizontal Transmit-Horizontal Receive(HH),

Horizontal Transmit - Vertical Receive(HV)와같은 4가지

편파영상이제공되며HH와HV는주로극지방에사용

되므로국내지역관측에는 VV, VH영상을활용하였다.

연구원에서는 유럽우주국의 Copernicus Open Access

Hub(www.scihub.copernicus.eu)를이용하여무료영상을

수급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상의영상수급을위해서는

1회 다운로드 개수와 자료의 다운로드 속도 제한으로

인하여수작업을이용한자료확보는어려움이있어, 자

동화체계를구축하여안정적인자료확보방안을마련

하였다. Fig. 1은 한반도 시계열 분석을 위한 위성레이

더관측영상의수급범위를나타내고있다.

연구원에서개발한자동위성자료수급시스템은다

운로드를위한설정기능과현황에대한가독성을확보

하기위하여User Interface(UI)형식으로구성하였다. 또

한관측된위성레이더자료의검색범위를보다편리하

게설정하기위하여위성영상의촬영범위에따른좌표

및위성궤도정보를획득하여설정이가능하도록기능

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관측범위에 대한 자료구축

을 위해 GeoJSON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반

도 전역을 대상으로 영상의 Path, Orbit정보를 바탕으

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입력 파일을 별도로 설계하여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GeoJSON은 위치

정보를기반으로간단한지형을표현하기위한개방형

공개표준방식으로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에서관리하기때문에일

반적은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분야의 표

준과는 다르지만 Extensible Markup Language(XML)에

서 주로 활용되는 GPS Exchange Format(GPX)와 함께

높은활용성을나타내고있다. 개발된시스템에서는사

용자가다양하게필요한지역을설정할수있도록한반

도전역, 남한전역, 북한전역및지역별로구분하여총

23개의파일을구성하였다.

위성레이더자료의수급과정에서가장우선시되는

부분은자료의손실없이안정적으로영상자료를확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동 수급 시스템에 로그

(Log)파일을생성하게하여자료수급이력에대한안전

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미확보 자료 및 오류

영상자료에대한제수신과정을부여하였다. 시계열분

석을 위하여 Sentinel위성영상은 Single Look Complex

(SLC) 타입의영상만을확보하였다.

Sentinel 위성기반 한반도 연속 지반변화 관측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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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search area for the Korea grou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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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시계열 분석기법 개발

위성레이더를 이용하여 지반변화를 관측하는 기법

은 2장의 SAR영상을 기반으로 영상간의 Phase차이를

분석하고이분석자료를바탕으로지표의높이혹은위

성센서와지상물체간의거리변화를통해지표변위를

추출한다. Phase차이를이용하여높이를추출하는기법

인 Interferometric SAR(InSAR)와지표변위를추출하는

기법인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AR(DInSAR)가위성

레이더를활용한가장대표적인기법이다. 또한, 위성레

이더의 다중영상분석을 통하여 동일지역의 시계열적

변위관측을위한 PSInSAR이개발되어활용중이다. 한

반도시계열분석을위해사용될 Sentinel위성레이더의

자료 크기는 위성자료 1 Scene에 약 4 GB로 한반도 전

체영상자료처리속도를증가시키고, 시계열분석에필

요한 Permanent Scatterer(PS)을중심으로신속하게분석

을위해인공지형물이많은도심지를주요영역으로지

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위성레이더 원 영

상에서주요영역만추출하는것이아니라주요영역을

포함하고있는하부 scene전체를추출하기때문에선택

된도심지의주변영역까지함께분석을수행하도록하

였다(Fig. 2(a)). 1장의 Sentinel-1 위성레이더영상은 30개

의 하부 scene을 가지고 있으며 Fig. 2(b)와 같이 도심지

역을 주요 영역으로 설정할 경우 이를 포함한 scene이

입력되어분석하게개발하였다. 시계열자동화시스템

구축을위하여한반도전역에대하여 47개의주요영역

을설정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각위성레이더영상에따른관측면적의차이는있지

만남·북한모두에서 6~10개의하부 scene이한개의주

요영역에서선택되었다. 기본지반변위의분석과정은

ENVI의 SARscape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지반변

위분석과정에서사용자의간섭없이자동분석을위하

여단계별분석절차에대한자동화연계체계를마련하

였다. 각 분석 단계별 변수들은 한반도 전 지역을 일괄

분석 할 수 있도록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PS결과산출을위한분석에서북한지역의경우동일면

적의한국지역보다 PS결과산출지역이낮은것을확인

하였다. 평양을포함한황해도및평안남도분석과정에

서주요영역을 7개의 scene이포함되도록했을경우와

평양만은대상으로하는 2개의 scene을분석한결과적

은 scene을 분석한 경우에서 더 조밀한 PS자료가 산출

되었다.

