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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기반 고해상도 토양수분 복원을 위한 
Sentinel-1 SAR의 자립형 활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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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Soil Moisture Retrieval Using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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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threat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s, floods, forest fires, and landslides increases
due to climate change, social demand for high-resolution soil moisture retrieval, such as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is also increasing. However, the domestic environment has a high proportion of
mountainous topography, making it challenging to retrieve soil moisture from SAR data. This study
evaluated the usability of Sentinel-1 SAR, which is applied with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technique, to retrieve soil moisture. It was confirmed that the backscattering coefficient obtained from
Sentinel-1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oil moisture behavior, and the possibility of stand-alone use to
correct vegetation effects without using auxiliary data observed from other satellites or observatories.
However,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ite and topographic group. In
particular, when the model learned on the mountain and at flat land cross-applied, the soil moisture could
not be properly simulated. In addition, when the number of learning points was increased to solve this
problem, the soil moisture retrieval model was smoothed. As a result, the overall correlation coefficient
of all sites improved, but errors at individual sites gradually increased. Therefore, systematic research
must be conducted in order to widely apply high-resolution SAR soil moisture data.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effectively used in various fields if the scope of learning sites and application targets are
specificall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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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세계적인기후변화로인해가뭄, 산불, 홍수, 산사

태등다양한자연재해가끊임없이발생하고있다(Van

Aalst, 2006; Alvioli et al., 2018 Orimoloye et al., 2021). 이러

한자연재해는전지구적인수문순환시스템과맞물려

수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불균형과 맞물려 발생한다

(Tingsanchali, 2012; Ward et al., 2020). 토양수분에 대한

관심은수문순환과정에서인간에게필수적인지표수

를이해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

고 있다. 지구상의 물은 강수와 증발산을 통해 지표와

대기에서이동하는데, 이러한과정사이에서토양공극

에존재하는지표수를토양수분이라고한다. 수자원부

존량의 측면에서 토양수분은 다른 수문기상인자에 비

해매우적은양으로존재하지만, 수문, 기상, 농림, 방재

등다양한분야에서중요한인자로여겨지고있으며, 전

지구기후관측시스템(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GCOS)에서도지구기후특성화에결정적인영향을미

치는 54가지 필수 기후 인자(Essential Climate Variable,

ECV) 중하나로토양수분을지정하고있다.

토양수분의관측은과거토양시료를채취하여오븐

건조를 통해 질량 차이로부터 관측하는 건토중량법

(gravimetricmethod)으로부터TimeDomain Reflectometry

나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와같은유전율식센

서(capacitance sensor)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Dorigo et al., 2011). 하지만 토양수분은

지형, 토양의 성질 등 다양한 영향으로 공간적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일 지점 관측자료만을 활

용하여의미있는연구결과를도출하기어렵다는한계

가 있다(Zhao and Li, 2013). 때문에 인공위성을 이용하

여공간토양수분을관측하는연구도이루어지고있다.

현재토양수분산출물을제공하고있는위성기반자료

로는 미국의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2 (AMSR-2), Soil Moisture Active Passive (SMAP)와유럽

의 Soil Moisture and Ocean Salinity (SMOS), Advanced

Scatterometer (ASCAT)의산출물등이대표적이다. 하지

만이들의해상도는각각 AMSR-2의경우 10 km, SMAP

의경우 36 km이고 SMOS는 30 km, ASCAT은 12.5 km로

지형적복잡성이높은국내유역과같은국지규모에서

의 활용성은 부족하다(Chen et al., 2002; Kim et al., 2018;

Brocca et al., 2018). 기존토양수분산출물의공간적해상

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합성개구레이더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기반의고해상도토양수

분복원을위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고해상도의자

료는저해상도의자료에비해식생이나, 지표면거칠기,

입사각등에대한영향이상대적으로크고복잡하게나

타난다. 그결과아이러니하게도, 복잡한환경일수록고

해상도의자료가요구되지만, 복잡한환경일수록토양

수분자체의특성만을선별하여복원하기어렵다는단

점이있다(Shi et al.,1997; Balenzano et al., 2010). SAR를탑

재한대표적인위성인 Sentinel-1의경우 10 m공간해상

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산출물에 비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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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합성개구레이더

(Synthetic Aperture Radar, SAR)와 같이 고해상도 토양수분 복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환경은산림지형의비율이높아, 식생과지형의영향을크게받는 SAR 자료에서토양수분을복원하는데

