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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LOS-2 PALSAR-2 Spotlight 영상의 위성레이더 간섭기법을 
활용한 킬라우에아 화산의 정밀 2차원 지표변위 매핑

홍성재 1)·백원경 2)·정형섭 3)†

Mapping Precise Two-dimensional Surface Deformation on Kilauea Volcano, 
Hawaii using ALOS2 PALSAR2 Spotlight SAR Interferometry

Seong-Jae Hong 1)·Won-Kyung Baek 2)·Hyung-Sup Jung 3)†

Abstract: Kilauea Volcano is one of the most active volcano in the world. In this study, we used the
ALOS-2 PALSAR-2 satellite imagery to measure the surface deformation occurring near the summit of
the Kilauea volcano from 2015 to 2017. In order to measure two-dimensional surface deformation,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InSAR) and multiple aperture SAR interferometry (MAI)
methods were performed using two interferometric pairs. To improve the precision of 2D measurement,
we compared root-mean-squared deviation (RMSD) of the difference of measurement value as we change
the effective antenna length and normalized squint value, which ar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measurement performance of the MAI method. Through the compare, the values of the factors, which
can measure deformation most precisely, were selected. After select optimal values of the factors, the
RMSD values of the difference of the MAI measurement were decreased from 4.07 cm to 2.05 cm. In
each interferograms, the maximum deformation in line-of-sight direction is -28.6 cm and -27.3 cm,
respectively, and the maximum deformation in the along-track direction is 20.2 cm and 20.8 cm, in the
opposite direction is -24.9 cm and -24.3 cm, respectively. After stacking the two interferograms, two-
dimensional surface deformation mapping was performed, and a maximum surface deformation of
approximately 30.4 cm was measured in the northwest direction. In addition, large deformation of more
than 20 cm were measured in all directions. The measurement results show that the risk of eruption
activity is increasing in Kilauea Volcano. The measurements of the surface deformation of Kilauea
volcano from 2015 to 2017 are expected to be helpful for the study of the eruption activity of Kilauea
volcano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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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킬라우에아 화산(Kilauea Volcano)은 전 세계에서 가

장 활동이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이다(Jo et al., 2018).

2015년 4월 21일Halema’uma’u분화구에서급격한속도

로 마그마를 분출하기 시작했고, 4월 28일 킬라우에아

칼데라(Kilauea Caldera)의 바닥을 덮을 정도로 마그마

가넘쳐흐르기시작했다. 이현상은 2015년 5월 10일까

지지속되었으며, 2015년 5월 13일에기존의상태로돌

아갔다(Jo et al., 2015a). 그리고그다음해인 2016년 10월

15일에 다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2015년 4월 마그마

분출 이후 많은 분출량을 기록했다(Patrick et al., 2018).

마그마가분출됨에따라킬라우에아칼데라정상부근

에서는지진현상이발생했으며, 킬라우에아칼데라근

처에설치된틸트미터(Tiltmeter)의기울기값이급격히

변하기시작했다(Thelen, 2017). 즉, 마그마활동에의해

지면에움직임이발생했다는것을의미한다. 지면의움

직임은 마그마 방의 압력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마그

마 방의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화산 폭발로

이어질수있다(Masterlark, 2007; Tait et al., 1989). 이처럼

지표의움직임이화산폭발의가능성을의미함에따라

킬라우에아지역에대해다양한방법으로지속적인지

표변위 관측이 수행되어 왔다(Jo et al., 2018; Jung et al.,

2011; Rosen et al., 1996).

Rosen et al.(1996)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위성레이더 간섭기법(InSAR;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을이용해킬라우에아화산일대의관측

방향 지표 변위를 관측했다. 지표변위 관측을 위한 간

섭영상은 Shuttle Imaging Radar C(SIR-C) 위성영상을

이용해 생성했다. Hu et al.(2009)은 시계열 위성레이더

간섭기법을 이용해 지표변위를 관측했다. 2006년 5월

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3년간 발생한 변위를 관측했

으며, 변위관측을위한간섭영상은 ALOS PALSAR위

성영상 12장을이용해생성했다. 위성이관측하지못한

시기에발생한변위를파악하기위해위성레이더간섭

기법의관측결과를기반으로 Simple Volcano-Oriented

Deformation Model(SVODM)을 이용해 변위를 모델링

했다. 모델링된변위의값과GPS관측치를비교한결과

유사한값을나타냈다. Jung et al.(2011)은위성레이더간

섭기법과 다중개구간섭기법(MAI; Multiple Aperture

SAR Interferometry)을 이용해 3차원 지표변위 관측을

수행했다. 두 기법을 결합하여 3차원 변위를 관측함으

로써 높은 정확도로 변위를 관측할 수 있었다. 다른 연

구들에서는 킬라우에아 화산의 지표변위를 관측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마그마방의위치를산출했다(Jo et

al., 2015; Jo et al., 2018).

앞서소개되었듯이최근많은연구에서는위성레이

더영상을활용한지표변위관측기법을활용한다(Baek

et al., 2018a; Baek and Jung, 2018b; Lee et al., 2017). 위성레

이더간섭기법은위성으로부터수집한서로다른시기

의 영상으로부터 지표면에서 발생한 변위를 관측방향

으로 관측하는 기술이다(Baek et al., 2019). 그리고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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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킬라우에아화산은지속적인활동을하고있는화산이다. 본연구에서는 ALOS-2 PALSAR-2 위성영상

을이용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킬라우에아화산의정상부근에서발생한지표변위를관측했다. 지표변위의

2차원관측을위해 2개의간섭쌍을이용해위성레이더간섭기법과다중개구간섭기법을수행했다. 그리고 2차

원관측의정밀도를높이기위해다중개구간섭기법의관측성능에영향을줄수있는요소인유효안테나길이

와정규화된스퀸트값을변경해가며관측치차이의평균제곱근편차값을비교했다. 그리고가장정밀하게변

위를관측할수있는요소값을선정했다. 유효안테나길이와정규화된스퀸트값을최적의값으로선정한후

의다중개구간섭기법관측치의평균제곱근편차값은 4.07 cm에서 2.05 cm로감소했다. 각간섭영상에서관측

된관측방향의최대변위는각각 -28.6 cm, -27.3 cm이고, 비행방향의최대변위는 20.2 cm, 20.8 cm, 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는 -24.9 cm, -24.3 cm가관측되었다. 두간섭영상을스태킹한후 2차원지표변위매핑을수행한

결과북서방향으로최대약 30.4 cm의지표변위가관측되었다. 그리고모든방향으로 20 cm 이상의큰변위가

관측되었다. 관측결과를통해킬라우에아화산의분화활동위험성이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었다. 본연

