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62권 제6호, 2020 • 1

Sentinel-2 위성영상을 활용한 농업용 저수지 가용수량 추정

Estimation of Water Storage in Small Agricultural Reservoir Using Sentinel-2 Satellite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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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rvoir storage and water level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accurate drought monitoring and prediction. In particular, the agricultural drought has 

increased the risk of agricultural water shortages due to regional bias in reservoirs and water supply facilities, which are major water supply facilities 

for agricultural wate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available water capacity of the reservoir, an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water 

surface area and water capacity. Remote sensing provides images of temporal water storage and level variations, and a combination of both measurement 

techniques can indicate a change in water volume. In areas of ungauged water volume, satellite remote sensing image acts as a powerful tool to measure 

changes in surface water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of reservoir storage and level variations using satellite remote sensing image 

combined with hydrological statistical data and the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 Water surface areas were estimated using the Sentinel-2 

satellite images in Seosan, Chungcheongnam-do from 2016 to 2018. The remote sensing-based reservoir storage estimation algorithm from this study 

is general and transferable to applications for lakes and reservoirs. The data set can be used for improving the representation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 for incorporating lakes into weather forecasting models and climate models, and hydrologic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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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지구적인 급격한 이상기후의 증가와 더불어 호우, 태풍

의 강도 증가, 폭설과 한파의 잦은 내습, 극심한 가뭄 등 급격

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Jang and Kim, 2008), 기상재

해 위험 증가로 인하여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Nam et al., 2015a; Bang et al., 2020). 그 중에서 가뭄은 

태풍, 홍수, 산사태 등의 다른 재난과는 다르게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한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사회 전반

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자연

재해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Nam et al., 2015b; Yoon 

et al., 2018a). 

기상학적인 관점에서 가뭄은 장기간 강수의 부족이 지속되

는 현상으로 정의하지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자원이 

확보되어 있다면 물 이용자는 물 부족을 체감하지 못한다. 농

업가뭄은 관개기의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또는 작물 생장을 저해할 정도의 용수공급이 어려운 상황으

로 정의할 수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 능력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가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Nam, 2013; Nam and Choi, 

2014). 과거 다목적댐 개발과 광역상수도망 확충 등의 수자원 

개발을 통하여 용수공급능력을 향상시켜 가뭄에 대한 심각성

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최근 대도시의 확대 및 용수공급시설

의 지역적 편중 등으로 물 부족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Kim and Kim, 2015).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수리

시설물의 모니터링과 물관리를 위한 수요, 공급량 및 관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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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Nam et al., 2013; Shin et 

al., 2020),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저수위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저수지의 가용수량을 파악하여 가뭄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상 및 수자원 분야에서 인공위성 자료의 활용성이 증대

되면서, 지점자료의 시⋅공간적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한 가뭄 분석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Yoon et al., 2018b; Mun et al., 2019; Lee et al., 

2019; Mun et al., 2020; Lee et al., 2020; Jeon et al., 2020; 

Yoon et al., 2020a; Yoon et al., 2020b).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가뭄 분석 연구는 일반적으로 단일 대역의 위성영상을 이

용할 경우 특정 임계값을 적용한 방법과 분류 및 패턴 인식기

법이 많이 이용되며, 다양한 대역의 자료를 결합하여 산출된 

정규수분지수 등 지수 기반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Moradi 

et al., 2017). 

정규수분지수 NDWI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는 위성영상의 녹색광 (GREEN)과 근적외선 (Near Infrared, 

NIR) 밴드를 활용하여 식생이나 지표면에 포함된 수분 함유

량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하천, 호수, 습지 등 수분을 다량으

로 함유한 지형지물을 위성영상에서 탐지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Park et al., 2016; Nam et al., 2018). Ye (2016)는 

KOMPSAT-2 영상으로 작성한 NDWI와 근적외선 NIR 영상

을 이용하여 약 99.5%의 분류 정확도로 수표면을 분류하였으

며, Lee et al. (2017)은 Landsat-8 영상을 활용하여 NDWI를 

산출하고 이진화 알고리즘을 통해 지상과 수계지역을 구분하

였다. 또한, Ogilvie et al. (2018)은 소규모 저수지에 대하여 

시계열 Landsat 영상으로 계산한 MNDWI (Modified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를 사용함으로써 수표면적 분류 오류