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기계학습의일종인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기법을활용하여, Sentinel-1 SAR 영상의자립형활용성을평가하였다. Sentinel-1에서얻을수있는이중편파산

란계수는토양수분거동과유의미한상관성을가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으며, 다른위성이나지점에서관

측된보조자료를사용하지않고도식생의효과등을보정할수있는자립형활용가능성도확인할수있었다. 하

지만각지점별, 지형그룹별특성에의한차이가크게나타났으며, 특히산지와평지에서학습된모형을교차

적용하였을때토양수분을제대로모의할수없는현상이발생하였다. 또한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학습지

점의수를늘리는경우에는토양수분복원모형이평활화되어상관계수는증가하였으나, 지점에서의오차는

점점증가하였다. 따라서고해상도 SAR 토양수분자료를광범위하게적용하기위해서는체계적연구수행이

선행되어야하며, 목적에따른학습지점의선정, 적용지역의범위등을구체적으로제한하여활용한다면다

양한분야에서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활용성이높을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이러한 SAR

위성의장점을활용하기위해, 국내에서도 SAR기반토

양수분을복원하기위한다양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

다. Lee et al. (2017)은농지에서 Support Vector Regression

를 이용하여 Sentinel-1 SAR토양수분을 산출하여 검증

함으로써, 고해상도 영상으로부터 식생이나 지면요소

를토양수분과분리하기가어려움을보이기도하였다.

Sentinel-1 SAR에서 식생 등의 요소를 분리하기 어려운

점은산지가대부분인국내환경에적용이매우어려움

을의미한다. 식생요소를제거하기위해 Cho et al. (2020)

은 초지와 농지에서Water Cloud Model (WCM)을 적용

하여 토양수분을 복원하기도 하였으며, Sentinel-1으로

부터계산된 Radar Vegetation Index를이용하여식생의

영향을평가한연구도이루어졌다(Cho et al., 2021). 최근

에는 Sentinel-1 SAR의 독립적 사용이 아닌, 강우 등의

보조인자를 활용하여 토양수분을 산정하는 연구도 이

루어지고있다. Kim et al. (2020)에서는 Sentinel-1 자료를

1 km의공간해상도로변환한후자료동화기법을이용

해 토양수분을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Chung et

al. (2022)은선행강우를고려하여다중선형회귀모형으

로토양수분을추정하기도하였다. 보조자료와기계학

습 등을 활용하는 경우 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SAR자료에 대한 분석과

보정이이루어지지않으면변수중요도가지나치게낮

아질수있다(Ahmad et al., 2010). 이경우, 동일방법론에

서 SAR를제외하는것이나은결과를보일수도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SAR의 장점인 고해상도에서의

신뢰도를잃을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기법을활용하여산지에위치한

토양수분관측망인설마천유역과농지, 초지에서토양

수분을 다양한 조건으로 복원한 후 비교/검증을 수행

하였다. 식생을고려하기위한입력자료로는 Sentinel-1

기반 산출물인 Dual Polarimetric Radar Vegetation Index

(DpRVI)를사용하였으며, 이외에동일한 SAR센서에서

관측되는 Local Incidence Angle (LIA)와Vertical Transmit-

Vertical Receive (VV), Vertical Transmit-Horizontal Receive

(VH) 이중편파산란계수를활용하였다. SAR기반산출

물만을활용함으로써, Sentinel-1 SAR의독자적인활용

성을평가하였으며, ANN으로지점에서학습된토양수

분모델의공간적적용성을평가하고자하였다. 이를통

해 산지에서의 식생 조건이 초지, 농지와 비교하여 토

양수분복원결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으며, 향후

SAR영상을기반으로한전국단위고해상도토양수분

복원을위한연구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 지역 및 데이터

1) 설마천 유역 및 경기 지역 토양수분량 관측소

본연구에서는경기도파주시적성면설마천유역내

의토양수분관측망을활용하였다. 설마천토양수분관

측망은 현재 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유전율

식토양수분관측센서 16개소로이루어져있으며, 2018

년 7월부터 관측을 시작하였다(Jeong et al., 2018). 지점

내의 토양수분 관측 센서는 설치 지점의 토성, 지형 조

건 등에 맞추어 정밀하게 검증된 자료로, 좁은 지점 내

의정밀한토양수분지점관측자료가요구되는합성개

구레이더기반토양수분복원에가장적합하다고판단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토양수분 센서 설치 지점은

Loamy sand혹은 Sandy loa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

곡가운데로는작은천이흐르고있다(Fig. 1).

