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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1과 Landsat-8 영상을 활용한 수표면적 분석사례

A Case Study on Water Area Monitoring Using Sentinel-1 and Landsa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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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광학 위성영상의 경우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속적인 데이터 취득과 분석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획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학 위성영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SAR 위성영상과 광학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연재난에 대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가능성을 북한 황강댐 수표면적 분석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위성영상 수집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획득된 자료로 SAR 위성영

상은 Sentinel-1을, 광학 위성영상은 Landsat-8을 획득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수증기, 구름 등 기상조건에

의해 Landsat-8을 획득하지 못한 부분은 Sentinel-1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6년 5월 19일자

관측된 황강댐의 만수위 당시 수표면적과 2017년 7월 18일에 관측된 황강댐의 수표면적이 유사하여 방류

위험성이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Sentinel-1와 Landsat-8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보여주는 사례를 통하여 선제적인 재난관리에 활용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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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영상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지역 또는 북한과 같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관측이 가

능하고 광범위한 지역 관측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재난분야

에서 위성영상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5). 또한 위성영상은 물과 지면을 분

리할 수 있는 파장대 영역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수표면적을 추출하는 것은 가뭄 및 홍수 관

련 재난분석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다. 이러한 위성영상 중 광학 위성영상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유사하

기 때문에 시각적 판독력이 뛰어나며 재난 전·후 변화 및 복구 현황 등 재난현황 파악에 용이하다. 그러나

광학 위성영상의 경우 기상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폭우・홍수 발생 시에는 발생 전・후에 대한 분
석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폭우・홍수가 진행되는 과정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재난상황에 대해 광
학 위성영상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SAR 위성영상은 긴 파장대역의 마이크로파를 사

용하므로 구름 등의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학 위성영상의 시·공간적 공백으로 인해 연속적

인 데이터 취득과 분석이 어려운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김종필 등, 2016).

2. 분석사례

** 정회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책임연구원 ru2000@korea.kr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연구원 mihee7586@korea.kr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공업연구사 dalgeun@korea.kr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시설연구관 kim_jy@korea.kr

***** 정회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실장 clubpark@korea.kr



- 64 -

그림 106 Sentinel-1과 Landsat-8을 활용한 북한 황강댐 수표면적 변화 모니

터링

본 연구에서 SAR 위성영상(Sentinel-1)과 광학 위성영상(Landsat-8)을 활용하여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에

대해 모니터링 하였다. 사용된 SAR 위성영상은 Sentinel-1 이고, 광학 위성영상은 Landsat-8이다. 세계기상

기구(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에서 제공하는 AWS(Automatic Weather System) 관측결과,

북한 동부지역의 7월 8일∼10일 150이상의 강수로 인하여 2017년 6월 24일 수표면적 대비 2017년 7월

18일(20.85) 451.0% 상승하였으며, 만수위를 기록했던 2016년 5월 19일 당시의 수표면적(21.29) 대비

97.9%으로, 이는 만수위 상태로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방류 가능한 저수용량을 보유하고 있

을 것으로 판단되어 북한의 황강댐 만수위 유지 시 수위조절을 위한 방류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 댐의 방류 징후를 파악을 위해 황강댐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결 론

재난현황 파악에 용이한 광학영상은 다양한 해상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적 영상 수급 문제

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황강댐 모니터링에 대한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광학 위

성영상과 SAR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영상 수급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광학 위성영상과 SAR 위성영상의 공동 활용이 효율적인 재난현황 파악, 복구계획 수립 등 재난관리를

보여주는 사례를 통하여 선제적인 재난관리에 위성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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