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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전대미문의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한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가 현대사회에 미

치는 영향이 중대해지고 있다. 그 중 지속적 강우나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가 초래하는 하천의 범람과 산사태는 매년 수많은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에 대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홍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 

등을 대상으로 범람 규모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인공위성 다양한 종류의 위성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관측 

데이터의 축적으로 더욱 높은 정확도를 가진 홍수 지도 제작이 가능해졌다.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다가올 재난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면 예상 수해 지역에 대한 확실한 재해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에도 위성 영상 분류 기법을 

활용하여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폭우로 인해 나일강은 관측을 시행한 이래 최고 수준의 범람이 발생하여 

고대 유적지가 훼손될 위험이 있었으며, 침수 피해로 재산, 인명피해가 심각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일강 대홍수를 원격탐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야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사용 가능한 Sentinel-1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 영상을 사용하였고, ESA(European Space Agency; 

유럽우주기구)에서 배포하는 SNAP 프로그램으로 자료 처리를 하였다.

홍수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에는 분류(Classification) 기법이 

있다. 감독 분류를 통해 기존 수계영역과 범람영역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연구는 

많지만, 그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Training Data Set 및 시계열적 영상 

개수 설정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독 분류 

기법을 이용한 홍수영역 탐지에서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무감독 

분류를 통해 연구 지역의 대략적인 토지피복을 알아내어 Class를 구분하고, 

Training Data Set의 Pixel 수와 Source Band의 시계열을 달리해가며 감독 분류를 

시행 후 그 정확도를 수치 및 육안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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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지역

 

본 연구에서 홍수 피해 지역 중 침수 면적이 넓고 위성 영상으로 보기 용이한 지

역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Khartoum 지역을 조사하였다.

아프리카 북동부 수단의 수도 Khartoum 지역은 북위15°37'16.44" 동경

32°30'13.27"로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의 합류점의 남쪽에 위치해있다. Khartoum의 

면적은 10,883 ㎢ 이고 인구는 약 64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기후적인 특징으로는 

1년 중 11월부터 4월까지 건기, 7, 8 월이 우기이며 4월부터 7월까지 평균기온은 

39 ℃ 이상, 최고기온은 45 ℃ 정도로 더운 날씨를 보이고,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32 ℃ 이하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인다.(www.ko.weatherspark.com)

그림 1. 연구 지역의 2020년 온도 기록

그림 2. 연구 지역의 연간 평균 강수량

2020년 7월부터 시작한 계절성 폭우로 인해 나일강이 범람해 최소 102명 사망, 

46명 부상, 50만 6천여 명 이상이 수해를 입고, 전국적으로 주택 10만 채 이상 붕

괴, 약 2천 개의 수원이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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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프리카 위성 사진. 붉은 핀으로 표시한 지역이 Khartoum

그림 4. Khartoum 지역 전경. 붉은 테두리가 연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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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범람영역을 감독 분류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감독 분류

에 입력하는 주요 요소는 크게 Training Data Set과 Source Band로 사용될 시계열

적 영상의 개수 두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독 분류에 사용되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각각 변경시켜가며 독립적인 단계로 감독 분류를 실행하였다. 

첫 번째로 Training Data Set의 Pixel 개수를 변화시켜가며 감독 분류를 시행하

였다. 자세한 내용은 3.2.7 에 후술한다. 

두 번째로 Training Data Set은 하나로 고정하고 Source Band에 입력하는 시계열

적 영상 개수를 변화시켜가며 감독 분류를 실시하였다. 홍수 발생 시점 3장을 시작

으로 전ㆍ후로 2장씩 추가하며 총 35장까지 9번의 감독 분류를 실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2.8 에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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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기초 이론

 3.1.1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 구경 레이다)

합성 구경 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이하 SAR)는 인공위성에 탑재된 안

테나에서 마이크로파를 입사시켜 물체에서 후방 산란 되는 진폭(Amplitude)과 위상

(Phase)을 다각도에서 수신하여 합성하는 시스템이다. SAR는 지표물체와의 상호움

직임으로 인한 ‘도플러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하여 짧은 안테나로 수신된 

연속적인 여러 개의 레이다 신호들을 합성하여 큰 안테나를 사용하여 합성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큰 안테나의 경우에는 항공기나 위성에 설치하려면 무게

