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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에서도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간의 개발과 활동의 영향반경이 커

져감에 따른 인공지진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표변위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SAR 영상을 이용한 지표변위 분석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 SAR 영상을 이용하여 인공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지표변위의 연구

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탑산의 핵 실험장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고,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에

의한 지표변위를 다양한 원격탐사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 및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인공지진

연구에 적합한 위성 SAR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SAR 간섭기법, 육안관측, 오프셋 트래킹 기법

과 같은 다양한 SAR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SAR 간섭기법의 동-서 방향의

실제변위벡터 영상으로부터 주변지역에서 만탑산의 기반암이 방사상으로 최대 25cm 확장된

것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오프셋 트래킹 기법을 통해 획득한 변위영상으로부터 파쇄지역에서의

지표변형의 양상은 전체적인 변위가 만탑산의 지형을 따라 중력방향으로 내려오는 경향으로

분포하였고, 서쪽-남서쪽 사면에서는 최대 3.5m, 동쪽-동남쪽 사면에서는 최대 2.5m의 변위가

관측되었으며, 이는 육안관측 결과를 반영한다. 하지만 육안관측을 통해 만탑산의 사면 곳곳에

안정적이고 고정된 특징을 갖는 지점(만탑산의 암반과 노두)을 다수 발견하였다. 이러한 양상

은 파쇄지역에서의 변형의 기작이 암반의 탄성적인 팽창과 수축이 아닌 만탑산 표면의 산사태

임을 강하게 지시하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탄성적인 폭발·붕괴·수축 기작을 기반으로 수행한

진원모델링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 6차 핵실험에 의한 지표변화는 폭발이벤트에

의해서 만탑산에 존재하는 화산퇴적물 및 전석의 이동에 의한 산사태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위성영상의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인공지진에 의한 지표변위의 양상을

정량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원격탐사도 인공지진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

용될 수 있고, 이를 다른 자료와 연계하여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주제어

합성구경레이더, 인공지진, 지표변위탐지, SAR 간섭기법, 육안관측, 오프셋 트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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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최근 한반도에서도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진에 의한 지진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자연지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개발과 활동의 영향반경이 확장됨에 따라서 유

발지진(Induced Earthquake)과 촉발지진(Triggered Earthquake)을 비롯한 인공지진(Artificial

Earthquake)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표변위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합성구경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에 탑재하여 운용되

는 전천후 영상레이더로써, 마이크로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야 및 기상상황에 영향을 적게 받

고 지표변화를 감지하는데 효과적이다 (Curlander and McDonough, 1991). 따라서 SAR 시스

템을 이용하면 지표변위의 분석 및 지형 매핑뿐만 아니라, 연구지역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

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위성 SAR 시스템을 이용하면 현장자료로의

접근에 제약이 있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훈열,

2006; 윤근원 외, 2010).

현재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위성 SAR 영상을 이용하여 지형변화 및 지표변위탐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유럽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에서 운용하는

Sentinel-1A/B,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의

ALOS-2, 독일 항공우주센터(DLR: German Aerospace Center)의 TerraSAR-X를 비롯한 고해

상도 레이더를 탑재한 인공위성으로부터 획득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자연지진 뿐만 아니라

인공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연구에 SAR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유럽우주국에서는

Sentinel 위성영상을 제공하고, 미국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는 해당 지진의 진도·규모·모멘트 정보 및 쿼리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다

목적실용위성 5호(KOMPSAT-5: KOrea Multi-Purpose SATellite-5)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KOMPSAT-5는 정밀 궤도운영을 통해 SAR 간섭기법(InSAR: SAR

Interferometry)이 가능한 영상을 시계열적으로 획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보정 및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상업 프로그램의 비용적인 측면, 유저 인터페이스의 부족, 소

스코드 접근으로의 어려움 등 개발자로서 원활한 사용에 적지 않은 제약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훈열,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서 인공지진으로 발생한 지표변위의 관측에 적합한 위성 SAR 영

상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최신 SAR 자료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각 위성영상을 처리하고 해석

하는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고해상

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정보를 생산하고, 향후 음파·지진파에 의한 분석 자료와의

연계해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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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해상도 위성 SAR 영상을 이용하여 인공지진에 의한 지표변위를 탐지하

고, 다양한 SAR 영상처리기법을 적용하여 정량적으로 지표변위를 산정하여, 그 양상을 분석하

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7년 9월 3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행된 제 6차 핵실험지인 만탑산 일대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핵실험은 강력한 인공지진을 만들어내고, 큰 지표변위를 수반한다. 크레이터의 크기나 지표변

형의 양상을 통해서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지하에서 비밀리에 수행되고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직접 접근을 통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Teller et al., 1968;

Glasstone and dolan, 1977). 이와 관련하여,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고해상도 위성 SAR

영상을 이용한 지표변위 탐지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차를 두고 획득한 SAR 영상의

위상(phase) 차이로 만들어지는 간섭영상(Interferogram)을 활용하여 미국 네바다 주, 중국 등

에서 핵실험에 의해 발생한 지표변위를 관측하기도 했다 (Vincent et al., 2003; Vincent et al.,

2013).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06년부터 지속적인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이

에 초저주파 불가청음(Infrasound), 지진파, 위성영상 등으로 지속적인 감시 및 연구를 진행하

여 진원의 깊이와 위치, 그리고 지표변화분석 및 모델링이 진행되었다 (Che et al., 2014;

Zhang et al., 2013; Tian et al., 2018; Wei et al., 2017; Stevens et al., 2018; Lee et al., 2018;

Wang et al., 2018). 핵실험이 지속되면서 그 규모는 점차 증대되어왔고, 특히 제 6차 핵실험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의 실험으로 평가되며 상당량의 지표변형을 수반했을 것

으로 판단된다 (Pavian and Coblentz, 2017).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과 NORSAR(Norwegian Seismic

Array)에서는 TNT 126-146 kilo ton에 해당하는 mb(실체파 규모, body-wave magnitude) 6.1

로, USGS에서는 mb 6.3으로 산정하였다 (KIGAM, 2017; NORSAR, 2017; USGS, 2017).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16년 9월 9일에 진행된 제 5차 핵실험에 비해서 TNT 기준으로 환산한 규

모가 약 9배 이상 큰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Stevens and O’brien, 2018).

제 6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Wang et al.(Science, 2018)에서는 TerraSAR-X 위성영상에 offset

tracking 기법을 적용하여 3차원의 지표변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 또한 지표변위 결과

를 기반으로 진원모델링을 수행하였고, 폭발 심도와 위치, 폭발의 규모 등을 추정하였다 (그림

2). 이 연구에서는 만탑산의 암반을 균일한 탄성매질(uniform elastic medium)로 가정하고 탄

성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또한 핵실험에 의한 폭발이벤트 이후, 방사상으로 전체 암반의 탄성적

인 팽창(explosion, expansion)·붕괴(collapse)·수축(compaction)의 순서로 변형의 발생기작

(mechanism)을 가정하고 있다 (그림 3). 하지만, 만탑산의 암체가 불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

거나, 산사태와 같은 표면적인 변형이 존재한다면 모델링의 결과에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본문에서 언급하였다 (Wa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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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Wang et al.(Science, 2018)의 가정에 의한 진원모델링에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다른 관점에서 위성 SAR 영상 자료처리 및 분석을 통해 제 6

차 핵실험에 의한 지표변위 탐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에서 운용중인 ALOS-2 위성영상과 독일 항공우주센터에서 운용중인 TerraSAR-X 위성영상

을 이용하여, 핵실험 지역을 중심부의 파쇄지역(ruptured zone)과 주변지역(rim)으로 나누어 지

표변위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SAR 간섭기법(InSAR)를 적용하여 3개의 간섭영상

