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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분할과 과거 토지피복 정보를 이용한 토지피복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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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ed a method using past land cover maps in image segmentation and
training set collection for updating land cover maps. In this method, the object boundaries in past land
cover maps were used for segmenting image clearly. Also, the classes of past land cover maps were used
to extract additional informative training set from the initial classification result using a small number of
initial training set.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proposed method, a case study for updating land cover
maps was carried out using middle-level land cover maps and WorldView-2 image in the Taean-gun,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the confusions between urban and barren, paddy/dry field and
grassland in the initial classification result were reduced by adding training set. In addition, the object
segmentation using boundaries of past land cover map cleared land cover boundaries and improved
classification accuracy. Based on the result of case study, the proposed method using past land cover maps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updating land cover maps.
Key Words : Land cover classification, Object-based, Past land cover information, Training set

요약 : 이 논문에서는 토지피복도 갱신을 목적으로 영상의 객체분할과 훈련 자료 수집에 과거 토지피복도

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영상의 객체분할 시 명확한 토지피복 경계 분할

을 위해 과거 토지피복도의 객체 경계를 이용하였다. 또한 적은 수의 초기 훈련 자료를 이용한 초기 분류 결

과로부터 유용한 훈련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해 과거 토지피복도의 분류 항목 정보를 이용하였다. 충청

남도 태안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와 WorldView-2 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 갱신

사례 연구를 통해 제안된 토지피복도 갱신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초기 분류

결과에서 나타난 시가지와 나지, 논/밭과 초지의 오분류 양상이 제안 방법론을 통해 완화되었다. 또한 과거

토지피복도의 경계를 이용한 객체분할을 통해 객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이 토지피복도 갱신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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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지피복도는 지구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지

도 형태로 표현한 환경 주제도를 말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EGIS). 토지피복도는 환경정책 수립, 국토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본계획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으며(Yoo et al.,

2015; Oh et al., 2016),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

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공간정보 중 사용자의 활용이

가장 많은 자료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Hong et al.,

2004). 환경부에서는 1998년부터 전 국토에 대해 대분류

(해상도 30 m급), 중분류(해상도 5 m급), 세분류(해상도

1 m급)의 3단계로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해 오고 있다.

중분류 토지피복도는 2000년에 제작을 시작으로 2009

년까지 권역별로 갱신되어 오고 있고, 세분류 토지피복

도는 2010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초기 구축을 완료

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환경부 토지피복도는 제작 기

간과 갱신 주기가 길어 적시에 토지피복 정보를 제공하

기가 어렵다. 이러한 제작 기간과 갱신 주기의 한계점

으로 인해 토지피복도의 최신화 및 시계열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Lee et

al., 2014). 특히 최근 도시 재개발 등의 이유로 토지피복

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토

지피복도를 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조명되

고 있다.

원격 탐사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손쉽게 자료 획득

이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촬영이 가능하므로 현장 조사

에 비해 비용적/시간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토지피복

도의 제작 및 갱신이 가능하다(Defies and Belward, 2000).

토지피복도 갱신을 위해 원격 탐사 자료를 이용하는 다

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방법론적 측면에

서 대표적으로 변화탐지 기법(Chen et al., 2010; Sunwoo

et al., 2016)과 영상분류 기법(Johnson, 2013; Kim et al.,

2014; Lee et al., 2015)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변화탐지는 지

표의 변화를 두 영상에서의 복사량 변화로 가정하고, 서

로 다른 시기에 관측된 두 영상 간의 복사량의 차이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정의된다(Sunwoo et al., 2016). 이 기

법은 변화가 발생한 양을 탐지하는 것에는 유용하나, 어

떤 토지피복 속성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변화된 토지피복 속성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영

상 분류 기법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감독 분류 기

법을 적용하여 영상 대 영상, 토지피복 정보를 갖는 주

제도 대 영상으로 비교하여 토지피복 변화의 속성을 얻

게 된다. 그러나 감독 분류 기법은 훈련 자료 수집에 비

용/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 자료를 수집하는

분석자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감독 분류

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은 수의 훈련 자료를 이

용한 감독 분류를 통해 신뢰할만한 훈련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준감독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Camps-

