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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기후변화와 하천 제방의 노후화로 인해 수재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나 기존의 재래적인 하천 제방의 점검은 많은 인력과 예산
소모로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하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홍수 대응을 위해 새로운 모니터링과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인공위성(Sentinel-1)을 이용한 하천 제방 변위 산출, 수문학적 요인과의 관계 분석 항목들을 결합한 하천 제방 건강상태 모
니터링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변동성 지수를 계산하여 4등급으로 구분하였고, 토양 수분의 급증한 결과를 토대로 제방
붕괴 구간이 변동성이 급증한 취약지점 상태로 판단하였다. 향후에는 원격 기술과 분석 항목들을 결합한 포렌식 기법을 통해 기존 제
방관리 시스템의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용어: SAR, 제방 붕괴, 토양수분도, 제방 위험도 관리 시스템

ABSTRACT
Recently, the risk of water disasters are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and the aging of river levees. Existing conventional river
embankment inspections have many limitations due to the consumption of a lot of manpower and budget.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monitoring and forecast/warning method for effective flood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the river levee health monitoring system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iver levee deformation and hydrological factors using Sentinel-1. The variance index calculated in
this study was classified into 4 grades. And the levees collapse section was judged to be a high vulnerable point in which the variance
rapidly increas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rapid increase in soil moistur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advance
levee maintenance technology and improv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through the advancement of the existing levee management
system and automated monitoring through the forensic method that combines remot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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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홍수사상이 변화하면서 국지성 호우
및 돌발 홍수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제방 붕괴 및 수재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6월 말부터 8월 초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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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속된 기록적인 장마가 발생하였으며, 8월 7일과 8월 8일 이틀 동안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영산강 유역과 섬진강
유역에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합천 창녕보 상류에서는 낙동강 좌안 제방이 붕괴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섬진강
댐 하류인 남원시 금지면의 금곡교 상류 좌안의 제방 붕괴가 발생하여 주택 447세대와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1,100 ha가 물
에 잠기고 710명의 이재민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Lee et al., 2020).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의 관리를 위해 등급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하천 제방의 유지·보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안전공단)｣에 따라 제방 및 부속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나 점검내용은 조사관에 의한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로 제방의 전체적인 점검과 다양한 변형 양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며, 인력과 예산의 소모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다. 또한, 대부분 하천 제방은 1980년대 축조되었고 노
후화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하천 전체 시설을 보
강하기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예상됨으로 제방의 유지관리를 위해 변형 및 붕괴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밀
한 모니터링을 통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방의 붕괴를 일으키는 매커니즘은 Table 1과 같이 크게 월류, 침식, 제체 불안정, 하천 구조물에 의한 붕괴로 나눌 수 있
다. 월류는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홍수 유출로 인한 제방고 부족, 토사나 유목으로 인한 통수능 저하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
고 세굴은 하천의 급경사, 만곡부에 의한 과대한 유속과 소류력으로 발생한다. 제체 불안정은 성토 재료의 불량과 제체 및 지
반 누수에 의한 파이핑(piping), 기초 침하에 의해 발생하며, 마지막으로 제방에 인접한 교량과 같은 하천 구조물의 접촉면의
붕괴로 제방이 붕괴될 수 있다(Yoon, 2003). 제방 붕괴는 하나의 매커니즘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매커니즘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제방이 파괴되거나 붕괴되지 않더라도 장마와 홍수로 인해 쉽게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침
투, 누수, 침하 등으로 인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제방 내부의 물리적 변화는 제방 붕괴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킨다(Özer et al., 2018). 이러한 제방 붕괴 매커니즘 현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제방 제체의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제방 상태 모니터링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Table 1. Several types of levee failure (Yoon, 2003)
Overflow

- Lack of levee height due to flood spills exceeding the planned scale
- Underestimation of design flood volume or convayance due to outflow of soil ro diftwood
- Overflow due to reduction in section of water flow by brdige decks or abutments and piers

Scour

- Excessive flow velocity and turbulence in steep slopes of rivers and sharp bends
- Scouring of the lower part of the levee due to narrowing of the lower width section and long-term river
bed changes

Body instability

- Piping due to defects in levee materials, lack of standard cross-section area of levee and ground leakage
- Problems in levee design or construction that cause instability of levee foundation