구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킬라우에아화산의지표변위관측결과는향후킬라우에아화산의분화활동

에관한연구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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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간섭기법은 SAR위상신호를전시(forward-looking)

와후시(backward-looking) 둘로나눔으로써지표변위의

비행방향 성분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기법이다

(Bechor and Zebker, 2006). 이두방법은수십 km에달하

는넓은지역에대하여센티미터단위의관측정밀도로

2차원 지표변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화

산지역또는지진발생지역과같이넓은지역에발생하

는 지표변위를 효과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Baek and

Jung, 2018c; Baek and Jung, 2018b; Chae et al., 2017; Jung et

al., 2011; Jung et al., 2015; Jung and Hong, 2017). 그런데

MAI는 InSAR에서 활용하는 신호를 둘로 나누어 처리

를하여관측정밀도가 InSAR에비하여떨어지는문제

가 있다. 일반적으로 MAI의 관측 품질 저하는 긴밀도

저하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효 안

테나 길이(effective antenna length)와 정규화된 스퀸트

(normalized squint)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Jung et al.,

2014). 이러한 관측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최적

값으로 맞춤으로써 최종 관측치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Bechor and Zebker, 2006; Chae et al., 2019). 하지

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3차원 관측 혹은 간섭영상의 스

태킹을 통해 관측 정밀도를 향상시켰을 뿐, 유효 안테

나길이와정규화된스퀸트값의영향을크게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표변위를 관측하기 위해 사

용하는방법은앞선연구들과비슷하지만유효안테나

길이와정규화된스퀸트값의영향을고려하여관측성

능을 높임으로써 정밀하게 지표변위를 관측했다는 차

이점이존재한다.

본연구에서는기존연구들에서상대적으로분석이적

은기간인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킬라우에아

화산정상부근에발생한지표변위를관측하고자한다.

지표변위를 관측하기 위해 ALOS2 PALSAR2 Spotlight

모드로획득된독립적인간섭쌍을두쌍을획득했다. 그

리고 InSAR와MAI기법을이용하여관측방향과비행방

향으로의 지표변위를 관측했다. 지표변위의 정밀도를

더정확하게관측하기위해유효안테나길이와정규화

된 스퀸트 값을 변화시키며 InSAR와 MAI간섭영상의

평균 제곱근 편차(RMSD; root mean squared difference)

를서로비교하였다. 그리고가장 RMSD가낮은사례를

선택하여각각두장의관측방향과비행방향의지표변

위성분을얻었다. 그리고 InSAR와MAI간섭영상들을

스태킹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오차를 저감

하였다(Jo et al., 2015b; Jo et al., 2015c). 최종적으로두스

태킹된 InSAR와 MAI간섭영상을 이용함으로써 2015

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킬라우에아화산활동으

로 인해 발생한 킬라우에아 정상 부근의 2차원 지표변

위를관측했다.

2. 연구 지역

연구지역인킬라우에아화산은하와이섬의남동쪽

에위치해있는전세계에서가장활동적인화산중하나

이며, 화산활동으로인해발생하는지표변위를관측하

기위한많은연구가진행되는장소이다(Hu et al., 2016;

Jo et al., 2018; Jung andHong, 2017; Liu et al., 2017; Sandwell

et al., 2008). 킬라우에아화산정상부근의해발 1,222 m

에위치한킬라우에아칼데라의지름은대략 6 km에달

하며, 킬라우에아칼데라안에는마그마가분출되는용

암호를 품고 있는 Halema’uma’u 분화구가 존재한다.

Halema’uma’u분화구에서 는 2008년 3월 처음 폭발이

발생했으며, 2015년 4월 킬라우에아 칼데라의 바닥을

덮을정도의마그마가분출되었다. 그리고그이후에도

ALOS-2 PALSAR-2 Spotlight 영상의 위성레이더 간섭기법을 활용한 킬라우에아 화산의 정밀 2차원 지표변위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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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udy area, Kilauea volcano, Hawai’i. The
white solid box shows the boundary of ALOS-2
PARSAR-2 SAR data. The northeast of the
map is a forest area and the dashed white line
represent the boundary of the fores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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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ema’uma’u분화구에서 꾸준히 화산 활동이 관측되

고 있다(Jo et al., 2015a; Global Volcanism Program, 2016;

Global Volcanism Program, 2017). Fig. 1은 연구 지역인

킬라우에아화산을나타낸다. 지표변위관측에사용한

ALOS-2 PALSAR-2 SAR자료는 지도상에서 흰색 실선

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수집했다. Fig. 1의 흰색 점선의

윗부분은나무와수풀이우거진산림지역이며, 아랫부

분은 바위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

어 볼 때 동일한 조건에서 흰색 점선의 위쪽은 아래쪽

에비해전체적으로더낮은긴밀도를형성하고있을것

으로판단된다(Zebker and Villasenor, 1992; Jo et al., 2018).

3.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킬라우에아화산의지표변위결과를얻기위해ALOS-

2 PALSAR-2 영상을 이용했다. 영상은 Spotlight모드로

촬영되었으며, ground range해상도와 azimuth해상도가

각각 1.8 m, 0.93 m로써높은해상도로지표변위를관측

할수있다. 그리고안테나길이는 9.9 m이다. 그런데지

표변위의 비행방향 관측을 위해 MAI 기법을 적용할

때 계산되는 유효 안테나 길이(effective antenna length)

는 SLC(Single Look Complex) 영상의 생성 과정에서 정

해지는도플러처리대역폭(Doppler bandwidth)에의해

결정되므로아래식을통해재조정할필요가있다(Jo et

al., 2017).

      l̂ =                               (1)

l̂은 조정된 유효 안테나 길이, v는 위성의 비행 속력

이다. PBWe는유효도플러처리대역폭(effectiveDoppler

bandwidth)을 의미하며, 주영상과 부영상의 도플러 처

리 대역폭에서 도플러 중심을 빼줌으로써 계산한다

(Jung et al., 2009). 본연구에서사용한영상자료의유효

안테나길이는식 (1)에따라 1.54 m로계산된다. Table 1

은 본 연구에 사용한 ALOS-2 PALSAR-2 영상의 촬영

파라미터를나타낸다.

