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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원격탐사는 1970년대 위성 영상의 출현으로 지진 연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먼저 원격 탐사는 지진 연구 분야 중에서 구조 지질학적,
지형학적 연구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활성 단층과 구조들이 위성 영상을 기반으
로 맵핑될 수 있었다(Trifonov, 1984). 그러나 위성 원격 탐사 기술이 도입되던 초
기 시절인 1970-1980년대에는 기술력과 영상의 부족으로 인한 지진 전후의 짧은 간
격의 과정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계열분석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지진 연구에서의 원격 탐사 활용은 지진과 관련된 현상들을 잘 보
여주고 있다. 지표 변형, 표면 온도와 함수량뿐만 아니라 대기의 습도, 가스와 에
어로졸 함유량과 같이 다양한 지진 연구에 필요한 지구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Interferometric SAR (InSAR) 기술을 적용하면 지진 후 지표의 수직 수평
변형을 cm 규모로 관측 및 측정할 수 있고 지진 발생 전의 아주 작은 규모의 변형
도 관측할 수 있다. 현재도 위성 영상을 사용하여 지진 후의 변형을 맵핑한 사례들
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InSAR) 기술은 지진과 관련된 지표
의 변형을 작은 규모로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위성 영상 간섭기법은 레이다 기반,
즉 극초단파 대역의 마이크로파를 기반으로 한 레이다 관측에 기초하고 있다.
InSAR 방법은 SAR 영상의 차이에 의한 간섭 영상으로 합성 구경 레이다
(Synthetic Aperture Radar, SAR)로 불리는 두 개 이상의 위상차가 나는 SAR 영상
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지표에 변형이 발생하면 두 개의 SAR 안테나가 같은 범
위의 지형에 대해서 대상체를 각각 다르게 관측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SAR 영상
을 계산하면 SAR 영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차이를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지구의 표
면의 변형을 수 cm, mm 규모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InSAR의 결과는 단층,
단열, 침강과 같은 중요한 변형의 흔적을 보여준다. 또한, Interferogram은 명백하게
지진과 관련된 지표 변형을 보여준다.

지진 연구를 위한 위성 간섭학의 적용은 1993년 Massonnet et al.으로 Massonnet
이 입증하였다. 나비 모양으로 잘 알려진 the Landers earthquake (M = 7.3, 28
June 1992)는 1992년 4월 24일의 지진 전 영상과 1992년 7월 3일, 1993년 6월 18일
의 지진 후 영상을 처리하여 얻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the Kobe earthquake(Japan,
16.01.1995, M = 6.8), Hector Mine earthquake (USA, M = 7.1, 16.10.99), Izmit
earthquake (Turkey, 17.08.1999, M = 7.8) 등이 보고됐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며칠 혹은 몇 년의 위성영상을 비교함으로써 cm
규모의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이 기술은 지구표면의 변형을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하였다.
20세기 후반까지 지표 변형 관측은 필수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였다. 또
한 오지에 위치한 관측소의 특성상 위험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요구되었다.
InSAR 의 등장으로 이러한 실험적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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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축된 레이다 영상 위성 플랫폼은 간섭학적 적용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
다. 그리고 간섭학의 적용을 통해 높은 품질과 방대한 양의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Landsat, Sentinel, Terra 등의 여러 대의 지구관측 위성이 지구를 지속
해서 관측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4년 발사된 Sentinel 1A 위성의 영상 자료는
유럽 우주국을 통하여 무료로 접근할 수 있기에 Sentinel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SAR의 기본적인 개요에 초점을 맞추었고 InSAR를 이용해 지형적
맵핑과 지표의 변형을 연구하였다. SAR 영상과 InSAR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적, 수
학적 세부사항들은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규모 6 이상의 지진 중에서
주변 식생이 거의 없는 천발지진의 지표변형을 인공위성 SAR의 간섭 영상으로 관측
하였다. 연구 대상 지진 선정에 있어 많은 제약 조건들이 따랐는데 이는 마이크로
파를 사용하는 인공위성 영상의 특성과도 연관이 깊다. 식생과 수분이 존재하는 지
역에서의 SAR 간섭 영상은 깨져 나오게 되므로 제한적인 지진을 대상으로 SAR 간섭
영상을 관측하였다.
간섭영상에서 지구 곡률과 고도에 의한 위상을 제거하고 지표면의 변위만을 추출
하는 기법인 위상차분간섭기법(Differential InSAR, DInSAR)을 이용하였다. 유럽의
Sentinel-1A, 1B 위성영상 중에서 지진이 발생한 전후의 영상을 얻고, 유럽우주국
(ESA)에서 개발한 SAR 처리 프로그램인 SNAP으로 InSAR 영상을 획득하였다. 그 후
InSAR 영상을 Google Earth에 오버랩 시킨 후 해당 지진의 지표변형을 찾았다.
수 십여 개의 지진을 처리해서 얻은 InSAR 영상 중 페루, 알래스카, 중국, 이탈
리아, 일본, 이란, 네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지역에서 총 11개의 지진
에서 지표변형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중 페루, 이란, 중국, 키르기스스탄, 타지
키스탄 지역에서 총 7개의 의미 있는 InSAR 영상을 획득 할 수 있었다. 나머지 4개
의 지진에서는 InSAR 영상에서 지표변형이 관측되나 너무 영상에 잡음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지표 변형의 모양은 나비모양, 타원형태, 반쪽짜리 나비모
양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인다. InSAR 영상에서 얻어진 변위의 모양과 IRIS
(Incorporated Research Institutions for Seismology)에서 제공하는 진원기구해,
규모, 진앙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에 의한 지표 변형 연구 영역에서 InSAR를 적용했다. 그러나
InSAR 는 해양 해류 연구, 식생 파라미터, 영토 구분, 빙하의 프로세스 그리고 산
사태 등 아주 다양한 연구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Rosen et al, 2000,
Massonnet & Feigl, 1998) 이번 연구를 통해서 InSAR 영상에서 보이는 'fringe'가
가지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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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초이론
2.1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합성구경레이다)
영상레이다는 안테나를 통하여 마이크로파를 입사시켜 물체로부터 후방 산란된
신호를 포함하여 2차원적인 영상을 얻는 원격탐사 센서이다. 산란되어 돌아오는 진
폭과 위상을 다각도에서 수신하여 합성하는 시스템이 합성구경레이다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시스템이다. 합성구경레이다는 안테나와 지표물체의 상호움
직임에 따른 도플러효과를 이용해 큰 안테나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이끌어낸
다. SAR영상은 전자기파의 밝기만을 얻는 보통의 광학센서와는 달리 전자기파의 위
상자료가 서로 간섭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고 보존되기 때문에 위성의 고도, 기
상 상태, 주·야간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관측할 수 있으며 뛰어난 해상도를 가진
다. 시간과 위치를 달리하면서 취득된 영상들의 위상차를 이용한 SAR 간섭기법
(interferometry)은 연간 수 cm 걸쳐 일어나는 지표의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진에 의한 지표의 변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Fig )은
합성구경레이다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실제 길이가 D인 안테나에 의하여 보내진 후
에 다시 수신된 극초단파 펄스들의 위상에 대한 기록을 광학적 혹은 수치적으로 처
리하면, 마치 길이가 L인 안테나에 의하여 수신된 것과 같은 신호로서 합성할 수
있다. 이로써 방위방향 분해능이 향상된 SAR 영상을 얻을 수 있다(Sabins,1997).
SAR 영상에서 range방향 해상도와 azimuth방향 해상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ange 방향의 해상도는 chirp 신호의 합성을 통해서 해상도가 향상되며, range방향
해상도

 는 Eq. 1과 같이 정의된다.  는 빛의 속도,  는 펄스 지속시간으로

  (System bandwidth)의 역수이다.