Destruction by river
structure

- Collapse of bridges or collapse of contact surfaces of constructed design of dysenteric materials
- Collapse at the beam installation point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방 모니터링 방법에 관한 연구로 광섬유, 항공 LiDAR(Laser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hn et al.(2020)은 광섬유 센서와 분포형 온도 센싱 시스템을 이용한 제
방 모니터링 실험을 통해 저류지 수위 변화에 따른 제체 내부의 온도 변화를 관측하여 저류로 인한 제방 내부 침투 현상을 모
니터링 하였고, Choung(2014)은 항공 LiDAR를 이용하여 점군 자료와 광학 영상을 활용하여 하천 제방의 구성 요소 매핑 기
술을 개발 하였다. 광섬유 센서를 이용할 경우 센서 설치 비용 및 관리와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 LiDAR의 경우
항공 운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막대한 비용이 발생 한다. 이와 달리 짧은 재방문 주기를 갖는 인공위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지
역에 대한 영상만 확보가 된다면 추가 비용 없이 분석을 통해 정밀하고 경제적이며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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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기반의 원격탐사 기술의 발달로 광역지역에 대한 시계열 분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성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기법이 지표 특성을 관측하는 분야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Massonnet and Rabaute, 1993; Moreira et al., 2013; Ariyama and Saito, 2014).
SAR 영상을 이용한 분석 기법 중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InSAR 기법은 2장 이상의 SAR 영상을 합성시
켜 영상 간 차이를 분석하여 지표 변위량을 산출하는 기술로서 넓은 지표 변위량을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Kim et al.,
2017). SAR 영상을 이용하여 지표의 변화 특성을 관측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Ge et al.(2007)는 광산지역에 대
한 지표 변위를 분석하였고, Liu et al.(2016) 빙산의 고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Özer et al.(2018)는 SAR영상을 이용하
여 하천 제방의 변위를 측정하여 제방 변위에 따른 위험도를 제시하였다. Paloscia et al.(2013)은 후방산란계수와 토양수분
도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Artificail Neural Network-ANN)을 이용한 토양수분 추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Gao et al.(2017)은 후방산란과 정규식생지수(NDVI)와의 선형적 관계를 이용하여 토양수분도를 추정하였으며, Lee et
al.(2017)는 Sentinel-1 SAR영상의 후방산란계수와 토양수분도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수분
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제방 모니터링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제방 붕괴 원인 분석을 위한 포렌식 기법을 제안하며 분
석 항목 중 인공위성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Sentinel-1의 SAR 영상을 이용해 2020년 8월 8일에
붕괴가 발생한 섬진강 유역의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제방의 봄과 여름철(2020.04.09.~ 2020.08.07) 제방 변위를 추출
하여 변동성지수를 산정하였고 취약지점을 판별하였다. 또한, 남원시 이백면과 운봉읍의 SAR 영상의 후방산란계수와 토
양수분도와의 관계를 검증하여 붕괴 구간 내 토양수분도를 분석하고 제방 붕괴의 전조 증상을 확인하였다.

2. 본 론
2.1. 연구지역 및 연구 방법
2.1.1 연구 지역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섬진강 유역(Fig. 1)의 섬진강댐 하류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부근으로 농지와 초지로 구성되어 인공위
성 영상 분석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이다. 섬진강으로 합류하는 국가하천으로는 요천과 보성강이 있으며, 섬
진강 유역의 24시간 임의지속시간 강우량이 500년 빈도 이상으로 큰 강우량이 전북 남원과 순창 등 근접지역에 집중되어있
다. 남원시 요천 합류점 부근의 경우 평탄지가 비교적 적게 분포하여 내수에 의한 침수피해는 크게 우려되지 않으나 저지대
가 남원시 시가지를 포함한 중하류부에 위치하고 그 범위가 넓게 형성되어 이상 홍수 또는 제방 붕괴 시 외수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9). 본 연구는 2020년 8월 8
일 붕괴가 발생한 Fig. 2의 금곡교 제방 인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홍수 조사단의 조사
결과 Fig. 3과 같이 2020년 8월 7일 극한 강우의 발생은 금곡교 제방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방 붕
괴 구간은 (구)금곡교에 인접한 상류 부근이며 (구)금곡교에는 수위관측소가 존재한다. 붕괴 당시 금곡교 계획홍수위 EL.
56.05 m를 넘은 EL. 56.62 m를 기록하였고, 홍수위가 제방고를 넘지 않았으나 제방고 보다 낮은 (구)금곡교가 보 역할을 하
여 통수능 저하로 인해 월류 및 제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Lee et al., 2020). 연구 대상지의 제방은 둑마루가 6 m의
1차선 도로로 포장되어 있어 식생의 영향이 작고 제체폭은 이미지 해상도인 약 13 m내에 포함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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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omjin river basin