Table 2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발생

한킬라우에아화산정상부근의지표변위를관측하기

위해생성한간섭쌍과간섭쌍의수직기선(perpendicular

baseline) 및 시간기선(temporal baseline)을 나타낸다. 각

간섭쌍에서주영상은 2015년 1월 16일과 1월 30일에얻

은 영상을 이용했으며, 부영상은 2017년 12월 15일과

12월 29일에얻은영상을이용했다. 두간섭쌍의수직기

선은각각 51 m와 66 m로짧지만 1064일이라는긴시간

기선을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이와같은상황에서는

간섭쌍에서높은긴밀도를획득하기어렵다(Zebker and

Villasenor, 1992).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지역인 킬라우

에아화산은많은지역이용암혹은암석으로이루어져

있으므로 긴 시간기선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긴밀도

를기대할수있다(Zebker and Villasenor, 1992). 두간섭

쌍의주영상들과부영상들간존재하는획득일자의차

이는 14일이며, 해당 기간 사이에 발생한 특별한 움직

임이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두 간섭쌍에 존재하

는지표변위량의차이는무시가능한수준이라고가정

한다.

킬라우에아정상부근의지표변위를관측하기위해

각각의간섭쌍에서 InSAR와MAI간섭영상을생성했다.

하지만 GPS관측자료를얻지못했기때문에간섭쌍으

로부터 얻은 값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가 없었다. 그러

므로본연구에서는GPS관측자료의부재로인해참값

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적인 두 관

측치를활용하여간접적으로두관측치의정밀도를확

인하고자했다. 각간섭쌍으로부터관측한변위 INTd는

2v
P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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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ed SAR data parameters used in this study

Satellite ALOS-2 PALSAR-2
Acquisition Mode Spotlight
Wavelength (cm) 23.8

Effective Doppler Bandwidth (Hz) 9886.8
Pulse Repetition Frequency (Hz) 7423.7

Satellite velocity (m/s) 7628.7
Antenna Length (m) 9.9

Ground Range Resolution (m) 1.8
Azimuth Resolution (m) 0.93

Table 2.  Interferometric pairs of ALOS-2 PALSAR-2 data
sets used in this study

Pair 1 Pair 2
Master 20150116 20150130
Slave 20171215 20171229

Perpendicular Baseline (m) 51 66
Temporal Baseline (days)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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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같이정의할수있다(Berardino et al., 2002).

      INTd(u,v) = d(u,v) + INTn_atmo(u,v) + 
INTe_cor(u,v) + INTn_meas(u,v)            (2)

u는관측방향성분, v는비행방향성분을의미한다. d

는 실제 발생한 지표변위이며, INTn_atmo는 대기 효과에

의한 오차, INTe_cor는 간섭쌍의 보정 후에 남아 있는 고

도보정 오차와 궤도보정 오차, INTn_meas는 수직기선과

시간기선의 비상관(decorrelation)에 의한 노이즈 및 열

에 의한 관측 오차를 의미한다. 두 간섭쌍의 고도와 궤

도로부터 생긴 오차를 잘 보정한 후에, 두 관측치를 차

분하여얻은두관측치의차이 INTdel_d는아래와같이근

사화할수있다.

      INTdel_d(u,v) = INTdel_n_atmo(u,v) + INTdel_n_meas(u,v)   (3)

따라서 서로 다른 두 데이터로부터 얻은 두 관측치

의 차이는 결국 대기 오차와 관측 오차로 근사화 할 수

있다. 그리고MAI기법으로얻은비행방향의관측치의

경우 대기 효과에 의한 신호 지연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아래식으로정의된다(Bechor and Zebker, 2006;

Jung et al., 2009).

      x = – øMAI                           (4)

x는비행방향의지표변위를의미하며, øMAI는MAI위상,

l은 유효 안테나 길이, n은 정규화된 스퀸트(normalized

squint) 값을의미한다. MAI기법으로부터얻은관측치

가 대기 오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결국 두 독

립적인 간섭쌍으로부터 획득한 관측치의 차이는 관측

오차로 근사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데이터에서 획

득한 관측치의 차이는 관측 오차로 근사화 할 수 있다.

따라서독립적인두관측치를활용하여간접적으로두

관측치의 정밀도를 확인함으로써 킬라우에아 화산 정

상부의 지표변위를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영상을 생

성할수있다.

Fig. 2는두독립적인관측치를활용함으로써지표변

위를정밀하게관측하기위한본연구의흐름을도식화

한것이다. 먼저두간섭쌍으로부터 InSAR와MAI간섭

영상을 생성하여 킬라우에아 화산 정상부에서 발생한

지표변위의경향을확인한다. 그리고두간섭쌍에서얻

은 관측치의 유사한 정도를 분석한다. 그 후에 MAI관

측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라미터 중 유효 안테나

길이와 정규화된 스퀸트 값을 변경해가며 가장 두 간

섭쌍의관측정밀도가높게나오는파라미터값을결정

한다. 결정한파라미터값을이용하여두간섭쌍으로부l
4nπ

ALOS-2 PALSAR-2 Spotlight 영상의 위성레이더 간섭기법을 활용한 킬라우에아 화산의 정밀 2차원 지표변위 매핑

– 1239 –

Fig. 2.  Detailed processing workflow used in this study. The workflow is consists of 3 parts. (a) InSAR and
MAI maps are generate. (b) Parameter comparison to find the optimal parameter is performed. (c) 2D
deformation map with the optimal parameter is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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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InSAR와 MAI간섭영상을 생성한 뒤 InSAR와 MAI

간섭영상들을각각스태킹하여스태킹된 InSAR와MAI

간섭영상을 생성한다. 그리고 스태킹된 InSAR와 MAI

간섭영상을이용해서 2차원지표변위매핑을수행한다.

최종적으로 생성한 2차원 지표변위 매핑 결과를 이용

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킬라우에아 화산

정상부에서 발생한 지표변위를 관측한다. 아래에서는

각연구흐름도의부분별자세한설명을한다.

Fig. 2(a)에서 InSAR간섭영상은 기존의 InSAR간섭

영상알고리즘을이용해생성했으며, MAI간섭영상은

Jung et al.(2015)에의해개선된형태의MAI알고리즘을

이용해 생성했다. InSAR와 MAI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노이즈를 저감하고 계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range와

azimuth방향으로총두번의멀티루킹을수행했다(Jo et

al., 2015; Jung et al., 2015; Jung and Hong, 2017). 첫 번째

멀티루킹에서 range와 azimuth방향으로각각 3룩과 5룩

을 수행했으며, 두 번째 멀티루킹에서는 6룩과 7룩을

수행하여 각 방향으로 총 18룩과 35룩을 수행했다. 첫

번째멀티루킹의결과로약 5 m × 5 m의해상도가나왔

으며, 두 번째 멀티루킹의 결과로 약 30 m × 30 m의 해

상도가나왔다. 각해상도에맞게 SRTM수치표고모델

의해상도를보간법을이용해조절한후에모의위상영

상을생성했다. 그리고멀티루킹된 SAR영상과모의위

상 영상을 차분함으로써 지형효과가 저감된 차분간섭

영상(Differential SAR Interferometry, DInSAR)를 생성

했다(Baek and Jung, 2018c; Lee et al., 2018). 유효 안테나

길이는식 (1)에의해 1.54 m를사용했으며, 정규화된스

퀸트 값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값인 0.5를 이용했다

(Bechor and Zeber, 2006; Jung et al., 2009; Jung et al., 2013;

Jung et al., 2014; Jung et al., 2015).