토양수분관측망이위치한설마천유역은혼효림으

로 합성개구레이더 신호를 활용한 토양수분 복원에서

정확도를확보하기어려운토지피복이다. 실제지점관

측소주위로침엽수림과활엽수림등다양한식생이존

재하며, 산지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사면 조건을 지니

고있어토양수분이외의다양한지표면환경조건들이

합성개구레이더 신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반면함께연구지역으로선정한농촌진흥청토양수

분 관측소 4개소(가평, 광주, 수원, 양주)와 기상청 1개

소(춘천)의 경우에는 초지와 농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Table 1), 설마천과는달리지형이평탄하다. 설마천토

양수분관측망과는달리농진청및기상청토양수분관

측소들은관측소간거리가최소 20 km이상떨어져있

으며각기상이한관측환경을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

하였으며(Fig. 1), 각환경에서 ANN방법을활용한 SAR

자료기반토양수분모의결과를평가하고자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지점의 상세한 위치, 식생 정보

기계학습 기반 고해상도 토양수분 복원을 위한 Sentinel-1 SAR의 자립형 활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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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1과같다.

본연구에서는설마천유역내토양수분관측소 16개

소 중 Sentinel-1 영상의 픽셀이 겹치지 않도록 9개소

(Seolmachen, SMC)를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2018년 7

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자료를활용하였으며, 동절

기 토양수분 결빙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11월,

12월, 1월, 2월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

4개소, 기상청 1개소와 같은 상이한 식생 조건의 지점

(External Single Sites, ESS)을 함께 활용하여 국내 SAR

기반 토양수분 복원 결과를 식생 조건 및 지표면 환경

조건에따라살펴보고자하였다.

2) Sentinel-1 SAR

Sentinel-1 위성은현재가장보편적으로활용되고있

는합성개구레이더탑재위성으로, C-band레이더신호

를 지표면으로 송출한 뒤 반사되어 레이더 수신기로

돌아오는신호의강도를측정한다(Torres et al., 2012). C-

band합성개구레이더센서는 L-band와 X-band사이주

파수로(5.405 GHz) 대기에의한영향이적고, 전파방해

에의한영향도적어지표면을탐사하기에적절한레이

더신호이다. 이러한레이더특성으로인해 Scatterometer

센서를통해C-band마이크로웨이브를송출하는Metop

위성 기반 ASCAT토양수분 산출에도 활용되고 있다.

Scatterometer센서와 달리 합성개구레이더 센서는 신

호를증폭시켜고해상도영상을얻는데유리하고, 고해

상도광학위성과달리기상에의한영향도적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 C-band Sentinel-1 위성자료를국내산악

지형토양수분복원에활용하였다. 사용된 Sentinel-1 자

료는 Ground Range Detected의 Wide Swath 모드로 관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8, No.5-1, 2022

– 574 –

Fig. 1.  Study Area of ESS and SMC soil moisture measurement sites.

Table 1.  Specific Information of study sites
ID Latitude (°N) Longitude (°E) Vegetation

SMC1 37.9390 126.9548 Needleleaf
SMC2 37.9396 126.9554 Broadleaf
SMC3 37.9384 126.9554 Broadleaf
SMC4 37.9384 126.9541 Needleleaf
SMC5 37.9394 126.9566 Needleleaf
SMC6 37.9386 126.9566 Broadleaf
SMC7 37.9384 126.9566 Broadleaf
SMC8 37.9377 126.9552 Needleleaf
SMC9 37.9396 126.9537 Broadleaf
ESS1 37.9546 127.7763 Grassland
ESS2 37.5090 127.5130 Grassland
ESS3 37.8460 127.5006 Agriculture
ESS4 37.2570 126.9830 Grassland
ESS5 37.8205 126.9727 Grassland



측된 자료이며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의 자

료를활용하였다. European Space Agency에서제공하는

Sentinel Application Platform소프트웨어와 Python코드

를이용해위성궤도정보적용, 열잡음제거, 복사보정,

잡음 제거, 지형 보정과 같은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이

후 LIA에 따른 후방산란계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Bauer-Marschallinger et al., 2021)에서 제시한 Projected

Local Incidence Angle Normalization기법을적용하여후

방산란계수값을보정하였다.

Sentinel-1 위성에서관측하는편파특성은 VV와 VH

특성의 자료가 있어, 식생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VH편파 자료를 활용하였고, 토양수분을 관측하기 위

하여 VH대비 식생에 의한 영향이 적은 VV편파 자료

를활용하였다(Bousbih et al., 2017).