Fig. 2. Research area

Fig. 3. Precipitation and water level (Gumgok bridge)

2.1.2 제방 붕괴 위험도 산정 기법
제방 붕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장기간의 변형 또는 갑작스런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모니터링과
위험도 산정을 통해 붕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제방의 붕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포렌식(Forensic) 기법을 통해 위험
도를 분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Fig. 4와 같이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산출한 제체 변동성과 토양수분도 모니터링 결과에 추
가로 제방 붕괴의 포렌식 분석 항목들을 결합하여 제방 붕괴 위험도 산정 기법을 제시하였다. 포렌식이란 ‘법의학’을 뜻하는
단어로, 붕괴 및 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 사고 원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증명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Kool et al.(2019)
는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여 독일 Braitenhagen 제방의 붕괴 원인을 분석하였고, 이 때 과거 공사 이력, 지반 특성, 제체 단면
특성, 배수 및 지하수 조건을 분석하여 모의를 통해 붕괴 최적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금곡교 제방 붕괴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 수문기상학적 요인(강우량, 수위 분석), 지형학적(유역 지형, 하도) 및 수문환경학적 요인(섬진강 요천 합류
구간), 구조물 존치(금곡교로 인한 통수능 저하), 하도 정비, 댐 운영 등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
다(Lee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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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s of levee failure warning/forecasting in this study

2.1.3 Sentinel-1
Sentinel-1은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이 실시하는 Copernicus 프로그램 위성 중 첫 번째 위성으로 Sentinel-1A
와 Sentinel-1B 두 개의 위성이 12일을 주기로 동일 궤도를 180°의 위상차로 비행한다. Sentinel-1의 임무는 북극/남극 해빙
모니터링 및 해양 환경 관찰, 해상 운송 구역 감시, 식생 분포와 및 육지 표면 매핑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
며, 궤도 기준선과 반복궤도 주기를 통해 지표 변형, 빙권 역학 모니터링과 같은 간섭계 (InSAR) 기법이 가능하여 일관된 변
화 감지 응용이 가능하다. Sentinel-1 은 C-Band(5.405 GHz)를 탑재하여 전천후에 SAR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무상으로
Copernicus Open Access Hub에서 영상을 받을 수 있다(Geudtner et al., 2014). Sentinel-1의 영상획득 모드는 해상도와 주
사폭에 따라 달라지며 SM, IW, EW, WV 4가지 모드가 있다. 이 중 IW(Interferometric Wide Swath) 모드는 육지관측에 가
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영상 획득모드로 250 km의 넓은 관측 폭(swath width)와 3개의 sub-swath로 구성되고, 5 m×20 m
의 공간해상도를 갖는다. 각 영상모드에 따라 위상과 진폭 정보가 포함된 SLC(Single Look Complex)와 진폭 정보만 포함
된 GRD(Ground Range Detected) 2가지 처리 기능이 있다. SLC는 시계열 분석에 용이하며 지표변위를 추출하는데 사용되
며, GRD는 토양수분도를 산정할 때에 사용하였다. Table 2은 Sentinel-1 IW모드의 특성을 나타낸다. 촬영 모드는 안테나 송
수신 방향에 따라 VV, VH, HH, HV 같은 4가지 편파 영상이 제공되며 HH와 HV는 주로 극지방에서 사용되므로 국내지역
관측에는 VV, VH 영상을 활용하였다(Yu and Yun, 2019).
Table 2. Characteristics of Sentinel-1 IW codes
Characteristic
Spatial resolution
Swath width
Number of sub-swath
Polarisation options

