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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초 록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 특성에 관한 연구 

- 해안습지 토지피복 분류를 중심으로 -

공간상에 분포한 각종 지리사상들은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하여 분포특성과 패 

턴이 파악된다. 지리학에서 공간분석기법들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원격탐사와 GIS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공간분석기법들이 개발되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때 축척 (scale)은 공간분석 기법에서 연구자 

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축척은 측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으로 정의되며 연구지역의 범위나 측정단위로 결정된다. 공간분석에 

있어서 축척이 중요한 이유는 공간자료에 축척의존성 (scale dependancy)이 존재한 

다는 점 때문이다. 공간상의 지리현상은 특정한 축척에서 보다 선명하게 관찰된 

다. 이때의 축척을 현상반영 축척 (operatìonal scale)이라 한다. 공간현상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상반영 축척을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위성영상의 

분석을 위한 적정해상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영상으로부터 분류되는 속성의 특 

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해상도 특성 측정기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 해상도 저감에 따른 원격탐사 영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 

상반영 축척에 해당되는 해상도를 탐색하는 기법과 과정을 밝히는 것을 연구목적 

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격탐사 영상의 해상도에 따른 변화특성을 파악하고， 

해상도의 저감에 따라 변화하는 영상의 구조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탐색 

하며，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탐색하여 최종적으로 적정 해상도의 탐색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원격탐 

사 영상을 이용하여 지리현상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축척을 선정할 때， 제안된 적 

정 해상도 탐색과정을 이용하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천만 해안습지를 연구지역으로 하여， 해안습 

지의 토지피복 정보가 해상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해상도 특성 지수들을 분류정확도와 비교평가 하였다. 순천만 영상올 

대상으로 30m 해상도부터 480m 해상도까지 30m 간격으로 16가지 해상도의 영상 

을 제작하였다. 각 해상도의 영상마다 구조특성 측정기법과 분광분리도 측정기법 

올 적용하여 해상도에 따른 지수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구조특성 측정기법으로는 

기존에 개발된 국지적 분산Oocal variance}과 프래탈 차원을 적용하였고， 영상의 

해상도 변화과정에서 파생되는 분산영상의 공간분포 패턴을 표현하는 지수로 공 

간적 자기상관도인 Moran ’s 1를 측정하였다. 분광분리도의 측정기법으로는 

Divergence, J-M 거리， 그리고 Mahalanobis 거리를 적용하였다. 측정된 지수들을 

분류정확도의 변화와 비교하여 위성영상의 해상도 특성을 반영하는 지수들을 선 

정하였다. 영상의 구조특성과 분광분리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영상으로부터 파악 

되는 토지피복 정보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의 탐색과정올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는 강화도 남단 해안습지 영상을 

적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순천만 해안습지는 다양한 토지유형이 다양한 크기로 분포하고 있어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토지피복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순천만의 위성영상 역시 축척 효과 

에 의해 해상도에 따라 특성이 변화한다. 이러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상의 

구조특성 측정기법올 비교한 결과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가 적합한 기법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특 

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으로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와 같은 분광 

분리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하여， 원격탐사 영상으로부 

터 적정 해상도를 선정하기 위해 2단계의 탐색절차를 제시하였다. 탐색과정은 제 

1 단계로 원 영상의 구조특성올 분석하여 변화해상도를 탐색하고， 제 2 단계로 영 

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를 탐색한다. 이상 

의 절차를 통하여 지리현상올 반영하는 적정해상도를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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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이 둥장하고 있다. 연구자는 다양 

한 영상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적정해상도를 가진 영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지표 

면의 정보를 가진 원격탐사 영상은 축척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자가 원하는 해 

상도의 영상올 선정하여야 한다. 영상의 해상도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명확하게 분 

석하기 위해서는 영상으로부터 분류되는 속성정보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힌 2단계의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는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 

의 변화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추요어 : 공간혜상도， 위형명상， GIS, 뭘격탐사， 명상의 구æ륙형， 분황분리 

도， 현상반명 촉척， 혜안슐찌， 토지피북 분류 

확번 : 9620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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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장 서 론 

저I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넓은 지역의 지리정보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원격탐사 기술은 GIS 기 

술과 통합되어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문에 GIS가 개발되기 시작하 

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GIS와 원격탐사의 통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의 

국가 지리정보 분석 센터 (NCGIA)에서도 1988년부터 GIS와 원격탐사의 통합이 주 

요 주제로 채택되어 연구되어 왔다(Star. Eates and Davis. 1991)1), 이 중 Davis 

등(1991)은 GIS와 원격탐사의 통합 연구에서 두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 

나는 축척 (scale)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자료의 변환과 정보 

의 흐름의 문제이다2) ， 이중에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연구주제가 바로 축척 (scale)3)이다. 

공간상에 분포한 각종 지리사상들은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하여 분포특성과 패 

턴이 파악된다. 지리학에서 공간분석기법들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용되어 

1) 미 국의 국가지 리 정 보 분석 센터 (National Center for Geographic Inforrnation Analysis) 
에서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지리정보 시스템 기술의 개발을 위해 총 21가지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격탐사와 GIS의 통합 문제는 NCGIA의 12번째 
연구과제로서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원격탐사와 GIS의 통합과제 
의 목표는 원격탐사와 GIS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선적 

으로 해결하여야 할 연구주제를 수립하는 데 있다. 그 결과 다음의 다섯가지 분야를 향 
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선정하였다 : (1) 오차 분석 (2) 자료구조와 자료접근 (3) 자 

료 처리흐름과 방법 (4) 미래의 컴퓨터 환경 (5) 조직적 이슈 

2) Davis 등은 NGCIA의 원격탐사와 GIS 통합의 연구주제 중 세 번째 이슈인 ‘자료처리의 
흐름과 방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요인으로 축척올 강조하였다. 

3) scale은 이용분야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이다. 지도학에서는 축척 

(cartographic scale)의 의 미 로 사용되 며 , 계 량지 리 학에 서 는 규모(geographic scale)의 의 미 로 

사용된다. 원격탐사와 GIS에서는 해상도(measurement scale)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 
대인문지리학사전(1992)에서는 scale을 축척， 규모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용어의 통일 

을 위하여 scale을 ‘축척’이라 칭하고 원격탐사의 경우 ‘해상도’로 표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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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특히 계량주의 혁명 이후 각종 지리통계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동장한 GIS는 공간분석기법의 개발과 적용에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복잡한 분석기법이나 모의실험도 GIS 기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축척 (scale)은 공간분석 기법에서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중 

의 하나이다(Quattrochi and Lam, 1991), 축척은 측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 

간적 간격으로 정의되며 연구지역의 범위나 측정단위로 결정되기도 한다(Davis 

and Simonett, 1991), 공간분석에 있어서 축척이 중요한 이유는 공간자료에 축척 

의존성 (scale dependancy)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q.(Clark and Avery, 1976) , 지 

리적 분포패턴이 축척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특성을 축척 의존성이라 한다. 동 

일한 공간분포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지리사상이라 할지라도 분석 결과는 연구자 

가 선정하는 축척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즉 특정단위의 축척에서만 공간적 패 

턴을 보이는 지리사상도 존재한다. 이때문에 지리학에 있어 축척의 문제는 오래전 

부터 주요 관심분야로 다루어져 왔다4) 공간상의 지리현상은 특정한 축척에서 보 

다 선명하게 관찰된다. 이때의 축척을 operational scale, 즉 현상반영 축척5)이라 

한다. 공간현상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축척을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리현상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지리현 

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축척은 연구자의 지식과 연구방법에 따라 달리 선정되기 때문에 축척효과의 파 

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축척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다양한 축척으 

로 제작하고 각 축척의 자료로부터 연구자의 분석에 적합한 축척을 선태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이지도에 의존한 전통적인 분석방법은 고정된 축척으로 지리분석 

4) 지리학에서 축척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Harvey(l969)이래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특히 
Alker(969)는 생태학적 연구에 있어 일어나기 쉬운 세가지의 오류에서 축척의 영향을 분석 
하였다. 그후 Moellering과 ToblerO 972)는 축척의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Clark과 
Avery(1976)은 축척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5) operational scale이란 지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범위로 정의된다. 지리현상의 명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그 지리현상이 발생하는 범위 또는 축척에 합당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operational 
scale을 ‘현상반영 축척’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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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여 왔으며， 축척에 대한 연구도 극히 일부만 진행되어 왔다. GIS 기법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쉽게 다룰 수 있게 됨에 따라 축척에 관한 연구도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Goodchild and Quattrochi. 1997). 컴퓨터 기술의 도움 

으로 다양한 축척의 자료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GIS 기술을 이용하 

여 다축척 자료를 다루고 연구에 적합한 축척의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이 가능하 

게 되었다. 

원격탐사에서는 축척은 공간 해상도6)로 파악된다. 과거 수치영상은 센서의 해상 

도에만 의존하여 고정된 해상도의 자료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과 

GIS 기술의 발달로 수치영상도 축척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공간 데이터로 

처리， 분석될 수 있게 되었다. GIS와 원격탐사에서， 축척은 자료의 질과 양을 결 

정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축척이 자세할수록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어 크기가 작 

은 지형지물도 감지할 수 있다. 해상도가 높은 자료는 그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한다. 자료의 양적 증가는 자료의 처리시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대용량의 고 

성능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면 처리가 어려워진다. 수치영상 자료 역시 축척 효과 

를 가지고 있어 연구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높은 해상도의 자료를 이용할 경 

우， 자료의 저장공간과 처리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 역시 

신뢰도가 감소될 위험이 있다. 원격탐사 영상의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최소한 

의 자료처리를 할 수 있는 적정 해상도의 선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고해상도의 다양한 위성영상이 제공될 경우， 분석가는 다양한 위성영상 

으로부터 분석에 필요한 축척과 내용을 가진 영상을 선택하거나 가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상도에 따른 속성정보의 변화를 파악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사용 

자가 원하는 해상도의 자료를 이용한다면 지리사상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 

6) 원격탐사에서는 영상센서의 특성을 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ion)와 분광해상도 
(spectral resolution) , 그 리 고 라 디 오 미 터 해 상도(radiometric resolution) 등으로 정 의 하 
고 있다. 공간해상도는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지상의 물체의 최소면적을 가리킨다. 분 
광해상도는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파장대의 범위이며， 라이오미터 해상도는 센서에서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의 세기이다. 여기에서는 공간 해상도만을 연구대상으로 국한하 
여 ‘해상도’로 표현하기로 한다. 

q ‘ 



이다. 

원격탐사와 GIS 분야에서 해상도에 대한 연구는 영상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상의 구조특성( texture)7)을 파악하는 과정에 주로 진행되어 왔다. 영상의 해상 

도가 저감됨에 따라 영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특성 즉 영상내용의 복잡한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수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원격탐사 

영상이 담고 있는 정보의 질을 측정할 수 없다. 다만 축척의 변화에 따른 각종 지 

수의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해상도에 따른 공간패턴의 변화만을 보여줄 뿐이다. 원 

격탐사 영상을 GIS와 통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영상으로부터 속성정보를 파악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원격탐사 영상은 지표면에서의 분광밴드에 따른 반사도만 

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부터 지도정보를 파악하여 GIS 자료로 변환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지도정보를 속성정보라 칭한다. 

영상으로부터 파악된 속성정보는 영상 해상도의 저감에 따라 그 특성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GIS와 원격탐사 통합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 

다. 해상도에 따른 속성정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지리현상 

이 잘 나타나는 적정 해상도 즉 현상반영 축척을 탐색하는 기법을 파악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구조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와 

함께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지수가 펼요하다. 

이러한 지수들을 이용하여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는 과정이 정립되어야 한다. 

원격탐사 영상의 해상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을 대 

상으로 각각의 해상도에서 영상의 특성을 지수로 표현하고 해상도에 따른 지수의 

변화특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지수의 변화를 탐색하여 연구자의 분석목적에 적합 

한 축척을 선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영상의 구조특성을 파악함으로 

서 해상도에 따른 특성을 표현하여 왔다.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해상 

7) 영상의 구조특성 (texture)이란 영상이 표현하고 있는 지표면의 사상이 얼마나 복잡한가 
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사막이나 바다표면의 영상과 같이 지표면의 사상이 거의 
균일한 영상은 구조특성이 단순하다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밀집지역과 같이 이질적인 
사상들이 혼재된 영상은 구조특성이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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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이 속성정보의 파악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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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원격탐사 영상은 해상 

도에 따라 어떠한 특성으로 변화하는가? 둘째 해상도의 저감에 따라 나타나는 원 

격탐사 영상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지수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공간 해 

상도 저감에 따른 원격탐사 영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상반영 축척에 해당되는 

해상도를 선정하는 기법과 과정을 탐색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였다. 

첫째， 원격탐사 영상의 해상도에 따른 변화특성을 파악한다. 원격탐사 영상은 

해상도의 저감에 따라 내용이 변화한다. 영상이 가지고 있는 축척의존성에 의해 

영상의 특성은 일정 해상도를 기준으로 변화한다. 특히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 

성정보의 경우 해상도에 따른 변화양상이 각각 다른 특성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해상도의 저감에 따른 영상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해상도의 저감에 따라 변화하는 영상의 구조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 

올 탐색한다. 영상의 구조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수들을 비교평가하 

고， 해상도의 저감에 따른 특성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지수를 선정한다. 영상 

이 가지고 있는 축척 의존성에 의해 특정 해상도에서 구조특성이 변화한다. 해상 

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특성 표현기법을 탐색한다. 

셋째，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특성이 해상도에 따른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탐색한다. 원격탐사 영상은 영상처리 과정을 통하여 GIS에서 이 

용할 수 있는 속성정보로 변환된다. 해상도의 저감에 따른 속성정보의 변화를 표 

현하기 위해서는 영상처리 과정에서 훈련지역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한 특성 표현 

기법이 필요하다. 훈련지역의 특성만으로 속성정보의 해상도에 따른 변화를 파악 

함으로써，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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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영상의 해상도에 따른 특성을 이용하여 적정 해상도 탐색과정을 제시한 

다. 해상도의 저감에 따른 영상의 구조특성과 속성정보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상반영 축척을 선정한다. 영상의 특성이 변화하는 해상도와 영상 

의 속성정보가 명확히 표현되는 해상도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적정 해 

상도 탐색과정을 제안한다. 원격탐사 영상을 이용할 때 지리현상이 선명히 나타나 

는 축척을 선정할 때 제안된 적정 해상도 탐색과정을 이용하면 객관적이고 효율 

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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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2 절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GIS와 원격탐사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축 

척의 문제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축척의 영향에 의하여 원격탐사 영상은 해상 

도에 따라 특성이 변화하며， 그 영향에 의하여 원격탐사와 GIS의 통합에 많은 영 

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축척의 영향， 즉 공간해상도의 저감에 따라 원격탐사 

영상이 어떠한 특성으로 변화하는가를 파악하고 지리현상이 나타나는 현상반영 

축척을 탐색할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순천만 해안습지 영상을 대상으로 해상도 특성 측정기법들을 적용하 

고， 영상의 분류결과와 비교 평가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해상도에 따른 영 

상의 변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지수들을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적정 해상도 

탐색과정을 제안하였다. 

GIS와 원격탐사의 통합과정에서 축척의 영향 

를L 

축척의 영향에 의한 위성영상의 특성변화 

지리현상을 반영하는 operational scale 탐색 

적정해상도 탐색과정 제안 

<그림 2>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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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와 GIS에서 해상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사례지역으로서 순 

천만의 해안습지 지역을 대상으로 해상도에 따른 지리정보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원격탐사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하면서 구조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지수를 탐색하 

고 이를 순천만 영상에 적용하였다. 또한 속성정보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 

를 탐색하고 순천만 영상에 적용하여 해상도 특성을 파악하였다. 영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지수를 탐색하고 이를 이용하여 적정 해상도 탐색과정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격탐사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하면서 축척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검토하였다. 평균법을 이용하여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하여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 

을 제작하였다. 영상의 해상도는 30m부터 480m까지 30m 간격으로 모두 167ß 수 

준의 영상으로 변환하였다. 해상도가 저감된 영상을 대상으로 축척특성을 지수화 

하여 표현하였다. 축척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의 측정 기법인 국지적 분산 

Oocal variance)와 프렉탈 차원(fractal dimension)을 적용하여 해상도에 따른 변화 

를 살펴보았다. 또한 해상도의 저감과정에서 파생된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 

도를 적용하고， 해상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였다. 

둘째， 속성정보의 파악과정에서 필요한 훈련지역을 대상으로 해상도 특성 측정 

지수를 탐색하였다. 훈련지역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의 

분광 분리도를 측정하였다. 해상도의 저감에 대한 분광분리도의 특성을 파악하였 

다.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을 대상으로 각각 수치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토지유 

형을 분류하고 분류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다양한 해상도의 원격탐사 영상을 대상으로 해상도 특성 지수의 적용결과 

와 속성정보의 정확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원격탐사 영상의 해상도 

에 따른 특성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지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수를 이용하 

여 다양한 해상도의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는 과정을 제시 

하였다. 제시한 적정 해상도 탐색과정을 서해안 해안습지 영상에 적용하여 그 효 

용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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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외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영상인 LANSAT TM 영상0991년 3 

월 5일 촬영)을 주요자료로 이용하였다. LANDSAT TM 영상은 4개의 적외선 

밴드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광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특히 습지지역의 토지정보 파 

악에 주로 이용되는 자료이다8). 대상지역을 촬영한 LANDSAT TM 영상을 기하 

보정한 후， 순천만 지역의 영상을 512행과 512열로 잘라내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LANDSAT TM이 가지고 있는 7개의 분광밴드 중에서 공간적 해상도가 다른 6 

번 밴드(열적외선 밴드)를 제외한 6개 밴드를 이용하였다. 그밖에 지형도(1 :5，000， 

1:25,000, 1:50,000) , 순천시 지적， 임야개략도(1:5，000) ， 순천만 식생도(1:25，000) 등 

을 보조자료로 이용하였다. 현지조사는 1999년 8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매월 1회 

씩 모두 6차례 수행하였다. 1999년 8월과 9월에는 순천만 염생습지 지역을 조사하 

였으며， 10과 11월에는 순천만과 순천만을 둘러싼 육상부 그리고 12월에는 순천 

만 외곽의 육상부를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 1월에는 순천만 염 

생습지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몇가지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영상의 기하학적 보정과 

훈련지역 선정을 위해 ER - Mapper 5.57} 사용되었다. ER-Mapper는 원격탐사 영 

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강력한 수치영상처리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 

나 ER-Mapper는 자료처리과정이 가려져 있어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변수를 제어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제어가 자유스러운 IDRISI for windows 2.0을 사용 

하여 영상자료를 조작하고 영상을 분류하였다. IDRISI는 래스터 자료의 처리를 위 

한 GIS 시스템으로 다양한 래스터 GIS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자료의 포뱃이 

개방되어 있어 자료의 조작이 용이하다. IDRISI를 이용하여 다양한 영상을 조작하 

고， 영상의 기초통계량을 측정하였다. 

8) LANDSA T TM 영상은 7개의 밴드에 다음과 같은 파장대의 영상을 기록하고 있다. 1 
번 밴드 : O.45-0.52(blue), 2번밴드 : O.52-0.60(green), 3번밴드 : O.63-0.69(red), 4번밴드 : 
O.76-0.90(near IR). 5번밴드 1.55-1.75(mid IR), 6번밴드 1O.4-12.5(TherrnaD, 7번밴드 : 
2.08-2.35(mid IR). 특히 4,5,6,7 밴드에서는 적외선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 특히 습지나 식생 
과 같은 환경 웅용분야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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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해상도의 저감과정과 해상도 특성 측정과정은 

Visual Basic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였다.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하면서 분산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또한 Local Variance, 프래탈 차원， 영상의 공간 

적 자기상관도， 분광분리도와 같은 해상도 특성 측정 알고리듬을 Visual Basic 프 

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이를 대상지역의 영상에 적용하였다. 

참조지도의 작성을 위하여 벡터기반 GIS 시스템인 Arc/Info를， 벡터자료와 GCP 

좌표의 입력을 위하여 AutoCAD를 사용하였다. AutoCAD와 Arc/Info는 벡터자료 

의 입력과 처리기능에 편리한 시스템이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스 

템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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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 시스템 

시스템 사용 용도 

영상의 표현 (display) 

ER - Mapper 5.5 기 하 보정 (geometric correction) 

훈 련 지 역 (training set) 선 정 

IDRISI for 
영 상자료 조작(manipulation) 

영 상 분류(c1assification) 
Windows 2.0 

영상의 기초통계량 측정 

영상 해상도 저감과 분산영상 제작 

Local Variance 측 정 
Visual Basic 

프래탈 차원 측정 
Programming 

공간적 자기상관도 측정 

분광분리도 측정 

Arc/lnfo 참조지도(reference map) 작성 

GCP 좌표 입력 
AutoCad 

벡터자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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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자역 연구 저I 3 절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주요 연구대상이었으며 최근에도 지속적 

으로 연구되고 있는 대상 중의 하나가 해안습지이다(Jensen， 1996). 해안습지는 육 

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가 만나는 점이지대로 다양한 지형과 식생군락을 형성하 

정보를 이
 「

근
 π
 

조
 
0 원격탐사와 GIS는 지표상의 다양한 

이중에서 오래전부터 원격탐사와 GIS의 

환경 의 변화에 따라 시 공간적 인 변화가 다양하며 

토지피복이 나타나고 있어 지리학에서 관섬이 증 

경제적 가치가 큰 어패류와 해양생물의 서식지 

는 독특한 지형이다. 해안습지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해안습지는 

이며，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해일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육상생태계를 보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안습지를 조사하기 위해 

서는 습지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단계의 단위 생태계로 구분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측량과 현지조사， 원격탐사 등의 조사방법이 동원된다. 한편， 

해안습지는 지형이 불안정하고 식생밀도가 높아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기에는 많 

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해안습지를 구분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 적용된다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해 

안습지는 기후변화나 해수면 변화와 같은 지구적 차원 (global scale)의 환경변화에 

차원Oocal 국지적 그리고 인위적인 같은 뿐만 아니라， 간척사업과 으
 
「는
 

바
 
「」

영향을 

있다. 또한 습지를 나타내는 영상은 해상도의 영향에 의해서도 반응하고 scale)의 

습지에서 나타나는 지리현상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 

축척을 선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감하기 때문에 

는 축척， 즉 현상반영 

변화에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전남 순천만의 해안습지를 택하였다. 순천만은 도시역， 경 

지， 삼림 등의 육상 경관과 함께 하천， 염생습지， 갯벌 등 해안습지의 특성을 가지 

있기 때문에 해상도에 따른 토지유형 변화의 추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연 

구지역의 위치는 1:25,000 도엽으로 순천， 원창， 광양， 선풍의 

고 

일부에 해당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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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 



〈그림 3> 연구 대상지역과 영상 

순천만은 순천시에서 남쪽에 위치하여 왼쪽으로는 여수반도와 오른쪽으로는 고 

홍반도에 툴러싸인 만(bay) 지형이다 순천만은 넓은 갯벌과 갈대군락이 분포하여 

있는 것이 특정이다 순천만의 해안선은 총 39.8km이며 행정구역 상으로 순천시 

인안동， 다대동， 해룡면 선학리， 별량면 우산리， 학산랴， 무용리， 마산리， 구룡리에 

포함된다 순천만에 유입되는 하천으로는 동천과 이사천이 있는데， 순천만 입구에 

서 합류한다 

순천만은 갯벌의 연적이 21.6km2 갈대밭의 면적이 5.4kn，z를 이루고 있으며 평 

균수심은 1.5m 이다(순천시， 1999) 순천만 해역은 수심이 얄고 잘 발달된 사늬질 

로 형상되어 있어， 고막， 새고악 둥 패류 양식엽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는 어장의 노후화와 육지의 도시로부터 유입되는 오폐수 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장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상사댐이 건설원 이후 이사천의 유속이 느 

