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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AR (Interferometry SAR) technique is a technique that uses complex data to obtain 

phase difference information from two or more SAR image data, and enables high- 

resolution image extraction, surface change detection, elevation measurement, and 

glacial change observation. In many countries, research on the InSAR technique is 

being conducted in various fields of study such as volcanic activity detection, glacier 

observation in Antarctica, and ground subsidence analysis. In this study, a case of large 

ground settlement due to groundwater level drawdown during tunnelling was intro-

duced, and ground settlement analyses using InSAR technique and numerical analysis 

method were compared. The maximum settlement and influence radius estimated by 

the InSAR technique and numerical method were found to be quite similar, which 

confirms the reliability of the InSAR technique. Through this cas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InSAR technique reliable to use for estimating ground settlement and can be 

used as a key technology to identify the long-term ground settlement history in the 

absence of measurement data.

Keywords: Tunnel, InSAR technique, Ground settlement, Groundwater level draw-
down, Long-term settlement history

초 록

InSAR (Interferometry SAR) 기술은 복소수 데이터를 활용해 두 개 이상의 SAR 이미

지 자료에서 위상차 정보를 얻어 고해상도 영상추출, 지표면 변화 탐지, 표고 측정, 빙하

변화 관측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많은 국가에서 InSAR기술을 활용한 화산활동 탐지, 

남극의 빙하관측, 지반침하 및 지표변화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InSAR 기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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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위 저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InSAR기술로 분석된 지

반침하량을 수치해석기법, 계측결과와 비교 ‧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nSAR기술결과와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추정

한 침하양상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침하구간에서 발생한 최대침하량이 InSAR기술과 계측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InSAR기술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과거 발생한 지역의 시계열적 지반

침하 이력과 터널 및 지하공간 건설 중 갑작스런 이벤트 발생으로 인한 계측이 수행되지 않은 인접구간의 침하특성 파악 

등에 InSAR 기술이 핵심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어:터널, InSAR 기술, 지반침하, 지하수위 강하, 장기 지반침하이력

1. 서 론

SAR (Synthetic Aperture Radar)은 마이크로파를 발사한 후 물체에 반사된 전파를 이용하여 고해상도의 영상

을 얻는 능동형센서이다. 안테나의 크기에 따라 공간해상도의 제약을 받는 레이더와 달리 SAR은 합성 빔 원리를 

이용해 안테나의 크기와 상관없이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센서와 달

리 높은 투과성을 지닌 긴 파장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시간과 대기조건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SAR에 관한 연구는 1950년 Carl Wiley의 Doppler beam sharpening 이론을 바탕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1970

년대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SAR 영상이 취득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 위상정보를 이용한 InSAR (Interfero-

metry SAR) 기술이 지표면 변위 탐지 기법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SAR 탑재 인

공위성 개발을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2013년 SAR를 탑재한 최초의 레이다 위성인 아리랑5호(KOMPSAT-5)

가 운용되고 있다(Yang, 2018). Table 1은 과거에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어 InSAR 분석에 이용가능한 상업

위성 리스트이다.

Table 1. List of commercial satellites available for InSAR technology (ITAtech, 2015)

Satellite Property Band
Signal

wavelength

Revisting

time

Ground

resolution

Preiod of

activity

ERS1-2 European Space Agency C 5.6 cm 35 days 20 × 5 m 1992-2001

ENVISAT European Space Agency C 5.6 cm 35 days 20 × 5 m 2003-2010

RADARSAT-1 Canadian Space Agency C 5.6 cm 24 days UP to 10 × 5 m 1995-2013

RADARSAT-2 Canadian Space Agency C 5.6 cm 24 days UP to 3 × 3 m 2008-today

SENTINEL-1A Italian Space Agency C 5.5 cm 6 days 20 × 5 m 2014-today

TerraSAR X German Space Agency X 3.1 cm 11 days Up to 10 × 5 m 2008-today

COSMO-SkyMed Italian Space Agency X 3.1 cm 16 days Up to 1 × 1 m 2008-today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A case study of ground subsidence analysis using the InSAR technique

