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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t기반 Sentinel-1 SAR영상을 이용한 수체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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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body Detection Using UNet-based Sentinel-1 SAR Image: 
For the Seom-jin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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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requency of disasters is increasing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unusual heavy
rains and rainy seasons are occurring in Korea. Periodic monitoring and rapid detection are important
because these weather conditions can lead to drought and flooding, causing secondary damage. Although
research using optical images is continuously being conducted to determine the waterbody,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is difficult to detect due to the influence of clouds in order to detect floods that
accompany heavy rai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using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that
can be observed regardless of day or night in all weather. In this study, using Sentinel-1 SAR images
that can be collected in near-real time as open data, the UNet model among deep learning algorithms
that have recently been used in various fields was applied. In previous studies, waterbody detection
studies using SAR images and deep learning algorithms are being conducted, but only a small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In this study,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deep learning of
SAR images, UNet and the existing algorithm thresholding method were compared, and five indices and
Sentinel-2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 were evaluated.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accuracy with intersect of union (IoU), it was confirmed that UNet has high accuracy with 0.894 for
UNet and 0.699 for threshold method. Through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of deep learning-based SAR
images was confirmed, and if high-resolution SAR images and deep learning algorithms are applied, it
is expected that periodic and accurate waterbody change detection will be possib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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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로인한여름철강우패턴변화는지속적인

재해발생빈도의증가로이어지고있다(Lee et al., 2020).

MOIS (2021)에따르면, 2020년의장마는역대최대치의

강수일수와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며 이례적인 기후현

상을 보였다.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은 가뭄, 돌발홍수,

제방붕괴등으로이어져인적, 경제적손실을유발하므

로이에대응하기위해물의규모와범위를신속하게파

악하는것이중요하다. 자연재해는발생시기와지역을

예측할수없으므로광범위한지역에대한주기적인재

해 탐지를 위해 위성영상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위

성은크게다중분광센서(multi-spectral sensor)를가지는

광학(optical)영상과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체탐지를 위

해서광학영상의센서를활용한연구가지속적으로이

루어지고 있으나 구름으로 인해 연구지역이 가려지는

경우가많아주기적인모니터링을하기어렵다는한계

가존재한다(Caballero et al., 2019; Goffi et al., 2020).

SAR는주야간목표물을탐지할수있으며, 전천후에

관계없이영상을사용할수있으므로, 극단적인기상상

황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사용되고 있다(Landuyt et

al., 2018; Guo et al., 2022). SAR는 물의 정반사(specular

reflection)로 인해 센서에서 수신되는 후방산란(back-

scattering)의강도가육지보다월등히낮은값을가지며

(Bauer et al., 2022), 이에 따라 해안선탐지(Modava and

Akbarizadeh, 2017), 수체모니터링(Zhang et al., 2021;

Jeong et al., 2021), 홍수탐지(Agnihotri et al., 2019; Conde et

al., 2019; Qiu et al., 2021; Helleis et al., 2022), 하천폭측정

(Verma et al., 2021) 등 물과 육지의 서로 다른 산란특성

을고려한연구에주로이용되고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수체탐지에임계값(thresholding), 클러스터링(clustering)

기법 등을 활용하였으며, Liang et al. (2020)은 수체면적

을 탐지하기 위해 제안한 임계값 기법인 local과 otsu,

kittler-illingworth방법을 비교하여 90.86%의 정확도를

얻었으나, 임계값기법을사용할때높은건물, 도로등

의문제로인해오류발생확률이높다는문제점이발생

하였다. 또한지역과시간에따라각각의이미지에대해

서로다른임계값을설정해야하기때문에신속, 정확성

이필요한상황에서는적합하지않다(Wang et al., 2020).

최근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의 성장으로 분류(classification)와 의미

론적분할(semantic segmentation)을활용한이미지분야

의연구가증가하는추세이며, 위성원격탐사분야에서

도딥러닝방법론을적용한이미지분류와변화탐지등

의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기존의수체탐지를위한방

법은픽셀의범위를결정하여매핑하거나, 수동으로기

준을 설정하여 분류하였으나 SAR영상의 경우 스펙클

노이즈(speckle-noise)가존재하므로모든픽셀에적용하

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Guo et al., 2022).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SAR영상을 활용한 수체

탐지를위해서도딥러닝을활용한연구가진행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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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재해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례적인 폭우 및 장마현상이

발생되고있다. 이러한기상이변현상은가뭄, 홍수등으로이어져 2차피해를유발할수있으므로주기적인모

니터링과신속한탐지가중요하다. 수체탐지를위하여광학영상을활용한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