Valls et al., 2007; Liu et al., 2017)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기법은 불확실성이 낮은 레이블이 없는 자료로부터 훈

련 자료를 생성하는데, 분석자의 개입 없이 분류 항목

을 자동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감독 분류의 한계점을 보

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준

감독 학습에서는 초기 분류 결과에서 불확실성이 낮은

자료를 새로운 훈련 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초기 훈련

자료에 의한 오분류 영향이 전파된다는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한편, 최근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력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의 벽면, 지붕 등과 같이 같은 객체임에도 불구하

고 화소별 분광학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

라 고해상도 영상에 일반적인 화소기반의 분류 기법을

적용할 경우 고립된 화소가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결과

를 얻게 된다(Byun and Kim, 2010). 화소 단위의 분광정

보만을 이용한 고해상도 영상 분류의 한계점을 보완하

기 위해 객체기반의 분류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화소

기반 분류는 분광정보만을 이용하는데 반해 객체기반

분류는 객체의 색상, 축척, 모양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

용하기 때문에, 분석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Na and Lee, 2014).

이 연구에서는 준감독 학습의 훈련 자료 수집과 화소

기반 분류 기법의 제약사항을 고려한 토지피복도 갱신

을 목적으로 과거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

의 훈련 자료를 추가로 수집한 후 객체기반의 감독 분

류를 적용하여 분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특히 토지피복 항목의 명확한 경계 추출을

위해 고해상도 영상의 객체분할에 과거 토지피복도의

경계를 추가로 이용하였다. 제안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충청북도 태안군 일부 지역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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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경부에서 제작한 중분류 토지피복도와 고해상도

영상인WorldView-2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피복도 갱신

의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사용 자료

1) 토지피복 갱신 방법론

이 연구에서는 토지피복도 갱신을 위한 감독 분류를

적용할 때 훈련 자료 수집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

은 수의 초기 훈련 자료를 이용하는 반복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다(Fig. 1). 제안한 방법에서는 반복 분류 시 유

용한 정보를 가지는 훈련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해

과거 토지피복도의 정보를 이용한다. 우선 시각적 판독

으로 수집된 초기 훈련 자료를 이용한 감독 분류를 수

행하여 초기 분류 결과를 얻는다. 이후 초기 분류 결과

를 이용해 추가 훈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준감독 학습의 원리를 차용하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

도록 과거 토지피복도의 정보를 이용한다. 초기 분류 결

과의 분류 항목이 과거 토지피복도의 피복 항목과 동일

한 경우 해당 객체는 미변화 지역으로 간주하고, 해당

객체를 불확실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훈련 자료

로 추가한다. 즉, 초기 훈련 자료에 어느 정도 오차를 내

포하더라도 훈련 자료 추가에 과거 토지피복도의 정보

를 이용함으로써 오분류 영향이 전파되는 양상을 상대

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훈련 자료

는 기존 훈련 자료와 결합하여 다음 감독 분류 과정에

서 사용하게 되는데, 분류 성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후 위의 분류 과정은 특정 종료 조

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 연

구에서는 이전 분류 결과와 현재 분류 결과의 분류 항

목이 다른 객체의 수가 미리 정의한 특정값보다 작을 경

우로 정의하였는데, 영상의 객체분할된 결과를 고려하

여 시범적으로 5% 미만을 특정값으로 설정하였다.