MAI영상의관측정밀도는유효안테나길이와정규

화된 스퀸트 값에 따라 변한다고 알려져 있다(Bechor

and Zebker, 2006). 따라서 앞서 생성한 InSAR와 MAI

간섭영상의 관측 정밀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보기 위

해 Fig. 2(b)에서는 유효 안테나 길이와 정규화된 스퀸

트 값을 변경해가며 두 관측쌍으로부터 생성한 InSAR

와MAI간섭영상들을각각차분하여나온값의평균제

곱근편차(root-mean-square deviation, RMSD) 값을비교

했다.

Fig. 2(b)에서유효안테나길이에따른간섭영상들의

차분 값을 비교할 때 유효 안테나 길이를 앞서 계산한

1.54 m가아닌 2 m부터비교하였으며그이유는다음과

같다. Süß et al.(2001)에의하면유효안테나길이는다음

식에의해최소값을정할수있다.

      lmin ≥                               (5)

lmin은 최소 유효 안테나 길이, v는 위성의 속력, PRF

는 펄스 반복 주기(Pulse Repetition Frequency)를 의미

한다. 식 (5)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SAR자료의

유효안테나길이는 2.06 m이상의값을가져야한다. 그

러므로 2.06 m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 값인 2 m부터 유

효안테나길이를늘려가며비교하기로정했다.

Fig. 2(c)에서는 Fig. 2(b)에서의비교를통해선정된가

장최적의관측정밀도를나타내는유효안테나길이와

정규화된스퀸트값을이용해 InSAR와MAI간섭영상을

생성했다. 그리고 생성한 InSAR와 MAI간섭영상들에

랜덤하게분포하는노이즈를저감함으로써조금더정

밀한관측치를얻기위해각각의영상들을스태킹하여

스태킹된 InSAR와MAI영상을생성했다(Jo et al., 2015b;

Wright et al., 2001). 그리고 스태킹된 InSAR와 MAI영상

을이용하여 2차원지표변위매핑을수행함으로써킬라

우에아정상부근에서발생한지표변위를관측했다.

4. 연구 결과

가장먼저두간섭쌍에존재하는지표변위의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효 안테나 길이를 1.54 m로 설정하고

정규화된스퀸트값은 0.5를이용하여두간섭쌍으로부

터 InSAR와MAI간섭영상을생성했다. Fig. 3은생성한

InSAR와MAI간섭영상그리고긴밀도영상을나타낸다.

Fig. 3(a), (d)는각각첫번째와두번째간섭쌍으로부터

생성한 InSAR간섭영상이다. Fig. 3(a)의최대지표변위

값은 -28.4 cm이고, Fig. 3(b)의최대지표변위값은 -27.2

cm으로나타났으며두영상모두에서의지표가왼쪽으

로움직이고있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Fig. 3(b)는첫

번째간섭쌍으로부터생성한MAI간섭영상이며, 비행

방향으로최대 23.0 cm의변위가발생했고, 그반대방향

으로는 최대 -25.0 cm의 변위가 발생했다. 그리고 Fig.

3(e)는 두 번째 간섭쌍으로부터 생성한 MAI간섭영상

2v
P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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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비행방향으로 최대 23.3 cm의 변위가 발생했고,

그 반대방향으로는 최대 -25.5 cm의 변위가 발생했다.

두MAI간섭영상에서는공통적으로 azimuth방향으로

의 줄무늬 모양의 패턴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현상은앞서설명한식 (5)에서요구하는길이보다더

짧은유효안테나길이를사용함으로써도플러처리대

역폭이넓어짐에따라나타나는현상이며, 유효안테나

길이를늘려줌으로써중첩되는유효도플러처리대역

폭을 좁혀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Eineder et al., 2009).

비록줄무늬모양의패턴이영상에나타났지만두MAI

간섭영상 모두에서 지표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멀어지

고있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Fig. 3(c), (f)는각각첫번

째간섭쌍과두번째간섭쌍의긴밀도영상이다. 하얀색

실선박스는지표변위가발생한곳중에서긴밀도차이

가 많이 나는 지역을 나타낸다. 해당 지역의 긴밀도 차

이의절대값의평균은 0.1로나타났다. 수직기선에의한

차이일 수도 있으나, 도플러 신호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으므로정확한이유를단정짓기는어렵다(Schwabisch

and Geudtner, 1995; Zebker and Villasenor, 1992). 다만

MAI의관측성능은긴밀도에영향을크게받기때문에

InSAR에비하여MAI의지표변위관측결과는서로다

르게나타날수있다(Jung et al., 2009).

Fig. 4에서는앞서두간섭쌍으로부터생성한 InSAR

와MAI의관측치를비교해보기위해 InSAR와MAI영

상들각각을차분하여나온관측치차이에대한히스토

그램을 나타낸다. 이 때 산림지역과 같이 긴밀도가 낮

은부분은간섭영상의노이즈를증가시키는원인이되

므로산림지역의최대긴밀도(γ=0.4) 미만인부분은관

측치의 차이를 계산할 때 제외하였다(Lee et al., 2015).

Fig. 4의 히스토그램에서 InSAR관측치와 MAI관측치

의 차이의 평균은 각각 -0.38 cm, 0.55 cm로 0에 가깝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InSAR차분영상과 MAI차분영상

의표준편차는각각 0.87 cm, 3.83 cm이며, 평균은각각

-0.38 cm, 0.55 cm로 계산되었다. MAI관측치는 긴밀도

에매우민감한편이며, 긴밀도차이에의해수 cm이상

의관측치차이가발생할수있다(Jung et al., 2009). 그리

고연구지역의지표변위가많이발생한장소에서의긴

밀도가 평균 0.1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MAI

관측치의 표준편차가 InSAR관측치의 표준편차에 비

해 더 큰 3.83 cm가 나오게 되었다. 그렇지만 InSAR와

MAI관측치의평균을보았을때관측치에편향이없었

으며, 긴밀도에의한관측치차이를고려한다면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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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1 –

Fig. 3.  (a, d) LOS and (b, d) along-track deformation map
and (c, f) coherence map of interferometric pair 1
and pair 2. White line in (c, f) indicates the main
deformation area.

