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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토지피복은 도시개발 및 하천개발과 같이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토지피복은 지표면을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한 물리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환경 생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표수의 증발량 결정

에 연관되는 중요한 지시자이기 때문에 가뭄 유발, 집중호우에 의한 토지 유출과 

하천의 범람, 해안 침식과 같이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변수를 추

정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토지피복에 대한 정밀한 분류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토지피복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현장관측을 통한 

직접 분류방법이 있으며 둘째로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직접 분류방

법은 정확한 토지피복 분류를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넓

은 범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원격탐사를 통한 토지피복 분류기법

은 넓은 영역에 대한 고품질의 지표 정보를 제공하므로, 현장관측에 의한 토지피

복 분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획득되는 위성영상을 통해 토

지피복의 시간적 변화를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보도 획득이 가능하다.

인공위성 원격탐사 기법을 통해 토지피복을 분류한 연구는 매우 많이 수행되어 

왔다. 이현직은 Quick Bird-2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강원도 횡성 지역의 토지피복

을 분류하였으며 단일영상을 이용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이

현직 외, 2010). 강남이는 IKONOS 위성영상을 통해 단일영상을 가지고 토지피복분

류 기법을 분석하였는데 3 개의 기법을 분석하였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강남이 외, 2012).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위성영상을 이용

하여 토지피복 분류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

에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영상만을 사용하여 광역적 토지피복 분류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적은 개수의 영상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단일 영

상 또는 일부 계절에 국한된 영상을 사용할 경우, 관측 대상의 반사율이 영상이 

획득된 당시의 대기 상태나 토양의 수분함량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관

측대상의 고유한 반사특성을 관측할 수 없게 한다. 또한 식생들은 계절에 따라 분

광반사특성이 변하게 되므로 제한된 개수의 위성영상으로는 토지피복의 시간적인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토지피복의 정밀한 분류와 시간적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으로 획득된 

다수의 위성영상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오리건 주와 한반도의 토지피복을 분류하고, 토지피복의 시

간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약 1 년 동안 시계열적으로 획득된 MODIS 영상을 이용

하였다. 그 후 시계열적으로 획득된 MODIS 영상으로부터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산출하였으며 MVC (Maximum Value Composite)을 

통해 구름의 영향 제거를 실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감독분류 하였다. 그리고 NDVI

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여 산림지역의 수종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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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2.1. 원격탐사

원격탐사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직접 접촉 없이 물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탐사방법이다. 원격탐사는 센서(sensor)라 불리는 장비를 이용하여 탐사가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원격탐사 센서는 광속으로 전달되는 전자파복사를 기록한다. 

센서에서 탐지되는 전자파복사의 양과 특성의 변화는 현상의 중요한 특성을 해석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는 지표에서 방출되거나 반사되는 전자파 

에너지는 각각의 지표유형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동 원격탐사는 관심 대상체 또는 지역에 영향

을 주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격탐사 장치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일부 현장조사에서 나타나는 샘플링 오차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원격탐

사는 관심지역 또는 대상체의 위치, 고도 또는 깊이, 생체량, 온도, 습도 등을 포

함한 기본적인 생·물리학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매우 넓은 지역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준다(John Wiley and Sons, 2003).

2.2. NDVI (정규화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tial Vegetation Index)

식생지수는 녹색식물의 상대적 분포 량과 활동성, 엽면적지수, 엽록소함량, 엽

량 및 광합성 흡수복사량 등과 관련된 지표로, 지표 식물의 상대적인 활력도를 나

타내는 지수이다. 인공위성 원격탐사에서 식생지수는 다양한 파장대역에서 관찰된 

식생의 분광반사특성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현재 NDVI(정규화식생지수), EVI(개량

식생지수), II(적외선지수), MSI(수분 영향지수) 등 다양한 식생지수가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 중에서 정규화식생지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생지수로 근적외선, 적색 파장대역의 반사율의 합과 차의 비로 계산되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Jenson J. R., 2002).

  

  
                             (1)

식 (1)에서 은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의 반사율, 는 적색 파장대역에서

의 반사율을 나타낸다. NDVI는 합과 차의 비례식이기 때문에 –1.0에서 +1.0까지의 

범위만을 가진다(식 1). 구름과 호수 및 바다와 같은 수생지역에서는 음의 값을, 

나지 또는 노출된 암반지역에서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식생이 분포하는 지역

에서는 양의 값을 나타낸다. 

위성영상에서 식생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한 픽셀 내에 식생이 균일

하게 분포하여야 하며 구름과 같은 대기효과에 의해 지표 반사율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식생지수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태양고도, 촬영 각도, 대기상태 

등의 외부 효과가 보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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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VC (최대치합성법, Maximum Value Composite)

NDVI를 토대로 시계열적인 토지피복연구를 진행할 때 각각의 픽셀 단위에서 가

장 높은 NDVI값만을 이용해 분석하는 것을 MVC(최대치합성법)이라고 한다. MVC를 

이용하면 0.3-0.4의 식생에 비해서 낮은 NDVI 값이 나오는 눈이나 구름 또는 대기

간섭으로 인한 NDVI 값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들이나 지표 피복 분석에 불필요

한 값을 줄여주어 정확한 연구에 도움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MVC를 이용하여 월

별로 NDVI 자료를 분류하였는데, 구름에 의해 가려진 지표피복을 관찰할 수 있었

고 초봄이나 늦가을 등 이른 시기에 내린 눈에 의해서 가려진 지표피복을 드러내

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MVC 기법은 사용된 영상의 개수가 많을수록 가려진 토지

의 식생을 드러내는 효과가 더욱 크다.

