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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의 지하수 수자원 적용 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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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Remote Sensing Studies on Groundwater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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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everal research cases using remote sensing methods to analyze changes of storage and
dynamics of groundwater aquifer were reviewed in this paper. The status of groundwater storage, in an
area with regional scale, could be qualitatively inferred from geological feature, surface water altimetry
and topography, distribution of vegetation, and difference between precipitation and evapotranspiration.
These qualitative indicators could be measured by geological lineament analysis, airborne magnetic survey,
DEM analysis, LAI and NDVI calculation, and surface energy balance modeling. It is certain that GRACE
and InSAR have received remarkable attentions as direct utilization from satellite data for quantification
of groundwater storage and dynamics. GRACE, composed of twin satellites having acceleration sensors,
could detect global or regional microgravity changes and transform them into mass changes of water on
surface and inside of the Earth. Numerous studies in terms of groundwater storage using GRACE sensor
data were performed with several merits such that (1) there is no requirement of sensor data, (2) auxiliary
data for quantification of groundwater can be entirely obtained from another satellite sensors, and (3)
algorithms for processing measured data have continuously progressed from designated data management
center. The limitations of GRACE for groundwater storage measurement could be defined as follows: (1)
In an area with small scale, mass change quantification of groundwater might be inaccurate due to detection
limit of the acceleration sensor, and (2) the results would be overestimated in case of combination between
sensor and field survey data. InSAR can quantify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aquifer by measuring
vertical micro displacement, using linear proportional relation between groundwater head and vertical
surface movement. However, InSAR data might now constrain their application to arid or semi-arid area
whose land cover appear to be simple, and are hard to apply to the area with the anticipation of loss of
coherence with surface. Development of GRACE and InSAR sensor data preprocessing algorithms
optimized to topography, geology, and natural conditions of Korea should be prioritized to regionally
quantify the mass change and dynamics of the groundwater resourc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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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뭄 등 극한 이상기상 현상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 있어서 수자원 수

요-공급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미

래 물 스트레스로 인한 수자원 부족과 그로 인한 국가

발전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MLTM, 2012; WEF, 2011). 지하수는 인류가 이수 목적

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구상에 부존하는 액상 담수 수

자원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K-Water, 2017), 대부분

별도의 정수 처리 없이 직접 음용이 가능할 정도로 양

호한 수질을 나타내고, 적정량 사용 시 물순환계를 포

함한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부존량 측정 및 예측이 거의 불

가능하고, 과다 채수 시 고갈로 인한 지반 침하 및 하천

환경 악화 등의 2차적 환경 피해 가능성이 커서, 광역상

수도 형태의 대량 물공급은 현실적으로 지표수 수자원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서 특정 환경 매체의 광역적 분

포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정책의 일반화 및 집행 효율

화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항공기 또는 위성 센서

를 이용한 원격 탐사는 환경 매체의 이용 및 보전에 대

한 ‘거시적 정책수립’을 그리는 데 매우 적합한 과학적

조사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표수 수자원은 가시성

이 높고, 항공기 및 위성에 의한 센서 측정으로 수체의

면적과 체적 변화의 측정은 물론 장기간에 걸친 변화에

대한 시계열 자료 생산 및 기상위성을 통한 강수량 변

동이나 식생지수의 변환 등 간접적인 원격탐사 자료와

의 연동을 통해 그 부존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바, 수자원의 광역적 부존 및 변화에 대한 정밀한 예측

이 가능하다. Oh et al.(2017)과 Park et al.(2017)은 지난 20

년간 환경공간정보와 직접 연관이 있는 800여건의 연

구 자료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직

접적으로는 위성영상과의 높은 연관관계와 활용적 측

면에서 기후 및 수자원 분야와의 높은 연관관계를 밝혀

낸 바 있다. 즉, 국내 원격탐사의 환경정책 활용에 있어

서 지표수 수자원은 꾸준하고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음

을 의미한다.

