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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1 SAR 영상의 수체 탐지 기법을 활용한 
저수지 관측 기반 수문학적 가뭄 지수 평가

김완엽 1)·정재환 2)·최민하 3)†

Evaluation of Reservoir Monitoring-based Hydrological Drought 
Index Using Sentinel-1 SAR Waterbody Detection Technique

Wanyub Kim 1)·Jaehwan Jeong 2)·Minha Choi 3)†

Abstract: Water storage is one of the factors that most directly represent the amount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Since the effects of drought can be more intuitively expressed, it is also used in various studies
for drought evaluation. In a recent study, hydrological drought was evaluated through information on
observing reservoirs with optical images. The short observation cycle and diversity of optical satellites
provide a lot of data.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because it is vulnerable to the influence of
weather or the atmospheric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conduct a study on estimating
the drought index using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image with relatively little influence from the
observation environment. We produced the waterbody of Baekgok and Chopyeong reservoirs using SAR
images of Sentinel-1 satellites and calculated the Reservoir Area Drought Index (RADI), a hydrological
drought index. In order to validate the applicability of RADI to drought monitoring, it was compared
with Reservoir Storage Drought Index (RSDI) based on measured storage. The two indices showed a
very high correlation with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0.87, Area Under curve, AUC=0.97. These results
show the possibility of regional-scale hydrological drought monitoring of SAR-based RADI. As the
number of available SAR images increase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utilization of drought
monitoring will also increase.
Key Words: Sentinel-1, Synthetic aperture radar, Water body detection, Hydrological drought, RADI,

RSDI, ROC curve

요약: 저수량은가용한수자원의양을가장직접적으로나타내는인자중의하나이다. 또한가뭄의영향을보

다직관적으로나타낼수있으므로, 가뭄평가를위한연구에서도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최근에는광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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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기후변화로인해지구온난화가가속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가뭄의 심도와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Dai

and Aiguo, 2013; Lee et al., 2004; Mukherjee et al., 2018).

특히, 한반도 기후의 특성상 강수가 지역 및 계절별로

편중되어나타나, 해마다국지적인가뭄이다수발생하

고있다(Ahn and Kim, 2010; Park et al., 2008). 가뭄은수

개월에서수년에걸쳐일정기간동안수분혹은강수량

이 현저히 부족하여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의미하며,

홍수, 태풍, 지진등다른자연재해들과달리시작과끝

을정의하기어렵고, 진행속도가느리며, 광역적인공간

을 통하여 전파하는 특성을 갖는다(Mishra et al., 2019).

가뭄은경제, 환경및사회에직·간접적인악영향을끼

칠 수 있으며,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면 농업용수의 부

족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 수위 저하에 의한

수질악화, 건조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 식수와 생활용

수 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등의 문제를 야

기한다(Ding et al., 2011).

가뭄은관점에따라기상학적가뭄, 농업적가뭄, 수

문학적가뭄으로분류된다. 기상학적가뭄은일정기간

동안특정지역에서강수량이부족한것으로정의되며,

기상현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Zargar et al.,

2011). 농업적 가뭄은 농작물의 생육에 직접적으로 관

계되는토양수분이부족한것으로정의되며, 농작물의

수요와공급사이에불균형을일으킨다(Liu et al., 2016).

수문학적 가뭄은 물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수 및

지하수가기간별로평균에미치지못하는경우를의미

하며, 댐, 하천, 저수지, 호수 등의 수량 부족과 연관이

있다(Van Loon, 2015). 이렇듯 수문학적 가뭄지수는 실

질적인가용수량에대한직간접적인척도로사용가능

하다. 또한 수문학적 가뭄은 다른 종류의 가뭄들에 비

하여장기간에걸쳐발생하여사회및경제적으로심각

한영향을끼친다.

가뭄의특성상, 가뭄을사전에대비하기위해서는광

범위한영역을대상으로지속적인감시및분석이필수

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원격탐사 및 재분석자료 등

의멀티소스데이터를활용한연구가다수수행되고있

다(AghaKouchak et al., 2015). 원격탐사 기반 기상학적

가뭄의분석은강수량, 증발산량모니터링과 SPI, SPEI

(Begueria et al., 2014), PDSI (Alley, 1984) 등을 이용하며,

농업적가뭄의분석은토양수분, 식생지수모니터링과

VCI (Liu and Kogan, 1996), VHI (Kogan, 1997) 등을이용

한가뭄분석연구가진행되어왔다.

