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band PSInSAR를 위한 고정산란체 추출 및 네트워크 분석 기법
김상완†·조민지

세종대학교지구정보공학과

Persistent Scatterer Selection and Network Analysis for X-band PSInSAR

Sang-Wan Kim† and Minji Cho

Department of Geoinformation Engineering, Sejong University

Abstract : The high-resolution X-band SAR systems such as COSMO-SkyMED and TerraSAR-X
have been launched recently. In addition KOMPSAT-5 will be launched in the early of 2012.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new method for persistent scatterer candidate (PSC) selection and network
construction, which is more suitable for PSInSAR analysis using multi-temporal X-band SAR data.
PSC selection consists in two main steps: first, selection of initial PSCs based on amplitude dispersion
index, mean amplitude, mean coherence. second, selection of final PSCs based on temporal coherence
directly estimated from network analysis of initial PSCs.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network the Multi-
TIN and complex network for non-urban area were addressed as well. The proposed algorithm was
applied to twenty-one TerraSAR-X SAR of New Orleans. As a result many PSs were successfully
extracted even in non-urban area.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KOMPSAT-
5 for surface displacement monitoring using X-band PSIn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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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TerraSAR-X SAR, TanDEM-X 또는 COSMO-SkyMed와 같은 1 m 급의 고해상도 X-

band SAR 센서를 탑재한 인공위성이 발사되어 운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X-band를 탑재한 1m 급의 고

해상도 위성 레이더인 KOMPSAT-5가 발사될 예정에 있다. 본 연구는 X-band SAR 상을 이용한

PSInSAR 기법 적용에 보다 적합한 고정산란체 추출 및 네트워크 생성 기법을 개발하 다. 새로운 PSC 추

출알고리즘은다음두단계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진폭분산지수, 평균반사강도, 평균긴 도를복합적으

로 이용하여 초기 PSC를 선출한다. 두 번째 초기 선출된 PSC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정된 각 PSC에서

의 시계열 긴 도를 직접 이용하여 최종 추출한다. 또한 PSC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multi-TIN 구성기법과비도심지역에서분석신뢰도를높이기위한복합네트워크를제안하 다. 개

발된 알고리즘을 뉴올리언즈 지역에서 획득된 21개의 TerraSAR-X SAR 자료에 적용한 결과, 기존의

PSInSAR 기법으로는관측되지않았던비도심지역에서다수의PS가추출되어변위속도분석이가능하

다. 이러한결과는주로도심지역에서널리사용되어왔던PSInSAR 기법을비도심지역으로까지확대하는

것으로, 향후KOMPSAT-5를활용한한반도지역상시모니터링에기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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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DInSAR(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는동일한위치에서서로다른시기에

획득된 두 SAR(Synthetic Aperture Radar)자료의 위

상정보를차분하여지표면의3차원정보를획득할수있

어, 화산, 산사태, 빙하, 지반침하, 지진 등의 자연재해

를 관측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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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eed et al., 2001). 차분간섭도의 위상 fx, i는 다음과

같이 변위에 의한 위상 fx, i
defo과 사용된 DEM 오차에 의

한위상 fx, i
topo, 대기성분에의한위상 fx, i

atm, 그리고잡음

성분 fx, i
noise으로구성되어있다.

fx, i = fx, i
defo + fx, i

topo + fx, i
atm + fx, i

noise (1)

X-band 자료의경우, InSAR 기법적용에있어서기

존의 L-band 또는 C-band 간섭기법에 비해 짧은 파

장으로인해시간에의한 decorrelation에의해상당한

제한을받는다. 따라서비교적시간에의한decorrelation

에 의한 향을 덜 받는 고정산란체(PS)를 이용한 기법

인, 다수의 X-band SAR 자료를 이용한 PSInSAR 기

법이 지표변위 관측 분야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술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SInSAR 알고리즘은 두 개

의 SAR 자료를 이용한 DInSAR 기법에 비해 다중시기

상처리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변위 추이의 정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L-band 또는 C-

band SAR 자료에 비해 X-band SAR 자료를 이용한

PSInSAR 기법적용에있어서각간섭도위상 fx, i으로

부터 대기효과(APS, Atmospheric Phase Screen) 성

분 fx, i
atm을구하는부분이다음과같은이유로인해중요

한문제로대두된다.