원격탐사의 현실적 측면에서도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 기술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앞서 기술했다

시피, 지하수는 그 비가시성으로 인해 원격탐사에 의한

직접적 자료 취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상적인 지하

수 수자원의 부존 및 예측에 관한 연구는 측정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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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에서는 지하수 수자원의 부존 및 대수층의 역학적 변화를 원격 탐사 방법으로 해석한 연구

사례를 고찰하였다. 지질 분포, 지표수 및 지형 고도차, 식생 분포, 강수량과 증발산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

법에는 항공 자력 탐사 분석에 의한 지질 선구조 해석, DEM, 엽면적지수, 정규 식생 지수 및 지표면 에너지

밸런스 계산 등이 있으며, 모두 원격 탐사로 수득된 자료에 기반하며, 광역적 차원에서의 지하수 수자원 부

존 여부를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위성 센서 자료의 직접 이용을 통한 지하수 부존 및 동력학의 정량적

해석은 현재까지 GRACE와 InSAR가 가장 각광받는 탐사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GRACE는 미소 중력장

변화를 지구 표면 및 내부 수체의 질량 변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센서 보유 위성으로서, 센서 자료의 보정이 필

요 없고, 지하수 부존 정량 분석을 위한 보조 자료를 모두 다른 위성 센서 자료에서 수득할 수 있으며, 자료

처리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위성

센서의 검출 한계로 인해 협소한 지역에서의 지하수 질량 변화 정량이 부정확할 수 있고, 현장 조사 자료와

연동할 경우 과대 추정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InSAR는 특정 대수층에서 지표의 수직 변위가 지하수위

와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 mm 단위의 지표 수직 변위를 측정하여 대수층 및 대수층 내 지하수의 물리적

특징을 정량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의 토지 피복이 단순한 건조-반건조 기후 지역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지표면과의 긴밀도 값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적용이 힘들다. 상기 두 위성을 이용하여 우리나

라 지하수 수자원의 질량 변화 및 흐름 특징을 광역적으로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형 및 지질, 자

연 조건에 알맞은 자료 전처리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 수득되는 자료(예. 기상관측소, 유량 측정 지점, 지하

수위 관측공 등)에 의존하는 국지적 규모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Becker, 2006; Brunner et al., 2007). 그러나,

항공기 및 위성에 탑재되는 센서의 전문화 및 해상도의

고도화는 그동안 지표에서 국지적으로 시행하였던 지

구물리학적 탐사(예. 중력장 탐사, 자기장 및 전자기장

탐사 등)를 공중 또는 대기권 밖에서 초광역적으로 수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 탐사 자료를 이용해 지하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격탐사를 이용한

지하수 수자원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지표

수 수자원 분포의 광역적 예측에는 원격 탐사로 수득된

면적 분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데, 위치기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하수 수자원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점적 정보를 광역적 분포 정보로 어떻게 변

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원격 탐사는 기본적

으로 격자 또는 영역 형태의 측정 자료를 생산하여 다

양한 수학적 알고리즘 처리 방법을 통해 결정론적 분포

패턴으로의 자료 변환 및 자유도 감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바, 최종적으로 광역적, 공간적 예측에 있어서 외

부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적은 고품질의 예측 모델을 만

들 수 있다(Brunner et al., 2007). 이러한 원격탐사 자료의

기본적 특징을 지하수 수자원에 적용할 경우, 점적 또

는 국지적 규모의 지하수 수문학적 모델링을 광역적, 공

간적 규모로 확장할 수 있으며, 원격 탐사의 지하수 수

자원 분야 적용성은 커질 수 있다.

국내에서 항공기 또는 위성 센서를 이용한 원격 탐사

자료를 지하수 수자원 조사 및 광역적 예측에 직접 활

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는 지하수 수자원의 분포 예

측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원격탐사로 직접 측정할 수 없

다는 한계에 부가하여, 점적 정보의 광역적 확장에 대

한 예측 결과의 불확실성을 만회할 만한 과학적 도구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국토의 총 면적이 위성 센서

자료를 이용한 지하수 수자원의 광역적-정량적 예측 결

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에는 비교적 작다는 것도 일부

이유로 거론된다. 이러한 국내 사정과는 달리, 위성체의

제작과 발사 기술 및 경험을 장기간 축적하여 온 선진

국과 지하수 수자원이 주 용수 공급원인 건조 혹은 반

건조 지역 국가들, 면적이 넓은 국가들은 위성에 의한

직접적인 원격 탐사를 통해 지하수 수자원 부존에 대한

광역적 조사 또는 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Huang et al., 2012; Liesch and Ohmer, 2016; Iqbal et al.,

2016).