기상학적가뭄과농업적가뭄분석을위한인자들을

제공하는위성산출물이많아관련연구가활발히진행

되고 있는 반면, 수문학적 가뭄은 분석을 위한 위성과

센서 및 산출물이 비교적 부족하여 원격탐사 기반 접

근방식의개발이제한적이다(West et al., 2019). 수문학

적가뭄의분석은주로특정지역의유량과수문인자의

모니터링을연계하여분석되고있으며(Van Loon et al.,

2015), 최근 광학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산출한 저수지

면적과 저수량 관측데이터를 연계하는 연구도 제안되

고있다(Zhao et al., 2019). 하지만, 광학영상의특성상구

름, 눈 등의 기상현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장기간 모니

터링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상현상의영향을적게받는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을 활용해 RADI

(Reservoir Area Drought Index)를산정하여지역규모의

수문학적가뭄판단의적정성을평가하였다. 저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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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저수면적을관측하고, 또이를활용한수문학적가뭄지수인 RADI가개발되기도하였다. 인공위성을통

해얻을수있는광학영상은관측주기가뛰어나많은양의자료를획득할수있으나, 구름등기상과대기환경

에의한영향에취약하여실제활용에서는다소한계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기상이나, 관측시간대와상

관없이영상을획득할수있는 SAR 영상을활용한가뭄지수산정연구를수행하고자하였다. Sentinel-1 위성의

SAR 영상을활용하여충북진천군에위치한백곡, 초평저수지의저수면적을탐지하여, RADI를산정하여지

역규모가뭄모니터링을수행하였다. RADI는실측저수량을기반으로한 RSDI와비교, 검증하였다. RADI는

RSDI와상관계수 r=0.87, ROC의밑면적 AUC=0.97로매우높은상관관계를보여주었다. 이결과는 SAR 기반

RADI의지역규모수문학적가뭄모니터링의가능성을보여주며, 추후가용 SAR 영상의종류가늘어나고, 재

방문주기가단축될것이므로가뭄모니터링에대한활용성이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



을 산정하기 위해서 Sentinel-1 위성의 SAR후방산란계

수로부터 저수지의 수체면적을 탐지하였으며, 저수면

적을 통해 RADI를 산정하고 지역 규모의 수문학적 가

뭄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SAR기반 RADI는 실측

저수량 기반 RSDI (Reservoir Storage Drought Index)와

비교및검증을통하여수문학적가뭄판단의적정성을

평가하였다.

2. 연구 지역 및 데이터

1) 연구지역

본연구에서수문학적가뭄을모니터링할연구지역

으로 충청북도에 위치한 진천군을 선정하였다(Fig. 1).

진천군은진천평야의곡창지대를끼고있는농업지역

이며,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농업용 저수지인 백곡

(Baekgok) 저수지와 초평(Chopyeong) 저수지가 위치

해 있다. 백곡저수지와 초평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26,372,000 m3, 13,853,200 m3이며, 유역면적은 84,790,000

m2, 133,300,000 m2으로 대규모 저수지에 속한다. 백곡

저수지와 초평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관리

및 운영되고 있으며 , 백곡저수지는 관개면적이 약

26,135,000 m2에 달하며 충북 지역 내 유효저수량이 가

장 큰 저수지이다. 초평저수지는 충북 지역 내 가장 큰

영농저수지로진천군뿐아니라청원군 6개면에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의

2020년 저수지 수문조사연보에 따르면 백곡저수지와

초평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충북 전체 저수지의 약

20%, 진천군내전체저수지의약 75%를차지한다. 즉,

백곡저수지와, 초평저수지의 저수량은 충청북도 내의

가뭄상황을모니터링하기위해가장핵심적인인자라

고할수있다.