으나, 폭우를동반하여발생하는홍수를탐지하기위해서는구름의영향으로탐지하기어렵다는한계를대변

하기위해전천후주야에관계없이관측가능한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를활용한연구가

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개방데이터로서 24시간이내에수집가능한 Sentinel-1 SAR 영상을활용하여최근다

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는딥러닝알고리즘인 UNet을적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SAR영상과딥러닝알고

리즘을이용하여수체탐지연구가진행되고있지만, 국내를대상으로소수의연구만이진행되었다. 따라서 SAR

영상의딥러닝적용가능성을파악해보고자 UNet과기존의알고리즘인임계값(thresholding) 방법을비교하였

으며, 5가지지수와 Sentinel-2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로평가하였다. Intersect of union (IoU)로

정확도를평가해본결과 UNet은 0.894, 임계값방법은 0.699로 UNet의정확도가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본연구를통해딥러닝기반 SAR영상의적용가능성을확인할수있었으며, 고해상도의 SAR영상과딥러닝알

고리즘을적용한다면, 국내를대상으로주기적이고정확한수체의변화탐지가가능할것이라기대된다.



다(Nemni et al., 2020; Katiyar et al., 2021). 해외의 딥러닝

활용한 연구사례는 다수 존재하지만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Kim et al. (2021)와 Kim et al.

(2022)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구축하고, AI hub에서

제공하는 Kompsat-5 위성의 수계 레이블 영상을 활용

하여 딥러닝 모델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Kim et al.

(2021)은딥러닝 4가지의모델에서 132장의데이터셋과

증강된 3,000장의위성데이터의비교하여각각 intersect

of union (IoU) 0.74, 0.80 이상의정확도를얻었으며, Kim

et al. (2022)는 2,700장의 데이터셋으로 8개의 모델에

대한 증강 및 비증강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UNet에서

최대 IoU 0.97의 정확도를 얻었다. Jeon et al. (2021)은

Sentinel-1 영상과 토지피복도를 레이블 영상으로 딥러

닝을 적용하여 IoU 0.771의 결과로 수체탐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최근 국내를 대상으로 SAR영상과

딥러닝을 사용하여 일부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능향상을위한추가적인연구가시도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 Sentinel-1 SAR영상을활용하여딥러

닝 UNet모델과 기존의 임계값 방법을 적용하여 국내

하천과저수지의규모를탐지하였으며, Sentinel-2 광학

영상의 normalized differential water index (NDWI)와의

비교및평가를진행하였다.

2. 데이터셋 구축

1) 연구지역

연구대상지역은섬진강일대의하천및저수지로선

정하였다(Fig. 1). 섬진강은길이 223.86 km, 면적 4,911.89

km2로 한강, 낙동강, 금강에 이어 길이 면적에서 4번째

로 큰 강이다. 섬진강유역은 산과 논, 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유속이빨라태풍및호우발생시, 2차적인피해

로이어질가능성이농후하므로즉각적인분석및모니

터링이필요하다. 지난 2020년 7월과 8월섬진강유역에

서발생한집중호우는 200년빈도이상의강우가발생하

였으며, 8월 7일과 8일의이틀간섬진강유역평균 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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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tellite imagery used in the study
Satellite Data Resolution

Sentinel-1
S1A_IW_GRDH_1SDV_20200304T093111_20200304T093140_031524_03A1A9_5CA0

10 m
S1A_IW_GRDH_1SDV_20200409T093111_20200409T093140_032049_03B411_B849
S1A_IW_GRDH_1SDV_20200503T093113_20200503T093142_032399_03C05D_2DBC

Sentinel-2 S2A_MSIL2A_20200407T021601_N02114_R003_T52SCE_20200407T052042

Fig. 1.  Research area: Seom-jin river basin map.



mm의 강우량이 발생하여 주변 지역이 침수되고 제방

이무너지는등의피해가발생하였다(Lee et al., 2020).이

러한피해에대비하여환경부에서는 ‘섬진강홍수통제

출장소’를운영하는등큰힘을기울이고있다. 본연구

에서는 전천후 주야간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SAR영상

을활용하여섬진강일대를대상으로수체탐지의가능

성을분석하였다(Table 1).

2) 데이터셋

Sentinel-1은 유럽우주국(ESA)의 개방데이터로서,

수집된 후 24시간 이내에 Copernicus open access hub

에서 제공됨에 따라 근 실시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Sentinel-1은 이중편광(dual-polarization) C-band SAR영

상으로, 동일한 궤도에서 180°의 위상차로 운용중인

Senitnel-1A와 Senitnel-1B를 통해 영상이 수집되며, 각

위성의주기가 12일로이루어져있어 A/B위성을함께

사용할 시 6일의 시간해상도(temporal resolution)를 가

지고있다(Ahmad and Kim, 2019).

