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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한 기계판독(machine interpretation) 원격탐사 수계 탐지는 효율적

인 수자원 관리, 가뭄 탐지, 홍수 모니터링 등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을 기반으로 한 SAR 위성 영상 기반 수계 탐지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SAR 위성 영상만을 사용하

였을 경우 음영 효과 또는 도로 등의 수계와 비슷한 산란특성을 가지는 물체로 인하여 비수계가 

수계로 오탐지 될 수 있다. 이러한 오탐지를 줄이기 위하여 목포 지역을 촬영한 Cosmo-SkyMed 

SAR 위성 영상에 모폴로지(Morphology)의 open 연산을 거친 밴드와 DEM(수치표고모델) 밴드, 

Curvature(곡률) 밴드를 조합하여 중첩한 8가지 경우에 대하여 의미 분할 기법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켰다. 8가지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최종 테스트 결과인 Global Accuracy를 구하였으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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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지역의 토지피복지도와의 일치율 역시 비교하였다. 그 결과 SAR 위성 영상과 모폴로지 open 

필터를 적용한 밴드, DEM 밴드, Curvature 밴드를 모두 사용한 경우가 Global Accuracy뿐만 아

니라 토지피복지도와의 일치율 역시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Global Accuracy는 

95.07%였으며, 토지피복지도와의 일치율은 89.93%로 나타났다.

주요어: 수계 탐지, SAR, Cosmo-SkyMed, 모폴로지, 지형정보, 머신러닝, 토지피복지도

ABSTRACT

Water body detection using remote sensing based on machine interpretation of 

satellite image is efficient for managing water resource, drought and flood monitoring.  

In this study, water body detection with SAR satellite image based on machine learning 

was performed. However, non water body area can be misclassified to water body 

because of shadow effect or objects that have similar scattering characteristic comparing 

to water body, such as roads. To decrease misclassifying, 8 combination of morphology 

open filtered band, DEM band, curvature band and Cosmo-SkyMed SAR satellite image 

band about Mokpo region were trained to semantic segmentation machine learning 

models, respectively. For 8 case of machine learning models, global accuracy that is 

final test result was computed. Furthermore, concordance rate between landcover data 

of Mokpo region was calculated. In conclusion, combination of SAR satellite image, 

morphology open filtered band, DEM band and curvature band showed best result in 

global accuracy and concordance rate with landcover data. In that case, global accuracy 

was 95.07% and concordance rate with landcover data was 89.93%.

KEYWORDS : Water body detection, SAR, Cosmo-SkyMed, Morphology, Terrain information, 

Machine Learning, Landcover data

서  론

수계 영역을 추출하고 그 면적을 계산하는 것

은 홍수 모니터링, 수자원 관리, 가뭄의 심각도

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Shen and Li, 2010; 

Lee et al., 2017). 인공위성 영상은 넓은 지역

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므로 이러한 수

계 탐지를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광학 위성은 다분광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NDWI와 같은 지수 기반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나 밤에는 영상 획득

이 불가능하다(Huang et al., 2018). 반면에 

SAR 위성은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므로 구름을 

투과하여 집중 호우 시에도 영상 획득이 가능하

고 한밤중에 발생하는 홍수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SAR 위성에서 방사된 마이크로파는 수면

에서는 거의 거울 반사(specular reflection)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여 SAR 위성 영상에

서 수계와 비수계를 구분하는데 수월하다(Kim 

et al., 2019). 

지금까지의 SAR 영상 기반 수계 탐지는 주

로 후방산란계수가 낮은 지역을 구분하는 

threshold 기법 기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Kim 

et al., 2019). Threshold 기법 기반의 연구는 

수계와 비슷한 방사 응답 특성을 가지는 산란

체, Side-Looking을 하는 SAR 영상의 특성으

로 인해 발생하는 음영 지역 및 speckle noise

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최적의 threshold 값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Ouch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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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Resolution Polarization Data type

Cosmo-SkyMed
2018.08.17 3m VV Training

2014.05.02 3m VV Test  

Land-cover 2014.04.28 1:25000 Validation

DEM 2000.02.11.~2000.02.22 90m   Ancillary Input

Curvature 2000.02.11.~2000.02.22 90m   Ancillary Input

TABLE 1. Data used in this study

Sghaier et al., 2017).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주

목받고 있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기반의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수계 