와 크기,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합성 구경 레이다는 날씨나 구름의 유무, 혹은 밤에도 상관없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능동 마이크로파 센서이므로 해양, 얼음, 그리고 육상의 모든 장소에서 원하

는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날씨에 상관없이 높은 분해능으로 지형관측이 가능하

고 주파수는 주로 5.3GHz (C-band)를 사용하며 총 6개의 서로 다른 모드로 작동한

다(2010, 한국광물자원공사). 또한 가시광이나 적외선 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 에

너지를 이용하여 대상체의 거칠기, 유전율, 수분함량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그림 5. 합성 구경 레이다의 모식도 

  

 실제 길이가 D인 안테나에 의해 보내진 후에 다시 수신된 극초단파 펄스들의 

위상에 대한 광학적 혹은 수치적 처리 시 마치 길이가 L인 안테나에 의하여 수신된 

것과 같은 신호로서 합성할 수 있다(그림 5). 이로써 방위 방향 분해능(Azimuth 

Direction)이 향상된 SAR 영상을 얻을 수 있다(Sabin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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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Sentinel-1

Sentinel-1은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necy)에서 수행한 코페르니쿠스 프

로그램의 첫 번째 위성이며 Sentinel-1A와 Sentinel-1B의 두 개의 위성으로 구성되

어 있다. Sentinel-1A는 2014년 4월 3일에 발사되었으며 Sentinel-1B는 2016년 4월 

25일에 발사되었다. 두 개의 위성은 주야간 데이터를 C-band 조리개 레이더 장비를 

통해 수집한다.

두 개의 위성의 궤도 반복 주기는 12일이며 주기당 175개의 궤도를 선회한다. 산

림, 해양, 자원의 지도화, 해빙, 육상표면 운동감지 등에 사용되며 ESA 및 유럽위

원회의 정책을 통해 데이터를 연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성 값

Swath width 250km

Incidence angle range 29.1˚ ~ 46.0˚

Azimuth steering angle ±0.6˚

Polarization options
단일 HH,VV

이중 HH+HV,VV+VH

Sub-swaths 3

Maximum Noise Equivalent Sigma Zero (NESZ) -22dB

표 1. Sentinel -1 간섭계 광폭(IW)

그림 6. Sentinel-1의 모드 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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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1의 자료는 ESA의 공개 데이터 허브 Copernicus Open Access Hub에서 

획득했다. (https://scihub.copernicus.eu/dhus/#/home) 

다른 방법으로는 NASA에서 제공하는 (https://search.asf.alaska.edu/#/)의 사이트

를 사용하여 Sentinel-1의 SLC 파일과 GRD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두 개의 사이트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지역을 정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선정하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표 2. 에서 붉은색 글씨로 표시된 기간은 범람이 발생한 시점부터 배수 시작 전

까지의 기간이며, 푸른색 글씨는 배수 시작 후 배수 완료까지의 기간이다.

Sentinel-1/Descending/VV Polarization

2020-01-03 2020-05-02 2020-08-30 2020-12-28

2020-01-15 2020-05-14 2020-09-11 2021-01-09

2020-01-27 2020-05-26 2020-09-23 2021-01-21

2020-02-08 2020-06-07 2020-10-05 2021-02-02

2020-02-20 2020-06-19 2020-10-17 2021-02-14

2020-03-03 2020-07-01 2020-10-29 2021-02-26

2020-03-15 2020-07-13 2020-11-10 2021-03-10

2020-03-27 2020-07-25 2020-11-22
 영상 개수: 35장

 촬영 간격: 12일
2020-04-08 2020-08-18 2020-12-04

2020-04-20 2020-08-24 2020-12-16

표 2. 연구에 사용된 Sentinel-1 위성의 촬영 시기

https://scihub.copernicus.eu/dhus/#/home
https://search.asf.alask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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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영상 분류

A. 무감독 분류(Unsupervised Classification)

인공위성 영상자료 내의 Pixel의 분광 특성에 기초하여 자연적인 분류항목과 구

조를 파악하는 분류방법으로 분류할 항목의 개수를 설정하여 파장의 최댓값, 최솟

값을 이용해 분류를 시행한다. 무감독 분류의 결과는 파장대 계급(Spectral Class)

이다. 이 결과는 단순히 파장의 반사특성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분류된 항목

(Label)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피복도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파장

