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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Synthetic Aperture Radar) remote sensing data is a very useful tool for near-real-time identification of

landslide affected areas that can occur over a large area due to heavy rains or typhoon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effective algorithm for automatically delineating landslide areas from the polarimetric SAR data acquired after

the landslide event. To detect landslides from SAR observations, reduction of the speckle effects in the estimation

of polarimetric SAR parameters and the orthorectification of geometric distortions on sloping terrain are essential

processing steps. Based on the experiment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DAN filter can provide a better

estimation of the polarimetric parameters. In addition, it was appropriate to apply orthorectification process after

estimating polarimetric parameters in the slant range domain.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polarimetric

entropy is the most appropriate parameters among various polarimetric parameters. Based on those analyses, we

proposed an automatic landslide detection algorithm using the histogram thresholding of the polarimetric parameters

with the aid of terrain slope information. The landslide detection algorithm was applied to the ALOS-2 PALSAR-2

data which observed landslide areas in Japan triggered by Typhoon in September 2011.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landslide areas were successfully identified by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with a detection rate

of about 82% and a false alarm rate of abou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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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원격탐사 관측 자료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탐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사태 발생 이후에 관측이 수행

된 다중 편광 SAR 자료를 이용하여 산사태 지역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실험적

인 분석을 바탕으로 SAR 관측 자료로부터 산사태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SAR 영상의 스펙클 현상을 줄여주는 스펙클

필터와 경사진 지형에서의 기하왜곡을 보정하는 정사보정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고, IDAN 필터를 적용하여 스펙클을

줄이고 다중 편광 파라미터를 추정한 후에 정사보정을 수행하는 것이 산사태 탐지를 위해 적합한 처리 과정임을 제

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다중 편광 파라미터에 대한 탐지 성능 분석을 통해 entropy 파라미터가 산사태 탐지에 좋은

성능을 보임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다중 편광 파라미터에 대한 자동적인 문턱값 설정과 DEM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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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하는 산사태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탐지 알고리즘은 2011년 9월 태풍 탈라스에 의해 발생한 산사

태에 대해 관측을 수행한 ALOS-2위성의 PALSAR-2 자료를 이용하여 실험적인 평가를 수행하였고, 약 82%의 탐지

율과 3%의 오경보율로 산사태를 탐지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산사태, 다중 편광 SAR, 마이크로파 산란, 스펙클 필터링, 정사보정 

1. 서 론

산사태는 주로 강우, 태풍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

생하며 인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자연 재해 중 하나

이다. 산사태는 짧은 시간 안에도 넓은 범위를 파괴할

수 있고, 많은 사상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산사태

이후의 피해를 신속하게 평가하는 것은 빠른 위기 대

응을 위해 중요하다. 원격 탐사 기술은 이러한 목적에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탐사 자

료를 이용한 많은 산사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Guzzetti et al., 2012). 특히, SAR(Synthetic Aperture

Radar)는 마이크로파를 송수신하여 관측을 수행하기 때

문에 기상 조건과 주야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도플러

주파수를 이용한 프로세싱을 통해 넓은 영역에 대해

고해상도 관측 영상을 제공한다. 최근 SAR 시스템은

기존 SAR 시스템과 달리 다중 편광 SAR(polarimetric

SAR, POLSAR)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는 기존 SAR

자료에 비해 독립적인 관측값이 늘어났다는 장점과 더

불어 물리적인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중 편광 SAR 자료는 수평 편광(H)과 수직 편

광(V)을 각각 송신 및 수신함으로써 네 종류의 송수신

편광 HH, HV, VH, VV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러한 관측값을 이용하여 산사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측

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Czuchlewski et al.,

2003; Shibayama et al., 2015; Plank et al., 2016).

