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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1 SAR 데이터를 이용한 우리나라 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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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oil moisture plays an important role to affect the Earth’s radiative energy balance and
water cycle. In general, satellite observations are useful for estimating the soil moisture content. Passive
microwave satellites have an advantage of direct sensitivity on surface soil moisture. However, their coarse
spatial resolutions (10-36 km) are not suitable for regional-scale hydrological applications. Meanwhile,
in-situ ground observations of point-based soil moisture content have the disadvantage of spatially
discontinuous information. This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soil moisture retrieval using Sentinel-1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with 10m spatial resolution for cropland in South Korea. We developed
a soil moisture retrieval algorithm based on the technique of linear regression and SVR (support vector
regression) using the ground observations at five in-situ sites and Sentinel-1 SAR data from April to
October in 2015-2017 period. Our results showed the polarization dependency on the different soil
sensitivities at backscattered signals, but no polarization dependence on the accuracies. No particular
seasonal characteristics of the soil moisture retrieval imply that soil moisture is generally more affected
by hydro-meteorology and land surface characteristics than by phenological factors. At the narrower range
of incidence angl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ckscattered signal and soil moisture content was more
distinct because the decreasing surface interference increased the retrieval accuracies under the condition
of evenly distributed soil moisture (during the raining period or on the paddy field). We had an overall
error estimate of RMS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ely 6.5%. Our soil moisture retrieval
algorithm will be improved if the effects of surface roughness, geomorphology, and soil properties w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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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양내의 수분함량은 현열과 잠열의 배분비율을 조

절하여 지구복사에너지 평형에 영향을 미치며, 강수의

유출과 침투량을 결정하여 물순환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인자이므로, 수문학 연구에 있어서 토양수분의 함

량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Falloon et al., 2011;

Zhang and Zhou, 2016). 위성원격탐사 분야에서는 토양

수분 함량의 산출에 있어 주로 마이크로파 센서를 이용

한다. 습윤한 토양은 건조한 토양보다 유전상수가 크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마이크로파의 세기가 증가하는데

(Dubois et al., 1995),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

용하여 토양수분 함량을 산출하고 있다(Lakshmi, 2013;

Wagner et al., 2009; Morvan et al., 2008).

마이크로파위성센서는지면으로부터자연적으로방

출되는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측정하는 수동형 센서와,

마이크로파를 송신한 후 지면으로부터 반사되는 전파

를 수신하여 그 에너지를 측정하는 능동형 센서로 나

뉜다. 수동형에서는 밝기온도 등을 이용하여, 그리고

능동형에서는 후방산란계수 등을 이용하여 토양의 유

전상수를 도출함으로써 토양수분을 산출한다. 현재 수

동형 센서로는 SMOS(Soil Moisture and Ocean Salinity) 위

성의MIRAS(Microwave Imaging Radiometer with Aperture

Synthesis), GCOM-W1(Global ChangeObservationMission-

Water) 위성의 AMSR2(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2), 그리고 SMAP(Soil Moisture Active Passive)

위성센서가 10~36 km 해상도의 토양수분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매일 전 지구를 커버하지만

저해상도이기 때문에 공간적 불확실성이 커서 국지규

모의 수문분석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Zhao

and Li, 2013). 능동형 센서인 레이더(radar)는 송신 전파

의 주파수를 조절하여 짧고 강한 마이크로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형 센서와는 달리 고해상도의 토양

수분 산출이 가능하다. SMAP 위성의 레이더는 3 km 해

상도의 토양수분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기

계적인 결함으로 2015년 발사 직후에 자료 제공이 중단

되었고 , 이를 대체할 위성으로 ESA(European Space

Agency)의 Sentinel-1이 주목받고 있다.