레이더신호가 공간적으로 불균질한 지구대기를 통해

전파되면 그것은 자유공간에서보다 굴절률 (index of

refraction)이높게되어전파속도가약간저하된다. 속

도저하에따른전파지연거리 Δx는다음과같이표현된

다. 이 효과에 대한 경험식은 Smith and Weintraub

(1953)에의하면

Δx =7.76×10
_
5 ∫0

s 
ds + 3.73×10

_
1∫0

s 
ds (2)

이다. P는압력(mb), T는절대온도, e는수증기의부

분압력(mb)이다. 약 20%의 상대습도 변화는 변위관측

에서 10 cm 정도의 에러를 발생 시킬 수 있다(Zebker

et al., 1997). 대류권왜곡(tropospheric distortion)으

로부터 전파시간 지연은 식 (2)로부터 주파수에 독립적

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전파지연 거리는 주파수에 관계

없이 동일하지만 X-band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대기

보정에의한위상측면에서보면C-band에비해약두

배 그리고 L-band에 비해 약 8배 정도로 변화율이 훨

씬크게된다(Fig. 1 참조). 따라서기존의L-band, C-

band와 다르게 X-band에서는 대기에 의한 위상이 알

리아싱이 발생하지 않게 공간적으로 충분히 샘플링이

되도록 PSC(Permanent Scatterrer Candidate)의 추

e
T2

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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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s of TerraSAR-X interferograms showing phase variation due to atmospheric effect.



출이 충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X-band는 자료의

특성상 공간해상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stripmap 모드

의 자료의 양이 크기 때문에 자료처리 속도 및 필요한

메모리 크기 측면에서 알고리즘을 보다 효율화할 필요

가있다.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총21장의뉴올리언즈지

역을촬 한TerraSAR-X SAR 자료를수집하 다. 이

지역은 기존에 C-band를 탑재한 RADARSAT 위성레

이더를 이용하여 관측된 지반침하가 이미 보고된 바 있

다 (Dixon et al., 2006). 수집된자료를이용하여고해

상도X-band SAR 자료에 적합한 PSC 추출 알고리즘

을개발하고, 개발된알고리즘을적용한PSInSAR 기법

을수행하여개선된결과를얻었다.

2. 다중시기SAR 상으로부터PSC 추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과 같은 개수의 21개 SAR

상의 수치 모델링을 통해 진폭분산지수와 위상오차

관계를 구하 다. Ferretti et al.(2001)에 의해 신호모

델은 zi = g + ni이고, 노이즈의 표준편차 sn은 0.05에

서 0.8까지 변경하며 10,000번 반복하여 DA 및 위상의

표준편차를구했다(Fig. 2). SCR이높은경우진폭분산

지수는 위상오차 추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Fig. 2에서

보는바와같이위상오차가약0.35 rad 이하인경우에

만 진폭분산지수가 위상오차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일반적으로DA<0.25를이용하여PSC 추출한다.

Fig. 3은 기존 C-band 또는 L-band PSInSAR 기

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X-band SAR 자

료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지역을 500m×

500m 격자로 나눈 다음 각 격자에서 DA값이 0.25 이

하인화소중가장낮은DA값을갖는화소를선택한다

음TIN을이용하여네트워크를구성한다음PS 알고리

즘을 적용하 다. 적용 결과 초기에 Fig. 3(b)와 같이

낮은신뢰도를갖는PSC를제거한결과좌하단부분의

모든PSC가제거되었으며, 네트워크분석을통해추가

적으로 연결선들이 제거됨에 따라 상당수의 네트워크

Persistent Scatterer Selection and Network Analysis for X-band PSIn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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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ve between amplitude dispersion index and
phase std. derived from numerical simulation.

Fig. 3.  (a) Initial PSC network using only amplitude dispersion index, (b) residual PSC network after initial PS processing.

(a) (b)



가 단절되었다. 따라서 좌하단 부근의 APS 추정이 되

지못하기때문에최종속도및DEM 오차분석을수행

할 수 없다. 이와같이적절한PSC가추출되지못할경

우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위상 unwrapping 수행 결과

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트워크 망 손실로

인해일부지역에서는PS 분석조차수행되지못하는문

제가발생한다. 따라서기존의DA만으로는추출되지않

는지역에는적절한PSC를포함시킬필요가있으며, 과

다하게 많은 PSC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네트워크 분

석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격자망을 구성하여

각격자별적절한PSC를추출하는방법을이용하 다.