2.4. 영상분류방법

영상을 판독하고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나 현지조사를 통해 얻

은 자료를 이용해서 분광특성에 대한 정보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영상분류란 위

성영상에 포함된 여러 가지 대상물의 구별을 목적으로 하며 성질이 비슷한 픽셀그

룹의 특징에 대응되는 명칭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정한 그룹은 영상 내에

서 지역적으로 군집을 이루어 분류된다. 영상분류의 방법에는 크게 무감독분류와 

감독분류가 있다.

(가) 무감독분류 (Unsupervised classification)

무감독분류는 연구지역에 대해서 실측한 조사정보가 부족하거나 파장대별 반사

특성이 유사하여 감독분류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되어지는 분류기법으

로, 영상자체의 통계치를 이용해서 비슷한 반사 값을 가지는 화소들끼리 군집화 

하는 방법이다. 상대적으로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분류결과를 산출한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통상 사용되는 분류항목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나) 감독분류 (Supervised classification)

감독분류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표의 정보를 현지답사를 통하여 미리 확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체의 영상에서 분류하는 것이다. 대상지역의 환경과 특징을 정확

히 파악하여 관심대상영역을 지정하고 표본 집단을 선정한다. 선정되지 않은 남은 

지역은 컴퓨터에 의해 영상 내의 같은 성질을 가지는 픽셀 값들을 군집화 시켜 영

상을 분류한다. 감독분류는 정확히 알고 있는 지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와 유사

한 지역을 찾는 것이므로 분석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

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감독분류의 한계는 사용

자가 지정한 샘플에 근거하여 클래스를 나누기 때문에 표본 집단이 영상이 지니고 

있는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전경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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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지역

(가) 미국 오리건 주 (State of Oregon, USA)

오리건 주는 미국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 동쪽으로 아이다호 주, 북쪽으로 워싱턴 주와 접하며 서쪽으로 태평양과 닿아 

있다. 오리건 주는 태평양 연안 근처에 해안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 내륙 쪽에

는 캐스케이드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있다. 해안산맥의 서부는 태평양에 인접해 있

으며 온난 습윤하고 강수가 고르게 내리는 서안 해양성기후로 거주 지역에 적합하

다. 주의 서반부에는 다양한 수종의 침엽수로 이루어진 산림지대가 형성되어 있으

며 내륙에는 대지와 고원이 많고 초원과 나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림 1은 오

리건 주 서부 지역을 생태학적으로 구분한 자료이다. 오리건 주의 최대 산업은 벌

목·제재·펄프·제지 등이 있으며 이들은 풍부한 임산자원에 의존한다.

이 연구에서는 오리건 주에서 식생 분포가 다양한 서부지역을 관찰하였다. 오리

건 주 서부에서는 목재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수확하는 산림 경

영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비해서 혼합림의 비율이 낮고 

지역에 따른 식생의 구분이 뚜렷하다. 이러한 이유로 식생지수에 의한 지표피복 

분류의 결과를 쉽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는 

오리건 주의 MODIS 위성의 RGB 합성 광학 영상이며 주요 도시와 산, 호수를 나타

내고 있다.

■ Oregon Coast Range
■ Willamette Valley
■ Western Cascades
■ Klamath Mountains

그림 1 오리건 

주 서부 환경적 

지역구분

(Sally Campbell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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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세일럼
후드산

제퍼슨산

시스터산
유진

로즈버그

크레이터호

메드퍼드

     그림 2 오리건 주 Terra MODIS RGB 합성 위성사진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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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반도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는 지형학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 끝에 있는 반도로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다. 한반도는 위도 상 온대기후지역에 속하여 열대나 한대에 비하여 비

교적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기온이 온난한 온대 지방의 여러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하여 여러 기단의 영향을 받고, 반도

의 특성상 해양과 대륙의 영향을 모두 받고 복잡한 지형으로 인하여 독특한 기후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은 한반도의 MODIS 위성의 RGB 합성 광학영상이며 각 지

역과 주요 도시를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의 대부분은 연평균기온이 9~14도인 온대의 낙엽 활엽수림대에 속한다. 

낙엽활엽수림은 북방의 침엽수림과 남방의 활엽수림의 중간에 나타나는데, 일정 

시기가 되면 잎이 낙엽으로 떨어지며 일 년 중에 잎이 달려있는 기간은 약 2~8월

이고 떨어지는 시기는 약 9~11월이다. 대표적인 나무로는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

수리나무 등의 온대림계 참나무 류가 있고 남쪽으로 갈수록 느티나무, 서나무 등 

난온대림계 나무들이 분포하며 북쪽으로 갈수록 박달나무, 전나무 등 냉대림계가 

많아진다. 이처럼 상록수, 낙엽수, 혼합림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식생지

수를 이용한 토지피복 분류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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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백두산

평양

서울

부산

제주도

그림 3 한반도 Terra MODIS RGB 합성 위성사진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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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자료 (MODIS)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는 미국항공우주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서 개발한 다중분광센