(Interferogram)으로부터 주변지역의 3차원 지표변위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육안관측(visual

inspection)과 offset tracking 기법을 이용하여 위성영상의 비간섭(decorrelation)으로 인해서 간

섭영상의 생성이 어려운 파쇄지역의 지표변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두고, 제 6차 핵실험의 이벤트 이후의 지표변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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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ffset tracking을 통해서 획득한

3차원 지표변위

(Wang et al., Science, 2018)

그림 2. 만탑산의 지형에 3차원 지표변위를

기반으로 수행한 진원모델링 모식도

(Wang et al., Science, 2018)

그림 3. 팽창·붕괴·수축의 발생기작을

가정한 모식도

(Wang et al., Scienc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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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지역과 자료

1. 연구지역

핵 실험장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하며, 만탑산에 갱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진행해왔다. 만탑산은 41.3020/129.0795 (KIGAM, 2017)에 위치하고, 고도 약

2205의 성층화산(stratovolcano)으로 기반암은 단단한 화강암(granite)이며 표면에 약 200

두께의 조면암(trachyte)과 현무암(basalt)의 화산퇴적물이 쌓여있다고 알려져 있다 (Pavian

and Coblentz, 2017). 이는 기반이 단단하고 안정되어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적은 지역으로써

핵실험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되었지만, 화산퇴적물의 존재로 인해 표면에서의 산사태

(landslides)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림 5).

Wang et al.(Science, 2018)은 진원모델링에 의한 진원의 위치를 해발고도 1750±100로 추

정하고 있으며, 이는 만탑산의 정상에서 450±100 깊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발 1400에 위

치한 갱도입구의 위치를 감안하여 폭발심도를 700~800 정도로 추정하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그림 5의 (A)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만탑산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며, (B)는

USGS에서 제공하는 제 6차 핵실험에 대한 shake map으로, 폭발이벤트에 의한 진도를 나타낸

다. 또한 지도상의 별모양 기호는 진앙의 위치를 나타낸다. (C)는 연구지역인 만탑산에 위치한

핵 실험장 일대를 나타내며, 갱구의 위치와 여섯 차례 핵실험의 진앙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노

란색 실선의 안쪽 지역은 간섭도(coherence) 값이 낮은 파쇄지역(ruptured zone)을 나타내며,

그 범위는 약  로 측정되었다.



- 6 -

그림 4. 연구지역; (A)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의 위치, (B) USGS에서 제공하는 6

차 핵실험에 의한 shake map, (C) 만탑산에 위치한 핵 실험장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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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에서 운용중인 ALOS-2 위성과 독일 항공우주센터

에서 운용중인 TerraSAR-X 위성의 SAR 영상을 이용하여 핵실험 이벤트에 의한 지표변위 탐

지연구를 수행하였다. 두 위성 모두 태양동기궤도(sun synchronous orbit) 위성으로써 정지궤

도(geostationary orbit) 위성과 같이 한 지역에 대한 연속적인 촬영은 불가능하지만, 고해상도

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실험과 같은 국지적인 지표변형의 탐지가 가능하다 (Lee

et al., 2017; Lee et al., 2018). 또한 두 위성 모두 짧은 baseline을 갖고 있어 영상레이더의 이

벤트 전·후 위상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지진, 화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지표변위 관측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Ferretti et al., 2007).

1) ALOS-2 위성과 연구자료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서 운용중인 ALOS-2(Advanced Land Observation

Satellite) 위성은 2014년 5월에 발사되었고, L-band (1.2 의 중심주파수, 23의 파장)를

탑재하며 14일의 재방문 주기로 같은 지역의 영상을 획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LOS-2 PALSAR-2 위성영상 (표 1, 그림 5)은 Level 1.1에 해당하는

SLC(Single Look Complex) 영상이며, L-band 마이크로파로 Right-Looking, Stripmap mode

로 획득한 영상이다. ALOS-2 위성은 이중편파(Dual-Polarization)를 이용하여 빔을 송·수신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HH polarization 영상만을 사용하였다 (JAXA, 2014).

서로 다른 3개의 트랙(2개의 ascending, 1개의 descending)에서 이벤트 전·후로 6개의 영상을

획득하였고, 3개의 간섭영상(Interferogram)을 이용하여 만탑산 주변지역(rim)의 3차원 실제변

위를 추출하였다. 또한 위의 6개의 영상에서 해상도(resolution)가 더 우수한 4개의 UBSR 영상

을 이용하여 육안관측과 offset tracking을 수행하여 파쇄지역(ruptured zone)의 지표변위 양상

을 분석하였다. 같은 stripmap mode로 획득한 영상이지만, FBDR 영상은 10 해상도를 갖는

반면에 UBSR 영상은 3로 더 우수한 공간해상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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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s
Data

Type

Acquisition

Date

(yyyy/mm/dd)

Incidence

Angle

()

Range

Pixel

Spacing

(m)

Azimuth

Pixel

Spacing

(m)

Perp.

baseline

(m)

Temp.

baseline

(days)

1

Ascending
FBDR

2017/07/27
34.08 4.29 3.96 41.44 42

2017/09/07

2

Ascending
UBSR

2017/08/29
43.47 1.43 1.94 -11.8 14

2017/09/12

3

Descending
UBSR

2017/08/31

37.53 1.43 2.23 -61.95 28
2017/09/28

표 1. 자료처리에 사용한 ALOS-2 PALSAR-2 영상

그림 5. 자료처리에 사용한 ALOS-2 PALSAR-2 영상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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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rraSAR-X 위성과 연구자료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에서 운용중인 TerraSAR-X 위성은 2007년 6월 15일에 발사되었고,

TanDEM-X 위성과 Bi-Static mode로 지근거리 편대비행을 수행하여 11일의 재방문 주기로

같은 지역의 영상을 획득하고 있다. TerraSAR-X 위성은 L-band보다 파장이 짧은 X-band

(9.6 중심주파수, 31 파장)를 사용하여 1 이상의 우수한 공간해상도를 갖는 SAR 영

상을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X-band 마이크로파로 Right-looking, Spotlight mode로 획득한 Level 1B

SSC(Single Look Slant Range Complex)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HH polarization 영상만을 사

용하였다 (표 2, 그림 6).

서로 다른 2개의 트랙(1개의 ascending, 1개의 descending)에서 이벤트 전·후로 4개의 영상을

획득하였고, 고해상도 SAR 영상을 이용하여 육안관측 및 offset tracking 기법을 통해 파쇄지

역의 지표변위 양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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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s

Acquisition

Date

(yyyy/mm/dd)

Incidence

Angle

()

Range Pixel

Spacing

(m)

Azimuth Pixel

Spacing

(m)

Perp.

baseline

(m)

Temp.

baseline

(days)

1

Ascending

2017/06/05

33.6

0.91 0.85

-374.16 99
2017/09/12 0.45 0.86

2

Descending

2017/08/24

48.3 0.45 0.86 -156.21 11
2017/09/04

표 2. 자료처리에 사용한 TerraSAR-X 영상

그림 6. 자료처리에 사용한 TerraSAR-X 영상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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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유럽우주기구(ESA)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SNAP(Sentinel Application Platfor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유럽우주기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Sentinel 위성들의 영상처리를 위한 포맷으로 맞추어져 있지만, ALOS-2

PALSAR-2, TerraSAR-X, KOMPSAT-5를 비롯한 다른 위성영상의 자료처리도 수행할 수 있

다. 자료처리는 Graph builder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구성 및 수행하였고, 최종 영상은 지형

보정(Terrain correction)을 거친 영상을 KMZ 포맷으로 변환한 후 Google Earth 도메인에 나

타내었다. Phase unwrapping은 리눅스 운영체제(Linux operating system)에서 스탠포드

(Stanford) 대학교에서 개발한 Snaphu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최종영상 중 일부는 오픈소스