Interferometric Wide-Swath (IW) ath
5 m × 20 m
>250 km
3
VV, VH, HH, HV

2.1.4 InSAR 기법을 이용한 변위 산출
1) InSAR 기법
SAR(합성개구레이다)는 지상 및 해양에 대해 공중에서 레이다파를 순차적으로 쏜 후 레이다파가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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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처리하여 후방산란계수(back-scattered signals, 레이더파가 수평방향으로 대상체에 전달되어 수평
방향으로 반사되는 신호값)를 기록하는 능동형 레이더 기술로 신호를 통해 해상도 내 픽셀값은 긴밀도(coherent) 값을 포함
하여 이미지를 구성한다. SAR 영상을 이용하여 지표 변위를 추출하는 기법인 InSAR 기법은 서로 다른 시기의 동일한 지역
을 촬영한 두 개의 SAR 영상으로부터 작성된 간섭영상(Phase Interferogram)에 포함되어 있는 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위성
과 지표점 사이의 방향인 LOS(Line of Sight)방향의 지표변위를 관측할 수 있다(Rosen et al., 2000). 상호 정합의 기준이 되
는 영상을 주영상(master image), 주영상과 비교하는 영상을 부영상(slave image)라고 하며 두 영상을 간섭하여 위상간섭영
상을 얻게 된다. Eq. (1)은 위상 간섭을 나타내는 식으로  는 위상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은 지형고도 ,  은 지
구 곡률을 포함하며,  는 지표 변위,  은 대기압,  은 잡음을 포함하고 있는 위상정보이다. 간섭을 통해 노이즈
와 대기압, 지구곡률 등의 오차 요인을 제거하여 변위 위상만을 추출하게 된다(Özer et al., 2018).
          

(1)

↓ 
      

2) SAR 영상 전처리(SNAP Processing)
본 연구에서는 유럽우주국(ESA)에서 제공하는 무료 위성 처리 툴인 Sentinel Application Platform(SNAP)의 S1TBX를
이용하여 InSAR 기법 중 간섭도에서 지형 기복에 의한 위상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기법인 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AR(DInSAR)를 통해 변위를 산출하였다. Fig. 5는 SNAP을 이용한 변위 산출 과정을 나타낸다.

Fig. 5. SNAP DInSAR process

우선, SAR 이미지 영상에서 대상지에 해당하는 띠(swath)를 분리(Split)한 후 영상에 해당하는 궤도를 적용(Apply Orbit File)
한다. 두 개의 SLC 영상을 궤도와 DEM을 이용하여 정합(Back Geocoding) 후에 주 영상과 보조영상을 간섭(Interferogram)
하여 위상을 제거한다. 이후 간섭을 통해 긴밀도 계산과 지구 곡률과 지형적 위상 정보를 상쇄시킨다. 간섭 단계 후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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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도는 영상의 신뢰도를 의미하며, 0 ~ 1 사이 값으로 나타난다. Ullo et al.(2019)는 긴밀도가 0.35 이상인 비율이 44.9%
인 값을 기준으로 검증된 한계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위상 정보를 고도로 나타내는 변위화(Phase Unwrapping) 단계를
거쳐 m 단위를 가지는 변위를 생성하게 되며 이 때, 침하는 (-), 상승은 (+) 부호를 갖는다. 이후 지형 보정(Terrain Correction)
을 통해 지형변화와 위성 센서의 기울기에 대한 왜곡을 보정하여 최종 변위를 산출하게 된다(Mandal et al., 2019). SNAP 처
리과정 후 변위 결과는 GIS를 이용하여 WAMIS에서 제공하는 섬진강유역의 국가하천 제방선을 따라 13 m × 13 m의 픽셀
크기를 갖는 변위 결과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2.1.5 후방산란계수를 이용한 토양수분도 산정
일반적으로 토양 내 수분이 증가하면 침투가 발생하여 지반 내 간극수압의 상승, 침투수로 인한 지반의 함수량 증가로 흙
의 전단강도 저하, 표면 유수 침투로 인한 침식 및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지반의 평형상태를 붕괴시키
며, 사면 파괴에 있어 전단강도 감소 내지 전단응력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습윤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제체가 팽
창하거나 건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축 현상이 발생하고 균열이 일어날 수 있어 제체의 변형을 유발하게 된다(Abramson et
al.,1996). 토양 수분 함량 파악은 일반적으로 지상에서는 TDR(Time Domain Reflectometry)등의 장비를 이용해 측정하나
관측 기기가 존재하는 구역의 토양수분만을 측정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위성의 경우 공간에 제약이 없다.
위성의 레이더파가 토양표면에서 산란되는 전파 크기는 토양의 유전율에 비례하며, 유전율은 다시 토양의 수분함량과 비례
하는 관계를 갖는다(Ulaby et al., 1982; Hallikainen et al., 1985). SAR 영상의 전처리를 통해 산정한 후방산란계수를 통해
토양수분 추정이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왔다(Paloscia et al., 2013; Lee et al., 2017).
본 연구는 토양 수분도 추정을 위해 IW 모드의 GRD 영상을 이용하여 SNAP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후방산란계수를 산정
하였다. Fig. 6는 전처리 단계를 나타내는 순서도로 궤도 보정, 방사 보정, 열 잡음(Thermal noise) 및 스펙클(Speckle) 보정
지형 보정, dB 스케일 변화 순서로 진행된다. 후방 산란보정을 통하여 3가지(Sigma, Beta, Gamma)가 산정되며, 본 연구에서
는 육지를 기준 면적으로 후방산란을 보정하는 Sigma nought 값을 이용하여 후방산란계수를 산정하였다. 보정처리 된 후
Fig. 7과 같이 후방산란계수는 절댓값(10×log)를 취하여 dB(decibels)단위로 변환된다(Kim et al., 2019). 본 연구의 연구 대
상지인 금곡교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TDR 관측값이 없기 때문에 근접한 남원시의 이백면, 운봉읍의 TDR 실측값과
이백면의 SAR 영상 11개, 운봉읍의 SAR 영상 15개의 후방산란계수와의 회귀모형을 도출하여 후방산란계수와 토양수분도
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를 통해 후방산란계수를 통한 토양수분도 추정에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금
곡교 제방의 후방산란계수를 통한 토양수분도를 추정하였다.