서로 해양 관측에 초점을 맞춘 Aqua 위성과 육상 및 대기 관측을 위한 Terra 위성

에 탑재되어 있다. NASA의 지구감시계획(EOS : Earth Observing System)에 의해 

Terra 위성은 1999년 12월 19일에 발사되었고 Aqua 위성은 2002년 5월 4일에 발사

되었다. Terra 위성은 705 km 고도에서 일 2회 같은 지역 상공을 통과하며 관측범

위 2330 km × 2330 km의 극궤도 위성이며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는 오리건 주와 

한반도의 토지피복 연구에 사용하기 적합하였다. 이 위성에 탑재된 다섯 개의 센

서 중 하나인 MODIS는 36개의 채널에서 공간해상도 250 m, 500 m, 1 km로 지표면

을 관측하고 있는 다목적 센서이다. MODIS 자료는 다양한 파장대역에서 지표면을 

관측함으로써 구름, 에어로솔, 수증기 특성 분석, 대기권의 태양/지구 복사에너지 

관측을 통한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감시, 대기의 광학 두께(Optical Thickness) 

및 해상과 육상에서의 생물 간의 상호관계 관측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표 1은 MODIS의 각 밴드별 특성을 나타낸 자료이며 이 연구에서는 밴드 

1과 밴드 2를 사용하였다.

밴드 분광 해상도 파장 (nm) 활용 분야

1 250 × 250m 620-670nm 토지피복 분류

2 250 × 250m 841-876nm 클로로필 흡수

3 500 × 500m 459-479nm
토지, 구름 및 에어로졸 특성 

분석

4 500 × 500m 545-565nm 〃

5 500 × 500m 1230-1250nm 〃

6 500 × 500m 1628-1652nm 〃

7 500 × 500m 2105-2155nm 〃

표 1. MODIS의 밴드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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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획득

MODIS는 영상보정, 대기, 육지, 극지, 해양 등의 관측에 필요한 약 40가지의 자

료(MOD1~MOD40)를 생산하는데, 다중 데이터의 유형을 지원할 수 있고 간편하고 구

현이 쉬운 HDF (Hierarchical Data Format) 형태로 제공된다. NASA의 LAADS Web 

사이트에서는 5분 단위로 촬영된 MODIS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위성자료의 처리 

수준에 따라 level 1, 2, 3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3년 1월~12월에 

미국 오리건 주와 한반도에 대해 Terra 위성으로부터 획득된 MOD02(Calibrated 

Radiances)와 MOD03(Geolocation), MOD06(Cloud Product) 자료를 이용하였다. 

MOD02는 공간해상도 500m급의 HKM(Half Kilometer), 250m급의 QKM(Quarter 

Kilometer) product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시자료에 방사보정이 수행된 level 1 

자료에 해당한다. 즉, 지표에서 관측된 복사량 값을 분광반사율로 변환해주어 대

기의 영향을 제거한 자료이다. MOD03은 1km 해상도로 영상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MODIS 영상의 기하보정에 사용된다. MOD06은 구름, 에어로

솔, 광학두께 등 대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MODIS 영상의 2차 산출물에 해당

한다. 이 연구에서는 MOD02 영상에서 구름을 제거하기 위해 MOD06에서 cloud 

optical thickness를 추출해내었다. 이를 이용해 구름이 많아 지상의 NDVI의 관찰

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으면 정확한 값을 추출해 낼 수 없으므로 운량이 50% 이상

인 영상은 연구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표 2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NDVI 영상의 개

수이다.

  월

지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오리건 12 11 11 11 14 16 13 11 11 13 9 9 141

한반도 10 9 10 9 13 11 15 8 8 10 9 11 123

합계 22 20 21 20 27 27 28 19 19 23 18 20 264

표 2. 연구에 사용한 영상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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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처리

그림 4는 자료처리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획득된 MODIS 영상에서 1, 2번 밴드

를 추출했고, 그 다음에 기하보정을 수행했으며, 식 (1)을 이용해서 시계열적 정

규화식생지수를 추출하였다. 오리건 주나 한반도와 같은 중위도 지역은 6~8월에 

해당하는 여름에는 운량이 많고 11~1월에 해당하는 겨울에는 적설로 인한 오차가 

많았다. 따라서 구름을 Null값으로 분류하는 구름제거를 한 후 근사법

(Interpolation)을 사용하였다. 한편 시계열적 정규화식생지수 영상을 MVC를 적용

하여 월 단위로 병합하였다.

기하보정

NDVI 추출

MOD06 Cloud Product 

이용하여 구름제거

감독분류

감독분류 근사법

MVC 기법 이용

월 단위 병합

감독분류

Terra MODIS

MOD02 QKM Product 획득

그림 4 자료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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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토의

4.1. 미국 오리건 주

오리건 주는 식생의 구분이 뚜렷하여 피복 분류에 유리하다. 하지만 해양성 기

후로 인해 일부 영상에서 구름이 위성과 지표 사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토지 피

복의 NDVI 값을 얻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구름의 영향을 줄이고 

지표의 NDVI 값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처리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5는 Terra MODIS 위성 자료에서 얻은 NDVI를 0에서 1까지 색으로 나타낸 

영상이다. NDVI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적색 계열, 0에 가까울수록 낮을수록 청색 

계열로 나타난다. 영상의 청색 부분은 오리건 주의 바다, 호수, 만년설 지역을 나

타낸다. 적색은 오리건 주의 산림을 나타낸다. 