려짐과 동시에 주기적인 흐름올 유지하여 동천 하구의 토사 퇴적이 많아지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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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갈대의 천이가 점점 하천과 바다쪽으로 진행되면서 어장의 기능이 더욱 악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동천하류의 염생습지에는 갈대가 짙은 밀도로 자 

라고 있으며， 특히 하천 주변의 넓은 면적의 둔치와 방조제 주변에는 친수성 사 

초， 억새 등의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외해에 가까운 갯벌 지역에 

는 천이 초기단계의 식생 군락이 부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순천만 주변의 육지부는 가운데에 위치한 순천시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산악지 

형이 형성되어 있다. 순천시 인근의 남산(346.2m)을 비롯하여 상사댐 남단의 운동 

산(465.2m) ， 호사산(523.2m) ， 오봉산(590.5m) ， 제석산(563.3m) 동 비교적 높은 산들 

이 순천만의 서쪽에 분포하고 있다. 순천시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평지가 분포하 

고 있어， 논농사를 위한 경지와 취락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순천시 남단의 오 

천동과 홍내동에는 넓은 논농사 지역이 형성되어 순천만과 연결되어 있으며， 순천 

만 북서쪽의 대대통과 안풍동 벌량면 쌍림리와 우산리 일대에도 논농사를 위한 

경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 남단에는 돌산(295.2m)과 봉화산(235.9m)이 평지 

위에 분포하고 있다. 순천만의 동쪽 육지부는 순천시와 광양시 사이의 웅방산 

(230m)과 서산(253.3m) ， 여수반도의 천황산(126.8m)과 앵무산(343.4m) ， 국사봉 

(290.9m) , 황새봉(396.0m) 등 몇몇 산악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지가 분포되 

어 있다. 산악지역은 대부분 짙은 식생으로 피복되어 있으며 평지의 경우 답작지 

역과 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천만 하구부분에는 폭 120m 정도의 넓은 염생습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만의 

외곽 방향에는 염생습지의 규모가 줄어들어 작게는 150m2에서 크게는 15，OOOm2까 

지의 면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수차례의 현지조사와 항공사진0994 

년 촬영) 분석결과 이들은 독립적인 군락으로 형성되면서 군락에는 일정한 간격 

을 두고 군집되어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군락간에는 약 10m에서 

150m의 간격을 두고 군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전체 군집은 지름이 약 220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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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m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립 4와 같이 순천만 염생습지의 일부분을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표현되고 있다 그림 상단 오른쪽의 순천만 하구 

에는 갈대군락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그립의 중앙에서는 몇몇의 염생습지 

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군락은 일정 간격올 가진 몇 개의 군집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립 하단 오른쪽 부분에도 염생습지가 부분적으로 분포하여 있다 

〈그림 4> 순천만 하구 염생습지의 항공사진 

따라서 순천만의 염생습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생습지 군락올 

모두 구멸할 수 있도록 최소 1m 이상의 고해상도 영상이 필요하다. 영생습지의 

개별적인 군락보다는 순천만에서 염생습지의 분포패턴을 파악하고 그 특성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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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해서는 염생습지의 군집을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명확하다. 군집의 크기 

보다 작은 해상도의 영상을 이용할 경우 염생습지와 갯벌과의 혼합화소만 생기게 

되어 분류정확도가 낮아질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염생습지 군집과 비슷한 크 

기의 저해상도에서 염생습지를 파악할 경우 더욱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하고 그 변화를 분 

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현상반영 축척을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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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문의 구성 

이 연구는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축척과 공간해상도 그리고 원격탐사를 이용한 해안습지 

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선행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선행 이론과 연구동향 

을 분석하여 기존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 

였다. 제3장은 영상의 구조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제반 기법들을 검토하고 순천만 

영상에 적용하여 비교평가 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국지적 분산과 프랙탈 차원 기 

법을 검토하고， 구조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로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 

기상관도를 검토하였다. 검토된 구조특성 기법들을 순천만 영상에 적용하여 각 지 

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비교평가 하였다. 제4장은 영상으로부터 파악되 

는 속성정보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들을 검토하고 영상의 분류정확도 변화 

를 파악하였다. 영상으로부터 선정된 훈련지역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한 분광분리 

도 측정기법을 검토하였다. 순천만 영상을 대상으로 분광분리도와 분류정확도를 

측정하고， 해상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5장은 제3장과 제4장의 결과를 토 

대로 영상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수를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적정 해 

상도 탐색과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적정 해상도 탐색과정을 강화도 해안습지 적 

용하여 그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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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톨향 

저I 1 절 축척의 정의와 연구동향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리학에 있어 연구지역의 범위 혹은 연구의 자세한 

정도를 축척 (scale)이라 한다. 지리자료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지리현상이 축 

척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한 축척에서 나타난 현상이 다른 축척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와같이 축척에 따른 지리현상의 변화는 지리학의 주요 연구과제 

로 다루어지고 있다.축척은 연구대상의 차원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시공간적 축 

척 등 다양한 관점으로 구분된다. 공간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범위 역시 

축척의 종류에 포함된다. 또한 축척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연구대상과 연구목적에 

따라 그림 5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Lam and Quanttrochi , 1992, Cao and 

Lam. 1997). 

Cartographic Geographic 。perational Measurement 

출처 : Quattrochi and Goodchild(997), p. 58 

〈그림 5> 축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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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지도학적 축척 (cartographic scale)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도학에서 의 

미하는 축척이다. 이는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거리간의 비율로 표현되며， 대축척의 

지도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의 지리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리적 규모 

또는 범위 (geographic scale) 이다. 이는 연구지역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생태학에 

서 영역 (domain)과 같은 의미이다. 세 번째는 지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범위 

(operational scale; 현상반영 축척)이다. 예를 들면 토양침식과 같은 지리현상은 

작은 축척에서 발생하며， 산사태와 같은 현상은 이보다 큰 축척에서 발생한다. 지 

리학에서 지리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지리현상이 발생하는 범위 또 

는 축척에 합당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정한 지리현상이 나타나는 범위 

에서 그 현상이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다. 어떤 축척에서 특정한 지리현상이 잘 나 

타나는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는 지리적 연구의 기본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축척 의존성 (scale dependency)이란 특정 지리현상이 축척과 관련하여 파악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지표로써 축척이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로 작용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측정 해상도(measurement scale. resolution) 이다. 공간자료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나 단위를 나타낸다. 여러 가지 축척의 의미 중에 

서 지리학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축척이 현상반영 축척이다. 특정 지리현 

상이 나타나는 축척에서 지리적인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 

리학에서는 현상반영 축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의 결과에 축척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Stone(1972)에 의하면， 1956년 McCarty 등이 축척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축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9). 1968년 Harvey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지리적 분석에서 축척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지리자료의 수 

집과 표현방법에서 축척의 영향으로 분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각종 패턴분석에서 축척의 문제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리적 분석과정 

9) 1956년 McCarty 등은 축척의 변화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며， 한 축척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다른 축척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1965년에 미국 사진 측량 
학회에서는 항공사진올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축척과 해상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고， 1967년 Minshall은 지도를 이용할 때 다축척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tone，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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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축척의 문제가 연구자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Harvey, 1968). 

지리학적 연구방법에서 축척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1969년 Alker 

의 ‘생태학적 세가지 오류’가 발표되고 부터이다. 그는 한 축척의 연구결과를 다른 

축척으로 일반화하여 설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가지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Alker, 1969). 첫 번째 오류는 개별적 오류이다. 소규모의 관계로부터 대규모의 

관계를 추론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두 번째 오류는 집단간 오류이다. 하나의 

하위집단에서 같은 수준의 다른 집단을 추론할 때의 오류이다. 세 번째 오류는 생 

태적 오류이다. 이것은 개별적 오류의 반대로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낮은 수준으로 

추론할 때의 오류이다. Alker는 축척이 변화함에 따라 이와 같은 유형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축척의 선정과 변경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6년 Clark와 Avery는 인문지리 분야에서 나타나는 생태적 오류를 조사하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축척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Clark and Avery, 

1976). 이들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축척이 변화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정보의 손실로 정의하였다. 지역이 커지게 되면 공간적 자기상관이 줄어들고， 이 

것은 집단내 균일성은 증가하고 집단간 이질성이 증가하게 되어 통계적으로 공간 

분포 유형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지역을 분석할 때 축척의 

영향을 무시하면， 분석결과에 심각한 통계적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984년 Openshaw가 제안한 수정공간단위 문제 (Modifiable Area Unit Problem; 

MAUP)는 지리학과 지도학 분야에서 축척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Openshaw, 1984). 그는 축척과 해상도의 효과를 가장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지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MAUP은 두가지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는 한 지역 단위의 자료를 다른 분석단위로 합칠 때 발생하는 변이에 대한 축척 

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같거나 비슷한 축척의 지역단위를 합칠 때 발생하는 압축 

(aggregation)의 문제이다. 축척의 문제는 특정 연구에서 가장 적절한 지역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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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압축의 문제는 자료를 합치는 방법을 모르 

기 때문에 발생한다. MAUP은 생태학적 오류와도 관계가 있다. 즉， 한 수준의 자 

료가 다른 수준으로 적용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MAUP의 발견에 따라 지리학 

에서 일반 과학의 이론을 적용할 때 많은 고려사항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 연 

구의 결과가 다른 연구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대상지역에 관 

계없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분석방법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지역올 대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지리학에 있어서 축척은 심각하게 다루어 

야 할 대상중의 하나이다. 과거부터 많은 지리학자들이 축척에 관심을 가지고 있 

었으며， 지리연구에 있어 축척의 영향올 파악하고， 다축척 접근을 통한 지역특성 

의 분석에 노력하여 왔다. Stone( 1972)은 지리학적 연구에 있어서 다축척 접근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다축척 접근을 통하면 단일 축척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이 다른 학문들이 파악할 수 없는 

현상을 파악하는 지리학의 특성이라 주장하였다. 

지리학에서는 현상반영 축척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리현상을 적절히 표 

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축척을 탐색하여야 한다. GIS와 원격탐사 기술 

의 발달로 측정 해상도가 점차 세밀해지고 있다. 위성영상의 경우 IKONOS와 같 

은 1m 지상거리를 가진 고해상도의 위성영상들이 상용화되면서 기존 위성영상들 

이 가지고 있던 공간 해상도가 급속도로 세밀해지고 있다.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 

으로부터 연구자의 분석목적에 맞는 해상도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리현상이 명 

확히 표현되는 현상반영 축척에 맞는 해상도를 탐색하여야 한다. 지리현상이 잘 

표현되는 축척은 연구자의 분석에 적합한 적정해상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와같은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기 위한 기법과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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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영상의 공간 해상도 

원격탐사에서는 공간 해상도를 이용하여 축척을 표현한다. 공간 해상도란 주어 

진 고도와 특정한 촬영폭과 시간에서 어떤 센서가 지표면의 반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한다. 공간해상도는 보통 미터단위로 표현되는데 

AVHRR과 같이 해상도가 낮은 센서의 경우 킬로미터 단위로 표현된다. 다른 모 

든 조건들이 같다면 1m 해상도의 센서는 맨홀과 같은 작은 사상도 식별할 수 있 

으며， 10m 해상도의 센서는 가옥이나 빌딩을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해상도 

는 분광해상도와 결합되어 실질적인 해상도로 표현된다. 촬영을 할 때 대상물 주 

위와의 색의 대비 (contrast) Y- 색상 등이 잘 구별되는지 혹은 특정 파장대에서 구 

분이 잘 되는지 등에 따라 공간해상도는 달라질 수 있다. 

위성에 탑재된 센서는 지표면을 스캔(scan)해 가면서 영상을 제작한다. 이때 센 

서에서 한번에 읽을 수 있는 영역을 IFOV(Instantaneous Field Of View) è} 하며， 

센서에서의 각도로 표현된다(그림 6). 일반적으로 반사 혹은 방사 에너지가 탐지 

기로 동시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원뿔의 각도로 표현된다.IFOV에서 탐지되는 지 

표면은 지름 D를 가진 원으로 측정된다.D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 = H' a 

여기서 H’는 비행고도이며 a 는 IFOV 이다.IFOV에 의해 지상에서 계산되는 

D의 값을 공간 해상도라 볼 수 있다. 한번에 측정되는 지표면의 부분을 해상도 

(resolution) 혹은 셀kelD이라 한다. 따라서 공간 해상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IFOV 

와 비행고도라 할 수 있다. IFOV7} 작을수록， 그리고 비행고도가 낮을수록 공간 

해상도는 조밀하게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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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Richards(1993), p. 24 

〈그림 6> IFOV 

원격탐사에서 연구자가 필요한 공간해상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Forshaw et al 1983). 첫째 목표가 되는 두 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작지만 형체가 있는 사상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기적으 

로 반복되는 지표현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광학시스템의 기하학적 속 

성을 기본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 해상도를 단순히 센서에서 감지할 수 있는 지상면적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공간 해상도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결정된다. 센서의 위치， 화소의 표본 

추출(sampling ), 영상이 흐려지는 요소들， 잡음(noise) ， 지형적 요인 등이 공간해상 

도를 결정하는 복잡한 요인이 된다. 공간 해상도보다 작은 지상물체에 대한 정보 

도 주위의 상황이나 배경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영상이라도 연구자의 

목적과 배경에 따라 각자 다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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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와 GIS 분야에서 해상도는 연구결과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원격탐사에서 다루어지는 해상도 중에서 주된 관심분야는 공간 해상 

도이다. 공간 해상도는 센서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센서에 관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주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공간 해상도의 

위성영상이 등장함에 따라 공간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특성을 탐색하는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격탐사에서 공간 해상도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간 해상도를 주요 연구과제로 다루게 되었다. 특히 위성영상과 같은 수치 데이 

터는 아날로그 사진에 비하여 관리와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 해상도의 자료로 변환이 용이하다. 수치 데이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 

는 영상자료로부터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자료를 제작하고 각 해상도의 영상이 얼 

마나 지표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를 측정하는 모의실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성영상은 수치자료의 형태로 되어있어 컴퓨터에서 수치의 조작으로 해상도의 

변환이 가능하다. 인근화소의 DN값을 조합하여 하나의 대표값을 줌으로써 저해상 

도의 해상도로 변환할 수 있다. 또한 저해상도로 변환된 영상도 인근의 DN값을 

합침으로써 더욱 낮은 해상도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원 이미지로부터 제작된 

여러 가지 해상도의 이미지들은 각각 비교 분석되어 연구자의 분석에 적합한 해 

상도가 선정될 수 있다. 

Woodcock와 S trahler(1987)은 원격탐사 영상이 공간 해상도에 따라 특성이 변 

화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이용하여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는 기법을 제시하였 

다. 이들은 영상의 해상도가 저감됨에 따라 공간 구조(spatial structure)가 변화하 

며， 이에 따라 영상의 특성이 변화한다는 것을 밝혔다. 적정 해상도는 대상물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지적 분산Oocal 

variance) 기법을 개발하고，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는 과정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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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990)은 영상의 공간구조를 프래탈 차원으로 표현하여 해상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는 지표면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영상은 영상의 공간 구조가 가 

장 복잡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영상의 공간구조를 표현하는 지표로 프랙탈 차원을 

이용하였다. 그밖에 영상의 해상도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지수로 지리분산 

(geographic variance; Moellering and Tobler, 1972), 구조분석 (Texture Analysis; 

Nellis and Briggs, 1989) 등이 개발되어 왔다. WeigeH1996)은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하는 평균， 표본추출， 가중평균， MODIS 변환 등 4가지 표본추출법을 비교， 

분석하고 영상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는 국지적 분산과 프랙탈 차원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법에서 저감된 영상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공간 해상도의 변화가 영상의 분류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 

다. Mar값lam과 Townshend( 1981)은 영상의 분류정확도는 두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10). 첫 번째 요인은 분류결과에서 주변에 위치한 화소의 

영향이다. 이러한 화소들은 지표면의 토지피복 특성이 혼합되어 있어 이러한 화소 

의 해석결과에 따라 영상의 분류정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지리현상이 

나타나는 해상도 즉 현상반영 축척과 연관지을 수 있다. 영상의 해상도가 저감됨 

에 따라 혼합된 화소의 영향이 늘어나고 이는 특정 지리현상이 영상에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Toll(984). William 등(984) 등의 연구에 의하면 분광특성이 

이질적인 지역의 경우 공간해상도가 낮은 MSS 영상이 해상도가 우수한 TM영상 

보다 분류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11) 이들은 혼합화소가 영상의 분산을 저하시켰 

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지만 이러한 현상 역시 공간해상도가 낮더라도 혼합화소 

의 영향으로 지표면의 지리 현상이 표현되는 축척에서는 분류정확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해상도에 따른 분광분리도의 변화이 

다. 해상도가 저감됨에 따라 같은 계급내의 분광 분리도가 변화하고 이는 분류정 

확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 Cao(1992, p. 34)에 서 재 인 용 
11) 김용일(1988， p. 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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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에서 해상도에 관한 연구는 하나의 영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해상도의 

영상을 제작하고 이중에서 연구자의 분석에 적합한 해상도의 영상을 선택하는 것 

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각 해상도의 영상에서 적절한 해상도를 선정하기 위해서 

는 영상들의 통계적 비교와 함께 영상으로부터 파악된 속성정보의 질을 평가하여 

야 한다. 정보를 파악하기 전 즉 분류과정 이전의 영상의 특성과 함께 영상처리 

과정에서 분류된 속성정보에 대한 평가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 27 -



제 3 절 원격탐사를 이용한 해안습자 분석 

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습지의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습지의 조사 

방법에는 야외조사를 통한 직접조사와 원격탐사를 이용한 간접조사가 있다. 일반 

적으로 습지의 위치와 대략적인 형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과정에는 원격탐사가 이 

용되며， 습지의 상세한 현황과 변화 메카니즘을 파악할 경우에는 야외조사가 이용 

되고 있다.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의 경우 원격탐사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지리정보를 파악하고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습지와 같이 지표면이 불 

안정하고 식생이 밀집하여 분포한 지역은 조사자가 직접 접근하기가 어렵고， 조사 

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정확한 조사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습지의 조사분석 과정에 원격탐사가 널리 이용되어 왔다.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습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파악된 영상으로 방대한 면적 

의 습지나 접근이 불가능한 습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조사에 필요 

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습지분석을 위해서는 영상의 분 

석과 함께 현지조사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원격탐사 영상은 가시광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광밴드에서의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광특성을 가 

진 지역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식생과 토양은 녹색밴드와 적외선 밴드에 

서 뚜렷한 분광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수문은 적외선 밴드에서 거의 흡수되는 특 

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습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식생， 수문， 토양 등의 세가 

지 요소들이 다중 분광 영상으로부터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셋째， 원격탐사 영상 

중에서 특히 위성영상은 16일 혹은 18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영상을 제공하기 때 

문에 안정적인 감시활동이 가능하다. 습지 분석의 목적 중 하나가 습지의 변화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데， 직접 조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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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을 이용할 경우 경제적 이유로 조사의 주기가 불규칙하기 마련이다. 위성 

영상을 이용하면 일정한 간격의 자료를 계속 구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습지변 

화 관찰을 할 수 있다. 넷째 원격탐사에 의한 영상은 수치의 형태로 되어 있으므 

로 자료의 조작과 분석 그리고 저장이 용이하다. 수치영상처리를 통하여 분석된 

영상자료는 곧바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될 수 있으며 수정과 관리도 용이하다. 

영상처리를 통하여 구축된 습지관련 데이터베이스는 GIS 분석에 이용될 수 있으 

며， 이를 이용하여 습지변화 모델링 등과 같은 체계적인 습지의 분석과 관리를 할 

수 있다. 

Jacobson(1987)은 앵커리지 지역의 물새서식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LANDSAT 

TM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는 6개의 계급을 설정하여 습지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NWI의 습지지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Lacustrine은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2 에이커 이하의 작은 규모의 습지는 78%가 누락되었다. 결국 

LANDSAT TM은 2 에이커 이상의 규모를 가진 습지에 대해서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규모에서는 항공사진 등 상세한 자료가 함께 필요하 

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정성학(1992)은 와이오밍의 습지변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LANDSAT TM을 이용하였다. 그는 습지의 변화를 분석하는 알고리듬을 비교분 

석하고 각 알고리듬의 정확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Althausen(1994)는 LANDSAT 

TM을 이용하여 캘리포니아 습지의 해수면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는 TM 자료로 

부터 습지를 분류하고， 습지의 변화를 분석한 후， GIS 기법을 이용하여 해수면 변 

화를 예측하였다.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습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습지자원의 지도화(resource mapping)이다. 원격탐사에서 취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습지지역을 찾고 습지를 분류하여 그 분포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는 습지 

변화의 연구(change detection) 이다. 습지와 같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주기적으 

로 변화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위성영상은 같은 지역에 대한 정 

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용이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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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를 파악할 때 공간해상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습지를 명 

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습지가 잘 표현되는 공간해상도의 선정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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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 절 기존 연구의 문제점 

지금까지 지리학에서는 연구자의 축척 또는 범위가 연구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축척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로 다 

루어져 왔다. 그러나 축척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지만 축척을 자유로이 변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기에 실질적인 적용보다는 개념적인 정의만 제시되고 

있다. 원격탐사와 GIS 기술의 발달로 축척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 

라 지리현상을 파악할 때 축척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격 

탐사의 경우， 축척을 결정하는 요소인 공간해상도를 저감함으로써 영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원격탐사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함에 따라 

영상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변화를 탐색하고 이를 이용하여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 

는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기법들은 영상의 해상도 저감에 따라 영상이 가지고 있는 지도사상의 

변화보다는 영상 자체의 특성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지표면의 물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를 탐색하는 기법 즉 영상의 구조특성을 표현하는 기법들 

이 활발히 개발되어 왔다. 영상의 구조특성보다는 영상으로부터 분류되는 속성정 

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속성정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탐구하여야 한 

다. Markham과 Townshend(1981)의 연구는 해상도에 따른 속성정보의 변화를 추 

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즉， 지리현상이 나타나는 축척을 탐색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분광분리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안습지와 같이 

다양한 토지피복 패턴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습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현상반 

영 축척의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속성정보의 변화에 초점을 맞 

추고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 특성 지수를 선정하고자 한다. 영상의 특성 

을 측정하고 이를 분류정확도와 비교평가 함으로써 영상의 특성이 가장 잘 표현 

되는 지수를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지수를 이용하여 적정 해상도 탐색과 

정을 제안하고 적정 해상도의 선정에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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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 장 위성명상의 해상도 저감과 

구조특성 측정 

져I 1 절 위성영상의 해상도 저갑기법 

1. 영상 피라멋 

하나의 영상자료로부터 다양한 해상도의 위성영상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법 

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대표적인 기법이 압축(aggregation)을 

이용한 피라빗 접근법이다. 원래의 영상에서 인접한 화소들을 묶어 하나의 화소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낮은 축척의 영상을 제작하는 기법이다. 새로이 작성된 영상은 

다시 인접 화소들을 묶어 더욱 낮은 축척의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 

복되면서， 원래의 영상은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하나로 압축된 화소는 가장 상층 

에 위치하는 피라빗의 자료모형으로 구성된다. 피라빗 모형의 원리는 그림 7과 

같다. 

변환된 oH 상뚱의 쩡상 

출처 : Richards(993) , p. 33. 