173

InSAR 기술은 변형을 측정하는 첨단 기술이지만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수동 위성 시스템(Passive satellite 

system)과는 달리 능동 위성 시스템(Active satellite system)은 위성에서 직접 지구 표면으로 레이더 신호를 보내 

반사된 레이더 신호의 진폭과 위상을 측정한다. 지표면의 특정지점에 대하여 반사된 두 개의 순차적 측정치의 위

상차(Fig. 1의 빨간선 부분)로부터 두 순차시간 간격 동안 발생한 위성과 지표면사이의 거리변화, 즉 침하량을 산

정한다. InSAR 기술의 정밀도는 위성의 해상도와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해상도 위성의 경우 정밀도가 6~8 

mm, 고해상도 위성의 경우 정밀도는 2~3 mm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InSAR 기술은 고정밀 위상데이터를 이용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지표침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로서 날씨, 계절, 시간에 

상관없이 정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지표침하를 측정할 수 있어 본 연구와 같이 광역적인 지역에서 수직구 굴착시

공 전 ‧ 후의 장기적인 침하양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한 기술이다. InSAR 기술의 종류에는 2장의 

영상을 통해 지표면의 변위를 추적하는 방법인 D-InSAR (Differential InSAR), 안정된 위상신호를 갖는 긴밀도

가 높은 PS (Permanent Scatterer) 포인트를 추출해 고정산란체에 대한 지표변위량을 구하는 방식인 PS-InSAR 

(Permanent Scatterer InSAR), 기선거리가 짧은 InSAR의 Subsets만을 이용하여 De-correlation 노이즈의 영향

을 적게 받는 SBAS기술 등이 있다.

Fig. 1. Measurement of InSAR before and after subsidence

InSAR 기술은 남극의 빙하관측(Han et al., 2015), 백두산 지표면 변위 관측(Kim, 2003), 알레스카 화산 활동 

관측(Lu et al., 2005), 상하이 지역 지반침하(Damoah-Afari, 2008), 광주 광산구 지반침하 관측(Lee et al., 2017), 

포항 지진 발생원 분석(Fadhillah and Lee, 2021)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실용성이 증명되고 있다. 청주 오송역부터 

광주 송정역을 통과하는 호남 고속철(약 188 km)의 일부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SAR영상을 활용한 연약지반침하 분석 및 리스크평가가 수행되었다(Lee et al., 2018b; Sungkyunkwan 

University, 2019). 이 연구는 PS-InSAR기술을 이용해 수행되었으며, 2007년 발사된 독일의 첫번째 레이더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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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SAR-X와 2010년 발사된 쌍둥이 위성 TanDEM-X 위성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0.001 mm 단

위의 침하량을 관측하였고, 정밀수준측량을 통한 데이터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점, 선, 면단위 모두 1급(±0.6 mm)

에서 2급(±1.0 mm) 수준측량의 정확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 태백일대 폐광산주변의 지반침하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SAR 영상자

료를 활용한 지반침하 관측 및 분석이 수행되었다(Cho and Kim, 2012). 이 연구에서는 D-InSAR 기술이 활용되

었으며 일본의 항공 우주연구소(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의 ALOS PALSAR 인공위성레이

더를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X-밴드와 C-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L-밴드를 활용하여 decorrelation의 

영향을 줄였고 대기에 의한 자연신호와 잡음의 제거를 위해 수직기선거리가 1,100 m 이하로 제한된 96개의 간섭

쌍을 활용하는 SBAS 기술도 함께 적용했다. 연구결과 대상지역에서 연간 2~4 cm 수준의 침하가 발생하고 있으

며, InSAR기술을 이용한 지반침하 관측이 휴 ‧ 폐광산의 침하조사 사전자료로 사용되기 충분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터널 및 수직구 굴착이 수행된 지역의 광역적인 시계열적 지반침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InSAR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3차원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2. 터널굴착 중 침하발생사례 현장개요

최근 국내에서 터널 굴착 중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이에 따라 터널 굴착 

중 지하수위의 변화가 지반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Yoo, 2003; Yoo and Kim, 

2007; Park et al., 2008; Lee et al., 2018a), 최근에는 터널 지하수 관리개념의 도입을 위해 도심지 대심도 터널의 

지하수 변동영향 제어방안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Jeong et al., 2021). 본 사례는 GL-60 m의 수직구와 싱글 

쉴드TBM으로 터널을 약 95 m 굴착 중 발생한 지하수 유입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로 인하여 수직구 주변 약 200 

m구간에서 최대 약 20 cm의 침하가 발생한 사례로서 수치해석과 InSAR기술을 이용하여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지반거동을 분석하였다. 

