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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인 기후의 변화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와 인명 손실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형이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 재해 중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풍화 깊이가 

얄은 국내 자연 사면의 특성상 대규모 산사태보다는 중소규모의 산사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산사태를 관측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직접측량 방식은 국지적인 결과를 취득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많은 인력 

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광범위한 지역의 해석에는 한계가 따른다 넓은 지역의 산사태를 잘 감지하고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항공측량이나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투 

과성을 지닌 JERS- 1 의 위성 영상을 이용, 2-pass differential interferometry 기술을 통해 대상 지역인 강원도 지역의 지형 변 

위도를 생성하여 산사태 피해 지역을 탐측하고, 산사태 지역의 탐지 및 분석을 위한 웹 시스댐을 구축했다. 

액심용어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DEM, JERS-1 , 간섭도, 2-Pass DlnSAR 

ABSTRACT In recent days, climatic change cause abnormal weather all over the world and we have a great loss of life 

and property every year. In Korea, we suffer from landslide problem because large regions of Korea Peninsula are com

posed of mountain. In order to detect rapidly and to take follow-up measures of disaster, the remote sensing is being used 

active ly as conventional field survey has many restrictions in accessibility because of more time and man power requ ire

ment. In additions interferometric SAR is one of the techniques that have our attention because it can provide many kinds 

of accurate surface information without restriction of atmospheric and ground conditions by using L-band. In this study, 

we aimed to monitor the displacement of mountain area in Kangwondo and this results will be used for detecting land

slide. Also we build the web system for detecting and analyzing the landslide. 

KEYWORDS SAR, DEM, JERS-1, lnterferogram, 2-Pass DlnSAR 

1 . 서 론 

1.1 연구 목적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자연 재해의 피해규모 또한 해마다 증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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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있고 연평균 강우량 중 대부분이 장마나 태풍이 오는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심각 

한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는 대부분의 지형이 산지로 이루 

어져 있고 건물 및 도로 등의 시설물과 주거지가 산지사변 

하단에 접해 있는 곳이 많아 매년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 

해가발생하고있다. 

산사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형 정보 취득을 통해 산사태가 발생하기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여 미연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 

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범위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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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수집을통한대상지역의 특성 파악 및 산사태 발생 원인 

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하지만 토탈스태이 

션 같은 기존의 측량 장비를 이용할 경우 지형에 따른 접근 

성의 제약이 크고, 시간과 인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광범위 

한 지역에서의 지형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항공측 

량이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SAR(Synthetic Aperture Radar,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는 공중에서 순차적으로 발사한 레이더파가 

지상 굴곡 면에서 반사되는 미세한 시간차를 순차적으로 

탐지한 후 합성해서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 내는 레이더 시 

스댐으로 광학위성과 달리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긴 

파장을 가진 L-band의 경우 높은 투과성으로 강원도 같은 

산림 지역에서도 지형 탐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SAR를 이용한 기존의 산사태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간섭 SARα1terferomeσic SAR) 기술을 통한 이탈리 

아 알프스 지 역의 사면 탐측(Teledata Geoconsult, 2003), 캐 

나다 록키 산맥의 산사태 메카니즘 분석(Singhroy, 2004), 

남프랑스 알프스 산맥의 산사태 변위 탐지 연구(Vietmeier 

et al., 1999)등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파 

장이 짧은 C-band ERS-1/2 위성을 이용하여 산림지역을 

제외한 한정된 지역에서의 연구만이 이루어졌고, 국내에 

서의 산사태 탐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과성이 높은 L-band JERS-1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강원도 지역의 산 

사태 피해지역을파악하고,이를활용한산사태 방지 대책 

의 모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배경 

SAR는 안테나가 탐측한 영역의 반사파를 관측하여 2차 

원 영상을 제작하는데 사용된다. 이때의 일반적인 SAR 영 

상은 안태나에 수신된 신호로부터 위상 정보는 무시하고 

단지 크기 정보만을 이용한 영상이다. 이에 반해 레이더 

간섭 기 법 , 즉 lnSAR(Interferometric SAR)는 두 개 이상의 

안태나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안태나로 동일 지역을 2회 

이상 관측함으로써 2개 이상의 단일복소영상(Single Look 

Complex) 영상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들의 

위상차를 활용하여 표적의 3차원 고도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다. 

이러한 간섭 SAR 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지표변위 관 

측기법으로는 긴밀도(Coherence)가 높은 고정 산란체(Permanent 

scatterer)를 이용한 PS 간섭 기 법 (Permanent Scatterer Inter

ferometric SAR, PSlnSAR)과 차분간섭 기 법(Differ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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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rometric SAR, DlnSAR)등이 있다. 간섭 SAR기술에 

서 발전한 차분간섭기법은 1993년 MassonnetS과 그의 연구 

진이 ERS-1 영상을 이용하여 1992년도에 일어난 진도 7.2 

급의 Landers지진에 의해 일어난 변위를 cm, 심지어 mm 

정도까지 분석해 내면서부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 

작했다(Massonnet et al., 1993). 