3. 연구방법

1) Dual Polarimetric Radar Vegetation Index (DpRVI)

합성개구레이더센서를통해제공되는다양한편파

특성 값을 활용할 시 편파 특성 별 레이더 신호가 지표

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통해 식생 지수를 계

산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Mandal et al. (2020)에서제

시한DpRVI를식생을고려하기위한인자로사용하였

으며, 이를계산하는방식은아래와같다.

q =                            (1)

mc =                                (2)

βc =                                (3)

DpRVI = 1 – (mc × βc)                       (4)

q 값은 일반적으로 VV 후방산란계수 값 대비 VH 후방

산란계수값이작은특성을이용한 Ratio parameter이며,

mc값은 이러한 Ratio parameter를 이용한 Co-pol purity

parameter로 VV 후방산란계수와 VH 후방산란계수의동

일픽셀에서의강도차를나타낸다. 또한 βc 값은 mc 값
을정규화하여나타낸Co-pol intensity parameter이며, 이

를활용하여 DpRVI 값을계산하였다. DpRVI 값은일반

적으로사용되는광학위성기반식생지수인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보다레이더에대한

식생에의한영향을잘나타내는것으로선행연구에서

나타났으며(Bhogapurapu et al., 2022), 토양수분에 민감

한 VV 후방산란계수와같은공간해상도(10 m), 시간해

상도를가져본연구에서활용하였다.

2)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기법은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로 Sentinel-1 위

성개발초기단계부터토양수분복원을위한기법으로

제시되었다(Paloscia et al., 2013). Support Vector Machine

VH(Intensity)
VV(Intensity)

(1 – q)
(1 + q)

1
(1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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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N model structure for SAR based soil moisture retrieval.



과비교하여개선된연구결과가해당연구를통해제시

되었으며, 초지, 농지와 같은 지역에서도 ANN을 적절

한입력자료를구축할시토양수분복원에활용가능하

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식생을 고려하기 위해 ANN

기법이활용될시식생에의해다양한영향을받는후방

산란계수를 기반으로 토양수분 복원이 가능하다는 연

구가이후활발히진행되어왔고(Gao et al., 2017; Alexakis

et al., 2017; Chatterjee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는 식생의 복잡성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산지의

숲을 대상으로 한 토양수분 복원에 ANN기법을 적용

하고자하였다.

토양수분복원을위한입력자료로는 1차적으로 SAR

기반자료인 VV후방산란계수와 LIA만을이용하여 1

개 Layer로각지점별, 통합하여훈련과검증을수행하

였고, 2차적으로두개입력자료에 VH후방산란계수와

DpRVI를추가하여 10 m단위에서의식생을고려한토

양수분복원, 검증을수행하였다(Fig. 2).

4. 결과 및 고찰

1) SAR VV 후방산란계수의 산지 활용성 분석

국내지형의과반을차지하고있는산지에서 Sentienl-1

SAR를활용한토양수분복원의가능성을 ANN기법을

통해확인하고자하였다. SAR기반토양수분복원에서

토양수분의변동과가장큰상관관계를보이는자료는

VV편파 후방산란계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indlish

and Barros, 2001). 따라서입력자료로는 Sentinel-1의 VV

자료를사용하였으며, 산지에서 Radar의입사각영향을

보정해주고자 LIA도 포함하였다. 출력데이터로는 설

마천 9개 지점에서 관측된 토양수분자료를 사용하여

ANN지도학습을수행하였다. 또한산지에서의영향을

평지와 비교하기 위해 5개 지점을 추가 선정하여 비교

하였다.

Fig. 3은 SMC 1~9 지점과, ESS 1~5 지점에서학습한

토양수분과 관측자료의 산점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ANN토양수분과지점관측토양수분은각각 0.75, 0.82

의높은양의상관계수를보여주었으며, 산지에위치한

SMC에비해 ESS의상관관계가더높게나타남을확인

할수있었다. 즉 VV와 LIA만을입력데이터로사용하

는 경우, 농지나 초지에 비해 산지에서 보다 많은 환경

변수가자료의정확도에영향을줄수있음을시사한다.

각지점에서학습된모델의성능을 Table 2에서확인해

보면지형적영향을보다뚜렷이구분할수있다.