2) Sentinel-1 SAR

Sentinel-1은 European Space Agency (ESA)에서해양및

육지의지속적인레이더매핑을위해발사된위성으로,

Sentinel-1 SAR 영상의 수체 탐지 기법을 활용한 저수지 관측 기반 수문학적 가뭄 지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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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Baekgok and Chopyeong reservoirs

Reservoir Water capacity
(1,000 m3)

Watershed area
(1,000 m2)

Irrigation area
(1,000 m2)

Full water level
(EL.m)

Lowest water level
(EL.m)

Baekgok 26,372.0 84,790 26,135 102.10 83.00
Chopyeong 13,853.2 133,300 24,998 61.00 46.00

Fig. 1.  Location of study area and reservoirs (a) Baekgok and (b) Chopyeong.



동일한궤도를공유하는Sentinel-1A/B로구성된다(Torres

et al., 2012). Sentinel-1은 4가지 관측 모드(Interferometric

WideSwath, IW; ExtraWideSwath, EW; StripMap, SM; Wave,

WV)에서작동하는중심주파수가 5.405 GHz인C-band합

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를탑재하고

있다(Geudtner et al., 2014). SAR는 능동형 마이크로파 센

서로구름, 눈등의기상현상에상관없이관측가능하다

는장점을가지고있다. Snetinel-1 SAR는송수신방향을

기준으로 VV, VH, HV, HH의 4가지 편파 영상이 제공

되며, 6~12일의시간해상도와 10 m, 25 m, 40 m의공간해

상도를제공한다. 본연구에서는구글어스엔진(Google

Earth Engine, GEE)에서 제공하는 IW모드의 Ground

Range Detected (GRD) 레벨1 영상을사용하였으며, 2015

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총 714장(백곡 357장, 초평

357장)의영상을이용하였다. 편파영상중송수신방향

이 동일한(co-polarization) VV, HH편파는 송수신 방향

이서로다른(cross-polarization) VH, HV편파에비하여

수체 표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Bourgeau-Chavez et al.,

2001; Mullissa et al., 2021). 이에국내에서사용가능한VV,

VH편파 영상 중 VV편파 자료가 수체 탐지에 효과적

일것으로판단하여, 이를이용하여저수지의수체면적

및 RADI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저수면적 및 RADI는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에서 제공하는 실

측저수량자료를사용하여비교및검증하였다.

3. 연구방법

1) SAR 영상을 이용한 저수지 수체면적 탐지

SAR영상은노이즈(noise)의간섭으로인해영상의품

질을저하시킬수있어, 정확한결과를산출하기위해서

는전처리과정이필수적이다(Ma, 2021). GEE에서는궤

도보정(Apply orbit file), 노이즈제거(noise removal), 방사

보정(Radiometric calibration), 지형보정(Terrain correction)

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 Sentinel-1 GRD자료를 제공

한다. 궤도보정은 SAR영상에궤도메타데이터를추가

하여위성의정확한위치및속도를얻을수있다. 노이

즈제거는 SAR영상의열잡음(Thermal noise)과경계잡

음(Border noise)을 제거해 주며 보정 매개변수를 사용

한 방사 보정을 통해 후방산란계수를 산정할 수 있다.

이후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하는 지형보정을 통해

Sentinel-1 GRD자료를획득할수있다. GEE에서전처

리 과정을 수행한 Sentinel-1 GRD영상에서 불규칙한

잡음을제거하기위해서중간값필터링(Median filter)을

이용하여 ‘Speckle filtering’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Filipponi, 2019).

전처리과정을수행한 SAR영상에서저수지의수체

면적을산정하기위해서히스토그램기반임계값산정

기법을 활용하여 수체와 비수체 지역을 분류하였다

(Fig. 2). 수체의표면은비수체표면에비해거칠기가낮

아후방산란계수(Backscattering coefficient [dB]) 값이작

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Pierdicca et al., 2013;

Pham-Duc et al., 2017). 이에수체와비수체의분류는임

계값을기준으로후방산란계수값이낮은영역을수체,

높은영역을비수체로분류한다. 임계값의산정은영상

의히스토그램을두개의클래스로분할한후클래스내

의(intra-class) 분산은 작게하고, 클래스 간의(inter-class)

분산은 크게함으로써 클래스의 분산비를 최대화 시키

는지점을찾는Otsu알고리즘을이용하였다(Otsu, 1979;

Li and Kim, 2006). Otsu기법은 식 (1)에서 두 클래스간

의분산을구한후, 식 (2)에서두클래스간분산의차이

가최대가되는 k*을구하여최적의임계값을얻을수있

는기법이다.