데스크톱 지리정보체계 응용 프로그램인 QGIS를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1. InSAR 변위추출

InSAR(SAR Interferometry, SAR 간섭기법)는 위성 SAR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레이더 영

상 간의 위상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위상차이로 만들어지는 간섭영상(Interferogram)을 분

석하면 두 시기에 발생한 지형변화를 수 센티미터의 오차로 감지할 수 있다 (이훈열, 2006;

Zhou et al., 2009; Ferretti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트랙에서 획득한 6개의 ALOS-2 PALSAR-2 영상으로부터

DInSAR 프로세스를 통해 3개의 간섭영상을 생성하고, 이로부터 LOS방향의 변위

(displacement)를 추출한 뒤,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 주변지역의 실제변위벡터를 획득하였다 (그

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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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nSAR 변위추출 자료처리 및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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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nSAR (차분위상기법)

간섭영상(interferogram)은 지구타원체(flat-earth), 지형고도(topography), 지형변화

(deformation), 대기변화(atmospheric effect), 전기적 잡음(noise) 등의 다양한 신호가 혼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궤도와 지형고도 정보를 이용하여 지형고도에 의한 간섭영상을 제거할 수 있으

며, 이를 차분위상기법(DInSAR: Differential SAR Interferometry)이라고 한다. DInSAR 기법

은 지표변위 중에서 레이더방향의 성분(LOS: Line of Sight, 레이더에서 지표를 향하는 방향)

만이 검출되며, 이를 이용하여 상승(ascending) 및 하강(descending), 그리고 3차원 변위벡터를

추출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오고 있다 (Bamler and Hartl, 1998; Zhou et al., 2009; 윤근원 외,

2010).

DInSAR 프로세스는 그림 8의 자료처리 알고리즘과 같이, Read, Create Stack,

Cross-Correlation, Interferogram, Topographic Phase Removal, Phase Filtering, 그리고 Write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Read는 위성영상을 불러오는 단계로 Read에는 Master 영상, Read 2에

는 Slave 영상을 입력하고, 여기에 Master 영상은 이벤트 후, Slave 영상은 이벤트 전 영상으

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두 영상을 Master 영상의 좌표계 및 격자(grid)를 기준(reference

image)으로 샘플링을 수행(Create Stack, 그림 9)하였다. 중합영상의 Master 영상에

GCP(Ground Control Point)를 설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Slave 영상에서의 각 지점들을 상호상

관(Cross-Correlation) 기법을 통해서 계산한다(그림 10). 여기에서 사용한 위성영상은 복소수

(complex number) 형태로 기록되어있는 SLC(Single Look Complex) 영상이기 때문에 Coarse

Registration과 Fine Registration이 모두 적용되었고, 간섭도 값을 기반으로 위상차를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GCP를 기준으로 두 영상에 대응되는 지점의 위상차를 계산하다보면 오차(error)

및 이상값(outlier)이 발생하게 되는데, 두 영상의 GCP간의 연산을 통해서 획득한 WARP

distortion function을 이용하여 왜곡된 값을 제거해주었다 (Warp, 그림 11). 위의 과정을 통해

서 생성된 간섭영상은 다양한 신호가 혼재되어있는데, Subtract flat-earth phase(그림 12) 및

Topographic Phase Removal(그림 13) 단계에서 정밀한 위성궤도정보(precise orbits)와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1 arc second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이용하여 제거하였고, Goldstein Phase Filtering(그림 14)을 사용하여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를 향상시켰다 (Wang et al., 2014; Veci, 2016; Song et al., 2019; Jarvis

et al., 2008; Fialko et al., 2005).

위와 같은 자료처리 과정을 통해 획득한 간섭영상은 지형변화에 의한 위상차에 대한 정보만

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SRTM 1 arc second DEM을 기반으로 지형보정(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을 수행하였다(그림 15). 이어서 해석에 필요한 연구지역을 선택적으로 추

출(Spatial subset)한 후, 영상포맷을 KMZ로 변환하여 Google Earth 도메인에 나타내었다. 그

림 16은 ascending 트랙에서 2017년 7월 27일과 9월 7일에 획득한 ALOS-2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한 DInSAR phase 영상을 나타낸다. 하나의 RGB 사이클은 L-band 파장의 절반에 해당하



- 14 -

는 12를 의미한다. 위상은 위성으로부터 지표까지의 거리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지형에

의한 고도(elevation) 및 대기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DInSAR phase 영상을 해석할 때는

RGB 한 개의 사이클은 고도 및 대기에 의한 영향임을 감안하여 오차의 범위로 간주한다.

그림 8. DInSAR 자료처리 알고리즘

그림 9. Create Stack 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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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ross-Correlation 자료처리

그림 11. Warp 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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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간섭도(Interferogram) 생성 자료처리

그림 13. Topographic Phase Removal 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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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Goldstein Phase Filtering 자료처리

그림 15. 지형보정(Terrain Correction) 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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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LOS-2 DInSAR Phase 영상 (170727-170907, Asc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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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ase Unwrapping과 LOS변위 추출

지표변위의 측정 및 InSAR DEM 생성 등을 위한 SAR 영상에서, 위상은 에서 의 범

위를 갖고 의 형태로 기록된다. Phase unwrapping 단계는 wrapped phase 정보를 원래의

절대위상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윤근원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Linux 기반의 Snaphu

소프트웨어에서 불러올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장된 DInSAR phase 영상파일을 이용하여 Phase

unwrapping을 수행했다. BEAM-DIMAP 포맷의 대상 파일은 DEFO와 MCF 기법을 통해서

Phase unwrapping이 수행되는데, 이 과정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해석에 필요한 연구지역

을 선택적으로 추출한 후에 진행했다.

그림 17은 그림 16(2017년 7월 27일과 2017년 9월 7일에 ascending 트랙에서 획득한

ALOS-2 영상)과 동일한 지역에서 Phase unwrapping이 수행된 영상을 나타내며, 기존 영상의

위상에 의 형태가 더해져 –5.5에서 +2.94까지 성공적으로 자료처리가 수행되었음을 보인다.

다음으로 SNAP 소프트웨어에서 unwrapped phase 영상으로부터 LOS 방향의 변위(LOS

displacement,  


)를 추출했다. 그림 18은 그림 17에서 추출한 연구지역의 LOS 방향의

변위를 미터 단위로 나타낸 영상이다.



- 20 -

그림 17. ALOS-2 DInSAR Unwrapped Phase 영상 (170727-170907, Ascending)

그림 18. Unwrapped Phase에서 추출한 LOS 변위 (170727-170907, Asc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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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효과의 제거 및 절대변위 결정

대기효과(Atmospheric effect)는 위성영상의 유의미한 신호를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인공위성에서 지표면으로 방사된 마이크로파는 지표면에서 후방산란(back

scattering)을 일으키고, 다시 인공위성의 센서(sensor)로 수신되면서 대기층을 두 번 통과하게

된다. 대기 중 흡수(absorption)는 후방산란의 강도를 약화시켜 SAR 영상이 흐릿해지는 효과

(haziness effect)를 야기한다. 또한 대기효과의 정도는 지형고도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대기가 수평적(horizontally)으로 균질(homogeneous)하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즉, 대기

효과는 수직적인 지형의 고도(topographical height, elevation), 온도(temperature), 압력

(pressure)에 영향을 받는다 (Berardino et al., 2002).

대기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LOS 변위영상에서 괄목할만한 고도 차이가 나는 지역을 선택했

다. 그리고 scatter plot 도구를 이용하여, X축으로는 고도(elevation), Y축으로는 변위

(displacement)로 설정하여 산점도를 생성했다 (그림 19). 이어서 산점도의 회귀선(regression

line)을 구하여 기울기와 절편 값을 획득했다 (그림 20). 이어서 회귀선의 기울기()와 절편()

값을 이용하여,  함수를 적용하여 대기효과를 최소화시켜 주었

다 (그림 21).