Czuchlewski et al.(2003)은 최초로 다중 편광 SAR

자료를 이용해 산사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사

례를 제공하였다. 1999년 발생한 대만의 차오링 산사

태에 대해 항공기용 다중 편광 SAR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을 수행하였으며, Cloude and Pottier(1997)가 제

안한 entropy 및 α와 같은 다중 편광 파라미터를 이

용해 산사태 지역의 산란 특성 및 지표 유형을 분류하

였다. 또한, 다중 편광 SAR와 이중 편광 SAR의 비교,

광학영상과 SAR 영상의 비교를 통해 다중 편광 SAR

가 산사태 탐지에 더 적합함을 제안하였다. Shibayama

et al.(2015)은 인공위성용 다중 편광 SAR 자료를 이

용하여 산사태 지역을 관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

중 편광 SAR 관측값에 기본적인 산란 모델을 적합하

여 산란 메커니즘을 추정하는 표적 분해 방법에 기초

하여 산사태를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란 특

성 중 산사태와 식생을 잘 표현하는 표면 산란과 체적

산란에 초점을 맞춰 산란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 산사

태 지역을 구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HH

와 VV 편광 사이의 상관 계수 역시 산사태 탐지에

유용함을 보였다. Plank et al.(2016)은 산사태 발생

이전의 고해상도 광학 영상을 통한 정규 식생 지수와

산사태 발생 이후의 이중 편광 SAR 파라미터인

entropy를 이용한 변화탐지 기법을 바탕으로 산사태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Mondini(2017)은 토

양의 국지적 균질화에 의해 공간 자기 상관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다중 시기의

Sentinel-1 영상에서 공간 자기 상관의 변화를 측정해

2011년 미얀마에서 일어난 산사태를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산사태에 지역에 대한 SAR 자료의 활용 연

구들은 산사태 지역과 주변 식생 지역과의 대비가 강

조되는 다중 편광 SAR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산사태

지역에 대한 파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산사태 지역을 자동으

로 탐지하는 알고리즘이나 SAR 자료의 산사태 탐지율

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사태 발생 이후에 관측이 수

행된 다중 편광 SAR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사

태 지역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특히 산사태는 경사지에서 발생하기 때

문에 지형 기복이 있을 때 발생하는 SAR 영상의 기하

왜곡을 보정하는 정사 보정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

서는 정사보정이 다중 편광 SAR 파라미터의 산사태

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SAR 자료의 고유한 특성

인 스펙클 현상에 대한 필터링은 다중 편광 SAR 자료

의 추출과 분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펙클 필터링과 정사보정이 다중 편광

SAR 파라미터를 통한 산사태 탐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사태 탐지에 대

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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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지역 및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태풍 탈라스에 의한 대규모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본의 나라현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

다(Fig. 1). 2011년 8월 31일부터 시작되어 약 5일간

지속된 태풍 탈라스는 와카야마현, 나라현, 미에현을

포함하는 일본의 기이(Kii) 반도를 통과하였다. 이로 인

해 기이반도 전역에 걸친 총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56%에 달하는 1800mm를 초과했고(Yamada et al.,

2012; Saito and Matsuyama, 2011),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70개 이상의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켰으며 각각의

산사태는 100,000m3를 초과하였다(Chigira et al.,

2013).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4년 8월 27일에 획득된

Advanced Land Observing Satellite-2(ALOS-2) 인공

위성에 탑재된 Phased Array type L-band Synthetic

Aperture Radar-2(PALSAR-2) 시스템의 SAR 자료이

다. PALSAR-2 시스템은 L-밴드 마이크로파를 송•수

신하여 영상을 획득하며, 다양한 관측 모드로 운영되

어 레이다 신호의 편광, 공간 해상도 및 관측 범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에 사용된 다

중 편광 모드 PALSAR-2 자료는 23.1°의 부각과

range와 azimuth 방향 각각 9.5m 및 4.5m의 해상도

로 관측이 수행되었다. 산사태 탐지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PALSAR-2 자료의 전체 관측 범위 중 산사태

가 주로 분포하는 관심 연구 지역을 선정하였다

(PALSAR-2 영상에 표시된 사각형 영역). 