    
 

Eq. 1

또한,azimuth 방향 해상도  는 Eq. 2와 같다.
platform의 속도,

는 안테나의 길이,  는

  는 azimuth bandwidth를 나타낸다. 식에서 볼 수 있듯이

azimuth방향의 해상도는 오직

 안테나의 길이에만 영향을 끼친다. Fig. 1은

SAR의 azimuth 방향 해상도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Curlander and
McDonough,1991)



   ≈ 




Eq. 2

Fig. 2는 합성구경레이다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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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Azimuth 방향 해상도에 대한 개념

Fig.2 합성구경레이다의 모식도

- 4 -

2.2 InSAR (Interferometric SAR, SAR 간섭기법)
InSAR는 SAR 시스템으로 얻어진 레이다 영상간의 위상변화로부터 지구표면의 변
위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즉 동일한 연구지역 혹은 대상물체에 대해서 획득한 두
장 이상의 SAR 영상의 위상차이로부터 지표면의 변위와 고도를 추출해내는 방법이
다. InSAR는 지형학 응용분야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Gabriel et al., 1989;
Howard A Zebker & Goldstein, 1986). 나아가 지질구조상에서 지표면 변위의 움직
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고, cm 단위의 정밀도를 갖는 강력한 기법으로 발
전하였다 (Massonnet et al., 1994, Massonnet et al., 1993; Howard A Zebker et
al., 1994).
Fig. 3는 InSAR 방법의 기하학적 구조관계를 나타낸다. Orbit 1과 Orbit 2를 가
지는 두 개의 레이다 안테나가 목표물과 삼각형을 이루는 기하학적 관계를 가진다.
각각의 안테나에서 측정 목표물까지의 거리

 과   ∆  , 두 안테나간의 거리

B(Base Line), 목표물에서 안테나까지의 높이  가 주어져있다. 각각의 안테나에
서의 위상은 , 로 주어지며, 위상차는 로 주어진다. 위상차는 다양한 원인으
로부터 발생한다. 이는 Eq.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
Eq. 3

∆  는 지구가 타원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상차, ∆ 는 지구
의 지형적인 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상차, ∆ 는 지구표면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차, ∆ 는 지구대기의 굴절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차,

∆ 는 자료획득 시 기기내부 잡음과 자료처리 시 발생하는 오차에 의한
위상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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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SAR 방법의 기하학적 구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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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InSAR
Interferogram은 SAR 기하학으로부터 간섭 위상 줄무늬를 포함하며,

간섭 위상

줄무늬는 지표의 지형이나 변위에 의해 나타난다. Coherence의 수준으로 인터페로
그램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초창기에 InSAR 기술은 주로 Interferogram으로부터
주로 지형 정보를 추출하는 것에 전념하였다. 계속된 기술의 발전으로 지표 변형에
의한 변위로부터 생성된 간섭 위상 줄무늬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것을
Differential SAR Interferometry (DInSAR) 라고 부른다.
DInSAR 기술은 침강, 지진, 빙하의 유동 등에 의해 유발되는 지표의 변형을 cm
혹은 mm 규모의 정확성으로 측정 할 수 있다. 만약 지표 변형이 두 SAR 영상   ,
  의 자료 획득 시간 사이에 발생한 지표의 유동에 기인한 것이라면, 레이다 look

direction에서 지표 변형의 요소인  는 간섭학적 위상에 추가적으로 식으로 기여
한다.

   ∆    

Eq. 4

지표 변형 측정의 목표로써, 기준선에서의 InSAR는 ∆    로 위 Eq. 4를 아래
의 Eq. 5와같이 간단하게 표현 가능하다.

     

E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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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entinel-1A/1B
Sentinel-1A는 유럽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에서 2014년 4월 3일 발
사, Sentinel-1B는 2016년 4월 25일에 두 번째로 발사한 인공위성이다. 두 위성 모
두 무게는 2,300kg이고, 4,800W의 전원으로 운용된다. 지구상에서 693km 떨어진 상
공의 태양동기궤도(Sun-synchronous)를 가지고 12일의 공전 주기로 지구의 SAR 영
상을 제공하고 있다. 탑재체로는 C-band SAR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Geudtner et
al., 2014). C-band는 5.405GHz 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며, 구름을 투과할 수 있어
서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위성영상의 획득이 가능하다. Sentinel-1 C-SAR 시스템의
주요 스펙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Bandwidth

0-100 MHz

Polarisation

HH+HV, VV+VH, VV, HH

Incidence angle range

20°- 46°

Look direction

right

Azimuth beam width

0.23°

Azimuth beam steering range

-0.9° to +0.9°

Elevation beam width

3.43°

Elevation beam steering range

-13.0° to +12.3°

Pulse width

5-100 µs

Receiver noise figure at module input

3 dB

PRF (Pulse Repetition Frequency)

1 000 - 3 000 Hz

Data quantisation

10 bit
Zero-Doppler steering and roll

Attitude steering

steering

Table. 1 Sentinel-1 C-SAR System의 주요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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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AR는 후방산란(back scattering)되어 돌아오는 레이다의 신호를 측정하기
때문에 태양고도에 관계없이 촬영이 가능하다. 이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지표면
의 변형, 빙하 움직임 관측, 기름유출 추적 등 지구환경의 많은 부분을 관측하는데
용이하다.Sentinel-1A의 SAR 영상은 해상도와 Swath 범위에 따라 4가지의 모드가
있으며, 이는 다음의 Table. 2 와 같다.

Mode

Swath (km)

Spatial resolution (m)

Wave Mode(WM)

20

5×50

Strip Map Mode(SM)

80

5×5

Interferometric Wide Swath Mode(IW)

250

5×20

Extra Wide Swath Mode(EW)

400

25×100

Table. 2 Sentinel-1A의 SAR 영상 모드

SAR

영상

촬영방식은

StripMap(Standard)모드,

ScanSAR(Wide

Swath)모드,

TOPS(Terrain Observation by Progressive Scan, 단계적 스캔에 의한 지형 관측)모
드가 있다(Fig. 4). StripMap 모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SAR 시스템의 촬영방식으
로, 위성의진행 방향으로 안테나 빔의 조향 없이 영상을 획득하는 운용 모드이다.
ScanSAR 모드는 대상 물체에 대한 관측 영역을 확장하여 재방문 주기가 짧아지는
광역 관측 모드이다. 그러나 ScanSAR 모드로 획득된 영상은 안테나 패턴 의 불균일
성에 기인하는 오차로 인해 지형 정보의 왜곡이 일어나는 스캘러핑(scalloping) 현
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영상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 다. 이는 중·저
해상도 관측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밀한 관측을 하
는 경우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Sentinel-1A는 이러한 ScanSAR 모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TOPS 모드를 기본으로 채택하여 SAR영상을 촬영하고 있
다.(Fig. 5) TOPS 모드는 기존의 ScanSAR 모드와 같이 넓은 대역폭(Swath)을 촬영
한다. 하지만 SAR 시스템의 진행방향과 같은방향으로 앞뒤로 빔을 조향하기 때문
에, 촬영지역의 방위방향(azimuth direction)과 상관없이 빔의 중심을 따라 자료가
획득되어진다. 이로써 스캘러핑 현상을 최소화하여 지형왜곡현상을 감소시켜서 SAR
영상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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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AR 영상 촬영방식

Fig. 5 TOPS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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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ocal Mechanism (진원기구해)
지진은 물질이 견딜 수 있는 한계(탄성한계)이상의 응력을 받을 때 일어난다. 지
진의 발생에는 취성물질의 존재와 응력을 일으키는 운동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
제적으로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곳은 움직이는 지각 판으로써 그 접촉부에 응력
이 축적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진은 판의 경계 또는 그 부근에 집중된다.
압축과 인장의 사사분면으로 나타낸 그림을 Focal Mechanism(진원기구해)이라고
한다. 수직주향이동단층의 경우는 초기에 관측소에 도달한 모습이 단지 위에서 바
라본 평면도에 지나지 않는다(Fig. 6 b,d). 경사이동운동(정단층 및 역단층)의 경
우는 압축 및 인장 사사분면이 진원과 단층을 지나는 단면 주변에 원(진원구)을 그
려서 시각화한다(Fig. 7a). 지표상의 관측소에 기록되 초기운동은 단층의 경사 및
운동방향(정방향 혹은 역방향)과 관련된 압축/인장 형태를 결정한다(Fig. 7b). 경
사이동단층의 진원기구해는 위에서 눈이 바라보는 진원구의 하반구 모습이다(Fig.
7c). 역단층의 진원기구해는 압축영역이 인장영역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Fig. 8a),
정단층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Fig. 8b).