대상지역은 과거 농경지와 염전이 발달한 지역으로 현재는 매립되어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다. 대상구간은 

변성암류인 송악편마암과 평택혼성편마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쥬라기의 신평화강암이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발달하고 있다. 발진수직구와 터널노선을 따라 조사된 지층단면이 Fig. 2에 나타나있으며, Fig. 3은 지하수위 강

하에 따른 변형이 발생한 대상지역 내 점토퇴적층과 풍화토층의 두께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대상지역의 지하수위는 GL-5 m 내외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안에 인접되어 있어 해수면 변동에 따

른 지하수위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간조 시와 만조 시의 수위를 측정하였으며 만조와 간조 시 수위변화는 크지 않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층별 투수계수를 파악하여 수리지질 특성을 파악한 결과 매립층에 대한 투수시험 결과 

투수계수는 1.8 × 10-3 ~ 8.46 × 10-4 cm/sec, 퇴적점토층의 투수계수는 8.09 × 10-6 cm/sec, 풍화토의 투수계수는 

3.18 × 10-4 cm/sec, 단층파쇄대층의 투수계수는 5.99 × 10-4 cm/sec, 풍화암층의 투수계수는 3.25 × 10-5 cm/sec의 

범위를 보였으며, N값에 의한 투수계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지층별 투수계수는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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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und conditions

(a) Thickness of clay layer (b) Thickness of weathered soil layer 

Fig. 3. Thickness of soil layers

3. 수치해석을 통한 침하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침투발생과 지표침하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침투-응력 연계해석을 수행

하기 위해 FLAC-3D를 이용한 3차원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광역적인 침하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델 해석

영역을 700 m⨯700 m로 설정하여 지하수 변동에 따른 영향범위를 면밀하게 반영하였고 수직구 굴착에 따른 지

반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굴착/지보재 설치, 경계조건의 변화, 재료의 특성치 및 형상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모델

링하였다. 상세지층 모델링에 활용한 시추공은 본 지반조사 시 시추한 총 40공과 국토기반정보 포털시스템을 이

용하여 대상구간 인접 시추공 18공을 추가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Table 2에 수치해석 시 적용된 지반의 물성

치를 정리하였다. 물성치는 지반조사결과, 문헌조사, 유사현장 자료조사 등으로부터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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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il and rock properties

Unit weight 

(kN/m3)

Cohesion

(kN/m2)

Friction angle

(degree)

Elastic modulus

(kN/m2)

Permeability

(cm/sec)

Poisson’s

ratio

Fill (sand) 18   0 28 6   2.4E-3 0.35

Clay 17.5 20   0   3.2   4.2E-6 0.4

Weathered soil 19 15 30 11.4 3.27E-4 0.32

Weathered rock 20 30 32 150   1.0E-3 0.3

수치해석은 수직구 굴착에 따라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침하영향범위를 검토하는데 활용되었으며, 지하수위 

강하에 따른 즉시침하와 지하수 양수를 중단할 때까지 강하된 지하수위가 유지된 기간 동안의 추가적인 장기침

하를 고려하여 침하영향범위를 파악하였다.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다수의 지하수 관측공에서 계측된 최저지하수

위를 3차원 공간좌표로 입력하여 강제 강하시켜 적용하여 양수량 및 투수계수 등의 신뢰성에 따른 침하량 산정의 

오차를 줄였다. 실제 계측된 최저지하수위를 적용하므로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할 필요없는 지하수위 강하로 인

한 침하를 추정하는 직관적이고 보수적인 산정방법이다. 수치해석 수행과정은 먼저 상세 지층모델링이 이루어진 

초기단계, 부지조성 매립에 의한 침하량 분석단계, 수직구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로 인한 침하량을 분석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침하량분석에서 가장 영향이 큰 풍화토의 변형계수는 현장 일부구간에서 파쇄대, 공동 

등 지질취약구간이 산재되어 있는 지반의 불확실성이 큰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지반조사보고서에서 추정된 범위

(풍화토 E = 11.4~89.6 MPa, 점성토 E = 3.2~25.0 MPa) 내 하한치를 적용하여 침하량을 보수적으로 검토하였다.

Fig. 4는 수직구 굴착이전 매립단계 침하 해석결과와 수직구 굴착 후 지하수위 강하로 인한 단기 및 장기침하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립에 따른 침하해석 결과 대상구간은 지질이상대 및 토사층 층후가 두꺼운 구간에

서 침하가 뚜렷하게 발생하였으며, 최대 침하량은 수직구와 350 m 이격되어 매립 두께가 두꺼운 구간에서 최대 

(a) Settlement contour due to landfill before the 

start of shaft excavation

(b) Settlement contour for 15 months after the 

start of shaft excavation

Fig. 4. Ground settlement around launching shaft estimated using numerical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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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8 cm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발진구 굴착 중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즉시침하 및 압밀침하를 지하

수위 강제강하를 약 15개월 간 유지시켜 추정한 결과 발진구 주변 최종 침하량은 최대 21.8 cm이며 침하영향반경

은 약 200 m 내외로 나타났다.