〈그림 7> 영상 피라빚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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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도 저감 알고리듬 

원격탐사 영상은 인접한 화소들을 합쳐 새로운 해상도의 DN값을 부여함으로서 

해상도를 저감시킨다. 이때 새로운 해상도의 DN값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영상의 

평균을 계산하는 평균법 체계적으로 일부 화소를 선정하는 체계적 표본추출법， 

화소에 각자 다른 가중치를 주어 평균값을 계산하는 콘볼루션 필터링 기법， 가장 

빈도가 많은 값을 설정하는 최빈법 수학적 다항식을 이용한 내삽법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축척변환 기법이 원래의 화소들의 평균값을 구하 

여 하나의 화소로 표현하는 평균법이다. 평균법은 전체 영상이 영상의 통계적 특 

성을 유지하면서 영상의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해상도 저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평균에 의한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평균법의 단점은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할 때 평활화 효과(smoothing effect)가 발 

생한다는 점이다. 즉 영상에서 최대값과 최소값들이 평균값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평활화 효과에 의해 영상의 표현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평균법을 적용할 때， 

영상이 흐려지고 평활화되는 효과는 원래의 영상을 낮은 해상도의 센서로 취득할 

때 모의 효과와 유사하다. 또한 낮은 해상도의 센서에서 발생하는 필터효과와 유 

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법을 적용하여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하고자 한다.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하는 방법은 그림 8과 같다. 원래의 영상으로부터 인접한 

화소들을 합친 후 합쳐질 대상 화소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해상도가 

변환된 영상으로 작성하였다. 이때 평균과 함께 분산도 계산하고 이를 분산 영상 

으로 별도로 작성하였다. 평균영상은 합쳐지는 화소의 DN값의 합을 화소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분산 영상은 화소의 평균값과 각 화소의 DN값의 차이를 제곱 

하여 합한 후 화소의 수에 1을 뺀 값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분산 영상은 해상도의 

변환과정에서 원래 해상도의 영상과 해상도가 저감된 영상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영상이다. 이는 다중 해상도 왜이브렛 변환과정에서 파생되는 상세 영상(detail 

image)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원래의 영상과 변환된 영상과의 차이를 영상으로 

표현함으로써 해상도의 저감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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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영상의 해상도 저감방법 

원격탐사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하여 평균영상과 분산영상을 제작한 예는 그림 

9와 같다. 그림에서 좌측 상단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균영상과 분산영상이 제작된 

다. 먼저 네 개 화소의 DN값을 합쳐 평균을 계산한다. 계산된 평균값은 65.25이지 

만， 바이트(byte)단위， 혹은 정수(integer) 단위로 영상자료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 

사오입 하여 평균값이 65로 기록된다. 분산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 

균으로 계산된 65.25와 각 화소의 DN값과의 차이를 구한 후 이를 제곱하고 그 합 

을 계산한다. 계산된 제곱합인 8.75를 화소의 수에서 1을 뺀 3으로 나누어 분산을 

계산한다. 계산된 분산 역시 2.91로 소수점 이하까지 표현되지만 파일의 저장을 

위하여 사사오입하여 3으로 기록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나머지의 화소들도 평균 

과 분산이 계산되어 해상도가 저감된 영상으로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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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영상의 해상도 변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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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위성영상의 구조특성 측정기법 

1. 기존의 구조특성 측정기법 

1) 국지적 분산 (Iocal variance) 

원격탐사 영상의 해상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고 적정 해상도를 모색할 수 있 

는 방안 중의 대표적 인 기 법 이 국지 적 분산Oocal variance}이 다. Woodcock와 

Strahler( 1988}에 의해 개발된 국지적 분산은 3X3의 이동 윈도우(moving 

window)를 영상 자료에 씌운 후，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동 윈도우는 그림 

10과 같이 적용된다. 

-
썩2;쭈i 

-....-
:/"녁7“… 

t o(’/ {IÞ ι 

((,) 

출처 : Lillesand and Kiefer(994), p. 540. 

〈그림 10> 국지적 분산 계산을 위한 이동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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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영상에 그림 10의 (a)와 같이 3X3의 윈도우를 씌운후， 윈도우에 포함 

되는 9개의 화소를 대상으로 분산을 계산한다. 분산의 계산이 끝나면 그림 10의 

(b)와 (c)와 같이 윈도우는 옆이나 아래로 이동하면서 다시 윈도우에 포함되는 9 

개 화소의 분산을 계산한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영상의 모든 화소에 대하여 윈도 

우를 이동하면서 각 윈도우마다 분산을 계산한다. 윈도우마다 계산된 분산들은 평 

균으로 요약되어 전체 영상의 국지적 분산도로 표현되며， 영상의 해상도를 대표하 

는 지수로 이용된다. 

국지적 분산은 연구대상 지역의 대상물이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 대상 

물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를 모색할 경우 적합한 방법이다. 해상도에 따 

라 국지적 분산의 변화를 관찰하면 해상도에 따른 변이를 파악할 수 있다. 영상의 

해상도가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물보다 작을 경우 화소들을 비슷한 반사 

도를 가지게 되며， 이는 인접한 화소의 반사도의 변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 

국지적 분산의 값이 작아진다. 그러나 영상의 화소가 커질 경우 화소들간의 변이 

는 증가하고 이는 국지적 분산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해상도가 계속 

낮아져서 영상의 화소가 분석 대상물보다 클 경우에는 화소의 반사도가 혼합되 

며， 이는 DN값의 변이가 다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해상도에 따라 

대표값을 그래프로 그릴 경우 그림 11과 같은 독선이 형성된다. 곡선의 정점에 해 

당되는 해상도가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적정 해상도로 이용될 수 있다. 

국지적 분산은 원격탐사 영상의 해상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구조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 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상의 전체 분산에 의존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 영상의 국지적 분산의 측정 결과는 같은 다른 영상의 

결과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영상의 국지적 분산이 다시 평균으로 요약되기 

때문에 영상내에서 분산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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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Quattrochi and Goodchild(997), p. 66. 

〈그림 11 > 국지적 분산의 그래프 

2) 프랙탈 차원 (fractal dimension) 

전통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자연의 현상을 정수로 표현하여 왔다. 즉 점은 

0차원，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자연 속에 존재하는 혼돈 

과 무질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표현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Mandelbrot는 자연속에 존재하는 불규칙한 현상이 실제로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 
고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프랙탈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불규칙한 자연의 

특성 을 자기 닮음성 (self similarity)과 무 리 수 차원 (fractional dimensionlity)로 요 약 

하였다. 자기 닮음성이란 콕선이나 표면이 축소된 축척에서 자신의 복사본으로 이 

루어져 있다는 성질을 뜻한다. 무리수차원이란 자기 닮음성으로 인해 무질서한 현 

상을 비유클리드 차원， 즉 정수가 아닌 실수의 형태로 차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래탈의 개념은 원격탐사 영상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의존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즉 영상이 얼마만큼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프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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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 

프랙탈 분석은 프래탈 차원의 측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평면은 2차원으로 정의되며 해상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의 공간 

패턴은 이보다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다. 프랙탈 차원은 이론적인 차원보다 복잡한 

정도를 차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프랙탈 차원을 통하여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특 

성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프랙탈 차원의 값이 높을 수록 복잡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상도에 따른 프랙탈 차원의 변화를 관찰함으 

로써 공간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계산되는 프랙탈 차원은 2차원과 3차원 사이의 실수로 

표현된다. 즉 전체 영상이 동일한 값으로 구성될 경우 프래탈 차원은 2가 되며， 

완전히 불규칙한 영상일 경우 프랙탈 차원은 3에 가깝게 표현된다. 영상으로부터 

계산된 프래탈 차원의 값이 3에 가까울수록 복잡한 영상이라 할 수 있다. 프랙탈 

차원을 구하는 방식은 등치선을 이용한 Isarithm 기법 베리오그램을 이용한 

Variogram 기법， 삼각망을 이용한 Triangular Prism 기법 등이 있다. Cao(1992)는 

실험영상을 제작하여 이들 기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프래탈 차원을 계산하는 

세가지 기법 중에서 Isarithm법이 프랙탈 차원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되는 방법으 

로 평가되었다. 

Isarithm법은 1980년 Goodchild가 제시한 기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랙탈 

차원의 계산방법이 Q(Lam. 1990). DEMol 나 위성영상과 같은 표면을 형성한 자료 

는 등치선 (isarithm)을 이용하여 프랙탈 차원을 구할 수 있다(Lam and Cola, 

1993). 등치선은 수평적으로 평평한 표면과 실제표면과의 교차지점을 선으로 표현 

한 것이다. 표면으로부터 일정간격으로 등치선을 작성한 후 각 고도별로 격자의 

크기에 따라 길이를 조절하고 그 결과 작성된 등치선의 길이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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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I sarithm법에 의한 프랙탈 차원 계산 

그림 12과 같이 영상으로부터 퉁치선을 작성한 후， 각 둥치션을 대상으로 step 

크기를 조절하연서 선의 길이를 측정한다 측정된 뭉치선의 길이와 step 크기를 

로그변환한 후 회귀분석하여 회귀계수(b)와 결정계수(R2 )를 계산한다 회귀식에서 

도출된 회귀계수(b )로부터 프랙탈 차원올 계산한다 프랙탈 차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 = 2 - b 

이는 영상 표면이 2차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정계수가 0.9보다 크연 해당 

둥치선의 프랙탈 차원으로 저장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둥치선에 대한 프랙탈 

차원을 계산하고， 결정계수가 0.9보다 큰 프해탈 차원의 평균을 계산하여 전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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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랙탈 차원을 계산한다. 면의 

프랙탈 차원을 통하여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프 

높을 수록 복잡한 공간구조를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변화를 파악할 공간구조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랙탈 차원의 값이 

서 해상도에 따른 프랙탈 차원의 

수 있다. 

3) 워l이브렛 다중 해상도 분석 (Wavelet Multi Resolution Analysis) 

기본 개념은 해상도를 통하여 실세계의 현상을 함수로 분석하는 것 왜이브렛의 

이용하여 자연현 

근사치를 구하는 

이다. 웨이브렛은 

상의 자료나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함수를 중첩하여 

방법은 푸리에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푸리에 분석은 어떤 자연현상을 함수로 표현 

하기 위해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중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왜이브렛 분석에서는 

함수이며， 이를 만족하는 Z건을 수학적 어떤 

자료를 보는 해상도가 특별한 역할을 한다. 왜이브렛 알고리듬은 다른 해상도에서 

자료를 처리한다. 큰 윈도우에서 신호를 볼 경우 전반적인 특성만 볼 수 있다. 그 

러나 작은 윈도우에서 신호를 볼 경우 작은 특성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웨이브 

렛 분석은 숲과 나무를 모두 볼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취득하고 이를 폐합 

해상도 2j 

근사치의 차이로 

왜이브렛 기저에 

이용하여 영상의 정보를 

변환하는 것이다(Mallat， 1989). 

해상도 2j-l간의 

표시한다. 이 차이는 

낮은 

내 용(details)로 

으E
 

와
 
준
 

끽
 

수
 

다해상도 분석은 웨이브렛 변환을 

된 하위공간에서 구체적 

에서 영상의 구체적 정보는 해상도 

표현된다. 여기서 j는 정수로 해상도 

구해진다. 서 함수를 분해함으로써 

워l 이브렛을 이용한 영상의 분해과정은 다음과 같다. 모 웨이브렛으로 가장 간단하 

고 오래된 Haar 웨이브렛이 사용된다. Haar 웨이브렛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웨이 

브렛으로， 응용이 간단하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산 워l 이브렛의 한 형태이다. 

Haar 왜이브렛은 1과 -1의 값을 취하는 함수이다. Haar 직교 기저 함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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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h.l(씨 = 융 (~ D, ifJ1. 2(X) = 융 ( = f f) 
CÞ2.1 (씨 = 융 ( ] l ]1) , ￠2 2(씨 = 융 ( 31 31) 

기본 함수를 필터로 생각하면 ， ø l.l (x)는 평균 필터와 같고， ø 1.2(X)는 수평의 
high pass filter와 같으며 ， ø 2.1 (X)와 ø 2.2(X)는 각각 수직과 대각선 방향의 high 

pass filter와 같다. 따라서 ø 1.1 (X) 필터를 거친 영상의 근사값 정보를 담고 있으 

며 ， ø 1.2(X)와 ø 2.1 (X) , ø 2.2(X) 필터를 각각 거친 영상은 각각 수평， 수직， 대각선 

방향에서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원래의 영상의 변이가 

수평， 수직， 대각선 둥 세가지 방향의 하위영상으로 분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상도 수준 2 해상도 수준 2 
낮은해상도의 구조영상 수평방향의 하위영상 

해상도 수준 1 

해상도 수준 2 
해상도 수준 2 수평방향의 하위영상 

수직방향의 하위영상 
대각선방향의 

하위영상 

해상도 수준 1 해상도 수준 1 
수직방향의 하위영상 대각선방향의 하위영상 

출처 : Ranchin and Wald(1993) , p. 616. 

〈그림 13> 다해상도 웨이브렛 분해의 모식도 

그림 13은 2단계의 웨이브렛 분해를 모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에서 각 해 

상도 Rj에서의 영상은 해상도 Rj-l에서는 구조 영상kontext image)이라 불리는 웨 

이브렛 근사 이미지와 수평 수직 대각선 방향에서 구체적인 구조(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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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를 나타내는 세 개의 하위 이미지로 표현된다. 구조영상은 축척이 현재 

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상세 영상(detail image) 

은 Rj와 Rj-l간의 특징을 표현하는 구조들을 표현한다. Rj-l에서의 구조영상은 Rj-2 

의 근사치와 상세한 영상으로 분해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화소만이 구조영상 

을 이루는 경우까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영상구조를 계층적으로 이용하여 다 

중 해상도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분산영상을 이용한 구조특성 측정기법 

지금까지의 해상도 특성 기법들은 영상의 내용이 복잡한 정도를 지수로 표현함 

으로서 각 해상도마다 영상이 가지고 있는 화소들이 얼마나 서로 다르게 분포하 

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도의 저감과정에서 변화 

되는 영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상도와 저감과정에서 파생되는 부가적 

인 정보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도의 저감과정에서 분산영상을 

제작하고 분산영상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해상도 저감에 따른 영상 

의 특성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분산영상의 해석 

원래의 영상은 평균에 의한 압축방법을 통하여 해상도가 변환된 영상으로 변환 

된다. 평균에 의해 압축된 영상은 해상도 저감에 의한 분포의 차이를 표현할 수는 

없다. 원래의 영상이 가지고 있는 분포특성이 해상도 저감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 

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 이외에 분산 영상이 필요하다. 좋은 해상도의 

영상으로부터 낮은 해상도의 영상을 제작할 때 평균과 함께 분산의 영상을 함께 

작성한다면， 분산의 영상은 해상도의 저감과정에서 파생되는 원영상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영상이라 할 수 있다. 분산은 원래의 자료들이 평균으로 대표될 때， 평 

균과의 산포도를 표현하는 기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분산 영상은 원래의 영상이 

해상도가 저감될 때 변화되는 지역의 분포특성을 나타내는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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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할 때 평균으로 압축된 영상과 함께 분산 

영상을 작성하였다. 분산영상은 해상도를 변환할 때 낮은 해상도로 압축되는 원래 

의 영상들이 통계적으로 밀집 또는 분산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영상이다. 해상도를 

저감할 때 원래의 해상도에서 화소들간의 이질성이 크면 하위영상의 분산은 커진 

다. 반대로 화소들이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하위영상의 분산은 작아진다. 이 

러한 분산 영상은 같은 영상에서도 구역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다르게 표현된 

다. 넓고 평활한 지역은 해상도의 저감과정에서 낮은 분산의 값이 기록되며， 좁고 

복잡한 지역은 높은 분산의 값이 기록된다. 

원격탐사 영상을 대상으로 해상도를 저감했을 때 평균영상과 분산영상이 제작 

된 예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에서 왼쪽에 위치한 30m 해상도의 원래 영상이 평 

균으로 합쳐지면서 오른쪽 상단부에 위치한 60m 해상도의 영상으로 변환된다. 또 

한 원래의 영상으로부터 해상도의 저감에 따라 제작된 분산영상은 오른쪽 하단부 

의 영상과 같이 표현된다. 평균영상은 원래의 해상도의 영상의 공간 구조(spatial 

structure)를 표현하고 있으며， 분산영상은 해상도의 저감과정에서 원래의 영상과 

평균 영상과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웨이브렛 다해상도 분해의 원리와 유 

사하다. 그림과 같이 분산영상은 원래의 영상에서 복잡하게 표현되었던 구역들이 

밝은 값으로 표현된다. 이는 원래의 해상도의 영상에서 복잡하게 표현된 구역들이 

해상도의 저감에 따라 다른 구역에 비하여 영상의 특성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분산 영상의 분포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해상도의 저감에 따른 영 

상의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분산영상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국지적 분산과 비슷하다. 그러나 국지적 분산은 

해상도에 따라 저감된 영상자체에 일정크기의 윈도우를 씌우고 분산을 측정하지 

만， 분산영상은 해상도의 저감과정에서 평균 영상과 함께 제작되기 때문에 처리시 

간과 효율성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국지적 분산은 각 윈도우마다 계산된 

분산값들이 다시 평균이라는 대표값으로 요약되지만， 분산영상은 이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공간분포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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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평균영상과 분산영상 제작의 예 

2) 분산영상의 공간적 분포특성 분석 

분산영상은 해상도의 저갑에 따라 영상이 변화한 정도를 담고 있다. 분산영상의 

값이 크연 변화한 정도가 큰 것이며 ， 분산영상의 값이 작으연 변화 정도는 작다 

이러한 변화정도는 영상내의 지역에 따라 다른 경향올 나타낸다 영상내에서 해상 

도의 저감에 따라 변화가 큰 지역이 현저히 드러나는 경우 이 지역은 다른 지역 

에 비하여 분산영상의 값이 크다 따라서 분산영상은 집중되어 있는 형 태로 나타 

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균퉁한 변화가 나타날 경우 분산영상은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분산영상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원래의 영상으로 

부터 공간적 특성이 변화하였다는 것올 의미한다 해상도 저감에 따라 영상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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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분산영상의 공간적 분포분석 과정을 통하여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2차원의 정규격자 모형에서 자료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을 이용한 분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의 의미는 자료의 

특성이 공간적인 패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공간적 자기상관은 공간적 분포 

패턴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공간적 분포패턴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공간적 자기상관에는 정(+)의 자기상관과 부(-)의 자기상관이 있 

다. 정의 자기상관은 공간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료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리학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다. 공간적으로 인접되어 있 

는 자료는 정의 자기상관이 발생한다. 정의 자기상관이 높은 자료의 경우 공간적 

으로 집중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로는 Moran's 1와 Geary's C 등이 

있다. 분산영상과 같이 연속적인 변수를 가지고 있는 자료의 경우 Moran의 제2측 

도를 이용한 자기상관 측정이 많이 이용된다.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을 위해서는 

인접한 화소를 정의하고 인접한 화소간의 차이가 임의적인 것인가 어떤 법칙에 

의한 것인가를 Moran 지수의 계산결과를 통하여 검정한다. 인접한 화소는 4방향， 

혹은 8방향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는 8방향을 인접화소로 정의하였다. 8방향으로 

인접한 화소를 정의할 때 Moran의 제2측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남영우， 

1992). 

1= ( n~ ) 흙 1휠 Ôi7;Zj 
2A 휠강 

여기서 Zj=Xj - 호이며， n은 영상의 화소수， A는 인접하는 화소의 갯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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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ðij는 인접여부를 표현하는 변수로， 1 화소와 j 화소가 인접할 경우는 1 이 

며，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정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할 경우 Moran의 I값은 -l/(n-l)보다 

크며， 부의 자기상관이 존재하면 I는 -(l/n-l)보다 작다. Moran ’s I 값이 클 경우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산영상의 공간적인 분포가 상대 

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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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3 절 순천만 영상의 해상도 저감 

1. 영상자료의 전처리 

순천만 지역의 영상처리를 위하여 LANDSAT TM 영상올 사용하였다. 

LANDSAT 위성은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에서 자원관리와 지도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LANDSAT TM 자료의 한 영상은 남북 170km, 동서 

185 km의 지상면적을 5965 x 6920 크기의 래스터 자료형태로 기록하고 있다. 순 

천만 지역의 영상은 path 115, row 36에 해당된다. 

LANDSAT 위성은 약 705 km 상공에서 지표면의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기 

하학적 왜곡이 발생한다. 특히 위성에서 촬영하고 있는 순간에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영상은 직사각형이 아닌 평행사변형의 형태로 왜곡되어 있다. 이를 보정하 

고 영상자료에 지리적 위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상기준점 (Ground Control 

Point)을 이용한 기하학적 보정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림 15는 순천만 지역의 LANDSAT TM 영상이다. 이 영상은 위성으로부터 
촬영할 때 발생하는 기하학적 왜곡올 담고 있다. 영상이 전반적으로 반시계 방향 

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각 영상의 화소들은 지리좌표를 참조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이러한 영상의 왜콕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보정 (geometric correction) 

과정이 필요하다 

순천만 지역의 기하보정올 위하여 전체지역을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순천만 지 

역의 영상을 잘라내고 이 영상을 대상으로 지상기준점 선정작업을 진행하였다. 

지상기준점은 영상에서 뚜렷이 구별되면서 지도상에 실제의 위치정보가 표현되어 

있는 지점을 선정하였다. 총 42개의 지상기준점을 선정하여 영상에서의 위치와 지 

도상의 위치를 기록하였다. 이중 RMSE의 값이 1보다 큰 지점을 제외한 107~ 의 

지상기준점을 최종적으로 기하보정에 이용하였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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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순천만 지역의 LANDSAT TM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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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GCP 선 정 

기록된 지상 기준점을 이용하여 영상이 재배열 됨으로써 기하학적 보정과정이 

완료된다 재배열의 결과 기하보정펀 영상은 그림 17과 같다 재배열은 영상처리 

시스템인 ER- Mapper 5.5플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기하보정된 영상은 지리좌표 참 

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화소마다 TM(Transverse Mercator) 좌표체개에 의한 

위치정보가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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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기하보정된 영상 

이 영상으로부더 연구에 사용된 지역을 질러내었다 연구지역의 위치는 TM 좌 

표로 236630 E로부터 251990 E, 145280 N으로부터 160640 N에 해당된디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에 사용될 순천만 지역의 영상을 마련하였다 연구자료의 크기 

는 512행 X 512열이며， 235.9 kn，'의 지상면적을 가지고 있디(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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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영상에서 잘라낸 연구지역 

2 해상도 저감 

순천만 지역의 영상을 대상으로 평균에 의한 해상도 변환 망법을 이용하여 30m 

해상도의 영상을 변환하여 480m의 해상도까지 30m 간격으로 모두 167)-지 해상도 

의 영상으로 직성하였다 Visual Basic 프로그렘을 이용하여 영상의 해상도릎 변 

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뜰 실행하였다 영상의 해상도를 연환할 때 원래의 

영상으로부터 화소의 값들을 얽은 뒤， 이틀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그 결과플 

파일로 저장하였디 프로그랜의 수행결피 웬례 30m의 해상도에샤 512행 X512열이 

던 영상의 크기가 480m 해상도에서는 32행 x 32열의 영상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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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크기와 파일크기는 표 2와 같다. 표에서 영상의 

크기는 정방형의 영상에서 한 변의 화소수를 나타낸다. 즉 30m 해상도에서 영상 

크기가 512이면， 512행 x 512 열의 크기를 가진 영상을 뜻한다. 표에서 파일의 

크기는 LANDSAT TM의 7개 밴드를 모두 포함한 크기를 Kilo Byte 단위로 표 

현하였다. 표에서와 같이 해상도가 낮아점에 따라 영상의 크기는 급격히 감소한 

다. 그러나 일정 해상도 이후에는 영상 크기의 감소추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표 2> 해상도별 영상의 크기 

해상도 

(m)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480 

영상크기 
512 256 171 128 103 86 74 64 57 52 47 43 40 37 35 32 

(화소수) 
화일크기 

1,835 
니Kbv댄) 

458 204 114 74 51 38 28 22 18 15 12 11 9 8 7 

해상도에 따른 연구지역의 영상은 그림 19에서 21과 같다. 그림은 167}지 해상 

도의 영상을 4번 밴드와 3번 밴드， 2번 밴드를 조합하여 false color로 표현한 것 

이다. 그림과 같이 해상도가 낮아지면서 영상이 평활화되어 점차 상세함이 사라진 

다. 167}지 해상도로 제작된 영상들은 여러 가지 영상특성 측정기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된다. 또한 이들 영상을 대상으로 속성정보를 분류하고 그 정확도를 평 

가하여，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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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해상도 60m 해상도 

90m 해상도 120m 해상도 

150m 해상도 180m 해상도 

〈그림 19> 30m에서 180m 해상도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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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10m에서 360m 해상도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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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m 해상도 420m 해상도 

450m 해상도 480m 해상도 

〈그림 21> 390m에서 얘Om 해상도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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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4 절 구조특성 측정기법의 적용과 평가 

1. 기초통계량 변화 

영상의 전반적인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상도별 영상의 기초통계량 

을 계산하였다. 영상의 해상도가 변화하면서 영상의 기초적인 통계정보인 평균， 

분산， 최대， 최소값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어떠한 특성으로 변화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간해상도가 상이한 6번 밴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밴드를 

대상으로 60m에서 480m까지 해상도를 변화한 후 해상도에 따른 통계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평균， 분산， 최대， 최소， 왜도， 첨도 등 기초통계량을 적용하여 영상의 

특성을 모색하였다. 그림 22는 각 밴드별로 평균과 분산 최대와 최소값의 해상도 

에 따른 변화를 표현한 그래프이다. 