Fig. 6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의 방사양상을 보이는 평면도
(Modified from Robert J.Lillie, 알기쉬운 지구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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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경사이동단층의 진원구와 진원기구해
(Modified from Robert J.Lillie, 알기쉬운 지구물리학)

Fig. 8 경사단층의 진원기구해와 진원 하반구를 보여 주는 단면
(Modified from Robert J.Lillie, 알기쉬운 지구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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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ulomb 프로그램
Coulomb은 지진 상호 작용의 주요 구성 요소를 탐색 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이
다. 어떠한 심도에서 단층 미끄러짐, 마그마 관입 또는 암맥의 확장과 수축에 의한
변위, 변형 그리고 응력을 계산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어떻게 지진이 단층 주변의
단열을 촉진시키고 억제시키는지, 어떻게 단층 미끄러짐 혹은 암맥이 마그마방 근
처에서 압축되는지가 Coulomb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향이동단층, 정단
층 혹은 단층습곡 등에 연관된 지질학적 변형 또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계산
들은 등방성의 탄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균질 반무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Okada 1992)
응력 전달에 의한 단층 내 상호작용을 증명하는 충분한 이론들이 이미 존재한다.
또한 단층과 관입과 분출로 대표되는 마그마 활동에 의한

정적 응력 변화를 증명

하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Coulomb에는 동역학적 응력, 공극수 분산 그리고 점탄성적 반발에 관한 계산 과
정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배호분지와 지각 적층 사이의 탄성 강성 차이는
쿨롱에서 구현된 탄성 반무한 공간의 것과 비교하여 수정할 수 있다.

Fig. 9 쿨롱 프로그램 Flow chart(Modified from Coulomb instruction)
Coulomb에서는 지진의 정보가 들어있는 input 파일을 불러오고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 과
정을 거친 후 격자와 3D 관점으로 그래프에 도시할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한 도구 tool을 이
용해 응력을 계산할 수 있고 쿨롱 응력을 변화시키면서 단층면을 계산하고 보여줄 수 있다.

Fig. 10 쿨롱 프로그램(Modified from Coulomb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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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3.1 연구지역
지진에

의한

지표의

변위를

관측하기

위해

IRIS

(Incorporated

Research

Institutions for Seismology)를 이용해 유럽우주국(ESA) Sentinel-1A/1B 위성이
운용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에 규모 5.5 이상, 깊이 30km 이내의 주변식생이 적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20개 이상을 찾아냈고, 그 중 지표의 변위를 가장 잘 나타내
는 지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남미지역과(Fig. 11) 아시아지역에서(Fig.
12) 총 7개의 지진을 선정했으며 먼저 남미지역은 페루, 아시아지역의 중국, 타지
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란으로 선정했다.
먼저 남미지역인 페루는 남아메리카판에 속하며 서쪽 해안을 따라 나스카판과 수
렴하여 생성된 페루-칠레 해구가 있다. 페루내의 식생이 발달하지 않은 건조한 서
쪽 해안지역을 선정하였으며 2016년 12월 1일 발생한 지진을 이용하였다. 진앙의
위치는 남위 15.312°,서경 70.827°이다. (Fig. 11)에서 1번 진원지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먼저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만나면서 생기는 수렴형 경계와
맞닿아있는 중국을 선정했고 2곳에서 차례로 2015년과 2016년에 발생한 지진을 연
구하였다. 각 지진의 진앙의 위치는 차례로 북위37.459°동경78.154°, 북위
37.671°동경101.641°이다. (Fig. 12)에서 각각 2, 3번 진원지이다. 두 번째로 타
지키스탄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히말라야 산맥 지진대에 속하여 소규모 지
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다. 또한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만나면서 생기는 변환
단층과 수렴형 경계에 근접해있다. 2015년과 2016년 발생한 2개의 지진을 연구했고
각 지진의 진앙의 위치는 북위38.211°동경72.780°, 북위39.273°동경73.978°이
다. (Fig. 12)에서 각각 4, 5번 진원지이다. 세 번째로 키르기스스탄도 타지키스탄
과 마찬가지로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으로 생긴 변환단층과 수렴형 경계에 근접해있
으며 주로 산간지방으로 이루어져있고 연구가 이루어진 지진도 산간에서 발생한 지
진이다. 발생한 지진의 진앙의 위치는 북위39.479°동경73.339°이다. (Fig. 12)에
서 6번 진원지이다. 마지막으로 서남아시아지역인 이란은 남쪽해안으로 아라비아판
이 유라시판으로 섭입하는 수렴형 경계에 위치한다. 대부분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세 개의 국가가 만나는 국경지역에서 발
생한 지진을 연구하였고 진앙의 위치는 북위35.776°동경60.436°이다. (Fig. 12)
에서 7번 진원지이다. 7 곳의 진원지의 위치를 (Fig.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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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남미지역 중 페루에서 발생한 지진 위치

Fig. 12 아시아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지진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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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rcMap 으로 나타낸 연구지역의 진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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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획득
본 연구에서 연구자료로 사용한 Sentinel-1A/B 위성영상은 유럽우주국(ESA)의
Copernicus Open Access Hub 중에서도 Open Hub에서 획득하였다. 위성은 궤도를 돌
며 12일 간격으로 일정한 구역을 촬영한다. 지진이 발생한 시점이 12일 간격 안에
포함되는 전후 영상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SAR 영상은 99개 이상이며, 그 목록은
Table. 3과 같다.

지진

기간
20161115

페루

1-1

~
20161209

1-2
2-1
2-2

중국
(2015)

20150624

2-3

~
20150724

2-4
2-5
2-6
3-1

중국
(2016)

20160113

3-2

~
20160211

3-3
3-4
4-1

타지키스탄
(2015)

20151118

4-2

~
20151230
4-3

파일이름
S1B_IW_SLC__1SSV_20161115T230734_20161115T
230801_002975_0050E4_38E4
S1B_IW_SLC__1SSV_20161209T230733_20161209T
230800_003325_005AD8_722B
S1A_IW_SLC__1SSV_20150624T004905_20150624T
004932_006508_008A3D_3A0D
S1A_IW_SLC__1SSV_20150718T004905_20150718T
004933_006858_0093F8_5FF1
S1A_IW_SLC__1SSV_20150624T004930_20150624T
004957_006508_008A3D_BE38
S1A_IW_SLC__1SSV_20150718T004931_20150718T
004958_006858_0093F8_B2A4
S1A_IW_SLC__1SSV_20150630T124055_20150630T
124122_006603_008CD2_7965
S1A_IW_SLC__1SSV_20150724T124056_20150724T
124123_006953_0096A6_544B
S1A_IW_SLC__1SSV_20160113T111020_20160113T
111047_009475_00DBF0_0EAB
S1A_IW_SLC__1SSV_20160206T111020_20160206T
111047_009825_00E619_8E74
S1A_IW_SLC__1SSV_20160118T231849_20160118T
231915_009555_00DE41_A125
S1A_IW_SLC__1SSV_20160211T231848_20160211T
231915_009905_00E879_5BF0
S1A_IW_SLC__1SSV_20151206T130533_20151206T
130600_008922_00CC56_D51E
S1A_IW_SLC__1SSV_20151230T130532_20151230T
130559_009272_00D624_A615
S1A_IW_SLC__1SSV_20151206T130558_20151206T
130626_008922_00CC56_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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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5
4-6
타지키스탄
(2016)