최근에 이르러서는 초고해상도 분해능을 보유한 센

서 탑재 위성의 발사 및 특정 분야에 특화된 미션 수행

이 점차 증가하면서 지하수 수자원의 양적 예측에 필요

한 원격 탐사 자료의 정확도 및 해석 알고리즘의 신뢰

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 규모도 점차 작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조만간 국내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 및 위성체를

이용한 원격 탐사 방법을 통해 광역적인 지하수 수자원

예측을 수행한 국내외 연구 사례를 리뷰하여, 부존 특

성에 대한 정성적 해석 방법과 기상 및 지질 변형에 대

한 원격 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수 부존 및 동역학

을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 가

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정성적 탐사: 지하수의 부존 여부 추정

1) 지질 분포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지표수와 지

하수는 물이 흐르는 매질이 서로 다를 뿐이며, 물 흐름

의 내-외부적 요인은 같다. 지하수의 흐름은Darcy의 경

험적 법칙에 의해 아래와 같은 간단한 식으로 표현이 가

능하다(Bear, 1979).

                                   qi = KijJi

여기서 qi는 단위 면적 당 지하수의 흐름 벡터, Kij는

매질의 지질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전도도 텐서, Ji

는 지표면의 고도차를 포함한 수리학적 경사 벡터를

뜻한다. 즉,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대수층의 형태와

구조, 구성 입자 등의 물리적 특성과 지하수 수위의 높

낮이를 수치적으로 알 수 있으면, 대수층 내 함유된 지

하수의 양 및 흐름을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하도의 단면과 고도차를 알면 하천수의 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치이다. 원격 탐사, 특히 항공기 탑

재 자력 센서를 이용한 지구물리 탐사는 단층을 포함한

지질 구조선, 관입암, 암상 및 자성을 띤 지질자원의 확

인이 가능하며, 이는 지하수를 부존하고 있는 대수층의

개념 모델 구축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된다(Brunn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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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7). 지표면 지질 구조선은 통상적으로 암반 대수

층에서 지하수 흐름 통로로 인식되므로, 항공기 또는 위

성 센서 수득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된 수치지질도에서

구조선의 형상과 분포를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다. 전

통적인 지질도는 도엽 제작 지역에 대한 현장 지질 조

사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최근의 모든

지질도는 항공기 정사 영상 또는 위성 센서 영상을 기

반으로 작성되며, 특정 지질 및 선구조의 형태는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방법을 적용하여 속성

값을 지닌 시각화 자료로의 변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력 탐사에 부가하여 미소중력 센서 및 방사선 센서(예.

γ-ray spectrometer)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보다 정확

한 지질 분포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며, 금속류 지

하자원의 대략적 분포 역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Jaques

et al., 1997)(Fig. 1(a), (b)). Lee et al.(2004)은 LandSat TM영

상자료에서 분석된 지질 구조선의 수와 연장성을 바탕

으로 한 선구조 밀도 계산 기법을 개발하였고, 지하수

비양수량(Specific Yield)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장

성을 고려한 선구조 밀도가 단순 선구조 밀도보다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지질 선구조를 이용한 지하수 부존 추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험적으로 선구조의 깊이가 센티미터 또는

미터 단위 범위에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 천부 또는 암

반 대수층에서의 지하수 부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

러나, 위성 영상 또는 항공기 자력 탐사로 분석한 선구

조의 깊이가 km 단위를 초과하면 지하수의 부존과 관

련이 없는 선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탐사

의 목적이 지하수에 한정된 것이라면 자력 탐사 또는 위

성의 센서 파장 대역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질 구조선은 기본적으로 지표면의 지질 구조 분포를

정성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지표의 지질 분포가 단순

할수록 지하수 부존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이 용이하며,

복잡할 경우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2) 지표수 또는 지형의 고도차

지하수의 부존 잠재성은 지표수 또는 지형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정성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자연형 하천 또

는 호소에서 물의 유입 및 유출이 매우 일정하거나 지

진, 화산 분출, 산사태 등의 지질학적 이벤트가 관찰되

지 않을 경우, 장기간 강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하천수 또는 호소수의 수위가 동일 지역 하부 지

하수의 수위를 대략적으로 지시하며, 주위 지형의 고도

분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표수의수위와지형의고도는DEM(Digital Elevation

Model) 분석을 통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정사 항공

사진을 기반으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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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Magnetic image of part of Ebagoola 1:250,000 Sheet area, East Australia, showing various geologic textures of
metamorphic rocks and sediments and (b) Basement geologic map of the same area (Source : Jaques et al., 1997).