객체분할과 과거 토지피복 정보를 이용한 토지피복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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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the method for updating land cover maps presen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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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사용된 영상 자료의 높은 공간해상력

으로 인해 객체분할 기법이 적용되었는데, 명확한 객체

경계를 분할하기 위해 과거 토지피복도의 경계를 이용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객체분할은 영상을 색상, 축

척, 모양 등과 같은 특성을 기반으로 여러 객체로 분할

하는 방법이며, 화소 단위가 아닌 객체 단위로 자료를

분석한다(Benz et al., 2004). 그러나 고해상도 영상에 객

체분할을 적용하게 되더라도 영상의 특성에 따라 사용

자가 원하는 분류 항목 간 명확한 경계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미변화 지역이라면 과거 토지피복

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변화 지역이라면 과거 토지피복

도의 경계에서 추가적으로 객체분할이 일어날 것이라

는 가정을 토대로 객체분할에 과거 토지피복도의 경계

를 이용한다. 이렇게 객체 단위로 분석할 경우에는 객

체 내 다양한 통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

서는WorldView-2 영상의 총 8개 다중분광 밴드를 통해

계산된 평균과 표준편차 정보를 이용하였다.

제안 방법론에 적용된 감독 분류 기법으로는 기계학

습 알고리즘인 Random forest(RF)를 적용하였다. RF는

Brieman(2001)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심

화된 기법으로, 하나의 나무가 아닌 여러 개의 나무로

확장시켜서 분류 항목을 유도한다. 이 방법은 의사결정

나무의 각 노드에서 사용할 입력 변수를 임의로 선택하

기 때문에 변수 선택이 자유로워 기존 의사결정나무의

단점인 훈련 자료로의 과적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높은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RF는 먼저 원 데이터에서 배깅(Bagging)을 통해 임의복

원추출로 원 데이터와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를 여러 개

로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의사결정나무를 구성

한다. 이후 여러 개의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통해 각각

분류 항목이 할당되고 다수결 투표(Majority vote) 방법

으로 가장 많이 할당된 분류 항목을 최종 분류 항목으

로 결정한다. RF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입력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의 개

수를 시범적으로 500개로 설정하였다. 또한, RF는 무작

위로 추출된 입력 변수를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의 최

적 노드 분할 기준을 찾기 때문에, 전체 입력 변수에서

무작위로 선택되는 변수의 개수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Brieman, 2001). 일반적으로 RF를 이용한 분

류에는 전체 입력 변수에 제곱근을 취한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각 나무의 변수를 최대 4개까지

선택하도록 설정하였다.

2) 연구 지역 및 사용 자료

사례 연구 지역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의 일부 지

역으로 전체 면적은 약 18.49 km2에 해당하며, 시가지 주

변의 지속적인 재개발과 골프장 및 경기장 신설 등으로

인해 토지피복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Fig. 2). 이 지역

의 토지피복 항목은 크게 시가지, 논, 밭, 산림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논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시가

지, 밭, 산림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저수지,

하천, 나지 등 다양한 토지피복이 존재하고 있다.

사례 연구 지역을 대상으로 제작된 환경부 토지피복

도는 2002년, 2007년과 2014년에 제작된 중분류 토지

피복도와 2015년에 제작된 세분류 토지피복도가 존재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토지피복 갱신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훈련 자료 수집과 객체분

할에 사용되는 토지피복도를 영상 대비 변화양상이 가

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02년에 제작된 중분류 토지피

복도로 선정하였다. 중분류 토지피복도는 총 22개의 토

지피복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항목들은 연구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제약사항이 따른다. 중분류 토지

피복도의 항목은 토지이용 측면과 토지피복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공업지역 항목과

같은 토지이용 측면과 밭, 논 항목과 같은 토지피복 측

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토지이용 측면의 항목들은 영

상 정보만을 이용하여 분류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중

분류 토지피복도는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여 분류가 가

능한 항목으로 Table 1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이 연구의 주 목적인 토지피복도 갱신을 위해 2015년

5월 17일에 촬영된 WorldView-2 영상을 이용하였다.