DA값만으로 PSC를 추출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적절

한 PSC를 추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좋지 않은

PSC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제거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PSC를 추출하여야만 네트워크 분석에서 활용될

수있다. 한편좋은PSC만으로구성된네트워크분석은

좋은결과를제공하지만, 충분한양의PSC 확보를위해

초기에 추출된 PSC는 다수의 좋지 못한 PSC가 포함되

어있다.

3. 제안된방법

효과적인PSInSAR 분석을위해서는적합한PSC 선

정과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PSC

선정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새로 개발된 알고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는 Fig. 4와 같다. 먼저 적합한

PSC 선정을위해두단계PSC 추출기법을적용하 으

며, 선택된 PSC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Multi-TIN 방법및TIN 연결과전체연결을결합한방

법을개발하 다.

1) 초기 PSC 선정

PSInSAR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출된 PS들의

진폭분산지수, 평균반사강도 그리고 평균긴 도 값 분

포경향에대한기존분석결과에의하면, 가급적DA가

낮은 값이면서 평균긴 도가 높은 값들을 추출하는 것

이 좋은 PSC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DA, 평균긴 도(MC) 그리고 평균반사강도(MA)와 차

분간섭도 생성을 위해 사용된 레이더 좌표계 DEM을

보조적으로이용하여PSC를추출하 다. 초기 PSC 선

정 알고리즘의 흐름도(Fig. 5)로부터 주요 과정은 다음

과같다.

- 다중시기에 획득된 SAR 상으로부터 DA, MC,

MA, RCDEM 제작

- RCDEM 값이 null 이거나 MA값이 수체와 같은

지역의밝기값보다작은화소제거

- 격자별하나의PSC 선정인경우

- DA가특정기준값(Th_Da)보다작은화소추출

- 해당 화소가 있을 경우 평균긴 도가 최대인 화소

PSC로선택

- 해당화소가없을경우Th_Da= Th_Da + 0.1

- 해당격자PSC 선정반복

- 전체지역에서PSC 선정인경우

- DA가특정기준값(Th_Da) 보다작은모든화소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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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d two-step PSC selection algorithm using
dispersion index, mean amplitude, mean coherence,
and temporal coherence.



2) 초기 PSC를 사용한 네트워크 구성

초기PSC 추출한다음은이들PSC간의네트워크구

성이 중요한 과정이다. 기존의 네트워크 구성방법은 모

든 PSC를 서로 연결하거나 TIN을 이용한 구성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결과를 제공

하는 방법은 모든 PSC를 서로 연결한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자료처리에 막대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충분히 작지 않은

Persistent Scatterer Selection and Network Analysis for X-band PSIn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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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itial PSC selection using DA, mean amplitude, mean coherence, and radar-coordinated DEM.

Fig. 6.  Network construction using initial PSC.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TIN을 이용

한 구성 방법은 자료처리 시간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방

법이지만, 선발된 초기 PSC 중 불량한 PSC가 많이 포

함되어 있을 경우 이들 불량 PSC와 연결된 네트워크에

서 PSC 간의 위상 차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결과 시계

열긴 도가낮아지게되어최종PSC 선정에오류를야

기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면서도 자료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율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TIN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비 도심지역과 같이 불량 PSC가 많이 포함되어 있

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강 주변과 같이 네트워크

연결이 단절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PSC는 최대 연결거리 안에 있는 모든 PSC를 연결하는

혼합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Fig. 6). PSC의 연결거리

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기위상과

궤도오차위상의 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테스트

지역에서추출된894개의초기PSC로부터TIN 네트워

크, 전체연결네트워크, TIN+ALL 네트워크는Fig. 7과

같으며 각 연결선의 개수는 2,644, 41,822, 29,869이

다. 혼합네트워크연결선의양은대상지역의특징에따

라다음조건을만족한다.

Narc
TIN Narc

Combined Narc
All (3)

대상지역이 모두 도심지역일 경우 TIN 연결선 수와

같고, 대상지역이모두비도심지역일경우전체네트워

크 연결선 수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Fig.

7(c)의혼합네트워크는Fig. 7(b)의전체네트워크보다

연결선의 개수가 25% 줄었지만 거의 동일한 분석 결과

를제공한다는것이다.