Fig. 4.  Histogram of (a) InSAR difference and (b) MAI difference between pair 1 and pai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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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

서 가정했던 것처럼 두 간섭쌍의 획득 기간 차이인 14

일에의해나타난지표변위량은무시가능한수준이라

고말할수있다.

Fig. 5에서는 정규화된 스퀸트를 0.5로 설정하고, 유

효 안테나 길이를 2 m, 3.5 m, 5.5 m로 변경했을 때의

MAI차분영상을나타낸다. MAI차분영상에서유효안

테나길이가길어질수록영상상단의검은실선박스에

서의차분값이증가하고있는경향이명확히나타났다.

유효 안테나 길이가 2 m, 3.5 m, 5.5 m로 증가함에 따라

각MAI차분영상좌상단에있는검은실선박스에서의

차분 값은 각각 약 0.3 cm, -10.2 cm, -26.5 cm로 값의 크

기가증가했고, 우상단에있는검은실선박스에서의차

분값은약 6.9 cm, 16.2 cm, 28.4 cm로증가했다. Fig. 5의

검은실선박스에서나타난현상은유효안테나길이가

증가할수록 전시영상과 후시영상의 도플러 처리대역

폭이중첩되는영역이넓어짐에따라발생하는현상으

로 판단했다(Jung et al., 2009). 이러한 검은 실선박스 내

에 존재하는 위상 왜곡은 2차원 다항식 모델을 이용해

저감했다(Jung et al., 2009).

Fig. 6에서는 Fig. 5의차분결과의평균제곱근편차를

그래프로나타낸다. 평균제곱근편차결과를확인해보

았을때도 InSAR간섭영상의경우유효안테나길이가

두관측치에영향을미치지않는반면에MAI간섭영상

의경우유효안테나길이가길어질수록두관측치의차

이가크게벌어지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MAI간

섭영상의경우유효안테나길이가 2 m일때가장두관

측치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Fig. 5(b)의좌하단검은점선박스에서여전히줄무

늬 효과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므로 평균제곱근편차 값의 평균이 2.3 cm가 나온 유

효안테나길이 2.5 m가비교한유효안테나길이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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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oot mean square difference (RMSD) of (a) InSAR and (b) MAI along the effective
antenna length.

Fig. 5.  MAI difference map with (a) 2 m, (b) 3.5 m, (c) 5.5 m effective antenna length and 0.5 normalized sq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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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 패턴이 보이지 않는 가장 짧은 길이이며, 변위 관

측성능이가장높다고할수있다. 하지만비교에사용

된유효안테나길이의간격인 0.5 m보다더좁은간격

내에존재하는정밀도를확인할수없다는한계가존재

한다.

유효안테나길이에대한비교가끝난후정규화된스

퀸트값의변화에따른관측치차이를비교했다. 정규화

된스퀸트값은 InSAR의관측성능에영향을미치지않

으므로MAI간섭영상에대해서만정규화된스퀸트값

의변화를비교했다(Fig. 7). 유효안테나길이는앞선평

균제곱근편차비교를통해결정한 2.5 m를이용했다. 그

리고정규화된스퀸트값은 0.5, 0.6, 0.7, 0.8까지 0.1단위

로값을증가시키며두간섭쌍에서생성한MAI의차분

영상을 생성했다(Fig. 7). Fig. 7에서는 정규화된 스퀸트

값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 상단의 검은 실선 박스 안의

관측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

대약 -9.8 cm부터 -4.4 cm까지줄어들었다. Fig. 8에서는

정규화된스퀸트의변화에따라달라지는MAI차분영

상의평균제곱근편차값을그래프로보여준다. 정규화

된스퀸트의값이증가할수록평균제곱근편차값이낮

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규화된 스퀸트 값

의 변화에 따른 평균제곱근편차 변화량은 최대 0.3 cm

미만의 근소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정규화된 스

퀸트값의변화에따른평균제곱근편차의변화는유효

안테나길이에따른평균제곱근편차의변화에비해근

소한 것으로 보아 유효 안테나 길이가 관측 성능에 상

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정규화된스퀸트값이 0.75일때평균제곱근편차

의 평균의 최소값인 2.05 cm이 나옴에 따라 가장 관측

성능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규

화된스퀸트값의증가크기인 0.05는임의로설정한값

이기때문에정규화된스퀸트값을 0.05보다더작게설

정하여비교를한다면근소하지만더정밀한관측성능

을내는정규화된스퀸트의값을정할수있을것이다.

유효안테나길이와정규화된스퀸트값의변화에따

른 비교를 통해 두 값의 변화가 영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효 안테나 길이가 길어

짐에따라중첩되는도플러신호의영역이넓어지면서

위상왜곡이심해진반면에정규화된스퀸트값이커짐

에 따라 위상 왜곡은 줄어들다가 0.8부터 다시 위상 왜

곡이 미세하게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MAI관측치의정밀도가 · 와관련이

있기때문이다(Jung et al., 2014). Table 3과 Table 4는각각

유효안테나길이와정규화된스퀸트값의변화에따른

MAI의전시영상과후시영상의도플러중심( fD,f, fD,b)과

도플러 중심의 차이(ΔfDC), 유효 도플러 처리 대역폭

(PBWe), 전시, 후시영상의도플러대역폭(fD,S)의변화값

과해당값들의변화에따른MAI관측치의평균제곱근

편차를나타낸다. Table 3에서유효안테나길이가길어

l
n (1 – n)

1 – γ2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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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I difference maps with 2.5 m effective antenna
length and (a) 0.5, (b) 0.6, (c) 0.7, (d) 0.8 normalized
squint.

Fig. 8.  Root mean square difference (RMSD) of
MAI along the normalized sq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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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전시영상과 후시영상의 도플러 중심의 차이가

좁아짐에따라더많은도플러대역폭이겹쳐지게되면

서평균제곱근편차값이증가하고있다. 반면에 Table 4

에서정규화된스퀸트값이커짐에따라전시영상과후

시영상의도플러중심의차이가늘어나면서도플러대

역폭이 겹치는 영역이 줄어듦에 따라 평균제곱근편차

값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정규화된 스퀸트 값이 너무

클경우MAI간섭영상의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SNR)의부족으로인해평균제곱근편차값이다시증가

하는것으로판단된다(Bechor and Zebker, 2006).