그림 6은 Terra MODIS 위성 자료에서 얻은 NDVI 영상을 RGB 순으로 배열하여 합

성한 영상이다. 시기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각각 4 개월 주기로 영상을 사

용하였으며 그림 7(a) 영상은 3 월, 7 월, 11 월을 RGB 순으로 그림 7(b) 영상은 

4 월, 8 월, 12 월을 RGB 순으로 합성하였다. 흰색에 가까울수록 전체적인 NDVI 

값이 높고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전체적인 NDVI 값이 낮으며 그 외의 색상은 월별 

NDVI 값의 차이로 발생한다. NDVI 영상에서 관찰되는 색상에 따라서 토지피복의 

종류를 식별 가능했지만 구름과 같은 대기상태의 영향을 받아 특정 날짜에서 NDVI 

값이 예상되는 값보다 낮게 측정되어 토지피복 분류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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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b)

그림 5 오리건 주 NDVI 영상 (a) 3월 30일 (b) 7월 4일 (c)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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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오리건 주 NDVI RGB 합성 영상 (a) 3월(Red)-7월(Green)-11월(Blue)

       (b) 4월(Red)-8월(Green)-12월(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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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오리건 주 NDVI 영상을 이용해 감독분류를 실시한 영상이다. 오리건 주 

NDVI 영상에서 7 개의 관심대상지역(물, 암반, 도시, 상록수, 낙엽수, 농경지, 눈)

을 지정하고 각 영역을 3~4곳 임의적으로 선택해 감독분류를 실시하였다. 파란색은 

물, 갈색은 암석, 회색은 도시, 연두색은 낙엽수, 초록색은 상록수, 주황색은 농경

지, 흰색은 눈으로 분류 되었다. 감독분류를 실시한 영상과 오리건 주의 위성영상

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산림 영역들이 구름 영향으로 면적이 축소되어서 분류됨을 알 

수 있었고, 구름 영향이 적은 지역으로 재분류하였으나 연속적인 구름의 영향으로 

NDVI 값이 낮게 측정되어 오리건 주 위성영상에서 산림으로 보이는 지역이 감독분

류 영상에서는 암반이나 농경지로 분류 되었다. 또한 NDVI 영상에서 감독분류 실시

하기 전에 영역을 지정할 때 영역범위를 크게 잡아 영상정확도가 낮고 횟수도 적어 

예상과는 다른 영상이 나왔다.

그림 8은 오리건 주 NDVI 영상을 구름 제거 후 감독분류를 한 영상이다. 그림 7 

영상에서 구름을 제거하지 않아 실제 피복과 다른 감독분류 결과가 나타나 그림 8 

에서는 구름을 제거한 후 감독분류를 실시하였다. 연간 NDVI 영상 중 7월 NDVI 영

상은 대부분에 구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름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표 피복

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상을 얻지 못하여 구름을 제거한 후 감독분류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그림 8 감독분류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름을 제거한 부분이 어떤 

영역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히 구름제거 방식만으로는 감독분류에 적

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는 오리건 주 NDVI 영상을 근사법을 이용하여 감독분류를 실시한 영상이

다. NDVI 영상을 시간 순으로 겹쳐놓았을 때 한 지점의 픽셀의 값 변화를 살펴보

면 구름에 가려진 시점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소근사법을 이용해서 NDVI 값을 보정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구름에 의한 값의 하락이 연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인접한 시점도 구름

에 의해서 값이 하락되어 근사값 역시 전체적으로 값이 낮게 나왔다. 이러한 이유

로 그림 9를 보면 오리건 주 위성 영상과 비교 해 보았을 때 상록수(초록색), 낙

엽수(연두색)가 나와야 할 영역에서 도시(회색), 농경지(분홍색)가 많이 나온 모

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NDVI 영상을 이용한 감독분류 영상(그림 7)과 비교 

해 보았을 때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지역에서 산림 면적의 양이 늘어난 영상의 모

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상록수 지역이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도시 지역으로 

표시되어 예상과는 다른 영상을 얻어 근사법을 이용한 감독분류 역시 구름의 영향

을 완전히 제거 할 수 없었다.

세 감독분류 영상의 전체적인 정확도(Overall Accuracy)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

차행렬(Confusion Matrix)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그림 순으로 46.445%, 45.510%, 

37.255%가 나왔으며 구름제거나 근사법을 사용하였을 때에 정확도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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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오리건 주 NDVI 감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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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오리건 주 구름제거 감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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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오리건 주 근사법을 이용한 감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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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오리건 주 NDVI영상을 MVC(Maximum Value Composition)를 이용하여 

감독분류를 실시한 영상이다. 오리건 주 NDVI영상에서 10개의 관심대상지역(밀, 

고산지대식생, 낙엽수, 상록수, 암반, 농경지, 관목, 도시, 물, 눈)을 지정하고 

MVC를 이용하여 감독분류를 실시하였다. 감독분류 결과 노란색은 밀, 하늘색은 고

산지대식물, 연두색은 낙엽수, 초록색은 상록수, 갈색은 암석, 주황색은 농경지, 

진한 연두색은 관목, 회색은 도시, 파란색은 물, 흰색은 눈으로 분류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구름제거 감독분류와 근사법을 이용한 감독분류를 보완하고 구름의 영