ESS 5개지점에서 Training set은평균 0.48, Test set은

평균 0.51의상관관계를보여주었다. SMC 9개지점에서

Training set은 ESS의 Training set평균과거의동일한상

관계수를 보여주었으나, Test set에서는 평균 0.38의 상

관계수를 보여주어 복잡한 지형의 특성과 혼효림으로

구성된식생의영향을크게받고있음을보여주었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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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atter plot of ANN (VV, LIA) model soil moisture with in-situ soil moisture (a: SMC sites, b: ESS sites).



생내수분량에의한후방산란계수에대한영향이주가

되는 초지 혹은 식생 높이가 낮은 농지(Notarnicola and

Posa, 2007; Gherboudj et al., 2011)와달리산지에서는나

무의 몸통과 나무 가지, 줄기에 의해 상이한 후방산란

계수산란특성이나타난다(Mermoz et al., 2015). 식생내

수분량은 보편적으로 후방산란계수의 산란 범위를 좁

혀수신기로돌아오는단일산란신호를증대시켜후방

산란계수강도를증가시키지만(Imhoff, 1995; Svoray and

Shoshany, 2002; Li and Wang, 2018), 산지의경사로인한

산란, 나무의 줄기와 몸통 내 수분에 충돌하기 이전에

신호가넓은범위로산란하는특성등에의해수신기로

돌아오는 신호 강도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한다(Park et

al., 2012). 따라서식생이복잡한지역에서 SAR기반토

양수분을복원하고자한다면매우정교한보정과정을

거쳐야하며, 식생이지나치게많이분포한지역에서는

토양수분변동을탐지하지못할수있음에유의하여야

한다(Baghdadi et al., 2017).

반면비교적편평하고식생이복잡하지않은 ESS지

점에서의 학습결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

냈으며, 입력자료로 활용된 VV편파 후방산란계수와

토양수분이비례하는물리적관계성이잘나타났다. 하

지만일부지점의토양수분량이평균적으로높게나타

났던점은모델성능에악영향을주는것으로판단되며,

VV편파후방산란계수와 LIA값만을입력자료로사용

하였기에모델성능에한계가있다. 선행연구에서도 0.4

m3/m3 이상의 높은 토양수분 범위에서 비례관계가 사

라지는 경우에 대해 보고된 바 있으며, 이는 토양의 포

화로 인한 현상이다(De Roo et al., 2001; Nguyen et al.,

2021). 또한 초지와 농지에서 식생과 지면의 영향은 산

지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났으나, 정확한토양수분복

원결과를위해서는기계학습시보다다양한입력데이

터를추가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2) Sentinel-1 SAR의 자립적 활용성 분석

앞서 4-1절에서 Radar정보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영향을제거하고토양수분을복원하기위해서는다양한

요소를보정하는과정이필요함을확인하였다. 하지만,

SAR위성이가지는높은공간해상도와, 전천후활용이

라는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상 관측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

더라도 일부 관측소가 설치된 픽셀에서만 가능할 뿐,

SAR위성영상의모든픽셀들에각각대응하는자료를

확보하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가능하면 Sentinel-1

을자립적으로(Stand-alone) 활용하는것이가장이상적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Sentinel-1의 자립적 활용을 위

해 VH와, DpRVI를입력데이터에포함하여 ANN지도

학습을수행하였으며, 앞서계산된결과와비교하여토

양수분복원성능이개선되는지확인하고자하였다.

Fig. 4는 SMC 1~9 지점과, ESS 1~5 지점에서 VH와

DpRVI를 입력데이터에 추가하여 학습한 토양수분과

관측자료의산점도를나타낸것이다. Fig. 3과비교했을

때, 보다 뚜렷한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즉 VH와

DPRVI가입력자료에함께사용되면토양수분복원성

능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Table 3에 나타난 각 지점에

서의검증결과에서도각지점에서의토양수분성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ESS Training set의 상관계수

는 평균 0.48에서 0.56, Test set의 상관계수는 0.52에서

0.55로 소폭 향상되었다. 반면 SMC지점들의 Training

set의 상관계수 평균은 0.49에서 0.54, Test set의 상관계

수평균은 0.38에서 0.45로크게증가하였다. SMC지점

들의경우산지이므로식생에대한개선이보다뚜렷하

게나타났다고판단할수있다.