Sentinel-1은 2014년에 발사된 Sentinel-1A와 2016년에

발사된 Sentinel-1B로 구성되며, 중심주파수가 5.405

GHz인 C밴드 SAR(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

고 있다. SAR는 후방산란된 신호들을 합성하여 방위각

방향의 해상도를 증가시킨 레이더 센서이다. Sentinel-1

은송수신방향을기준으로VV(Vertical Transmit –Vertical

Receive), VH(Vertical Transmit – Horizontal Receive), HH

(Horizontal Transmit –Horizontal Receive), HV(Horizontal

Transmit – Vertical Receive)의 4가지 편파 영상이 제공

되며, HH와 HV는 주로 극지방에서 사용된다. 시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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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토양수분은 지구복사에너지평형과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므로, 수문학 연구에 있

어서 토양수분의 함량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수동형 마이크로파 위성의 토양수분 자료는

10~36 km의 저해상도로서 국지규모의 수문분석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장관측 토양수분

자료는 지점 자료이므로 공간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ntinel-1의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영상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농지에서 10 m 해상도의 토양수분 산출 가능

성을 살펴보았다. 2015-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5개의 토양수분 지상관측지점을 대상으로, Sentinel-1

후방산란을 이용하여 선형회귀와 SVR(support vector regression) 방법으로 토양수분 산출을 수행하였다.

편파에 따라 후방산란계수의 토양수분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지만, 산출정확도는 VV 편파와 VH 편파가 유

사하였다. 토양수분은 식물계절학(phenology)보다는 수문기상과 지면특성에 보다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양수분 산출에 있어 특별한 계절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체로 입사각이 작을수록 후방산란과 토양수분간

의 관계 패턴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지면에 수분이 충분히 고르게 분포하는 경우 표면 간섭이 줄

어들어(시간적으로는 강수시, 공간적으로는 논에서) 산출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RMSE(root mean square error) 6.5% 정도의 오차를 보였으나, 향후 지면 거칠기, 지형, 토성 등 다양한

지면 변수의 영향을 반영한다면 보다 더 정확도 높은 토양수분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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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는 12일이고, 유럽 등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6일마다

영상취득이가능하며, 영상취득모드로는 SM(Stripmap),

IW(Interferometric Wide Swath), EW(Extra-Wide Swath),

WV(Wave)의 4가지가 있다. 그 중 육지를 촬영하는 IW

모드는 공간해상도가 10 m인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용위성에 버금가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촬영 후 24

시간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되어 실용가치

가 매우 높다. 이러한 Sentinel-1을 이용한 10 m 해상도

의 토양수분 자료는 국지규모의 수문분석에 매우 유용

할 것임에 틀림없지만, 현재 ESA에서는 공식적인 토양

수분 산출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지난 몇 년간 Sentinel-1을 이용하여 토양수분을 산출

하기 위한 알고리듬이 개발되어 왔다. Paloscia et al.(2013)

과 Alexakis et al.(2017)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토양수

분을 산출하는 알고리듬을 제시하였고 , Mattia et al.

(2015)는 SAR 영상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이용하여 토양

수분을 산출하였으며, Hornacek(2012)는 건조 토양에서

의 후방산란을 기준으로 후방산란의 변화량을 이용하

여 토양내 수분함량을 추정하는 TU Wien 모델(Wagner

et al., 1999)을 이용하여 토양수분을 산출하였다. 이들은

주로 레이더 후방산란과 토양수분 간의 통계적인 관계

를 이용하였으며, 레이더 후방산란에 영향을 주는 센서

요소(편파, 입사각) 및 지면요소(토양수분, 식생, 거칠

기)(Ulaby et al., 1982)를 통계모형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식생층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이 토양수분 산출에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를 감쇠시키는 연구도 이

루어져 왔다(Prakash et al., 2012; Paloscia et al., 2013). 연구

지역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면이 평탄한 나지, 초지, 농

지를 대상으로 하였다(Paloscia et al., 2013; Mattia et al.,

2015; Alexakis et al., 2017; Gao et al., 2017).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Sentinel-1 SAR를 이용한 토