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MVC를 사용했다. MVC가 적용된 영상으로 감독분류를 실시하

자 산림 면적이 증가하고 구름에 의해서 위성영상과 다르게 나왔던 영역에서도 개

선되는 모습이 보였다. 구름을 제거한 후 NDVI영상을 이용 한 감독분류와 NDVI영

상을 근사법 이용 후 감독 분류 영상과는 다르게 MVC를 이용한 감독분류영상은 위

성영상과 비슷하게 나왔다. 감독분류 결과 그림 10 영상에서 회색부분인 도시는 

북쪽으로는 포틀랜드, 그 밑으로 세일럼, 유진, 로즈버그, 매드퍼드인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고산지대식물(하늘색)이 있는 지역은 오리건 주의 캐스케이드 산맥으

로 영역 안에 있는 NDVI 값이 낮은 흰색 부분은 후드산, 제퍼슨산, 시스터산의 만

년설을 나타내고 NDVI 값이 낮은 파란색 부분은 크레이터 호수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서쪽 해안가 쪽으로 상록수(초록색)산림이 넓게 분포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고산지대에서 서쪽 계곡을 따라 낙엽수(연두색)가 분포하고 있다. 영상의 

동쪽 지역은 암반지대와 관목지대이다.

MVC를 사용한 NDVI 영상의 감독분류에서 오차행렬을 사용하여 계산한 전체적 정

확도는 96.936%로 다른 자료처리 방법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지

표피복 분류 시에 MVC가 구름제거나 근사법에 비해서 훨씬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

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일부 오차는 고산지대 정상 부근의 NDVI 값이 여름에는 고

산지대 식생에 가깝고 겨울에는 만년설에 가깝기 때문에 농경지로 분류된 부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의 건물밀도가 낮고 잔디나 가로수 등의 식생이 많

아서 일부 다른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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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오리건 주 MVC 감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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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오리건 주 상록수지대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a) (b) (c)

(d) (e)

그림 12 오리건 주 상록수분포 (a) 더글러스 전나무 (b) 가문비나무

(c) 폰데로사 소나무 (d) 노간주나무 (e) 로지폴 소나무 (Oregon Forest Resource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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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는 오리건 주 상록수지대의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오리건 주의 상록수들은 대부분 전나무의 일종인 더글러스 전나무

(Douglas-fir)로 이루어져 있다. 더글러스 전나무는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른 상록

수의 일종으로, 높이가 최대 100m에 달할 정도로 높고 양질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건 주의 대표적인 산림경영 수목 중 하나이다. 오리건 해안가, 

윌러밋 계곡,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분포 수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록수 중 상록침엽수는 잎이 바늘처럼 작고 두꺼워서 건조한 여름이나 겨울의 

추위로부터 수분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낙엽으로 잎이 지

지 않고 식생이 유지되어 높은 NDVI 값이 측정된다. 그림 11을 보면, NDVI 값이 

여름에 비해 겨울에 약간 감소하지만 대체적으로 0.7에서 0.9 사이의 높은 값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식생과 비교하면 겨울에도 여름만큼이나 높

은 값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월별로 각 영역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

하였다. 표준편차는 통계집단의 단위의 계량적 특성 값에 관한 산포도를 나타내는 

도수특성 값을 말한다. 표준편차가 0일 때는 관측 값의 모두가 동일한 크기이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관측 값 중에는 평균에서 떨어진 값이 많이 존재한다. 그림 11 

그래프를 보면 여름보다는 겨울에 상록수의 표준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겨울에 눈에 의해 일부 식생이 가려져서 NDVI 값이 감소하는데 고도나 지역에 따

른 적설량의 차이로 인해 표준편차가 발생한다.

그림 12은 OFRI (Oregon Forest Resources Institute)에서 얻은 오리건 주 상록

수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다섯 종류의 상록수 서식 영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글러스 전나무(a)와 가문비나무(b)는 감독분류 영상(그림 10)의 상록수 분포와 

일치하지만 폰데로사 소나무(c), 노간주나무(d), 로지폴 소나무(e)는 분포 밀도가 

MODIS 영상의 해상도로 관찰하기 어려울 만큼 낮아서 감독분류 상에는 정확히 분

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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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오리건 주 낙엽수지대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그림 13은 오리건 주 낙엽수지대의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오리건 주의 낙엽수는 잎이 얇고 평평하고 넓어서 겨울의 찬 기온에 수분

이 쉽게 얼어붙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 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진

다. 그리고 봄이 되어 기온이 다시 상승하면 새로 잎이 나는데 이러한 성질 때문

에 NDVI 값이 여름에 가장 높고 가을이 되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겨울에 가

장 낮고 봄이 되면 다시 상승하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 그림 13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상록수에 비해 연중 변화폭이 크고 여름에는 NDVI 값이 0.9에 가깝게 상승

하고, 잎이 모두 떨어진 겨울에는 0.5까지 하강한다. 낙엽수는 겨울에 잎이 떨어

지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에 표준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낙엽수는 주로 서부 캐스케이드 산맥와 클래머스 산맥에 분포하는데 오크목