차분간섭기법은 특히 지진이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지표변위를 감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지표의 고도 정보 추출 및 지진화산, 빙하, 지반침 

하 등에 의한 표면산란체의 미세한 변위와 대기층과 관련 

된 연구, 범람원에서의 수위변화 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왔다(김상완, 2004). 

2. 2-Pass 미nSAR를 이용한 산사태 탐측 

2.1 간섭 SAR의 기초 이론 

SAR 시스댐은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능동 

적 센서로서 빛의 유무 및 기상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각각의 지형물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산란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활용, 대상 지역의 분류 및 변화탐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장의 SAR 영상을 통해서 3차원 정보를 얻 

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전 

파의 위상차를 통해 대상지역의 3차원 정보를 얻는 것이 

바로 간섭 SAR 기술이다. 간섭 SAR의 일반적인 절차를 

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 SAR 위성의 원시 데이터를 단일복소영상(Single 

Look Complex, SLC)으로 바꾸어 준다. 간섭 SAR 기 법은 

서로 다른 궤도에서 관측한 2장의 영상을 이용하는데, 그 

결과 지표 위의 동일한 대상점이 각 영상에서는 서로 다른 

좌표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두 영상간의 정합(co-regisσation)과정이 펼요하다. 정합 과 

정을 통해 부영상을 재배열하고 두 영상 사이의 위상차를 

계산하면 간섭도(interferogram)를 생성할 수 있다. 

지형에 대한 변위도를 얻기 위해서는 차분간섭도를 생 

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간섭도의 위상은 지형에 의한 위 

상과 지형의 수직 혹은 수평방향의 변위(motion)에 의한 

위상, 그리고 노이즈(noise)에 의한 위상으로 이루어져 있 

다. 노이즈에 의한 위상이 매주 적다고 가정하고, 지형에 

의한 위상을 기존의 DEM 등에서 생성한 위상을 통해 제 

거할 경우 변위에 의한 위상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변 

위에 의한 위상을 기하보정을 통해 실제 위치 값으로 변환 

하게 되면 각 지점에서 발생한 수직 혹은 수평 침하를 계 

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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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표변형을 탐지하기 위해 지형에 의한 위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2-pass에 의한 방법과 3-pass 또는 4-Pass에 

의한 방법으로 나원다. 이중 2-Pass는 한 쌍의 SAR자료로 

부터 생성된 간섭도와 기존의 DEM으로부터 생성된 모의 

간섭도(simulated interferogram)를 차분시켜 변위도를 생성 

하는 방법으로, Massonnet 등(1993)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 

며 3-pass 또는 4-pass 방법보다 정확도 변에서 뛰어 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2-Pass DlnSAR 기술을 사용하여 강 

원도 지방의 변위를 관측하고 이를 통해 산사태 피해 지역 

을분석하였다, 

2.2 연구대상지역 

우리나라는 동쪽으로는 산지가 많고 서쪽으로 평지가 

계속되는 몽고서저의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강원도 

지역은 동해와 인접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간지방으로 

서 매년 산사태가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강릉 지역의 사천면과 양양읍 일대에서서는 2002년 8월 

3 1 일∼9월 l 일 양일간에 걸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 

에 의해 수백 개의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폭 10 m, 

길이 2 1 ∼40 111 내외의 중소규모 산사태의 비중이 60% 이 

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건 

설교통부,2006).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중앙위도 37。90’, 중앙경도 128。50’

로 속초와 강릉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양양군 및 설악산의 

일부 산맥을 포함한 지역을 선택했다. 일본 JERS-1 레이더 

위성에 의해 1998년에 촬영된 5장의 SAR영상으로부터 각 

그림 1. 강원도 지역의 DEM 영상 

그림 2. 연구 대상 지역의 위성 엉상(Google Earth) 

각 2장씩 영상처리를수행하여 총 4장의 간섭도를생성했 

다. 차분 간섭을 위해 쓰인 DEM(그림 I )은 미국 NASA의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해상도는 90m이고 유라시아 지역의 경우 약 9m 

정도의 수직오차를 가진다(Farr et al., 2007). 

간섭도와 DEM으로부터 생성한 모의 간섭도를 차분시 

킴으로써 대상 지역에 대한 변위도를 생성하고 각 지역에 

서 발생된 산사태로 인한 변위 및 피해 지역을 분석했다. 

그림 2는 대상지역의 위성영상을 Google Earth 지도 위에 

나타낸사진이다. 

2.3 자료취득 

SAR 영상은 여러 레이더 파장 길이를 가지는데 길이에 

따라 X-band, C-band, L-band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 

용한 JERS-1 의 경우 L-band를 사용한다. L-band는 23.5 cm 

의 긴 파장을 가져 구름이나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동 

시에 지상에 존재하는 식생들을 투과한다는 장점을 가지 

고있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강원도는 대부분 산지로 이뤄져 

있어 위성을 이용한 탐측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L-band를 

사용함으로써 지형변위탐측이 가능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영상은 각각 약 두 달 간격으로 촬영 

되었으며 모두 1998년에 촬영된 영상을 사용했다. 또한 영 

상의 지형 왜곡을 제거하고, 절대 좌표를 입력하기 위해 

미국의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을 이용해 

DEM을 제작해 지형 보정을 수행했다. 