여 구축된 DEM은 공간적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며 정

확한 고도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후 조건이 일정

한 지역에서 지형 분포, 지표수의 고도 및 공간적 분포,

극히 적은 수의 지하수 관정에서의 지하수위 측정값

및 해당 지역의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현장 조사 및 수

리지질학적 모델링을 실시하지 않고도 비교적 정확한

지하수위의 공간적 분포를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다

(Becker, 2006; Brunner et al., 2007). 자유면 대수층(Phreatic

Aquifer)의 경우, 지표면 지형 고도의 변화 양상과 대수층

지하수면의 최상위 경계 형태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항공기정사사진에의한DEM추출에부가하여,

수직적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 LIDAR를 함께 사

용하면 자유면 대수층의 지하수면 공간 분포를 보다 정

확하게 수득할 수 있다.

위성 센서를 기반으로 한 측고법(Altimetry)과 레이더

간섭법(Radar Interferometry)은 하천이나 호소의 고도

및 상태, 지형 변화를 측정함과 동시에 지하수 부존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위성 센

서에 의한 지형 변화 측정은 항공 정사 사진 및 LiDAR

보다 공간해상도가 현격히 낮을 수밖에 없으나, 매우 넓

은 지역에서의 고도 및 지형 변화를 신속하게, 또는 시

계열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전 지

구적인DEM을 위성 센서를 이용한 영상으로 수득하기

위한 레이더 위성 운용 미션(예. TanDEM-X)이 2010년

부터 진행 중에 있다(http://www.dlr.de).

3) 식생의 분포

어떤 지역에서 LiDAR또는 레이더 위성 원격탐사 기

법이 비용 또는 정확성을 이유로 지하수 부존 추정에 적

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역의 식생 분포(예. 식물의 종

류 및 밀도, 공간적 분포)는 지하수 산출 여부를 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특히, 강

수 패턴이 불규칙한 건조 및 반건조 지역에서는 지하수

수자원의 유출이 대기권으로의 직접 증발 또는 식물에

의한 흡수가 유일하고, 식생의 분포 및 밀도가 비교적

단순하므로, 지하수 부존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조사

지역이 협소한 경우, 지역 내 분포하는 식물의 종류와

수를 전수 조사하고 식물의 수종에 따른 캐노피 크기를

직접 측정하는 등 현장 인력 조사에 의해 식생 정보를 수

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수 부존은 물론 유출량

및 유출 경로의 정성적 추정이 가능하다. 식생에 의한 지

하수 의존 환경(Groundwater Dependent Environment)에

서는 강우 함양과 식생 유출에 의한 모델링을 통해 지

하수 흐름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Eamus et al.,

2015). 그러나 지역이 매우 넓어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

능하게 되면, LandSat TM과 LiDAR영상으로부터 산출

된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 LAI)와 MODIS 영상

자료에 기반한 정규 식생 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로부터 식생 분포를 정량화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지하수 부존 및 유출량 추정이

가능하다. 습윤한 기후 환경에서는 식생 분포와 지하수

와의 관계가 다소 복잡하며, 지하수의 염도와 산성도,

지역 내로 유입되는 각종 영양염류의 양에 따라 부존량

추정이 좌우될 수 있다. 또한, 하천수의 수온 및 전기전

도도 이상치를 원격탐사 방법을 통해 유추하여 지하수

부존량을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인 건조 환경에서 증

발의 주요 원인은 식물의 증발산이며, 이는 당해 지역

지하수의 염도와 전기전도도를 증가시키는 반면, 하천

하부로부터 침투하는 담수는 상대적으로 전기전도도

가 낮다. 이와 같은 전기전도도 차이는 항공 전자기 탐

사로 충분히 측정 가능하다(Brunner et al., 2007).