탐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CNN 기반의 머신러닝

을 이용할 경우 이미지 픽셀값의 공간적인 분포

가 학습되기 때문에 수계와 산 뒤쪽 사면의 어

두운 부분 그리고 도로 등의 수계와 비슷한 산

란특성을 나타내는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잠재

력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threshold 기법 기

반으로 지형정보와 SAR 위성 영상을 조합하여 

오탐지를 줄인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아직 

SAR 위성 영상과 지형정보를 조합하여 머신러닝

을 하였을 때 오탐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완성되지 않았다(Hong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smo-SkyMed X-

밴드 SAR영상과 모폴로지 필터(Morphological 

filter)를 적용한 영상, 그리고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와 지형 곡률

(Curvature) 정보를 추가하여 머신러닝을 이용

한 수계 탐지에서 오탐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밴드 조합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 자료, 연구 지역 및 전처리

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의 Agenzia Spaziale 

Italiana(ASI)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Stripmap 

HIMAGE 모드로 촬영되고 공간 해상도가 3m

인 Cosmo-SkyMed SAR 위성 영상 자료 2장

을 사용하였다(표 1). 2018년 8월 17일에 촬영

된 Cosmo-SkyMed 영상을 학습자료(training

data)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고, 2014년 5월 

2일에 촬영된 영상을 학습모델의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였다. 머신러닝을 통한 수계 탐지의 정확

도 평가를 위해 2014년 4월 28일에 제작된 토

지피복지도를 사용하였다. 지형정보를 위해 수

치표고모델인 SRTM-DEM과 이로부터 추출된 

지형 곡률(Curvature)을 사용하였다. 2000년에 

제작된 SRTM-DEM은 비록 제작 시기가 오래

되었지만, 획득이 쉬우며 더 나중에 제작된 

DEM인 ALOS World 3D 30m과 비교하였을 

때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사한 통계를 

보여주므로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Yang et al., 

2018).

2. 연구 지역

연구 지역은 전라남도 목포시 일대의 영산강 

유역으로서 그 영역은 그림 1과 같다. 목포시는 

전라남도 서남부 무안반도 남단에 위치하며, 목

포시를 흐르는 영산강은 전남 담양군에서 시작

하여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함평천의 지류

등의 많은 지류가 발달하여 있다. 영산강 유역

의 평야 대부분은 퇴적, 침식 작용이 심하고 계

절에 따른 유량의 차이가 매우 심하여 홍수의 

위험성이 높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연구 

지역인 목포시 일대는 이러한 영상강 하류에 위

치하고 있어 계절적 수위 변화 및 홍수로 인한 

저지대의 침수 및 수변 지역의 범람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3.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Cosmo-SkyMed SAR 위성 

영상의 VV 편파에 대하여 방사보정 후 지오코

딩을 진행하였다(Pulvirenti et al., 2011).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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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rea of interest in this study (Mokpo). Black and white images are SAR image and 

overlaid blue area is water body defined by landcover data

정이 끝난 SAR 위성 영상에 대하여 모폴로지 

필터를 적용하였다. 모폴로지 필터는 영상에서 

객체의 형태 및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법으로, 객체의 모양을 단순화시키거나 잡음

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

력 영상에 존재하는 작은 크기의 밝은 객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open 연산을 수행하였다

(Hwang, 2019). 그 이유는 open 연산을 수행

하면 SAR 위성 영상에서의 speckle 노이즈가 

제거되어 SAR 위성 영상의 공간적인 정보가 극

대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Moslem et 

al., 2016). Open 연산에 사용된 구조 요소로

는 5×5 픽셀 크기의 정사각형 행렬을 사용하

였다. 구조 요소가 지나치게 작으면 노이즈가 

제거되지 않으며 구조 요소가 지나치게 크면 탐

색 대상인 수계까지 삭제되므로 5×5 크기의 

구조 요소를 사용하였다.