1 번 밴드 2번 밴드 3번 밴드 

1:00 κm 
------------기[꾀-----→{← 

4번 밴드 5번 밴드 7번 밴드 

〈그림 22> 밴드벌 기초통계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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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의 경우 모든 밴드에서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해상도의 저감과정에서 평균에 

의한 압축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평균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분산은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 4, 5, 7 

밴드의 경우 해상도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소값의 경우 1번 밴드와 

2번 밴드에서 90m 해상도까지만 상승하다가 그 이후의 해상도에서는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3， 4 ， 5， 7번 밴드의 경우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러나 최대값의 경우 해상도에 따른 변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모든 밴드에서 

일정 해상도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일정 해상도 이후에는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대값의 감소추세가 변화하는 해상도는 밴드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 

다， 1번과 7번 밴드에서는 150m, 2번과 3번， 5번 밴드에서는 210m, 4번 밴드에서 

는 90m의 해상도에서 최대값의 감소추세가 변화하였다. 이것은 원래 영상이 가지 

고 있는 빈도분포가 종형의 정규분포가 아니라 평균에서 적은 값 방향으로 왜곡 

된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도의 저감에 따라 평균에 의한 압축이 일어 

나고， 이는 왜곡된 분포를 가진 영상을 평균 중심의 분포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에서 최대값의 변화추세는 해상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하 

나의 단서로 생각할 수 있다. 최대값이 변화하는 해상도인 90m, 150m, 210m 해상 

도는 영상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는 해상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특성의 변화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분포의 특성을 파 

악할 수 있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영상의 화소 

들의 빈도분포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규분포에서는 화소의 평균을 정점으로 하는 

종형의 곡선으로 표현된다. 실제의 영상의 빈도분포를 표현하였을 때， 곡선의 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친 정도를 왜도라 한다. 왜도가 O보다 크면 분포상 왼쪽 

으로 왜곡되며， 영상의 DN값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분포하여 어두운 톤(tone)의 

영상으로 표현된다. 왜도가 O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왜곡되며 영상의 DN값이 

전반적으로 높게 분포하여 밝은 톤(tone)의 영상으로 표현된다. 순천만 영상의 왜 

도를 해상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두가지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그림 23),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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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도가 해상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다가 일정한 해상도에 이르면 완만하거나 변 

하지 않는다. 이는 최대값의 변화양상과도 일치한다. 보통 270m를 기점으로 왜도 

가 변화하지 않는다. 둘째는 4번과 5번밴드의 경우 왜도값의 변화가 다른 밴드와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들 밴드는 O보다 낮은 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상도에 

따라 오히려 왜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들 밴드는 평균보다 높은 DN값의 

분포가 많으며，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왜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이들 

밴드는 다른 밴드들과는 다른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첨도의 경 

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4). 첨도란 빈도 분포 그래프의 

봉우리를 이루는 정점이 뾰족한가 혹은 완만한가의 정도를 측정하는 측도이다. 영 

상의 화소들이 비슷한 DN값을 가지면 화소의 빈도분포는 특정한 수치에 집중되 

어 뾰족한 곡선이 형성된다. 이때 영상의 대비 (contrast)는 낮아진다. 첨도의 값이 

크면 분포곡선의 봉우리는 뾰족해지며， 첨도의 값이 작으면 봉우리는 완만해진다. 

밴드별로 해상도에 따른 첨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4번과 5번 밴드는 거의 첨도 

의 변화가 없는 반면 나머지 밴드에서는 150m 해상도를 기점으로 첨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50m 해상도까지는 첨도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의 해상도 

에서는 첨도의 감소추세가 완만하게 변화하였다. 이는 영상의 분포가 일정값으로 

밀집되었다가 영상의 해상도 변화에 따라 일정 해상도 이후는 평활화 효과에 의 

해 분포특성이 완만하게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왜도의 경우 분포특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해상도는 찾을 수 없었으나 첨도의 경우 150m 해상도에서 분포특성의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영상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평균과 분산 등 기초통계량은 해상도에 따른 

뚜렷한 변화를 찾을 수 없었고， 최대값과 첨도의 경우 해상도의 저감에 따른 특성 

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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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해상도벌 왜도 변화 〈그림 24> 해상도벌 첨도 변화 

2. 기존의 구조특성 측정기법의 

1) 국지적 분산 

국지적 분산 측정기법을 순천만 지역의 영상에 적용한 결과 그림 25와 같은 해 

상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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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해상도벌 국지적 분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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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밴드에서 90m 해상도까지는 국지적 분산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 

후에는 완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지적 분산이 최대값을 가지는 해상도는 밴 

드마다 약간씩 다르다. 1번밴드에서는 330m, 2번밴드에서는 270m, 3번밴드에서는 

300m, 4번밴드에서는 420m, 5번과 7번 밴드에서는 120m에서 각각 곡선의 정점이 

측정되었다. 국지적 분산은 이론적으로 적정해상도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제 지역에 적용한 결과 밴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순천만 지역의 영상에 국지적 분산을 적용한 결과 국지적 분산은 해상도에 따 

른 측정값의 변화가 뚜렷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밴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 

며， 이론과 같이 곡선의 형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90m 해상도까지 국지적 

분산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 경향은 모든 밴드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순천만 지역의 영상은 원래의 30m 해상도보다는 낮은 해상도에서 영상의 특성 

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지적 분산은 특정한 대상물의 분석에 적합한 해상도를 모색하는 기법으로 대 

상물의 크기를 반영할 수 있는 해상도를 모색하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의 건물이나 일정한 크기의 토지유형 영상을 분석할 경우 바람직한 해상도를 모 

색할 수 있다. 그러나 순천만 영상에 국지적 분산을 적용한 결과 다음의 측면에서 

해상도 특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순 

천만의.연구지역과 같이 다양한 토지피복이 혼재한 영상의 경우 대상물의 크기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국지적 분산의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표면의 

대상물이 크기가 일정할 경우 해상도를 변화하면서 국지적 분산의 변화를 분석하 

여 대상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순천만의 연 

구지역과 같이 삼림， 도시， 염생습지， 해수 등이 혼재한 영상의 경우 대상물의 크 

기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국지적 분산의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국지적 분산은 분산의 지역적 차이를 평균으로 요약하였기 때문 

에 분산의 지역적 분포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영상의 일 

- 61 -



부지역만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지적 분산은 각 윈도우마다 계산된 분 

산을 다시 평균으로 요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법은 지표면의 정보가 일정한 영상의 경우 효과적인 해상도 특성 측정기법이지 

만， 지표면의 정보가 순천만 해안습지와 같이 복잡할 경우 영상의 특성을 반영하 

지는 못한다. 

2) 프랙탈 차원 

순천만 지역의 영상을 대상으로 해상도 저감에 따른 프래탈 차원의 변화는 그 

림 26과 같다. 

프렉탈차원 

3.2 

3.0 

2.8 

2.6 

2.4 

2.2 

2.0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480 

〈그림 26> 해상도벌 프랙탈 차원 변화 

프랙탈 차원은 국지적 분산보다 해상도에 따른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대부분 

90m 해상도까지는 급한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는 밴드에 따라 약간씩 변화정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번과 2번 3번 밴드의 경우 90m 해상도에서 프래탈 차 

원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되면서 완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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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의 경우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60m 해상도까지 갑작스런 증가를 

보인 후， 변화가 없다가 150m와 180m 해상도에서 다시 프랙탈 차원이 높게 나타 

난다. 이후의 해상도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하여 330m 해상도에서 

정점이 나타난 후 감소추세를 보인다. 5번 밴드에서는 더욱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90m 해상도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인 후 150m. 210m. 270m 해상도까지 증 

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330m 해상도 이후부터는 프래탈 차원의 

변화가 완만하게 나타난다. 7번 밴드는 1, 2, 3번 밴드와 유사하지만 60m 해상도 

에서 급격한 프랙탈 차원의 증가가 나타난다. 

프랙탈 차원은 영상의 복잡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실제의 영상을 적 

용한 결과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뚜렷한 변화를 측정할 수는 없었다.90m 해상도 

까지는 프랙탈 차원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의 해상도에서는 밴드에 

따라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프래탈 차원은 영상의 복잡한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영상내의 

지역별 차이는 반영하지 않는다. 즉 영상내에서 복잡한 지역과 단순한 지역들이 

하나의 프래탈 차원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부분적 변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순천만 지역의 경우 다양한 토지유형이 존재하고 있지만 프랙탈 

차원은 영상의 복잡한 정도를 하나의 지수로만 표현하였기 때문에 해상도에 따른 

뚜렷한 변화를 파악할 수 없었다. 프래탈 차원은 영상 전체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해상도에 따라 일부구역만이 특성이 변화하였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 

현하지 못하고 있다. 순천만 해안습지와 같이 다양한 토지유형이 존재하는 영상의 

경우， 영상의 전반적인 변화보다는 특정 구역에서 해상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난 

다. 따라서 해상도의 변화에 영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성이 변화하는 

구역들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즉 해상도의 저감에 따라 특성이 변화하는 구 

역의 공간적 분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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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산영상을 이용한 구조특성 측정 

해상도의 변환과정에서 발생한 분산영상을 대상으로 해상도에 따른 Moran ’ s 1 

값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각 밴드별로 분산영상의 Moran ’s 1 지수의 변화는 그림 

27과 같다. 분산영상의 공간적 분포패턴의 변화에 따라 Moran ’s 1 지수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Moran ’s 1 값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해상도는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구조특성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분산으I Moran's I 

0.500 

0.450 

0.400 

0.350 

0.300 

025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480 

〈그림 27> 밴드별 분산의 자기상관도 변화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올 발견할 수 있다. 첫째， 4번과 5번밴드를 제외한 

나머지 밴드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변화양상올 보이고 있다. 이들 밴드에서는 점차 

Moran ’s 1 지수가 낮아지다가 120m 해상도를 정점으로 150m에서는 다시 증가하 

는 경향올 보인다. 이후 300m 해상도와 390m 해상도에서 다시 정점이 나타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Moran ’ s 1 지수가 커졌다는 것은 분산의 공간적 

분포가 일부 지역에 군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상도의 변화과정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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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역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Moran ’s 1 지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정점에서는 분산 분포의 추세가 변화하는 해상도로 파악될 수 있다. 순 

천만 지역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해상도는 150m, 300m, 390m이다. 둘째로， 4번 

과 5번밴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Moran 지수가 상승하면서 약 

간의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이들 밴드는 영상의 분포에서도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의 정점을 보이는 해상도는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150m, 

300m, 390m이 다. 

영상의 다중밴드에서 나타난 변화를 하나의 지수로 표현하기 위하여 밴드별 

Moran ’s 1 값을 평균으로 요약하고 해상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밴드의 공 

간적 자기상관도를 평균하여 그래프로 표현한 결과는 그림 28과 같다. 

0 .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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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Moran’sl 으| 밴드평균 변화 

그림에서와 같이 해상도에 따라 공간적 자기상관도가 변화하면서 150m, 300m, 

390m의 해상도에서 지수의 정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해상도는 분산영상의 공 

- 65 -



간적 분포패턴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 

기상관도 증가는 영상내의 일부분에서 공간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영상의 공간적인 분포가 변화하였다는 것으로 해 

석된다. 순천만 지역의 영상에서 정점을 나타내고 있는 150m 해상도와 300m 해 

상도는 이전의 해상도인 120m 해상도와 270m 해상도에서 해상도를 변화할 때 영 

상의 공간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해상도는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영상의 구조특성이 변화하는 지점 (scale of action)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순 

천만 해안습지는 염생습지의 폭이 최대 120m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군집의 폭은 

최대 280m이다. 영상에서는 염생습지의 최대 크기인 120m 해상도까지는 염생습 

지를 포함한 순천만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으나 그보다 낮은 해상도에서는 영상 

의 특성이 변화하여 표현이 어렵다. 낮은 해상도에서는 염생습지가 군집으로 표현 

되다가 군집의 크기보다 큰 300m 해상도에서는 다시 그 특성을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순천만 지역의 특성이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의 변화에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 

분산 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는 선행의 해상도 특성 측정지수에 비하여 해상 

도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분산 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는 영상 

의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인 분포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해석된다. 

분산 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가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가 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영상의 변화가 나타난 이들 해상도에서 

의 정확도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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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 장 해상도에 따른 위성영상의 

속성첩보 변화 

원격탐사 영상에서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속성을 파악하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분류과정을 통하여 반사도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을 속성정보로 구성된 공간 자료 

로 변환하여야 한다. 대상지역에 대한 정확한 속성 파악을 위해서는 훈련 지역의 

선정과 분류과정이 엄격히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도에 따른 속성정 

보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와 2차 자료를 이용하여 훈련지역을 설정 

하고， 훈련지역에 대한 영상의 특성을 파악한 후， 분류과정을 거친 속성지도와 비 

교해 보도록 한다. 

저I 1 절 훈련지역 분광특성의 측정방법 

영상의 분류과정에는 연구자가 연구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영상에 표현 

하는 훈련지역( training set) 선정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훈련지역은 감독분류의 

경우 영상분류의 기초통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무감독 분류의 경우 군집분류된 

영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훈련지역을 설정할 때 연구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영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격탐사영상으로부터 속성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훈련지역을 선정하고 이 

를 기반으로 토지유형을 분류한 후 그 정확도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때 훈 

련지역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면 토지유형의 분류결과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 

다. 감독분류의 경우 훈련지역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토지유형을 분류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그림 36과 같이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속성정보를 파악하는 과정 

에서 훈련지역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해상도에 따른 속성정보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훈련지역의 분광분리도는 영상으로부터 표본추출된 훈련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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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밴드별로 분리될 수 있는 정도를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대표적인 분광분 

리 도로는 Divergence, ]effries-Matusita 거 리 (J-M 거 리 ). Mahalanobis 거 리 등이 

있다. 따라서 훈련지역의 통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분광분리도를 이용하 

면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해상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훈련지역 선정 

훈련지역의 통계특성 분석 

분광분리도 측정 

Divergence 

J-M 거리 

Mahalanobis 거 리 

〈그림 29> 원격탐사 영상의 속성 파악 과정과 분광분리도 

분광분리도는 훈련지역의 통계량을 이용하여 영상의 분류계급들이 중복되는가 

분리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낸다. 분광분리도에 관한 연구는 다중 밴드의 

영상 중에서 분류에 필요한 밴드만을 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분류계급의 중 

복이 많은 밴드의 조합은 처리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밴드간의 

중복되는 상관관계로 말미암아 분류의 정확도를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많 

은 수의 분광밴드를 가지고 있는 영상에서 명확하게 속성을 분류하기 위해서 분 

광분리도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상을 분류하는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Swain과 Davis는 Divergence와 ]-M 거리를 이용하여 분광분리도를 측정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Swain and Davis, 1978). ]ensen(1979)는 컴퓨터 그래핀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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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분리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Zhenkui(1989)는 분광 밴드의 중복정도 

를 측정하는 기법으로 BVOI를 제안하였다. 어양담(1999)는 다변량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영상의 효과적인 분류 

에 필요한 분광밴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분광분리도 기법을 개발하였다. 

분광분리도는 주어진 밴드와 계급의 조합에서 훈련지역으로 선정된 영상의 분 

류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영상의 분류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다. 

어양담(1999)에 의하면 분광분리도의 측정결과와 분류정확도간에 상당한 상관관 

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분광분리도를 측정함으로써 해상도의 변화에 따 

른 영상의 분류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분광분리도는 영상의 분류과정을 모두 

수행하지 않더라도 훈련지역의 통계적 특성만으로 속성의 파악에 적합한 적정해 

상도를 모색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1) Divergence 

Divergence는 원격탐사 자료의 처리에 이용되는 최초의 통계적 분리도 측정기 

법 중의 하나이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Divergence는 감독 분류의 훈련지역 선정 

과정에서 수집되는 계급 통계의 평균과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두가지 

계급 C와 d 간의 통계적 차이가 있다면 C와 d간 분리도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 

된다. 

Divercd= 웅 tr[ (Vc - Vd)(Vd" l- v;;- 1)] +융씨 (π1 + Vd 1)(Mc-Md) η 

여기서 tr[ *]는 행렬의 trace 즉， 대각선의 합이다. Vc와 Vd는 C와 d 계급의 밴 

드간 공분산 행렬이고 Mc와 Md는 계급의 평균 벡터이다. 공분산 행렬 Vc와 Vd의 

크기는 훈련 과정에서 사용된 밴드의 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6개 밴드가 사용 

되었으면， Vc와 Vd는 6X6 차원의 행렬이다. 이 경우 Divergence는 훈련자료의 6 

가지 밴드를 이용하여 두 개의 계급간의 통계적 분리도를 파악할 때 이용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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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Divergence는 분류계급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 

2) J-M Distance 

Jeffries-Matusita 거 리 는 Divergence를 변 형 한 Bhattachaηya 거 리 를 다음과 

같이 지수변환하여 계산되는 거리이다. 

]M
cd

= J 2(1- e -Bhatcd 

여기서 ， Bhattacharyya 거리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1/. , ., '\T ( Vc+ Vd.) /., ., '\ I 1 
Bhat= 흉(M c - M d) 1 ". (; 2 . U/ (M c - M d) + 강 log eY det( Vc)V det( Vd) 

J-M 거리는 다변량의 분류계급으로부터 분광분리도를 계산할 때 Divergence보 

거리에 따른 

계산과정이 복 

다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J-M 거리는 Divergence가 가지고 

분광분리도의 급격한 증가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있던 

그러나 

잡하고 많은 처리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3) Mahalanobis 거리 

Mahalanobis 거리는 기하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유클리드 거리에 자료간의 상관 

관계나 분포를 고려한 거리로서 인도의 수학자 Mahalanobis가 고안했다. 일반적 

인 계급 평균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행렬식으로 표현할 경우 다음과 같다. 

Jj = [Mc- Md] T[Mc- Md] 

Mahalanobis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에 계급간의 공분산 행렬을 곱한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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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V. +v.서 
D2(Mahalaηob상) = [Mc- Md] 까 c2 rd][Mc-Md] 

이 식은 J-M 거리를 구하는 Bhattacharyya 거리의 계산법의 앞부분과 일치한 

다. J-M 거리에 비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처리시간도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 

다. 또한 Divergence에서 나타나는 계급간 거리에 대한 급격한 분광분리도 증가도 

나타나지 않는다. Mahalanobis 거리는 이러한 장점으로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영상의 분류과정중 하나인 Mahalanobis 분류법의 핵 

심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 71 -



쩨 2 절 분광특성 측정기법의 적용 

1. 토지피복 분류체계 설정 

습지에 대한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류하고 

자 하는 모든 계급을 선정하고 정의하여야 한다. 이때 분류체계가 이용된다. 분류 

정보는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정의되어야 하며， 논리적 기준에 맞게 조직되어야 한 

다. 분류체계가 정립되지 못하면 영상을 분석할 때마다 다른 종류의 습지유형이 

나타나고， 이는 자료의 호환을 저해함은 물론 습지변화 모델링과 같은 기본적인 

습지 분석 과정이 어렵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습지와 관련한 대표적인 분류 

체계는 다음의 세가지가 연구되어 왔다. 

첫번째는 미국 어류야생동물부(U.S. Fish and Wildlife Service, USFWS)의 습 

지분류체계이다. 원격탐사 자료와 현장 조사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습지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생태적 분류법을 채태하여， 자원 관리 

자들에게 유용한 체계로 정리하고 개념과 용어의 통일성을 제공하고 있다. 습지 

는 식생특성， 토양， 범람빈도에 따라 분류된다. 어류야생동물부에서 제시한 분류체 

계는 생태적 입장에서 습지의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위성영상을 

통하여 분류할 수 있는 분류체계와는 거리가 있다. 습지의 지도화와 분석을 위해 

서는 원격탐사를 통하여 판독이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미국 USGS의 토지이용/토지피복 분류체계이다. 이 체계는 원격탐사 

를 이용하여 토지의 피복유형을 분석할 때 기본적인 유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 

발되었다. 이 분류체계는 인간의 활동이 개입된 토지이용 분류체계이기 보다는 인 

간이 토지를 이용한 결과 나타나는 토지피복의 형태를 원격탐사로 분석할 수 있 

도록 개발된 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이 분류체계는 여러 가지 축척과 해상도에서 

촬영된 원격탐사 자료의 해석을 위해 고안되었다. 처음에는 항공사진을 시각적으 

로 판독하여 분석되는 토지이용 자료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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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광밴드 영상을 분류하는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USGS의 토지피복 분류체 

계는 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지표면의 특성들을 일반화하여 정리한 범용 

목적의 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이 분류체계는 level을 높일수록 하위항목이 세분 

되는 계층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습지관리와 같이 특정한 목적으로 영상 

이와같은 범용의 분류체계는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할 경우 

때문에 

..Q.. 
E프 

세번째는 NOAA의 C-CAP 분류체계이다. 앞에서 제시한 두가지의 분류체계는 

각각 습지와 토지피복이라는 특수한 목적하에서 개발되었다.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습지를 지도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분류체계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분 

류체계， 즉 원격탐사를 위한 습지 분류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미국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에 서 는 원 격 탐사 영 상을 이 용 

관리하는 C-CAP 프로젝트가 실시중에 있다. C-CAP 

약자로 미국의 

NOAA 

파악하고 

프로그램 (Coastal Change Analysis Program)의 

하여 해안습지를 

해안변화 분석 L-l-
관리 

어류야생 

개발하였다. 

유형으로 구 

효과적으로 

분류체계， 즉 

분류체계를 

체계는 3가지 

습지와 서식지를 

두가지 

o
τ
 

로
 
류
 

새
 

분
 

끓
 째
 

참
 
있
 

기존의 

해안지역의 

프로젝트이다12) C-CAP에서는 

동물부(USFWS)와 USGS의 분류체계를 

역시 계층형 체계를 따르고 

추진하는 공동으로 학계가 

하기 위한 

정부와 

있으며 , 각각 육지 (upland) , 습지 (wetland) , 

구분된다. 각각의 대분류 계층들은 세부적인 

류로 세분된다. 이중 습지와 수역 계층들이 습지관리를 

분류유형이다. 이 분류체계는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관계와 토지피복 유형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분류체계 

submerged 

따라 중분류와 소분 

중점적으로 연구대상 

분류가 가능하도록 

and 수역 (water 

내용에 

위해 

성되어 

land)로 

이 되는 

생태적 

유형화하 토등λd ..Q.. 
-, 0 2. 지표면의 파악하기 위해서는 。-E 서O

 
트
 
「. 토지유형 순천만 지역의 

12) C-CAP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의 해안습지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습지， 원격 
탐사， GIS 등 다양한 분야의 약 400 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C-CAP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http://www.csc.noaa.gov/c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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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계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습지를 분류하는 기준이나 원격 

탐사 영상의 분류를 위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순천만 습지지역의 토 

지유형 분류를 위하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피복 분류체계와 습지 분류체 

계를 참조하고 순천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토지유형 분류체계를 설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원격탐사를 이용한 습지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C-CAP 분류체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토지이용분류체계를 설정하였다. 