WorldView-2 영상은 0.5 m급의 전정색 영상과 2 m급의

다중분광 밴드를 제공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가시광선

(Red, Green, Blue, Costal, Yellow, Red edge)과 근적외선

(Near Infrared1, 2)의 총 8개로 구성된 다중분광 밴드를

이용하였다. 토지피복 분류에 앞서 영상에 대한 전처리

를 수행하였는데, 훈련 자료의 추가 수집을 위해 과거

토지피복도의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토지피복도와

동일한 기하정보를 갖도록 수치지형도 v2.0을 이용하

여 기하보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영상 자료의 분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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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y area and materials: (a) WorldView-2 image with location map of the study area.
(b) middle-level land cover map in 2002 and, (c) high-level land cover map in 2015.

(a)

                           (b)                                                                (c)

Table 1.  Classes of land cover map and definition of classes of classification and final classes

Classes of land cover map
Classes for classification Final classes

Low-level Middle-level

Used area

Residential area

Urban Urban

Manufacturing area
Commercial area
Recreation area
Traffic area

Regional public facility area

Agriculture land

Paddy field Paddy field Paddy field

Dry field
Dry field

Dry fieldGinseng field
Fallow field

Green house Urban Urban
Orchard Forest Forest

Miscellaneous field Urban Urban

Forest
Broad-leaved forest

Forest ForestConiferous forest
Mixed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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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재분류된 중분류 토지피복도와 동일하게 정의하

였는데, 분광학적 혼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

은 훈련 자료 수집 단계에서 세분화한 후 분류 결과에

서 항목들을 통합하였다. 예를 들어, 밭 항목은 5월에 촬

영된 영상에서 재배 중인 밭과 휴경지로 구분되며, 재

배 중인 밭에서도 일반 재배 밭과 비닐로 덮인 인삼밭

으로 나뉘고 있다. 이 항목들은 분광학적 특성이 다르

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하기 어려워 각각 훈련

자료를 수집하고, 토지피복 분류 후에 항목들을 통합하

여 최종 분류 결과를 밭으로 제시하였다(Table 1).

3. 연구 결과

1) 객체분할 결과

이연구에서는WorldView-2 영상을대상으로eCognition

Developer 8(Definiens, 2009)을 이용하여 객체분할을 수

행하였다. 객체분할은 scale(분할축척), color(분광정보),

shape(공간정보)의 가중치를 입력 변수로 선정해야 하

는데, 영상의 해상도와 토지피복의 형태에 따라 객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하고자 하는 토지피복 항목

에 적합한 객체분할을 위해 많은 실험을 통해 최적의 가

중치를 찾아야 한다(Na and Lee, 2014). Scale의 가중치는

각각 생성할 객체의 크기를 나타내며, color와 shape의

가중치는 서로 반비례하는 값을 가지는데 color의 가중

치가 높을수록 분광값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되고, shape

가 높을수록 모양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된다. 사례 연

구 지역의 토지피복은 주로 시가지역과 농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토지피복 항목에 적합한 color,

shape와 scale에 대한 최적의 가중치를 선정하기 위해 가

중치 값을 단계별로 적용하였다. 도로, 건물 등의 시가지

역은 논, 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객체들로 인해 가장

세밀한 단계로 객체분할이 되어야 하는 토지피복 항목

들이다. 이에 따라, scale의 가중치 값을 100부터 10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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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Classes of land cover map
Classes for classification Final classes

Low-level Middle-level

Grass
Natural grass

Grass Grass
Artificial grass

Wet land
Inland wet land

–
Coastal wet land

Barren
Artificial barren Artificial barren

Bare soil
Natural barren Natural barren

Water
Inland water Water Water
Coastal water –

                                  (a)                                                                       (b)                                                                       (c)

Fig. 3.  Examples of image segmentation with object boundaries of land cover map: (a) urban, (b) dry field, and (c) padd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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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감소시키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도로, 건물 등과