위상은 cyclic하므로 상대적인 변위만을 관찰한다. 따라서 지표 변위가 발생하지 않은 곳의 변

위 값을 0으로 만들어 절대 변위(absolute displacement)를 인위적으로 결정해 주었다. 적절한

zero-displacement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역량 및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InSAR는 이론적으로 밀리미터 단위까지, 오차의 범위를 고려하면

센티미터 단위까지의 지표변위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림 22는

각각 2017년 7월 27일과 9월 7일, 2017년 8월 29일과 9월 12일, 그리고 2017년 8월 31일과 9월

28일 영상에서 추출한 LOS 변위영상으로부터 대기효과가 보정되고 절대변위가 결정된 영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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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Scatter Plot 도구를 이용한

산점도 추출 (170727-170907, Ascending)

그림 20. EXEL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생성한

산점도 및 회귀선(170727-170907, Ascending)

그림 21. 대기효과가 감소된 후의 LOS 변위 영상 (170727-170907, Asc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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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Zero-Displacement를 고려한 절대변위 영상

(순서대로 170727-170907 Ascending, 170829-170912 Ascending, 170831-170928 Desc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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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형보정 및 Collocation

절대변위가 결정된 영상을 SRTM 1 arc second DEM을 기반으로 지형보정(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을 수행했다. 비스듬한 각으로 영상을 획득하는 SAR 시스템이 갖고 있는

포어쇼트닝(fore-shortening), 레이오버(lay-over)와 같이, 지형에 의해 야기되는 영상의 왜곡

(distortion) 문제를 지형보정을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 (Bayer et al., 1991). DEM

Resampling Method는 Bilinear Interpolation, Image Resampling Method는 Nearest Neighbour

를 적용했다.

이어서 지형보정을 수행한 세 장의 변위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주는 Collocation 과정을

수행했다. 세 장의 변위영상과 DInSAR 프로세스를 통해 획득한 세 장의 긴밀도(coherence

map)를 하나의 기준지형좌표를 적용하여 묶어주었다. 이 단계는 slave 이미지의 픽셀 값을

master 이미지의 지형 래스터 값에 맞추어 resampling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7월

27일과 9월 7일에 ascending 트랙에서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결과를 master 이미지로

설정하고, 2017년 8월 29일과 9월 12일에 ascending 트랙에서, 2017년 8월 31일과 9월 28일에

descending 트랙에서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결과를 각각 slave 이미지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지형보정이 수행된 영상들을 하나의 기준지형좌표 안에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다양

한 방법으로 자료처리 및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5) 긴밀도 (Coherence)

위성 SAR 영상은 지표면에서 일어난 후방산란의 강도를 복소수(complex number)의 형태로

기록한다. 긴밀도는 SAR 간섭영상에서 후방산란의 무작위성(randomness)과 반비례하는 상관

계수이며, 이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지표면이 안정하다면 긴밀도는 1로 수렴하는 큰

값을, 반대로 지표면이 불안정하면 0으로 수렴하는 작은 값을 가지며, 통상적으로 0.3보다 작을

경우 긴밀도가 떨어진다고 정의한다. 또한 긴밀도는 지표면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단단한 암반

과 노두, 아스팔트 도로 등은 큰 값을 갖는 반면, 흐르는 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등은 작은

값을 갖는 양상을 보인다 (Ferretti et al., 2001; Khalil et al., 2018).

InSAR 자료처리에서 긴밀도를 통해 연구지역을 파쇄지역(ruptured zone)과 주변지역(rim)으

로 구분하였고, 핵폭발로 인한 급격한 파쇄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은 파쇄지역(coherence0.3)을

제거하여 주변지역의 지표변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은 SNAP 소프트웨어의 band math

도구에서 i f        함수를 적용하였고, 그림 23은 2017

년 7월 27일과 9월 27일에 ascending 트랙에서 획득한 영상의 DInSAR 자료처리에서 획득한

긴밀도를 나타내며, 그림 24는 그림 22로부터 긴밀도 값이 0.3보다 작은 지역을 제거한 세 개

의 결과영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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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DInSAR 프로세스를 통해서 추출한 긴밀도 영상 (170727-170907, Ascending)

그림 24. 0.3보다 작은 긴밀도 값을 제거한 절대변위 영상

(순서대로 170727-170907 Ascending, 170829-170912 Ascending, 170831-170928 Desc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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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변위 (True Displacement)

하나의 간섭영상(Interferogram)에 의한 LOS 변위벡터()는 식 (1)과 같이 위성이 지표를 바

라보는 LOS(Line of Sight) 방향의 벡터( )와 실제 지표변위(true displacement, )의 내적

(inner product)으로 정의 할 수 있다.

∙   (1)

이 때 내적 값은 하나의 무한한 평면을 만들며, 그 해가 무수히 많아질 수 있다. 두 장의 간

섭영상에서의 LOS 변위는 접하는 교선이 그 해가 되며, 세 장의 영상에서는 한 점

(intersection)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SAR 영상을 통해 실제 지표변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사 방향(look direction)을 갖는 최소 세 장의 간섭영상이 필요하다 (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주사 방향을 갖는 영상들로부터 생성한 세 장의 간섭영상으로부터

세 방향의 성분을 갖는 3×3 크기의 LOS 단위벡터(LOS unit matrix, )를 생성했다. Right

looking으로 획득한 SAR 영상의 LOS 변위벡터()는 동-서(East-West, easting direction), 남

-북(North-South, northing direction), 그리고 수직(Up-Down, vertical) 방향의 변위요소를 갖

는다 (Fialko et al., 2001). 이는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   (2)

     


(3)

     


(4)

 











sincos sinsin cos

sincos sinsin cos

sincos sinsin cos

(5)

여기에서 는 z축과 LOS가 이루는 각인 local incidence angle(), 는 -평면에 투영되어

북()에서 시계방향(clockwise)으로 환산된 satellite heading(),  ,  , 는 각각 동-서,

남-북, 수직 방향으로의 실제 표면변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ALOS-2 영상의 메타데이터

(metadata)는 satellite heading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영상 중심의

direction of beam center 값을 이용하여 LOS 벡터를 구성하였다.

세 개의 간섭영상으로부터 각각 세 방향의 성분을 계산한 후, 2017년 7월 27일과 9월 1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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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nding, 2017년 8월 29일과 9월 12일에 ascending, 2017년 8월 31일과 9월 28일에

descending 트랙에서 획득한 영상 순서로 식(6)과 같이 3×3크기의 LOS 단위벡터를 구성했다.











  
  

  



































  

  

  

(6)

이어서 식 (6)으로부터 LOS 단위벡터의 역행렬(  )을 구한 후, 연산을 통해서 실제 지표변

위 벡터()를 추출하였다 (식 (7)).




























  
  
  

















(7)

식 (7)의 3×3 행렬에서 1행은 (동-서, East-West, easting), 2행은 (남-북,

North-South, northing), 그리고 3행은 (수직, Up-Down, vertical)의 요소인데, 이는 불확실

성(uncertainty)을 나타내며 동-서 방향과 수직방향의 요소에 비해 남-북 방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SAR 영상에서 비행방향(azimuth)의 민감도(sensitivity)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동-서 방향의 최대오차를  , 남-북 방향의 최대오차를  , 수직 방향의 최대오차를 라고 할

때, 식 (7)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식 (8)).




