대 계급과 분류 항목의 상관관계는 지역과 시계열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한 영상에서 정의된 상관관계를 다른 영상에서 적용할 수 없다. 무감독 분류 결과

는 일반적으로 파장대 계급과 분류항목이 서로 일치되는 경우가 없으며, 관측 시기

가 다른 영상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동일한 분류항목을 추출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B. 감독 분류 (Supervised Classification)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영상 내의 분류하고자 하는 Pixel을 Training 

Data로 지정한다. 이후 영상자료를 Training Data의 특징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

별하여 분류하고자 하는 Class로 분류한다. 감독 분류기법을 사용한 영상자료의 분

류를 위해서는 관심 대상 영역 (ROI, Region Of Interest)을 선정해야 한다. ROI는 

사용자가 관심을 두는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영상 분류에 있어서 분류항목의 설정

과 Training Data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ROI를 선정하는 데 있어 비교적 균질한 

지역은 Training Data가 모든 지역에 대해 유용하지만, 연구 지역 전체가 국지적으

로 비균질한 조건을 포함하면 Training Data는 연구 지역을 대표하지 못한다. 따라

서 ROI의 분광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Jensen, 1996).



- 9 -

  3.2 자료 처리

 3.2.1 SLC to GRD 

[실행 경로 : Radar > Sentinel-1 TOPS > S-1 SLC to GRD]

SLC(Single Look Complex) 자료는 데이터가 IW1, IW2, IW3로 나누어져 자료를 합

치기 위한 과정인 S-1 SLC to GRD를 사용하여 GRD(Ground Range Detected)파일로  

변환하였다.

그림 7. SLC to GRD 순서도

관찰하고자 하는 SLC 데이터를 Read하고 Thermal Noise를 제거해준다. 이후 

Calibration을 시행하여 SAR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보정하였다. 

TOPSAR-Deburst 과정을 실행하여 IW Mode를 통해 촬영된 SAR 영상의 Burst 간격을 

제거하여 하나의 연속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Multilook 과정을 거쳐 원본 이미지

의 얼룩무늬처럼 보이는 Noise를 감소시킨다. Speckle-Filter를 통해 점의 형태로 

무작위로 분포하는 Speckle Noise를 제거하였다. 이후 SRGR(Slant Range to Ground 

Range)를 통해 실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경사 거리(Slant-Range)를 지상 거리

(Ground-Range)로 변환하여 레이더 이미지의 왜곡을 보정하였다. 상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SLC 파일을 GRD 파일로 변환하였다.



- 10 -

그림 8. SLC 형식

.

그림 9. GRD 형식으로 변환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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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Terrain Correction 

[실행 경로 : Radar > Geometric > Terrain Correction > Ranger-Doppler Terrain 

Correction]

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을 이용하여 지형보정을 실행하였다. SRTM 1 

Sec HGT DEM(Digital Elevation Model), WGS84 좌표계를 적용하여 지형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레이오버 (Layover), 포어쇼트닝 (Foreshortning), 섀도우 (Shadow) 

등의 왜곡 현상을 보정하였다. 보정된 영상은 Google Earth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투영할 수 있게 되며 방위, 거리 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그림 10. SNAP Terrain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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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Spatial Subset 

[실행 경로 : Raster > Specify Product Subset]

연구하기 위한 지역을 추출하는 과정인 Spatial Subset을 적용하였다. Spatial 

Subset을 통해 만든 자료는 원본 데이터보다 용량이 적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

는 데 유리하다. Pixel Coordinates의 파라미터로 픽셀의 크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해상도와 파일 크기로 추출할 수 있다. Geo Coordinates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지역

을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로 추출할 수 있다. Band Subset을 통해 사

용하고자 하는 Band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1. TC 이후의 데이터

그림 12. Subset 적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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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Collocation

[실행 경로 : Raster > Geometric > Collocation]

특정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Band 자료를 공간적으

로 일치하는 하나의 Product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lassification, RGB Image Window 등의 작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Collocation을 실

행하였다.

 

그림 13. SNAP Co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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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EM Cluster Analysis

[실행 경로 : Raster > Classification > Unsupervised Classification > EM 

Cluster Analysis]

무감독 분류는 영상 내의 픽셀의 특성이 비슷한 Class들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감독 분류 기법 중 EM Cluster Analysis를 사용하였다. 

Number of clusters로 분류할 Cluster의 개수를 조절한다. Source Band에서 분류에 

사용될 Band를 설정한다.