를 15% 이하로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andsat 영상보다 공간 및 주기 해상도가 

높은 Sentinel-2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수표면적 분류 오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 (Avisse et al., 2017)를 기

반으로 Sentinel-2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국내 농업용 저수지

에 대한 수표면적을 분류하고자 한다. 수계지역 추출에 간편

하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NDWI를 적용하여 분류한 수표면적

과 대상 저수지별 수위-내용적 조견표를 활용하여 저수율을 

추정하고, 영상 기반의 저수율과 지상 계측 기반의 저수율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지역

연구 대상 지역은 과거 가뭄 피해가 극심하여 상습가뭄지

Fig. 1 Locations of the agricultural reservoirs in Seosan, Chungcheongnam-do



이희진⋅남원호⋅윤동현⋅장민원⋅홍은미⋅김태곤⋅김대의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62권 제6호, 2020 • 3

역으로 선정된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 1과 같이 

충남지역 내 서산시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 중 고풍, 산수, 

풍전 저수지를 대상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저수지 제원은 

Table 1과 같다. 고풍 저수지가 가장 큰 유역면적과 유효저수

량을 가지고 있으며, 풍전 저수지의 경우 대상 저수지 중 가장 

작은 유역면적과 유효저수량을 가지고 있지만 수표면적이 가

장 큰 저수지이다.

2. Sentinel-2 위성영상 수집

Sentinel-2 위성영상은 농업, 임업, 기타 토지 관리 용도에 

활용가능한 위성영상이며, 수분 함량뿐만 아니라 지표 식생

과 토양의 지도 작성, 내륙 수로와 연안 지역을 관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5일 주기의 시간해상도와 10 m의 공간해상도

로 가시광선과 적외선 사이의 12개 대역을 측정하는 위성영

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표면 관측 및 분류를 위하여 

Sentinel-2 위성영상을 선정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산 지역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구름 등 기상조건으로 인하

여 사용이 어려운 자료를 제외한 총 22 장을 선별하였으며, 

활용 가능한 영상의 날짜는 Table 2와 같다. 

3. 정규수분지수 (NDWI)

정규수분지수 NDWI는 지표 수분함량에 따른 분광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NIR 영역의 반사도와 SWIR 또는 GREEN 영

역의 반사도 차이를 활용하여 두 개의 위성영상 파장정보를 

통하여 생성된다. Table 3과 같이 정규수분지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Gao (1996)는 식생에 포함되는 수분 함유량의 변화를 

파악하고 McFeeters (1996)는 지표면의 수분 함유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Lee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의 수표

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McFeeters의 방법을 활용하여 NDWI를 

산정하였다.

Author Equation

Gao (1996)  
 


 

McFeeters (1996)  




Table 3 Methods for NDWI calculation using satellite bands 

combination

여기서 GREEN은 반사된 녹색 빛을 포함하는 대역이며, 

NIR은 반사된 근적외선을 나타낸다. GREEN 파장을 통하여 

물의 일반적인 반사율을 최대화하고, NIR 파장으로 지상의 

식생 및 토양 특성에 대한 반사율을 최소화하면 높은 수분함

유량을 산정할 수 있다. Table 3의 McFeeters 식은 수분함유량

을 나타내는 경우 NDWI가 양의 값을 가지며, 0 또는 음의 

값을 갖는 경우 NIR의 반사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식생 및 토양

으로 판단한다. Sentinel-2 위성영상은 12개 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수지 수표면적을 분석하기 위하여 GREEN 파장대

인 3번 밴드와 NIR 영역의 8번 밴드를 활용하여 NDWI를 식 

(1)과 같이 산정하였다.