앞서 비교한 결과를 통해 가장 관측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유효 안테나 길이와 정규화된 스퀸트 값을 각

각 2.5 m와 0.75로 선정했다. 선정한 두 파라미터 값을

이용하여 두 간썹상으로부터 InSAR와 MAI간섭영상

을생성했다(Fig. 9). 각간섭영상에서앞서언급한바와

같이산림지역의최대긴밀도(γ=0.4) 미만인지역의값

은제거되었다. InSAR와MAI간섭영상의지표변위결

과를보았을때지표변위의중심부는킬라우에아칼데

라의남서쪽에위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첫번째간

섭쌍에서 InSAR간섭영상의 관측방향으로 발생한 최

대 변위 값은 -28.6 cm이고, MAI간섭영상의 비행방향

으로 발생한 최대 변위 값은 20.2 cm, 그 반대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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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the effective antenna length (L) on sub-Doppler centroid (fD, f, fD,b), sub-Doppler centroid difference
(ΔfDC), effective processing bandwidth (PBWe), sub-Doppler bandwidth (fD,S) and RMSD of measurement
difference of MAI

L (m) 2.0 2.5 3.0 3.5 4.0 4.5 5.0 5.5
n 0.5

fD, f (Hz) 1866.4 1485.0 1230.6 1049.0 912.8 806.8 722.0 652.7
fD,b (Hz) -1948.2 -1566.8 -1312.5 -1130.8 -994.6 -888.6 -803.8 -734.5
fDC (Hz) 3814.6 3051.8 2543.1 2179.8 1907.4 1695.4 1525.8 1386.2
PBWe (Hz) 7608.0 6082.1 5064.9 4338.3 3793.3 3369.5 3030.4 2753.0
fD,S (Hz) 3793.3 3030.4 2521.8 2158.5 1886.0 1674.1 1504.6 1365.8

RMSD (cm) 2.07 2.33 2.69 3.08 3.46 3.87 4.22 4.31

Table 4.  Effects of the normalized squint (n) on sub-Doppler centroid (fD, f, fD,b), sub-Doppler centroid difference (ΔfDC),
effective processing bandwidth (PBWe), sub-Doppler bandwidth (fD,S) and RMSD of measurement difference
of MAI

n 0.50 0.55 0.60 0.65 0.70 0.75 0.80
L(m) 2.5
fD, f (Hz) 1485.0 1637.5 1790.1 1942.7 2095.3 2247.9 2400.5
fD,b (Hz) -1566.8 -1719.3 -1871.9 -2024.5 -2177.1 -2329.7 -2482.3
fDC (Hz) 3051.8 3356.8 3662.0 3967.2 4272.4 4577.6 4882.8
PBWe (Hz) 7608.0 6082.1 5064.9 4338.3 3793.3 3369.5 3030.4
fD,S (Hz) 3030.4 2521.8 2158.5 1886.0 1674.1 1504.6 1365.8

RMSD (cm) 2.33 2.28 2.23 2.18 2.11 2.05 2.06

Fig. 9.  (a) InSAR and (b) MAI measurements of pair 1, (c)
InSAR and (d) MAI measurements of pair 2 with 2.5
m effective antenna length and 0.75 normalized
sq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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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최대 변위 값은 -24.9 cm이다(Fig. 9(a), (c)). 그리

고 두 번째 간섭쌍에서 InSAR간섭영상의 관측방향으

로발생한최대변위값은 -27.3 cm이고, MAI간섭영상

의 비행방향으로 발생한 최대 변위 값은 20.8 cm이며,

그 반대방향으로 발생한 최대 변위 값은 -24.3 cm이다

(Fig. 9(b), (d)). 관측방향과 비행방향에서 관측된 지표

의 변위 방향을 보았을 때 변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지

면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Jo et

al., 2015a).

킬라우에아 정상부에 발생한 변위의 2차원 관측을

위해 두 간섭쌍으로부터 얻은 관측방향과 비행방향의

변위를 스태킹한 후 2차원 지표변위 매핑을 수행했다

(Fig. 10). Fig. 10의화살표는수평방향의지표변위방향

을나타내며, 배경영상은수평방향으로발생한변위의

크기를 나타낸다. 지표변위의 2차원 매핑 결과 지면이

가장크게움직인곳은변위의중심부에서북서방향으

로 약 30.4 cm움직였으며, 긴밀도가 낮아 확인하지 못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향으로 20 cm이상의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평방향의 벡터 값을 보

았을때지면이상승하는모습을명확하게확인할수있

었다. 이점을미루어보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킬라우에아정상부의지표면아래에존재하는마

그마방에유입된마그마의양이방출된마그마의양보

다더많으며, 그로인해 2017년 12월마그마방의부피

는 2015년 1월에비해팽창한것으로추측된다(Reverso

et al., 2014; Rymer and Williams-Jones, 2000).

5. 결 론

본연구에서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64

일간발생한지표변위를관측하기위해두개의독립적

인간섭쌍을이용하여킬라우에아정상부근에서관측

방향과비행방향의지표변위를관측했다. 그리고두간

섭쌍으로부터 생성한 InSAR와 MAI의 차분영상을 이

용하여유효안테나길이와정규화된스퀸트값의변화

에따라달라지는평균제곱근편차값을비교했다. 평균

제곱근편차값의비교를통해간접적으로관측치의정

밀도를확인하였으며, 가장정밀하게변위를관측할수

있는유효안테나길이와정규화된스퀸트값을얻을수

있었다. 유효안테나길이와정규화된스퀸트값을처음

사용했던 1.54 m와 0.5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2.5 m

와 0.75로 변경함에 따라 각 간섭쌍의 InSAR최대치는

-28.4 cm, -27.2 cm에서 -28.6 cm, -27.3 cm로증가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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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the effective antenna length (L) and normalized squint (n) on maximum measurements of the InSAR and
MAI along-track component (MAIA) and counterpart of along-track component (MAICA) and RMSD of measurement
difference of MAI

L=1.54
n=0.50

L=2.50
n=0.75

20150116_ 20171215 20150130_ 20171229 20150116_ 20171215 20150130_ 20171229
InSAR (cm) -28.4 -27.2 -28.6 -27.3
MAIA (cm) 23.0 23.3 20.2 20.8
MAICA (cm) 25.0 -25.5 -24.9 -24.3
RMSDMAI (cm) 4.07 2.05

Fig. 10.  2D surface displacement map retrieved from
stacked InSAR and MAI measurements with
2.5 m effective antenna length and 0.75
normalized squint. The arrows present the
directions and magnitude of 2D deformation.
The base map is the magnitude of the LOS
(line-of-sight) and along-track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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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비행방향의 최대치는 23.0 cm, 23.3 cm에서 20.2

cm, 20.8 cm로 감소했고, 반대방향으로 -25.0 cm, -25.5

cm에서 -24.9 cm, -24.3 cm로 감소했다. 그리고 MAI차

분값의평균제곱근편차는 4.07 cm에서 2.05 cm로감소

했다. 이 결과로 보아 유효 안테나 길이와 정규화된 스

퀸트의값을최적의값으로조절함으로써MAI의전체

적인관측치의정밀도가증가한것을알수있다(Baek et

al., 2019; Jung et al., 2014).