4) 강수량과 증발산량

지형의 기복 변화가 단순한 평탄 지역에서의 지하수

함양은 강수량과 증발산량 간 차이의 평균값을 장기간

에 걸쳐 산출한 자료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두 항목은

원격 탐사 방법으로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 단순한 지

형 기복에 부가하여 기후나 식생 조건이 단순한 지역인

경우, 지하수 부존량은 강수량과 증발산량, 하천 및 호

소 등의 지표수량과의 선형 결합을 통한 물수지 분석으

로 충분히 산정할 수 있다. 이때는 유역 면적을 정확히

구하는 게 선결되어야 한다.

원격 탐사에서 강수량은 육상의 기상 스테이션에서

측정한 실측 강수량과 구름 온도 분포 자료를 결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증발산량은 지표면 에너지 밸런스를

통해 수득된 다중 스펙트럼 자료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Wang et al.(2007)은 증발산량을 복사 에너지와 정규 식

생 지수와의 선형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아

래와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원격탐사의 지하수 수자원 적용 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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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 = Rn (c0 + c1NDVI + c2T)

여기서 Rn은 복사에너지 총량, NDVI는 정규 식생

지수, T는 낮 동안의 기온, c0, c1, c2는 경험적 계수이다.

위성영상스펙트럼측면에서볼때, 지표면분석격자중

건조한 지역에 있는 것은 증발산에 필요한 수분을 갖는

격자보다 복사 에너지에 의한 온도가 상대적으로 빠르

게 상승한다. 이는 위성 센서로부터 수득되는 복사 에너

지 자료가 증발산 추정에 크게 기여함을 의미한다. 복사

에너지 총량 중 증발하는 수분에 사용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방법으로산출이가능하다. Bastiaanssen et al.(1998a,

1998b)은 물순환 환경에서 지표면 에너지 밸런스 및 흐

름을 추출하여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Surface Energy

Balance Algorithm for Land, SEBAL)을 개발하였으며,

Roerink et al.(2000)은 SEBAL을 보다 간단히 재구성하여

지표 온도-알베도 간 공간 격자 단위 도식을 통해 증발

산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Fig. 2는 NOAA AVHRR위성

영상을 통해 계산된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전역의 증발

산량 지도이다(Brunner et al., 2007). Wang et al.(2008)은

상기 위성 영상에 우주 왕복선 레이더 지형 탐사(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SRTM) 영상 및 MeteoSat V

위성 자료를 부가하여 정확한 유역 지도와 강수량-증발

산량 지도를 제작하였다.

원격 탐사로 수득된 증발산량과 강수량 자료는 비교

적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는 강수량과 증발산량과의 차

이를 계산할 때 지표 격자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두 항목의 측정치 수가 비대칭이고 규모가 비슷할 경우

오차 확산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단한 물수지 계산법에 의해 지하수 부존량 정량화가

가능하고, 지역적 스케일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

는다는 장점이 있다.

3. 정량적 탐사 : 지하수 부존량 및 고갈량

직접 산정

위성 센서 자료를 통한 지하수 부존량 및 사용량의

직접 산정은 이를 가능하게 한 위성체의 발사 및 안정

화, 자료 보정 및 자료 송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

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와 같은 위성 자료의 생산 및 해석 프로세스가 정립된

미션 중 지하수 부존 해석 연구 결과가 비교적 풍부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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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terns of evapotranspiration (annual average) of Okabango Delta and Kanye, Botswana, South Africa.
Red stands for high and blue for low evapotranspiration rates (Source : Brunner et al., 2007).