  
  
  

















(8)

      


≈ (9)

∴         (10)

여기에서 한 파장()의 


값은 L-band (1.2, 23) 파장의 대기효과에 의한 오차를 반

영한 값으로 정의하였고, 이어서 다변수선형방정식(multi-variable linear equation)으로부터의

최대오차(maximum error)를 계산하였다. 최대오차는 각각 동-서 방향()으로 약  , 남-북

방향()으로 약  ,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약 로 계산되었다 (식 (10)). 따라서 최

대오차 이하로 기록된 신호(signal)는 대기오차에 의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해석에서 제외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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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안관측 및 Offset Tracking 변위추출

짧은 주기 동안 급격한 변형을 겪은 파쇄지역은 비상관(decorrelation)으로 인해 위상간섭영상

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았다 (Lee et al., 2018). 또한 Wang et al.(2018, Science)에서 언급한바

와 같이, 산사태와 같은 지표면의 변형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육안관측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

다. 따라서 핵실험 이벤트 전·후로 고해상도 SAR 영상을 육안으로 비교·관측하여 파쇄지역에

서의 지표변위양상을 분석하였고, 각각의 변수(parameter)들을 조정해가면서 육안관측 결과를

반영하는 offset tracking 결과영상을 획득하였다 (그림 25). 자료처리에는 서로 다른 2개의 트

랙(1개의 ascending, 1개의 descending)에서 획득한 각각 4개의 ALOS-2 PALSAR-2 UBSR

영상과 TerraSAR-X 위성영상을 사용했다.

그림 25. 육안관측 및 Offset Tracking 자료처리 및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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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ound Range Detected 영상 추출

SAR 영상은 비스듬한 각을 이루며 데이터를 획득하기 때문에 slant range에 대한 영상이 생

성된다. 따라서 지표변위 및 속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ground range로 변

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림 26은 SNAP 소프트웨어의 graph builder를 이용하여 생성한

ground range detected 영상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내며, 이는 Read, Calibration,

Multi-look, Speckle-Filter, SRGR, 그리고 Write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Read는 자료처리에 필요한 SAR 영상을 불러오는 단계이고, Calibration 단계에서는 방사보정

(radiometric correction)을 통해 지표면에서 반사된 마이크로파의 후방산란 강도(back

scattering intensity)와 SAR 영상의 픽셀 값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준다 (그림 27). 따라서

SAR 영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Freeman, 1992). Multi-look

단계는 SAR 시스템이 데이터를 획득하는 특성에 따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페클 노이즈

(speckle noise)를 감소시키는 과정이다 (그림 28). Stripmap mode로 영상을 얻는 ALOS-2 위

성영상에 비해, TerraSAR-X 위성은 Spotlight mode로 다양한 각도에서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 대한 효과는 미비했다. Speckle-Filter 단계는 필터링을 통해서

SAR 영상에 남아있는 스페클 노이즈를 감소시켜주는 과정이며, 유의미한 픽셀 값이 영상에

남는다 (그림 29). 마지막으로 SRGR(Slant Range to Ground Range) 단계를 거쳐 slant range

에서 ground range로 바뀐 최종영상을 추출하였다 (그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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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Ground Range Detected 영상으로의
변환 알고리즘 

그림 27. Calibration 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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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Multilooking 자료처리

그림 29. Speckle Filter 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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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SRGR(Slant Range to Ground Range) 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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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안관측

그림 26에서와 같은 전처리과정을 통해 추출한 ground range detected 영상에 DEM assisted

coregistration을 수행하여 같은 트랙에서 획득한 이벤트 전·후 영상을 중첩(stack)하는 자료처

리를 수행하였다. 이에, 이벤트 전의 영상을 master 이미지, 이벤트 후의 영상을 slave 이미지

로 설정하고 SRTM 1 arc second DEM을 기반으로 resampling을 수행하였다 (그림 31). 이러

한 자료처리 과정은 정밀한 궤도정보(orbit data)와 DEM(수치표고모델)을 기반으로 오프셋 벡

터의 정교한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Nitti et al., 2011; Yan et al., 2013). 두 영상으로부터 생

성된 중합영상은 서로 같은 기하구조를 반영하며, 이어서 연구지역의 해석에 필요한 만탑산 일

대를 선택적으로 추출(spatial subset)하였다.

추출한 영상에 지형보정(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을 거쳐 Google Earth에 도시하

여 이벤트 전·후 지표변형의 양상을 육안으로 관측하였다 (그림 25 좌측, 그림 32, 그림 33, 그

림 34). 육안관측을 통해서 간섭도(coherence) 값이 낮은(<0.3) 파쇄지역의 전·후 영상을 비교

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지표변형의 양상 및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offset tracking 결과영상

을 선정하는데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reference)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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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DEM Assisted Coregistration 자료처리

그림 32. Coregistration 수행 후

영상 (Master, ALOS-2

Ascending, 170829)

그림 33. Sub-pixel 적용된

Ground Range Detected 영상

(Master, ALOS-2

Ascending, 170829)

그림 34. Google Earth에 도시한

Ground Range Detected 영상

(Master, ALOS-2

Ascending,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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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ffset Tracking

Offset tracking 기법은 레이더간섭기법(InSAR)과는 달리 이벤트 전ㆍ후 영상의 강도

(intensity) 사이의 교차상관기법(Cross-Correlation)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표면변위 및 이동속

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산사태, 빙하의 이동관측 등 짧은 시간에 지표변위가 크게 발생

하는 경우에는 비간섭으로 인해 간섭영상의 생성이 힘든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 offset trackinng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Shi et al., 2015; Pablo et al., 2017; Yan et al.,

2013; Chae et al., 2017). 낮은 간섭도 값을 갖는 만탑산 중심부인 파쇄지역의 지표변형의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offset tracking 기법은 매우 효과적인 자료처리 기법이다.

육안관측에서와 같이, 정밀한 궤도정보와 SRTM 1 arc second DEM을 이용하여 DEM

assisted coregistration이 수행된 영상으로부터 만탑산 일대를 선택적으로 추출한 중합영상에

offset tracking 변수(parameter)를 설정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그림 25 우측, 그림 35,

그림 36, 그림 37). Offset tracking에서는 전·후 영상 오프셋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할 때 사용되

는 윈도우(window)의 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

요하다. 윈도우 크기가 작을 때는 세밀한 지표변위의 산정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심해지고 두 영상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윈도우 크기가 큰 경우에는 해상도

가 낮아지기 때문에 국지적인 지표변위의 산정 및 표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향상

된 오프셋트래킹 방법 및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한 다중변위커널(multi-kernel)을 이용한 방법

이 고안되기도 했다 (Chae et al., 2017; Lee et al., 201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윈도우의 크

기를 순차적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자료처리를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육안관측 결과를 반영하

는 결과를 합리적인 결과라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Offset tracking을 수행하면 시선방향(range direction, LOS)과 비행방향(azimuth direction,

flight direction)의 2차원 변위를 관측할 수 있는데, SNAP 소프트웨어에서는 각각의 값에 대한

제곱의 합에 제곱근을 취한 절댓값으로써 결과영상을 표현한다. 획득한 결과는 속도()를

반영한 영상이지만, 두 영상간의 시차(period, temporal baseline)를 곱해서 변위()로 나타냈

다. 또한 GCP(Ground Control Point)의 위도(latitude)와 경도(longitude), 오프셋간의 거리

(distance), 속도(velocity), range shift, azimuth shift, 그리고 satellite heading 값이 기록된 속

도벡터 데이터를 QGIS 소프트웨어로 불러들인 후, vector field renderer라는 외부 플러그인

(plug-in)을 활용하여 각 지점에서 변위의 거동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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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Sub-pixel 적용된

Ground Range Detected

영상(Master, ALOS-2

Ascending, 170829)

그림 36. Offset Tracking을

수행한 변위 영상

(ALOS-2 Ascending,

170829-170912) 

그림 37. Google Earth에

도시한 변위 영상

(ALOS-2 Ascending,

170829-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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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InSAR 변위

InSAR 자료처리를 통해서 주변지역(rim)의 3차원(동-서, 남-북, 수직) 실제변위벡터 영상을

획득했으며, 이는 주변지역 암반의 탄성적인 거동(elastic motion)을 나타낸다 (그림 38, 그림

39, 그림 40).