20161125

5-1

~
20161219

5-2
6-1

20160615
키르기스스탄

6-2

~
20160710

6-3
6-4

20170330
이란

이탈리아

알래스카

7-1

~
20170411

7-2

20161020

8-1

~
20161101

8-2

20160311

9-1

~
20160404

9-2
10-1

20150506
네팔

10-2

~
20150530

10-3
10-4

쿠마모토

20160408
~

11-1

S1A_IW_SLC__1SSV_20151230T130557_20151230T
130625_009272_00D624_B5B1
S1A_IW_SLC__1SSV_20151118T011338_20151118T
011405_008652_00C4BD_4B46
S1A_IW_SLC__1SSV_20151212T011337_20151212T
011404_009002_00CE7F_EC11
S1B_IW_SLC__1SSV_20161125T010452_20161125T
010519_003108_005491_5E24
S1B_IW_SLC__1SSV_20161219T010451_20161219T
010518_003458_005E89_6ED8
S1A_IW_SLC__1SSV_20160615T130600_20160615T
130628_011722_011F8A_EF33
S1A_IW_SLC__1SSV_20160709T130601_20160709T
130629_012072_012AC0_99D0
S1A_IW_SLC__1SSV_20160616T010530_20160616T
010557_011729_011FC6_0D29
S1A_IW_SLC__1SSV_20160710T010531_20160710T
010558_012079_012AFF_A2B2
S1A_IW_SLC__1SDV_20170330T020351_20170330T
020418_015915_01A3CA_E166
S1A_IW_SLC__1SDV_20170411T020352_20170411T
020419_016090_01A915_4075
S1A_IW_SLC__1SDV_20161020T051118_20161020T
051145_013569_015B9D_5855
S1A_IW_SLC__1SDV_20161101T051118_20161101T
051145_013744_0160F4_D5C1
S1A_IW_SLC__1SSV_20160311T164633_20160311T
164659_010324_00F488_0479
S1A_IW_SLC__1SSV_20160404T164633_20160404T
164700_010674_00FE82_BF7C
S1A_IW_SLC__1SSV_20150506T001057_20150506T
001125_005793_007722_AEB8
S1A_IW_SLC__1SSV_20150530T001058_20150530T
001126_006143_007FA9_4C61
S1A_IW_SLC__1SSV_20150506T001032_20150506T
001059_005793_007722_31DA
S1A_IW_SLC__1SSV_20150530T001033_20150530T
001100_006143_007FA9_33F5
S1A_IW_SLC__1SSV_20160408T091355_20160408T
091430_010728_01001F_83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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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토리

20160502

11-2

20161012

12-1

~
20161105

12-2
13-1
13-2

20160117
칠레

13-3

~
20160813

13-4
13-5
13-6

20170113
아르헨티나

14-1

~
20170206

14-2
15-1
15-2
15-3
15-4

20141107
사방카야

~

15-5

20170401
15-6
15-7
15-8
15-9

S1A_IW_SLC__1SSV_20160502T091356_20160502T
091431_011078_010AEF_565E
S1A_IW_SLC__1SSV_20161012T090608_20161012T
090636_013455_015801_8577
S1A_IW_SLC__1SSV_20161105T090608_20161105T
090636_013805_0162F0_3802
S1A_IW_SLC__1SSV_20160720T095645_20160720T
095712_012230_012FE3_C8D1
S1A_IW_SLC__1SSV_20160813T095646_20160813T
095713_012580_013B73_1DFE
S1A_IW_SLC__1SSV_20160403T233447_20160403T
233514_010663_00FE3D_D364
S1A_IW_SLC__1SSV_20160427T233448_20160427T
233515_011013_0108EB_1820
S1A_IW_SLC__1SSV_20160117T232815_20160117T
232843_009540_00DDD2_06B1
S1A_IW_SLC__1SSV_20160210T232814_20160210T
232842_009890_00E804_61B1
S1A_IW_SLC__1SSV_20170113T231145_20170113T
231212_014819_01825A_1557
S1A_IW_SLC__1SSV_20170206T231145_20170206T
231212_015169_018D27_F12C
S1A_IW_SLC__1SSV_20141107T101530_20141107T
101557_003174_003A78_52CF
S1A_IW_SLC__1SSV_20141201T101530_20141201T
101557_003524_004254_6AD3
S1A_IW_SLC__1SSV_20150118T101509_20150118T
101536_004224_00522A_A2B3
S1A_IW_SLC__1SSV_20150211T101508_20150211T
101535_004574_005A0A_A516
S1A_IW_SLC__1SSV_20150307T101508_20150307T
101535_004924_006269_EA29
S1A_IW_SLC__1SSV_20160915T231611_20160915T
231639_013069_014B96_8503
S1B_IW_SLC__1SSV_20161108T231526_20161108T
231554_002873_004DF9_8CDA
S1B_IW_SLC__1SSV_20161202T231526_20161202T
231554_003223_0057DC_8F47
S1B_IW_SLC__1SSV_20161226T231525_20161226T
231553_003573_0061DC_10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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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15-11
15-12
15-13
15-14
16-1
16-2
16-3
16-4
16-5
20150417
파키스탄

16-6

~
20161128

16-7
16-8
16-9
16-10
16-11
16-12
17-1

2015127
남미지역

~

17-2

20170113
17-3

S1B_IW_SLC__1SSV_20170119T231523_20170119T
231551_003923_006C33_92BC
S1B_IW_SLC__1SSV_20170212T231523_20170212T
231550_004273_0076A1_45CC
S1B_IW_SLC__1SSV_20170224T231523_20170224T
231550_004448_007BE0_B544
S1B_IW_SLC__1SSV_20170308T231522_20170308T
231550_004623_0080FC_AC6F
S1B_IW_SLC__1SSV_20170401T231523_20170401T
231553_004973_008B26_135E
S1A_IW_SLC__1SSV_20150417T001852_20150417T
001922_005516_0070C1_460B
S1A_IW_SLC__1SSV_20150515T122143_20150515T
122211_005932_007A3F_B012
S1A_IW_SLC__1SSV_20150523T001851_20150523T
001919_006041_007CD6_B48D
S1A_IW_SLC__1SSV_20150917T013323_20150917T
013350_007748_00AC52_C41C
S1A_IW_SLC__1SSV_20151104T013324_20151104T
013352_008448_00BF13_2DB4
S1A_IW_SLC__1SSV_20160208T013315_20160208T
013343_009848_00E6C1_F542
S1A_IW_SLC__1SSV_20160217T134345_20160217T
134413_009987_00EADE_2D09
S1A_IW_SLC__1SSV_20160312T134345_20160312T
134413_010337_00F4ED_8271
S1A_IW_SLC__1SSV_20160327T013316_20160327T
013344_010548_00FAD7_CE05
S1A_IW_SLC__1SSV_20161110T071435_20161110T
071505_013876_01652C_642B
S1B_IW_SLC__1SSV_20161115T230734_20161115T
230801_002975_0050E4_38E4
S1B_IW_SLC__1SSV_20161128T071352_20161128T
071422_003155_0055E7_EDF9
S1A_IW_SLC__1SSV_20151217T095407_20151217T
095434_009080_00D0AD_EB3B
S1A_IW_SLC__1SSV_20160110T095407_20160110T
095434_009430_00DAA7_CEC6
S1A_IW_SLC__1SSV_20160227T095406_2016022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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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7-5
17-6
17-7
17-8
17-9
17-10
17-11
18-1
18-2
18-3
18-4
18-5
20150910
기타지역