1) Gravity Recovery And Climate Experiment

(GRACE)

GRACE로 알려진 쌍둥이 인공위성은 전 지구적 중

력장과 중-대규모 지역 중력장의 시공간적 변화, 수계

(Hydrosystem) 내에서 질량 변화에 대한 전례 없는 고해

상도 탐사를 목적으로 미국 NASA와 독일 DLR이 공동

제작, 2002년 3월에 발사되어 현재까지 미션을 수행 중

에 있다. 지구 중력장은 물을 포함한 지구 구성 물질의

질량 변화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수직적 거리, 즉 지표

나 지하 심부의 구성 물질 질량 변화 모두 중력장 변화

영역에 포함된다. 이론적으로, 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께 2 cm의 수층은 지구 중력가속도를 1×10-8 m/s2 만

큼 증가시킨다. 따라서, 지하수를 포함한 전지구적 물순

환계 내에서 액상 상태 물의 상변화 및 그로 인한 총 질

량 변화는 지구 전체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지역의 중력

증감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으며, GRACE는 자체 속도

측정 센서로 이를 감지한다. 수직 계측 한계는 4×10-9

m/s2로서 대략 1 cm의 수층 두께의 질량 변화라고 볼

수 있다. GRACE 센서 측정 자료의 처리로부터 수득된

최종 결과물은 전 지구 또는 특정 지역의 물 저장 변화

(ΔTWS)이며, 여기에 지하수 수자원이 기여하는 정도

(ΔGWS)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ΔGWS = ΔTWS – (ΔSWS + ΔSMS + ΔSIS)

여기서 ΔSWS는 지표수 저장 변화, ΔSMS는 토양 불

포화대 수분 변화, ΔSIS는 강설 및 빙하 질량 변화이다.

ΔSWS, ΔSMS 및 ΔSIS는 현장 조사, 원격 탐사에 의한 고

도 및 강수량 측정(예. TOPEX/Poseidon, TRMM 등),

NASA GSFC등에서 개발한 전 지구 토지 자료 융합 모

델(Global Land Data Assimilation, GLDAS, Rodell et al.,

2004) 등의 지표면 모델을 활용하여 비교적 정교하고

정밀한 자료를 수득할 수 있다. 이에 부가하여, NASA

JPL에서 2015년 1월에 발사한 SMAP(Soil Moisture Active

Passive)은 2년간의 궤도 및 송출 자료 보정, 관측 자료

축적, 처리 알고리즘 정교화 및 해석을 거쳐 2017년 1월

부터 전세계 토양 수분 지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

는 바, 향후 전 지구 또는 대규모 지역의 지하수 부존량

변화를 위성을 통한 원격 탐사 자료만으로도 산출이 가

능하게 되었다.

GRACE는 질량 변화 감지라고 하는 미션 수행의 목

적상 분석 대상의 면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GRACE 위성은 발사 직후 궤도 안정화가 완료된 2002

년 8월부터 센터 자료를 송출하기 시작하였고, 센서 검

출 한계로 인해 발사 초반 자료를 이용한 수자원 모니

터링은 연구 대상 지역의 면적, 특히 300,000 km2 이상인

거대 하천 유역에 주로 적용되었다(Rodell et al., 2007). 이

후 3개소의 자료 처리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원시 자료

의 처리 알고리즘 개선 및 자료 정교화 작업이 수행되

었고, 위성 송출 신호의 수득 효율을 배가하려는 통계

및 필터링 기법 개발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활발해지면

서(Huang et al., 2012; Chao et al., 2016; Hu and Jiao, 2015),

20,000 km2 이하의 면적을 보유한 유역에서의 지하수

수자원 질량 변화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Liesch and

Ohmer, 2016). 또한GRACE를 이용한 지하수 부존 변화

원격탐사의 지하수 수자원 적용 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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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ss of hydrogeological characterisation of the groundwater using remotely sensed, multivariated, and crossly-correlated
model products in Brazil (Source: Hu et al., 2017).



연구는 현장 데이터가 극히 부족하고 지하수가 주요 물

공급원인 개발도상국 하천 유역(예. Niger River Basin,

Mali(Henry et al., 2011), Uppermost Blue Nile River Basin,

Ethiopia(Abiy and Melesse, 2017), Indus River Basin,

Pakistan(Iqbal et al., 2016))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

는 지하수 관정 관련 정보와 GRACE로부터 수득된 지

하수 부존 정보의 다변량 및 시계열 통계 분석을 융합

하여 국가 전체 지하수원의 평가를 시도하는 연구 사례

도 보고되고 있으며(Bhanja et al., 2016; Hu et al., 2017(Fig.

3)), 전지구적인 지하수 부존 변화파악을 통해 지하수의

사용 및 개발에 관한 스트레스를 지도로 표시하는 연구

도 수행되었다(Richey et al., 2015a; Richey et al., 2015b).