그림 38은 동서(E-W) 방향의 실제변위벡터 영상을 나타낸다. 동쪽사면에서 동쪽방향으로 5에

서 최대 25, 남쪽사면 아래의 갱구(portal) 주변에서 동쪽방향으로 6에서 최대 9, 그리고

남서쪽사면과 북서쪽사면에서 서쪽방향으로 9에서 최대 25의 변위가 관측되었다. 이는 그림

38에 표시한 빨간 점선을 기준으로 방사상(radial)의 폭발(explosion)양상을 보이고, 수축

(compaction)의 양상은 크게 보이지 않았으며, 수축이 일어났더라도 폭발에 의한 확장

(expansion)의 변위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위의 InSAR 자료처리 과정의 실제 변위

(true displacement)를 구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동-서 방향의 최대오차()가 약 6인 것을

감안한다면, 획득한 결과는 의미가 있는 영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39는 수직(Up-Down) 방향의 실제변위벡터 영상을 나타낸다. 동북-동쪽사면에서 0에서

최대 30의 침강(subsidence), 남서쪽 사면에서 0에서 최대 15의 용승(uplift), 그리고 남쪽

사면 아래의 갱구 주변에서는 15에서 최대 30의 용승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폭발심

도(depth)의 영향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수직 방향의 최대오차()가 약 30인 것을 감안한

다면 수직방향의 변위는 제거되지 않은 대기효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요구된다.

그림 40은 남-북(N-S) 방향의 실제변위벡터 영상을 나타낸다. 결과영상은 전체적으로 부드러

운 양상을 보여주는 듯하나, 변위의 크기가 매우 증폭된 것을 확인하였다. 동쪽사면에서 남쪽

으로 2에서 최대 4, 서쪽사면에서 북쪽으로 0에서 최대 1.5, 그리고 갱구 주변에서는 북쪽

으로 1에서 최대 2.5의 변위가 관측되었다. 이는 SAR 영상의 비행방향(azimuth direction)으

로의 민감도(sensitivity)가 낮기 때문에 값이 증폭되는 현상이다. 이 경우에는 남-북 방향의 최

대오차()가 약 260로 신뢰도가 낮아 지표변위 해석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

를 위한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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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0.3 미만의 간섭도 값을 제거한 동-서 방향의 실제변위벡터 영상

그림 39. 0.3 미만의 간섭도 값을 제거한 수직 방향의 실제변위벡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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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0.3 미만의 간섭도 값을 제거한 남-북 방향의 실제변위벡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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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안관측 변위

그림 41과 그림 42는 2017년 8월 29일과 9월 12일에 ascending 트랙에서 14일 간격으로 획득

한 ALOS-2 위성영상이다. 노란색 실선은 긴밀도 값이 낮은 파쇄지역의 경계를 표시한 선이

다. 이벤트 전·후 영상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중력방향으로의 흐름의 양상이 관측되었다.

만탑산의 정상부와 북쪽사면에서는 일변화(diurnal variation) 수준으로 거의 움직임이 관측되

지 않았으며, 남서쪽과 남쪽사면에서 흐름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그림 43과 그림 44는 2017년 8월 31일과 9월 28일에 descending 트랙에서 28일 간격으로 획

득한 ALOS-2 위성영상이다. 이 경우에도 정상부와 북쪽사면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

았으며, 동-동남쪽 사면에서 증력방향의 흐름양상이 관측되었다.

하지만 파장이 긴 L-band를 사용하여 획득한 ALOS-2 PALSAR-2 UBSR 영상간의 육안관

측 양상이 미비하기 때문에, 1 이상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고해상도 TerraSAR-X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좀 더 심도 있게 비교·관측을 수행했다. 그림 45와 그림 46은 2017년 8월 24일과 9월

4일에 descending 트랙에서 11일 간격으로 획득한 TerraSAR-X 위성영상이며, 만탑산의 남-

남동쪽 사면을 나타낸다. 이벤트 전ㆍ후 영상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중력방향으로 내려오

는 흐름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전ㆍ후 영상에서 움직이지 않은 점ㆍ선ㆍ면의 특징

(feature)을 갖는 지점들이 다수 존재했고, 이를 붉은색의 원으로 영상에 나타내었다.

그림 47과 그림 48은 그림 45와 그림 46에서 나타낸 남-남동쪽 사면을 확대한 영상이다. 이벤

트 전ㆍ후 영상에서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지점들을 살펴보면, 중력방향으로 내려오는 흐름의

양상을 보이는 주변 픽셀들에 반해, 안정적이고 고정된 특징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눈에 띄는 특징을 갖는 1 지역과 2 지역을 확대하여 전ㆍ후 영상을 비교·관측했다. 그림

49와 그림 51은 1 지역을 확대한 전ㆍ후 영상이고, 그림 50과 그림 52는 2 지역을 확대한 전ㆍ

후 영상을 나타낸다. 두 지역에서 다각형의 외곽형태와 그 위치는 전ㆍ후 영상에서 그대로 유

지되고 있는 반면, 다각형의 중심과 주변픽셀들은 중력방향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만탑산의 암반(bedrock) 혹은 노두(outcrops)로 사료되며, Google Earth 영상에서도 일부

지역이 드러난 암반과 노두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3과 그림 54는 2017년 6월 5일과 9월 12일에 ascending 트랙에서 99일 간격으로 얻은

TerraSAR-X 위성영상이며, 역시 남-남동쪽 사면에서 선형의 형태를 띄는 안정적인 지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남쪽 사면에서 영상의 좌측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선방향

(range direction)으로의 포어쇼트닝(foreshortening)이 크게 존재하여 해석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외의 포어쇼트닝이 일어나지 않은 의미 있는 지점에서도 안정된 특징을 갖는 지점이 관측

되었고, 일부 지역은 이전의 핵실험에 의해서 생성된 크랙(crack)과 협곡(valley)인 지점도 존

재한다 (Pavian et al., 2017; Le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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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Ground Range Detected 영상 (ALOS-2 Ascending, 170829)

그림 42. Ground Range Detected 영상 (ALOS-2 Ascending, 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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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Ground Range Detected 영상 (ALOS-2 Descending, 170831)

그림 44. Ground Range Detected 영상 (ALOS-2 Descending, 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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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Ground Range Detected 영상 (TerraSAR-X Descending, 170824)

그림 46. Ground Range Detected 영상 (TerraSAR-X Descending, 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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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Ground Range Detected 확대영상 (TerraSAR-X Descending, 170824)

그림 48. Ground Range Detected 확대영상 (TerraSAR-X Descending, 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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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1 지역 확대영상

(TerraSAR-X Descending, 170824)

그림 50. 2 지역 확대영상

(TerraSAR-X Descending, 170824)

그림 51. 1 지역 확대영상

(TerraSAR-X Descending, 170904)

그림 52. 2 지역 확대영상

(TerraSAR-X Descending, 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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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Ground Range Detected 영상 (TerraSAR-X Ascending, 170605)

그림 54. Ground Range Detected 영상 (TerraSAR-X Ascending, 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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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ffset Tracking 변위

변수(parameter)들을 순차적으로 변화시켜가며 offset tracking을 적용한 결과영상을 획득한

뒤, 최종적으로 육안관측의 결과를 반영하는 영상들을 선정하였다. 그림 55와 그림 56은 각각

ALOS-2 위성영상(170829-170912 ascending, 170831-170928 descending), 그림 57은

TerraSAR-X 위성영상(170824-170904 descending)으로부터 offset tracking 기법을 통해 추출

한 변위영상을 나타내며, 이는 시선방향(range direction, LOS)과 비행방향(azimuth direction,

flight)의 합벡터를 의미한다 (Jun Lu and Luis Veci, 2016). TerraSAR-X 위성의 다른 영상

(170605-170912, ascending)은 육안관측 영상을 반영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획득하지 못했으

며, 이는 전ㆍ후 영상간의 시간간격(temporal baseline)이 99일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각각의 결과 영상에 적용한 변수는 표 3에 나타내었다.