SAR의 후방산란계수와 SAR 영상으로부터 

모폴로지 필터 적용 후 생성된 open 영상 외에 

수계 탐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형정보도 추

가하였다. 추가된 지형정보는 수치표고모델

(DEM)과 곡률(Curvature)이다. 일반적으로 계

곡과 하천은 주변보다 낮은 곳에 존재하기에 높

이 정보가 바로 수계의 존재 확률을 결정지을 

수 있으며, 곡률의 경우 위로 볼록한 지형보다

는 아래로 오목한 지형에서 물이 고여 있을 확

률이 높기 때문이다. 수치표고모델로부터 곡률

의 계산을 위해서 ArcGIS 10.5 프로그램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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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mple of four bands used in this study

용하였다.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다양한 입력 

자료가 유사한 범위를 가질 때 좋은 성능을 보

인다는 연구결과가 있기에(Raschka and 

Mirjalili, 2019), 후방산란계수와 모폴로지 그

리고 지형정보가 모두 0~1 사이에 존재하도록 

정규화를 수행하였다. 후방산란계수인 σ°의 

경우 대부분의 값이 0~1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

에(linear scale) 정규화를 위해 1보다 큰 값을 

1로 재설정하였다(실제로 후방산란계수가 1보

다 큰 물체는 대부분 인공구조물이기에 수계 탐

지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다). 

DEM과 curvature와 같은 지형정보 또한 [0, 

1]로 맞추기 위하여 식 1과 같은 정규화를 수

행하였다(Dou et al., 2015). 보정된 SAR 위

성 영상, 모폴로지 open 연산을 거친 SAR 위

성 영상, DEM, Curvature 밴드의 모습은 그림 

2와 같다.


  

                         (1)

 : Pixel value of input layer 

 : Maximum value of input layer

 : Minimum value of input layer

연구 방법

1. 학습자료 생성

본 연구에서는 2018년 8월 17일에 촬영되고 

전처리된 Cosmo-SkyMed SAR 위성 영상을 

1,000×1,000 픽셀로(약 9제곱킬로미터의 넓

이) 잘라준 후 생성된 이미지 패치들에 대해 구

글 어스 상의 광학 영상과 비교해가며 visual 

interpretation으로 총 105개의 라벨링 된 학습

자료를 생성하였다. 이때 강의 영역뿐만이 아닌 

강을 지나는 다리와 저수지 등의 세세한 영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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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The structure of Simple SegNet. (b) The 

structure of original SegNet. There are ten aggregate of 

machine learning layers in original SegNet but Simple 

SegNet has six aggregate of machine learning layers

지 구분하여 학습자료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높

였다.

2. 머신러닝 모델 생성 및 모델 학습

본 연구에서의 머신러닝 기법은 이미지 의미 

분할 알고리즘 중 SegNet 알고리즘을 변형한 

Simple SegNet을 사용하였다. Simple SegNet

을 구현하는 데에는 Matlab 2020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egNet은 2017년에 소개된 이미

지 의미 분할 알고리즘으로, 픽셀 단위에서 이

미지를 분할 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SegNet은 최초의 의미 분할 머신러닝 기법인 

FCN에 비해 진보된 성능을 보이고, 다른 의미 

분할 머신러닝 기법인 DeepLab-LargeFOV, 

Deconvnet 등과 비교하였을 때도 좋은 성능을 

보여 기본 알고리즘으로 SegNet을 선택하였다

(Badrinarayanan et al., 2017). Simple 

SegNet은 인코더-디코더 깊이가 5였던 원본 

SegNet을 인코더-디코더 깊이를 3으로 한 모

델이다. SegNet은 인코더에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디코더에서 이미지의 해상도를 복원하

는데, 깊이가 깊을수록 이미지의 해상도를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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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umber   Combination of input bands

  Case 1   SAR Image

  Case 2   SAR Image, Opened SAR Image

  Case 3   SAR Image, DEM

  Case 4   SAR Image, Curvature

  Case 5   SAR Image, Opened SAR Image, DEM

  Case 6   SAR Image, Opened SAR Image, Curvature

  Case 7   SAR Image, DEM, Curvature

  Case 8   SAR Image, Opened SAR Image, DEM, Curvature

TABLE 2. Combination of input bands for each case

FIGURE 4. Training Progress of Case 8. In this case, training was stopped at epoch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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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umber   Combination of input bands Global Accuracy (%)