양수분 산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또한

국외 사례들에서 후방산란과 토양수분의 통계적인 관

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경험적 모델은 특정 지역을 대

상으로 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

용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토양에 대한 Sentinel-1 SAR의

적용성 실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지를 대상으로 Sentinel-1 SAR의

후방산란계수를 이용한 토양수분 산출 가능성을 타진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SAR의 C밴드 전파는 울창

한 산림에서 캐노피를 투과하지 못하여(Li and Chen,

2005) 산림에서의 토양수분 산출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농지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15-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우리나라 농지의 Sentinel-1 SAR 영상 및 농

촌진흥청의 토양수분 지상관측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후방산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편파, 입사각, 강수이벤

트 등에 따른 후방산란과 토양수분의 관계 특성을 알아

보았다. 이때 선형회귀 및 SVR(support vector regression)

을 이용하여 후방산란계수로부터 토양수분을 산출하

고 정확도 비교를 수행하였다.

2. 자료와 방법

1) 연구지역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시스템(http://weather.rda.

go.kr)의 토양수분 관측지점 192개를 환경부의 중분류

토지피복도와 중첩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지점 92개를

일차 선정하였다. 항공사진을 통해 이들 92개 지점을 육

안으로확인해본결과, TDR(TimeDomain Reflectometry)

센서가 매립된 곳 인근에 건물, 도로 등이 혼재하는 경

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들 중에서 지면 구성

의 이질성이 적고 주변이 대부분 농지로 이루어진 관측

지점 5개를 선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Fig.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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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s of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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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밭에 해당하는 지역은 울진군 매화면, 정선군 정선

읍, 무안군 현경면이고, 남원시 이백면과 영광군 군서면

은 논에 해당한다.

2) 사용 자료

연구 기간은 2015-2017년의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단 2017년의 경우에는 4월과 5월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대체로 동절기에 해당하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땅이

얼어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기간에서 제

외하였다. Sentinel-1A와 Sentinel-1B의 SAR 영상은 IW

모드의 GRD(Ground Range Detected) 레벨1 자료를 사

용하였다 . 육상의 IW 모드에서 GRD 레벨1 자료는

WGS84(WorldGeodetic System 1984) 투영법을사용하여

지면 화소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동일하도록 구성되며

(Torres et al., 2012), 화소 간격은 10미터이다. 본 연구에

서는 극지방에 사용되는 HH, HV를 제외하고 VV, VH

편파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송수신 방향이

동일한(co-polarization) VV 편파가 송수신 방향이 상이

한(cross-polarization) VH 편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후

방산란 값을 가진다. 따라서 편파방향에 따라 토양수분

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Baghdadi et al.,

2007) 동일 지역이라도 편파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다. 각 지점별로 수집된 Sentinel-1 영상의 개요는

Table 1과 같다. 아직 완전한 안정기는 아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단일편파(VV)와 이중편파(VV, VH) 자료

가 모두 제공되거나, 단일편파 자료만 제공되거나, 이중

편파 자료만 제공되는 등 자료제공의 불규칙성이 존재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경우 단일편파와 이

중편파 모두에 해당하는 VV 편파의 개수가 더 많다.

수집된 영상들은 ESA에서 제공하는 Sentinel-1 자료

처리도구인 SNAP(Sentinel Application Platform)을 이

용하여 전처리하였으며, 궤도 보정, 노이즈 제거, 방사

보정, 지형 보정이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초기 자료

생성 시에는 정확한 궤도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인

데, 궤도 보정을 통하여 정확한 위성의 위치 및 속도 정

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SAR 영상의 열잡음(thermal

noise)이나 스펙클(speckle)은 SNAP의 열잡음 보정기능

과 공간필터링 기능에 의해 보정되었다. 방사 보정은

각 화소의 강도(intensity)로부터 후방산란계수를 산출

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과정이며, 지형 보정에는 STRM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DEM(digital elevation

model)이 사용되었다. 입사각은 SAR 전파가 지면과 수

직인 축에 대해 이루는 각도로서, 지형보정을 거친 후 계

산된 연구지역의 입사각 정보는 Table 2와 같다. Sentinel-

1의 상승경로와 하강경로는 각각 우리나라 상공을 3시

30분경과 15시 30분경에 통과하는데, 입사각은 궤도상

의 위성 위치와 관측지점의 위치 및 지형에 따라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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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acquired SAR images for study sites