세 결과영상으로부터 변위의 양상이 전체적으로 중력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사면의 지형(geometry)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5에서는 만탑산의 서-

남서쪽 사면에서 최대변위가 관측되었으며, 2.5에서 최대 3.5m의 변위가 산출되었다. 또한 동

남쪽 사면에서 2에서 최대 2.5m의 변위가 관측되었다. 그림 56과 그림 57에서는 서쪽 사면에

서 3에서 최대 3.5m의 최대변위가 관측되었고, 동-남동쪽 사면에서 2에서 최대 2.8m의 평균적

인 변위분포와 부분적으로 최대 3m에 달하는 변위가 관측되었다. 하지만 그림 55에서 남서쪽

사면에서의 최대변위가 그림 56과 그림 57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육안관측에서 언급한

바 있는 포어쇼트닝(Foreshortening)이 발생한 지점이며, 이는 SAR 시스템이 비스듬한 각도로

영상데이터를 획득하는 방식에 기인한 기하학적 왜곡(geometric distortion)현상 이므로 해석에

서 제외해야한다.

포어쇼트닝에 의한 기하학적 왜곡현상은 관측 폭의 가까운 레인지에서 작은 입사각(incidence

angle)의 경우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projected local incidence angle이 20보다 작

은 지역을 제거해주었다. 이어서 GCP(Ground Control Point)의 위치 및 속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속도벡터 데이터를 QGIS 소프트웨어로 불러들인 후, heading 값이 –1인 GCP와 이상 값

(outlier)을 제거한 뒤, vector field renderer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각 지점에서 변위의 거동양

상을 파악하여 나타냈다. 그림 58과 그림 59는 ALOS-2 위성영상(170829-170912, ascending),

그림 60과 그림 61은 ALOS-2 위성영상(170831-170928, descending), 그리고 그림 62와 그림

63은 TerraSAR-X 위성영상(170824-170904, descending)의 offset tracking 결과 영상으로부터

포어쇼트닝 지역을 제거한 영상이며, 지표변위의 양상을 화살표로 표현했다.

Ascending 트랙에서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그림 58과 그림 59를 통해, 그림 55에서 최

대변위가 나타났던 서-남서쪽 사면과 가까운 레인지에 해당하는 산사면의 값들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descending 트랙에서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그림 60, 그림

61, 그림 62, 그림 63을 통해, 그림 56과 그림 57에서 비교적 큰 변위의 분포가 관측되었던 동-

동남쪽 사면과 가까운 레인지에 해당하는 산사면의 값들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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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에서 그림 63까지의 offset tracking 결과영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전체적인 변위의 흐

름이 산사면의 지형을 따라 중력방향으로 내려오는 양상으로 분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북쪽 사면에서는 최대 2m, 서-서남쪽 사면에서는 2.5에서 최대 3.5m, 동-동남쪽 사면에서

는 2에서 최대 2.5m의 변위가 관측되었다. 전체적인 변위의 크기와 분포양상은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Wang et al., 2018; Lee et al., 2018). 추가적으로 그림

64에서와 같이, 3차원 지형에 변위 및 변위양상을 투영한 결과영상을 통해 변위의 분포와 만탑

산의 지형을 연계하여 관측 및 해석할 수 있다.

만탑산의 파쇄대에서 변위는 전체적으로 중력방향으로 흘러내려오는 양상을 보이지만, 최대변

위가 남서-남동 사면에 국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암반전체에 불균일하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변위영상에서도 움직임을 겪지 않은(변위 값이 0으로 수렴하는) 안정된 지점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사면 곳곳에 안정적인 특징을 갖는 지점들이 확인되었던 육안관측의 결과를

반영한다. 만탑산의 정상부, 동쪽사면, 그리고 남서쪽사면에서 안정된 지점들이 존재하며, 그

외에도 사면 곳곳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 위의 자료처리에서 추출한 변위 영상은 보간법

(interpolation)이 적용되어 지역적인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빈 공간이 채워진 영상이다. 따라서

영상의 해상도 및 오차범위에 대한 측면과 각 영상의 시선방향과 비행방향의 성분을 분리해서

고려한다면 안정된 지점을 추가로 확인 및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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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ALOS-2 ALOS-2 TerraSAR-X

Pairs
170829-170912

Ascending

170831-170928

Descending

170824-170904

Descending

Registration Window Width 64 64 64

Registration Window

Height
64 64 64

Cross-Correlation

Threshold
0.3 0.3 0.3

Max Velocity ( ) 0.35 0.3 0.5

Time Period () 14 28 11

표 3. Offset Tracking에 사용한 변수 목록

그림 55. Offset Tracking으로 추출한 변위영상

(ALOS-2 Ascending, 170829-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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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Offset Tracking으로 추출한 변위영상

(ALOS-2 Descending, 170831-170928)

그림 57. Offset Tracking으로 추출한 변위영상

(TerraSAR-X Descending, 170824-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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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지표변위 양상을 화살표로 표현한 영상

(ALOS-2 Ascending, 170829-170912)

그림 59. 지표변위와 변위양상을 화살표로 표현한 영상

(ALOS-2 Ascending, 170829-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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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지표변위 양상을 화살표로 표현한 영상

(ALOS-2 Descending, 170831-170928)

그림 61. 지표변위와 변위양상을 화살표로 표현한 영상

(ALOS-2 Descending, 170831-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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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지표변위 양상을 화살표로 표현한 영상

(TerraSAR-X Descending, 170824-170904)

그림 63. 지표변위와 변위양상을 화살표로 표현한 영상

(TerraSAR-X Descending, 170824-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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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3차원 지형에 투영한 변위 및 변위양상 영상 (TerraSAR-X Descending,

170824-170904), (A) 변위양상을 화살표로 표현한 영상, (B) 지표변위 영상, (C) 지표변위

와 변위양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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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의

그림 65와 그림 66은 InSAR 자료처리 결과로 획득한 동-서 방향의 실제변위벡터 영상과

ALOS-2 위성영상(170829-170912 ascending, 170831-170928 descending)으로부터 offset

tracking 기법을 통해 추출한 변위영상을 합친 제 6차 핵실험에 의한 만탑산에서의 최종변위영

상을 나타낸다. 그림 65는 ascending 트랙에서 획득한 결과영상을 위로, 그림 66은 descending

트랙에서 획득한 결과영상을 위로 겹쳐서 표현하였다. 이에 InSAR 영상은 주변지역(rim) 암반

의 탄성적인 거동을 나타내며, offset tracking 결과 영상은 파쇄지역(ruptured zone)에서의 변

형(deformation)의 양상을 반영한다. SAR 간섭기법(InSAR)에 의해 생성된 간섭도

(interferogram)는 이벤트 전·후 영상에서의 위상변화로부터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만탑산의

기반암(bedrock)이 방사상으로 최대 25cm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비간섭

(decorrelation)으로 인해 간섭도가 생성되지 않은 파쇄지역에서의 offset tracking 기법을 적용

한 변위영상은 지표면에서의 변형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파쇄지역

에서는 전체적인 변위가 만탑산의 지형을 따라 중력방향으로 내려오는 양상으로 분포하였으며,

북쪽 사면에서는 최대 2m, 서-서남쪽 사면에서는 2.5에서 최대 3.5m, 동-동남쪽 사면에서는 2

에서 최대 2.5m의 변위가 관측되었다. 이는 육안관측을 통해서 이벤트 전·후로 중력방향으로의

변형의 흐름을 관측한 결과를 반영한다.