3) 시계열 긴 도를 이용한 최종 PSC 선정

초기 추출된 PSC 중 보다 좋은 PSC를 추출하기 위

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로부터 PSC간

의 위상 차를 구한 다음 이를 시계열 분석(Dpsc분석)하

여계산된시계열긴 도를이용하 다(Fig. 8 참조). 이

때시계열분석을위해각PSC의위상을이용하지않고

PSC간의위상차를이용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는

각 PSC에서의 위상 값은 식 (4)와 같이 변위, DEM 오

차뿐만 아니라 대기 위상 및 궤도오차 위상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각PSC에서복소수값을이용한periodogram

분석을 통해 각 PSC에서의 변위 및 DEM 오차를 정확

하게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접한 PSC에서

대기 위상과 궤도오차 위상의 공간적인 상관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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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etwork construction: (a) TIN, (b) all connection within
certain distance, and (c) TIN + all (in non-urban area).

(c)

(b)

(a)



높기때문에위상차를구할경우이러한성분의상당량

이 상쇄될 수 있으므로 위상 차를 구한 후 시계열 분석

을 통해 각 연결선의 시계열 긴 도를 구하게 된다. 각

연결선의 긴 도 (garctemporal)로부터 각 PSC에서의 긴

도(gpsctemporal)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구하 다.

gpsc
temporal = max(garci

temporal) (4)

여기서 arci는 해당 PSC를 포함한 모든 연결선(arc)

이다. 즉, PSC 시계열 긴 도는 연결선의 긴 도 중 최

대값을부여하 다. 비록평균값이사용될수도있지만,

하나의PSC를기준으로연결된다른PSC 중좋지않은

PSC들에 의해 평균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결선의 최

대긴 도를선택하는것이각PSC가실제로갖는잠재

적인시계열긴 도값에보다근접한값으로간주될수

있다. 최종 PSC는 gpsctemporal값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초

기 PSC 선정방법과 마찬가지로 격자 별로 하나의 PSC

를 선정하는 방법과 gpsctemporal이 특정 값보다 큰 모든

PSC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격자 별 선정을 기

본으로 비 도심지역과 같은 문제 지역 내에서는 높은

gpsctemporal를갖는PSC를모두선택하는방법이있다.

4) 최종 PSC를 사용한 네트워크 구성

최종 선택된 PSC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IN과 전체 네트워크를

이용한방법이구현될수있다. 또한앞단계분석을통

해구한각PSC에서의시계열긴 도값을이용하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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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inal PSC selection and network construction using initial PSC.



다 좋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TIN을 이용한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복합적 TIN을 구성하는 방법(Multi-TIN)
을제안하 다.

- 기존의TIN 구성
- 격자간격을 최대 PSC 연결 허용거리 이내에서 2
배, 3배, 4배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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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etwork construction of PSC: (a) TIN with given grid, (b) TIN with two times larger grid, (c) and (d) TIN with black and white
grid in chessboard, (e) Multi-TIN, and (f) Multi-TIN + Pre-selected good arcs.

(e)

(c)

(a)

(f)

(b)

(d)



- 확대된 각 격자에서 가장 높은 gpsctemporal를 선택한

후새로운TIN 구성

- 기준 격자를 체스 판의 검정색과 흰색의 격자처럼

인접하지 않은 두 개의 격자망으로 분리하여 각각

TIN 구성

최종 PSC선정 및 네트워크 구성 알고리즘의 흐름도

는Fig. 8과같다. Fig. 9는테스트지역에서구성된기

본격자망 TIN, 2배 확대된 격자망 TIN, 그리고 인접하

지 않은 두 개의 격자망으로부터 구성된 TIN을 보여주

고 있다. 보다 높은 시계열 긴 도를 갖는 PSC로 구성

된 네트워크 (Fig. 9(b))는 네트워크의 분리를 방지하며

PSC 위상의unwrapping의결과의신뢰도를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또한 추가된 두 개의 네트워크 (Fig.

9(c)와 9(d))는 좀 더 긴 거리를 갖는 연결 망을 추가로

구성함으로써네트워크분석의신뢰성을다소높이는데

기여할수있다. 모든격자망을통합한결과는Fig. 9(e)

와같다.