(Oak)과 붉은 오리나무(Red Alder)가 대부분이다. 붉은 오리나무는 오리건 주 전

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오크 목은 클래머스 산맥에 많이 분포한다. 이 

외에도 단풍나무, 오리건 화이트 오크, 태평양 마드론, 캘리포니아 월계수 등이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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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오리건 주 고산지대식생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그림 15 오리건 주 고산지대식물 분포 

(Oregon Forest Resource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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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오리건 주 고산지대식생의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캐스케이드 산맥은 미국 북서부의 캘리포니아 주, 오리건 주, 워싱턴 

주에 걸쳐있는 산맥으로 오리건 주를 지나는 봉우리에는 후드산과 제퍼슨산이 있

다. 이곳의 고산지역에는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데, 이 

때문에 근처의 고산지대의 식생은 타 지역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은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아서 수목 한계선과 설선 사이의 점이지대에 해당되는데 때

문에 키 큰 침엽수가 생존하기 어렵고 키 작은 관목이나 낮은 풀들이 분포한다.

고산지대의 식생은 추위에 적응된 수종으로 겨울에도 NDVI 지수가 크게 떨어지

지 않고, 여름에도 기온이 대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겨울에 비해서 NDVI 지수가 크

게 오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작은 편이다. 그림 14 그래프를 보면 NDVI 

값이 0.6에서 0.8 사이를 유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기온이 낮아서 생장이 

어렵기 때문에 침엽수에 비해서는 NDVI 지수가 다소 낮은 편이다. 고산지대식생의 

표준편차는 겨울에 높고 여름에는 낮은 편이다. 상록수와 마찬가지로 겨울에 적설

로 인하여 식생이 가려지는 영향에 의해 표준편차가 높음을 할 수 있다. 만년설 

지역에 가까울수록 적설량이 많아서 NDVI의 감소량이 크며, 고도가 낮은 지역으로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작다.

그림 15는 오리건 주 고산지대식생 분포를 나타낸 영상이다. 실제 오리건 주에 

분포하는 현장자료로, 그림 10과 비교하면 감독분류에 나타난 캐스케이드 산맥 근

처의 고산지대 식생 영역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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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오리건 주 눈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그림 16은 오리건 주 눈의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고산지대의 수목한계선을 넘어서 설선 이상의 고도에서는 만년설이 존재한다. 기

온이 높아지면 만년설의 면적과 두께가 감소하기 때문에 NDVI 값이 상승하는 경향

을 보이지만 기온이 낮아지면 0.3에 가깝게 낮아진다. 그림 15 그래프를 보면 여

름에는 NDVI 값이 올라가지만 겨울에는 NDVI 값이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표준편차가 높은데 여름에 온도가 높아 만년설이 녹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NDVI 값의 차이가 많이 나와 표준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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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오리건 주 관목지대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그림 18 오리건 주 밀 농경지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그림 19 오리건 주 농경지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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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은 오리건 주 관목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오리건 주의 초원지대는 기온이 높을 때 NDVI 값이 0.7 정도로 상승하고 기온이 

낮을 때에도 NDVI 값이 비슷한 값을 유지한다. 키가 큰 풀 중에는 겨울에도 잎이 

일부 시들지만 줄기는 그대로 남아서 식생을 유지하는 종들이 있는데, 오리건 주 

지역의 초원지대에 이러한 종류의 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연중 비슷

한 NDVI 값을 보인다. 겨울에 눈에 의해 표준편차가 여름보다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8은 오리건 주 밀 농경지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밀 농경지는 밀의 수확시기인 7월경에 NDVI 값이 급감한다. 그림 18 그래프를 

보면 밀을 수확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여름 동안 다시 식생이 자라므로 NDVI 값

이 일부 상승하였다가 기온이 하강하면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밀 농

경지는 관목과 마찬가지로 겨울에 표준편차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9는 오리건 주 농경지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밀을 중점적으로 심는 지역과 다르게 다른 농경지에서는 여름에 작물이 생장하여 

NDVI 값이 상승하였다가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이 되면 NDVI 값이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인다. 이 외에도 일부 고산지대에서 겨울에는 만년설 영역이 확장되고 

NDVI 값이 감소하여 눈 영역에 해당되고 여름에는 눈이 녹아서 고산지대 식생 영

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농경지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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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오리건 주 도시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그림 21 오리건 주 암반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그림 22 오리건 주 물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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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은 오리건 주 도시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오리건 주의 도시는 한반도의 도시에 비해서 전원주택이 많고 아파트와 같은 대형 

건물들의 밀도가 낮다. 때문에 주택 내에 정원이 많고 건물밀도가 높지 않아서 식

생이 분포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도시로 분류되었지만 비교적 높은 NDVI 값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건물밀도가 낮아서 일부 도시 면적이 농경지로 분류되는 

면도 보였다. 표준편차는 연중 비슷하다.

그림 21은 오리건 주 암반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21 그래프를 보면 여름에는 NDVI값이 겨울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암반지대에도 키가 작은 관목이나 짧은 풀들이 드물게 있어 여름에 NDVI 값이 소

폭 상승하였고 겨울에는 조금 있던 식생들도 없어지기 때문에 NDVI 값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표준편차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연중 비슷하다.