Site Latitude Longitude No. of VV polarization scenes No. of VH polarization scenes
Maehwa 36.9172 129.3794 46 30

Jeongseon 37.4233 128.6540 44 34
Hyeongyeong 35.0286 126.4457 26 12

Ibaek 35.4261 127.4380 27 13
Gunseo 35.2823 126.4680 26 12

Table 2.  Incidence angles for study sites

Polarization VV polarization VH polarization
Track Ascending Descending Ascending Descending

Maehwa 45° 37° 42°, 43° 39°
Jeongseon 38° 34°, 44° 39° 33°, 44°

Hyeongyeong 35°, 36° 30°, 31°, 42°, 43° 37° 40°, 41°
Ibaek 38°, 39° 40° 40° 39°

Gunseo 34° 32°, 34° 33°, 34° 44°

Decimal points were omitted for the sake of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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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러한 일련의 보정처리를 거쳐 후방산란계수는

10*log(후방산란계수의 절대값)을 취하여 dB(decibels)

단위로 표현하였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시스템의 토양수분 관측

자료는 지면으로부터 약 10 cm 깊이에 설치한 TDR 센

서를 통해 측정된 값이며, 단위는 토양 중 수분이 차지

하는 부피 또는 무게의 비율(%)로 표시된다. 이 자료는

1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SAR 영상이 촬영된

로컬 시간대를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시간대의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시간차이는 최대 30분

이다.

3) 분석방법

토양수분 관측소의 지점자료를 Sentinel-1 화소에 대

응시키기 위하여, 각 지점이 포함되는 화소를 중심으로

3×3 윈도우를 설정하고 RGB 영상의 육안확인을 통해

9개 화소 중 가장 지면의 이질성이 적어보이는 1개 화

소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후방산란계수와 토양수분

의 관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후방산란계수로부터 토양

수분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선형회귀 및 SVR을 이용

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양수분은 후방산란과 선형적 관

계를 가지기 때문에, 후방산란으로부터 토양수분을 산

출하는 방법으로 선형회귀 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Lakshmi, 2013; Wagner et al., 2009; Morvan et al., 2008).

SVR은 비선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법의 일

종으로, 자료들을 유사성 기준으로 최적분류하고 분류

그룹별로 회귀식을 적용하는 것이다(Vapnik, 1998).

후방산란계수와 토양수분간의 관계 특성 및 토양수

분 산출 정확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은 5가

지로 수행하였다. 우선, 송수신 편파방향에 따라서 후방

산란의 강도와 토양수분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에(Baghdadi et al., 2016), VV 편파와 VH

편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농작물 생장의

계절성이 후방산란과 토양수분 간의 관계 및 산출 정확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봄(4-5월), 여름

(6-8월), 가을(9-10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지점별로 입사각의 분포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일반적으로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후방산란 강

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van Emmerik et al., 2015;

Tan et al., 2015) 입사각에 대한 후방산란의 민감도 특성

은 후방산란과 토양수분의 관계 및 토양수분 산출 정확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번째로 강수시와 비강수

시의 토양수분 산출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하였다. 강수 이벤트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시스

템에서 토양수분과 함께 제공되는 강수량 정보를 참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지의 배수 특성이 토양수분의 산

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논과 밭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논은 점토의 비율이 높고 벼

의 생장기 동안에 토양수분이 포화상태인 경우가 많으

며(Reshmidevi et al., 2008), 밭은 상대적으로 배수가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4) 산출 정확도