다른 토지피복 간 경계가 명확히 나뉘는 값인 30으로 최

종 결정하였다. 또한, 시가지역은 건물의 지붕과 벽면의

색상이 달라 color의 가중치가 클수록 불필요한 경계 분

할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color와 shape도

단계별 적용을 통해 가중치를 각각 0.3과 0.7로 선정하

였다. Fig. 3에는 연구 지역 내 주요 토지피복인 시가지,

밭, 논에 대해 최적의 가중치로 객체분할된 결과를 제

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객체분할 시 토지피복 경계 이용 여부

에 따라 두 방법으로 영상의 객체를 분할하였는데, 이

때 두 방법 모두 위에서 정의한 최적의 객체분할 가중

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Fig. 4를 살펴보면, 영상 정

보만을 이용한 객체분할은 건물과 도로 경계가 명확하

게 분할되지 않았으나, 토지피복 경계를 이용한 객체분

할은 도로, 논, 밭 지역 등에서 토지피복 경계가 명확히

분할되었다. 또한, 토지피복 경계를 이용한 객체분할은

토지피복 변화 지역으로 인해 영상과 과거 토지피복도

간의 경계가 다르더라도 과거 토지피복도 경계에서 추

가적으로 분할이 되어 해당 객체의 정보가 손실되지 않

는다. 그러나, 객체분할에 토지피복 경계를 이용하는 방

법은 토지피복도와 영상 간의 기하정보가 정확히 일치

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객체분할에 사용된

중분류 토지피복도는 5 m급의 공간해상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영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부

분에서 다소 경계가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2) 토지피복 갱신 결과

2015년 세분류 토지피복도를 참조하여WorldView-2

영상의 시각적 판독을 통해 초기 감독 분류에 필요한 69

개의 훈련 자료를 수집하고 제안한 방법에 따라 훈련 자

료를 추가하며 반복 분류를 수행하였다. 객체분할 시 영

상 정보만을 이용하는 방법과 토지피복 경계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법은 각각 4번째와 6번째의 반복 분류에서

종료조건을 만족하여 최종 분류 결과를 얻었다. 반복 분

류를 통해 추가되는 훈련 자료는 분류 정확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Table 2에서는 토지피복 경계를 이용한

객체분할 방법의 분류 결과에 대한 훈련 자료의 변화 양

상을 나타냈다. 객체분할 시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는 방

법이 토지피복 경계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훈련 자료가 추가되었으나, 항

목별 추가되는 훈련 자료의 양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사례 연구 지역은 주로 시가지와 논, 밭, 산림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두 객체분할 방법에서 모두 해당 토지피

복 항목에서만 집중적으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토지피복도 갱신 결과에서 해당 토지피복 항

목으로 과추정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Fig. 5는 객체분할 방법별로 제안 방법론의 초기 분류

결과와 종료 조건에 만족한 최종 분류 결과를 나타낸다.

시각적으로 초기 분류 결과들을 살펴보면(Fig. 5(a), (c)),

두 가지 객체분할 방법 모두 초기 분류 결과에서 모든

토지피복 항목의 오분류 양상이 두드려졌다. 특히 논과

밭의 혼재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초지와 밭, 산림 간의

혼재, 시가지와 나지의 혼재도 나타났다. 두 가지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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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4.  Comparison of segmented results by image segmentation methods: (a) object boundaries of land cover map, (b) image
segmentation without object boundaries of land cover map, and (c) image segmentation with object boundaries of land cove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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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결과를 이용한 분류 결과들은 동일한 초기 훈련 자

료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 결과의 오분류 양상

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Fig. 5(a)에서는 주로 시가

지와 나지의 혼재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Fig. 5(c)에서

는 주로 논과 밭의 혼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초기 분류 결과에 사용된 훈련 자료의 수와 적

용된 분류 기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적용된 감독 분류 기법인 RF는 훈련 자료를 임의복원

추출하여 의사결정나무에 이용하게 되는데, 초기 훈련

자료의 수가 매우 적어 임의복원추출 시 정보가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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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tions of the number of training set

Class Initial training set
Final training set

With land cover boundaries Without land cover boundaries
Artificial barren 7 93 141
Natural barren 4 4 4
Dry field 6 1,535 1,705

Ginseng field 6 6 6
Fallow field 14 14 14
Forest 4 622 676
Grass 8 28 57

Paddy field 10 1,248 1,335
Urban 6 1,189 2,113
Water 4 47 45
Total 69 4,786 6,096

