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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 has been producing and providing various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including land-cover maps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environmental issues.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the frequent occurrence of environmental disasters,
the necessity of combining the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with the newest technology is increasing.
By considering the increased necessity, the ME and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held the 2017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Paper Competition with the aim of both discovering new
application fields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supporting outstanding researchers. The
outstanding 9 papers were finally selected after reviewing 51 papers submitted for the competition. This
special issue includes the 9 papers that address advanced methodologies and application results based on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s well as recent environmental issues. We expect the methodologies
and applications presented in this special issue would be a reference anthology for users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Key Words :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Thematic maps, Environmental issues, 4th industrial
revolution

Received December 6, 2017; Revised December 15, 2017; Accepted December 18, 2017.
† Corresponding Authors: Hoonyol Lee (hoonyol@kangwon.ac.kr), No-Wook Park (nwpark@inha.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041 –

01김신엽(1041~1046)ok.qxp_원격탐사33-6-2(환경부 특별호) 2018. 1. 2. 오후 6:45 페이지 1042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6-2, 2017

요약 : 환경부는 각종 환경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피복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공간정보
를 제작 및 서비스해 오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빈번한 환경재해의 발생으로 인해 환경공
간정보와 최신 기술의 결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대한원격탐사학회 주관으로 환
경공간정보의 새로운 활용분야 발굴과 미래 인력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 환경공간정보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올해 공모전에 접수된 51편 논문의 심사 결과, 9편이 최종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 특별호
에 게재된 9편의 논문은 최근 환경이슈와 더불어 환경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최신 방법론과 응용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이 특별호 논문에서 소개된 분석 기술과 응용분야가 환경공간정보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참조자
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1. 환경공간정보

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고 있다. 환경부는 토지피
복지도 등 환경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지하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상의 정보를 지칭하는 환

여 1990년대 후반부터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경공간정보는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제작 및 관리하

한반도의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해왔다. 현재 환경부에

는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등의 정보를 지칭하기도

서 제작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대표하는 토지피복지

하며(Lee et al., 2014), 임상도, 토양도, 지질도 등과 같이

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토지피복 분류 기준에 따라

al., 2017b). 이러한 환경공간정보는 각종 재해 예측분석

계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Lee et al., 2015). 1998년 처

환경과 관련된 특정 주제정보를 내포하기도 한다(Lee et
(Kim et al., 2017)이나 작황 추정 연구(Lee et al., 2017a)의

주요 입력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전술한 첫 번째 의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제작 및
서비스하고 있는 환경공간정보는 환경현안 문제 해결,

대분류(1:50,000), 중분류(1:25,000), 세분류(1:5,000)의 3단
음 제작된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는 Landsat 영상을 이용

하여 1980년대 말,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말 전국의
토지피복 정보를 제공한다.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작되었으며, 이후 항공정사

거시적·광역적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

영상과 다목적실용위성 2호 영상을 이용하여 2013년까

인공위성 및 항공 영상, 지형도 등 다양한 부가자료, 현

부터 제작을 시작하여 2018년에 전국적인 구축이 완료

용되는 중요한 주제정보에 해당되며(EGIS webpage),

지 3차 갱신을 하였다.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2010년

Fig. 1. The service contents provided from the Environment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webpage
(https://egis.me.go.kr/intro/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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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될 예정이다.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등의 환경공간정보는

– 기타 환경공간정보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성을

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공간정보와 함
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웹페이지

(egis.me.go.kr)에서 통합지도와 환경지도집을 통해 서비
스되고 있다(Fig. 1). 통합지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환

경공간정보는 토지피복지도, 환경주제도, 토지이용규
제지역·지구도,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이며, 환경지도집

부가시킬 수 있는 내용

이번 환경공간정보 우수논문 공모전은 5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논문을 모집하여 학생부 44편, 일반부 7편

등 총 51편의 논문이 접수되었다. 논문 접수마감 이후

적절성 평가, 1차 및 2차 서면 평가를 거쳐 학생부 6편,

일반부 3편 등 총 9편의 논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

에서는 환경분야 데이터를 주제별로 지도화한 공간정

었다. 그리고 11월 2일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

보와 주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주제도+콘텐츠”

회에서 개최된 발표회 평가를 통해 최종 최우수상, 우

형태의 지도집을 제공하고 있다(EGIS webpage).

수상 및 장려상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2. 2017 환경공간정보 우수논문 공모전

3. 특별호 논문 개요

최근 초지능화, 초연결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환경기술을 4차 산업혁명과 연계
한 새로운 관점의 환경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Lee et al.(2016)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포함하
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들을 대
상으로 대한원격탐사학회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가 심사를 거쳐 9편으로 구성된 특별호를 발간하
게 되었다. 이번 특별호에는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이용

과 다양한 환경공간정보 분석기술의 융합 활용을 통해
미래 환경이슈에 환경정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의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공간정보의 활용
분야 발굴과 더불어 환경분야 미래 유망 인력의 지원 토
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

보화담당관은 대한원격탐사학회 주관으로 2011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親환경도우미’ 환경공간정보 우수

논문 공모전을 주최하였다(Fig. 2). 이번 공모전 주제는
‘환경공간정보의 생산/가공/분석/활용/서비스 등 환

경공간정보기반 지능형 환경관리 정책수립 및 4차 산
업혁명 준비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 가능한 주제’로 다
음 세부 분야를 포함하였다.