선형회귀 및 SVR을 이용하여 후방산란계수로부터

산출된 토양수분의 추정치와 관측된 토양수분간의 산

출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정치에서 관측치를 뺀

오차의평균인평균편의(Mean Bias), 오차절대값의평균

인 MAE(Mean Absolute Error), 오차 제곱의 평균에 제곱

근을 취한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편파별 토양수분 산출 특성

일반적으로 토양수분이 많을수록 지면으로부터 반

사되어 돌아오는 레이더의 후방산란 값이 크게 나타나

는데(Lu and Meyer, 2002; Kasischke et al., 2009), 이는 토

양의 유전상수가 수분이 많이 상태에서 높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마이크로파의 후방산란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Dubois et al., 1995). 이러한 관계는 연

구지역의 Sentinel-1 후방산란 자료와 농촌진흥청 토양

수분 자료 간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VV편파 169개와 VH편파 101개의 샘플에서 후방산란

계수와 토양수분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r=0.422과

r=0.424이지만, 이를 각 지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

부분 r>0.6으로서(Table 3), VV 편파의 경우 울진군 매

화면에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r=0.718), VH 편

파의 경우 남원시 이백면에서 가장 높은 상관성이 나타

났다(r=0.709). 후방산란과 토양수분의 상관성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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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에서도 편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송

수신 방향에 따라 신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VV 편

파는 송수신이 모두 수직 방향이지만, VH 편파는 수직

방향으로 송신하고 수평 방향으로 수신하여 에너지 손

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VV 편파에 비해 전반적으로 후

방산란계수가 작은 값을 가진다(Chevalier, 2002). 이러

한 특성은 Fig. 2에서도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편파에 따

라 후방산란계수의 토양수분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Baghdadi et al., 2007), 편파별 상관계수의 차

이가 발생하는데, Fig. 2의 경향선 기울기에 해당하는

VV와 VH 편파 후방산란계수의 민감도는 각각 0.1379,

0.1532로 나타났다.

편파별 후방산란과 관측 토양수분의 관계 특성을 바

탕으로 선형회귀 및 SVR을 이용하여 토양수분을 산출

하였으며, 산출된 토양수분의 정확도 통계는 Table 4와

같다. VV편파와 VH편파 모두 선형회귀에 비해 SVR의

MAE, RMSE, 상관계수가 다소 우수하게 나타났다. SVR

의 평균편의가 약 0.14~0.35%로서 약간의 과대추정이

존재할 뿐이었으며, 두 방법 모두 RMSE 6.4~6.7% 내외

의 오차를 보였다. Fig. 3에서 볼 때, 편의의 분포는 선형

회귀와 SVR의 산출 결과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VH편파를 사용한 경우에는 샘플수가 작아 그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VV편파와 마찬가지로 대체

로 -5~5% 사이의 편의가 존재하였다. 지역별로 볼 때,

남원시 이백면에서 VV 편파와 VH 편파 모두 평균편의,

MAE, RMSE가 가장 작게 나왔으며, 이는 선형회귀

(Table 5)와 SVR(Table 6)에서 마찬가지였다. Fig. 4에서

남원시 이백면은 논의 특성상 토양수분의 변화량이 크

지 않았으며, 1:1 선에 가장 가깝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5는 토양수분과 VV편파 후방산란계수의 상관성

이 가장 높게 나왔던 울진군 매화면에 대하여 토양수분

의 공간분포를 지도로 나타낸 것으로서, 매화면 VV편

파 자료 46개를 이용하여 수립한 선형회귀식을 인근 농

지로 적용하여 그 추정치를 매핑하였다. Fig. 5의 항공

사진에 중첩하여 표시한 적색선은 환경부 토지피복도

에 밭으로 분류된 영역이지만, 육안으로 볼 때 일부 건

물이나 도로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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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between in-situ soil moisture and VV/VH-
polarized backscattering coefficient for study sites

Site VV polarization VH polarization
Maehwa 0.718 0.653

Jeongseon 0.651 0.603
Hyeongyeong 0.360 0.690

Ibaek 0.578 0.709
Gunseo 0.497 0.627

Fig. 2.  Relationships between in-situ soil moisture and backscattering coefficient for (a) VV and (b) VH polarization.