 
  

  
  (1)

Reservoir Irrigation area (ha) Effective reservoir storage ( ) Water surface area (ha)

Gopung 2,590 7,821,800 62.4

Sansu 1,706 3,315,800 43.6

Pungjeon 1,110 2,621,200 70.3

* Source: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 (RAWRIS)

Table 1 Description of the agricultural reservoirs used in this study

Year Day-Month

2016
09-May

18-May

2017

03-Jan

02-Feb

12-Feb

04-Mar

13-Apr

03-May

30-Oct

2018

17-Feb 20-Oct

18-Apr 25-Oct

23-May 04-Nov

28-May 14-Nov

02-Jun 09-Dec

10-Sep 19-Dec

25-Sep

Table 2 Date of collected and used Sentinel-2 satellite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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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성영상을 이용한 수표면 분류 및 저수율 추정

저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저수지에서의 내용적 측량에 의

하여 수위와 내용적 관계식에 의하여 수위자료로부터 저수량

을 산정하며, 이를 통한 수위-내용적 조견표는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취득하여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저

수위를 계측하고 수위-내용적 조견표에 따라 저수율로 환산

하지만, 위성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수표면적을 분류하고 Fig. 

2와 같이 저수지의 수위-수표면적-내용적 관계를 통하여 수표

면적에 따른 저수율을 결정할 수 있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Sentinel-2 위성영상을 활용한 수표면 

분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 대상 지역을 포함한 

Sentinel-2 위성영상 이미지를 수집하고 수표면적 탐지에 필

요한 밴드 (GREEN 및 NIR)를 Layer-Stacking 기법을 이용하

여 단일 이미지로 결합하여 NDWI를 산정하였으며, 산정한 

NDWI 값을 기준으로 식생 및 토양과 수표면을 분류하였다. 

또한, 대상 저수지별 저수율-수표면적 관계의 추세식을 활용

하여 분류한 수표면에 대하여 저수율 추정으로 이루어진다. 

수표면의 경우 저수지 만수면적 경계에 한정하여 수표면적을 

분류하였으며, 신규 저수지 외에는 대부분의 저수지에서 만

수면적에 대한 정확한 측량 및 지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지도, 고해상도 항공 및 위성

영상, 수계지도 등을 참조하였다. 만수면적에 해당하는 대상 

저수지별 저수율이 100%인 시기에 대하여 ArcGIS Create 

Feature Class 기능을 활용하여 만수면적 경계 (polygon) 지도

를 작성하였다. 저수율-수표면적 추세식은 대상 저수지별 수

위-수표면적-내용적 관계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Ⅲ. 적용 및 결과

1. Sentinel-2 위성영상을 활용한 수표면 분류

Sentinel-2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대상 저수지인 고풍, 산수, 

풍전 저수지의 만수면적 경계지도를 작성하였으며, 각 저수

지별 수위-내용적 조견표를 활용하여 만수위에 따른 수표면

적을 Table 4와 같이 비교하였다. 영상을 활용한 만수면적은 

Fig. 2 Estimation of reservoir storage rate using reservoir level-surface area-storage relationship 

(Sansu reservoir)

Fig. 3 Flow chart of classification water surface using 

Sentin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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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2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를 기반으로 격자의 개수를 

활용하여 면적을 산정하였다. 고풍 저수지는 수위-내용적 조견

표 대비 영상 기반의 만수면적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산수⋅

풍전 저수지는 더 작게 나타났다. 작성한 만수면적 경계지도

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 영상 기간에 맞추어 NDWI를 산정

하였으며, 수표면을 분류한 지도를 Fig. 4와 같이 표현하였다. 

고풍, 산수 저수지는 저수지 제방이 지도 기준 좌측 상단에 

Fig. 4 Map of changes in water surface area using NDWI based on Sentinel-2 (a: Gopung, b: Sansu, c: Pungjeon)

Reservoir
Full water level area ( )

Water level-storage Satellite-based

Gopung 638,238 680,200

Sansu 438,500 415,500

Pungjeon 702,500 664,500

Table 4 Comparison of full water level area between water level- 

based and satellite-based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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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며, 풍전 저수지의 경우 우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수표면적이 감소하는 곳은 공통적으로 제방과 거리가 있으며, 

대상 저수지 모두 2017년 1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수표면적

이 작아지고 이후 2018년에는 넓은 수표면적을 나타내면서 

2018년 말에는 만수면적과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저수율-수표면적 관계를 활용한 저수율 추정