Sentinel-1 SAR영상은 4가지의획득모드로이미지를

제공하며, interferometric wide (IW) swath모드는메인수

집모드로 29.1°와 46°사이의입사각에서획득된다. IW

ground range detected-high resolution (GRDH)는 20×22

m (range×azimuth)의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ion)를가

지고 10×10 m (range×azimuth)의픽셀간격(pixel spacing)

으로제공된다(Torres et al., 2012). SAR의편광은레이더

파장의 송수신에 따라 달라지며, 수직(vertical) 또는 수

평(horizontal)에 따라 VV, VH, HV, HH의 4가지 편광

(polarization)이 있다. Sentinel-1의 IW모드에서는 VV편

광과 VH편광영상이제공되며, VH편광은식생에서도

낮은후방산란값을가져물과중첩되는경향을보인다

는문제점이존재한다(Manjusree et al., 2012). 국내하천,

저수지의 경우 대부분 논, 밭과 같은 식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는 IW Level-1 GRDH VV편

광영상을가공하여국내하천, 저수지의논, 밭등낮은

후방산란값의 식생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Table 2).

3) 전처리

SAR영상은태양고도, 구름및기상상황의제약없이

영상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지만 측면관측(side-

looking)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Fig. 2의 (b-c)와 같이

ascending, descending의 관측 방법에 따라 고도에 의한

왜곡이 발생하며, fore-shortening, layover, shadow등 지

형왜곡 문제를 야기한다(Mason et al., 2014; Uddin et al.,

2019).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지비율은 약 64%

의 높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지고도에 의한 왜

곡으로 오차가 발생하여 저수지, 강 등의 물이 과대 추

정될 수 있다(Fig. 2(d-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mall

(2011)이 제시한 radiometric flattening-terrain correction

(RTC) 기법을 적용하여 SAR영상의 지형 왜곡을 줄이

기위해노력하였다(Fig. 2(f)).

연구에사용된 SAR영상의전처리는 Sentinel시리즈

분석소프트웨어인 Sentinel’s application platform (SNAP)

의 Sentinel-1 toolbox를 사용하였다. 전처리과정은 (1)

궤도보정으로각이미지에정확한궤도파일을적용하

고 (2) 영상에 존재하는 열잡음(thermal noise)제거, (3)

Beta0로의방사보정, (4) Lee Sigma 7×7 필터를사용한

스펙클 필터링(speckle-filtering), (5) Gamma0로의 지형

평탄화 및 (6)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SRTM),

digital elevation model (DEM) 1sec를 사용한 지형 보정

까지총 6단계를통해진행되었다. 이렇게처리된 SAR

영상은 0에가까운값을가지게되므로아래의식과같

이후방산란계수를 dB (decibels)로변환하였으며, 식(1)

에서 γ0(dB)는 dB에서 Gamma0의 후방산란 영상이고

DN은위성영상의 digital number를의미한다.

γ0(dB) = 10 · log10(D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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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urces of satellites used for research
Sources

Mission Sentinel-1 A
Revisit period 12 day
Sensor type instrument at 5.405GHz (C band)
Product type GRD

Mode IW
Incident angle (°) 29.1–46.0

Resolution 20 × 22 m
Pixel spacing 10 m
Polarization VV



3. 연구방법

1) UNet

UNet은의미론적분할수행에사용되는모델로네트

워크형태가알파벳 U와비슷하여붙여진이름으로의

생명공학 영상 분할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도시 특성

분류, 변화탐지를위한연구에도적용되고있다(Kim et

al., 2020). UNet모델의왼쪽은 contracting path로인코더

(encoder), 오른쪽은 expansive path디코더(decoder) 구조

로이루어져있다. 기존CNN모델의 fully connected (FC)

레이어대신 3×3의합성곱(convolution) 과정을통해입

력 자료를 축소하여 다채널의 특징지도(feature map)를

생성하며, max-pooling과정에서이미지의크기를줄인

다(Katiyar et al., 2021). 이 과정에서 저하된 해상도를 복

원하기위해인코더에서연결된특징지도를활용하는

up-convolution과정을디코더에서거친다(Ronneberger

et al., 2015; Kim et al., 2020).

2) Thresholding

SAR영상에서 지표면은 후방산란값의 차이에 따라

표면 특징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값이 낮을수록 레

이더이미지가어둡게나타난다(Liang et al., 2020). 물은

다른지표면에비해낮은후방산란값을가지므로, 물에

해당하는영역의식별을위해픽셀의히스토그램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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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i Reservoir in Jeollanam-do: (a) google earth image, (b) ascending, (c) descending, (d)
ascending terrain flattening not applied, (e) descending terrain flattening not applied, and
(f) terrain flattening applied.