Table 4.  Accuracy statistics for soil moisture estimated by linear
regression (LR) and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methods

Method Corr. Mean bias 
(%)

MAE
(%)

RMSE
(%)

VV polarization
LR 0.422 0.000 5.183 6.544

SVR 0.466 0.348 4.950 6.409
VH polarization

LR 0.424 0.000 5.451 6.655
SVR 0.480 0.139 5.251 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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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s between in-situ and estimated soil moisture by linear regression (LR) and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methods
from VV/VH-polarized backscattering coefficient: (a) VV with LR (b) VV with SVR, (c) VH with LR, and (d) VH with SVR.

Fig. 3.  Bias distribution of soil moisture estimated by linear regression (LR) and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methods from VV/VH-
polarized backscattering coefficient: (a) VV with LR (b) VV with SVR, (c) VH with LR, and (d) VH with S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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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ccuracy statistics of soil moisture estimated by linear regression (LR)

Site No. of samples Corr. Mean bias (%) MAE (%) RMSE (%)

VV polarization

Maehwa 46 0.718 2.567 5.055 6.452
Jeongseon 44 0.651 5.018 5.673 7.120
Hyeongyeong 26 0.360 -5.810 6.289 7.244
Ibaek 27 0.578 -0.627 2.202 2.845
Gunseo 26 0.497 -6.572 6.572 7.616

VH polarization

Maehwa 30 0.653 0.416 4.828 5.696
Jeongseon 34 0.603 4.996 5.676 7.013
Hyeongyeong 12 0.690 -7.202 7.202 7.929
Ibaek 13 0.709 0.146 2.193 3.032
Gunseo 12 0.627 -8.151 8.151 8.913

Table 6. Accuracy statistics of soil moisture estimated by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Site No. of samples Corr. Mean bias (%) MAE (%) RMSE (%)

VV polarization

Maehwa 46 0.703 2.382 4.624 6.035
Jeongseon 44 0.671 5.636 5.983 7.591
Hyeongyeong 26 0.398 -5.444 5.865 6.894
Ibaek 27 0.602 -0.164 1.870 2.717
Gunseo 26 0.486 -5.876 6.064 7.060

VH polarization

Maehwa 30 0.614 0.435 4.777 5.721
Jeongseon 34 0.658 5.078 5.578 6.906
Hyeongyeong 12 0.686 -6.327 6.327 7.233
Ibaek 13 0.708 -0.344 2.328 3.330
Gunseo 12 0.630 -7.600 7.600 8.454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soil moisture estimated by linear regression from VV-polarized backscattering coefficient in Mae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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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못하게 건물이나 도로 상에 표현된 토양수분 값은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여 공간분포를 매핑

할 필요가 있다. Fig. 5에서 2015년 5월 25일의 경우, 전

반적으로 토양수분이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매화면을 비롯한 울진군의 가뭄이 매우 심각하

여 지역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2) 계절별 토양수분 산출 특성

계절별 후방산란과 토양수분 간의 상관계수는 VV

편파의 경우, 여름(=0.522), 가을(=0.482), 봄(=0.400) 순

으로 나타났으며, VH 편파는 봄(=0.537), 가을(=0.425),

여름(=0.358) 순으로 나타나, 특별한 경향성을 찾을 수

는 없었다(Table 7). 또한 월별로 산출된 토양수분의 정

확도에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징적인 패턴이

존재하지는 않았다(Table 8). 즉, 작물 생장주기 상의 계

절성이 후방산란의 민감도 및 후방산란과 토양수분과

의 상관성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

는데(Pratola et al., 2014), 이는 토양수분이 식물계절학

(phenology)보다는 여러 가지 수문기상요소(강수, 기온,

증발산 등)와 지면특성(지형, 거칠기, 토성 등)에 보다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를

통하여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입사각에 따른 후방산란계수와 토양수분간의 

관계 특성

지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VV 편파는 대체로

입사각이 작을 때(약 40° 미만) 상관계수가 높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Table 9). 일반적으로 입사각이 작을수록

후방산란 변화율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Baghdadi et al., 2007), 작은 입사각 에서 후방산란과 토

양수분간의 관계 패턴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현경면과 이백면에서는 입사

각이 40°도 이상인 경우에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

는데(Table 9), 이는 입사각과 같은 지오메트리 이외에

도 지형, 거칠기, 토성 등의 지면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

문이다(Das and Paul, 2015; Pratola et al., 2014).