3. 연구 방법

3.1. 다중 편광 SAR 파라미터

다중 편광 SAR 시스템은 각 해상도 픽셀에 4가지

편광 상태의 복소 산란 행렬을 관측한다. 산란체의 후

방 산란 특성을 나타내는 복소 산란 행렬 [S ]은 수직

(V)과 수평(H) 편파 기저에서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이때 SHH는 수평으로 편파된 송신 신호가 수평 편파

채널에서 수신되는 경우의 진폭과 위상을, SHV는 수평

으로 편파된 송신 신호가 지표면과 상호작용하며 편광

상태가 변화해 수직 방향 편광 채널에서 수신되는 경

우의 진폭과 위상을 나타낸다. 각 편광 채널에서 수신

된 신호의 상대적인 크기는 지표 산란체에서의 산란

Fig. 1. Location of the study site and acquired PALSAR-2 Image. Black rectangled area indicates the target study area for

developing landslide det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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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산란 행렬 관측을

통해 SAR 영상에서 서로 다른 물체를 구분하는 능력

이 향상될 수 있다.

산사태 탐지에 중요한 식생이나 토양과 같은 자연

물체에서의 산란 특성은 확률적 과정에 의한 지구물리

적 현상을 정량화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covariance 행

렬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표현한다(Lee and Pottier,

2009). 송수신 안테나가 동일한 경우 covariance 행렬

[C ]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이때 *는 켤레 복소수 연산, <>는 ensemble 평균을

나타낸다. Covariance 행렬은 다중 편광 SAR를 통해

관측 가능한 모든 편광 산란 특성을 담고 있다. 행렬

의 대각항인 C11, C22, C33는 전통적인 SAR 시스템의

관측값으로 널리 사용되는 후방산란계수(backscattering

coefficient)에 해당하는 성분으로서 각각 HH, HV, VV

편광 채널에서의 관측 신호의 세기를 나타낸다. 

Covariance 행렬의 비대각항은 편광 채널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HH 또는 VV와 같이 송수

신 신호의 편광 상태가 동일한 채널에서의 관측값(동

일 편광, co-polarization)과 HV와 같이 송수신 신호의

편광 상태가 직교하는 채널에서의 관측값(교차 편광,

cross-polarization) 사이의 상관은 자연 물체의 경우 0에

가깝게 된다. 반면에 C13 성분에 해당하는 동일 편광 사

이의 상관은 토양에서의 표면 산란 현상과 식생에서의

체적 산란 현상을 구분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HH 편광과 VV 편광 사이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보통 co-polarization coherence(ρHHVV)라

불리며 식 (3)과 같이 주어진다.

(3)

따라서 다중 편광 SAR 시스템의 관측값에 해당하는

covariance 행렬은 대각항에 있는 HH, HV, VV 편광

후방산란계수와 비대각항의 co-polarization coherence

라는 편광 파라미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산사태 탐지를 수행할 수 있다.

Covariance 행렬의 다중 편광 파라미터와 더불어

covariance 행렬에 대한 고유치 분해를 통해 지표 물

체에서의 산란 현상을 파악하는 기법(Cloude and

Pottier, 1997)이 산사태 탐지에 유용할 수 있음이 보

고된 바 있다(Czuchlewski et al., 2003). 특히 고유

치에 대한 entropy(H ) 지수는 산란 현상의 무작위성

을 나타내며 식생의 유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산사태

지역의 탐지에 효과적이다. Entropy는 covariance 행

렬의 세 고유치인 λ1, λ2, λ3를 정규화한 pseudo

probability(Pi )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4)

Entropy는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는데, 낮은

entropy는 λ1이 다른 고유치보다 매우 큰 경우에 발생

하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산란 현상이 우세하게 나

타남을 의미하고, 높은 entropy는 고유치들이 서로 비

슷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무작위 산란이 나타남을 의

미한다.