최적의유효안테나길이와정규화된스퀸트값을이

용하여 생성한 InSAR와 MAI를 각각 스태킹하여 관측

방향과 비행방향의 지표변위를 관측함으로써 관측치

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Jo et al., 2015b; Wright

et al., 2001). 그 후에 앞서 관측한 관측방향과 비행방향

의 변위를 활용하여 킬라우에아 화산 정상부의 2차원

지표변위 매핑을 수행했다. 2차원 지표변위 매핑 결과

낮은긴밀도(γ<0.4)로인해값을확인할수없는지역을

제외하고는모든방향으로지표가크게움직였으며, 가

장 크게 움직인 방향은 북서 방향으로 약 30.4 cm가 움

직였다. 킬라우에아 화산 정상부의 2차원 지표변위 매

핑 결과를 통해 킬라우에아 칼데라에서의 분화활동의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everso et al., 2014; Rymer and Williams-Jones, 2000).

본연구에서유효안테나길이와정규화된스퀸트값

에따라달라지는정밀도비교를위해설정한값들의비

교간격은각각 0.5 m와 0.5 였다. 비교간격의크기는임

의로 설정한 값이며, 비교 간격 사이에 존재하는 값들

의 정밀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

러므로앞서선정한유효안테나길이와정규화된스퀸

트값이연구에사용된 SAR자료에서정밀하게변위를

관측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값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이론적인연구결과를바탕으로관측치의정밀

도를비교하며적합한값을선정함으로써오랜기간에

걸쳐 발생한 지표 변위를 정밀하게 관측 할 수 있었다.

본연구에서관측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킬라우에아화산정상부근의지표변위결과는향후킬

라우에아화산의분화활동에대한연구에도움을줄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사 사

이 논문은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연

구비에의하여연구되었음.

References

Baek, W.K., H.S. Jung, and S.H. Chae, 2018a. Feasibility
of ALOS2 PALSAR2 offset-based phase unwrapping
of SAR interferogram in large and complex surface
deformations, IEEE Access, 6: 45951-45960.

Baek, W.K. and H.S. Jung, 2018b. Measurement of
Seaward Ground Displacements on Coastal
Landfill Area Using Radar Interferometry,
International Archives of the Photogrammetry,
Remote Sensing and Spatial Information Sciences,
42(3).

Baek, W.K. and H.S. Jung, 2018c. Precise Measurements
of the Along-track Surface Deformation Related to
the 2016 Kumamoto Earthquakes via Ionospheric
Correction of Multiple-Aperture SAR Interferograms,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34(6-4):
1489-1501(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Baek, W.K., H.S. Jung, M.J. Jo, W.J. Lee, and L.
Zhang, 2019. Ground subsidence observation of
solid waste landfill park using multi-temporal
radar interferometr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23(3): 406-421.

Bechor, N.B. and H.A. Zebker, 2006. Measuring twodi -
mensional movements using a single InSAR pair,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3(16).

Berardino, P., G. Fornaro, R. Lanari, and E. Sansosti,
2002. A new algorithm for surface deformation
monitoring based on small baseline differential SAR
interferograms,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40(11): 2375-2383.

Chae, S.H., W.J. Lee, H.S. Jung, and L. Zhang, 2017.
Ionospheric correction of L-Band SAR offset
measurements for the precise observation of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5, No.6-3, 2019

– 1246 –

07홍성재(1235~1249)ok.qxp_원격35-6-3_2019  2019. 12. 30.  오전 11:12  페이지 1246



glacier velocity variations on Novaya Zemlya,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Applied
Earth Observations and Remote Sensing, 10(8):
3591-3603.

Chae, S.H., W.J. Lee, W.K. Baek, and H.S. Jung,
2019. An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of
SAR Offset Tracking Approach to Measure
Optimal Surface Displacements, IEEE Access, 7:
131627-131637.

Eineder, M., N. Adam, R. Bamler, N. Yague-Martinez,
and H. Breit, 2009. Spaceborne spotlight SAR
interferometry with TerraSAR-X,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47(5):
1524-1535.

Global Volcanism Program, 2016. Report on Kilauea
(United States)-August 2016, In: Crafford, A.E.,
Venzke, E.(eds.), Bulletin of the Global Volcanism
Network, 41(8),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USA, https://doi.org/10.5479/si.GVP.BGVN
201608-332010.

Global Volcanism Program, 2017. Report on Kilauea
(United States)-August 2017, In: Crafford, A.E.,
Venzke, E.(eds.), Bulletin of the Global Volcanism
Network, 42(8),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USA, https://doi.org/10.5479/si.GVP.BGVN
201708-332010.

Gudmundsson, A., 2012. Magma chambers: Formation,
local stresses, excess pressures, and compartments,
Journal of Volcanology and Geothermal Research,
237: 19-41.

Hu, Z., L. Ge, X. Li, K. Zhang, A.H.M. NG, and C.
Rizos, 2009. Alos Palsar Observation of
Kilauea Volcano activities from 2006 to 2009,
UNSW Publication, Sydney, NSW, Australia.

Hu, J., X.L. Ding, L. Zhang, Q. Sun, Z. W. Li, J. J.
Zhu, and Z. Lu, 2016. Estimation of 3-D surface
displacement based on InSAR and deformation
modeling,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55(4): 2007-2016.

Jo, M.J., H.S. Jung, and J.S. Won, 2015a. Detecting the

source location of recent summit inflation via
three-dimensional InSAR observation of Kílauea
volcano, Remote Sensing, 7(11): 14386-14402.

Jo, M.J., H.S. Jung, J.S. Won, M.P. Poland, A. Miklius,
and Z. Lu, 2015b. Measurement of slow-moving
along-track displacement from an efficient multiple-
aperture SAR interferometry(MAI) stacking,
Journal of Geodesy, 89(5): 411-425.

Jo, M.J., H.S. Jung, J.S. Won, and P. Lundgren, 2015c.
Measurement of three-dimensional surface
deformation by Cosmo-SkyMed X-band radar
interferometry: Application to the March 2011
Kamoamoa fissure eruption, Kílauea Volcano,
Hawai’I,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169:
176-191.