SNAP 프로그램에 구현된 EM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 Cluster(군집)에 대한 각 픽셀의 구성 성분은 사후 확률로 정의되며, 각 픽셀에 

대해 Cluster의 수만큼의 사후 확률이 존재한다. 한 픽셀이 가지는 모든 사후 확

률의 합은 1이다.

2. Cluster는 사전 확률, Cluster 중심 및 공분산 행렬로 정의된다. 이를 통해 

Cluster 중심과 픽셀 사이의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마할라노비스거리 = 

 ( ⋯
,  ⋯

), μ는 모평균, C는 공분산 행렬) 

(1)

3. 각 Cluster에 대한 픽셀의 우도 함수(Likelihood function)는 Cluster 중심과 

픽셀 사이의 마할라노비스 거리의 가우스 함수로 정의한다. 획득한 데이터 X가 어

떤 분포 θ에 속할 확률을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위 식을 계산이 용이하게 상용로그를 취한 후 θ에 대해 편미분하면

    log  (3)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식 (3)을 우도 함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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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단계(Step-E.)와 M-단계(Step-M.)를 반복하며 사후 확률을 계산한다. E-단계

에서는 각각의 Cluster에 대해 최대한 근사한 사후 확률을 계산한다. M-단계에서

는 우도 함수가 최대가 되도록 E-단계에서 계산된 사후 확률을 다시 계산한다.

5. 이후 파라미터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산을 반복한다. 반복이 완료

되면 각 픽셀은 사후 확률이 최대인 Cluster에 할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독 분류를 진행하기 전, 컴퓨터의 대략적인 분류 결과를 바탕으

로 Training Data Set 제작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무감독 분류를 진행하였다. 

Cluster 개수는 20개로 설정하여 진행하였고, 2020년 Khartoum 지역의 연간자료 총 

30장을 Collocation 한 Product를 Source Product로 사용하였다.

A B

그림 14. (A) 20개의 Cluster로 분류된 EM 결과

(B) 8개의 Class로 구분한 EM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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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bounced Urban(D.B.U)
Urban
Farm (농경지, 가로수 등 식생 포함)
Flood 1(가장 늦게 배수된 지역)
Flood 2(중간 시기에 배수된 지역)
Flood 3(가장 빨리 배수된 지역)
Ground 
Water

표 4. 무감독 분류로 구한 토지 피복 구분

ㅁ

Cluster 20개로 분류한 EM 결과를 고해상도 광학 영상을 참고하여 8가지의 Class

로 재분류하였다. 범람 지역은 배수 시기에 따라 3 가지로 구분하였다. 도시의 경

우 건물의 Double Bounce 현상으로 유독 Amplitude 값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과 일

반적인 도시지역 2가지로 구분하였다. Farm은 농경지, 가로수 등을 포함한 식생 지

역으로 구분하였다. EM 무감독 분류로 연구 지역의 대략적인 식생 및 토지 피복의 

구분과 구분된 Cluster 개수 및 그 비율을 표 5. 에 정리하였다.

구분 D.B.U Farm Flood1 Flood2 Flood3 Ground Urban Water
비율(%) 4.395 19.651 1.523 2.212 2.271 25.549 38.514 5.884
Cluster 1 2 2 1 1 5 7 1

표 5. EM Cluster 분류 결과 Class 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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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RGB Image Window

[실행 경로 : Window > open RGB image Window]

RGB Image Window는 Red, Green, Blue 색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Band를 선택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처리 과정이다. 이를 통해 3가지 시기로 RGB 합성 영상을 

제작하여 침수 및 배수 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다. 

Red는 2020년 7월 13일 VV Band, Green은 2020년 10월 29일 VV  Band, Blue는 

2020년 11월 10일 VV Band를 설정하여 홍수로 인한 범람이 최대로 일어난 시점부터 

배수가 거의 진행된 시점까지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사용하였다.