두 번째로 추출된 PSC의 긴 도가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 도심지역에서, 앞서 네트워크 분석

을통해구한각연결선의긴 도 garctemporal가높은연결

선 중 최종 PSC만으로 구성된 것들을 네트워크에 추가

하 다. 이러한 연결선은 문제 지역에서 네트워크 분석

결과의 정 도 향상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단절되지

않도록유도한다. 초기PSC의혼합네트워크(Fig. 7(c))

분석을통해0.7 이상의높은 garctemporal를갖는연결선을

Fig. 9(e)의 Multi-TIN 네트워크에 더한 결과는 Fig.

9(f)와 같다. Muti-TIN을 통해 구성된 연결선 1,090개

(Fig. 9(f)에서 청색선)이며, 추가된 연결선(Fig. 9(f)에

서적색선)은389개이다.

4. TerraSAR-X SAR 적용결과

1) 수집된 TerraSAR-X SAR자료

뉴올리언즈지역에서TerraSAR-X SAR 자료를획득

하 으며, 자료획득날짜및관측모드특성은Table 1과

같다. 수집된 21개의 TerraSAR-X 상은 방위방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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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rraSAR-X SAR data list over New Orleans

Satellite Date Orbit Polarization Incidence Angle △t (day) Bp (m)

1 TSX 2008-02-11 00158 HH 28.5˚ 0 0.0

2 TSX 2008-03-15 00158 HH 28.5˚ 33 -36.7

3 TSX 2008-09-07 00158 HH 28.5˚ 209 94.8

4 TSX 2009-02-08 00158 HH 28.5˚ 363 77.6

5 TSX 2009-03-13 00158 HH 28.5˚ 396 178.4

6 TSX 2009-04-15 00158 HH 28.5˚ 429 57.2

7 TSX 2009-05-18 00158 HH 28.5˚ 462 110.1

8 TSX 2009-06-20 00158 HH 28.5˚ 495 164.5

9 TSX 2009-07-23 00158 HH 28.5˚ 528 38.4

10 TSX 2009-08-25 00158 HH 28.5˚ 561 151.1

11 TSX 2009-09-27 00158 HH 28.5˚ 594 60.1

12 TSX 2009-10-30 00158 HH 28.5˚ 627 163.9

13 TSX 2009-12-02 00158 HH 28.5˚ 660 201.6

14 TSX 2010-01-15 00158 HH 28.5˚ 704 147.1

15 TSX 2010-02-06 00158 HH 28.5˚ 726 28.9

16 TSX 2010-03-11 00158 HH 28.5˚ 759 27.2

17 TSX 2010-04-13 00158 HH 28.5˚ 792 190.5

18 TSX 2010-05-16 00158 HH 28.5˚ 825 162.9

19 TSX 2010-06-18 00158 HH 28.5˚ 858 114.5

20 TSX 2010-07-21 00158 HH 28.5˚ 891 32.1

21 TSX 2010-08-23 00158 HH 28.5˚ 924 244.9

Satellite Date Orbit Polarization Incidence Angle △t (day) Bp (m)



상도 2.13m , 거리방향해상도 0.91m 의 stripmode

상으로모두descending 모드, HH 편파, 28.5°의입사

각을 갖고 있다. 2008년 2월 11일부터 2010년 8월 23

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획득되었으며, 효과적인 시

계열분석을위해 2009년 2월 8일이후의 상들은 33

일의 주기적인 간격으로 촬 되었다. Fig. 10(a)는

2008년 2월 11일에 획득된 TerraSAR-X 상을 보여

주고있으며, 개발된알고리즘을이용한PS 분석을위해

도심지역과비도심지역을포함한4000화소 (거리방향)

×3500화소(비행방향)의 약 7.5 km×7.5 km 크기를

갖는지역(Fig. 10(a)에서적색사각형)을선택하 다.

Fig. 10(b)는수집된21개TerraSAR-X 상의수직

기선거리와 상획득날짜를도시화한것으로, 수직기선

거리분포와자료획득시기를고려하여2009년 5월 18일

에 획득된 상을 주 상으로 하여 PSInSAR 분석을

수행하 다. TerraSAR-X 상의 수직기선거리는 약

2년 6개월 동안 최대 300m 를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있으며, 이는TerraSAR-X가간섭기법에매우적합

한위성임을보여준다.

2) TerraSAR-X SAR 자료를이용한PSInSAR 기법

PS 분석을 위해 20개의 차분 간섭도를 생성하 다.