Jo, M.J., H.S. Jung, and J.S. Won, 2017. Measurement
of precise three-dimensional volcanic deformations
via TerraSAR-X synthetic aperture radar inter -
ferometry,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192:
228-237.

Jo, M.J., B. Osmanoglu, and H.S. Jung, 2018. Detecting
Surface Changes Triggered by Recent Volcanic
Activities at Kílauea, Hawai’i, by using the SAR
Interferometric Technique: Preliminary Report,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34(6-4):
1545-1553(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ung, H.S., J.S. Won, and S.W. Kim, 2009. An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of Multiple-
Aperture SAR Interferometry (MAI),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47: 2859-2869.

Jung, H.S., Z. Lu, J.S. Won, M.P. Poland, and A.
Miklius, 2011. Mapping three-dimensional surface
deformation by combining multiple-aperture
interferometry and conventional interferometry:
Application to the June 2007 eruption of Kilauea
volcano, Hawaii, IEEE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Letters, 8(1): 34-38.

Jung, H.S., D.T. Lee, Z. Lu, and J.S. Won, 2013.
Ionospheric correction of SAR interferograms by

ALOS-2 PALSAR-2 Spotlight 영상의 위성레이더 간섭기법을 활용한 킬라우에아 화산의 정밀 2차원 지표변위 매핑

– 1247 –

07홍성재(1235~1249)ok.qxp_원격35-6-3_2019  2019. 12. 30.  오전 11:12  페이지 1247

https://doi.org/10.5479/si.GVP.BGVN201608-332010
https://doi.org/10.5479/si.GVP.BGVN201608-332010
https://doi.org/10.5479/si.GVP.BGVN201708-332010
https://doi.org/10.5479/si.GVP.BGVN201708-332010


multiple-aperture interferometry,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51(5): 3191-
3199.

Jung, H.S., W.J. Lee, and L. Zhang, 2014. Theoretical
accuracy of along-track displacement measurements
from multiple-aperture interferometry (MAI),
Sensors, 14(9): 17703-17724.

Jung, H.S., S.H. Yun, and M.J. Jo, 2015. An improvement
of multiple-aperture SAR interferometry performance
in the presence of complex and large line-of-sight
deformation,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Applied Earth Observations and Remote Sensing,
8(4): 1743-1752.

Jung, H.S. and S.M. Hong, 2017. Mapping three-
dimensional surface deformation caused by the
2010 Haiti earthquake using advanced satellite
radar interferometry, PloS One, 12(11): e0188286.

Lee, W.J., H.S. Jung, S.H. Chae, and W.K. Baek, 2015.
Enhancement of ionospheric correction method
based on multiple aperture interferometry,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31(2): 101-11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W.J., Z. Lu, H.S. Jung, and L. Ji, 2017.
Measurement of small co-seismic deformation
field from multi-temporal SAR interferometry:
application to the 19 September 2004 Huntoon
Valley earthquake, Geomatics, Natural Hazards
and Risk, 8(2): 1241-1257.

Lee, W.J., Z. Lu, H.S. Jung, S.C. Park, and D.K. Lee,
2018. Using a refined SBAS algorithm to determine
surface deformation in the Long Valley Caldera
and its surroundings from 2003-2010,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34(1): 101-115.

Liu, J. H., J. Hu, Z.W. Li, J.J. Zhu, Q. Sun, and J.
Gan, 2017. A method for measuring 3-D
surface deformations with InSAR based on
strain model and variance component estimation,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56(1): 239-250.

Masterlark, T., 2007. Magma intrusion and deformation

predictions: Sensitivities to the Mogi assumption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Solid Earth,
112(B6).

Patrick, M.R., T.R. Orr, D.A. Swanson, T. Elias, and
B. Shiro, 2018. Lava lake activity at the summit
of Kílauea Volcano in 2016: U.S, Geological
Survey Scientific Investigations Report 2018-
5008, U.S. Geological Survey, Reston, VA,
United States, p. 58.

Reverso, T., J. Vandemeulebrouck, F. Jouanne, V.
Pinel, T. Villemin, E. Sturkell, and P. Bascou,
2014. A two-magma chamber model as a source
of deformation at Grímsvötn Volcano, Iceland,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Solid Earth,
119(6): 4666-4683.

Rosen, P.A., S. Hensley, H.A. Zebker, F.H. Webb, and
E.J. Fielding, 1996. Surface deformation and
coherence measurements of Kilauea Volcano,
Hawaii, from SIR-C radar interferometry,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Planets, 101(E10):
23109-23125.

Rymer, H. and G. Williams-Jones, 2000. Volcanic
eruption prediction: Magma chamber physics
from gravity and deformation measurement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27(16): 2389-2392.

Sandwell, D.T., D. Myer, R. Mellors, M. Shimada, 
B. Brooks, and J. Foster, 2008. Accuracy and
resolution of ALOS interferometry: Vector
deformation maps of the Father’s Day intrusion
at Kilauea,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46(11): 3524-3534.

Schwabisch, M. and D. Geudtner, 1995. Improvement of
phase and coherence map quality using azimuth
prefiltering: Examples from ERS-1 and X-SAR,
Proc. of 1995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Firenze, Italy, Jul.
10-14, vol. 1, pp. 205-207.

Süß, M., B. Grafmüller, and R. Zahn, 2001. A novel
high resolution, wide swath SAR system, Proc.
of IEEE 2001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5, No.6-3, 2019

– 1248 –

07홍성재(1235~1249)ok.qxp_원격35-6-3_2019  2019. 12. 30.  오전 11:12  페이지 1248



Remote Sensing Symposium (Cat. No. 01CH37217),
Sydney, NSW, Jul. 9-13, vol. 3, pp. 1013-1015.

Tait, S., C. Jaupart, and S. Vergniolle, 1989. Pressure,
gas content and eruption periodicity of a shallow,
crystallising magma chamber,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92(1): 107-123.

Wright. T., B. Parsons, and E. Fielding, 2001.

Measurement of interseismic strain accumulation
across the North Anatolian Fault by satellite radar
interferometry,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28(10): 2117-2120.

Zebker, H.A. and J. Villasenor, 1992. Decorrelation in
interferometric radar echoes,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30(5): 950-959.

ALOS-2 PALSAR-2 Spotlight 영상의 위성레이더 간섭기법을 활용한 킬라우에아 화산의 정밀 2차원 지표변위 매핑

– 1249 –

07홍성재(1235~1249)ok.qxp_원격35-6-3_2019  2019. 12. 30.  오전 11:12  페이지 1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