그림 15. RGB Image Band 설정

마이크로파 반사율

(Amplitude) RGB Image 

결과색
지역 분석

홍수전 홍수중 배수후

25~80 25~80 25~80 Black 홍수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수면인 지역

80~230 25~80 25~80 Red 11월 10일을 기준으로 배수가 되지 않은 지역

80~230 25~80 80~230 Magenta 10월 29일 이후 배수가 완료된 지역

80~230 80~230 80~230 Cyan/Yellow
10월 29일 이전 배수가 완료된 지역으로 

중간 정도의 반사값을 나타내는 경우

230~ 230~ 230~ White 침수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

표 6. 반사율 값에 따른 RGB Image 색상 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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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RGB Image

각 시기 별 반사값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RGB 결과 색상별 의미를 표 6. 에 정리

하였다. 그림 17. 은 RGB 합성 영상이다. 배수가 시작되지 않은 지역은 붉은색, 마

지막 영상을 기준으로 배수가 진행중인 지역은 자주색, 배수가 완료된 지역은 중간 

정도의 반사값을 가지므로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색상으로 표시된다. 농경지의 경

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물의 성장, 재배 등에 의해 영상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색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전후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의 경우 검은색, 흰색

의 명암으로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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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Random Forest Classifier

[실행 경로 : Raster > Classification > Supervised Classification > Random 

Forest Classifier]

최종적으로 감독 분류 기법을 활용해 수계와 범람영역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쳤

다. 본 연구에서는 감독 분류 기법 중 Random Forest를 사용하였다. Random Forest 

기법은 분류 및 회귀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감독 분류 기법으로 여러 개의 의사 결

정 트리(Decision Tree) 모델을 서로 다르게 학습시킨 후 각 모델에서 독립적으로 

예측한 결과를 다수결, 평균값 등을 통해 하나의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단일 트리 모델에 비해 과적합을 줄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7. Random Forest 알고리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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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분류 진행에 앞서 Training Data Set을 지정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간 자료들의 이미지를 시계열적으로 영상화 하여 변화를 관측하고, EM 결과, RGB 

Image, 광학 위성 영상을 참고하여 Training Data Set으로 설정했다.

Training Data Set을 다음 그림처럼 지정해주었다. Pixel의 개수를 10x10 개에서 

70x70개 까지 증가시키며 총 7개를 만들어 감독 분류를 진행하였다. 중심 픽셀과 

Polygon의 모양을 고정 시키고 한 변의 Pixel 개수를 가로, 세로로 10개씩 늘려가

며 제작했다. GRD 형식으로 변환한 Sentinel-1 위성 영상 자료는 Pixel 1개당 실제 

면적이 약 100m2 이다. 이후 감독 분류를 실행 후 정확도 값을 비교하며 분석을 진

행했다. 

A B

C D

그림 18. Training Data Set의 Pixel 개수 

(A) 10x10 개 (B) 30x30 개 (C) 50x50 개 (D) 70x7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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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Confusion Matrix

감독 분류 수행 시 다음 표와 같이 Confusion Matrix의 분류 값을 획득할 수 있

다. 

　
실제 Class

Positive Negative

예측 Class

(실험 결과)

Positive TP FP

Negative FN TN

표 7. 감독 분류 시행 후 분류값

각 Value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 표와 같다.

해당 값을 활용해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등을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독 분류의 정확성 비교 지표로 Accuracy를 사용

했다.

AccuracyTPFPTNFN

TPTN
(4)

 

Precision TPFP

TP
(5)

Recall TPFN

TP
(6)

분류값 의미

TP
Pixel이 특정 Class에 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실제로 해당 Class에 속할 경우

TN Pixel이 특정 Class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실제로 해당 Class에 속하지 않을 경우

FP Pixel이 특정 Class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 해당 Class에 속할 경우

FN Pixel이 특정 Class에 속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 해당 Class에 속하지 않을 경우

표 8. 각 분류값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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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4.1 Training Data Set 크기 변화에 따른 Random Forest 결과 분석

먼저 감독 분류에 사용 될 Training Data Set의 Pixel 개수를 일정하게 증가시키

는 방법으로 감독 분류를 실행하였다. 