C-CAP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는 위성영상 특히 LANDSAT TM 영상을 이 

용하여 습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C-CAP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육상부， 수역， 습지의 세가 

지 유형으로 대분류를 설정하였다. 대분류 하위에는 원격탐사 영상의 분류기준과 

순천만 지역의 토지유형 특성을 참조하여 중분류를 설정하였다. 육상부의 경우， 

식생， 도시역， 경지의 세가지 분류유형을 설정하였다. 도시역은 건물이나 도로와 

같은 인공구조물과 인구 밀집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지는 농경을 위해 이용되 

고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순천만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이루어 

져 있다. 식생은 삼림과 내륙의 식생밀집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습지의 경우 식생 

이 피복되어 있지 않은 갯벌과 식생이 피복되어 있는 염생습지로 구별하였다. 순 

천만은 식생이 피복되어 있는 염생습지가 다른 해안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다. 설정된 계층적 토지유형은 표 3과 같다. 

〈표 3> 순천만 지역의 토지유형 분류체계 

대; HrT ET 걷 :Z「단 닙-: , 근T 

습 지 (Wetland) 
갯 벌 (Estuarine Unconsolidated Shore) 

염 생습지 (Estuarine Emergent Wetland) 

도시 역 (Developed Land) 

육 상 (Upland) 경 지 (Cultivated Land) 

식 생 (W oody Land) 

끼까-‘ 여「 (Water) 수역 (Water) 

- 74 -



* ( ) 안은 미국 NOAA의 C-CAP에서 사용중인 분류체계 

2. 훈련지역 설정 

원격탐사 영상으로 속성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훈련지역을 설정하여 영상의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값을 구하여야 한다. 영상으로부터 연구자가 파악하 

려는 속성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지역의 분광특성을 분 

석하게 된다. 따라서 훈련지역은 전형적인 지표정보를 가진 등질적인 지역이어야 

한다. 훈련지역은 지형도로부터 후보지역을 일차적으로 선정한 후 현장답사를 통 

하여 구체적인 위치를 선정한다. 

순천만 지역의 속성 정보 파악을 위하여 선정된 6개의 분류체계를 대상으로 각 

분류항목별로 2개 지역씩 모두 127ß 의 훈련지역을 설정하였다. 앞으로 해상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훈련지역은 폭 480m 이상의 넓은 지역에서 균등한 토지유형을 

보이는 지역들을 선태하였다. 훈련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표 4와 같다. 

〈표 4> 훈련지역의 위치 

토지유형 분류체계 
훈련지역 위치 

대분류 걷 ;Zrτ 닙c" ì 근T 

습 지 
갯 벌 별량면 호동리 남단 해룡면 상내리 서안 

염생습지 순천시 대대동 포구 남단 해룡면 산학리 서안 

도시역 순천시 장천동 시가， 순천역 풍덕동 시가 

육 상 경 지 순천시 안풍동， 해룡면 성산리 

식 별량면 운천리， 해룡면 앵무산 

수 역 수 역 순천만 해역， 별량면 운천리 운천저수지 

선정된 훈련지역을 영상에 표현한 결과는 그림 30과 같다. 갯벌은 회색 다각형 

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영상의 중앙과 좌측에 위치한 해안구역을 선정하였다. 염 

생습지는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순천만 하구의 양안구역을 선정하였다. 도시 

역은 영상의 상단에 위치한 순천시를 적색 다각형으로 선정하였다. 경지는 순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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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 상단의 농경지와 영상 우측 상단의 구역을 황색 다각형으로 선정하였다. 식 

생은 순천만 양안 즉 영상의 좌측과 우측의 산악지역을 녹색 다각형으로 선정하 

였으며， 수역은 순천만 좌측의 저수지와 바다를 청색 다각형으로 선정하였다. 

영상에서 훈련지역은 폐합된 다각형(c1osed polygon) 형태로 표현된다. 훈련지역 

이 선정되면 영상처리 시스템에서는 다각형 안에 포함된 영상의 화소들을 선택한 

다. 선돼된 화소를 대상을 훈련지역별로 기초통계량을 계산한다.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와 같은 기초통계량이 계산된다. 이들 기초통계량은 밴드별로 계산된다. 

또한 밴드간의 공분산이 계산되는데 이것은 훈련지역의 통계량을 기초로 속성정 

보를 분류할 때 밴드간의 통계적 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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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지억의 위치 〈그림 30> 영상에서 

바 특성이 계산되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적 원격탐사 영상의 

분류과정이 

대상으로 선정된 훈련지역을 

속성정보의 훈련 분류를 진행된다 원격탐사 영상의 탕으로 

공분산 행렐이 필요하다 ;환 지역과 밴드별로 측정된 기본통계량과 함께 밴드간의 

피악할 수 있지만 밴 

통계특 

특성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훈련지역의 

밴드별로 기본적인 통계량과 함께 해당 계급에 

밴드별 토지유형의 

드를 조합한 분팡특성은 파악할 수 

기본적인 통계만으로는 린지역의 

저장하는 signature 파일에는 

공분산 행렬이 함께 저장된다 

- 77 -

서으 
u ~ 

서 밴드간의 



3. 훈련지역의 기초통계량 변화 

LANDSAT TM 영상을 이용하여 순천만 지역의 영상을 분류하였을 때 사용된 

분류계급은 수역， 갯벌， 염생습지， 경지， 식생， 도시역 등 6개 계급이다. 각 계급별 

로 설정된 훈련지역을 대상으로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가 

초통계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밴드별로 평균을 중섬으로 표준편차의 거리만큼의 통계량이 서로 겹치지 않 

으면 이들은 분류과정에서 서로 다른 계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6개 분류계급이 

밴드에 따라 서로 겹칠 경우 이러한 계급들은 올바른 분류를 기대짜기 어렵다. 밴 

드별로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계급간의 통계량 중복정도가 변화하가도 한다. 순천 

만 영상을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한 훈련지역의 통계량 증二복정도는 그림 

31과 같다. 

ßard 1 - 2!J m 

200 

150 

100 

50 

수역 갯얼 석냉 경지 도사격 양』습지 

밴드 1 

180 

160 

60 

수역 개영 식생 경지 도 Ar~ 영생잊1 

밴드 4 

20 

Bõd 3- 3) m 

수역 ;앨 싣생 경지 도시역 염생습지 

밴드 3 

쑤끽 'J!영 식생 경시 도시역 영생 g 지 

밴드 7 

<그림 31> 원격탐사 영상의 훈련지역 특성 

휴영 식생 겁지 도시약 업생슴지 

밴드 2 

메
 떼
 내
 에ω
 

쉬역 갯영 식생 경지 노시익 엄생"" 

밴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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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지역의 영상을 대상으로 해상도에 따른 훈련지역의 기초통계량의 변화 

를 살펴보면 각 밴드별로 중복되는 계급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들은 해상도에 따 

라 변화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번과 2번， 5번 밴드에서는 330m 해상도 

에서 계급간 분리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3번 밴드는 240m, 4번 밴드는 120m 

에서 각각 계급간 분리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밴드와 해상도에 

서도 6개 계급을 모두 구분할 수 있는 통계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훈련지역의 통 

계량은 밴드별로 독립적으로 분류과정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류에 참여하는 

모든 밴드들이 함께 작용하여 훈련지역의 통계량을 결정한다. 본 절에서 사용한 

밴드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은 훈련지역별로 밴드의 통계적 특성만을 표현할 뿐이 

다. 밴드들을 종합하여 훈련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훈련지역의 밴드간 

공분산{covariance}의 분석 이 수반되 어 야 한다. 

4. 훈련지역의 분광분리도 변화 

1) Oivergence 

순천만 지역의 영상을 대상으로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Divergence는 그림32와 

같다. 210m 해상도까지는 divergence의 변화가 크지 않다가 240m 해상도 이후 급 

격한 상승올 보이고 있다. 그림 32와 같이 로그변환된 Divergence는 270m 해상도 

에서 약간 주춤하였을 뿐 300m 해상도에서 다시 급상승한다. 

Divergence는 훈련지역의 평균값과 분산 공분산올 기초로 분광분리도를 측정하 

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6개의 밴드를 모두 포함하였을 때 계급간의 

Divergence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40m 해상도 이후의 Divergence7r 
갑작스러운 증가를 보인 것은 분류계급간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급격히 분광분리 

도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분광분리도를 분석할 경우 원래의 

Divergence보다는 이를 변형한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이 해상도에 따른 변화를 파 

악할 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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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해상도에 따른 Divergence 변화 

2) J-M 거리 

순천만 지역의 영상에서 J-M 거리의 변화는 그림 33과 같다. J-M 거리는 

Divergence와는 달리 해상도에 따른 분리도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30m 해 

상도이후 점차 분광분리도는 증가하다가 90m 해상도에서 정점을 이룬 후， 다시 

감소한다. 180m 해상도부터는 다시 분광분리도가 증가하다가 240m와 270m 해상 

도에서 각각 분리도의 정점이 나타났다. 분광분리도가 높은 이들 해상도에서는 분 

류정확도가 다른 해상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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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해상도에 따른 J-M 거리 변화 

J-M 거리는 Divegence를 변형한 거리로， 지수변환의 결과 해상도에 따른 분광 

분리도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분광분리도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해상 

도가 나타나고 있어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속성정보의 변화가 예상된다. 

3) Mahalanobis 거리 

순천만 영상의 Mahalanobis 거리에 대한 변화 특성은 J-M 거리의 결과와 유사 

하다(그림 34). 해상도에 따른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90m와 240m, 270m 해 

상도에서 분광분리도의 정점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 해상도에서 속성정보의 변화 

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가지 분광분리도 측정방식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다 

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가지 측정기법 모두에서 240m와 270m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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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에서 모든 밴드의 분광분리도가 정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40m와 270m 

해상도가 모든 밴드를 이용하여 순천만 지역의 속성정보를 파악할 때 적정해상도 

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분광분리도는 영상의 분류작업 이전에 계급 

간 분류정도를 살펴보고 분류에 필요한 밴드를 선정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다. 이 

를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해상도 저감에 따른 계급분류 정도를 어느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 

Mahalanobis 

700 r 
% 

% 

뼈
 % 

% 

m 

。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그림 34> 전체 밴드으I Mahalanobis 거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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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확도 변화 토지피복 순천만 영상의 져13 절 

1. 참조지도 작성 

순천만 지역의 토지유형 특성을 명확히 표현하고 영상 분류결과와 비교하기 위 

해서는 참조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조지도에는 토지유형별로 구별된 지표면의 

속성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형도와 각종 주제도， 그리고 현지 조사자료를 수치화하여 

GIS 데이터베이스의 레이어로 구축하고， 이를 중첩하여 순천만 지역의 토지유형 

참조지도를 작성하였다. 참조지도의 시기는 위성영상의 

이용하였다. 지형도는 1995년 수정된 국가기본도를 

촬영시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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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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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口
 
고， 항공사진은 1994년 촬영된 영상을 사용하였다. 

순천만 지역의 토지유형 구분을 위하여 설정한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대상지역 

토지유형을 분류하였다. 분류유형에 따라 표현될 속성정보를 분류하고 각각의 

속성을 주제별로 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의 

위 

각각 

도시역은 지형도로 판독이 가능한 건물과 도로 등을 수치화하여 면사상의 레이 

어로 구축하였다. 하천과 경지 속성도 지형도를 수치화하여 벡터형태의 GIS 자료 

로 구축하였다. 식생의 경우 산림청 임엽연구소에서 작성한 엄상도를 변환하여 데 

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염생습지의 경우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작성 

한 식생도와 현지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수치화하였고 해수와 갯벌의 경계선은 

성영상을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입력하였다. 참조지도는 Arc/Info를 이용하여 

의 주제 레이어로 구축하였으며 이를 중첩하여 벡터형태의 면사상 GIS 자료로 

작성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구축된 참조지도는 그림 35와 같다. 

피복되어 있으며， 평지에 

순천시 남단과 경지와 식생 

식생으로 

위치한 

표현된 것과 같이 산악지역은 

있다. 지 도의 북쪽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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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지가 형성되어 



도시역으로 표현되었다 순 도로는 이상의 사이에 형성된 취락지역， 그리고 4차선 

분포되어 있으며， 넓은 연적의 갯벌이 염생 천만 입구로부터 양안으로 영생습지가 

있다 습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있어， 원격탐사 자료로 

분석이 공간 각종 형태를 

가능하다- 특히 다양한 해상도의 래스더 자료로 

분류된 속성자료의 평가과정에서 참조자료로 이용될 

가지고 GIS 자료의 벡터형 작성된 참조지도는 

수 있다 

변환할 수 

부터 

후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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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순천만의 



2. 참조지도를 이용한 해상도 특성 

위성영상으로부터 분류되는 토지유형 자료는 래스터 자료의 형태를 가지고 있 

다. 벡터의 형태로 작성된 순천만 참조지도는 래스터화 과정을 통하여 위성영상과 

같은 래스터 자료로 변환된다. 참조지도를 래스터화할 때 격자의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해상도의 래스터 자료가 제작될 수 있다. 참조지도를 다양한 

해상도로 래스터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순천만의 해상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벡터 형태의 순천만 참조지도를 30m에서 480m까지의 해상도로 래스터화하여 

각 토지유형별 면적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래스터화 과정에는 Arc/lnfo의 polygrid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해상도에 따른 토지유형별 면적의 변화는 그림 36과 같다. 

해상도별 토지유형 면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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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해상도별 토지유형 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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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와 같이 토지유형에 따라 해상도에 따른 면적의 변화가 각자 다른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식생의 경우 해상도가 낮아질수록 점차 차지하는 면적이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390m 해상도에서만 낮아지고 있다. 도시역의 경우 식생 

의 경향과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상도가 낮아질수록 차지하는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경지의 경우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면적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하 

고 있다. 수역， 갯별， 염생습지의 경우 해상도에 따른 면적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 

지 않았다.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토지유형별 면적의 변화를 뚜렷이 표현하지 위하여 참조 

지도에서 계산된 면적과 래스터화 과정에서 계산된 면적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해 

상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였다. 원래의 참조지도에서 계산된 토지유형별 면적은 

표 5와 같다. 

<표 5> 참조지도의 토지유형별 면적 

토지유형 면적 (km~) 
T까‘ Q、4j 35.86 
갯벌 17.26 
식생 84.01 
경지 39.90 
도시역 55.12 
염생습지 3.78 

참조지도에서의 면적과 래스터화된 자료의 면적간의 차이를 해상도에 따라 표 

현한 결과는 그림 37과 같다. 그림과 같이 토지유형별로 해상도에 따른 면적의 변 

화가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었다. 특히 도시역과 식생에서는 해상도의 변화에 따 

른 면적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도시역의 경우 해상도의 저감에 따라 면적의 

감소가 계속되어 참조지도에서 계산된 면적과의 차이는 양의 값으로 크게 증가하 

고 있다. 270m 해상도와 360m. 420m. 480m 에서는 면적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다른 해상도에 비하여 도시역이 비교적 잘 표현되고 있다. 450m 해상도에서는 참 

조지도의 면적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었다. 식생의 경우 해상도의 저감에 따라 

면적이 계속 증가하여 참조지도에서의 면적과의 차이는 음의 값으로 크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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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m 해상도에서는 면적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450m 해상도에서는 면적 

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식생과 도시역에서는 450m 해상도에서 가장 

참조지도 면적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가지 토지유형간의 혼잡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위성영상의 분류정확도가 낮게 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i - - - 해작도에 따른 면적차이 끊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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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래스터 자료와 참조지도의 면적차이 변화 

참조지도의 래스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면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벡터자료를 래스터화할 때 하나의 격자안에 포함되는 토지유형의 수와 면 

적을 파악하였다. 10m 간격부터 480m 간격의 17가지 격자망을 벡터 폴리곤으로 

작성한 후， Arc/Info의 identity 명령어를 이용하여 참조지도와 중첩하였다. 중첩의 

결과 참조지도는 각각의 격자로 나누어지며 하나의 격자내에서는 분할된 참조지 

도의 토지유형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격자에 포함된 각 토지유형의 종류와 

- 87 -



면적을 이용하여， 토지유형의 수， 그리고 가장 면적비율이 큰 토지유형의 값과 그 

때의 면적비율을 계산하여 각 격자의 대표값으로 부여하였다. 하나의 격자마다 대 

표적인 토지유형과 면적비율， 그리고 혼합된 토지유형의 수가 기록된다. 이 자료 

를 이용하여 참조지도를 여러 가지 해상도로 래스터화 할 때 나타나는 특성을 파 

악하였다. 

참조지도를 여러 가지 해상도로 래스터화 했을 때 하나의 격자내에 포함되는 

토지유형의 개수를 계산하고， 각 해상도마다 격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토지유형 

개수를 혼합도로 파악하였다. 해상도의 저감에 따른 토지유형 혼합도의 변화는 그 

림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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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해상도별 토지유형 혼합도 변화 

그림에서 해상도가 저감될수록 토지유형 혼합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 10m 해상 

도에서는 한 격자에서 혼합된 토지유형의 종류는 최대 4개이다. 해상도의 저감에 

따라 토지유형의 혼합도는 계속 증가하다가 210m 해상도와 330m 해상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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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혼합도의 증가추세가 줄어들고 있다. 최대 혼합도가 나타나는 해상도는 450m 

해상도이다. 이 해상도에서는 토지유형의 혼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토지유형별 

면적의 변화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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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해상도별 토지유형 면적의 비율변화 

참조지도의 래스터화 과정에서 혼합된 격자의 토지유형은 가장 면적이 큰 토지 

유형으로 설정된다. 이때 각 격자를 대표하는 토지유형이 면적비율올 크게 차지할 

수록 혼합도는 줄어들며 면적비율을 작게 차지할수록 혼합도는 커진다. 이를 이 

용하여 해상도에 따른 토지유형별 혼합도를 파악하였다. 그림 39는 각 격자를 대 

표하는 토지유형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을 해상도에 따라 표현한 것이다. 대부분의 

토지유형이 해상도가 저감될수록 면적비율이 낮아져 토지유형이 혼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시역의 경우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면적비율의 감소가 급격 

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낮은 해상도의 래스터 자료에서 도시역으로 표현 

된 격자는 그 대표성이 줄어들어 토지유형을 부여할 때 오차의 확률이 높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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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경지와 염생습지의 경우에도 해상도가 저감됨에 따라 혼합도가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순천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벡터 폴리곤 형태의 참조자료를 다양한 해상도로 래 

스터화하여 해상도와 토지유형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참조지도를 래스터화할 때 해상도의 크기에 따라 각 토지유형별로 차 

지하는 면적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식생과 도시역의 경우， 참조지도에서의 면 

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450m 해상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 

째， 참조지도를 래스터 격자로 분할할 때 발생하는 토지유형 혼합도는 해상도가 

저감될수록 크게 나타난다. 특히 450m 해상도에서 가장 큰 토지유형 혼합이 나타 

나고 있다. 셋째， 참조지도의 래스터화 과정에서 부여되는 토지유형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해상도가 저감됨에 따라 감소한다. 특히 도시역의 경우 해상도에 따른 

면적비율의 감소폭이 증가하여 격자를 대표하는 토지유형의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다. 순천만에서는 래스터화 과정에서 해상도가 저감되면서 참조지도가 가지고 

있던 특성이 점차 혼합되고 있으며 450m 해상도에서 혼합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 

고 었다. 토지유형 중에서는 도시역이 해상도에 따른 변화가 가장 민감하여， 위성 

영상의 분류과정에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3. 순천만 영상의 토지피복 분류와 평가 

설정된 토지유형과 훈련지역을 이용하여 순천만 지역의 영상을 감독분류 하였 

다. 감독분류는 연구자가 사전에 훈련지역의 선정을 통하여 분류할 계급의 통계적 

특성을 정의하면 영상의 나머지 지역의 분류 계급은 사전에 설정된 훈련지역의 

통계량과 비교하여 부여되는 기법이다. 

순천만 지역의 영상을 대상으로 6개 계급으로 토지정보를 분류하였다. 분류된 

결과는 그림 40과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원격탐사 영상이 수역， 갯벌， 식생， 경지， 

도시역， 염생습지의 6가지 토지유형으로 분류되어 속성정보로 변환된다. 영상의 

남쪽단에 수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북쪽방향으로 갯벌과 염생습지가 분포하고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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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순천시 남 

오분류된 화소가 나타나는데， 이 화소는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이에 경지로 

논의 토양파 비슷하기 

다 수역과 갯벌 

습도와 업자가 

비 닐하우스 구역은 오분류된 화소가 나타나는네， 이 단의 경지에서는 도시역으로 

데이터 래스터 속성정보는 변환된 보인다 발생한 것으로 정작지가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확히 앞서서 영상이 있디 그러나 이에 /-,-통합될 형 태로 GIS 분석에 

수역 

갖얻 

식샘 

경지 

도시익 

일성슴:1: 1 

‘ 
‘’ - ~ ‘ 1 

hteters 

2αXl .OO 

-
-
-
口•• 

분류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정확도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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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피옥 분류결과 〈그림 40> 순천만의 



분류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참조지도를 30m 해상도로 래스터화 한 후 분류된 

영상과 중첩하여 분류정확도를 측정하였다. 래스터화 방법은 Arc/Info의 Polygrid 

명령어를 이용하였다. 이 명령어는 벡터자료를 사용자가 설정한 크기의 격자로 분 

할하고 각 격자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피복 속성을 할당한다. 

분류정확도가 측정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순천만 영상에서 분류된 속성의 정확도 평가 

팩펀 ~λ「‘ r 二나j 갯벌 

~λ「‘ r 二y}1 35872 0 
갯벌 556 15229 
식생 511 12 
경지 2492 605 
도시역 281 130 
염생습지 122 2071 

-=。」z』- 합 39834 18047 
사용자 

90.1% 84.4% 
정확도 

전체정확도 : 88.9 0/0 

Kappa Index : 84.6 0/0 

식생 경지 도시역 

17 85 127 
2 74 75 

112692 4933 5 
2505 36401 4767 
4883 2752 29297 
44 113 151 

120143 44358 34422 

93.8% 82.1% 85.1% 

여口재 O 

총 합 
제작자 

습지 정확도 

0 36101 99.4% 
165 16101 94.6% 
115 118268 95.3% 
1315 48085 75.7% 
78 37421 78.3% 

3667 6168 59.5% 
5340 262144 

68.7% 

표 6과 같이 참조지도와 분류결과의 DN값의 일치하는 정도를 교차 테이블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오차행렬이라 한다. 오차행렬은 참조지도에 의해 표현된 

실제의 속성정보와 원격탐사 영상의 분류에 의해 표현된 속성정보간의 일치여부 

를 빈도로 표현하여 행렬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오차행렬의 각 행에는 설제의 속 

성정보가 기록되며 각 열에는 영상에 의해 분류된 속성정보가 기록된다. 오차행 

렬에서 대각선에 위치하는 빈도수는 실제의 속성과 분류 속성이 열치하는 빈도수 

가 된다. 분류의 전체 정확도는 이 오차행렬의 대각선 빈도수의 합과 전체 영상의 

화소수와의 비율로 표현된다. 분류계급별 정확도는 두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하 

나는 오차행렬의 대각선의 값과 각 열의 합， 즉 참조지도에서 각 항목의 값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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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정확도를 제작자 정확도(producer ’ s accuracy) è} 하 

는데， 연구자가 주어진 기준내에서 분류가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할 

때 사용된다. 다른 하나는 오차행렬의 대각선의 빈도를 각 행의 합， 즉 분류된 항 

목의 합과의 비율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사용자 정확도(user ’ s accuracy) è} 

한다. 이것은 영상에서 분류된 항목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사용된다. 전체정확도와 제작자 정확도， 그리고 사용자 정확도를 모두 고려하 

여 영상의 정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전체 영상의 정확도는 우연히 정확할 확률이 포함되어 있어 엄격한 의미의 정 

확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연히 정확할 확률을 제외한 Kappa 지수가 정 

확도 검증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Kappa 지수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Jensen， 

1996). 