– 환경공간정보를 이용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
용 사례 및 방안

– 환경 재난/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공간정보 활용 사례
– 환경정보화 서비스 개선 및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환경관리 서비스 컨텐츠

Fig. 2. An announcement of opportunity poster of the 2017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Papers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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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주제도 갱신 및 제작 연구, 기계학습 기반 상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화를 통한 지표 열환경 연구, 환경공간정보를 이용한 도

증대되고 있다. 각종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위성기반 산

시숲의 기능 평가, 무인 항공기 영상을 이용한 단일 수

출물의 활용이 가능한데, 시간해상도에 비해 공간해상도

목의 정량적 정보 추출 및 도심지역 수목 높이값 측정,

가 떨어져 지표 상세 정보 추출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고급 통계모형을 이용한 산사태 재해 예측 연구, 위성
영상을 이용한 연안환경주제도 생성 고도화 방안 제안
등 공모전 주제에 부합되는 내용을 다룬 9편의 논문이
실리게 되었다.
환경부에서 제작하는 토지피복지도는 다양한 모델
링 과정의 주요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얻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Yoo et al.(2017)은 1 km 공
간해상도의 MODIS LST(Land Surface Temperature) 산

출물의 공간 상세화를 목적으로 LST와 관련성이 높은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MODIS 반사도, DEM 기반 지형
정보 등과 기계학습의 일종인 random forest를 이용하

여 공간해상도 250 m의 상세 LST 정보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상세화된 LST 정보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지피복지도가 제작되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토지피복

2016년까지 대구광역시 행정동 단위에서의 여름철 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환경 분석을 수행하여 토지피복별 지표면 온도 특성을

Kwak et al.(2017)는 토지피복지도 갱신을 목적으로 고해

도출하였다. Lee and Lee(2017)은 대표적인 도시지역 자

상도 위성영상의 객체기반 감독분류를 적용하면서 과거

연재해인 산사태를 대상으로 과거 산사태 발생 위치와

토지피복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공간정보를 로지스

영상의 객체분할에 과거 토지피복 정보를 함께 사용함

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합하여 산사태 취약성 분포

으로써 명확한 경계를 갖는 변화정보 탐지가 가능하였

도를 제작하였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지역을 대상으

으며, 비변화지역을 기계학습 분류의 새로운 훈련자료

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나타난 산사

로 추가하여 향상된 분류 정확도를 얻었다. Park et al.

(2017)은 위성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 결과를 토지피

태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하
여 산사태 발생 이후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복지도 갱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제안하

도심지에 형성된 수목 군락 지역을 의미하는 도시숲

였다. 변화지역의 오탐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광변화

은 휴식공간 제공,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을 가진다.

벡터의 방향정보를 이용하는 S2CVA(Sequential Spectral

Change Vector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였고, 변화탐지

그러나 도시화,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도
시 주변 산림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

결과를 구역통계와 함께 이용하여 토지피복지도 갱신

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Lee et al.(2017c)은 서

을 위한 객체 기반 분류를 수행하였다. 제안 기법을

울시와 경기도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자연기능 기반 서

PlanetScope 자료에 적용한 결과, 토지피복지도 내의 변

화 지역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었다. 영상 분류와

관련해서 Song and Kim(2017)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환경공간정보의 융

합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딥러닝 기법인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을 항공초분광영상의 분류

비스, 산림의 자연기능과 인구분포를 고려한 생태계서
비스, 산림의 자연기능과 수혜자 분포를 고려한 생태계
서비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의 영향을 분석

하였다.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위성영상 기반 LST와 증
발산량 자료, 인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시 내부에 있는 산림과 도시 외부 산림의 기능과 수

에 적용하였다. CNN을 농경지와 도심지에 각각 적용

요가 상이하게 나타나서 서비스 가치 또한 다른 것으로

Machine)보다 향상된 분류 정확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요한 개체로, 수목의 3차원 구조는 탄소 흡수량과 미기

얻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환경공간정보 서비스에

후 동태 모델링 등 다양한 환경 모델링의 주요 입력 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절별 작황정보를 제공하는 환경

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추출이 매우 중요하다. 이

하여 기존 기계학습 분류 방법론인 SVM(Support Vector

주제도를 제안하였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

평가되었다. 도심지 수목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중

러한 수목의 3차원 정보 추출과 관련해서 Park(2017)은
단일 개체목의 수목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정량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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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親親환경도우미’ 환경공간정보 우수논문 공모전

해 항공 및 지상 라이다에 비해 저비용 및 고빈도로 이

용 가능한 드론 영상과 SfM-MVS(Structure from MotionMulti View Stereo), solid 모델의 이용을 제안하였다. 적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 관련분야
학생과 연구자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란다.

용 실험 및 평가를 통해 제안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단

사사

일 수목의 정량화와 형상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Rhee et al.(2017)은 도심지 수목의 높이 측정을 위해 무

인항공기 영상의 정밀 보정을 통해 스테레오 영상으로

환경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후

부터 수목 높이를 추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무인항

원해주신 환경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

공기 영상의 정렬에 SfM(Structure from Motion) 기법을

하며, 이번 공모전에 논문을 제출해주신 모든 응모자분

적용하여 무인항공기의 위치와 자세 보정을 수행하여

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호 발간을 위해 많

안정적인 입체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스테레오

은 노력을 해주신 정형섭 대한원격탐사학회 편집이사,

모델을 도화기에 적용하여 별도의 3차원 포인트 클라

논문 심사위원분들과 김대성, 황정인 편집간사께 감사

우드의 제작 없이 도시 협곡에서 가로수의 높이 추출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전의 논문 접수부터 시상식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까지 제반 운영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대한원격탐사학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육상과 더불어

회 안정희 사무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 갯벌, 백사장 등의 연안 지역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Lee and Ryu(2017)은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국가 연안
주제도 제작의 선진화 방향을 논의하였다. 현재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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