Fig. 6. SNAP Process (Back scattering coefficient)

Fig. 7. Back scattering coefficien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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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결과 분석
2.2.1 변위 신뢰성 검증(Coherence Analysis)
긴밀도는 주영상과 부영상 간의 시간적, 공간적인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나타내며 긴밀도의 수준으로 이를 통해
Interferogram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Eq. (2)은 긴밀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   는 두 complex image를 나타내며  는 두
영상 이미지의 통계적 기댓값(statistical Expectation)을 의미한다.





  
 
( ≤≤ )
   


(2)

영상 이미지의 산란체의 위치 및 물리적 특성이 일치할 때 긴밀도(coherence)는 최대값 1에 도달하며, 산란체의 위치나 속
성에 변화가 존재하면 긴밀도는 감소한다. Eq. (3) 와 같이 긴밀도는 3가지 주요 인자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며
    ×  ×  

(3)

여기서,  : 열 잡음에 의한 오차,  : 공간적 기선 차이에 의한 오차,  : 부정합에 의한 시간차를 나타낸다(Lu et al., 2018).
긴밀도는 토지의 피복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일반적으로 식생의 변화 및 눈, 비 와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이 적은 인공구
조물, 도심지, 논의 경우 높은 긴밀도를 나타내며, 식생의 변화가 잦은 산지, 농경지의 경우 낮은 긴밀도를 나타낸다(Tamm et
al., 2016).
본 연구의 대상지는 식생의 영향을 받는 제방으로 높은 긴밀도 결과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Ullo et al., 2019)에서 제시한
한계치(coherence 0.35 이상 비율 44.9% 이상) 에 근접한 봄, 여름 영상 10개를 이용하여 변위 8개를 추출하였다(Table 3,
Fig. 8).
Table 3. Coherence percentage
Date (Spring)
Percentage
Date (Summer)
Percentage

04.09-04.21 (1)

04.21-05.03 (2)

05.03-05.15 (3)

05.15-05.27 (4)

50%

49%

53%

61%

06.20-07.02 (5)

07.02-07.14 (6)

07.14-07.26 (7)

07.26-08.07 (8)

44%

41%

48%

40%

Fig. 8. Coherence statistics in 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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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변동성 지수(Variance Index) 산정
Sentinel-1 SAR 영상과 SNAP의 전처리과정을 통해 산출한 m 단위의 변위를 분석한 결과, Fig. 9와 같이 금곡교 제방 붕
괴 구간의 평균 변위량은 금곡교 하천 수위가 급증 했던 7월 16일과 8월 6일에 부근에 높은 변위량을 나타냈으며 , 이는 수위
가 증가함에 따라 제체 내 침투와 습윤 팽창 등으로 제체의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9. Deformation_avg (m) and water level in levee

SAR 영상이 긴밀도(coherence) 한계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아직까지 열 잡음, 노이즈 등 오차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어
정량적인 변위값 분석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체 변
위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Variance Index)를 산정하였다. 도로에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섬진강로
도로의 변위를 0으로 고정시켜 각 지점에 도로의 변위를 차감하여 추가 오차를 제거하였다. 한계를 가진 변위량 자체를 분석
하는 대신 Eq. (4)와 같이 발생한 변위 크기(  )를 나타내는 변위의 크기 합과 제방 구간에서 각 지점의 변위 데이터의 분
산된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  )를 곱하고 무차원화를 위해 픽셀의 면적 값(  )으로 나눈 변동성 지수를 산정하여 제방 제
체의 변동성을 확인하여 제체의 변형 취약성을 확인하였다.