영상 기반의 수표면 분류를 통하여 저수율을 추정하기 위

하여 수위-내용적 조견표 기반의 저수율-수표면적 관계를 활

용하였다. Fig. 5와 같이 대상 저수지별 저수율-수표면적 관계

를 나타냈으며, 결정계수 (R square) 값이 1에 가까운 추세선

인 6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저수율을 추정하였다. 추세식의 경

우 소수점이 많기 때문에 지수형태로 표현하였으며, Sentinel-2 

위성영상 기반으로 산정한 수표면적을 변수로 설정하여 식에 

대입하였다. 지상 관측 기반 저수율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기반시설관리시스템 RIMS (R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에서 제공하는 농업용 저수지 일저수율 자료를 수집

하였다. 

지상 관측 기반 저수율과 영상 기반 저수율을 Table 5와 

같이 비교하였으며, 두 저수율 간 15% 이상 차이를 보이는 

날은 고풍 저수지의 경우 9일, 산수 저수지는 13일, 풍전 저수

지의 경우 3일이다. 고풍 저수지의 경우 영상 기반의 만수면

적이 수위-내용적 조견표의 만수면적 대비 크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지상 관측 기반 저수율이 100%일 때, 영상 기반의 저

수율이 100% 이상을 나타냈다. 또한, 연구기간 내 대부분의 

영상 기반의 저수율이 지상 관측 기반 저수율보다 크게 나타

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수 저수지는 연구기간 내 절반 이상의 

데이터가 15%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풍전 저수지의 경우 대

상 저수지 중 지상 관측 기반 저수율과 영상 기반 저수율 간의 

차가 가장 적고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전 저수지의 영상 

기반 만수면적은 수위-내용적 조견표의 만수면적 대비 작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지상 관측 기반 저수율이 높아질수록 차

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기간 내 저수율이 가장 높을 때 영상 

기반 저수율과 15% 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지상 관측-영상 기반 저수율 분석

Sentinel-2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추정한 저수율에 대하여 

지상 관측 기반 저수율과 비교하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산

포도로 표현하였으며, 상관분석을 통하여 Table 6과 같이 정

리하였다. 대상 저수지 모두 상관계수 이 약 0.9 또는 0.9 

이상의 값을 나타내면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

하였으며, 지상 관측 기반 저수율과 영상 기반 저수율 간의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정계수  이 

약 0.8 또는 0.8 이상의 값을 나타내면서 지상 관측 기반 저수

율을 기준으로 영상 기반의 저수율이 설명력이 있으며, 값의 

정밀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고풍 저수지의 경우 영상 기반 

만수면적이 크게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영상 기반 저수율도 

과대추정되었으며, 산수, 풍전 저수지의 경우 영상 기반 만수

면적이 작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과소추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entinel-2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대상 저수

지인 고풍, 산수, 풍전 저수지의 수표면적을 추출하고 저수율-

수표면적 관계를 활용하여 저수율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영

상 기반의 저수율은 지상 관측 기반 저수율과 비교 및 분석하

여 농업용 저수지의 가용수량 추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Fig. 5 Reservoir storage rate-water surface area relationship using trend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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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수분지수 NDWI를 활용하여 저수지 경계 내 수표면에 해

당하는 부분을 분류하였으며, Sentinel-2 위성영상의 격자크

기와 개수를 활용하여 해당 기간의 수표면적을 산정하였다. 

작성한 만수면적 경계지도를 기준으로 수위-내용적 조견표 

만수면적 대비 고풍 저수지는 크게 나타났으며, 산수 저수지

와 풍전 저수지는 모두 작게 나타났다. 만수면적의 오차는 산

수-풍전-고풍 저수지 순으로 적었으며, 만수면적의 차이로 인

하여 고풍 저수지의 경우 지상 관측 기반 저수율과 비교하여 

저수율 100%를 초과하는 기간도 존재하였다. 또한, 산수 저수

지와 풍전 저수지는 전체적으로 지상 관측 기반 저수율보다 

영상 기반 저수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저수지 수위-내용적 

Gopung Sansu Pungjeon

Correlation 

coefficient ()
0.8966 0.9395 0.9654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
0.7884 0.8826 0.9321