  Case 1   SAR Image   89.07

  Case 2   SAR Image, Opened SAR Image   91.45

  Case 3   SAR Image, DEM   93.87

  Case 4   SAR Image, Curvature   73.57

  Case 5   SAR Image, Opened SAR Image, DEM   87.48

  Case 6   SAR Image, Opened SAR Image, Curvature   93.95

  Case 7   SAR Image, DEM, Curvature   94.15

  Case 8   SAR Image, Opened SAR Image, DEM, Curvature   95.07

TABLE 3. Global accuracy of eight cases.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지나치게 추상화되는 

오분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본 SegNet

에 비해 단순한 모델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또

한, Simple SegNet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Simple SegNet 구조에 input으로 전처리되

고 중첩된 8가지 경우의 Cosmo-SkyMed 

SAR 위성 영상 기반 Geotiff 파일을 넣어준 

후, 각각의 Case에 대해 정확도(Global 

Accuracy)를 분석해주었다. 각각의 Case의 밴

드 조합은 표 2와 같으며, Global Accuracy의 

정의는 식 2와 같다(Tonmoy et al., 2018). 

이때 105개의 이미지 패치는 6:2:2의 비율로 

무작위하게 학습, 검증, 최종 정확도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세트로 분할되었다.

 








               (2)

 : the number of pixels of class i 

predicted to belong to class I

 : the total number of pixels of class I

모델 학습은 최대 40 Epoch만큼 반복되게 

설정하였으며, validation accuracy가 4 Epoch 

이상 동안 증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학습을 중

단하도록 하였다. 실제 모델 학습 과정 및 수렴

되는 과정의 그림은 그림 4와 같다(Case8에 대

해 진행하였다). 

3. 토지피복도 이용 머신러닝 모델 분석 결과 

정확도 비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제작한 목포 지역

의 2014년 4월 28일에 제작된 중분류 토지피

복지도(1:25000 축척)를 사용하여 2차 검증을 

하였다. 이때 원래의 토지피복지도가 수계/비수

계 뿐만이 아닌 다양한 종류로 지표를 분류하기 

때문에, 토지피복지도의 분류를 수계/비수계 분

류로 단순화시켜주었다. 그 후 조수간만의 차이

가 거의 없는 내륙 지방에 대해 토지피복지도를 

shape 파일에서 raster(geotiff 형식) 파일로 

변환한 후, 머신러닝 모델의 분석 결과 raster 

(geotiff 형식) 파일과 일치율을 비교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제작한 학습자료에 대한 8가

지의 case에 대하여 각각 의미 분할 기법 머신

러닝 모델을 학습시켰다. 8개 머신러닝 모델의 

Global Accuracy는 표 3과 같다. 또한, 단순히 

머신러닝 과정에서 추출되는 정확도뿐만이 아니

라, 실제 목포 지역에 대한 토지피복지도와의 

비교 검증 역시 실시하였다. 의미 분할 기법으

로 분석된 8가지 경우의 영상은 그림 5와 같으

며, 가장 좋은 분류결과인 case 8과 원본 SAR 

영상, 토지피복지도를 나열한 그림은 그림 6과 

같다. 토지피복지도와 분석된 결과의 일치율은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SAR 위성 영상과 모폴로지 open 

연산을 거친 SAR 위성 영상, DEM,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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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achine Learning Results of 8 cases. Red area is land and blue area is water. Case 

8 shows the best result

FIGURE 6. Original SAR Image, Landcover Image and Case 8. Red area is land and blue area is water

Case Number Combination of input bands
Concordance rate between Machine 

Learning Result and landcover Data (%)

  Case 1   SAR Image   72.99

  Case 2   SAR Image, Opened SAR Image   75.96

  Case 3   SAR Image, DEM   84.58

  Case 4   SAR Image, Curvature   49.63

  Case 5   SAR Image, Opened SAR Image, DEM   72.22

  Case 6   SAR Image, Opened SAR Image, Curvature   82.24

  Case 7   SAR Image, DEM, Curvature   87.15

  Case 8   SAR Image, Opened SAR Image, DEM, Curvature   89.93

TABLE 4. Concordance rate between Machine Learning Result and landcov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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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중첩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머신러닝 과정에서 계산되는 Global 