Fig. 5.  Updated results of land cover map using the presented method without boundaries of land cover map ((a) initial, (b) final)
and with boundaries of land cover map ((c) initial, (d) final).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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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제안 방법론을 적용한 최

종 분류 결과들을 초기 분류 결과들과 비교하면 두 분

류 결과 모두 초기 분류 결과에서의 가장 큰 오분류 양

상인 논과 밭의 혼재와 시가지와 나지의 혼재 양상이 크

게 완화되었다(Fig. 5(b), (d)). 이는 훈련 자료를 추가할

때 과거 토지피복도의 정보를 이용하여 미변화 지역

(즉, 불확실성이 낮은 객체들)을 탐지함으로써 분류 정

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류 결과에 여

전히 오분류 양상이 남아 있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작

물 재배중인 밭과 초지, 휴경지인 밭과 나지가 서로 혼

재되었고,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영상이 5월에 촬영

됨에 따라 논에 물을 댄 상태여서 논과 수계 항목도 혼

재로 인한 오분류가 나타났다.

객체분할시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는 방법과 토지피

복 경계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법은 객체의 경계를 어떻

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두 방법

의 가장 큰 차이는 과거 토지피복도의 경계를 이용함으

로써 토지피복이 구분되는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

있다. Fig. 5에서는 두 가지 객체분할 방법별 토지피복

갱신 결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두 객체분할 방법별 토지피복 갱신 결과의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해 갱신 결과를 세분류 토지피복도의 경계와

중첩하여 세부적으로 나타냈다(Fig. 6). 해당 지역은 물

을 댄 상태의 논과 저수지와의 분광학적 혼재가 크게 나

타나는 지역인데 영상 정보를 이용한 객체분할에서는

두 항목의 혼재로 인해 토지피복 간 객체분할이 명확하

지 않았고, 분류 결과에서도 논과 저수지의 혼재가 나

타났다. 반면, 토지피복 경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객체분

할을 위해 사용된 토지피복도에서 논과 저수지의 경계

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분류 결과에서 영상 정보만을

이용한 객체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과 저수지의 혼

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에서는 대표적으로 토지피복 변화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장 건설지역을 확대하여 토지피복 갱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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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7.  Detailed example of classification result in changed area: (a) WorldView-2 image, (b) middle-level past land cover map in
2002, and (c) updated result of land cover map.

                             (a)                                                            (b)                                                             (c)

Fig. 6.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results by image segmentation methods with boundaries of high-level land cover map: (a)
WorldView-2 image and (b) updated result without object boundaries of land cover map, and (c) updated result with object
boundaries of land cove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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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확인하였다. 경기장 지역의 건물과 공사 중으로 인

한 나지 항목들이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갱신 방법론을 통

해 실제 토지피복에 맞게 분류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Fig. 7(b)에서 수계 항목은 최종 분류 결과에서 밭

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는 영상이 5월에 촬영되어 하

천에 물이 마른 상태임에 따라 하천 주변의 식생이 밭

항목과 혼재되어 오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Fig. 7(c)

를 살펴보면, 논 사이에 난 좁은 길이 시가지와 나지로

혼재되었는데, 이는 시가지와 나지의 분광학적 혼재로

인한 오분류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지피복 갱신 정확도 평가 결과

토지피복 갱신 정확도 평가는 초기 감독 분류 결과와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반복 분류에 따른 분류 결

과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여 객체분할을 수행한 방법과 이 연구에서 제안

한 과거 토지피복 경계를 이용한 객체분할한 방법의 분

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정량적 검증을 위해 2015년 세

분류 토지피복도에서 객체 크기가 작아 영상에서 확인

이 불가능한 항목들은 제외하고, 객체분할된 영상 하나

의 객체에 하나의 검증 자료만 포함되도록 임의 추출하

여 총 1010개의 검증 자료를 수집하였다(Table 3).