3.2. 스펙클 필터링

진폭과 위상을 관측하는 SAR 영상에는 공통적으로

스펙클(Speckle) 현상이 존재한다. 스펙클은 균질한 자

연 물체를 관측한 SAR 영상에서 무작위 잡음과 같이

밝거나 어두운 점들이 산재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SAR

영상의 품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스펙클의 존재

는 지표 물체의 산란 특성을 구분하고 산사태를 효과

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SAR 파라미터의 추정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스펙클 감소를 위한 스펙클 필터링은

SAR 영상의 정성적 및 정량적 탐지 성능의 향상을 위

해 필수적이다. SAR 영상에 존재하는 스펙클 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스펙클 필터링 기법이 개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SAR 원격탐사의 활용 문제에 많이

이용되는 Refined Lee 필터(Lee, 1981), Lee Sigma

필터(Lee, 1983), IDAN 필터(Vasile et al., 2006)의

탐지 성능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산사태를 탐지하기 위

한 효과적인 알고리즘의 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Refined Lee 필터(Lee, 1981)는 경계나 점 형태의

표적과 같은 스펙클과 무관한 세부 관측 대상이 필터

링 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필터이다. 국부적인 영

역에서 우세한 경계의 방향을 탐지하고, 이를 고려한

지역 윈도우를 설정하여 통계적인 특성을 이용해 필터

링한다. Lee Sigma 필터(Lee, 1983)는 영상의 잡음을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한 필터로, 윈도우에서 중심 픽

셀의 2σ 범위 내에 속하는 픽셀들의 평균으로 중심

픽셀을 대체하여 필터링을 수행한다. 2σ 확률은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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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σ 범위를 벗어나는 픽셀은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균을 계산할 때에 제

외된다. IDAN 필터(Vasile et al., 2006)는 기존 필터

들처럼 고정된 크기의 윈도우 내에서 필터링 영역을

선택하는 대신 Lee sigma 필터의 2σ 확률을 기준 삼

아 필터링 영역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그 후 선택된

모든 픽셀을 사용해 최소 평균 제곱 오차 필터로 필터

링을 수행 한다. 

3.3. 정사보정

SAR 영상은 측면 관측 방식을 통해 영상화를 수행

하는 특성에 의해 영상의 좌표와 실제 지표 좌표가 차

이 나는 기하적인 왜곡이 발생한다. 특히, 영상 생성의

기준이 되는 지구타원체와 차이가 발생하는 지형적인

조건에서 기하 왜곡이 주로 발생하는데, Fig. 2(a)의

연구 지역의 SAR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산사태는 대

부분 경사진 지형에서 발생하므로 영상에 이러한 기하

왜곡 현상이 매우 심하게 존재한다. 연구 지역에는

Fig. 2(c)의 광학 영상에 표시되었듯이 크게 네 곳의 산

사태 지역이 존재하는데(Chigira et al., 2013), SAR

영상의 기하 왜곡으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치 및 발생

형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SAR

영상의 기하 왜곡을 보정하고 SAR 영상을 일반적인

지도 좌표계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형보정 또는

정사보정(orthorectification)은 산사태 탐지 결과를 사

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지리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분

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처리과정이다. 

산사태 탐지 결과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사보정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SAR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인 SNAP(Sentinel Application Platform)에

내장되어 있는 range-Doppler 정사보정 기법(Small

and Schubert, 2008)을 이용하였다. 정사보정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의 궤도 정보와 더불어 실제 지

형에 대한 고도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연구지역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1-arcsecond DEM을 이용하여 정사보정을 수행하였다.

Fig. 2(b)는 연구지역 PALSAR-2 영상에 대해 정사보정

을 수행해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사보정을 통해

경사가 있는 지역에 존재했던 기하적인 왜곡이 보정되

었고, 연구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광학 영상과 비교해 보면, 기하 왜곡을 보정함으로써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정사보정은 단지 SAR 영상의 slant-range 좌표계를

지리 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한 기하적인 처리지만, 리

샘플링 과정에서 국지적인 영역에서의 산란 특성의 변

동성에 대한 방사적인 처리가 동반되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산사태 탐지를 수행하기 위한 파라미터의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편광 SAR