~
20161226

18-6
18-7
18-8
18-9
18-10
18-11
18-12

095433_010130_00EF05_88D3
S1A_IW_SLC__1SSV_20161102T231213_20161102T
231240_013769_0161CD_A041
S1A_IW_SLC__1SSV_20161126T231213_20161126T
231240_014119_016C9F_C167
S1A_IW_SLC__1SSV_20161220T231212_20161220T
231239_014469_0177A2_0B49
S1A_IW_SLC__1SSV_20170113T231210_20170113T
231237_014819_01825A_D00D
S1A_IW_SLC__1SSV_20160829T230358_20160829T
230425_012821_014394_782C
S1A_IW_SLC__1SSV_20160922T230359_20160922T
230426_013171_014F06_0C9B
S1A_IW_SLC__1SSV_20161016T230359_20161016T
230426_013521_015A1E_5936
S1A_IW_SLC__1SSV_20161109T230359_20161109T
230426_013871_01650A_A552
S1A_IW_SLC__1SSV_20150910T100727_20150910T
100754_007651_00A9D0_12CB
S1A_IW_SLC__1SSV_20151004T100727_20151004T
100754_008001_00B32B_367F
S1A_IW_SLC__1SSV_20160212T231559_20160212T
231627_009919_00E8E9_80D7
S1A_IW_SLC__1SSV_20160307T231559_20160307T
231627_010269_00F2F8_D2A5
S1A_IW_SLC__1SSV_20160525T230738_20160525T
230805_011421_011603_AD77
S1A_IW_SLC__1SSV_20160712T230741_20160712T
230808_012121_012C5F_846C
S1A_IW_SLC__1SSV_20160729T231609_20160729T
231636_012369_013477_6F09
S1A_IW_SLC__1SSV_20160805T230743_20160805T
230810_012471_0137E2_0B3A
S1A_IW_SLC__1SSV_20160822T231610_20160822T
231638_012719_014019_6538
S1A_IW_SLC__1SSV_20160829T230744_20160829T
230811_012821_014394_A782
S1B_IW_SLC__1SSV_20161025T094617_20161025T
094645_002661_0047F8_F28B
S1B_IW_SLC__1SSV_20161115T230734_2016111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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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18-14
18-15
18-16

230801_002975_0050E4_38E4
S1B_IW_SLC__1SSV_20161118T094616_20161118T
094644_003011_0051E3_24AE
S1B_IW_SLC__1SSV_20161202T231526_20161202T
231554_003223_0057DC_8F47
S1B_IW_SLC__1SSV_20161209T230733_20161209T
230800_003325_005AD8_722B
S1B_IW_SLC__1SSV_20161226T231525_20161226T
231553_003573_0061DC_10DA

Table. 3 연구에 사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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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처리
Sentinel-1A/B 위성 영상의 자료처리는 유럽우주국(ESA)에서 개발한 SAR 처리 프
로그램인 SNAP을 이용하였다. Sentinel-1 C-band TOPS 모드의 영상 자료를 처리하
여 InSAR 영상을 획득 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모델링으로 Matlab 기반의 M 파일로
제공되는 Coulomb를 이용했다.
Sentinel-1A/B 위성에서 The Interferometric Wide (IW) swath mode 는 주요한
자료획득 모드이다. IW swath 모드에서는 250 km의 swath와 5m by 20m 의 공간해상
도로 자료를 획득한다. IW 모드는 The Terrain Observation with Progressive
Scans SAR (TOPSAR)를 사용하는 세 개의 sub-swaths를 획득한다. TOPSAR 모드에서
는 마치 ScanSAR에서처럼 빔의 범위 조정이 가능하다. 스캘러핑을 피하면서 균질한
영상의 질을 얻기 위해 각 burst에서 방위각 방향으로 앞뒤로 조정가능하다.
따라서 TOPSAR 모드는 ScanSAR 모드를 거의 같은 커버리지와 해상도를 가지며 대
체할 수 있다. 그러나 SNR (Signal-to-Noise Ratio)와 DTAP(Distributed Target
Ambiguity Ratio)는 거의 동등하다.

Fig. 14 TOPSAR 획득

IW SLC products 는 한 영상 당 sub-swath와 polarisation channel을 포함하고
있다. 각 sub-swath 영상은 burst 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burst
는 분리된 SLC(the Single Look Complex) 영상으로써 자료처리 된다.
유럽우주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Sentinel-1 IW SLC 자료를 지진 전후로 얻은
후 그래프빌더를 통해 다음 Fig. 15의 순서로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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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자료처리 그래프빌더

먼저 지진 전후의 IW SLC 파일을 SNAP 프로그램으로 불러온다. 그 후 Products
View에서 bands를 선택후 IW1, IW2, IW3의 영상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Intensity가 0가 나오는 영상은 잘못된 영상이므로 자료처리를 수행해도 결과가 나
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진 전후의 두 영상을 Coregisterting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
변위를 관측하기 위해서 지진 전후의 지표의 위상차를 알아내야 했다. 두 영상의
위상차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같은 픽셀(범위, 방위각)을 공유하는 영상이 필요하고
이를

중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영상과

부영상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인

Coregistering을 수행하였다. TOPSAR 모드의 SAR 데이터를 Coregistering 하는 것
은 아주 높은 정확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정을 실
시 하였다.
Coregistering을 위하여 Read 와 Read(2)에 지진 전후의 IW SLC 파일을 불러온
다. 그 후 Apply-Orbit-File을 통하여 간결하게 orbit correction을 수행하였다.
SAR 영상을 획득 할 당시의 orbit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함으로써 orbit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TOPSAR Split을 통해 IW가 포함하는
sub-swath를 IW1, IW2, IW3으로 추출하였고,각각에 Back-Geocoding을 수행하였다.
각 픽셀에 좌표를 부여하는 것을 Geocoding이라고 한다. SNAP에서 수행 할 수 있는
SAR 영상의 Back-Geocoding은 외부의 DEM 자료를 SNAP의 SAR 도메인에 가져오는 형
태로 이루어진다. DEM 데이터를 이용하여 Interferometry에 사용되는 지진 전후의
두 영상의 지리좌표를 일치시켰다. 본 자료처리 과정에서는 terrain induced pixel
offsets을 추정하는 DEM 모델인 SRTM 3Sec을 사용하였다(Farr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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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rogram 단계에서는 orbit correction 과 Back-Geocoding을 통해 정확성을
확보한 두 영상을 간섭하여 위상차를 계산하였다. Interferogram의 위상차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위상차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지표 curvature에 의한 위상차가
가장 강력한 신호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효과를 제거해야하는데 SNAP 에서는 자동
으로 제거하도록 설정이 되어있다. Interferogram을 수행하게 되면 지진 후 지표변
형이 있을 시 지표변형이 Fig과 같은 "Interferometric finges"의 형태로 나타난
다. fringes는 2π 주기로 대표되고, RGB 열의 임의의 색으로 표현된다. 각 주기는
위성 센서의 반파장 길이에 해당하게 되므로 C-band를 사용하는 Sentinel-1 A/B 위
성 SAR 영상에서는 한 주기가 약 2.8 cm에 해당한다.