아쉽게도각지점별학습데이터수가충분치않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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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stical analysis of ANN (VV, LIA) Model for
each site

Site r
Training set

r
Test set

RMSE
Training set
(m3/m3)

RMSE
Test set
(m3/m3)

SMC1 0.73 0.54 0.03 0.04
SMC2 0.64 0.30 0.03 0.03
SMC3 0.35 0.46 0.04 0.04
SMC4 0.45 0.30 0.05 0.06
SMC5 0.45 0.33 0.05 0.05
SMC6 0.44 0.39 0.02 0.02
SMC7 0.50 0.38 0.02 0.03
SMC8 0.34 0.39 0.03 0.03
SMC9 0.50 0.35 0.06 0.05
ESS1 0.66 0.66 0.05 0.06
ESS2 0.46 0.41 0.06 0.06
ESS3 0.47 0.40 0.04 0.05
ESS4 0.42 0.62 0.06 0.04
ESS5 0.41 0.49 0.05 0.04



분한 기계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VH, DpRVI를이용하는것이식생에대한영향을고려

해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생 수분량은 기본적

으로로그함수의형태로후방산란계수값을증가시키

는 역할을 하는데(Toan et al., 1992) 이러한 영향에 VH

편파 후방산란계수는 매우 민감하고(Patel et al., 2006),

DpRVI는식생수분량을나타내기위한목적으로산출

된인자이므로기계학습과정에서식생에의한영향을

줄이는역할을한것으로판단된다.

Table 3에서학습결과는각지점에따라나타나는성

능 개선 정도의 차이는 식생 구조의 차이와 픽셀 당 식

생이 차지하는 비율 등 다양한 지점 특성에 의해 나타

날 수 있다. 식생의 구조적인 차이는 토양까지 도달하

는신호와토양으로부터수신기로돌아오는신호의증

가 혹은 감소를 일으키므로, 식생 구조가 복잡할수록

보다 많은 입력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농지의경우에도작물의종류, 생육시기, 재배특성등

이고려된다면보다정확한분석이가능할것으로기대

된다. 또한, 물리적으로 SAR신호가 실제로 토양 투과

후 수신기로 돌아올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지점 별 성능

차이를발생시키기도한다. 이러한부분은물리적토양

수분복원과정에서도WCM기법적용이가능한지를판

단할수있는기준이된다. WCM은기본적으로식생간

섭을 2번으로 제한하며(1차적인 식생 충돌, 2차적으로

토양충돌이후식생충돌) 추가적인충돌로인한Double

Backscattering의영향은적다고가정한다(Baghdadi et al.,

2017). 이러한Double Backscattering에의한영향과지표

면경사에의한영향을본연구에서는 LIA를통해고려

하였는데, 이에대한입력자료를 Sentienl-1의자립적활

용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모든 조건을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있다. 하지만 Table 2와 Table 3의결과를비교했

을때, 총 14개지점중 12개지점에서개선된결과가나

타났다는점에서자립적활용가능성이있음을알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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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atter plot of ANN (VV, LIA, VH, DpRVI) model soil moisture with in-situ soil moisture (a: SMC 1-9, b: ESS 1-5).

Table 3.  Statistical analysis of ANN (VV, LIA, VH, DrRVI)

Site r
Training set

r
Test set

RMSE
Training set
(m3/m3)

RMSE
Test set
(m3/m3)

SMC1 0.64 0.43 0.03 0.06
SMC2 0.66 0.54 0.03 0.03
SMC3 0.54 0.43 0.04 0.03
SMC4 0.50 0.50 0.05 0.06
SMC5 0.53 0.45 0.05 0.05
SMC6 0.54 0.48 0.02 0.02
SMC7 0.55 0.52 0.02 0.02
SMC8 0.48 0.38 0.03 0.04
SMC9 0.44 0.31 0.06 0.06
ESS1 0.67 0.69 0.05 0.06
ESS2 0.52 0.50 0.06 0.05
ESS3 0.57 0.51 0.04 0.05
ESS4 0.49 0.58 0.06 0.04
ESS5 0.55 0.48 0.05 0.05



었다. 특히 SMC 4, 6, 7 등일부지점에서는상관성이크

게향상된것으로판단할때, 산악지형에서의 Sentinel-1

자립적활용가능성을보여준다. 반면동일한설마천유

역에위치한지점임에도불구하고토양수분산출성능

과 개선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거리나 유역

특성과는무관하게도훨씬복잡한영향이존재함을의

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식생 조건과 지형적 영향에 대

한체계적분석이선행되어야비로소 SAR를활용한고

해상도토양수분복원이가능함을알수있다.