파라미터를 추출하기 전과 후에 정사보정을 해준 결과

를 산사태 탐지 정확도를 통해 비교함으로써 산사태를

탐지하는 데에 있어서 정사보정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4. 실험 결과

SAR 영상으로부터 산사태를 탐지하기 위해서 본 연

구에서는 산사태 주변의 산림 지역과 산사태 지역 사이

의 대비를 강조하는 최적의 편광 파라미터를 선정하고,

최적의 파라미터에 대해 자동으로 문턱값(threshold)을

적용하여 산사태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구분하는 이

진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다중 편광 파라

미터로는 앞서 설명한 covariance 행렬의 원소 중에서,

대각항인 C11과 C22 원소에 해당하는 HH 편광과 HV

Fig. 2. PALSAR-2 HH-polarization image of the target

study area (Black squared area in Fig. 1): (a) before and (b)

after ortho-rectification. (c) reference Google Earth optical

image of the target study area. Four main landslide sites

occurred in this study area are represented in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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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 채널에서의 후방산란 계수, 비대각항의 ρHHVV,

그리고 산란현상의 무질서도를 지시하는 entropy에 대

해 탐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때 SAR 관측값으로 부

터 다중 편광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처리 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펙클 필터링과 정사보정

이 산사태 탐지 알고리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편광 SAR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처리 과정

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다중편광 파라미터의 탐지 성

능에 대한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4.1. 스펙클 필터의 영향

SAR 영상 시스템의 특성인 스펙클은 고주파 잡음

신호와 같은 형태로 레이더 영상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SAR 영상의 활용을 위해

스펙클 감소는 필수적이며 이는 스펙클 필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covariance 행렬의 원소나

entropy와 같은 국지적인 산란 특성의 변동성을 고려

하는 파라미터들의 추정에 있어 적합한 스펙클 필터의

적용은 중요한 처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Fig. 3는

본 연구에서 산사태 탐지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다중

편광 파라미터에 Refined Lee 필터, Lee Sigma 필터,

IDAN 필터를 수행해준 결과이다. 다중 편광 파라미터

중 coherence와 entropy는 스펙클 필터 유무 및 필터

의 종류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사태 지역을 분리하기 위한 문턱값의 설정과 무관

하게 스펙클 필터에 따른 탐지 성능의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해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커

브를 이용하사용하여 탐지 성능을 추정하였으며, 보다

정량적인 결과를 위해 ROC 커브의 면적에 해당하는

AUC(Area Under Curve)를 통해 평가하였다. ROC

커브는 문턱값을 변경시켜 가면서 TPR(True Positive

Rate)과 FPR(False Positive Rate)의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써, 이때 TPR은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중 다중 편광 파라미터를 통해 산사태라고 추정한 지

Fig. 3. Image of performance of speckle filtering (From top to bottom respectively : None Speckle filter, Refined Lee filter,

Lee Sigma filter, IDAN filter): (a) HH, (b) HV, (c) co-polarization coherence, and (d) 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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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비율을, FPR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오탐지 비율이다. Fig. 4와 Table 1에는 각각 산

사태 탐지를 위해 선정된 다중 편광 파마미터에 대한

ROC 커브와 AUC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각 파라미터에 대한 ROC 커브와 AUC 그래프를

통해 탐지 성능을 평가한 결과 HH 편광과 HV 편광

후방산란 계수는 스펙클 필터의 수행 여부에 따라

AUC 값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서로 다른 스펙클

필터링 방법에도 탐지 성능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반면 co-polarization coherence와 entropy는 스펙클

필터링 이전에 0.7 정도의 AUC 값을 보이지만, 스펙

클 필터링을 통해 0.9이상으로 탐지 성능이 향상됨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 편광 SAR 파라미터를

이용한 산사태 탐지에 있어서 스펙클 필터의 수행 여

부는 탐지 정확도의 향상에 중요한 처리 과정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더불어 다중편광 파라미터의 활용에서

는 스펙클 필터링 방법에 따라서도 탐지 성능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 IDAN 필터가 가장 좋은 탐지

정확도를 보인다. IDAN 필터는 고정된 윈도우 크기의

샘플만을 이용하는 다른 스펙클 필터와 다르게 균질한

영역에 대해 관측된 샘플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여 다

중 편광 파라미터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산

사태 지역을 분류하기 위한 다중 편광 파라미터의 적

합한 추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4.2. 정사보정의 영향

정사보정은 지구 표면의 지형적 효과에 의한 영상의

왜곡을 제거해주는 과정으로 지형학적인 변화가 큰 산

지에서는 foreshortening, layover와 같은 지형 왜곡

현상이 보다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사태 탐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처리 과정이다. 그

러나 산사태 탐지를 위한 다중 편광 파라미터의 추정

과 관련하여 정사보정을 어느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

사보정의 수행 단계가 산사태 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려 한다. 정사보정을 수행하는 단계에 따라

Fig. 4. Result of speckle filtering using ROC curves: (a)

HH, (b) HV, (c) co-polarization coherence, and (d) entropy.