Fig. 11은 20개의 차분간섭도 중 대표적인 8개의 차분

간섭도 상을 보여주고 있다. X-band 간섭도임에도

불구하고1년이상의시간간격을갖는간섭쌍에서도비

교적높은긴 도를유지하고있으며, 대기에의한 향

으로 판단되는 위상변화가 뚜렷이 관측된다.

TerraSAR-X 자료의 InSAR 자료 처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a) TerraSAR-X의 xml 파일로부터 InSAR 자료처

리에필요한센서의파장, PRF, 방위방향해상도,

거리방향 해상도, 첫 번째 화소까지의 거리, 첫 번

째라인의획득시간, 궤도정보등을추출하 다.

b) 개선된 ROI_PAC 2.2.2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InSAR 자료처리를수행하 다.

c) 차분간섭도 제작을 위해 USGS 웹사이트

(http://seamless.usgs.gov)로 부터 획득된 1/3

초간격의NED DEM을사용하 다.

d) PSInSAR 기법 적용을 위해서 matlab과 c/c++

/fortran으로작성된알고리즘을적용하여사용된

DEM의 오차, 시계열 긴 도와 더불어 정 지표

변위를관측하 다.

21개의 반사강도 상으로부터 평균반사강도와 진폭

분산지수를 구하 으며, 20개의 간섭도로부터 구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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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TerraSAR-X amplitude image of full scene and the selected area for PS processing(red box), (b) baseline and acquisition
time distribution.

(a) (b)



도 상(3×3 window 사용)을 이용하여 평균긴 도

상을 구하 다. 초기 PSC 선정을 위해 250m×

250m 간격의 격자를 구성한 다음 Fig. 5의 제안된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총 894개의 PSC를 선정하 다.

894개의초기PSC로부터Fig. 6의네트워크구성방법

중 TIN+ALL 방법을 적용하여 29,869개의 연결선을

생성하 다. 네트워크망은 기본적으로 TIN을 이용하여

구성하 으며, 연구지역에 포함된 문제지역(비 도심지

역과강주변)에분포하는PSC의연결성을강화하기위

해문제지역내에존재하는PSC는반경1.5 km 이내에

있는 모든 PSC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생성하 다. 초

기 PSC 간의 차분 위상을 이용하여 DEM 오차와 선형

의지표변위성분을추출하고, 이를반 하여시계열긴

도를 구하 다. 각 PSC에서의 긴 도 값을 식 (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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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TerraSAR-X interferograms over New Orleans, (b) interferograms after removing atmospheric phase screen by
persistent scatterer analysis.

(a)

(b)



부터구한후, 다시 500m×500m 간격의격자별로시

계열 긴 도가 가장 높은 점만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224개의 PSC를 추출하 다. 추출된 224개의PSC를

3.4절에서 제시된 방법에 적용하여 최종 1,479개의 연

결선을구성하 다(Fig. 9(f) 참조). 이러한과정을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PSC를 선정하고 긴 도가 높은 연결

선을 선택하여, 이후의 자료처리과정에서 메모리 사용

량을 줄이고, 빠른 자료처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상

unwrapping 과정에서의오류를줄일수있다.

네트워크 망에서 하나의 연결선을 구성하는 두 개의

PSC에서의위상차를구한후DEM 오차와선형의지표

변위 성분을 periodogram을 이용하여 구한다. 이 때

DEM 오차와 지표변위 성분에 의한 위상을 제거한 후

남아 있는 위상은 대기에 의한 성분(fx,iatm)으로 이는 연

결선을 구성하는 두 PSC에서의 대기 위상 성분의 차이

가 된다. 따라서 각 PSC에서의 선형잔여위상(LPR:

Linear Phase Residual)을구하기위해서는임의의기

준점을 선정하여 unwrapping을 수행하게 된다

(Ferretti et al. 2000). Fig. 9(f)로부터PSInSAR 분석

시계열긴 도가0.62 이상인연결선만남기고가장높

은 시계열 긴 도를 보이는 점을 기준점으로 선택한 결

과는 Fig. 12와 같다. 각 연결선에서 구한 잔여 위상

unwrapping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오차가 큰 연결

선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네트워크 해가 기준 이하

의 오차를 갖도록 한다. 잔여위상 unwrapping을 통해

LPR 성분이 정확하게 추정되었다면 각 PSC에서의 위

상으로부터DEM 오차, 선형지표변위, LPR 성분을제

거하게 되면 모든 PSC에서의 위상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LPR 성분은대기에의한성분과비선형의지표변