4) 강수이벤트에 따른 토양수분 산출 특성

강수이벤트에 따른 토양수분 산출 특성은 VV 편파

자료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강수시의 정확도가 비강

수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able 10, Fig. 6), 이는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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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s between in-situ soil moisture and VV/VH-polarized backscattering coefficient by seasons: spring (Apr-May),
summer (Jun-Aug), and fall (Sep-Oct)

Polarization No. of samples Apr-Oct Apr-May Jun-Aug Sep-Oct
VV 169 0.422 0.400 0.522 0.482
VH 101 0.424 0.537 0.358 0.425

Table 8.  Accuracy statistics for soil moisture estimated by linear regression (LR) and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methods by
seasons: spring (Apr-May), summer (Jun-Aug), and fall (Sep-Oct)

Method Month No. of samples Corr. Mean bias (%) MAE (%) RMSE (%)

VV
polarization

LR
Apr-May 72 0.400 -1.332 5.534 7.032
Jun-Aug 53 0.522 2.315 5.240 6.774
Sep-Oct 44 0.482 -0.609 4.541 5.317

SVR
Apr-May 72 0.452 -0.989 5.259 6.822
Jun-Aug 53 0.548 2.406 5.132 6.713
Sep-Oct 44 0.502 0.059 4.226 5.227

VH
polarization

LR
Apr-May 45 0.537 -1.504 5.336 6.974
Jun-Aug 32 0.358 2.055 5.592 6.623
Sep-Oct 24 0.425 0.080 5.479 6.057

SVR
Apr-May 45 0.579 -0.997 5.177 6.781
Jun-Aug 32 0.426 2.002 5.311 6.415
Sep-Oct 24 0.507 -0.212 5.310 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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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같이 지면의 수분이 충분하면서 고르게 분포하는

경우, 표면 간섭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Brocca et al., 2011). 평균편의는 비강

수시가 0에 더 근접했으나 편의의 분포가 넓게 분산되

어 있는 반면, 강수시의 편의는 작은 음수의 값으로 한

정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7).

5) 논과 밭에 따른 토양수분 산출 특성

월별 토양수분의 분포도를 보면(Fig. 8) 논은 밭보다 대

체로 토양수분의 양이 많고 월별 변화가 크지 않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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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ensitivity of VV-polarized backscattering coefficient to in-situ soil moisture and correlation between VV-polarized
backscattering coefficient and in-situ soil moisture according to incidence angle

Site Incidence angle Sensitivity Corr. No. of samples

Maehwa
37° ≤ θ < 38° 0.160 0.825 29
45° ≤ θ < 46° 0.153 0.689 17

Jeongseon
34° ≤ θ < 39° 0.206 0.720 23
44° ≤ θ < 45° 0.233 0.695 21

Hyeongyeong
30° ≤ θ < 37° 0.143 0.257 17
42° ≤ θ < 44° 0.234 0.587 9

Ibaek
38° ≤ θ < 40° 0.204 0.525 16
40° ≤ θ < 41° 0.522 0.735 11

Gunseo
32° ≤ θ < 35° 0.197 0.552 17
44° ≤ θ < 45° 0.201 0.493 9

Table 10.  Accuracy statistics for soil moisture estimated by linear regression (LR) and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methods
from VV-polarized backscattering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rainfall event

Method No. of samples Corr. MeanBias (%) MAE (%) RMSE (%)

No rainfall
LR 142 0.303 0.558 5.281 6.660

SVR 142 0.351 0.812 5.117 6.526

Rainfall
LR 27 0.643 -2.936 4.670 5.894

SVR 27 0.561 -2.094 4.071 5.754

Fig. 6.  Comparisons between in-situ and estimated soil moisture
by linear regression from VV-polarized backscattering
coefficient in terms of rainfall event.