Fig. 3.  Histograms of images used in the study.



차이를이용하여임계값을결정할수있다(Fig. 3). 연구

에서는 다봉분포(bimodal) 임계값 방법을 사용하여 수

체와 비수체의 후방산란값에 따라 이진화된 히스토그

램의차이를통해UNet모델과의비교와검증을수행하

였다.

3) 입력자료처리

SAR영상은계절, 날씨등의영향으로수집된날에따

라영상의히스토그램분포가다르게나타난다. 따라서

영상의 정규화를 통해 최소값 –20, 최대값 0의 일관된

값을 갖도록 수정하였다. 이후, 수체(1), 비수체(0)로 이

루어진 256×256 크기의이진영상(binary image)으로가

공하였으며, 280장의 영상을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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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ugmentation image example (Vertical·Horizontal-Flip, Random-Rotate, and Grid-Distortion).

Fig. 4.  Examples of data used for training: (a) Input image, (b) Labeled image.



성되었다(Fig. 4).

대부분의픽셀이수체보다비수체지역에편향되어

있어, 물이 존재하는 이미지를 증강(augmentation)시키

는과정을추가로수행하였고, 데이터증강은 python의

albumentations라이브러리를사용하였다. albumentations

의 상하좌우 반전(vertical·horizontal-flip), 회전(random-

rotate), 격자왜곡(grid-distortion) 함수를 사용했으며, 각

함수는 확률값 p에 의하여 작동된다(Fig. 5). 위와 같은

과정에대한반복문을통해데이터는총 1,000장으로증

강하여 8:2의비율로랜덤하게 train, validation데이터셋

을제작하였다.

4) 모델 성능 평가지표

본연구에서는모델의정량적인예측정확도평가를

수행하기위해혼동행렬(confusionmatrix)을사용하였다.

이미지분류성능을평가하기위해일반적으로정확도

(accuracy)가사용되며, 이는전체픽셀에대하여정확히

예측한 비율이다. 지도학습의 경우 분류 성능을 평가

하기위해일반적으로정확도를평가하지만, 전체의표

본이불균형한경우높은정확도의모델이라도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Pashaei et al.,

2020). 따라서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

IoU의 지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정밀도는 예측된 물 픽셀 중 실제 물인 비율, 재현율은

실제물픽셀중물이라고예측된수, F1-score는정밀도

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harmonic mean) 이며, IoU는 모

델예측결과와 레이블이 얼마나 중첩되어 있는지를 나

타내는지표이다. 총 5가지지표를사용하여모델성능

을평가하였으며, 모든평가지표는 0과 1 사이값으로 1

에가까울수록높은정확도를가진다.

Accuracy =               (2)

Precision =                         (3)

Recall =                           (4)

F1 – score = 2 ×             (5)

IoU =                       (6)

* True Positives (TP), True Negatives (TN), 
False Positives (FP), and False Negatives (FN).

추가적으로구름이없는맑은날의 Sentinel-2 광학영

상을사용하여UNet모델예측결과와비교평가를수행

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매년고도의영상을사용

하여토지피복지도(land-cover map)를제작하지만, 지역

별 영상 수집 후 병합을 통해 제작되어, 정확한 시기와

날짜를알수없다. 본연구는강수량, 기온, 계절에따라

면적이달라지는수체의특성으로발생되는한계를보

완하기 위해 Sentinel-1 SAR영상과 같은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Sentinel-2 Level-2 위성영상을 사용하였으며 광

학영상밴드조합중수체탐지에효과적인NDWI (7)로

수체를레이블하여비교하였다.

NDWI =                        (7)

4. 연구결과 및 토의

본 연구는 국내를 대상으로, 딥러닝 UNet모델을 활

용한수체탐지를수행하였다. UNet모델은 batch size 16,

epoch 150으로설정하여최적의결과를얻었으며, GPU

geforce GTX 1060, tensorflow 2.4.0버전을 사용하여 학

습되었다. UNet모델과 임계값 방법의 분류결과는 5가

지 지표에서 Table 3과 같이 전반적으로 UNet의 분류

결과가높았으며, 0.894의높은 IoU값을기록했다. 그러

나 Fig. 6의 정성적인 평가결과 UNet의 경우 작은 저수

지나소하천등소규모지역에대한판단이어려웠으며,

임계값의 경우 논과 밭 등 식생에 해당하는 픽셀이 수

체로과대추정되는경향이있었다.