σ2B(k) = ω0(k)(μ0(k) – μT(k))2 + ω1(k)(μ1(k) – μT(k))2
= ω0(k)ω1(k)(μ1(k) – μ0(k))2                           (1)

σ2B(k*) = max(σ2B(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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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gram-based threshold estimation.



식 (1)의 σ2B(k)는두클래스의분산, ω0와 ω1은각클래

스의 확률분포, μ0와 μ1는 각 클래스의 평균, μT는 영상

전체의평균을의미하고, 식 (2)의 k*는최적의임계값을

의미한다. Otsu알고리즘은다른히스토그램기반임계

값산정기법에비하여수체의미탐지와저수면적의과

소산정되는경우가낮아(Jeong et al., 2021) 수문학적가

뭄분석에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여,

이를사용하였다.

2) 저수면적 및 저수량 기반 가뭄지수 산정

SAR는기상현상, 주야간에상관없이전천후로고해

상도의영상획득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SAR영상

의 후방산란계수를 이용하여 저수지, 호수, 강 등의 수

체 탐지와 면적 산정을 이용한 수위 변화 및 침수지역

추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SAR영상은광학영상에비하여수문인자의산출에제

한이 있어, 가뭄분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최근

Zhao et al. (2019)는저수지의면적만을이용하여지역규

모의가뭄분석이가능한 RADI를제안하였다. RADI는

관심 지역의 저수면적의 누적분포함수와 정규분포의

역함수를이용하여수문학적가뭄의정규화및특성화

가가능하다(Fig. 3). 이에본연구에서는 Sentinel-1 SAR

영상만을 이용하여 RADI의 산정 및 지역규모의 수문

학적 가뭄분석을 수행하였다. RADI는 다음 과정을 거

쳐산정할수있다.

Step 1: 관측시점 별 연구지역 내 저수지의 총 면적

계산.

Step 2: 관측시점별연구지역내저수지의총면적의

누적분포함수계산.

Step 3: 저수면적에서 주어진 누적 분포 함수의 값에

대응하는정규분포값계산.

Step 4: 정규분포의 값을 역함수를 이용하여 RADI

산정.

RADI의검증은실측저수량을이용하는 RSDI와비

교 및 검증을 하였다. 저수량은 현재 가뭄 분석에 사용

되고 있는 SWSI (Surface Water Supply Index), ADI

(Aggregate Drought Index) 등의 산정에 중요한 인자로

사용되며(Keyantash et al., 2004), 저수량 그 자체로도 가

뭄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Gao et al., 2021; Zhang et

al., 2016). RSDI는 실측 저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RADI

와동일한방법으로산정된다.

3) ROC 분석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분석은 확률

론적근거를통해다양한임계값에대한이진분류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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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ormalization of reservoir area time series. (a) shows the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or
the reservoir area and (b) shows the normalized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능을평가하는기법으로, Bae et al. (2013); Yoo et al. (2013);

Yoon et al. (2020)는 ROC분석을 이용하여 가뭄지수의

정략적인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ROC

분석을 사용하여 산정된 RADI의 수문학적 가뭄 판단

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ROC분석은 Table 2와 같이

관측된 결과(Observed value)와 예측된 결과(Predicted

Value), 가뭄(Drought)과 비 가뭄(Non-drought)으로 분

류된다. 관측된 결과는 실측 저수량 자료를 이용하는

RSDI를사용하였으며, 예측된결과는 SAR영상으로산

정된저수면적을이용하는 RADI를사용하였다.

관측 결과가 가뭄인 시기에 예측 결과가 가뭄일 경

우는 TP (True Positive), 가뭄이 아닌 경우는 FN (False

Negative)로분류된다. 관측결과가가뭄이아닌시기에

예측 결과가 가뭄일 경우는 FP (False Positive), 가뭄이

아닐 경우는 TN (True Negative)로 분류된다 (Table 2).