그림 22는 오리건 주 물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

래프에서 나타내는 물은 오리건 주의 호수와 바다를 의미한다. 연중 물의 NDVI 값

은 0.3 내외로 오리건 주의 10개의 관심대상지역 중 가장 낮은 NDVI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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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반도

(a) (b)

(c)

그림 23 한반도 NDVI MVC 영상 (a) 3월 (b) 7월 (c)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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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주의 연구로부터 지표면의 NDVI 값을 획득하기 위한 최종적인 자료처리 

대안으로 MVC를 활용한 월별 NDVI 분류방법을 제시하였다. 토지피복 분류 시에 있

어서 MVC가 구름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였기 때문

에 한반도 토지피복 분류에 MVC를 적용시켰다.

그림 23은 한반도의 NDVI 값에 MVC를 적용시킨 영상을 3월, 7월, 11월 순으로 

나열한 것이며 오리건 지역에 비해서 NDVI 값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한반도는 

고산지역에 주로 눈이 쌓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는 적설량이 적은 오리건 주와는 

달리, 남해안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3월경 기

온이 낮은 북방에서는 거의 식생이 관찰되지 않으며 기온이 비교적 높은 편인 남

해 부근과 제주 지역에서 일부 식생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7월경에는 전체

적으로 식생이 매우 높고 일부 평야지역과 도심지만 낮게 관찰된다. 11월경에는 

북쪽의 중국 지역은 기온이 일찍 하강하여 식생이 줄어들고 아래로 갈수록 기온이 

늦게 하강해서 식생이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반도는 오리건 주에서 보이는 인공적으로 관리되는 목재 생산을 위한 산림경

영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수종의 나무들이 섞여있는 혼합림이 많다. 주로 고도

에 따라서 다른 기후 형태를 보이는 오리건 주와 달리 한반도는 고도의 영향 외에

도 위도에 따른 기후변화가 크다. 때문에 북방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은 냉대림의 형태를 보이고 중위도 지역과 저위도 지역에서는 기온이 온난한 온

대림의 형태를 보이고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에서는 일부 열대림의 모습도 보인다.

한반도의 토지 피복은 상록수(Evergreen), 낙엽수(Deciduous), 농경지(Farm), 

도시(City), 물(Water)의 총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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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한반도 NDVI MVC 감독분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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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는 한반도의 NDVI 값을 MVC로 병합한 뒤에 감독분류를 한 영상이다. 오

리건 주에서는 상록수와 낙엽수가 상록침엽수와 낙엽활엽수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데에 반해서 한반도는 잎이 넓고 낙엽으로 떨어지지 않는 상록활엽수와 침엽수로 

포함되지만 기온이 낮아지면 잎이 낙엽으로 떨어지는 낙엽침엽수 또한 다수 분포

하기 때문에 산림청의 침엽수 활엽수 자료와는 비교에 적합하지 않았다. 위의 상

록수 범위에는 상록침엽수와 상록활엽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남해안과 제주

도 일부 지역에서 상록활엽수가 분포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오리건 주와 달리 만년설이 존재할 만큼 고도가 높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감독분류 상에 눈(Snow)과 고산지대 식생(Veg_High)을 분류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일경작으로 밀농사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지역도 없기 때문에 밀 농경지

(Wheat)도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암반지대나 관목의 비율이 감독분류 상으로 지

역을 지정할 만큼 넓지 못하고 대부분 도시 지역 근처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분

류하지 않았다.

한반도 지역의 감독분류 영상을 오차행렬로 전체적 정확도를 산출하였는데 

99.771%로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다. 한반도는 도심지는 건물밀도가 높아서 농경

지나 산지와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높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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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한반도 상록수지대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그림 25는 한반도의 상록수지대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한반도의 상록수는 대표적으로 소나무가 있다. 상록침엽수는 일 년 내내 잎이 푸

르기 때문에 겨울에도 바늘을 닮은 잎 내에 수분을 유지하여 높은 식생을 유지하

며 여름에는 0.8 이상 NDVI 값이 상승하고 겨울에도 0.6 이상으로 유지된다. 소나

무 이외에도 잣나무, 측백나무, 편백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 향나무, 주목 등

이 한반도에 분포하는 상록침엽수에 해당된다.

또한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에서 일부 보이는 아열대 기후에서는 열대림에 해당

되는 상록활엽수를 관찰할 수 있다. 상록활엽수는 잎이 넓은 활엽수의 형태를 갖

고 있지만 잎의 두께가 얇지 않고 두꺼워서 기온이 어느 정도 낮아져도 낙엽이 지

지 않고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는 수종이다. 우리나라에는 가시나무, 사철

나무, 녹나무, 동백나무, 귤나무, 후박나무, 사스레피나무 등이 있으며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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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한반도 낙엽수지대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그림 26은 한반도 낙엽수지대의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낙엽수의 NDVI 그래프는 여름에 값이 높고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부터 낙엽이 지기 

때문에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반도의 낙엽수는 오리건 주에 비해서 

NDVI 값의 변화폭이 매우 큰 편인데 이는 오리건 주의 기후가 한반도에 비해서 연

교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리건 주는 상록수가 더 많

이 분포하는 데에 비해서 한반도는 낙엽수가 더 많이 분포한다. 한반도는 중부지

방의 온대림 대부분을 낙엽활엽수가 차지하고 있다.