Fig. 16 Interferogram을 수행한 영상

다음으로 모든 burst 데이터를 단일 영상으로 원활하게 결합하기 위해서 TOPS
Deburst operater를 적용하였다. 동시에 모든 subswath로부터 처리된 결과를 합치
기 위하여 TOPS Merge를 수행하였다.
TOPS Debrust를 끝낸 Interferogram에 지구의 지형적 고도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
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Topographic Phase Removal을 적용하였다. Interferogram은
지형적 위상차를 제거함으로써 평탄해 질 수 있다(T.Nagler et al. 2002). 지구 지
형에 의한 곡률과 고도에 의한 위상 효과를 제거해야만 지표면의 변위만을 추출하
는 기법인 위상차분간섭기법(Differential InSAR)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
으로 Topographic Phase Removal을 적용하였다. 이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fringe
가 나타난 것이 다른 효과에 의한 것인지 지진 후 지표 변형에 의한 것인지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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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료 획득 당시의 기기 내부 잡음과 자료처리 시 발생하는 오차에 의
한 위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상 필터를 적용하였다. 본 처리과정에서는 스펙
클(Speckle)에 의한 위상의 잡음을 줄여주는 Goldstein Phase Filter를 사용하였
다. fringe의 가시성을 떨어트리는 스펙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으나, 넓은
지역에 걸친 지표의 변현에 대해서는 약한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Goldstein and
Wenner, 1998)
그래프 빌더를 이용하여 필터링까지 마친 영상에 SNAP에서 제공하는 Terrain
Correction 툴을 사용하여 Terrain Correction을 수행하였다. SAR의 특성에 의해
지형구조, 전파특성, 관측방향 등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해주었다. 즉,
Back-geocoding을 통해 외부 DEM을 SAR 도메인에 적용시켜 지리좌표를 일치시킨
후, 다시 Geocoding 하여 지리적인 좌표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Geocoding 뿐만 아
니라 지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Layover, Foreshorthening, Shadow 등의 SAR에서 나
타나는 영상의 왜곡현상을 보정해주었다.
Terrain Correction을 적용시키고 나면 대상의 위치가 실제의 위치와 일치하게
되어 영상을 다른 도메인으로 투영할 수 있다. 따라서 SAR 영상을 Google Earth 도
메인에 투영하여 방위와 영상의 크기 및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게 된다.

Fig. 17 Terrain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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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in Correction SAR 영상을 Google Earth 도메인에 투영시키기 위해서는 KMZ
파일로 변환시켜주어야 한다. 파일을 변환시키기 전에 영상의 큰 용량과 메모리를
줄여주기 위하여 Spatial Subset을 시켜주었다. Subset은 인접한 pixel을 계산하여
화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료처리를 수행한 IW1, IW2, IW3의 영상 각각의 약 400
MB 평균 용량 크기를 각각 약 100 MB의 용량으로 줄여주었다. 각 영상의 크기를 약
100 MB의 기준으로 줄인 것은 Google Earth에 영상을 투영했을 때 프로그램이 원활
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Fig. 18 Spatial Subset

Fig. 19 KMZ 변환

Subset을 마친 IW1, IW2, IW3의 영상은 SNAP에서 쉽게 Google Earth 확장자인
KMZ로 포맷변환이 가능하다. KMZ로 변환을 끝으로 자료처리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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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oulomb input file

쿨롱 프로그램은 Matlab 기반의 M 파일로 제공이 되며, 지진의 정보를 담은
Input 파일만 설정해주면 손쉽게 단층 모델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Fig. 20은 지진의 정보를 담은 input 파일이다. 쿨롱의 input 파일은 text 파일
을 통해서 생성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간단히 설정을 수정할 수 있다. 지진의 정
보는 본 연구에서 최대 규모를 보여준 2015년 타지키스탄에서 발생한 지진의 정보
를 사용하였다. 영률과 포아송비는 통상적인 수치인 영률    × , 포아송비
0.25를 사용하였다. 지진이 발생한 심도와 경사각, 규모, 파열지역의 길이, 응력의
방향과 세기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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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ulomb input file

Fig. 21는 input 파일을 쿨롱 프로그램 자체에서 수정할 수 있는 탭을 보여주고
있다. 지진의 규모, 파열대의 길이 등의 세부정보는 수정 할 수 없지만, 응력의 방
향, net slip의 정도, 주향이동의 정도, 심도 등의 인자를 손쉽게 수정 할 수 있
다. 이로부터 InSAR에서 관측된 지표 변형과 비교 할 수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쿨롱에서는 input 파일만 생성하게 되면 간단한 계산 과정을 통해 곧 바로
원하는 좌표계에 단층 모델을 도시할 수 있다.

- 29 -

Fig. 22 Coulomb을 사용하여 생성한 좌수향 단층 model

Fig. 22은 쿨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2015년 발생한 타지키스탄의 단층 모
델을 보여준다. 쿨롱에서는 단층 모델의 변위를 수평, 수직의 2D-vector, 3D view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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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해석
4.1 지진 변위와 진원기구해

Fig. 23 페루지진의 DInSAR영상과 진원기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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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는 2016년 12월 1일에 남위 15.312°, 서경 70.827° 남미 페루 사방카야
산 근처에서 발생한 규모 6.3, 심도 10 km 지진의 DInSAR 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것이다. IW1, IW2, IW3는 위성이 ascending 방향으로 자료를 획득할 때 얻
은 것이다. ascending 방향을 통해서 안테나의 Look direction은 그림과 같은 오른
쪽에서 왼쪽을 바라보는 방향이 된다. Fig. 24 왼쪽 상단의 그림은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상단의 그림은 USGS(The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제공하는 진원기구해이다.
진원기구해는 페루에서 발생한 지진이 정단층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준
다. 진원기구해의 관한 정보는 다음 Table. 4와 같다.
Plane

Strike

Dip

Rake

NP1

324°

56°

-85°

NP2

134°

35°

Axis

Value

T

2.098e+18 N-m

11°

50°

N

0.364e+18 N-m

4°

141°

P

-2.462e+18 N-m

79°

252°

-97°

Plunge Azimuth

Table. 4 페루지진의 Nodal Planes와 Principal Axes

DInSAR 영상의 fringe는 USGS에서 제공하는 진앙의 위치와 공간적 오차를 보이고
있지 않다. firnge의 길이와 면적은 다음 Table. 5와 같으며 면적은 ArcMap을 이용
하였다.
Length of fringe (km)
Major axis direction

Minor axis direction

Area (  )

20.83

9.7

Maximum

327452211.8

Minimum

146257852.9

Average

236855032.4

Table. 5 페루지진의 Fringe의 길이와 면적

지표변형을 대표하는 fringe 양상은 RGB가 fringe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처리 수행 과정 중 Phase unwrapping을 통해서 RGB가
fringe의 중심 방향으로 들어가는 양상이 위성의 안테나와 멀어지는 방향 즉, 지표
가 침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표의 변위는 위상이 wrapping 되어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었다. C-band 파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정성적인 Phase
unwrapping을 통해 페루의 지진 후 지표 변위는 14cm 로 계산 할 수 있었다.
진원기구해와 지표변형의 양상을 비교해보았을 때, 지표변형의 양상과 진원기구
해의 단층면의 주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로부터 NP2 단층면이 페루 지진의 주 단층면일 가능성이 크다고 유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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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중국지진(2015)의 DInSAR영상과 진원기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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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는 2015년 7월 3일에 북위 37.459°, 동경 78.154° 중국 서부에서 발생
한 규모 6.1, 심도 20 km의 지진의 DInSAR 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것이다.
위성의 pass 방향은 ascending, descending 영상 모두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descending만 사용하였다. descending 방향을 통해서 위성의 Look direction은 그
림과 같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안테나가 지표를 바라보게 된다.
Interferogram이 잘려 나와서 두벌의 DInSAR 영상을 투영하였다.
진원기구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Table. 6와 같다.
Plane

Strike

Dip

Rake

NP1

317°

69°

102°

NP2

105°

24°

60°

Axis

Value

Plunge Azimuth

T

5.636e+18 N-m

64°

247°

N

-0.822e+18 N-m

12°

133°

P

-4.814e+18 N-m

23°

38°

Table. 6 중국지진(2015)의 Nodal Planes와 Principal Axes

DInSAR 영상에서 지표 변형을 대표하는 fringe는 USGS에서 제공하는 진앙에서 북
동쪽으로 약 20 km 미만으로 떨어져있었고 fringe의 길이와 면적은 다음 Table. 7
과 같다.
Length of fringe (km)

Area (  )