4가지분류와식 (3), (4)를이용하여양성율(True Positive

Rate, TPR)과 위양성율(False Positive Rate, FPR)을 계산

후, Fig. 4와같이각각 X좌표와 Y좌표에나타냄으로써

ROC곡선의 형태로 나타낸다. 예측 결과의 성능이 우

수할수록 ROC곡선은 좌측 상단에 가까워지며, ROC

곡선의아래의면적(Area Under Curve, AUC)의값은 1에

가까워진다.

TPR =                             (3)

FPR =                             (4)

4. 결과 및 고찰

1) SAR 영상 기반 저수지 면적 산출

본절에서는전처리된 Sentinel-1 SAR영상으로 2015

년부터 2020년까지총 6년동안백곡저수지와초평저수

지의수체를탐지하기위하여Otsu기법을이용하여임

계값을산정하였다(Table 3). 백곡저수지와초평저수지

에서산정된임계값의평균은각각 -14.674, -14.726 dB로

나타났으며, 최소임계값(-9.5333, -9.57338 dB)과최대임

계값(-17.3074, -17.4436 dB) 또한비슷하게나타났다.

산정된 임계값을 기준으로 714개의 SAR영상의 수

체와비수체지역을구분하였다. 백곡저수지에서수체

가가장많이관측된시기는 2020년 2월 27일이며, 초평

저수지에서는 2020년 9월 6일이었다. 두저수지에서수

체면적이 가장 적게 나타난 시기는 2017년 6월 30일로

동일하였다. 최소수체면적이관찰된것은저수량배출

등다양한원인으로저수지의수량이최소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저수량의변동에는가뭄현상이외에도다양

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용수량 측면에서 저수량

이낮은상태를유지하는것은농업적가뭄이나수문학

적 가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가뭄 평가를 위

한인자로사용할수있다. Fig. 5는두저수지의수체영

역 픽셀이 가장 많은 일자와 가장 적은 일자의 수체영

역 및 경계를 나타낸다. 해당 일자의 수체영역 픽셀의

수에면적을곱하여저수면적을산정하였다. 저수면적

의 정확도는 RAWRIS에서 제공하는 실측 저수량 자료

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Fig. 6은 SAR영상을 이

용하여 산정된 저수면적과 해당일자의 실측 저수량을

비교한그래프이다. 백곡저수지의최대및최소저수면

적은 1,966,100 m2, 1,136,200 m2, 초평저수지에서는

2,140,300 m2, 1,634,629 m2으로산정되었다. 연구기간동

TP
TP + FN

FP
FP +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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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OC Table
Observed Value

Drought Non-drought

Predicted
Value

Drought True Positive
(TP)

False Positive
(FP)

Non-drought False Negative
(FN)

True Negative
(TN)

Fig. 4.  Schematic visualization of ROC curve.



안 SAR영상을이용하여산정된두저수지의저수면적

최소, 최대일자와실측저수량의최대, 최소일자가일

치하였으며, 상관계수(r) 또한 0.88, 0.82로높은값을나

타내었다. 따라서두저수지에서의저수면적과저수량

은비슷한경향과계절성을보임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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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threshold value in Baekgok and Chopyeong reservoirs

Reservoir Observation period
Value of threshold (dB)

Maximum Minimum Mean

Baekgok 2015. 01. ~ 2020. 12. -9.53 -17.31 -14.67

Chopyeong 2015. 01. ~ 2020. 12. -9.57 -17.44 -14.72

Fig. 5.  Result of reservoir water surface area detected (a) Baekgok, 2020.02.27, (b) Baekgok, 2017.06.30, (c) Chopyeong,
2020.09.06, and (d) Chopyeong, 2017.06.30.

Table 4.  Summary of reservoir surface area in Baekgok and Chopyeong reservoir

Reservoir Observation period
Reservoir surface area (m2)