 × 



   변위    ⋯   

(4)




  
 



Fig. 10는 연구기간 (2020.04.09. .~ 08.07) 동안 금곡교 제방 붕괴 지점의 변동성 지수 결과를 나타낸다. 변동성 지수의 범
위는 연구 대상지 에서 0 ~ 11.2 값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안전(A) : 0.0~2.8>, <보통(B) : 2.8~5.6 >,
<변동 가능(C) : 5.6~8.4>, <취약(D) : 8.4~11.2 >로 나누었다. 섬진강 제방 좌안의 경우 대부분 ‘보통’을 넘지 않았지만, 붕
괴 구간인 (구)금곡교 좌측 부근과 상류로 200 m 떨어진 붕괴구간은 변동성 지수가 <8.4~11.2>를 갖는 취약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진강 제방 우안의 경우 섬진강 생태공원 부근이 취약지점으로 나타났지만 식생의 영향, 또는 공원 내 다른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크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산정한 변동성 지수 등급은 연구 대상 구역에
서만 사용이 가능한 한계가 있으며, 대상지역 토양 환경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범용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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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s of levee variance index on Gumgok bridge site

2.2.3 토양 수분도 분석
후방산란계수를 통해 토양수분도 추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남원시 이백면(Lat: 35.4261, Long:
127.4379)과 운봉읍(Lat: 35.43851, Long: 127.5284)의 TDR 실측값과 후방산란계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검증 결
과 Fig. 11 과 같이 결정 계수(R2)이 0.65 이상으로 높은 결과로 후방산란계수와 지표면 토양수분의 선형적 관계를 입증하였
다. 회귀선의 기울기와 상관성이 다른 이유는 관측지점의 토양의 피복상태, 토지이용, 기상 등 지역적 환경 특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Kim et al., 2019). Fig. 12 는 금곡교 제방 붕괴 구간의 후방산란계수 결과로 금곡교 지점에는 TDR 관측지가
없어 토양 수분도 값을 알 수 없지만, 앞서 검증한 남원시 운봉읍과 이백면의 선형성을 토대로 후방산란계수를 통해 토양 수
분도를 추정하였다. 2020년 봄철 토양수분도 보다 여름철 토양 수분도 추정값이 비교적 높게 산출되었으며, 특히 붕괴 구간
내 7월 14일 토양수분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제방의 변형이 급격히 발생할 수 있는 지점으로
판단하였다. Sentinel-1 위성의 C-band SAR는 2~5 cm의 투과성을 가지기 때문에 제체 표층부의 토양 수분 확인이 가능하며
선행강우에 따라 토양의 초기 함수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Kim et al., 2007). 8월 7일(18시 30분) 위성 영상의 금곡교 수위는
EL. 53.42 m로 7월 14일(18시 30분) 영상의 금곡교 수위 EL. 50.18 m보다 높지만 낮은 토양 수분도가 측정되었으며 이는 제
방의 식생 및 표층부 초기 함수율에 따라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 대상 구역의 붕괴 구간의 토질에 따
른 토양 수분 급증 구간 확인이 가능하며 강우와 수위와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Fig. 11. Verifications between backscatter value and TDR on Ibaek-myeon and Unbong- 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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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stimated results of soil moisture by back scattering values on levee failure site