Fig. 7.  Bias distribution of soil moisture estimated by linear
regression (LR) and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methods from VV-polarized backscattering coefficient
according to rainfall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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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의 경우에는 시계열적으로 토양수분 변동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밭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강수이벤트

및 관개에 따라 토양수분의 변화 가능성이 크지만, 논

은 배수가 잘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MAE와

RMSE는 밭보다 논에서 다소 좋게 나왔으나, 평균편의

를 볼 때 논의 경우 일정정도 과소추정 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11, Fig. 9). 논이 밭보다 오차가 적은 것은 강

수시와 마찬가지로, 지면의 수분이 충분하면서 고르게

분포하는 경우, 표면 간섭이 줄어들어 산출 정확도가 높

아질 가능성이 크다(Brocca et al., 2011).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entinel-1의 C밴드 SAR 영상을 이용

하여 우리나라 농지에서 10 m 해상도의 토양수분 산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015-2016년 4월부터 10월, 2017

년 4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5개의 토양수

분 관측지점에 대하여, Sentinel-1 후방산란을 이용하여

선형회귀와 SVR의 방법으로 토양수분 산출을 수행하

였다. 산출 결과는 편파, 계절, 입사각, 강수이벤트, 논밭

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전체적으로 RMSE 6.5%

정도의 오차를 보였다. 대체로 지면에 수분이 충분히 고

르게 분포하는 경우 표면 간섭이 줄어들어(시간적으로

는 강수시, 공간적으로는 논에서) 산출정확도가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장기간의 Sentinel-1 자료가 구

축이 되고, 다양한 지면요소(지형, 토성, 거칠기 등)의

영향을 정교하게 반영한다면 보다 더 정확도 높은 토양

수분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해상도의 마이크로파 자료와 포인트 기반의 현장

관측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공간연속성을 가진

고해상도 토양수분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Sentinel-

1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

서 그 첫 시도를 통하여 Sentinel-1의 적용가능성을 확인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차세대 중형위성의 일

환으로 준비 중인 C밴드 SAR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도

유사한 제원을 가진 Sentinel-1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토양수분 산출의 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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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Accuracy statistics for soil moisture estimated by linear regression (LR) and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methods
according to cropland type

Method No. of samples Corr. MeanBias (%) MAE (%) RMSE (%)

VV polarization –
Upland field

LR 116 0.533 1.619 5.566 6.892
SVR 116 0.560 1.862 5.418 6.852

VV polarization –
Paddy field

LR 53 0.374 -3.544 4.346 5.707
SVR 53 0.400 -2.966 3.928 5.312

VH polarization –
Upland field

LR 76 0.520 1.262 5.582 6.689
SVR 76 0.588 1.444 5.380 6.520

VH polarization –
Paddy field

LR 25 0.164 -3.836 5.053 6.550
SVR 25 0.268 -3.827 4.859 6.330

Fig. 8.  Monthly in-situ soil moisture distribution in (a) upland field and (b) padd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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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물리과정기반 모델, 통계기반 모델,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방법론(Nichols et al., 2011; Das and Paul,

2015)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이를 융합 활용하여 우

리나라에 최적화된 C밴드 SAR 토양수분 알고리듬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지면 구성이 국지적으

로 매우 다양한 경우에는 토양수분 산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레이더 후방산란이 토양

수분뿐만 아니라 식생이나 지면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

문에 토양수분의 효과만을 고유하게 추출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생, 지형, 토성, 거칠기

등 우리나라 지면 구성에 대한 고해상도 상세정보의 데

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정교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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