3) 지점기반 지도학습 모형의 공간적 적용성 분석

앞서제시된결과에서각지점에서 SAR영상의활용

성은 평가할 수 있으나, 학습에 사용된 지점 이외의 픽

셀에서의적용성에대한문제가제기될수밖에없다. 따

라서 이러한 공간적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 지

점에서각각학습된모형을 Individual Model, SMC지점

들의 지점 토양수분자료를 출력데이터로 학습한 모형

을 SMC Model, ESS 지점 자료로 학습한 모형을 ESS

Model, 전 지점에서 학습한 모형을 Total Model이라 하

고, SMC, EES, Total Model의성능을평가하였다.

Table 4는 각 모델의 학습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앞

서 Table 2와 Table 3에서수행된개별지점의학습과비

교했을때, Training set, Test set의상관계수는전반적으

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이와 동시에

RMSE도커지는것을확인하였다. 즉, 학습과정에서지

점의 개수가 늘어나 학습 데이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VV, LIA, VH, DpRVI의 변동에 따른 토양수분의 증감

추이는적절히모의된것으로판단되었으나, 각지점별

토양수분의분포의편차가크게나타나므로지점이늘

어날수록각지점에서의오차는증가하게된다.

지점별 적용에 대한 문제는 각 모델을 각 지점에서

검증한 결과를 Heatmap에 나타낸 Fig. 5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각 모델의 학습 결과에서 상관계수가

높게나타난다하더라도지점에서의적용성은낮을수

있다. 예를들어, Table 4의 SMCModel은 0.79, 0.68의상

관계수를 보여주었지만, Fig. 5 의 ESS4 지점에서 SMC

Model을적용한토양수분검증결과에서상관계수는 -

0.27이나타나기도하였다.

또한 Fig. 5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산지에서 학습된

SMC Model은 산지에서 좋은 결과를, 평지에서 학습된

ESS Model은 평지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이

다. Fig. 6은 SMC1 지점과 SMC3 지점에서각모델토양

수분을 검증한 산점도와 상관계수 r을 나타낸 것이다.

Fig. 6a, 6e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점에서 학습된 모형

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SMC Model (Fig. 6b,

6f)과 Total Model (Fig. 6d, 6h)에서도 유의미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나평지에서학습된모형결과(Fig. 6c, 6g)에

서는전혀토양수분을모의하지못한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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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istical value of ANN model by sites integrating

Integrated site Name r Training set r Test set RMSE Training set
(m3/m3)

RMSE Test set
(m3/m3)

SMC SMC Model 0.79 0.68 0.06 0.07
ESS ESS Model 0.60 0.48 0.05 0.05

SMC, ESS Total Model 0.61 0.53 0.07 0.08

Fig. 5.  Heatmap of 4 ANN models (Individual, SMC, ESS,
Total) soil moisture retrieval accuracy.



이러한 결과는 ESS1과 ESS3의 검증 결과를 나타낸

Fig. 7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두 지점에서도 개

별적으로 학습된 모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Fig.

7a, 7e), 평지에서 학습된 모형 결과는 두 번째(Fig. 7c,

7g), 전체 지점에서 학습된 결과가 세 번째(Fig. 7d, 7h),

마지막으로산악지형에서학습된결과(Fig. 7b, 7f)는제

대로토양수분을모의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지형에따라상반된결과를보이는특성은공간적적

용이라는측면에서는결국한계점으로작용할수밖에

없다. Sentienl-1으로관측된 2020년의 8월 7일의임진강

유역 영상에 SMC Model, ESS Model, Total Model의 세

가지모형을적용하여토양수분공간지도를표출한사

례를 Fig. 8에나타내었다.

ESSModel은해당지역의토양수분을전반적으로습

윤하게모의하였는데, 이는지도학습에사용된 ESS지

점들의토양수분관측값의분포가높았기때문이다. 습

윤한토양수분값을출력데이터로학습된 ESS Model은

설마천유역내에서관측되는후방산란계수, LIA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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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lidation of four modelled soil moisture at ESS1 and ESS3 site (ESS1 site: a, b, c, d; ESS3 site: e, f, g, h;
Individual model: a, e; SMC model: b, f; ESS model: c, g; Total model: d, h).

Fig. 6.  Validation of four modelled soil moisture at SMC1 and SMC3 site (SMC1 site: a, b, c, d; SMC3 site: e, f, g, h;
Individual model: a, e; SMC model: b, f; ESS model: c, g; Total model: d, h).