세분류 토지피복도를 통해 수집된 검증 자료를 이용

해 오차 행렬을 구성하고, 전체 정확도와 분류 항목별

사용자 정확도를 계산하였다(Table 4). 초기 분류 결과

의 전체 정확도는 객체분할 방법별로 각각 61.88%와

64.26%로 나타났다. 객체분할 시 영상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의 초기 분류 결과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장의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F분류 기법

의 훈련 자료에 대한 임의추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즉, 두 분류 결과의 정확도가 약 2.38%p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세부

적으로 분류 항목별 사용자 정확도에서도 두 객체분할

방법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초지 항목이 약 26%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나지와 밭 항목이 각각 약 43%,

48%로 나타났다. 이는 초지와 밭의 혼재로 인해 두 항

목 모두 정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나지는 시가지와의 혼재로 인해 정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객체분할 방법별 최종 분류 결과의 정확도를 살펴

보면, 각각 72.48%와 67.43%로 나타나 약 5%p의 차이

를 보였다. 토지피복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정확도의 차이는 나지와 밭, 시가지 등에서

나타났다. 나지 항목은 객체분할 시 토지피복 경계를 이

용할 경우 약 26.44%p증가폭을 보였으나, 영상 정보만

이용할 경우 약 14.83%p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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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number of validation set

Class Validation set
Barren 140
Dry field 218
Forest 124
Grass 42

Paddy field 260
Urban 182
Water 44
Total 1,010

Table 4.  Variations of overall and class-wise accuracy statistics by segmentation methods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curacy are
shown in bold with the underline)

Class
Variation of accuracy by iteration (%)

with object boundaries of land cover map without object boundaries of land cover map
initial final initial final

Overall accuracy 61.88 72.48 64.26 67.43
Bare soil 43.22 69.66 42.03 56.86
Dry field 48.60 56.94 53.74 54.58
Forest 96.25 87.27 94.38 87.96
Grass 26.42 37.50 27.45 39.13

Paddy field 84.72 85.02 87.18 86.56
Urban 74.80 72.17 71.93 56.40
Water 100 92.59 95.24 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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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시가지 항목은 토지피복 경계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정확도가 유지되는 반면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는 방법

에서는 정확도가 약 15.53%p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객체분할 시 영상 정보만 이용하는 방법은 시

가지와 나지 항목의 분광학적 혼재로 인해 객체가 명확

하게 구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비해 토지피복

경계를 이용한 객체분할 방법은 과거 토지피복도의 정

보를 이용함으로써 시가지와 나지의 경계를 명확히 구

분하여 분류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객

체분할 시 토지피복 경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영상 정보

만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밭에서 정확도의 증가폭이 약

7.5%p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시가지와 나

지의 혼재 양상과 같이 밭과 초지의 분광학적 혼재로 인

해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영상의 객체가 명

확하게 분할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과거 토지피복도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토지피복도 갱신을 목적으로 객체분할과 훈련 자

료 수집에 과거 토지피복도의 정보를 이용하는 분류 방

법론을 제안하였다.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제안 방법론이 과거 토지피

복도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유용한 훈련 자료를 추가함

에 따라 초기 훈련 자료를 이용하는 감독 분류 보다 분

류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단

일시기 영상의 사용으로 밭과 초지, 논 등에서 분광학

적 혼재가 크게 나타나 영상 정보만을 이용한 객체분할

방법에서는 객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나, 과거

토지피복도의 경계를 이용하면서 객체의 경계를 명확

히 할 수 있었다. 또한, 사례 연구 지역 내 시가지, 논, 밭

등 특정 피복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해당 항목으로

만 주로 새로운 훈련 자료가 추가되어 과추정 양상이 나

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안 방법론을 통해 분류 정확도

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시기 영상을 사용함에 따라 초지,

밭, 논 등에서 여전히 혼재가 존재하는데, 추후에는 다

중시기 영상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토지피복 항목들의

혼재 양상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훈련 자료가

특정 항목에 집중적으로 추가되어 해당 항목으로의 과

추정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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