Wang et al.(Science, 2018)의 연구에서는 만탑산의 암체(body)를 대칭적(symmetric)인 돔의

형태로 가정했고, 파쇄지역의 offset tracking 결과를 중심에서 가장 강하고 주변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대칭적(symmetric)인 양상을 화살표로만 제시했다 (그림 1). 또한 이를 전체 암반이

탄성적인 폭발ㆍ붕괴ㆍ수축의 과정을 겪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하지만 본 연구에서

획득한 offset tracking 결과는 대칭적이지 않았으며, 파쇄대에서의 변위가 남서-남동 사면에

국지적으로 집중되어있고 암반전체에 불균일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육안관측

을 통해 만탑산의 사면 곳곳에 안정적이고 고정된 지점(만탑산의 암반과 노두)을 다수 발견하

였고(그림 65, 그림 66에서의 빨강 별과 파란 별), 이러한 육안관측의 양상은 산사면의 곳곳에

변위가 0으로 수렴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offset tracking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파쇄지

역에서의 변형의 기작은 암반의 탄성적인 팽창-수축이 아닌 만탑산 표면에서의 산사태

(landslides)임을 강하게 지시하며, 산사태는 폭발에 의해서 만탑산에 존재하는 화산퇴적물

(volcanic deposit) 및 전석(boulder stone)들의 이동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파쇄지역에

서의 암반의 거동이 존재했더라도 표면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신호가 가려지거나 오염되었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표면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신호를 이용하여 만탑산 전체를 단순화(simplified)한 탄성

모델링을 수행하고, 진원의 위치와 그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

행연구에서 제시한 진원모델링의 결과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탄성모델링을 수행해야한다면 주변지역 암반의 탄성적인 거동을 나타내는 InSAR 결과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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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진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파쇄지역에서의 지표변위의 주된 기작은 산사태로

사료되기 때문에 진원모델링을 수행하기 보다는 지표에서 발생한 변위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음파·지진파형의 분석을 통해서 이벤트의 규모와 진앙 및 진원위치를 규명하고, 여

진의 규모 및 분포양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궁

극적으로 현장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는 올바른 해석의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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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제 6차 핵실험에 의한 만탑산에서의 최종 변위영상 1

(파쇄지역: ALOS-2 Ascending, 170829-170912 & ALOS-2 Descending, 170831-170928

주변지역: InSAR 자료처리에서 추출한 동-서 방향의 실제변위벡터 영상

빨강 별: 안정적이고 고정된 지점들 (TerraSAR-X Desencding, 170824-170904)

파란 별: 안정적이고 고정된 지점들 (TerraSAR-X Ascending, 170605-170912))



- 58 -

그림 66. 제 6차 핵실험에 의한 만탑산에서의 최종 변위영상 2

(파쇄지역: ALOS-2 Descending, 170831-170928 & ALOS-2 Ascending, 170831-170912

주변지역: InSAR 자료처리에서 추출한 동-서 방향의 실제변위벡터 영상

빨강 별: 안정적이고 고정된 지점들 (TerraSAR-X Desencding, 170824-170904)

파란 별: 안정적이고 고정된 지점들 (TerraSAR-X Ascending, 170605-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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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위성 SAR 영상을 이용한 인공지진에 의한 지표변위 연구’를 위해서 북한 함

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의 핵실험장 일대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고, 2017년 9월 3일 제

6차 핵실험에 의한 지표변위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 및 해석하고자 하였다.

인공지진 연구에 적합한 위성 SAR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SAR 간섭기법(InSAR), 육안관측

(visual inspection), offset tracking 기법과 같은 다양한 SAR 영상처리기법을 적용하였다.

SAR 간섭기법으로 획득한 간섭도 및 긴밀도 영상을 이용하여 주변지역의 변위를 센티미터 단

위로 측정하였고, 이벤트 전·후 영상의 육안관측의 양상을 반영하는 offset tracking 결과를 이

용하여 파쇄지역에서의 지표변형의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InSAR 자료처리를 통해 획득한 동-서 방향의 실제변위벡터 영상으로부터 주변지역

에서 만탑산의 기반암이 방사상으로 최대 25cm 확장된 것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Offset

tracking 기법을 통해 획득한 변위영상으로부터 파쇄지역에서의 지표변형의 양상은 전체적인

변위가 만탑산의 지형을 따라 중력방향으로 내려오는 경향으로 분포하였으며, 북쪽 사면에서는

최대 2m, 서-남서쪽 사면에서는 2.5에서 최대 3.5m, 동-동남쪽 사면에서는 2에서 최대 2.5m의

변위가 관측되었고, 이는 육안관측 결과를 반영한다.

하지만 육안관측을 통해 만탑산의 사면 곳곳에서 안정적이고 고정된 특징을 갖는 지점(만탑

산의 암반과 노두)을 다수 발견하였고, 이러한 양상은 offset tracking 결과영상에서 산사면의

곳곳에 변위가 나타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파쇄

지역에서의 변형의 기작이 암반의 탄성적인 팽창과 수축이 아닌 만탑산 표면의 산사태임을 강

하게 지시하며, 이는 선행연구인 Wang et al.(Science, 2018)에서 탄성적인 폭발·붕괴·수축 기

작을 기반으로 수행한 진원모델링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 6차 핵실험에 의한 표

면기작은 폭발이벤트에 의해서 만탑산에 존재하는 화산퇴적물 및 전석의 이동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표면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신호를 이용하여 만탑산 전체를 단순화한 탄성모델링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진원의 위치와 그 규모를 산정하는 것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이어서

탄성모델링을 수행해야한다면 주변지역의 암반의 거동을 나타내는 InSAR 결과에 맞추어 진행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위성에서 획득한 SAR 자료를 이용하여 인공지진에 의한 지표변위

를 탐지 및 해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로 다른 영상포맷을 갖는 위성영상의 자료처리 알고리

즘을 구축하였다. 또한 인공지진에 의한 지표변위의 양상이 단순히 탄성적인 거동만을 지시하

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서의 산사태와 같은 기작을 포함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접근방법 및 자료처리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원격탐사도 인공지진연구에 있어 하나의 효

과적인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자료와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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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large-scale earthquakes have occurred eve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artificial earthquakes have also accompani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radius of influence

of human development and activitie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urface

deformation caused by the artificial earthquake, and researches on the analysis of the

surface displacement using SAR images are actively being carried out. In this study, we

chose the nuclear test site of Mt. Mantap as the research area to study of the surface

displacement using satellite SAR images, and attempted to analyze and interpret surface

deformation caused by the 6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using various remote sensing

techniques. We obtained suitable satellite SAR images for observing deformation, and

applied remote sensing techniques such as InSAR(SAR Interferometry), visual inspection,

and offset tracking. As a result, it is estimated that the bedrock of the rim part of Mt.

Mantap had expanded in a radial direction of up to 25cm from the result of the true

displacement vector of InSAR in easting direction. Moreover, the general trend of

deformation at the ruptured zone acquired by offset tracking technique was towards the

direction of gravity. It is observed that the displacement of up to 3.5m on the

west-southwest and of up to 2.5m on the east-southeast slopes as similar as the result of

visual inspection observations. On the other hand, large numbers of stable features(the

bedrock and outcrops) were observed by visual inspection. This tendency strongly indicates

that the mechanism of deformation at the ruptured zone is surficial landslides, but not an

elastic expansion and collapse of the mountain. It is not the same with the model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e elastic expansion, collapse, and compaction in the previou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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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surface displacement caused by the explosive event

suggests the movement of volcanic deposit and boulder stones onto the mountain.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data processing algorithms for SAR images that have different data

formats and quantitatively analyzed the pattern of deformation by the artificial earthquake.

Remote sensing can be applied as an effective method in artificial earthquake researches

and it is expected to be used in connection with oth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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