N 송 Xii- 송 (Xi+ X X+i) 1?=_1= 1 1= 1 

N2
- ζ(Xi+ X X+i) 

여기서， r은 오차행렬의 행의 수이며， Xii는 오차행렬에서 대각선의 값， 즉 분류 

영상과 참조지도가 일치하는 빈도이고 Xi+와 X+i는 각각 오차행렬에서 i 행의 합과 

i 열의 합이다. 그리고 N은 측정된 전체 화소의 갯수이다. 

영상의 정확도는 88.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원격탐사 영상의 정확도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몇몇 지점을 표본추출하여 표본의 정확도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전 

체 영상의 정확도를 추정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경우 전체 영상을 대상으로 참조지 

도와 비교한 결과이므로，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 

다. 전체정확도에서 우연히 영상의 분류결과가 바르게 평가될 경우의 수를 제외한 

평가도인 Kappa 지수는 84.6%로 나타났다. 제작자 정확도의 경우 경지와 염생습 

지의 분류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염생습지의 정확도는 다른 분류계급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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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낮게 나타났다. 사용자 정확도의 경우에도 염생습지의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 

다. 이는 염생습지의 면적이 다른 토지유형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오분류 화소의 

영향이 다른 계급에 비하여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지로 

의 오분류 화소가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갯벌의 경우 제작자 정확도는 매우 

높으나 사용자 정확도는 약간 저하되어 있다. 이는 갯벌이 염생습지로 오분류된 

화소가 비교적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급들이 80%를 상회하 

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정확도가 낮은 염생습지의 경우도 60%의 정확도 

를 보이고 있다. 전체 영상을 대상으로 정확도 평가를 수행한 결과， 대단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순천만 지역의 토지피복 정확도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참조지도를 래스 

터화하여 중첩분석 하였다. 이 방법은 참조지도의 래스터화 과정에서 벡터자료가 

혼합된 격자의 토지피복 정보를 할당할 때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다시 참조지도에서 480m 간격내에서 임의의 지점을 선정하여 정확도 평가를 하였 

다. 임의로 선정된 표본지점은 그림 41과 같다. 모두 1024개의 지점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표본지점의 참조지도에서의 토지피복 값과 영상에서 분류된 값을 비교하 

였다. 표본지점의 정확도는 표 7과 같다. 임의의 지점을 선정한 결과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분류정확도가 9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작자 정 

확도와 사용자 정확도 역시 90%가 넘는 높은 분류정확도가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확도 평가와 비교하여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정 

확도가 과장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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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표본추출 지점의 정확도 

잖혈f 수역 갯벌 

수역 150 0 
갯벌 1 73 
식생 0 0 
경지 0 0 
도시역 1 0 
염생습지 0 0 
=c;-동 님L 152 73 
사용자 

98.7% 100% 
정확도 

전체정확도 : 97.5 0/0 

Kappa I ndex : 96.5 0/0 

식생 

1 
0 

478 
0 
9 
0 

488 

98.0% 

경지 도시역 
염생 

총 합 
제작자 

습지 정확도 

1 1 0 153 98.0% 
0 0 0 74 98.6% 
0 0 0 478 100.0% 

154 2 0 156 98.7% 
9 124 0 143 86.7% 
0 0 20 20 100% 

164 127 20 1024 

93.9% 9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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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정확도 평가를 위한 표본지점 선정 

순천만 지역의 영상을 분류하고 정확성을 평가한 결과 90%에 가까운 높은 분 

류정확도를 구할 수 있었다 영상을 분류한 결과 얻어진 정확도는 영상의 해상도 

에 따라 변화힌다 일반적으로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질수록 정확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윈격탐사 영상이 가지고 있는 축척의 영향에 따라 정확 

도의 변화는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정확도의 평가과정에서 좋지 않은 정확도로 

나타난 영생습지와 경지 ， 갯벌 등의 토지유형도 해싱도의 변화에 따라 각각 정확 

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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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상도별 영상의 분류정확도 변화 

순천만 지역의 영상을 이용하여 해상도를 저감한 영상을 각각 작성한 후 동일 

한 훈련지역을 사용하여 영상을 분류하였다. 30m 해상도의 영상으로부터 480m 

해상도의 영상까지 30m 간격으로 모두 16가지의 영상을 토지유형 분류하였다. 분 

류계급은 순천만 해안습지의 분석과정에서 설정한 6개 계급이다. 

해상도에 따라 각각의 영상은 동일한 훈련지역의 통계량을 기반으로 나머지 화 

소들이 분류되었다. 순천만 지역의 토지유형 분류를 위해 선정된 훈련지역을 이용 

하여 각 해상도마다 영상을 분류하였다. 훈련지역은 ER-Mapper에서 선정한 후， 

IDRISI의 벡터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IDRISI의 영상처리 모율은 지리좌표를 가진 

벡터자료를 대상으로 훈련지역의 통계적 특성을 계산하고 이를 signature 파일에 

저장한다. 각각의 해상도마다 동일한 훈련지역을 적용하여 signature 파일을 작성 

하였다. signature 파일에는 훈련지역의 기초통계량과 밴드별 공분산 행렬이 저장 

된다. signature 파일을 이용하여 IDRISI의 영상분류 모률을 이용하여 각 해상도 

의 영상을 토지유형 분류할 수 있었다. 영상의 분류에는 공간 해상도가 상이한 6 

번 밴드를 제외한 6개의 밴드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토지유형 분류의 결과 167}지 해상도의 토지유형 속성 

정보를 표현한 공간자료를 작성하였다. 167}지 해상도의 영상을 대상으로 동일한 

훈련지역을 적용하여 토지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그림 42에서 44와 같다. 그림과 

같이 해상도가 변화하면서 분류된 속성정보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해상도가 낮 

아지 면서 혼합화소의 수가 많아지 면서 분류정 확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300m보다 낮은 해상도의 영상에서는 혼합화소의 영향으로 도시역으로 분류된 화 

소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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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해상도 60m 해상도 

90m 해상도 120m 해상도 

150m 해상도 180m 해상도 

〈그림 42> 해상도별 영상의 속성분류 결과 (30m - 1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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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 해상도 

270m 해상도 

330m 해상도 

240m 해상도 

300m 해상도 

I':J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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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m 해상도 

〈그림 43> 해상도별 영상의 속성분류 결과 (210m - 3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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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m 해상도 

450m 해상도 

420m 해상도 

.~ 

. 낼 l 
~흩안 ~ 

i님， -- -

。

480m 해상도 

〈그림 44> 해상도별 영상의 속성문류 결과 (390m - 쟁Om) 

변환원 속성정보는 실제의 속성지도와 비교하여 정확도가 검증되어야 힌다 본 

연구에서는 순천만 지역의 조사결과 구축된 참조지도틀 영상의 해상도에 맞게 래 

스터화 하여 다양한 해상도의 래스터 참조지도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래스터 창조 

지도와 영상의 문류결과를 중천분석하여 전체 영상의 오차행렬을 작성하였다 순 

천만 지역의 영상을 대상으로 해상도에 따라 각각 분류한 결과 그림 45와 갇은 

진체 해상도의 변화를 찾을 수 있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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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참조지도를 래스터화하여 측정한 분류정확도의 해상도별 변화 

전체 영상의 분류정확도는 그림 45와 같이 해상도에 따라 특이하게 변화한다. 

120m 해상도까지는 분류정확도의 변화가 적다가 150m 해상도부터는 분류정확도 

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난다. 특이할 점은 240m 해상도와 270m 해상도에서 다시 

분류정확도의 향상이 나타나는데， 이 해상도에서 분광분리도가 향상된 현상과 일 

치하고 있다. 또한 360m 해상도와 420m 해상도에서도 분류정확도의 향상이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분류정확도 평가방법은 참조지도의 래스터화 과정에서 지도정보의 왜곡 

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참조지도로부터 480m 간격으로 임의의 지점을 선 

정하여 분류정확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보완하였다. 분류정확도 평가를 위 

한 표본지점은 모든 해상도에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표본추출한 점의 분류정확 

도는 그림 46과 같이 해상도에 따라 변화한다. 참조지도를 래스터화하여 측정한 

분류정확도와 비교해보면， 120m 해상도까지 분류정확도가 하락하는 현상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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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150m 해상도와 300m 해상도에서 분류정 

확도의 급격한 저하가 나타나며， 240m 해상도와 270 해상도에서 분류정확도의 증 

가가 나타나고 있다. 120m 해상도까지는 분류정확도 평가를 위한 표본의 수가 상 

대적으로 적어 분류정확도가 과장된 것으로 사료된다. 분류정확도의 변화를 파악 

하기 위한 두가지의 분류정확도 측정기법 모두에서 해상도에 따른 분류정확도의 

공통적 인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체정확도 

100.α% 

95.000Æ, 

OO.OOOÆ, 

85.000Æ, 

OO.OOOÆ, 

75.αw。

70.αw。

65α% 

00.αw。

55.α% 

9::>.OOOÆ, 

30 ∞ 00 120 19::> 1 ∞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9::> 400 

〈그림 46> 표본추출하여 측정한 분류정확도의 해상도별 변화 

참조지도를 래스터화한 자료와 비교한 Kappa 지수는 변화는 분류정확도의 해상 

도에 따른 변화와 유사하다(그림 47). 120m의 해상도까지 정확도의 변화가 없다가 

150m 해상도부터 정확도가 하락하여 210m 해상도에서는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240m와 270m 해상도에서 다시 정확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 

다. 분류정확도만으로 해상도를 평가한다면 120m 해상도까지가 적정 해상도라 할 

수 있으며， 240m와 270m의 해상도도 정확도가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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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임의의 지점올 표본추출하여 분류정확도를 측정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 

림 48와 같이 120m 해상도까지는 분류정확도가 하락하지만 그보다 낮은 해상도에 

서는 분류정확도의 변화가 그림 47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1----- 없ppa Index 

00.0% 

85.0% 

00.0% 

75.0010 

70.0010 

65.0010 

00.0010 

55.0% 

5).0010 ‘ “ ’ l 

3) ∞ ∞ 1æ 15) 100 210 24o 270 3)Q :m 300 300 4æ 45) 400 I 

〈그림 47> 참조지도를 래스터화하여 측정한 분류정확도으I Kappa I ndex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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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a Index 

100.α% 

95.α% 

00.α% 

85.α% 

80.00% 

75.00% 

70.α% 

65.α% 

00.00% 

55.0꺼6 

00.00% 
3) 00 00 1æ 1&> 100 낀o 240 270 :m 3:l) 훌n 훌Ä) 4æ 400 400 

〈그림 48> 표본추훌하여 측정한 분류정확도으I Kappa Index 변화 

각 분류계급별로 제작자 정확도와 사용자 정확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참조지 

도를 래스터화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류결과와 정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그림 

49와 같다. 제작자 정확도에서는 수역， 갯벌， 식생 계급이 해상도의 변화에도 꾸준 

히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경지 도시역， 염생습지 계급은 

120m 해상도까지는 정확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의 해상도에서는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40m 와 270m 해상도에서 도시역의 정확도 증가가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450m 해상도에서는 갯벌과 도시역， 염생습지의 정확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참조지도를 표본추출하여 정확도를 평가한 그림 50 

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참조지도를 표본추출하여 평가한 결과는 참조지도를 래 

스터화한 결과보다 정확도의 하락폭은 작지만 역시 450m 해상도에서 정확도가 하 

락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참조지도의 래스터화 

과정에서 토지유형의 혼합도가 커져 정확도의 감소가 발생한다. 해상도가 낮아질 

수록 격자를 대표하는 토지유형의 대표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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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정확도 

12J.OOOA, 

1CX).OOOA, 

80.α% -응-수역 

-톨-갯벌 

00.α% 
-융-식생 

-육-경지 

-훌-도시역 
4O.000A, -.-염생습지 

2J.OOOA, 

0.0:꺼8 

〈그림 49> 참조지도를 래스터화하여 측정한 제작자 정확도의 변화 

I 제작자정확도 

12J.OO% 

100.000A, 

8O.000A, 

00.αw。

40.00%。

2J.α% 

O.OOOA, 

æ 00 00 12J 1&l 100 낀o 240 270 300 3æ 않n 300 420 4&) 480 

〈그림 50> 표본추출하여 측정한 제작자 정확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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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성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할 때 화소들간의 분리도가 감소하여 토지유형 

분류의 정확도가 감소한다. 훈련지역을 선정하고 각 분류계급의 평균과 공분산을 

계산할 때， 분광특성의 분리가 더 이상 올바르게 되지 않아 분류의 정확도가 감소 

한다. 특히 도시역의 경우 낮은 해상도의 영상에서 훈련지역의 통계량을 계산할 

때， 다른 토지유형과 혼합도가 증가하여， 많은 화소들이 오분류되고 있다. 

사용자 정확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51은 참조지도를 

래스터화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류정확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수역과 식생은 정확 

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으나 갯벌 경지 도시역 염생습지 계급은 해상도의 변 

화에 따른 정확도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사용자 정확도의 경우도 240m 해상 

도와 270m 해상도에서 정확도의 증가가 나타난다. 450m 해상도에서는 갯벌의 정 

확도가 매우 낮게 측정되었으며 도시역의 정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참조지도를 표본추출하여 정확도를 평가한 그림 52를 살펴보면 450m 해상도에서 

정확도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참조지도를 래스터화한 자료가 가 

지고 있는 토지유형의 혼합도가 정확도 평가에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토지유형별 정확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상도에 따른 토지유형 분류면 

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53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토지유형이 450m 해상도 

에서 크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식생의 경우 면적이 크게 줄었고， 도시역과 

경지， 염생습지의 경우 면적이 크게 늘었다. 이전 해상도에서 식생으로 분류되던 

화소들이 450m 해상도에서는 도시역으로 분류되었다. 도시역으로 분류된 화소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역의 제작자 정확도는 감소하고， 사용자 정확도는 증가한 결과 

가 나타났다. 450m 해상도에서는 참조지도를 래스터화 한 자료와 위성영상의 분 

류한 결과 모두 다른 해상도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참조지도에서는 토지 

유형의 혼합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성영상의 분류결과 토지유형별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순천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 특성과 영 

상의 해상도 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분류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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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참조지도를 래스터화하여 측정한 사용자 정확도의 변화 

사용자정확도 | 

12O.000A, 

100.000A, b-.! 

80. (X)% 

00.α% 

4O.CX꺼& 

2O.000A, 

o.∞% 

30 00 00 120 100 100 210 240 270 :rn 33) 3ro 옷~ 420 400 4∞ 

〈그림 52> 표본추출하여 측정한 사용자 정확도의 변화 

- 107 -



분류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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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토지유형 분류면적의 해상도벌 변화 

정확도의 측면에서 순천만 지역의 적정해상도를 모색한다면， 120m 해상도까지 

는 원래의 영상과 비교하여 정보의 변화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120m 해상도 이 

후에는 해상도의 감소에 따른 정보의 정확도가 감소되었으나 240m와 270m 해상 

도에서는 오히려 정확도가 증가하고 있다. 순천만 지역의 영상의 경우 이들 해상 

도에서 축척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450m 해상도에서는 올바른 

토지피복분류가 되지 않았다. 

제작자 정확도와 사용자 정확도의 변화에서 염생습지의 정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상도에 따른 정확도의 변화가 다른 분류계급에 비하여 특이하 

게 나타났다. 습지의 해상도에 따른 정확도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순천 

만에서 3개의 구역을 잘라내어 정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변화를 모색하였다. 잘 

라낸 구역은 그림 52와 같이 순천만 하구와 동쪽과 서쪽으로 1개 구역씩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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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잘라낸 하위 영상은 64행 X64열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잘라낸 영상을 대상으로 참조지도와 정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원래의 30m 해 

상도에서 각 지역의 정확도는 표 8과 같다. 구역 1의 경우 수역과 갯벌， 그리고 

염생습지의 세가지 분류계급으로 토지유형이 분류되었다. 구역 2와 구역 3의 경우 

갯벌， 염생습지， 삼림， 도시역， 경지의 다섯가지 토지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순천만 

의 영상으로부터 습지부분을 잘라낸 세가지 영상은 약 70% 정도의 Kappa lndex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영상의 분류정확도(88.9%)와 Kappa Index(84.6%) 

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는 제작자 정확도와 사용자 정확도에서 갯벌과 염생습지의 

분류정확도가 낮았던 현상과 일치한다. 

<표 8> 습지 구역의 분류정확도 

구역 1 구역 2 구역 3 

전체정확도 83.7 % 8l.2 % 83.1 % 

Kappa lndex 69.6 % 75.4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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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없〉 습지 구역의 위치 

잘라낸 구역을 대상으로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kappa index)의 변화는 

그립 53과 같다 그림과 같이 습지지역을 잘라낸 세기지 구역 모두에샤 전체 영상 

에서 나타난 경향과 비슷한 경향이 보이고 있다 구역에 따라 약깐의 차이는 있으 

나 150m 해상도에서 정확도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240m 해상도와 270m 해 

상도에서는 정확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디 이러한 현상은 전체 영상의 정확도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 습지와 수역만으로 구성된 구역 l 의 경우 분류정확도가 다 

른 구역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디 특히 150m 해상도에서 정확도의 급격한 하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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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240와 270m 해상도에서도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이 구역은 

다른 토지유형이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정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해상도에 따른 변화특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구역 2와 구역 3의 경우 육 

상부와 염생습지를 포함하고 있어 정확도의 변화는 전체영상과 유사하다. 전체영 

상으로부터 잘라낸 습지의 분류정확도가 전체 영상보다는 낮지만， 이들 영상의 해 

상도에 따른 변화는 전체영상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서 속성정보의 정확도가 특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습지의 

부분영상에도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원격탐사 영상으로부 

터 속성을 파악한 분류정확도의 변화는 해상도에 따른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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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습지 구역의 분류정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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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영상은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분류정확도가 변화하고 있다. 해상도가 

낮아지면 정확도 역시 낮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정확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해상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원격탐사 영상이 가지고 있는 축척 의존 

성의 영향 때문이다. 이와같이 해상도에 따른 속성정보의 분류정확도의 변화를 미 

리 예측하기 위해서는 해상도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지수의 선정이 요구된다. 이 

러한 지수는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속성정보 특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속성정보의 분류정확도 역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의 특성 

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각종 지수들을 대상으로 영상의 특성변화와 속성정보 

의 분류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수들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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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 장 위성영상의 적정 해상도 탐색 

제 1 절 해상도 특성 지수의 팔요성 

원격탐사와 영상처리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해상도의 원격탐사 영상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원격탐사 영상은 지표면의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해상도가 변화함에 

따라 축척 효과(scale effect)에 의해 특성이 변화한다. 연구자는 다양한 해상도의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지리현상이 나타나는 적정 해상도(optimum 

resolution or operational scale)를 선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해상도의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연구에 펼요한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특성을 지수화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해상도 특성을 표현하는 지수란 

해상도 변화에 따른 영상의 특성의 변화를 대표값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해상도에 

따라 영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지수의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의 변화를 분석하 

면 적정해상도 탐색이 가능하게 된다. 연구자는 지수의 변화를 통하여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적정 해상도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도에 따라 변화하는 영상의 특성을 표현할 지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 

요로 한다. 첫째， 해상도에 따른 변화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즉， 해상도의 변 

화에 따른 지수의 민감도(sensi ti vi ty )가 높아야 한다. 해상도의 변화를 표현하는 

지수는 영상 특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해상도에 따른 영상 

특성의 변화는 일종의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13)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의 특성을 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수를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13)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이란 지리학적 분석에 있어 지리모형의 입력요소에 
포함된 변이가 분석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분석하는 연구기법이 

다. GIS 모형에 있어 입력자료를 변화하면서 결과의 변화를 파악하는 기법으로 사용되 
고 있다.<Lowick， Monson and Svoboda,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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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처리과정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상으로부터 필요한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전처리 (preprocessing ), 훈련지역 설정， 영상의 분류 

(c1assification) , 정 확도 평가(accuracy assessment) 등 일 련의 영상처 리 절차를 필 

요로 한다. 해상도에 따른 원격탐사 영상의 특성올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과정을 모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해상도를 측정하는 지수는 최소한 

의 영상처리 절차만을 거치면서도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수가 마련되어 

야 한다. 셋째 속성정보의 분류 정확도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원격탐사 영상 

은 최종적으로 지표면의 분류된 속성정보로 변환된다. 이러한 속성정보의 질을 평 

가하는 방법이 분류정확도이다. 따라서 분류정확도는 다양한 해상도로부터 분류된 

속성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해상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는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변화를 표현하여야 하므로， 

분류정확도와 밀접한 관계가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개발된 해상도 특성 지수들은 원래의 영상， 즉 영상처리 과정 

(image processing)을 거치지 않은 영상의 구조특성에 중점을 두어왔다. 대표적인 

측정기법으로는 국지적 분산Oocal variance)과 프래탈 차원(fractal dimension) 등 

이 있다. 원래의 영상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수는 이론적으로 해상도의 변화에 따 

라 민감하게 변화하고 지수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적정해상도를 탐색할 수 있 

다. 국지적 분산과 프랙탈 차원은 해상도에 따른 지수의 변화과정에서 곡선의 정 

점에 해당하는 해상도가 적정 해상도라고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해상도 특성 지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실제의 영상에 이들 해상도 특성 지수를 적용한 결과 해상도에 따른 경 

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 국지적 분산과 프래탈 차원 둥의 해상도 특성 지수는 실 

험을 위해 모의로 제작된 영상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실제의 영상은 이론 

과 같이 뚜렷한 경향올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선행 해상도 특성 지수는 영상으로 

부터 취득되는 속성정보에 대한 처리과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원격탐사 영상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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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영상의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속성정보가 해상도의 변화 

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지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속성정보의 변화를 반영 

하고， 영상처리 과정에서 분류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해상도에 따른 속성정보 

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가 선정되어야 한다. 

순천만 영상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해상도 특성 측정기법을 적용한 결과 

순천만 해안습지의 다양한 토지유형과 규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 국지적 

분산과 프래탈 차원은 영상전체의 복잡도를 표현하는 지수로 순천만 해안습지와 

같이 서로 다른 지표면의 특성들이 혼재한 영상에서는 해상도의 변화특성을 명확 

히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 

지 않아， 영상의 이용과 분석의 측면에서 해상도의 영향을 평가할 수 없었다. 원 

격탐사 영상으로부터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탐색하고 적절한 해상도를 탐 

색하기 위해서는 해상도 변화에 대한 영상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와 분광분리도 

를 반영한 새로운 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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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상도 특성 지수의 선정 

1. 적정 해상도 선정와 해상도 특성지수 

원격탐사 영상의 해상도에 따른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적용하 

였던 대표값들을 대상으로 해상도 특성 지수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그림 56에서 영상의 해상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법들을 정리하였다. 