그림 19. 40x40 Pixel의 Training Data Set을 이용한 Random For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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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U Farm Flood1 Flood2 Flood3 Ground Urban Water Average

10² 97.75 99.50 100.0 100.0 100.0 100.0 97.25 100.0 99.31

20² 99.06 98.00 99.94 99.56 99.56 99.75 97.00 99.75 99.08

30² 98.50 97.75 99.92 99.92 99.94 99.11 96.44 99.64 98.90

40² 97.74 97.94 99.94 99.94 99.92 99.32 95.96 99.64 98.80

50² 98.28 97.74 99.82 99.92 99.90 98.92 96.36 99.50 98.81

60² 97.96 97.50 99.42 99.90 99.84 98.50 95.98 99.54 98.58

70² 97.88 98.62 99.58 99.82 99.82 98.76 96.58 99.26 98.79

표 9. Training Data Set Pixel 개수 변화 Accuracy(%)

그림 20. Training Data Set Pixel 개수에 따른 Class 별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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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Training Data Set Pixel 개수에 따른 수계-범람영역 평균 Accuracy

이 과정에서 감독 분류에 사용된 Source Band는 획득한 영상 35장을 모두 Input 

하였다. Flood 1, 2, 3 Class가 Training Data Set 중 Accuracy가 상대적으로 높

고, Urban의 경우 낮은 Accuracy가 나온다. Urban의 Accuracy가 가장 낮게 나온 원

인은 해당 지역의 도시의 규모가 연구 지역과 비교해 매우 작으며, 건물 사이사이

에 가로수와 나지가 분포하여 Urban 영역의 Training Data Set 자체가 불순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는 수계와 범람영역의 Accuracy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

프이다. Training Data Set의 Pixel 개수가 10x10개 일 때 100 % 의 Accuracy를 보

이는데 이는 Training 대상 영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각 Class의 모든 특성을 정확

히 파악하지 못하고 편향된 정보를 포함하여 발생한 오버피팅 현상으로 판단하였

다. 오버피팅 현상은 Training Data가 학습된 모델에 과하게 훈련 되어 새로운 데

이터에 대한 적용 시 예측 정확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다. 또한 노이즈 데이터까지 

학습에 포함된 경우 일반화에 오류가 발생한다(전혜린, 2019). 따라서 해석 과정에

서 해당 결과를 제외하였다. Pixel 개수 40x40개 일 때 Accuracy가 99.86 % 로 가

장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Training Data Set을 이용해 Source Band의 시계

열적 영상 개수를 변화시켜가며 다음 단계의 감독 분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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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계열적 영상 개수 변화에 따른 Random Forest결과 분석

 

Accuracy가 가장 높게 나온 40x40 Pixel의 Training Data Set을 선택해 시계열적 

영상 개수를 변화시키며 감독 분류를 실시하였다. 기준 시계열을 홍수가 발생한 시

점인 7월 25일, 8월 18일, 8월 30일 영상 3장부터 시작하여 전, 후로 2장씩 늘려가

며 7장, 11장, 15장, 최종적으로 35장까지 총 9번 실시하였다.

그림 22. 시계열적 영상 개수 19장 Random For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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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U Farm Flood1 Flood2 Flood3 Ground Urban Water Average

3 97.02 95.68 84.44 89.30 86.28 90.20 93.56 87.80 90.54

7 97.28 96.70 97.52 91.42 90.92 95.64 94.40 95.80 94.96

11 97.36 96.86 99.30 93.02 92.98 96.74 94.62 97.56 96.06

15 97.50 97.28 99.80 99.70 99.84 97.84 95.22 98.42 98.20

19 97.70 97.70 99.86 99.90 99.86 98.12 95.72 98.54 98.43

23 97.74 97.92 99.88 99.90 99.90 98.96 95.88 99.18 98.67

27 97.80 97.70 99.90 99.82 99.80 98.98 95.82 99.30 98.64

31 97.88 97.76 99.92 99.92 99.90 99.04 95.92 99.34 98.71

35 97.74 97.94 99.94 99.94 99.92 99.32 95.96 99.64 98.80

표 10. 시계열적 영상 개수 변화 Accuracy(%)

그림 23. 영상 개수에 따른 Class 별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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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영상 개수에 따른 평균 Accuracy 

4.1 의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Urban Class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나오고 수

계영역의 4가지의 Class가 높은 값을 나타냈다. 시계열 3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Class의 값들이 다 낮은 Accuracy를 보이는데 Flood 1과 Water Class의 경우 7장에

서 각각 97.52 % ,95.80 % 로 급격한 상승을 보인다. 시계열 15장에서 Flood 2 가 

99.70 % , Flood 3 가 99.86 % 로 상승한다. 평균 Accuracy는 3장에서 90.54 % 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15장에서 약 98.2 % 를 나타냈다. 19장 이상부터 상승 폭

이 줄어들고, 영상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배수가 완료되어 범람 이후 수위가 가장 낮아지는 영상이 포함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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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andom Forest 결과 육안 검증