Fig. 7은 연구대상지역의 일부이자, 섬진강 내 주요

TP + TN
TP + TN + FP + FN

TP
TP + FP

TP
TP + FN

Precision × Recall
Precision + Recall

Area of overlap
Area of Union

Green – NIR
Green + 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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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valuation results of UNet and the Thresholding method
Method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IoU
UNet 0.991 0.890 0.875 0.897 0.894

Thresholding 0.897 0.788 0.812 0.798 0.699



하천 중 하나인 요천의 Sentinel-1 SAR영상과 Sentinel-2

광학영상을정성적으로비교한결과이며, 구름이없고

영상수집일이 서로 가장 근접한 날짜인 Sentinel-1의

2020년 4월 9일영상의 UNet모델예측결과와 Sentinel-2

의 2020년 4월 7일 영상의 NDWI로 제작된 물 마스크

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인 수체를 탐지할 수 있었으나

NDWI와UNet의 IoU값은 0.746으로, 소규모저수지와

같은 미세한 부분에 대한 분류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

는 SAR영상의 레이더에서 지표면의 물체로부터 반사,

산란되어관측되는방식의특성상건물이밀집해있거

나수표면의구조물에의해발생되는 SAR영상왜곡문

제로인해다소간오차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타 국가 대비 작은 국토 면적과 소규

모하천이많은국내의특성을고려한수체탐지를수행

하였으며, 10 m의 해상도를 가지는 Sentinel-1 SAR영상

을 활용한 280장의 데이터를 1,000장으로 증강하여 진

행된 UNet모델의평가결과는 IoU 0.894으로비교적높

은결과를보인것을확인할수있었다. 증강전과후를

비교했을때, IoU의값의변화는약 0.03의차이를보였

으나, 정성적인비교결과에서는증강을수행한학습의

결과가미세한하천과소규모저수지의탐지성능에서

우수한성능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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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 of input image, label, UNet, and thresholding method.



Helleis et al. (2022)은 5개의 딥러닝 모델을 Sentinel-1

홍수데이터의 VV, VH, VV-VH편광별비교한 IoU값은

각각 0.84, 0.94, 0.97로, VV편광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

였다. VH편광은 식생도 낮은 후방산란값을 가져 수체

탐지시 한계가 존재하며, VV편광은 바람과 비로 인한

수면 거칠기에 민감하여 후방산란값을 증가시키며 범

람지를식별하기어렵다는한계가존재한다(Clement et

al., 2018). 국내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홍수는 태풍과

호우를동반하기때문에, 홍수탐지를위해서는VV편광

과 VH편광 강도(intensity)조합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Sentinel-1 A/B영상은 최대 6일

의 시간해상도를 가지므로, 가뭄 및 홍수와 같은 수해

발생시 해당시점의 위성데이터를 구하기 어렵다는 한

계점이존재한다. 이를보완하기위해국내 SAR위성인

Kompsat-5나 ICEYE와 같은 상용위성을 사용한다면,

고해상도면서 짧은 재방문시간의 영상 수집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딥러닝 방법과 함께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재해발생시

신속하고정확한대처가가능할것이라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 하천과 저수지에 대해

Sentinel-1 SAR영상을 기반으로 의미론적 분할 기법인

UNet과기존의수체탐지방법인임계값기법의비교와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체탐지에서 UNet의 정확도, 정

밀도, 재현율, F1-score, IoU는 각각 0.991, 0.890, 0.875,

0.897, 0.894 이었으며, 임계값방법의정확도, 정밀도, 재

현율, F1-score, IoU는각각 0.897, 0788, 0.812, 0.798, 0.699

으로 임계값 방법에 비해 UNet을 적용한 방법의 정확

도가상대적으로더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Sentinel-2 광학영상의NDWI를통해수체를레

이블하였으며, 비교결과전반적인수체탐지가잘되어

규모파악이가능하였다. 하천과저수지의면적이넓을

수록탐지성능이높았고소규모하천과같은미세한지

역에 대한 탐지가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

정시기의 하천과 저수지 주변 논, 밭의 물이 함께 탐지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

세한지역에대한양질의데이터에대한추가확보와함

께 Sentinel-1과 Sentinel-2 위성영상을 융합하여 탐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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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e Sentinel-1 and Sentinel-2 of Yo-cheon: (a) S1 image, (b) S1 NDWI water mask, (c) S2 image, (d) UNet
prediction, (e–h) S1 S2 comparison error, and (i–l) Comparison of s1 UNet result and S2 NDWI.



능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같은 시

기의고해상도영상으로획득된영상과의정량적인비

교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모델에 대한 객관적인 평

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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