Maximum Minimum Mean

Baekgok 2015. 01. ~ 2020. 12. 1,966,100 1,136,200 1,661,959

Chopyeong 2015. 01. ~ 2020. 12. 2,140,300 759,800 1,634,629



2) 백곡, 초평저수지의 지역 내 수문학적 대표성 분석

저수지의면적및수량을이용한수문학적가뭄분석

시, 연구지역내모든저수지의자료를활용하는경우에

는 연구지역의 가용수자원 전체를 고려할 수 있어, 지

역적대표성을가진다는장점이있다. 하지만소규모저

수지의경우위성영상의공간해상도등기술적한계로

수체탐지의정확도에한계가있으며, 가뭄이진행되거

나방류시기에따라저수지의수량이존재하지않을경

우가뭄을분석에대한오류가발생할수있다. 반면, 연

구지역내저수면적과저수량이충분히큰저수지만을

이용할시총가용수량을고려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

으나, 보다신뢰도있는수체탐지자료를사용할수있

다는장점이있고, 가뭄상황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활용

한 가뭄 분석을 위해, 대규모 저수지를 채택하고자 하

였으며, 소형저수지를배제하는경우의영향을확인하

기위해충북진천군에위치한 12개저수지와대규모저

수지인백곡, 초평저수지만의실측저수량자료를이용

한 RSDI를계산하여비교, 검증하였다. Fig. 7은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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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between estimated reservoir surface area and reservoir storage (a) Baekgok and (b)
Chopyeong.



내존재하는 12개의농업용저수지의저수량을이용하

여 산정한 RSDI와 백곡, 초평저수지의 저수량만을 이

용하여산정한 RSDI를비교한것이다. 두 RSDI는거의

동일한경향성을나타났으며, r=0.99, RMSE=0.1로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는 지역 내 대규모 저수지

인 백곡저수지와 초평저수지의 저수량이 연구지역 내

의총가용수량의변동성을대표할수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 백곡, 초평저수지만을 활용하더라도 진천군의

지역 규모 수문학적 가뭄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실측 저수량 자료를 이용한 RADI 검증

본 절에서는 SAR영상을 활용하여 백곡, 초평저수

지의면적을산정후 RADI를이용하여지역규모의수

문학적 가뭄 분석 및 실측 저수량을 이용하는 RSDI와

비교, 검증하였다. Fig. 8은 백곡, 초평저수지의 저수면

적을이용하는 RADI와저수량을이용하는 RSDI를비

교 및 검증한 결과이다. 2015년 5~11월, 2017년 5~6월,

2019년 6~9월 동안 RADI와 RSDI는 -1 이하의 값을 나

타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저수지의 면적이 줄어들

었음을의미하며농업용수의배출로인한저수지수량

의부족과수문학적가뭄이나타났다는것을의미한다.

RADI는 RSDI와 비슷한 경향과 계절성을 가졌으며,

r=0.86, RMSE=0.52로높은정확도를보였다. 2017년여

름기간동안 RADI는 0보다작은값을가졌으나, RSDI

는 0보다 큰 값이 나타났다. 이는 Fig. 6과 같이 두 저수

지에서해당기간동안수체의미탐지로인하여오차가

발생하였다. 2017년여름기간동안저수지수체탐지에

미탐지가존재한이유는바람의영향으로인하여저수

지의 수체 표면이 거칠어져 난반사의 영향, 혹은 여름

기간 동안 수표면의 수풀, 녹조 등 식생의 영향으로 수

체가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Jang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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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and validation between RSDI (Baekgok, Chopyeong) and RSDI (All reservoirs in Jinchun) (a) Time
series of indices and (b) Scatterplot between indices with linear regression (red line).

Fig. 8.  Comparison and validation between RADI and RSDI (a) Time series of indices with monthly precipitation and (b)
Scatterplot between indices with linear regression (red line).



Gulácsi and Kovács, 2020).

Fig. 9는RADI, RSDI를 0을기준으로 4개의부분으로

나누어비교한산점도를나타낸다. 1 사분면은 RADI와

RSDI 모두 0보다큰기간, 2 사분면은 RADI는 0보다크

고 RSDI는 0보다작은기간, 3 사분면은 RADI와 RSDI

모두 0보다 작은 기간, 4 사분면은 RADI는 0보다 작고

RSDI는 0보다 큰 기간을 의미한다. 2 사분면과 4 사분

면은두지수를 0을기준으로오차가생긴기간을의미

한다. Table 5와 같이 2 사분면과 4 사분면에 해당하는

일자는각각 24일로총 48일이었으며 1 사분면과 3 사분

면에 해당하는 일자는 155일과, 154일이었다. RSDI값

이 0보다작은기간에서는RADI와의 r값은 0.86, RMSE

는 0.34로높은정확도를보였으나, RSDI값이 0보다큰

기간에서는 r=0.5, RMSE는 0.65로정확도가낮았다. 이

결과는 두 지수가 모두 양수를 나타낼 때에 비해, 모두

음수를 나타낼 때 더욱 큰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

한다. 즉, RADI는 가뭄 영향이 커질수록 RSDI로 산정

되는 가뭄 영향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수

문학적 가뭄의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SAR 기반의

RADI를활용할수있다고판단된다.