2.4 자료 처리 및 산사태 피해 지역 문석 

Interferometry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장의 영상이 요 

구되며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두 영상이 촬영된 

$‘·.rnal of The Kαean Society of Societal Secwty, Vol 2, 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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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상 처리를 통해 도출된 번위도 

날짜가 짧을수록 좋다. 따라서 영상의 처리는 촬영된 기간 

이 가장 인접해 있는 영상끼리 처리한 후 SRTM을 이용해 

제작한 강원도 DEM을 차분했다. 

그 결과, 지형의 점진적인 변위의 탐지를 가능케 하는 

변위도(그림 3)와 급진적인 지형 변위를 탐지할 수 있는 

변화도(그림 4)가 생성됐다 여기서 급진적 산사태란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를 

말하고, 점진적 산사태는 장기적인 지반 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의 변위를 의미한다, 

DlnSAR 적용 결과 광범위한 지역에서 cm 수준의 미소 

변위가 탐측됐다. 이는 향후 급진적 산사태로 발전할 가능 

성이 있는 지역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산사태 탐측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지역을 설정,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을 참조하면 중앙위도 37。57’, 중앙경도 1 28。37’ 즉, 

현북면 내의 산지에서 점진적 산사태가 탐측됐다. 

변화도는 두 영상간의 상관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영 

상으로 지상 물체로부터 산란되어 돌아온 두 레이더 신호 

간의 일치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성의 신호 

흔댁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제2권 제2호 

그림 4. 영상 처리를 통해 도출된 변화도 

는 시간 간격이 길고, 산림에 의한 노이즈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두 영상간의 상관도가 0.2 이하일 경우 지형적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4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의 상관도가 0.2 이 

하를 나타낸 것으로 지표면이 급격하게 변한 지역을 탐지 

할 수 있다. 산사태는 지표면에 급격한 변화를 유발시키므 

로 이 방법을통해 산사태 발생 지역을탐지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면을 포함한 주변 산지(중앙위도 37° 

47’, 중앙경도 128。46')에서 급격한 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탐지됐다. 

3. 산사태 예경보 웹 시스템 구축 

3.1 웰 시스템의 필요성 

2-pass DlnSAR를 통해 취득한 변위도와 변화도를 서 버 

에 업로드하여 웹상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경보 

시스탬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산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는 지역의 위치를 일반인 혹은 전문가에게 제공함으 

로써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산사태에 의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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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rclMS 최소요구사양 

CPU 

RAM 

HDD 

팬티엄 4, l.6GHz 이상 

256 MB 이상 

I GB 이상 

Software Web Server, Servlet engine, JAVA 퉁 

3.2 웰시스템구축 

웹 시스템은 ArcIMS를 기반으로 제작했으며 표 l은 ArcIMS 

의 최소 요구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영상은 Geo TIFF의 포뱃으로 웹시스랩에 업로드되며 

HTML 언어를 사용해 시스댐을 구축했다 웹 시스댐은 영 

상의 확대 및 축소, 이동, 거리 측정, 인쇄 등의 기능을 제공 

하며 변위가 적게 일어난 지역과 크게 일어난 지역을 여러 

가지 색으로 표시해줌으로써 시각적인 편의를 도모했다. 

웹 시스탱의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최신 영상 

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데이터가 축적되면 점진적인 지형 

변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탐지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점진적 산사태가 급진적 산사태로 발전하기 전에 

Off-the Net Service Internet Service 

그림 5. 웹시스템의 개넘도 

그림 6. ArclMS 기반의 웹시스템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5는 웹 시스템의 개념도를, 그림 6은 구축된 웹 시 

스탱을 나타낸것이다. 

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 역을 대상으로 2-pass DlnSAR 

기술을 통해 displacement map을 생성한 뒤 광역 산사태 

탐지 적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레이더를 이용한 관 

측의 가장 큰 장점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cm 수준의 정 

확한 변위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원도 같은 산림지 

역의 경우 L-band의 투과성을 이용해 접근이 불가능한 지 

역에 대한 산사태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제시할 것으 

로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DlnSAR를 이용해 제작된 변위도를 통해 

현북면(중앙위도 37。57’, 중앙경도 128。37')지역에서 점진 

적 산사태의 발생을 탐지했고, 변화도를 통해 사전면을 포 

함한 주변 산지(중앙위도 37°47’, 중앙경도 128°46’)지역에 

서 급진적 산사태로 추정되는 변위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 

했다 그러나 점진적 산사태 탐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짧은 기간에 대해 적용한 것이므로 그 신뢰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데이터를 축적시켜 보다 신뢰성 

이 높은 변위의 성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이 펼요하다. 

이 후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 웹 시스템 상에서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에게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향후 발생될 산사태를 사전에 

탐지하여 그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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