2.2.4 금곡교 제방 붕괴 위험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지반공학적, 수문기상학적, 지형학적, 관리 및 조치와 같은 포렌식 분석 항목들을 제시하고 금곡교 제방의
붕괴 위험도 산정 항목을 Table 4와 같이 제시한다. 섬진강 하천 기본계획(2012)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침수피해 발생 가능
성이 높은 지점이며 토양도를 수문학적 토양군(NRSC-CN)으로 분류한 결과 침투율이 대체로 작고 배수가 불량한 ‘Type C’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인공위성 모니터링 결과 제방 제체의 변동성 지수가 ‘취약’지점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토양 수분도의 급증 구간으로 제체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진강 유역은 몬순 기후
군으로 여름철 고온다습하고, 여름철 한냉 건조하며, 다우지역에 속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위험이 크다. 게다가, 하폭이
좁은 산지하천구간과 넓은 하폭을 갖는 평지하천 구간이 반복되어 불규칙적이며, 요천이 합류된 이후 섬진강 본류 흐름이 직
각방향으로 크게 변하여 2020년 8월과 같은 집중호우 발생 시 심각한 통수능 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 관리 및 조치 측면에서
는 둑마루폭과 제방고, 비탈면 경사도가 하천설계기준에 미달되며, 둑마루 폭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하중에 따른 제
체 토양의 응력변화에 따른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금곡교는 상판 슬래브 높이가 낮아 하천 흐름에 지
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붕괴 구간은 섬진강댐 하류에 위치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댐 방류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제방 붕괴 위험이 상당히 높으며 선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제방 구간으
로 사료된다.
Table 4. Levee failure risk assessment table for Gumgok bridge levee failure
Forensic Item

Contents

Geotechnical

Deformation Variation (a)

Soil Characteristics (c)

Hydrological Meteorological

Soil Moisture Variance (a)

Rainfall Analysis (b,c)

Dam Operation (b)

Basin Characteristics (b)

Channel Plan (b,c)

Topographic Condition (b)

River structures (b)

Improvement History (c)

Channelization (b,c)

Topographical
Action Management

*a: Satellite Monitoring, b: Lee et al., 2020, c: Kool et al., 2019

Stratigraphy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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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는 Sentinel-1 SAR 영상 이미지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8월 붕괴된 섬진강 유역의 남원시 금곡교 제방의 취약지
점 및 붕괴 전조증상을 분석 하였고, 위성을 이용한 제방 모니터링과 결합한 제방 붕괴 위험 산정기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기
간은 2020. 04. 09부터 2020. 08. 07일로 봄과 여름에 해당하는 10개의 위성 영상을 SNAP의 S1TBX를 이용하여 IW-SLC
영상의 전처리와 DInSAR 기법으로 m단위의 제방의 지표 변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금곡교 제방 붕괴 구간의 평균 변위크기의 변화가 금곡교 하천 수위의 증감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출
한 변위는 신뢰 기준 이상의 긴밀도(coherence)를 만족하였지만, 아직까지 변위 결과에 오차가 존재하여 제체의 변위 변동성
을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Variance Index)를 산출였다. 이후, 4단계의 위험 등급을 구분하였고 붕괴 구간이 가장 높은 ‘취약’
단계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방 제체의 토양수분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TDR 토양수분 실측값과 SAR영상
의 후방산란계수와의 관계를 도출하였고, 남원시 이백면과 운봉읍의 TDR 실측값과 후방산란계수의 회귀분석 결과 결정 계
수(R2)가 0.67 이상으로 높은 선형성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적용하여 연구 기간의 남원시 금곡교 제방의 후방산란계
수를 산출하여 토양수분도 추정값을 분석한 결과 붕괴 구간 내 토양 수분이 급증하는 구간을 확인하였다. 토양 수분과 변위
변동성의 지점별 대응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토양 수분의 급증으로 주변부 지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위성 모니터링 결과와 설정한 포렌식 분석 항목들을 결합하여 지반공학적, 수문기상학적, 지형학
적, 관리 및 조치와 같은 붕괴 요인들을 통해 제방 붕괴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매우 높은 위험도를 갖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위성 데이터 분석값은 연구 대상지에만 적용 가능하여 범용성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아직까지 특정 유형의
분석에 대한 InSAR의 적용가능성과 품질의 보장은 신뢰도 및 정밀도가 떨어져 관찰 지역에 특성에 따라 분석값이 균일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Chang et al., 2018). 그러나 위성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추세이며 장기적인 측정을 이용하면 신뢰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붕괴 또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 제방 구역에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여 적절
한 항목들을 설정하고, 유역 특성 및 기후에 따라 가중치 산정이 적용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붕괴 및 사
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격 기술 이미지의 스케일 업다운 효과와 파노라마 형식 기술 적용을 통해 분석결과의 확
대적용을 위한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하천 주변 CCTV를 활용하여 제방 유지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유역별
포렌식 분석 항목을 결합한 제방 위험도 산정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제방 유지관리 기술 고도화와 국가재난관리 향상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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