2) Interferometry Synthetic Aperture Radar (InSAR)

지하수의 부존 상태 변화는 지반 침하 현상과 관계가

깊다. 과다 채수로 인해 대수층 내 지하수가 고갈되거

나 강우에 의해 지하수가 지하로 함양되면 대수층 구성

입자 자체의 응력으로 인해 입자 사이 간극 모양이 변

하게 되며, 이는 미고결 퇴적물의 체적 증가 또는 압축

등의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최종적으로 지표의 수직

변위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변위-지하수

위 관계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Galloway and Burbey,

2011).

                         Δσ′ = – Δp = – ρgΔh

여기서 Δσ′는 대수층의 유효 응력(대수층이 받는 전

체 응력에서 대수층 내 지하수압을 제한 값) 변화, Δp는

지하수압 변화, ρ는 지하수의 밀도, g는 중력가속도, Δh

는 지하수의 채수 또는 함양으로 발생하는 지하수위 변

화이다. 모든 지질 매체는 상부 다짐(compaction)이 증

가하면 유효 응력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특정 지역에

서 전체 대수층 심도에 대한 종합적 다짐 현상은 지표

면에서 지반 침하로 측정되며, 대수층 구성 물질의 물

성과 변위 종류와는 현격히 다르다(Chen et al., 2016). 미

고결 퇴적물로 구성된 대수층은 지하수의 채수 및 함양

에 탄성적으로 반응하며, 대수층 물질이 탄성적 변위 성

질을 가질 경우 지반 침하는 지하수위 변화와 비례 관

계에 있다. 대수층 탄성 변위를 라고 하면, 이의 변화와

지하수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Ske =

여기서Ske는탄성골격저류계수(Elastic Skeletal Storage

Coefficient)이며, 대수층의물성자료로부터구할수있다.

결국 대수층 수직 탄성 변위를 알게 되면, 지하수위 변

화를 정량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지표의 수직 변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원격탐사 방법으로는 항공

기 탑재 광학 센서를 이용하는 LiDAR와 레이더 위성 센

터를 이용하는 InSAR가 대표적이다. 이들 방법 중 지표

변위와 지하수 저류의 계절적 변화와 트렌드를 모니터

링 할 수 있는 최적의 것을 적용하면 되며(Castellazzi et

al., 2016a), 특히 InSAR는 능동형 센서를 이용하여 영상

을 형성하는 바, 밤과 낮에 구애받지 않고 전파의 투과

특성을 이용해 구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영상 형성

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천후 운용 능력을 통해 mm/년

단위의 매우 훌륭한 정밀도를 갖는 자료 생산이 가능하

므로, 수리지질학 분야에서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

세이다(Galloway and Hoffmann, 2007; Galloway, 2014).

현재 지하수 수문학 분야에서 주로 적용되는 InSAR

기법은DInSAR(Differential InSAR), SBAS(Short BAseline

Subset), PSInSAR(Persistent Scatterers InSAR)가 있다. 이

러한 InSAR 기법들은 지하수 수문학 모델링에서 대수

층의 변위를 중심으로 한 동력학적 특징을 정량적으로

기술하는 데 이용된다. Galloway and Hoffmann(2007)은

지하수 수문학에서 InSAR의 활용 범위를 지하수 흐름

계에서 대수층의 암석학적 또는 구조지질학적 경계면,

대수층 시스템의 불균질성 확인, 대수층 시스템의 수리

동력학적 특성 추정 및 지하수 흐름과 대수층 압밀, 지

반 침하의 수치 모델링 제한 등으로 열거하였다. InSAR

기법에 의해 수득된 변위는 지하수 저류량 추정, 균열

등 지질 선구조 정의, 미래 지반 침하 속도 예측, 지반 및

지하수위 보정 이후 수리학적 수두 변화 유추 등에 활

용될 수 있다.