Table 1. Detection accuracies in AUC for different speckle

filters

HH HV ρHHVV Entropy

None 0.7663 0.6453 0.7391 0.7121

Refined Lee 0.7969 0.7426 0.9561 0.9370

Lee Sigma 0.7968 0.7413 0.9302 0.8914

IDAN 0.7846 0.7271 0.9741 0.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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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 정사보정을 수행하

는 단계에 따른 탐지 성능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 M1: covariance 행렬에 대해 정사보정을 수행한

후 스펙클 필터링과 다중 편광 파라미터 추출

• M2: Slant-range 좌표계에서 필터링과 다중 편광

파라미터 추출을 수행한 후 정사보정 수행

4.1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턱값의 설정과 무관하게 정

사보정을 수행하는 단계에 따른 영향만을 분석하기 위

해 문턱값 변화에 따른 TPR 및 FPR의 변화를 종합

적으로 파악하는 AUC 값을 통해 산사태 탐지 능력을

평가하였다(Fig. 5). 이때, SAR 파라미터는 IDAN 필

터를 수행한 후에 추출되었다. HH 편광 후방산란 계수

의 경우 AUC 값은 정사보정의 수행 단계에 크게 영향

을 받지 않는데 반해, 다른 파라미터들은 M2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 AUC 값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5. 산사태 탐지

4장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SAR 영상에서 산사태

지역을 탐지하는데 있어 co-polarization coherence와

entropy가 우월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스

펙클을 감소시키고 편광 파라미터의 적절한 추정을 위

한 필터로는 IDAN 필터가 적합하고, 기하적인 왜곡을

보정하여 탐지 결과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정사보정

은 파라미터를 추정한 후에 수행해 주는 것이 효과적

임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Fig. 6과 같은 산사태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스펙클 필터링과 정사보정을 수행한 다중 편

광 파라미터로부터 산사태 지역을 분류하기 위한 문턱값

설정 방법으로는 KI 기법 (Kittler and Illingworth,

1986)을 이용하였다. KI 기법은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목표물과 배경에 해당하는 두 클래스로 나누기 위한

문턱값 설정 문제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

되는 방법으로서, 두개의 가우시안 분포에 의해 정해

지는 이진 분류의 오차 확률을 최소화 하도록 문턱값

을 설정한다(Fig. 7). 더불어 정사보정에 사용한 DEM

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경사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

용하여 산사태 탐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산사

태는 일반적으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지형

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산

사태 지역의 경사에 대한 확률 분포에서 전체 값의

99%에 포함되지 못하는 15.3° 이하의 영역을 제외해

주는 추가적인 처리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Fig. 8는 연구 지역에 대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

Fig. 5. Comparison of AUC values of different polarimetric

parameters obtained by two orthorectification approaches,

M1 and M2.

Fig. 6. Flowchart of the proposed landslide detection

algorithm.

Fig. 7. Histogram of the co-polarization coherence and

entropy parameters. Vertical lines are calculated threshold

values from the KI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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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산사태를 탐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8(a)