Table 6 Analysis of the ground observation-based and satellite- 

ased reservoir storage rate of the study areas

Date
Gopung Sansu Pungjeon

Observation Satellite Observation Satellite Observation Satellite

2016-03-09 74.5 89.6 68.0 61.8 47.6 49.5 

2016-05-18 91.5 84.4 96.2 58.9 53.4 53.5 

2017-01-03 26.4 49.7 17.5 22.2 21.4 26.4 

2017-02-02 29.8 47.2 19.7 23.9 24.0 28.9 

2017-02-12 29.8 45.1 20.2 24.2 24.7 29.3 

2017-03-04 31.7 46.6 23.4 29.7 26.7 32.0 

2017-04-13 50.2 45.1 29.1 34.8 29.4 34.1 

2017-05-03 50.2 44.1 31.8 37.1 30.4 34.6 

2017-10-30 89.3 89.3 85.7 64.5 52.4 45.2 

2018-02-17 89.3 95.9 92.1 66.9 61.1 58.8 

2018-04-18 100.0 93.5 99.1 60.5 86.8 62.9 

2018-05-23 100.0 82.9 98.0 58.1 84.4 60.5 

2018-05-28 100.0 74.0 95.0 52.7 75.8 58.3 

2018-06-02 98.4 81.5 87.0 59.6 68.0 57.3 

2018-09-10 50.7 64.6 72.6 59.4 44.1 40.0 

2018-09-25 52.5 69.7 69.2 57.4 37.2 36.6 

2018-10-20 83.2 86.8 99.7 63.6 59.6 53.9 

2018-10-25 84.5 86.5 99.6 61.9 61.7 55.5 

2018-11-04 85.9 89.8 99.7 67.1 64.1 58.7 

2018-11-14 95.6 98.2 99.9 67.4 71.0 62.6 

2018-12-09 100.0 101.0 99.9 73.9 75.8 63.7 

2018-12-19 100.0 103.5 99.9 74.1 78.0 67.4 

* Units: Percentage (%)

* The colored value: The value greater than 15% difference

Table 5 Comparison of the ground observation-based and satellite-based reservoir storage rate of the study areas

Fig. 6 Distribution plot and correlation analysis of the ground observation-based and satellite-based reservoir storage rate within the 

resear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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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견표를 기반으로 저수율-수표면적 관계를 활용하여 수표면

적별 저수율을 추정하였고 추정한 저수율을 지상 관측 기반 

저수율과 비교하였을 때, 풍전-고풍-산수 저수지 순으로 저수

율 차이가 적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상관계수와 결

정계수는 풍전-산수-고풍 저수지 순으로 높은 계수 값이 나타

났으며, 산수 저수지의 경우 지상 관측 기반 저수율과 영상 

기반 저수율의 차이가 15% 이상인 기간이 가장 많지만 상관 

및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Sentinel-2 위성영상 기반의 NDWI

를 산정하여 농업용 저수지 수표면을 분류하였으며, 수위-내

용적 조견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수율을 산정하여 대상 

저수지의 가용수량을 추정하고 높은 상관 및 결정계수를 통

하여 국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영상 기반 저수율 추정의 

활용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Sentinel-2 위성영상의 5일 

주기 관측과 기상 조건으로 인한 영상 활용 제한으로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으며, 10 m의 공간해상도는 고해

상도 위성영상에 비해 정확도 차이가 클 수 있다. 공간해상도가 

높을수록 영상의 관측폭은 좁아지므로 고해상도보다는 중⋅저

해상도 영상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저수지 관측 업무 측면에

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동수위계측기 미설치 지역 또는 실시

간 수위 측정이 어려운 시군관리 저수지와 같은 주요한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수표면적 분류

가 이루어진다면 실효성을 높이고 이수관리에 대한 계획 수

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저수율을 

추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위-내용적 조견표에 대

하여 기존 자료의 검증 및 새로운 수위-내용적 조견표를 작성

하여 오차를 줄이고 개선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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