InSAR를 활용한 지하수위 정량 변화 연구 사례는

1998년 남부 캘리포니아Antelope Valley일대 지하수 대

수층 압밀과 지반 침하를 InSAR기법으로 분석한 것을

필두로(Galloway et al., 1998), SBAS 알고리즘을 적용한

캘리포니아 산호세 인근 Santa Clara Valley의 대수층 시

스템 물성 분석(Chaussard et al., 2014), ERS 및 ALOS 위

성 자료를 이용한 콜로라도 San Luis Valley의 지하수위

Δbe

Δ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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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분석(Reeves et al., 2011; Chen et al., 2016, Fig. 4)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Castellazzi et al.(2016b)은 멕시코 중

부 인구 밀집 지역인 Lerma-Santiago-Pacifico Basin에서

발생한 지하수 고갈 현상을 InSAR와 GRACE, 토지 이

용 모델과 현장 조사를 종합하여 포괄적인 지역 물관리

정책 자료를 산출하였다.

InSAR기법은 위성 센서 자료의 해상도와 처리 알고

리즘에 따라 1~4 mm/year의 정밀한 변위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표면 토지 피복의 상태,

특히 식생 및 인공 건축물의 종류와 밀도에 따라 레이

더 위상 간의 간섭 긴밀도 값(coherence)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작물이나 산림 분포 지역에서는 긴밀도 값 손

실 발생이 주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장파

장의 SAR신호를 사용하여 변위 탐지 범위를 확장하면

되나, 수직적 변위 측정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SAR위성의 궤도 순환 한계로 인해 InSAR영상의

시계열 연속성 및 밀도가 불규칙하여 실제 지표 변위 속

도와 매칭 되지 않는 경우, 신호의 변위 전환이 부정확

할 수 있다(Castellazzi et al., 2016a).

4.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지하수 수자원의 부존 및 대수층의

동력학적 변화를 원격 탐사 방법으로 해석한 연구 사례

를 고찰하였다. 지질 분포, 지표수 및 지형 고도차, 식생

원격탐사의 지하수 수자원 적용 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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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ertical displacement of aquifer system and its time-series pattern in San Luis Valley,
Colorado, USA. Approximately ±5.0 cm of the aquifer displacement was observed during
2010-2011, mostly due to groundwater discharge (Source : Chen et al., 2016).



분포, 강수량과 증발산량의 변화를 항공기 및 위성 센

서로 측정할 경우 광역적 차원에서의 지하수 수자원 부

존 여부를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성적

탐사는 지하수 관정 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한 수리지질

학적 정보와 융합하여 지하수 흐름 모델링을 실시할 경

우 보다 정확한 지하수 부존 및 흐름을 정량적으로 분

석할 수 있다. 위성 센서 자료의 직접 이용을 통한 지하

수 부존 및 흐름의 정량적 해석은 현재까지 GRACE와

InSAR가 가장 각광받는 탐사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GRACE의 경우 지하수 수자원 질량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가 오로지 원격 탐사

만으로 수득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의 질적 및 양적 수

준이 상승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며, 국내 지하수

수자원 연구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거대 면적을 보유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

부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에 지하수의 사용량 급증이나

신뢰성이 보장되지 못한 현장 조사 자료 및 분석 대상

지역의 자연적 조건을 고려한 자료 처리 알고리즘 부재

로 인해 GRACE로 해석한 지하수 질량 변화 결과가 과

대평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Rodell et al., 2009;

Long et al., 2016). 또한, 현재의 자료 처리 알고리즘을 그

대로 적용하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다소 협소한

바, GRACE를 이용한 지하수 수자원 정량 분석시 신호

검출 및 보조 자료 보정 등의 전처리가 필수적으로 동

반되어야 할 것이다. InSAR의 경우 분석 대상 지역의 면

적에 구애받지 않고, 산사태나 사면 붕괴, 건축물의 수

직 변위 탐지 등에서 충분한 국내 연구 자료 및 기술력

이 있기 때문에, 국내 지하수 대수층의 동력학적 정량

분석에 쉽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된 외국 연구 사례가 부족하고, 현

재까지 연구 대부분이 건조 또는 반건조 기후 지역에 한

정되어 있다는 점, 복잡한 토지 피복 및 이용 양태를 보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 긴밀도 값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반의 변위와 지하수 대수층 동력학과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역시 다

수의 전문 인력과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지하수

수자원 정량 해석에 알맞은 자료 전처리 알고리즘 개발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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