4. InSAR를 이용한 지반 침하 분석

InSAR 기술을 이용한 지표면 또는 구조물의 시간경과에 따른 거동분석은 이탈리아 TRE-Altamira사를 통해 

상업위성인 COSMO-SkyMed (CSK)와 Sentinel-1의 위성레이더 데이터를 이용해 수행했으며, 수직구 굴착착

수 전 32개월, 굴착착수 이후 22개월 총 4년 7개월 동안 6~16일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Sentinel-1위성은 2015.01. 

18.~2019.08.31. 기간 동안 총 111장의 image, COSMO-SkyMed위성은 2015.01.05.~2019.08.12. 기간 동안 총 

74장의 image를 취득하여 수직구 굴착작수 이전 4년 8개월간 지점별 누적 침하량 데이터를 취합하여 주요일정

별로 누적침하 분포도를 도시하여 광역적 거동을 분석하고,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침하량 증가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를 도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굴착착수(17.10.17) 이후 양수중단(19.07.02) 까지 약 21개

월간 지반변형 편차를 계산하여 수직구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침하분포를 분석하였다.

Fig. 5는 InSAR기술을 통해 발진구 굴착 전 ‧ 후의 침하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Fig. 5(b)는 2015년 1월부터 발

진구 굴착 직전까지 약 32개월 동안 발생한 지표변위량을 InSAR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InSAR 기술을 통한 과

업구간 내 광역적 침하량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결과 과업구간 전구간에서 수직구 굴착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잔

류침하가 평균적으로 0.3~1.5 mm/month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진수직구 굴착 전 

약 32개월(2015.02~2017.10) 동안 발진수직구 인근에서 10~50 mm, 대상구간 북서쪽 도달수직구 인근에서 약 

30~60 mm의 침하 발생하였다.

Fig. 5(c)는 2015년 1월부터 터널 및 도달수직구 굴착중지 시(TBM 챔버 폐합 및 도달수직구 양수중단) 까지 약 

50개월 동안 발생한 침하량 분포이다. 이 기간 이후에도 TBM이 터널 안에 방치되어 있고 발진수직구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지 않아 발진수직구로 지속적으로 지하수 유입이 발생하여 양수를 중단하지 않았다. Fig. 5(b)와 비

교하였을 때 침하는 주로 발진구 인접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주로 발진구 동쪽방향 도로를 따라 침하가 집중되

어 최대 약 180 mm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침하가 도로를 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InSAR 

기술이 공장건물 지붕의 침하량을 측정하게 되어 공장건물은 기초로 인해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된다. 반면 수치해석은 green field 조건에서 수행하므로 원형 형태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5(d)는 2015년 1월부터 발진수직구 양수중단 시까지 약 55개월 동안 발생한 침하량 분포이다. Fig. 5(c)와 

비교하였을 때 침하량과 분포형태는 거의 동일하지만 발진구 양수로 인하여 발진구 인접구간 침하량이 최대 210 

mm 수준으로 터널굴착 중지 이후 약 5개월 동안 발진구 지하수 양수로 인하여 추가로 약 30 mm침하가 발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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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ea of interest (b) Settlement distribution occurred for 32 months 

before the start of shaft excavation

(c) Settlement distribution occurred for 50 months 

until tunnel excavation is stopped

(d) Settlement distribution occurred for 55 months 

before the end of pumping from the shaft

Fig. 5. Ground settlement contour using InSAR technique

Fig. 6은 발진수직구 인근 특정지점에서 침하량 변화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발진구 굴착

이 시작되는 17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침하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보이며, 지하수 유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18년 5월부터 침하량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터널굴착 중지 및 TBM 챔버 폐합(19

년 2월) 이후로도 침하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발진구 주변 침하는 주로 약 60 m 심도의 수직구 

벽면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로 인한 침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 7은 발진수직구 굴착착수(17년 10월) 이후 발진수직구 양수중단 시(19년 7월)까지 수치해석과 InSAR기

술을 이용한 침하량 산정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수치해석결과 최대침하량은 217 mm, InSAR 분석 결과 최대침