위를포함하고있으므로순수하게대기성분만을구하기

위해서는 두 성분을 분리하여야만 한다. 대기성분은 시

간적으로 매우 상관성이 낮으며 공간적으로 높은 상관

성을가지고있다는특성을이용하여분리한다(Ferretti

et al., 2000; Berardino et al., 2002). 각 PSC에서의

LPR 성분의 저주파 필터링을 통해 비선형 지표변위를

구한 후 제거한 잔여위상을 공간적으로 저주파 필터링

을통해대기성분을구하게된다. 추정된대기성분을각

PSC 위상에서 제거한 후 네트워크 연결 망의 차분위상

을이용한모델링은다시반복수행된다. 대기성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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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SC network after removing bad arc from Fig. 9(f)
(red star: reference point).

Fig. 13.  Constant velocity at the PS with temporal coherence more than (a) 0.7 and (b)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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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오류가줄어들게된다. 5번반복연산을통해최종적

으로 추출한 대기성분(APS)을 Fig. 11(a)의 각 차분 간

섭도에서 제거한 결과는 Fig. 11(b)와 같다. 대기성분을

제거 전후의 차분간섭도 비교를 통해 간섭도내에 나타

나는 대부분의 위상변화들이 비 도심지역을 포함하여

연구지역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간섭도에서 관측된 위상변화의 대부분이 대기

향에의한것임을의미한다.

PSInSAR분석 기법의 마지막 단계로 대기성분을 제

거한차분간섭도를이용하여DEM 오차와평균지표변

위 속도를 구하 다. 연구지역에서 시계열 긴 도가

0.7 이상인화소들과0.8 이상이화소들만추출한PS의

평균 지표변위 속도를 도시한 결과는 Fig. 13과 같다.

상의 좌하단부의 비 도심지역에서도 적절하게 PS가

추출되었으며 주변의 지표변위 값들과 비교해 볼 때 충

분히의미있는값을제시하고있다고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절한 PSC 선출에 의해 비 도심지역에서

네트워크가주변과단절되지않아대기성분이적절하게

추정된 결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매우

유용함을 보여준다. Fig. 13(a)의 결과에서 제시된 PS

중 일부는 비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연구지역 중앙을 가

로지르는강에서도추출되었다. 이는단지 21개의 SAR

상을이용한PSInSAR 분석의한계로, 사용된 상의

수가 작을수록 wrapping된 무작위의 간섭위상의 시계

열 긴 도가 우연히 높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Fig 13(b)와 같이 최종 시계열 긴 도가 0.8 이상인 PS

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노이즈를 줄일 수 있지만,

더불어 실제 지표 변위를 반 한 많은 산란체들도 같이

제거된다는한계가있다.

5. 결론

수 m 급의 고해상도 X-band SAR 자료를 이용한

PSInSAR 기법최적화를수행하기위해본연구를실시

하 다. 2008년 2월 11일부터2010년 8월 23일까지뉴

올리언즈 지역에서 수집된 총 21장의 TerraSAR-X

SAR 상을 이용하여, X-band SAR 자료에 적합한

PSC 추출기법과네트워크구성기법을개발하 다. 새

로 제안된 PSC 추출 알고리즘은 진폭분산지수, 평균반

사강도, 평균긴 도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첫 번째 단

계와 초기 선출된 PSC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정된

각 PSC에서의 시계열 긴 도를 이용하는 두 번째 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얻어진 PSC는

기존의 PSC 추출기법보다 신뢰성이 높은 PSC이며, 특

히 비 도심지역에서 신뢰성이 높은 PSC를 추출하는데

매우효과적이었다. 이러한신뢰도높은PSC 선출은네

트워크 분석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대체적으로 PS가

많이 분포하는 도심지에서만 널리 사용되어 왔던

PSInSAR 기법의 비도심지역으로의 활용가능성을 높

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KOMPSAT-5 SAR 자료

를 활용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더욱 정 한

한반도의지표변화모니터링에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

다. 또한 KOMPSAT-5 SAR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활용가치를극대화하는데기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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