Major axis direction

35

Maximum

1128876970.3

Minor axis direction

21.08

Minimum

574459028.8

Flattening

0.410

Average

851667999.6

Table. 7 중국지진(2015)의 Fringe의 길이와 면적

지표 변형을 대표하는 fringe의 RGB 양상은 fringe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
향으로 페루의 지진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위성의 센서와 지표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부터 지표 변위를 8.4 cm 융기했다고 관측 및 계산
할 수 있었다.
진원기구해와 지표변형의 양상을 비교해보았을 때, 지표변형의 양상과 진원기구
해의 단층면의 주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로부터 NP1 단층면이 본 지진의 주 단층면일 가능성이 크다고 유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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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중국지진(2016)의 DInSAR영상과 진원기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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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는 2016년 1월 20일에 북위 37.671°, 동경 101. 641° 중국 중부에서 발
생한 규모 5.9, 심도 10 km 지진의 DInSAR 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것이다.
위성의 pass 방향은 ascending, descending 영상 모두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descending만 사용하였다.
진원기구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Table. 8과 같다.
Plane

Strike

Dip

Rake

NP1

337°

41°

103°

NP2

141°

50°

79°

Axis

Value

Plunge Azimuth

T

8.568e+17 N-m

81°

356°

N

-0.787e+17 N-m

8°

148°

P

-7.781e+17 N-m

4°

239°

Table. 8 중국지진(2016)의 Nodal Planes와 Principal Axes

DInSAR 영상에서 지표 변형을 대표하는 fringe는 USGS에서 제공하는 진앙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ringe의 길이와 면적은 다음 Table.9 와 같다.
Length of fringe (km)

Area (  )

Major axis direction

14.9

Maximum

284877239.3

Minor axis direction

11.31

Minimum

65859034.1

Flattening

0.240

Average

175368136.8

Table. 9 중국지진(2016)의 Fringe의 길이와 면적

지표 변형을 대표하는 fringe의 RGB 양상은 fringe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
향으로 페루의 지진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위성의 센서와 지표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부터 지표가 5.6 cm 융기하였다고 관측 및 계산 할 수
있었다. 진앙을 기준으로 지진의 주 단층면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지표 변형의 모양
과 진원기구해와의 상관성을 분석해야한다. 이 지진의 경우는 진앙이 fringe의 중
앙부에 위치하게 되어 주 단층면을 유추하는데 있어 두 경우를 생각해야한다.
진앙을 기준으로 지표변형이 융기의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 단층면이 NP1,
NP2의 어느 방향에 놓이더라도 진원기구해상에서 P 구역에 해당하게 되고, 역단층
이므로 변위가 발생한 지역이 단층의 상반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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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타지키스탄지진(2015)의 DInSAR영상과 진원기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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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은 2015년 12월 7일 북위 38.211°, 동경 72.780° 타지키스탄에서 발생
한 규모 7.2, 심도 26 km 지진의 DInSAR 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것이다. 위
성의 pass 방향은 ascending, descending 영상 모두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ascending만 사용하였다. 본 지진에서 지표 변형이 매우 크게 측정이 되어 두벌의
DInSAR 영상을 투영하였다.
진원기구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Table. 10과 같다.
Plane

Strike

Dip

Rake

NP1

214°

83°

8°

NP2

123°

82°

173°

Axis

Value

Plunge Azimuth

T

7.575e+19 N-m

11°

78°

N

-1.175e+19 N-m

79°

255°

P

-6.400e+19 N-m

1°

348°

Table. 10 타지키스탄지진(2015)의 Nodal Planes와 Principal Axes

DInSAR 영상에서 지표 변형을 대표하는 fringe는 USGS에서 제공하는 진앙의 위치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중심부의 영상이 깨져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로 측정할 수 없었다. 영상이 깨진 원인으로 초기에는 광학 위성 영상에서 식
생이 관찰되어 식생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USGS에서 제공하는 지진의 정보
를 통해서 지표 변형의 중앙부에 약 70 km 이상에 걸친 지표 파열대가 존재함을 확
인 할 수 있었으므로 지표 파열에 의해 DInSAR 영상이 깨져 나온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fringe의 길이와 면적은 다음 Table. 11과 같다.
Length of fringe (km)
Major axis direction

Minor axis direction

Area (  )

101.07

70.97

Maximum

22932243173.9

Minimum

13995894682.7

Average

18464068928

Table. 11 타지키스탄지진(2015)의 Fringe의 길이와 면적

본 지진의 지표 변형의 면적을 보면, 본 연구의 타 지진에 비해 매우 큰 값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본 지진이 유일하게 규모가 7 이상으로 약 100 km 이상에 걸친
광역적인 지표 변형이 DInSAR 영상으로부터 관측된다.
본 지진에서 Fig 27의 노란색 선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표 파열대가 존재하므로 이
로부터 NP1 단층면이 지진의 주 단층면임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주
단층면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어 지표 변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표 파열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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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 위치한 fringe의 RGB 양상은 fringe의 중심방향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위성의 안테나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하고 본 지진이 주향이동단
층이므로 층이 그림에서 보이는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한
편 왼쪽의 fringe 양상은 RGB가 중심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 즉, 위성의 안테나
와 가까워졌음을 의미하고 이로부터 층이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두 부분의 지표 변형 양상을 분석하여 본 주향이동단층이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지진의 지표 변위 측정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정성적인 Phase
unwarpping을 통해서 변위를 측정하였기에, 중심으로 갈수록 무수히 많이 보이는
RGB 주기를 제외 하고 주기를 측정하였을 때, 약 8~10개의 주기를 측정하였고 이로
부터 지진 후 지표 변위를 약 30 cm로 계산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오차는 클것
으로 유추되며 향후 ascending 영상과 descending 영상을 통해서 SNAPHU 프로그램
을 통한 정량적인 Phase unwarpping을 통한 변위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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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타지키스탄지진(2016)의 DInSAR영상과 진원기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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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은 2016년 11월 25일 북위 39.273°, 동경 73.978° 타지키스탄에서 발생
한 규모 6.6, 심도 12.6 km 지진의 InSAR 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것이다.
위성의 pass 방향은 descending방향이다. 진원기구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Table. 12와 같다.
Plane

Strike

Dip

Rake

NP1

199°

84°

14°

NP2

107°

76°

174°

Axis

Value

Plunge Azimuth

T

9.439e+18 N-m

14°

64°

N

-1.607e+18 N-m

75°

220°

P

-7.831e+18 N-m

6°

332°

Table. 12 타지키스탄지진(2016)의 Nodal Planes와 Principal Axes

DInSAR 영상에서 지표 변형을 대표하는 fringe는 USGS에서 제공하는 진앙의 위치
에서 남동쪽으로 약 30 km 떨어져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은
fringe가 타원형으로 두 개가 보이고 fringe 기준으로 북쪽으로 영상이 모두 깨져
있는 것이다.
fringe의 길이 측정은 두 개의 타원형을 하나라고 보고 장축 방향의 길이와 단축
방향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fringe의 길이와 면적은 다음 Table. 13와 같다.
Length of fringe (km)
Major axis direction

Minor axis direction

Area (  )

40.74

13.74

Maximum

1091741154.1

Minimum

452786205.9

Average

772263680

Table. 13 타지키스탄지진(2016)의 Fringe의 길이와 면적

본 지진의 지표 변형의 모양은 두 개의 타원이 인접해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
다. 본 지진 단층의 운동감각을 유추하기 위하여 마찬가지의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
다. 두 개의 타원 모두의 fringe에서 RGB가 중심방향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두 지표 변형 모두 위성의 안테나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하고, 이로부
터 단층이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유추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단층의 주
단층면은 NP1 단층면일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하였다. 본 지진의 주기를 측정하는
것은 두 개의 타원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주기가 적게 관측되는 타원형의 지표 변
형에서는 3개의 주기를 측정하였고 이로부터 8.4 cm의 변위를 계산하였다. 상대적
으로 많은 주기를 보이는 타원형의 지표 변형에서는 8주기를 측정하였고 이로부터
22.4 cm의 변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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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키르기스스탄지진의 DInSAR영상과 진원기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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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는 2016년 6월 26일 북위 39.479°, 동경 73.339° 키르기스스탄에서 발
생한 규모 6.4, 심도 15.5 km 지진의 DInSAR 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것이
다. 위성의 pass 방향은 ascending, descending 영상 모두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descending만 사용하였다.
Plane