에서도토양수분값을높게모의하기때문에과대산정

되는경향이생기게된다. 뿐만아니라, 산지에서 Radar

shadow와같은영향이포함되는경우과대한오차가발

생하기도하였다. 즉 Fig. 8b에나타난토양수분의공간

적 분포를 통해 판단했을 때, 농지나 초지에서 학습된

모델을산지에적용하는것은적절치못하다는것을알

수있다. 이러한현상은 Fig. 8의 c에서대부분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나, 일부 산지에서는 여전히 Radar shadow

영향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SMC Model은

산지지점에서학습된만큼후방산란계수에대한영향

을주는지표면환경이유사하기때문에이러한영향이

거의 관측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Fig. 8a). 결과적으

로맵핑에사용된영상의지역은대부분산지이므로, 산

지에서학습된모형이가장좋은성능을보였음을확인

하였다. 특히 ESS Model결과에서알수있듯이, 학습에

이용된지점의특성과다른픽셀에모형을적용하는것

은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도학습 기반

의토양수분추정은학습이수행된지점과유사한지역

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과 고려

가포함되지않으면적절한토양수분을산정하기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토양수분 값의 분포는

SMCModel이가장건조하고, ESSModel이가장습윤하

게 나타났으며, Total Model의 값은 SMC Model과 ESS

Model의 사이에서 나타났다. 즉 Total Model에서와 같

이산지와평지의지점을혼용하거나, 학습에이용되는

지점의수가늘어날수록각지점에서의특성은평활화

(Smoothing)됨을의미한다.

5. 결론

최근다양한분야에서토양수분자료의적용을위한

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에전천후에서고해상도토양

수분을관측할수있는 SAR를활용하고자하는노력이

지속되고있으나, 아직 SAR자료로부터토양수분의거

동을 분석해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추후 발

사예정인수자원위성과증가하는토양수분자료의수

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SAR의 자립적 활용과 의미를

밝히는연구가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Sentinel-1 SAR의 다양한 데이터 조합과 기

계학습을활용해 SAR의자립적활용과공간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다양한선행연구결과에서와마찬가지로 VV후방산

란계수와 LIA를이용한학습결과는 SAR자료를토양수

분 복원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하지만지점검증결과에서보다많은외부

요소를고려할필요성이있음을알수있었으며, 기계학

습기법을 사용하더라도 SAR가 갖는 장점을 훼손하지

않을수있는보조자료에대한연구가선행되어야함을

알수있었다. 특히산지의경우농지나초지에비해많

은오차가발생할수있으므로, SAR자료에영향을미치

는다양한요소들에대한면밀한분석이요구된다.

SAR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식생과 지형 등

다양한요소가존재하는데, 다른보조자료를활용하지

않고 Sentinel-1 SAR에서함께관측되는자료를활용하

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H후방산란계수와 DpRVI의 조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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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AR based soil moisture mapping of Imjin river basin including SMC sites on August 7, 2020.



해지도학습을수행하여 Sentinel-1 SAR의자립적활용

성을 평가하였다. VH와 DpRVI를 입력데이터로 구축

하여학습한모델의성능이대부분의지점에서향상되

었으므로, VH와DpRVI를함께활용하는것은각지점

에서토양수분을보다정확히모의하는데유의한의미

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다만 식생의 종류와 지표

면의특성등에따라개선되는정도는다를수있고, 식

생이 너무 복잡한 경우 토양에 대한 레이더의 침투 깊

이(Penetration depth)가 부족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공위성자료의가장큰장점은어떠한인자들의공

간적 분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관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지점에서학습된모형을 SAR영상에적

용하여토양수분의공간분포를나타내고성능을평가

하였다. 산지의지점에서학습된모형은산지에서확실

히좋은성능을보여주었으며, 평지지점에서학습된모

형은평지에서좋은성능을보여주었다. 하지만서로다

른 지형에서는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

었다. 두 가지 그룹의 지점을 모두 이용하여 학습한 경

우에는데이터의특성들이모두평활화되는문제가발

생하기도하였다. 따라서토양수분맵핑을하는경우에

는 활용 지점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점 개

수만을 무분별하기 늘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학습 모

형의적용범위를엄격하게제한하는것이필요하다.

기계학습기법은인자간의영향과출력자료의명확

한 상관성을 알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분석

기법이다. 하지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수문 인자와 원

격탐사기법사이의물리적의미를놓치게될수있다.

특히 수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인자들은, 각 인

자들이독립적인거동을나타내기보다는매우복잡하

게얽혀있으므로기계학습의데이터구축과정에서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하

지만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 목적에 따른 활용 자

료의 선정, 적용 지역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

여활용한다면다양한분야에서효과적으로활용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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