영상자체의 구조특성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기초통계량의 변화와 국지적 분산， 프 

래탈 차원， 분산영상의 공간적 분포기법을 살펴보고 순천만 영상에 이들 기법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법으 

로 훈련지역의 특성을 표현하는 Divergence, J -M 거리， Mahalanobis 거리 등의 

세가지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을 살펴보고 순천만 영상의 특성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기법들이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특성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해상도에 따른 분류정확도와 비교하였다. 각 해상도 특성 측정기법들 

이 분류정확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교하여 분류정확도의 변화를 반영 

하는 해상도 특성 기법들을 선정하였다. 

| 구조특용록칠 JI 법 | 
원영상의 특성을 표현 

기초통계량 

• Local Variance 
• Fractal 차원 
• 분산영상의 공간적 분포 

「속성정보 특성 측정 l 
| 훈련지역의 특성을 표현 

| · Divergence 
• J-M distance 

〈그림 56> 해상도 특성 측정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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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영상의 구조특성을 측정하는 기법을 대상으로 해상도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지수를 탐색하였다. 영상의 기초통계적 특성의 경우 평균과 분산， 최소값 

등에서는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지수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대값과 첨도의 경우 150m 해상도를 기점으로 지수의 변화패턴이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그림 22 그림 24) , 150m 해상도까지는 해상도가 변화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지적 분산의 경우， 

90m 해상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의 해상도에서는 완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그림 25) , 프랙탈 차원은 불규칙한 변화로 특정 해상도를 선정하기 어렵다 

(그림 26) , 이들 해상도 특성 측정기법들은 일정한 해상도까지의 변화패턴은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패턴만을 이용하여 원격탐사 영상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 

기는 부족하다. 최대값과 첨도의 경우 특정한 해상도만을 기점으로 특성이 변화하 

고 있고， 국지적 분산과 프랙탈 차원은 이론적으로 제시한 적정해상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된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 

상관 지수의 경우 영상의 해상도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다른 지수들에 비하여 일 

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27 그림 28) ,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 

(Moran ’s I)는 150m 해상도와 300m 해상도에서 지수의 정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해상도에서 분포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20m 해상도에서 150m 해상도로 변화할 때와 270m 해상도에서 300m 해상도로 

변화할 때 영상의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해상도에 따른 정확 

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들 해상도에서 정확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분산영 

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가 정점인 해상도에서 영상의 특성이 변화하며， 이는 정확 

성 평가의 결과 정확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지점과 일치한다.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는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특성변화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상도에 따른 속성정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훈련지역의 통계량을 이 

용하여 영상의 분류정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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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훈련지역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지수로서 분광분리도 측정방법을 적용하 

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광분리도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세가지 기법 중에서 

Divergence는 분광거리가 급격히 증가하는 단점으로 해상도에 따른 분광분리도의 

표현에 적합하지 못하다(그림 32). 그러나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는 분류 

정확도의 변화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분광분리도에서 정점으로 나타나는 

90m와 240m, 270m 해상도에서 정확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그림 33, 그림 

34). 특히 240m와 270m 해상도에서 정확도의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은 분광분리도 

의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는 해상도에 따 

른 속성정보의 특성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상의 특성과 정확도 변화를 관련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첫째， 분류 정확도의 하락시점인 120m와 300m 해상도는 분산 영상의 분포패턴이 

변화하는 해상도와 일치한다. 즉 분산 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인 Moran ’s 1 

수치가 정점인 지점에서 정확도가 하락하는 해상도로 해석된다. 정확도가 해상도 

의 영향에 의해 하락하는 해상도는 분산 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둘째， 분리도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의 

변화가 분류정확도의 변화와 유사하다. 특히 240m와 270m 해상도에서 나타나는 

분광분리도의 증가 현상은 정확도 변화에서 나타나는 정확도 상승지점과 일치한 

다. 분광분리도는 속성정보의 분류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간편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분산 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와 분광분리도 

(J-M 거리， Mahalanobis 거리)는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속성정보의 변화를 잘 반 

영하고 있는 지수라 할 수 있다. 

2. 해상도 특성 지수의 선정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수는 크게 두가지 종류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속성정보 분류과정 이전의 영상을 대상으로 해상도에 

따른 특성올 파악하는 지수이다. 선행 연구의 기술통계적 분석이나 국지적 분산， 

프래탈 차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지수들은 영상에 적용한 결과 뚜렷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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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최대값과 첨도의 경우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지만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의 경우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지수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변화양상 

이 속성정보의 분류정확도와도 어느정도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간적 자기상 

관도가 정점인 해상도에서는 속성정보의 분류정확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해상도와 

일치하고 있어， 분산영상의 공간분포가 변화하는 해상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를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구조특성 변화를 파악 

할 수 있는 지수로 선정할 수 있다. 

둘째는 속성정보의 파악과정에서 훈련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수이다.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분류된 속성정보의 특성은 영상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영상으로부터 속성을 분류하는 영상처리 과정을 모두 거치지 않고도 속성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해상도 특성 지수로 이용할 수 있다. 속성 

정보의 분류를 위해 선정되는 훈련지역은 영상분류 과정에서 속성정보의 특성을 

정의하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훈련지역의 분석을 통하여 속성정보 

의 질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다. 순천만 지역의 영상을 대상으로 선정된 

훈련지역의 기초적인 통계량과 분광분리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훈련지역의 통계 

량은 밴드별로 해상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밴드간의 공분산이 

배제되어 있어 해상도 변화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다변량 공간에서의 분광분리도를 적용하여 훈련지역의 특성을 파악 

하였다. 분광분리도의 경우 Divergence는 해상도에 따른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는 해상도에 따른 변화가 잘 나타난다. 또한 

이들 분광분리도는 해상도에 따른 분류정확도의 결과와도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속성정보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해상도 특성 지수로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인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를 사용할 수 있다. 

분산의 공간적 자기상관도와 훈련지역의 분광분리도는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속성정보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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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들이다. 이들은 해상도에 따른 변화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 영상의 모든 처리 

과정올 거치지 않고 해상도의 변화와 훈련지역의 선정만으로 쉽게 지수를 구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의 분류정확도의 평가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특성올 분석하는데 적 

합한 지수들이라 할 수 있다. 

3. 해상도 특성 지수의 평가 

영상의 해상도 특성을 표현하는 지수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확도와의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두가지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는 원격 

탐사 영상의 구조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해상도 특성 측정 기법들과 분류정확도를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로 영상으로부터 분류되는 속성정보의 

경향을 예측하기 위한 분광분리도와 분류정확도의 변화를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방법은 Spearman의 비모수 순위상관 분석을 행하였 

다. 순위상관 분석은 자료의 양이 작거나 서열척도일 경우 사용되는 상관관계 분 

석방법이다. 본 연구의 경우 30m 해상도부터 300m 해상도까지 117ij 의 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Pearson의 상관분석보다는 순위상관 분석이 적합하다. 순위상 

관 분석은 자료의 값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순위에 따른 서열을 부여한 후， 다음의 

식으로 상관계수를 도출한다. 

6Zd? 
YS= 1- n( η2_ 1) 

여기서 n은 자료의 수이며， di는 두 개의 자료에서 순위의 차이이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특성을 측정하는 지수들과 분류정확도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원격탐사 영상의 구조특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원격탐사 영상의 구조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국지적 분산， 프래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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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그리고 분산영상의 자기상관도와 분류정확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해상도별 분류정확도와 구조특성 측정지수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국지적 분산 

-0.273 

프래탈 

-0.200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 

-0.717 

분류정확도와 영상의 구조특성을 나타내는 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분산 

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구조특성 측정지 

수들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국지적 분산과 프래탈 차원 등 기존의 

구조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지수들은 정확도와의 상관관계가 적게 나타 

났다.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는 다른 측정지수들에 비하여 부의 상관관계 

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산 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높을수록 

영상의 분류정확도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 

가 정점인 해상도에서 분류정확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도 분류정확도와 분산 

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간의 부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간의 상관관 

계를 모식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분류정확도와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의 

산포도는 그림 57과 같다. 그림과 같이 이들간의 상관관계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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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분류정확도와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의 산포도 

2) 원격탐사 영상의 분광분리도와 분류정확도 변화와의 상관관계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가지 분 

광분리도 측정기법인 Divergence, J-M 거리， 그리고 Mahalanobis 거리와 분류정 

확도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광분리도는 속성정보 

의 변화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분광분리도의 변화량과 분류정확도의 

변화량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10> 분광분리 도와 분류정 확도 변 화와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리
.
 
-거

 -?m 
M 

-
ι
 

TlJ-

Mahalanobis 
0.588 

Divergence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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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변화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분광분리도는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의 변화가 분류정확도의 

변화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ergence는 분류정확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는 해상도의 변화에 따 

른 속성정보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부터 파악된 속성 

정보의 분류정확도의 변화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Divergence의 경우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속성정보의 변화를 분광분리도로 표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분광분리도는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분광분리도 측정기법과 

해상도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산포도로 표현하였다. 그림 58은 분류정확도의 변 

화와 J-M 거리의 변화를 산포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이들간의 자료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59는 분류정확도와 변화와 Mahalanobis 거리 

의 변화를 산포도로 표현한 것이다. Mahalanobis 거리 역시 J-M 거리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는 분류 

정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한 지수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해상도에 따른 전반적 영상의 변화를 파 

악하고， 해상도가 변화하는 지점 (scale of action)을 탐색할 경우에는 유용한 지수 

로 사료된다. 또한 정확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지수로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가 사용될 수 있다. 이들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은 정확도의 변화 

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분광분리도가 크게 증가한 해상도가 분류정확도가 

향상되는 해상도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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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 저l안 

다양한 해상도의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적정 해상도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 

상도 특성 지수를 이용한 영상의 특성변화를 파악하여야 한다. 원격탐사 영상의 

적정 해상도는 영상으로부터 나타나는 속성정보가 잘 표현되는 현상반영 축척에 

해당되는 해상도이다.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지리현상을 가장 명확히 표현하 

는 해상도를 탐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수 

를 선정하고， 이 지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적정해상도를 선정할 수 있다.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원격탐사 영상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지수로 분산영상 

의 공간적 자기상관， J-M 거리， Mahalanobis 거리를 선정하였다. 영상의 분류정 

확도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가 분류정확도와 유의 

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분광분리도 측정지표인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가 분류정확도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지수를 탐색한 결과， 영상의 특성 

변화를 하나의 대표값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 영상의 구조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는 분류정확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영상의 속성정보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분광분리도는 분류정확도의 변화와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같이 영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지수들 중에서 하 

나의 기준만으로 적정해상도를 선정하는 과정에 사용될 수는 없다. 해상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들은 개발목적에 따라 각자 다른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법들을 조합하여 적정해상도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도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지수로 선정된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와 J-M 거리， Mahalanobis 거리를 조합하여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원격탐사 영상의 적정 해상도 탐색을 위한 절차를 모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6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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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구조특성 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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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정보 H~에 적앙한 빼상도 

〈그림 60> 적정 해상도 탐색 절차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은 기하보정된 영상으로부터 훈련 

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유형을 분류한 후 정확성을 명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히 영상으로부터 파악되 

는 속성의 특성올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상처리 과정올 거쳐 정확도가 명 

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해상도의 모든 영상으로부터 속성올 분류하고 정확 

성올 명가하기 위해서는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영상처리 과정을 

모두 수행하지 않고서도 영상으로부터 파악왼 속성정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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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의 탐색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적정해상도의 선정을 위한 선행연구는 원래의 영상을 대상으로 해 

상도에 따른 구조특성을 파악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적정해상도의 탐색을 위하여 

국지적 분산과 프랙탈 차원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영상에 이들 지수를 적용한 결 

과 해상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영상으로부터 취득되는 

속성정보의 처리과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속성정보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었 

다. 

이에 원격탐사 영상의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를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고 

자 한다. 우선 영상의 구조특성을 측정을 통한 변화 해상도를 선정하고， 다음 단 

계로 분광분리도 측정을 통한 속성정보의 표현 해상도를 선정한다. 적정 해상도의 

탐색절차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위성영상 구조특성의 변화 해상도 탐색 

영상의 구조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영상의 특성이 변화하는 해상도(scale of 

action)를 선정할 수 있다. 영상의 구조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 

는 것보다는 해상도에 따른 영상특성의 변화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 

상의 특성이 변화하는 해상도를 탐색하기 위한 지수로는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 

상관도를 선정하였다. 해상도의 변화과정에서 파생되는 분산영상의 공간적 분포패 

턴을 파악함으로써 해상도 변화에 따른 영상의 특성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웨이브렛 다해상도 분해과정에서 구체적 영상(detail image)의 해석과 같은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분해구조특성의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를 이용한 적정 

해상도 탐색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단계 :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할 때 새로운 해상도의 영상과 함께 분산영상을 

동시에 제작한다. 영상에서 인접한 화소들을 묶어 새로운 화소를 작성함으로써 해 

상도를 변화한다. 이때 새로운 영상으로 합쳐지는 화소들간의 분산을 계산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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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영상을 제작한다. 분산영상은 해상도를 저감할 때 저감된 영상과 원래의 영상간 

의 차이를 표현하는 영상이다. 따라서 분산영상의 공간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해상 

도 저감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2 단계 : 해상도의 변화과정에서 제작된 분산영상을 대상으로 공간적 자기상관 

도 측정지수인 Moran ’s 1를 계산한다. Moran ’s 1는 인접한 화소들간의 차이가 임 

의적인가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지수로 I의 값이 높을수록 공 

간적 자기상관도가 높다고 할 수 었다. 공간적 자기상관도가 높으면 공간적 분포 

패턴은 집중된다. 분산영상의 공간적 분포패턴이 집중되면 해상도 저감에 따른 일 

부구역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단계 : 각 해상도마다 측정된 Moran‘s 1 값을 해상도에 따라 비교한다. 

Moran ’ s 1 값은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다. 

4 단계 Morans ’I 값의 변화를 파악하여 변화 해상도를 선정한다. Moran ’s 1의 

변화를 표현한 그래프에서 곡선의 정점에 해당되는 해상도가 영상의 정보가 변화 

하는 해상도이다. 즉， 원격탐사 영상의 특성이 변화하는 해상도로써， 이 해상도를 

기준으로 영상의 정보가 변화하며， 분류정확도가 저하된다.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 분석을 통하여 영상의 특성이 변화하는 해상도 

를 탐색할 수 있다. 원격탐사 영상의 적정해상도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변화 해상 

도를 기준으로 영상의 속성정보가 적절히 표현되는 해상도를 탐색하여야 한다. 변 

화 해상도보다 높은 해상도에서는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분류정확도의 변화가 크 

지 않다. 그러나 변화 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의 경우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분 

류정확도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변화 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 

중에서 적정 해상도를 선정할 경우 속성정보의 표현에 적합한 해상도의 탐색 절 

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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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영상의 속성정보 표현에 적합한 해상도 탐색 

속성정보의 표현에 적합한 해상도의 탐색을 위해서는 훈련지역의 통계정보를 

이용한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Markham과 

Townshend(1981)의 연구에서와 같이 공간해상도가 영상의 분류결과에 미치는 주 

요 요인중의 하나가 분광분리도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는 속성정보의 변화과정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지수가 될 수 있다. J-M 거 

리나 Mahalanobis 거리가 높게 나타나는 해상도는 분류정확도가 향상되는 해상도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상도는 영상의 속성정보가 잘 표현되는 해상도라 

고할수 있다.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을 이용한 속성정보의 표현에 적합한 해상도 

의 탐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단계 :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훈련지역 (training set)을 설정한다. 훈련지역은 

영상으로부터 속성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분류 지역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훈련지역은 각 해상도의 영상에 적용된다. 

2 단계 : 각 해상도의 영상으로부터 훈련지역의 통계량을 계산하여 signature 

파일로 저장한다. 훈련지역의 통계량으로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밴드간 공 

분산 등이 있다. IDRISI나 ER-Mapper와 같은 영상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 

지역의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다. 

3 단겨I : 훈련지역의 통계특성을 담은 signature 파일로부터 분광분리도를 측정 

한다.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으로는 J-M 거리나 Mahalanobis 거리를 이용한다. 이 

들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은 영상으로부터 분류되는 속성정보의 분류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다. 

4 단계 : 각 해상도마다 측정된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를 해상도에 따 

라 비교한다. 이들 분광분리도는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특이한 변화양상을 나타내 

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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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의 변화를 파악하여 영상의 속성정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를 선정한다. 분광분리도의 변화를 표현한 그래프에 

서 지수의 값이 급속히 증가하는 해상도가 영상의 속성정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이다. 특히 변화 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 중에서 분광분리도가 증가하는 해 

상도는 영상으로부터 파악된 속성정보의 분류정확도가 증가하는 해상도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원격탐사 영상의 속성정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적정 해상도로 

선정할 수 있다. 

원격탐사 영상의 분광분리도 분석올 통하여 속성정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를 선정할 수 있다. 특히 분광분리도가 증가하는 해상도에서는 분류정확도 

의 향상올 예측할 수 있다.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은 변화 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 

에서 속성정보를 적절히 표현하고자 할 경우 적정 해상도를 선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와같이 원격탐사 영상의 구조특성 분석과 분광분리도 분석이라는 두가지의 

측정기법올 이용하여 적정 해상도를 2단계로 탐색할 수 었다. 개선된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는 기존의 해상도 측정기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 

다. 첫째， 개선된 적정 해상도 탐색기법은 영상의 특성이 변화하는 해상도， 즉 변 

화 해상도를 우선 선정한다. 기존의 해상도 특성 측정기법은 적정 해상도를 직접 

선정하였지만， 개선된 해상도 탐색 기법에서는 변화 해상도를 우선 탐색하여， 연 

구자에게 적정 해상도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변화 해상도를 

기준으로 자료의 질과 양을 고려하여 적정 해상도를 탐색할 수 있도록， 분석의 유 

연성을 부여하였다. 변화 해상도로 구분되는 범위는 영상특성이 변하지 않은 범위 

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낮은 해상도의 영상에서도 높은 해상도의 

영상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의 처리비용과 시간의 측 

면에서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영상을 분석하여 파악되는 속성의 정확 

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속성이 선명하게 표현되는 해상도를 탐색할 수 있다. 

분광분리도가 증가하는 해상도는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정확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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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상도라 할 수 있다. 원격탐사 영상의 이용목적은 속성을 파악하여 공간정보 

로 가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속성정보가 파악되는 해상도의 탐색이 필요하 

다. 이때 분광분리도를 이용하여 속성파악에 적합한 해상도를 탐색함으로써 명확 

한 정보의 파악이 가능하다. 본 연구과정에서 제시한 두가지 단계의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는 원격탐사 영상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적정 해상도를 탐색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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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의 적용 

원격탐사 영상의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2단계의 해상도 특성 측정기 

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적정 해상도 탐색기법이 다른 지역의 원격 

탐사 영상에도 얼마나 잘 적용되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순천만 이외의 다른 해 

안 습지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를 적용하였다. 적정 해상도 탐색 

기법을 적용하여 파악된 결과를 해상도별 참조지도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고 적정 해상도 탐색기법을 평가하였다. 

1. 적용대상 지역과 자료 

적정 해상도 탐색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순천만 지역의 영상 이외에 다른 해 

안습지의 영상을 이용하였다. 적용된 영상은 서해안 강화도 남단의 해안습지 지역 

을 선정하였다. 강화도 영상은 순천만과 같이 넓은 갯벌로 이루어져 있는 해안습 

지 영상이다. 순천만과 마찬가지로 바다와 갯벌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육상부는 

삼림과 경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습지에 비하여 복잡한 토지유형을 나타내고 있 

다. 해안습지의 영상은 토지유형이 복잡한 육상부와 토지유형이 상대적으로 단순 

한 수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화도 영상에서는 순천만 영상과 같이 대규모의 도 

시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염생습지 또한 뚜렷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강화도 영상 

은 순천만과 같이 토지유형의 분포가 이질적인 해안습지 지역이면서 토지피복의 

종류는 순천만에 비하여 간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적용 지역은 인천광역시 강 

화도와 남단의 해안습지 지역이며 1:50.000 도엽으로 강화와 김포의 일부에 해당 

한다. 

적용대상 영상은 강화도 남단 지역을 촬영한 LANDSAT TM 영상0996년 9월 

1일 촬영)을 이용하였다. 경기도와 서울을 차지하는 path 116, row 36의 

LANDSAT TM 영상 중에서 강화도 남단을 포함하는 영상을 잘라내었다. 잘라낸 

영상을 대상으로 기하보정 절차를 거쳐 영상의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하고，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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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를 부여하였다 보정된 영상으로부터 다시 시험 대상지역을 잘라내어 강화도 

남단의 영상을 마련하였디 영상의 위치는 TM 좌표로 143880 E로부터 159240 E, 

450710 N으로부터 466070N 에 해당되며， 영상의 크기는 512행 x 51 2열이다 적 

정 해상도 탐색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강화도 남단의 영성은 그립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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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 실힘을 위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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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해상도 탐색 1 단계 : 영상의 구조특성 측정 

강화도 남단 해안습지의 LANDSAT TM 영상으로부터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영상의 해상도를 저감하였다. 영상의 해상도는 인접한 화소들의 합쳐 평균 

값을 부여함으로써 저감된다. 이때 인접한 화소들간의 분산을 새로운 영상의 화소 

값으로 부여한 분산영상을 동시에 제작한다. 제작된 분산영상은 공간적 자기상관 

도 분석을 통하여 변화 해상도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용된다. 

해상도를 변화과정에서 제작된 분산영상을 대상으로 공간적 자기상관도를 측정 

한 결과는 그림 62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모든 밴드에 걸쳐 공간적 자기상관도 

는 해상도가 낮아질수록 점차 감소하다가 120m 해상도에서 점차 증가하여 180m 

해상도에서 정점을 보이고 있다. 밴드별 공간적 자기상관도를 평균으로 요약한 그 

림 63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적용 대상지역의 영상을 대상으로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를 측정한 결 

과 180m 해상도가 영상의 특성이 변화한 변화 해상도라 할 수 있다. 180m 해상 

도까지는 영상의 특성이 거의 변화가 없으며， 180m 해상도 이후 영상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180m 해상 

도를 기준으로 낮은 해상도에서는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을 통한 속성정보의 표현 

을 위한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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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실험영상의 밴드벌 공간적 자기상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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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실험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 밴드평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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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정 해상도 탐색 2 단계 : 영상의 분광분리도 측정 

원격탐사 영상의 속성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분 

광분리도를 측정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으로는 J-M 거 

리와 Mahalanobis 거리를 이용하였다. 분광분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 

지유형 분류계급을 설정하고 분류계급별 훈련지역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화도 남단 해안습지의 토지유형은 수역， 갯벌， 삼림， 경지의 4가지 계급으로 

설정하였다. 강화도 남단의 경우， 넓은 면적의 염생습지와 도시역이 존재하지 않 

아 분류계급에서 제외하였다. 설정된 각 토지유형별로 두 개씩의 훈련지역을 선정 

하였다. 훈련지역은 벡터 파일 형태로 선정하여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에 공통적 

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각 해상도의 영상을 대상으로 훈련지역의 기초통계량과 

밴드간 공분산이 계산되며， 그 결과는 signature 파일로 저장된다. 작성된 

signature 파일올 대상으로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인 J-M 거리와 Mahalanobis 거 

리를 측정하였다.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으로부터 훈련지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훈련지역의 통계량 

을 이용하여 다양한 해상도에서 분광분리도를 각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분광분리도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 64와 그림 65와 같다. 그림 64는 

J-M 거리의 해상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65는 Mahalanobis 거 

리의 해상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변화 해상도인 180m 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에서 분광분리도의 변화 

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40m 해상도와 270m 해상도에서 분광분리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해상도에서 속정정보가 잘 구분된다는 것을 가 

리키며， 따라서 이들 해상도가 속성정보의 표현에 적합한 적정 해상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변화 해상도인 180m 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에서는 속성정보의 표 

현에 적합한 해상도로 240m 해상도와 270m 해상도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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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시험 대상지역의 영상은 다음과 같은 해상도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첫째， 영상의 구조특성이 변화하는 변화 해상도는 180m 이다. 이는 분 

산 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를 분석함으로서 선정될 수 있다.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의 변화를 해상도에 따라 분석할 때 그 변화가 정점인 해상도가 영상 

의 구조특성이 변화하는 변화 해상도라 할 수 있다. 둘째， 변화 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에서 영상의 속성정보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적정 해상도는 240m 해상도와 

270m 해상도이다. 이는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와 같은 분광분리도 측정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각 해상도의 영상으로부터 설정된 훈련지역의 통계량을 

기반으로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를 측정한다. 해상도에 따른 분광분리도 

의 변화를 분석할 때 분광분리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해상도가 속성정보의 표현에 

적합한 적정 해상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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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실험 영상의 J-M 거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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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실험 영상의 Mahalanobis 거리 변화 

4.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의 평가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변화 해상도와 속성정보의 표현을 위한 

적정 해상도가 영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영상을 

토지피복 분류하고 분류정확도 분석을 통하여 분류결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해상도에 따른 분류정확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에서 

나타난 영상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먼저 각 해상도의 영상에서 선정된 훈련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유형 분류를 실시 

하였다. 강화도 남단 해안습지 지역의 토지유형 분류계급은 수역， 갯벌， 경지， 삼 

림의 4가지 계급을 이용하였다. 3야n 해상도의 영상에서 토지유형의 분류결과는 

그림 66와 같다. 그림과 같이 강화도의 남단부에 넓은 갯벌이 발달되어 있으며， 

육상부는 삼립과 경지로 이루어져 있다. 영상의 해상도가 변화함에 따라 영상으로 

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도 변화하게 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해상도별로 참조 

지도를 작성하고 분류정확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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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실험영상의 토지피복 분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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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퓨정확도 분석을 위하여 강화도 남단 지역의 지형도와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찬조지도릎 작성하였다- 참조지도는 수역， 갯벌， 경지， 그라고 삼립의 4가지 분류 

계급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Arc끼nfo의 l섹터 커버리지 형태로 되어 있어 다양한 

해상5:.의 래스터 자료로 변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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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실험 영상의 해상도에 따른 분류정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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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실험 영상의 해상도에 따른 Kappa Index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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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에 따른 강화도 남단 해안습지 영상의 분류정확도 측정을 위하여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을 분류하고， 이를 각각 해당 해상도의 래스터 참조자료와 비교하였 

다. 각 해상도에서 분류된 영상은 참조지도와 중첩분석되어 전체 정확도와 Kappa 

lndex가 계산된다. 해상도별 강화도 남단 영상의 전체정확도 변화는 그림 67과 같 

으며， Kappa lndex의 변화는 그림 68과 같다. 순천만 영상의 경우와 같이 분류정 

확도는 해상도가 낮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특이한 곡선형태를 

보이고 었다. 특히 특정 해상도에서는 정확도가 증가하는 해상도도 나타나고 있 

다.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분류정확도 변화를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에서 나타난 영 

상의 특성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분산영상의 공간 

적 자기상관도 측정을 통하여 파악된 변화 해상도인 180m 해상도에서 정확도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영상의 특성이 변화하는 변화 해상도에서 영 

상의 분류정확도 하락했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변화 해상도의 탐색을 위하여 

적용된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는 강화도의 남단 해안습지의 영상에도 적 

용한 결과 변화 해상도를 탐색하는 과정에 이용될 수 있다. 