와 (b)는 co-polarization coherence를 이용하여 탐지

를 수행한 결과이고, Fig. 8(c)와 (d)는 entropy를 이

용하여 탐지를 수행한 결과이다. Fig. 8(e)는 기존 연

구(Chigira et al., 2013)에 제시된 산사태 지역에 대

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수동으로 선택된 산

사태 지역에 대한 참조 영상이다. 다중 편광 파라미터

만을 이용한 Fig. 8(a) 와 (c) 탐지 결과를 보면 두

다중 편과 파라미터 모두 참조 영상의 산사태 지역을

모두 탐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Fig. 2(c)의

광학 영상과 비교하여 볼 때 두 파라미터 모두 하천

및 하천 주변 지역에서의 단일 표면 산란 효과에 의해

오경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DEM으로부터 얻은 경

사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한 Fig. 8(b)와 (d)의 탐지

결과는 경사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에 대한

오탐지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사정보를 이

용하기 전의 오경보율은 co-polarization coherence와

entropy 각각 3.4%와 5.2%였는데, 경사 정보를 이용

함으로써 각각 1.7%와 2.9%로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Table 2는 경사 정보를 이용하여 얻어진 최종적인

산사태 탐지 결과에 대한 정확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산사태 탐지 정확도는 TPR과 FPR 그리고

탐지율과 오경보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CSI(Critical

Success Index) 지수(Schaefer, 1990)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Table 2). CSI 지수는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5)

두 다중 편광 파라미터 모두 75% 이상의 탐지율과

3% 이하의 오탐지율을 보인다. Co-polarization cohe-

rence에 비해 entropy가 다소 탐지율과 오탐지율이 높

은데, CSI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탐지 성능을 볼 때

entropy가 더 좋은 결과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6.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지역을 탐지하기 위한 다중

편광 SAR 자료의 활용성을 분석하고, SAR 영상으로

부터 자동으로 산사태 지역을 탐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을 개발하였다. SAR 관측 자료로부터 산사태를 탐지

하기 위해서는 SAR 영상의 스펙클 현상을 줄여주는

스펙클 필터와 경사진 지형에서의 기하왜곡을 보정하

Fig. 8. Landslide detection result of study area (black: landslide, white: others) using the co-polarization coherence ((a) and

(b)) and entropy ((c) and (d)), and (e) the reference landslide area provided in Chigira et al. (2013). Note that (b) and (d) are

obtained by using both the polarimetric parameters and slope information.

Table 2. Result of Landslide detection

TPR FPR CSI

ρHHVV 0.761 0.0169 0.75

Entropy 0.822 0.0294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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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사보정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고, IDAN 필터를

적용하여 스펙클을 줄이고 다중 편광 파라미터를 추정

한 후에 정사보정을 수행하는 것이 산사태 탐지를 위

해 적합한 처리 과정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다

중 편광 파라미터에 대한 탐지 성능 분석을 통해

entropy 파라미터가 산사태 탐지에 좋은 성능을 보임

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중 편광 파

라미터에 대한 자동적인 문턱값 설정과 DEM을 보조

적으로 사용하는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일본 나

라현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한 실험적인 적용 결과

약 82%의 탐지율과 3%의 오경보율로 산사태를 탐지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단일

편광이나 이중 편광 SAR 관측의 경우 획득할 수 있는

HH 및 HV 후방산란 계수에 적용하였을 경우 70%

정도의 탐지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 35%정도의 심각한

오경보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산사태와 같은 재해

의 탐지와 평가에 있어 SAR 원격탐사를 활용할 때에

다중 편광 SAR 관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중 편광 산사태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산사태

지역을 성공적으로 탐지하였으나, 탐지 결과에서 여전

히 오경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경보는 주

로 SAR 센서를 바라보는 사면의 산림 지역에서 발생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사면에서의 국지적 입

사각 감소에 따른 표면 산란 메커니즘의 증가와 연관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ark et al., 2012). 따라

서 산사태 지역 및 그 밖의 산림 지역에서 경사에 따

른 마이크로파의 산란 특성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

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산사태 탐지 알고리즘의 성

능 향상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산사태

전•후에 획득된 시계열 SAR 관측 자료를 이용함으로

써 오경보를 줄이고 탐지 성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최근 국내외 적으로 활발하게 개발이 진

행되고 있는 인공위성용 편광 SAR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에

대한 신뢰성 높은 탐지 결과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자

료를 제공할 것이며, 산사태와 같은 재해에 대해 차세

대 인공위성용 SAR 시스템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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