낙엽활엽수는 잎이 얇고 넓어서 가을이 되고 기온이 낮아지면 낙엽으로 떨어지

는데 이 때문에 NDVI 값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반도의 낙엽활엽수에는 상

수리나무, 포플러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오리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느티나

무, 벚나무, 물푸레나무, 때죽나무, 호두나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침엽수 중 기온이 낮아지면 잎이 낙엽으로 떨어지는 종류가 있다. 은

행나무, 낙엽송, 메타세콰이어 등이 낙엽침엽수에 해당된다. 낙엽침엽수는 한반도

에서 일부 예외 지역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널리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낙

엽수 요소이다. 또한 북방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나무는 가을이 되면 

엽록소가 감소하여 잎이 갈색으로 변하지만 낙엽으로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보인

다. 이 전나무는 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로 상록활엽수로 분류되는데 NDVI 상에

서는 엽록소가 사라져 갈색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값이 낮게 나온다. 북방 지역의 

대부분이 낙엽수로 분류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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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한반도 농경지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그림 28 한반도 도시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그림 29 한반도 물 연간 NDVI 변화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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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은 한반도의 농경지에 대한 NDVI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다. 한반도의 농

경지는 주로 서해안 지역의 평야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식생의 크기가 크고 초여

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게 뒤덮는 산림지대에 비해서 농경지는 여름 중반까지 식생

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NDVI 값이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낙

엽수와 마찬가지로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기 때문에 식생이 감소하며 겨울에는 식

생이 없는 황무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0.4 이하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28은 한반도의 도심지에 대한 NDVI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다. 한반도의 도

심지는 오리건 주에 비해서 건물밀도가 매우 높고 전원주택의 비율보다는 아파트

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도시의 NDVI 값은 0.3~0.4 사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오리건 주와 다르게 도시에 식생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9은 한반도의 물에 대한 NDVI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다. 한반도의 물에는 

강, 바다, 호수, 저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보다도 낮은 NDVI 값을 

보였으며 오리건 주 영상은 물의 면적이 매우 좁아서 자료가 부족하여 그래프의 

표준편차가 컸던 데에 비해서 한반도 영상에서는 물의 면적이 넓어서 그래프의 변

화가 거의 없는 비교적 평탄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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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연구에서는 Terra 위성에 탑재된 MODIS에서 자료를 얻어 식생지수를 이용, 

최근 2013년 1월 ~ 12월의 오리건 주와 한반도 토지영역을 분류하였다. NDVI는 상

대적인 식생의 양과 상태를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식생구분에 중요한 인자이다. 

이 연구에서 NDVI를 이용한 토지피복을 분류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구름과 

같은 대기상태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영상에 구름으로 오염된 것을 최소한

으로 줄이고자 NDVI 월별 최댓값을 넣어 합성하도록 하는 MVC를 이용하여 감독분

류를 실시하였다. 오리건 주의 토지피복 분류는 10개의 관심대상지역 밀, 고산지

대식생, 낙엽수, 상록수, 암반, 농경지, 관목, 도시, 물, 눈을 지정하여 감독분류

를 하였다. 한반도의 토지피복 분류는 지형과 기후의 차이로 인해 5개의 관심대상

지역 상록수, 낙엽수, 농경지, 도시, 물을 지정하여 감독분류를 하였다.

첫 번째로 MVC를 이용하여 감독분류를 실시한 오리건 주의 연간 NDVI 변화에서 

상록수영역에서의 NDVI값은 대체적으로 0.75 ~ 0.85 의 높은 값을 가지고 연중 최

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낙엽수영역에서의 NDVI 

값의 최댓값과 최솟값이 0.50 ~ 0.85 로 상록수에 비하여 차이가 컸다. 연중 1 ~ 

4 월, 10 ~ 12 월에서 낮은 값을 보였고 5 ~ 9 월에서는 높은 값을 보였다. 나머

지 영역도 낙엽수영역과 마찬가지로 1 ~ 4 월, 10 ~ 12 월에서 낮은 값을 보였고 

5 ~ 9 월에서는 높은 값을 보였다. 하지만 밀 농경지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과는 

다른 NDVI 변화 값을 보였다. 오리건 주는 7 월에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7, 8 월

경에 NDVI 값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로 실시한 한반도의 연간 NDVI 

변화 결과, 상록수영역에서의 NDVI 값은 연중 0.65 ~ 0.80 으로 나왔다. 낙엽수영

역의 NDVI 값 역시 오리건 주와 마찬 가지로 연중 1 ~ 4 월, 10 ~ 12 월에서 0.40 

~ 0.50 으로 낮은 값을 보였고 5 ~ 9 월에서는 0.80 로 높은 값을 보였다. 한반도

에서는 오리건 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곳 있는데 농경지영역이다. 한반도에서는 

9월에 추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9 월부터 NDVI 값이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 되었다. 

도시, 물 영역은 NDVI 값이 최댓값과 최솟값이 0.30 ~ 0.40 로 연중 비슷한 값이 

나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오리건 주와 한반도 NDVI 연간 변화 결과 값의 표

준편차를 구해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대체적으로 연중 1 ~ 3 월, 11 ~ 12 월

에서 표준편차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4 ~ 10 월에서는 차이가 조금 큰 모습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표준편차의 결과 값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

다.

한반도는 오리건 주에 비해서 혼합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250m 급의 해상도는 

혼합림의 정확한 수종 분류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센서를 

이용하면 더 정밀한 토지피복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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