둘째， 영상의 분광분리도 측정기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속성정보 표현의 적정 해 

상도인 240m 해상도와 270m 해상도에서 분류정확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 

는 분광분리도가 향상된 해상도에서 분류정확도가 향상되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 

다. 변화 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에서 속성정보의 표현에 적합한 적정 해상도에서 

분류 정확도가 향상하고 있다. 이와같이 강화도 남단 해안습지 지역 영상의 경우 

에도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는 영상의 속성정보의 표현에 적합한 해상도 

를 탐색하는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원격탐사 영상의 적정 해상도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적정 해상도 탐색기법 

은 강화도 남단 해안습지 지역의 영상에 적용한 결과， 해상도에 따른 분류정확도 

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영상의 구조특성을 파악하고， 속성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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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예측하는 2단계의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를 이용하면 해안습지 지역의 영 

상을 대상으로 변화 해상도와 속성정보 표현 해상도를 명확하게 선정할 수 있다.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는 연구는 다양한 공간해상도의 

영상으로부터 연구자의 목적에 필요한 영상을 선정할 경우 명확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적정 해상도를 탐색하는 연구는 다양한 토지유형을 가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센서의 영상을 대상으로 적정 해상도를 

선정하는 과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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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 장결 론 

지리적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이해는 연구자가 선정한 공간자료의 축척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계량적 방법을 동원하여 지표 공간상의 특성을 파악 

하고 분석하는 원격탐사와 지리정보학(GIS)의 연구에서도 ‘축척 (scale)’은 연구결 

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공간해상 

도가 축척의 역할을 하며 공간해상도의 변화는 위성영상이 담고 있는 지리정보의 

공간적 패턴올 변화시킨다. 따라서 연구자가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지역을 분석할 

경우 지리현상올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적정 해상도， 즉 현상반영 축척의 선정 

은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공간 해상도에 따른 영상의 특성변화를 파악하고 영상의 해상도 특성올 

이용하여 위성영상의 적정 해상도를 선정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해상도 특성 측정기법은 분류전 원래의 영상을 대상으로 구조특성을 파 

악하는 방법이 주로 개발되었다. 이 기법들은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구조특성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경향을 분석하여 적정해상도를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위성 

영상의 분석을 위한 적정해상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영상으로부터 분류되는 속 

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해상도 특성 측정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위성영상의 해상도 변화에 따른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특성 

과 분광분리도를 측정하고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토지피복 정보의 분류정확도와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성영상의 해상도 특성을 표현하는 지수들을 비교평가하 

여 토지피복의 분류정확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해상도 특성 측정기법을 탐색하였 

다. 영상에서 분류되는 속성정보의 특성을 파악하는 해상도 특성 측정기법올 이 

용하여 위성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토지피복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적정 해 

상도의 탐색절차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특정한 지리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해상도를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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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안습지의 토지피복 정보가 해상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살 

펴보고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해상도 특성 지수들을 비교평가 하였다. 순천만 

영상을 대상으로 30m 해상도부터 480m 해상도까지 30m 간격의 167}지 해상도로 

영상을 제작하였다. 각 해상도의 영상마다 구조특성 측정기법과 분광분리도 측정 

기법을 적용하여 해상도에 따른 지수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구조특성 측정기법으 

로는 기존에 개발된 국지적 분산과 프래탈 차원을 적용하였고， 영상의 해상도 변 

화과정에서 파생되는 분산영상의 공간분포 패턴을 표현하는 지수로 공간적 자기 

상관도인 Moran ’s 1를 측정하였다. 분광분리도의 측정기법으로는 Divergence, 

J-M 거리， 그리고 Mahalanobis 거리를 적용하였다. 측정된 지수들을 지수 분류정 

확도의 변화와 비교하여 위성영상의 해상도 특성을 반영하는 지수들을 선정하였 

다. 영상의 구조특성과 분광분리도 변화를 이용하여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토지 

피복 정보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의 탐색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는 강화도 남단 해안습지 영상을 적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탐사 영상이 가지고 있는 축척 효과에 의해 영상의 특성은 해상도에 

따라 변화한다. 해상도가 낮아지면 영상의 분류정확도 역시 비례하여 낮아질 것이 

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분류정확도는 해상도에 따라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 

다. 일정 해상도까지는 분류정확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다가 그 이후의 해 

상도에서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분광분리도가 높아지는 해상도에서는 저해상도라 

도 분류정확도가 증가한다. 순천만 영상을 적용하여 해상도에 따른 분류정확도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해상도가 낮은 240m와 270m 해상도에서 이보다 좋은 해상도 

보다 분류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순천만의 영상이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특성이 변화하며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토지피복 정보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 

분류정확도가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안습지의 경우 몇몇의 군락이 군 

집을 형성하기 때문에 군집의 크기에 상응하는 낮은 해상도에서 분류정확도가 증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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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상의 구조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으로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 

도가 영상 특성이 변화하는 해상도(scale of action)를 탐색하는 과정에 적합하다. 

기존에 개발된 국지적 분산과 프랙탈 차원은 이론적으로 적정 해상도를 탐색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원격탐사 영상에 이들 기법을 적용한 결과 

뚜렷한 경향을 찾을 수 없었다. 분산영상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Moran ’ s n는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해상도 변화과정에서 영상의 변화가 큰 지역이 군집될 경우 분산영상의 공 

간적 자기상관도가 높아진다. 해상도에 따른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도의 변 

화를 분석하면， 공간적 자기상관도가 정점인 해상도에서 영상의 변화가 심하게 나 

타나고 있다. 이를 영상의 분류정확도와 비교해보면， 공간적 자기상관도가 정점인 

해상도에서 분류정확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순천만 영상을 적용한 결과 

150m 해상도와 300m 해상도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해상도에서 

는 영상의 해상도 변화과정에서 영상의 특성이 변화한 것으로， 영상의 분류정확도 

역시 이들 해상도에서 영상의 특성변화의 영향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영상의 

구조특성만으로 해상도에 따른 변화를 탐색할 경우 분산영상의 공간적 자기상관 

도가 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속성정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수로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와 같은 분광분리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속성 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영상만으로는 분류과정을 거친 속성정보의 특성을 파 

악할 수 없다. 영상의 분류과정에 사용되는 훈련지역의 설정과정과 분광분리도 측 

정을 이용하면， 영상의 토지피복을 분류하고 분류정확도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순천만 영상을 대상으로 분광분리도를 측정하고 분류정확 

도와 비교한 결과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가 분류정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수로 판명되었다. 분류정확도가 다른 해상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240m 해상도와 

270m 해상도에서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 모두 분광분리도가 높게 나타났 

다. 이들 지수들은 분류정확도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광분리도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해상도의 영상을 모두 토지피복 분류 

- 145 -



하지 않아도 훈련지역의 통계적 특성만으로 영상의 분류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으 

며，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속성정보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해상도에 따른 축 

척특성을 탐색할 때 분광분리도는 유용한 측정지수가 될 수 있다. 

넷째，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적정 해상도를 선정하기 위해 2단계의 탐색절차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시험한 결과 적정 해상도 탐색이 가능하였다. 분석과정은 제 

1 단계로 원 영상의 구조특성을 분석하여 변화해상도를 탐색한다. 이때 분산영상 

의 공간적 자기상관도가 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변화해상도는 영상의 특성이 변 

화하는 해상도로 영상의 토지피복 분류정확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해상도이다. 영 

상의 변화해상도를 탐색함으로써 영상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에 해당되는 

해상도를 찾을 수 있다. 제 2 단계로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표현을 

위한 해상도를 탐색한다. 이때 훈련지역의 분광분리도가 지수로 작용한다. J-M 

거리와 Mahalanobis 거리는 영상으로부터 분류된 속성정보의 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수로 판명되었다. J-M 거리와 Mahalanbis 거리가 높게 나타나는 해상도 

가 영상의 분류정확도가 높게 나타나는 해상도이다. 영상의 변화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에서 토지피복 정보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를 탐색함으로써 적 

은 양의 자료만으로도 연구지역의 특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순천만 영상 

올 분석하여 도출한 2단계의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를 강화도 남단 해안습지 영상 

에 적용한 결과 적정해상도를 탐색할 수 있었다. 2단계의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는 

연구지역의 지리현상을 반영하는 해상도를 모색하는 기법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순천만 해안습지는 다양한 토지유형이 다양한 크기로 분포하고 있어 해 

상도의 변화에 따라 토지피복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순천만의 벡터 폴리곤 참조 

지도를 다양한 해상도로 래스터화하여 해상도와 토지유형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해 

상도의 크기에 따라 각 토지유형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식 

생과 도시역의 경우， 참조지도에서의 면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450m 해상 

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참조지도를 래스터 격자로 분할할 때 

발생하는 토지유형 혼합도는 해상도가 저감될수록 크게 나타났다. 순천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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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터화 과정에서 해상도가 저감되면서 참조지도가 가지고 있던 특성이 점차 혼 

합되고 있으며， 450m 해상도에서 혼합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 

은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역의 경우 해상도가 낮아질수 

록 도시역으로 오분류되는 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생으로 분류되는 화소들은 

줄어들고 있다. 참조지도의 토지피복 혼합도가 가장 높은 450m 해상도에서는 위 

성영상의 분류정확도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염생습지의 경우 작은 군락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어 낮은 해상도에서 토지유형의 분류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현상은 순천만 해안습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유형들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어，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분포특성이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격탐사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이 등장하고 있다. 연구자는 다양 

한 영상으로부터 분석하고자 하는 지리현상을 반영하는 적정해상도를 가진 영상 

을 선택하여야 한다. 지표면의 정보를 가진 원격탐사 영상은 축척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해상도에 따라 공간적 분포특성이 변화한다.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속성정 

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표현되는 지리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해상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지수는 적절한 해 

상도의 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원격탐사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 역시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영상의 해상도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 

보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힌 2단계의 적정 해상도 탐색절차는 

영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속성정보의 변화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원격탐사와 GIS 분야에서 축척의 문제는 계속하여 중요한 이슈로 다루 

어질 것이다. 특히 다양한 토지유형을 나타내는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탐사 영상의 

적정 해상도를 선정하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해안습지 이외에도 도시지역과 

산지 등 지표면의 정보를 담고있는 영상은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영상의 해상도 변화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특정 지리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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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힐 수 있는 기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다양 

한 종류와 해상도의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지리현상을 명 

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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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미국 어류수산야생부의 국가 습지 인멘토리 (NWI) 분류체계 

System Subsystem Class 

Marine Subtidal Rock Bottom 
Unconsolidated Bottom 
AReqeufatic Bed 

lntertidal AqRueaetfic Bed 

Rocky Shore 
Unconsolidated Shore 

Estuarine Subtidal Rock Bottom 
Unconsolidated Bottom 
AReq‘uatic Bed 

eef 

lntertidal AqRueaetfic Bed 

Streambed 
Rocky Shore 
Unconsolidated Shore 
EScmreurbg/eSnhtru Wbetland 

Wetland 
Forested Wetland 

Riverine Tidal Rock Bottom 
Unconsolidated Bottom 
Astqrueatic Bed 

ambed 
Rocky Shore 
Unconsolidated Shore 
Emergent Wetland 

Lower Perinnial Rock Bottom 
Unconsolidated Bottom 
AR0q1uatic Bed 

ocky Shore 
Unconsolidated Shore 
Emergent We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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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Perinnial 

Lacustrine Limnetic 

Littoral 

Palus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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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Bottom 
Unconsolidated Bottom 
Aquatic Bed 
Rocky Shore 
Unconsolidated Shore 

Rock Bottom 
U nconsolidated Bottom 
Aquatic Bed 

Rock Bottom 
Unconsolidated Bottom 
Aquatic Bed 
Rocky Shore 
Unconsolidated Shore 
Emergent Wetland 

Rock Bottom 
Unconsolidated Bottom 
Aquatic Bed 
Unconsolidated Shore 
Moss-Lichen Wetland 
Emergent Wetland 
Scrub/Shrub Wetland 
Forested Wetland 



2. USGS의 토지이용/토지피복 분류체계 

1 Urban or Built-Up Land 
11 Residential 
12 Commercial and Services 
13 lndustrial 
14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and Utilities 
15 lndustrial and Commercial Complexes 
16 Mixed Urban or Built-Up 
17 Other Urban or Built-up Land 

2 Agricultural Land 
21 Cropland and Pasture 
22 Orchards, Groves, Vineyards, Nurseries and 

Omamental Horticultural Areas 
23 Confined Feeding Operations 
24 Other Agricultural Land 

3 Rangeland 
31 Herbaceous Rangeland 
32 Shrub-Brushland Rangeland 
33 Mixed Rangeland 

4 Forest Land 
41 Deciduous Forest Land 
42 Evergreen Forest Land 
43 Mixed Forest Land 

5 Water 
51 Streams and Canals 
52 Lakes 
53 Reservoirs 
54 Bays and Estuaries 

6 Wetland 
61 Forested Wetland 

611 wooded class 
612 shrub/scrub class 

62 N onforested Wetland 
621 aquatic beds 
622 emergents 
623 flats 

7 Barren Land 
71 Dry Salt Flats 
72 Beaches 
73 Sandy Areas Other than Beaches 
74 Bare Exposed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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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Strip Mines, Quarries, and Gravel Pits 
76 Transitional Areas 
77 Mixed Barren land 

8 Tundra 
81 Shrub and Brush Tundra 
82 Herbaceous Tundra 
83 Bare Ground Tundra 
84 Wet Tundra 
85 Mixed Tundra 

9 Perennial Snow or Ice 
91 Perennial Snowfields 
92 Glac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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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NOAA의 C-CAP 분류체계 

1.0 Upland 

1.1 Developed Land 
1.11 High Intensity 
1.12 Low Intensity 

1.2 Cultivated Land 
1.21 Orchards/Groves/Nurseries 
1.22 Vines/Bushes 
1.23 Cropland 

1.3 Grassland 
1.31 Unmanaged 
1.32 Managed 

1.4 W oody Land 
1.41 Deciduous 

1.411 Forest 
1.412 Scrub/Shrub 

1.42 Evergreen 
1.421 Forest 
1.422 Scrub/Shrub 

1.43 Mixed 
1.431 Forest 
1.432 Scrub/Shrub 

1.5 Bare Land 

1.6 Tundra 

1.7 Snow/lce 
1. 71 Perennial Snow /Ice 
1.72 Glaciers 

2.0 Wetland (Exc1udes Bottoms, Reefs, Nonpersistent Emergent 
Wetlands, and Aquatic Beds, all of which are covered under 3.0, 
Water and Submerged Land,) 

2.1 Marine!Estuarine Rocky Shore 
2.11 Bedrock 
2.12 Rubble 

2.2 Marine!Estuarine Unconsolidated Shore (Beach, Flat, Bar) 
2.21 Cobble-gravel 
2.22 Sand 
2.23 Mud/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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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stuarine Emergent Wetland 
2.31 Haline (Salt Marsh) 
2.32 Mixohaline (Brackish Marsh) 

2.4 Estuarine W oody Wetland 
2.41 Deciduous 

2.411 Forest 
2.412 Scrub/Shrub 
2.413 Dead 

2.42 Evergreen 
2.421 Forest 
2.422 Scrub/Shrub 
2.423 Dead 

2.43 Mixed 
2.431 Forest 
2.432 Scrub/Shrub 
2.433 Dead 

2.5 Riverine Unconsolidated Shore (Beach, Flat, Bar) 
2.51 Cobble-gravel 
2.52 Sand 
2.53 MuψOrganic 

2.6 Lacustrine Unconsolidated Shore (Beach, Flat, Bar) 
2.61 Cobble-gravel 
2.62 Sand 
2.63 MuψOrganic 

2.7 Palustrine Unconsolidated Shore (Beach, Flat, Bar) 
2.71 Cobble-gravel 
2.72 Sand 
2.73 Mud/Organic 

2.8 Palustrine Emergent Wetland (Persistent) 

2.9 Palustrine W oody Wetland 
2.91 Deciduous 

2.911 Forest 
2.912 Scrub/Shrub 
2.913 Dead 

2.92 Evergreen 
2.921 Forest 
2.922 Scrub/Shrub 
2.923 Dead 

2.93 Mixed 
2.931 Forest 
2.932 Scrub/Shrub 
2.933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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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Water and Submerged Land (Inc1udes deepwater habitats and 
those wetlands with surface water but lacking trees, shrubs, and 
persistent emergents) 

3.1 Water 
(Bottoms and undetectable reefs, aquatic beds or 
nonpersistent emergent Wetlands) 

3.11 Marine/Estuarine 
3.12 Riverine 
3.13 Lacustrine (Basin > 20 acres) 
3.14 Palustrine (Basin < 20 acres) 

3.2 Marine/Estuarine Reef 

3.3 Marine/Estuarine Aquatic Bed 
3.31 Algal (e.g. , kelp) 
3.32 Rooted Vascular (e.g., seagrass) 

3.321 High Salinity (> 5 ppt; Mesohaline, Polyhaline, 
Euhaline, Hyperhaline) 

3.322 Low Salinity (< 5 ppt; Oligohaline, Fresh) 

3.4 Riverine Aquatic Bed 
3.41 Rooted V ascular/ AlgaνAquatic Moss 
3.42 Floating Vascular 

3.5 Lacustrine Aquatic Bed (Basin > 20 acres) 
3.51 Rooted Vascular/ Algal/ Aquatic Moss 
3.52 Floating Vascular 

3.6 Palustrine Aquatic Bed (Basin < 20 acres) 
3.61 Rooted V ascular/ Algal! Aquatic Moss 
3.62 Floating Vas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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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cale characteristics of satellite imagery with spatial resolution 

- Focus on the landcover c1assification of coastal wetland -

Ku, Cha Yong 

Department of Geography, Seo \,ll N ational U niversity 

The spatia1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pattems of geographic features in 

space can be understood through a variety of analysis techniques. These 

spatial analysis techniques such as GIS and remote sensing techniques are used 

to underst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 geography. The ’scale' is one of most 

important factors in spatial analysis techniques, which is defined as a spatial 

and temporal interval for measurement and is detennined by the range of 

study area or measurement unit. Spatial data are so dependant on scale that it 

is important. The geographical phenomena in space are well observed in the 

specific scale. This scale is the so ca11ed operational scale. For an effective 

explanation of geographical phenomena, the operationa1 scale should be well 

selected. For an analysis of optimum scale, it is needed to measure and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attribute infonnation extracted from satellite 

lmagery.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remotely sensed 

imagery with a coarser spatial resolution and finding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spatial resolution in operational scale. Specifically, it is focused 

on identifying the change of characteristics for satellite imagery with changes 

in spatial resolution, exploring the techniques for representing textural 

characteristics relying on the coarser resolution, searching thos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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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ing the change of attribute information extracted from satellite 

imagery in various spatia1 reso1utions, and finally proposing the procedures for 

exp10ring optimum reso1ution. Se1ecting the sca1e in which the geographic 

phenomena can be well represented though using the remote1y sensed data, 

this proposed procedure for exp10ring optimum reso1ution can provide an 

objective and effective method.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se1ected Sunchon Bay, a coasta1 

wetland for a study site, investigated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1andcover 

information with reso1ution change, assessed the indices for representing sca1e 

characteristics with reso1ution change, and compared these indices with 

classification accuracy. The various reso1ution images, with an interva1 of 30m 

covering from 30m to 480m, were generated. Each image was app1ied by the 

indexing techniques to measure textua1 characteristics and spectra1 separability, 

and was exp10red by the change of these indices with reso1ution. Loca1 

variance and fracta1 dimension deve10ped in previous studies were applied to 

measure the textual characteristics. And Moran ’s I used for spatia1 

autocorrelation was app1ied to measure spatia1 pattern of variance image 

generated in the process of coarser resolution. Divergence, Jeffries-Matusita 

distance, and Mahalanobis distance were applied for measuring the spectral 

separability. U sing the change of textual characteristics and spectral 

separability, the procedure of exploring optimum resolution in which the 

landcover information is well represented can be proposed. This procedure was 

app1ied to another site, southern Kangwha coastal wetland, and optimum 

reso1ution for 1andcover information a1so cou1d be achieved. 

At Sunchon Bay coastal wetland, various sca1ed landcover types are being 

distributed and sca1e characteristics of 1and cover are a1so chang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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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The characteristics of satellite imagery covering Sunchon Bay are 

also being changed with resolution because of scale effect. To measure this 

scale characteristics, the techniques measuring the textual characteristics were 

applied and spatial autocorrelation of variance image was selected as a proper 

technique. For measuring the change of attribute information extracted from 

satellite imagery, J -M distance and Mahalanobis distance used for spectral 

separability were selected as a proper technique. Drawing upon the above, the 

procedure of exploring optimum resolution from remotely sensed imagery was 

proposed. The exploring procedure consists with two stages. The first stage is 

to explore the scale of action in the use of textual characteristics, and the 

second stage is to explore the resolution for effective representation of 

attribute information extracted from image. This procedure can provide an 

effective method for exploring operational scale. 

The development of remote sensing technique makes various images with 

different resolution appear. The researcher should select the image with an 

optimum resolution for his analysis among various resolutions. Since remotely 

sensed image with spatial information has a scale characteristics, the 

researcher should select the proper resolution. For an effective analysis of the 

scale characteristics of satellite image, the characteristics of attribute 

information extracted from satellite image with resolution change should be 

applied. The 2 stage-procedure for exploring optimum resolution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an effective tool applying the scale characteristics of 

attribute information extracted from satellite imagery. 

Key Words spatial resolution, satellite imagery, GIS, remote 

sensing, textual characteristics of image, spectral separabllity, 
operational scale, coastal wetland, landcover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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