SAR기반 RADI의 수문학적 가뭄 판단의 적용성을

평가하기위하여 ROC분석을수행하였다. 관측결과는

실측 저수지 기반 RSDI를 사용하였으며, 예측 결과는

RADI를 사용하였다. RSDI의 가뭄판단 기준은 -1을 임

계값으로설정하였다. SPI지수는강우의비율을이용하

여가뭄을판단하는지수로 -1.5~-1의범위에서는보통

가뭄, -1.5~-2에서는심한가뭄, -2 이하에서는극심한가

뭄으로판단한다(Jeong et al., 2016; Roodposhti et al., 2017;

Shin et al., 2020). RSDI는저수량의비율을이용하여수문

학적 가뭄을 판단하는 지수로 값의 범위는 SPI지수와

비슷하게 -3에서 3까지의값을가진다. 이에 RADI의가

뭄판단의임계값을 -1을기준으로사용할수있을것으

로판단하였다. Fig. 10은 RSDI가 -1 이하의값을갖는시

기를가뭄기간으로설정하여 RADI의 ROC곡선을작

성한결과이다. ROC곡선은좌측상단에매우가까운위

치에존재하였으며, AUC값은 0.97로높은탐지율을보

였다. 이를통해다시한번 SAR영상기반 RADI가실측

저수량 기반 RSDI와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수문

학적가뭄판단에적합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5. 결론

본연구는 Sentinel-1 SAR위성영상을이용하여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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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 and RMSE value of Fig. 9

Quadrant 1 Quadrant 3 Disagreement
(Quadrant 2, 4)

Number 155 154 48
R 0.5 0.86

RMSE 0.65 0.34

Fig. 9.  Comparison between RADI with RSDI. Fig. 10.  ROC curve using RADI and RSDI.



의수체를탐지후, 저수면적기반 RADI의수문학적가

뭄판단을위한적합성을확인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저수지의 수체 탐지는 SAR 영상의 후방산란계수를

Otsu임계값을 이용하였으며, RADI는 실측 저수량 기

반 RSDI와 비교 및 검증하였다. SAR영상만을 이용하

여지역규모의가뭄을분석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고판단되며, 도출된결론은다음과같다.

1) SAR영상의 후방산란계수와 Otsu기법을 이용하

여저수지의수체탐지및저수면적의산정이가능

하다.

2) 저수량을 이용한 지역규모의 가뭄분석을 위해서

는저수지전체를고려하여야하지만총수량은대

규모저수지의경향을따라가므로대규모저수지

만을이용하여도가뭄분석이가능하다.

3) 저수면적기반가뭄지수는실측저수량기반가뭄

지수와 비슷한 경향성 및 계절성을 가지며, 가뭄

판단능력에높은적정성을가지고있다.

4) RADI는 가뭄이 아닌 기간에는 정확도가 낮았으

나, 가뭄인 기간에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는

SAR기반 RADI가지역규모의수문학적가뭄분석

이가능하다는것을보여준다.

SAR위성영상은 10 m의고해상도에서구름, 눈등의

기상현상에 상관없이 수체를 탐지할 수 있어 저수지,

댐, 호수의 수위 변화 관측과 홍수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추후 수자원위성 등 보다 다양한

SAR영상을더짧은주기로획득하기위한계획이있으

므로, SAR영상에 대한 활용도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 SAR영상을활용한지역

규모의수문학적가뭄분석기법을제시하고자하였다.

향후수자원위성의개발과더불어시공간해상도가높

은 ICEYE, Capella등 다양한 SAR영상을 활용한다면,

광학영상과의합성등의다양한방법으로보다정확한

수문학적가뭄분석도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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