A B

C D

그림 25. Random Forest 결과. (A) 영상 개수 3장 (B) 영상 개수 7장 (C) 영상 개수 15장 (D) 영상 개수 27장

수계 지역의 감독 분류 Accuracy가 신뢰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계열을 바

꿔가며 진행한 Random Forest 결과 영상에 대한 육안 검증을 실시했다. Google 

Earth 고해상도 광학 위성 영상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영상 3장을 이용한 분류

에서 수계와 범람영역을 명확히 구분해내지 못하였다. 두 영역을 구분할 만큼의 충

분한 시계열적 영상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7장을 이용한 분류에

서 수계영역이 명확히 분류되기 시작한다. 다만, 범람영역간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

지 않는다. 배수가 완료되기 직전 영상을 포함하는 15장부터 배수 시기에 따른 범

람영역이 구분되고, 이후 시계열 증가에 따른 영상 상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

는다. 도심지의 경우 Double Bounced Urban과 일반 도시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계열에 따라 도심지에서 Farm으로 분류되는 Class의 비율이 줄어든다. Ground로 

분류된 Class 사이에 Water Class가 혼합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매끈한 

표면을 가진 나지의 경우 수면과 반사특성이 비슷해 거의 동일한 반사값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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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감독 분류 결과 Water Class로 분류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

된다. 공항의 활주로의 경우도 아스팔트의 반사 특성이 물과 비슷하여 Ground가 아

닌 Water로 분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이 하나의 Class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분류 

결과 상에서 따로 구분할 수 없으며, 추후 해석할 때 실제로 물이 있는 지역이 아

님을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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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얻어진 Sentinel-1A SAR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Khartoum지역 나일강 범람의 시간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자료 처리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에서 제

공하는 SNAP을 사용했다. 위성 영상 자료는 SLC 형식으로 획득하여 GRD 형식으로 

변환하였다. 그 후 Terrain Correction을 시행하고, Subset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

는 지역을 추출한다. Subset을 마친 자료를 기반으로 연간 자료를 이미지화하여 변

화양상을 관측하고 RGB 합성 영상 제작을 통해 홍수의 전중후의 변화양상을 확인하

였다. 이후 20개의 Cluster로 EM 무감독 분류를 실시해 대략적 토지 피복 분류를 

구하고 20개의 Cluster를 8가지 Class로 재분류하였다.

Training Data Set을 설정하기 위해 무감독 분류 결과, RGB 합성 영상과 Google 

Earth 광학 위성 영상을 참고하였다. Random Forest 감독 분류의 Training Data 

Set Pixel 수를 10x10 개부터 70x70 개까지 증가시키며 설정하였다. 그 중 40x40 

개의 Training Data Set의 평균 Accuracy가 99.86 %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ccuracy가 가장 높게 측정된 40x40 Pixel의 Training Data Set을 이용해 시계열

적 영상 개수를 변화시켜가며 감독 분류를 시행하였다. 영상 3장의 분류 결과 평균 

Accuracy는 90.54 % 로 실험 결과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Water, Flood 

Class 분류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영상 7장의 분류 결과 평균 

Accuracy는 94.96 % 로 수계와 범람 영역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Flood 2, 3의 경우 15장 이전까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15장 이후부터 확실하게 나뉘

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서 두 영역의 Accuracy 역시 각각 98.02 % , 

92.98 % 에서 99.70 %, 99.84 % 로 크게 향상된다. 배수가 완료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19장 이상의 분류 결과부터는 평균 Accuracy가 약 98.65 % 로 일정한 값

으로 수렴한다. 이를 통해 홍수 발생 시점부터 배수가 완료되는 시기까지의 데이터

를 수집하면 그 이상의 불필요한 자료획득 없이 효율적인 범람 지역 탐지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감독 분류 기법을 활용해 홍수영역을 파악하고자 할 때의 주의할 점은 수면과 반

사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면이 아주 매끈한 나

지, 아스팔트 활주로 등의 지형지물은 수면과 비슷한 Amplitude 값을 갖는다. 이로 

인해 분류 시행 시 같은 Class로 분류되어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Khartoum의 토지피복을 무감독 분류 결과로 이용했지만, 현지에서 

제공되는 토지피복도가 있었으면 가장 확실한 Ground Truth Data로 활용되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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