Accuracy와 Ground Truth Data로 사용한 토

지피복지도와의 일치율이 모두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고찰 및 결론

수계 탐지는 하천 환경 관리, 수자원 확보, 

가뭄 예방 등에 중요하다. 수계 탐지의 대상 영

역이 넓으므로, 수계 탐지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인공위성 기반 수계 탐지

는 환경부에서 제작하는 토지피복지도가 가장 

공신력이 있다. 그러나 수계의 변화를 시계열적

으로 분석하고 탐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에 비

하여, 토지피복지도는 제작 주기가 수 년 단위

이기 때문에 수계를 시계열적으로 탐지하여 변

화를 알아내고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넓은 범위에 관한 원격탐사 자료를 

visual interpretation으로 짧은 주기로 분석하

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최근 주목받는 머신러닝 기법 중 의미 분

할 기법의 하나인 SegNet을 기반으로 수계를 

탐지하였다. 그러나 SAR 위성 영상만 사용하면 

비수계가 수계로 오탐지 될 수 있어, 추가적인 

밴드를 중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밴드를 중첩해야 오탐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계의 수계 오탐지를 줄이기 

위하여 단순히 SAR 위성 영상뿐만이 아닌, 모폴

로지 open 연산을 거친 SAR 위성 영상, 그리고 

수치표고모델(DEM)과 곡률(Curvature)을 중첩

해 여러 가지 조합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추가적인 밴드를 모두 사용한 case 8이 

머신러닝 과정에서의 자체 정확도 및 토지피복

지도와의 일치율이 가장 높으며, 비수계가 수계

로 오탐지되는 현상이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

듯 가장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모폴로지 open 연산을 거친 밴드의 효

과에 관해서는, open 연산의 특징상 작은 객체

가 삭제되어 SAR 위성 영상에 존재하던 노이즈

가 사라진 결과 SAR 위성 영상의 공간적인 특

성이 극대화된 밴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추가 

밴드 없이 SAR 위성 영상과 조합했을 때에도 

Global Accuracy 및 토지피복지도와의 일치율

이 모두 높아졌다고 판단된다(표 3과 표 4에서 

case1, case2를 비교한 결과).

DEM 밴드의 효과에 관해서는, 물이 높은 곳

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으므로 DEM

의 값이 낮을수록 특정 영역이 수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추가 밴드로 투입하였다. 표 3

과 표 4에서 case1, case3을 비교한 결과 

Global Accuracy와 토지피복지도와의 일치율이 

모두 높아졌기 때문에 DEM이 물의 존재에 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은 맞다고 볼 수 있다.

Curvature 밴드의 효과에 관해서는, 표 3과 

표 4에서 case1에 비해 case4의 값이 모두 낮

기 때문에 Curvature 만으로는 수계 탐지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Curvature가 다른 추가 밴드에 보조적으로 

투입된 case6, case7, case8의 Global 

Accuracy 및 토지피복지도와의 일치율이 모두 

case1에 비해 높으므로 Curvature은 보조 밴

드로서는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기여로는 SAR 위성영상과 추가적

인 지형정보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 비해 최적의 

threshold 값을 찾는 복잡한 과정 없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점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의 최종 정확도는 96.42%였음에 

비해 본 연구의 최종 정확도는 95.07%로 거의 

차이가 없으나, 본 연구에서 만든 머신러닝 모

델은 threshold 모델과는 다르게 범용적으로 사

용할 수 있어서 훨씬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

다(Hong et al., 2015). 

본 연구의 한계로는 105개라는 머신러닝 모

델 학습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학습자료 제작을 visual interpretation 기

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SegNet이 아닌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 대해 비교를 하지 않은 점, DEM 

자료를 최신 DEM이 아닌 SRTM DEM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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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토지피복

지도가 2014년 4월 28일에 제작되었으나 제작

에 사용된 영상들의 정확한 취득 시기를 모른다

는 점 등이 있다. 

앞으로 토지피복지도를 사용하여 학습자료 생

성을 자동화하는 등 더욱 객관적인 학습자료를 

다량으로 제작하고, 최신의 DEM을 사용하며,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성능을 

비교하고, 정확한 Ground Truth Data와 비교

를 할 방안을 마련하여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

로 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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