하량은 200 mm내외로 거의 유사한 값을 보였으며, 주요 침하발생 구간도 발진구 동쪽 도로구간으로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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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물이 있는 위치에서의 지표변위 탐지가 어려운 InSAR 기술 특성상 침하발생 구간이 도로와 공장 주차장

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반침하가 주로 발진구 동쪽에서 발생한 것은 지층구조와 지하수 흐름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6. Ground settlement change with time at certain spots near the vertical shaft using InSAR technique

(a) Settlement distribution estimated by 

numerical analysis method

(b) Settlement distribution measured using 

InSAR method

Fig. 7. Comparison of ground settlement distribution due to groundwater level drawdown using InSAR technique 

and numerical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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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침하가 발생한 구간에 Fig.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풍화토층이 깊게 분포하고 동측 해안방향으로 갈수록 

점토퇴적층의 층후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지하수의 흐름이 도로와 평행하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하수위 저하량과 양수중단 후 지하수위 회복곡선으로부터 확인하였다. 고지형도 분석결과 대상구간은 소규모 

구릉이 발달한 지역으로 계곡부가 동서방향 도로와 평행하게 나타났다. 발진구 지하수 양수 중 지하수위 강하가 

발진구 남서쪽에 비해 북동쪽에서 5 m 이상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발진구 양수중단 이후 지하수위 회복속도는 

발진구 북동쪽보다 남서쪽에서 빠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하수 흐름은 고지형 계곡과 평행하게 발생하고 지하

수공급이 남서쪽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하수위 강하로 인한 침하량은 토층 

두께가 크고 지하수위 강하가 크게 발생한 발진구 북동쪽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상구간은 과거 해성퇴적지반을 연약지반 처리를 통해 단지를 조성하였고 자연상태의 지반을 강제적으로 압

밀침하를 유도하였다. 지반조사 결과 기반암층의 출현심도와 풍화대 층후도 단지 내 지점마다 크게 차이나고, 지

중 계곡부를 따라 바다측으로 지하수 흐름이 있는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상구간 매립이 15년 이상 경과된 시

점에서 시간적으로 당초 설계 시 예측된 잔류 침하는 완료되었을 시점이므로 잔류침하의 가능성은 적다. 지형적

인 요건에 의해 당초 조사 시 파악되지 않은 깊은 연약지반의 존재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전반적인 지층분포

로 볼 때 이러한 점은 국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업구간의 경우 직접적인 지하수 유출에 의한 지반침하 

현상은 공사 진행과 시간차이를 두지 않고 발생하였다. 공사가 진행되기 전이나 공사가 중지된 이후에 광범위하

게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된 지반침하 현상은 공학적으로 볼 때 지하수 유출로 인한 풍화대 이상 지층의 압축침하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직구 및 터널굴착 중 지반침하 사례연구를 통하여 InSAR기술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InSAR

기술은 능동 위성 시스템(Active satellite system)은 위성에서 직접 지구 표면으로 레이더 신호를 보내 반사된 레

이더 신호의 진폭과 위상을 측정하여 지표면의 변위를 측정하는 기술로 현재 이탈리아 등의 상용위성의 데이터

를 이용하여 수 mm 이내의 정확도로 지반변위의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InSAR

기술을 활용한 지반침하 및 지표변화를 관측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InSAR

기술을 활용하여 mm 단위까지의 지표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 

본 사례에서는 광역적 지반시추조사, 장기간의 지하수위 계측, 3차원 수치해석 등을 수행하여 대상지역에 대

하여 종합적으로 광역적인 지반침하 양상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InSAR 기술을 이용한 지반침하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지역은 과거 낮은 구릉지가 발달하고 여러개의 소류지 및 염전이 위치한 해안지역을 

매립한 산업단지 조성구간으로 광역적으로 장기간의 침하가 지속되고 있고 침하양상과 지하수 흐름양상이 고지

형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InSAR 기술과 FLAC3D를 이용한 광역적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하

여 비교분석한 결과 본 공사 중 발생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최대침하량과 영향범위가 유사하게 추정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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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어 InSAR기술을 통한 침하량 분석방법이 충분한 신뢰성이 있다고 파악되었다. 대상구간과 같이 지속

적으로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시공 전 초기치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특정이벤트 발생으로 인한 

지반침하량 산정 시 InSAR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연구에서는 InSAR기술을 이

용하여 파악된 침하량을 실제 계측침하량과 비교분석하여 InSAR기술의 유효성과 실무 적용성을 정확하게 검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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