Strike

Dip

Rake

NP1

248°

56°

97°

NP2

55°

35°

79°

Axis

Value

Plunge Azimuth

T

4.376e+18 N-m

78°

184°

N

0.334e+18 N-m

6°

64°

P

-4.709e+18 N-m

10°

333°

Table. 14 키르기스스탄지진의 Nodal Planes와 Principal Axes

DInSAR 영상에서 지표 변형을 대표하는 fringe는 USGS에서 제공하는 진앙의 위치
에서 남동쪽으로 약 30 km 떨어져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ringe의 길이와 면
적은 다음 Table. 15와 같다.
Length of fringe (km)
Major axis direction

Minor axis direction

Area (  )

24.12

15.13

Maximum

1578893839.5

Minimum

834572681.6

Average

1206733261

Table. 15 키르기스스탄지진의 Fringe의 길이와 면적

본 지진의 지표 변형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관측되는 지표 변형에 대해서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상대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fringe의 RGB 양상은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나
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표가 위성의 안테나로부터 가까워졌음을 의미
하고 11.2 cm 융기함을 관측 및 측정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쪽에 위치한 지
표 변형은 RGB가 중심으로 들어가는 방향 즉, 2.8 cm 침강하였음을 관측 및 측정하
였다. 본 지진은 역단층이므로 융기한 지역이 상반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NP1 단층
면이 주 단층면이라고 유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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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이란지진의 DInSAR영상과 진원기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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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는 2017년 4월 5일 북위 35.776°, 동경 60.436° 이란에서 발생한 규모
6.1, 심도 13 km 지진의 DInSAR 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것이다. 위성의
pass 방향 descending방향이다.
진원기구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Table. 16과 같다.
Plane

Strike

Dip

Rake

NP1

316°

20°

120°

NP2

105°

73°

80°

Axis

Value

Plunge Azimuth

T

2.145e+18 N-m

61°

360°

N

-0.129e+18 N-m

10°

108°

P

-2.016e+18 N-m

27°

203°

Table. 16 이란지진의 Nodal Planes와 Principal Axes

DInSAR 영상에서 지표 변형을 대표하는 fringe는 USGS에서 제공하는 진앙의 위치
거의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ringe의 길이와 면적은 다음 Table. 17과
같다.
Length of fringe (km)

Area (  )

Major axis direction

23.08

Maximum

440145474.5

Minor axis direction

12.41

Minimum

214993254.9

Flattening

0.462

Average

327569364.8

Table. 17 이란지진의 Fringe의 길이와 면적

지표 변형의 RGB 양상은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 즉, 위성의 안테나와 가
까워졌고 이로부터 지표가 11.2 cm 융기함을 관측 및 측정하였다. 지진의 지표 변
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국 2016년 지진과 마찬가지로 단층면이 그림(Fig 29)과
같을 때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본 지진의 단층이 역단층이므로 변위가 발생한 지역에서 지표가 융기의 양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층면이 주 단층면이어도 모두 지표 변형이 발생한 지역
이 단층의 상반에 해당하게 되고 단층면의 방향만 달라지는 경우가 된다. 이에 따
라 변위가 발생한 지역이 단층의 상반에 해당하게 되고 상반 융기의 변형 양상을
유추 할 수 있다. 정확한 주 단층면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구조지질학적 조사와 단
층 모델링이 수반된다면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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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진규모에 따른 지진변위 양상

Fig. 30 규모와 변위의 상관관계

Fig. 31 규모-변위장축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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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규모-변위단축의 상관관계

Fig. 33 규모-평균면적의 상관관계

회귀분석 결과 모두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지진의 규모가 커질수록 DInSAR 영상
에서 지표의 변위가 크게 관측되었으며, 변위의 장단축 또한 크게 관측되었다. 지
표 변형의 면적은 동일 규모에서 비슷한 크기를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규모
가 커질수록 파열의 길이와 지표변형의 면적이 크게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규모
가 7이 넘어가면 지표의 변형은 수 백 km에 걸쳐 나타 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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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표변위 모델링

Fig. 34 2차원 수평변위 단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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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2차원 수직변위 단층 모델

Fig. 34-35은 2015년에 발생한 타지키스탄의 지진의 정보를 토대로 Coulomb에서
제공하는 기초 주향이동모델을 이용하여 만든 임의의 단층 모델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지키스탄의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모델을 쉽게 계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본 단층 모델에서는 단층면에 가해지는 응력의 방향이
임의로 설정되있다는 점이다. DInSAR 영상의 양상과는 최대한으로 비슷하게 생성한
모델이지만, 실제 IRIS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보면 하나의 단층면이 아닌 세 개 부
분으로 단층면이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성적인 해석은 가능하나 정량
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DInSAR 영상과 비교 해
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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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에 전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6이상의 지진 중에서 주변
식생이 거의 없는 천발지진의 지표변형을 위상차분간섭기법(Differential InSAR,
DInSAR)을 이용하여 관측하였다. SNAP 프로그램과 Google Earth를 통해서 관측한
지표 변형을 쉽게 맵핑 할 수 있었다. 그 후 DInSAR영상에서 얻어진 변위의 모양과
USGS에서 제공하는 진원기구해, 규모, 진앙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했다.
지표변형과 진원기구해의 관계에 있어서는 DInSAR 영상의 RGB 방향 즉, 지표 변
형의 변위 방향을 통하여 지표의 상하 움직임과 단층의 운동감각을 유추 할 수 있
었다. fringe의 패턴이 중심으로 들어가는지, 밖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위성의 안
테나와 멀어지고 가까워지게 된다. 이로부터 진원기구해, 위성 안테나의 Look
direction, fringe의 패턴으로 단층의 상반과 하반을 구분 할 수 있고, 방향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fringe의 주기를 측정하여 정성적인 Phase unwrapping을
통해서 지표 변위를 계산 할 수 있었다. 또한 진원기구해와의 상관성을 비교하여
주 단층면 유추가 가능하였고 이로부터 지표변형과 규모의 회귀분석이 가능하였다.
회귀 분석을 위해 지진 규모에 따른 파열길이, 변위의 장·단축 및 편평률, 면적
등을 그래프에 도시하였다. 지표 변형과 규모, 진앙과의 상관성을 회귀분석 하였을
때, 규모가 커질수록 지표 변위, 지표 변형의 장축, 면적 등이 커지는 상관성을 보
여주었다. 한편, 회귀분석의 데이터 수 자체는 적어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Sentinel1A, 1B 위성이 활동을 시작한지 약 3년이고 이 후
지표변형이 발생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간다면 신뢰도 높은 상관성
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DInSAR 영상을 통해 지표 변형을 맵핑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층 모델링 프로그램인 Coulomb 3.0을 적용하여, DInSAR와 USGS의 진원기
구해 정보로부터 단층모델을 생성한 후 연구에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분석적으
로 지표 변형을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표 변형 분석 기법과 단층 모델링을 지질학적, 구조지질학적 지식과 접
목시켜 한반도의 지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을 관측하고 지진 후 지표 변형
을 연구하면서 정량적 해석과 맵핑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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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omb instructions
S1TBX SAR Basics Tutorial
S1TBX TOPSAR Interferometry with Sentinel-1 Tutorial
S1TBX Stripmap Interferometry with Sentinel-1 Tutorial
USGS latest earthquake : https://earthquake.usgs.gov/earthquakes/map/
Incorporated Research Institutions for Seismology : http://ds.iris.edu/
ESA

: http://www.esa.int/ESA

https://scihub.copernicus.eu/
http://step.esa.int/main/doc/tutorials/
IRIS : http://www.iris.edu/hq/
Seismic Monitor : https://ds.iris.edu/seis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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