3. 연구결과

한반도전지역에대한시계열분석을통하여구축된

분석결과는다양한사용자들이활용할수있으며결과

물의 표출을 위한 자료용량을 고려하여 shape file형태

의표출방식을채택하였다. 또한, 시스템개발시비전

문가사용자의분석결과이해를돕기위하여기본자료

에 광학영상을 사용함으로써 위성레이더 분석자료 이

해의어려움을개선하였다. 한반도전역에대한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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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 of Sentinel-1 single image. (a) Sub-scenes order pattern, (b) Selected image area in sub-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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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반도에서발생하는지반변위의평균범위는±10

mm/year이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전체

분석결과의스케일을설정하였다. 하지만, 지진등대규

모지반변위이력을가지고있는지역에서분석된결과

값은다른지역과달리많은변화량을포함하고있어특

정지역에 한정하여 최대 ±25 mm/year의 범위를 적용

하였다.

한반도전역을분석한결과중부산지역을대상으로

한분석결과도심지부근에서의시계열변화는발생하

지 않았지만, Fig. 3에서와 같이 녹산 지구를 포함하는

공업단지지역에서약간의지반변화가관측되었다. 이

지역은 해안가 지역을 개발한 산업단지로 지역특성에

따른일정량의지반변위가발생하는지역이다. 분석결

과를 표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할수있게하였으며, Fig. 4와같이부산지역의임의두

개 지점에 대한 Vector Analyzer분석 결과 관측기간 동

안의 시계열적 변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시계열적 변

화관측의 장점은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시기

적경향을분석할수있는것이다. Fig. 4에서와같이두

지점에서발생한 2016년하반기의변화속도는유사하

지만 2017년부터지점간변화속도가달라져 A지점의

변화속도가급격히증가하였다. 따라서 2018년중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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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ound movement vector analysis in Pusan, Korea.

Fig. 3.  Ground monitoring result in P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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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두지점간큰변화량의차이가관측되었다.

Fig. 5는위성레이더자료분석결과를관련분야의다

양한사용자들이활용할수있도록개발된표출시스템

을나타내고있다. 연구원에서운영되는표출시스템에

서는사용자가원하는지역의분석결과및지점별시계

열변화에대한정보를열람할수있게개발되었다.

Fig. 6은 분석결과 추출된 지점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를그래프로나타나고있다. 지반변위의시계열분

석은관측기간에따른전체적인변화총량의분석도중

요하지만, 전체관측기간에서발생되는변화를구간별,

시기별로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를위하여변화발생인근지역에대한관측지점의중첩

분석기능과시기별분석기능을구현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광역지역에서

장기간동안발생하는자연재난의한종류인지반변화

에대한자동분석체계구축을수행하였다. 지반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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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series information at PS point.

Fig. 5.  long-term deformation monitoring in Ul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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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자동분석과자동화체계의안정적인운영을위

하여유럽에서무료로제공되는 Sentinel위성레이더를

기반으로개발하였으며, 한반도전역을동시에분석하

기위한최적의변수들을도출하여대상지역전체에대

한 동일한 정확도를 확보 하도록 하였다. 동시 분석을

위한위성자료의자동수급체계개발과자동분석을위

한시스템구축을통하여정기적인한반도전역에대한

지반변화자료제공이가능하게되었으며, 분석결과의

표출시스템을개발함으로써다양한사용자가분석자

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공

되는자료들은재난우려지역에대한사전적정보제공

을통하여대형재난에대한예방단계의대응이가능하

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반변화에 대한 현장 정밀조

사 대상지역 선정 작업 시 과학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

이 가능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대단위 분석 자료를 바

탕으로재난발생우려지역에대한소규모지역선별정

밀분석과기간단위분석을위한추가적인기술개발이

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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