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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CA 기반의 무감독 변화탐지 기법을 이용한 산림황폐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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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deforestation due to forest fire by using KOMPSAT
satellite imagery. For deforestation analysis, unsupervised change detection algorithm is applied to
multitemporal images. Through ITPCA (ITerativ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generated from multitemporal satellite images before and after forest fire,
changed areas due to deforestation are extracted. In addition, a post-processing method using SRTM
(Shuttle Radar Topographic Mission) data is involved in order to minimize the error of change detection.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using KOMPSAT-2 and 3 images, it was confirmed that changed areas due
to deforestation can be efficiently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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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KOMPSA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산불에 의한 산림황폐화 발생 지역을 탐지하고자

하였다. 산림황폐화 분석을 위하여 다시기 위성영상에 무감독 변화탐지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산불 전후

에 대한 다시기 영상으로부터 생성한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에 ITPCA(ITerativ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적용하여 산림황폐화에 의하여 발생한 변화지역을 추출하였다. 또한,

SRTM(Shuttle Radar Topographic Mission)자료를 이용한 후처리 기법을 통하여 오탐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KOMPSAT-2, 3 영상을 이용한 실험결과,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는 산림황폐화 지역을 효과적으

로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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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림황폐화는 과거에는 산지였으나 현재 정상적인

산림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지역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산림황폐화 지역은 농경목적으로 개

간이 이루어진 개간산지, 땔감 채취 및 산불 등으로 인

하여 산림이 훼손된 무립목지, 지표침식이 발생한 민둥

산 형태의 산간나지의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Lee,

2004). 산림황폐화는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 등에 의하여 현황 파악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

대되고 있는 실정이다(Piao et al., 2016). 특히, 산림황폐

화가 발생하는 지역은 대부분 대규모 지형에 걸쳐서 발

생하기 때문에, 위성영상 등과 같은 원격탐사(remote

sensing) 자료를 활용하여 산림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탐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Holmegre et al., 2008).

산림황폐화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다

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Choi and Um

(2012)은 Landsat TM영상을 활용하여 영상 내에 존재

하는 산림 및 비산림 지역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강산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성하였으며, Yoo et

al.(2011)은 위성영상과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산림황폐

지를 구분하고, 잠재적인 재조림 대상지를 도출하였다.

국외의 경우, Qamer et al.(2016)은 Landsat위성영상을 이

용하여 파키스탄 지역의 산림 황폐화 경향을 분석하기

도 하였으며, Margono et al.(2012)는 Landsat시계열 자료

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도네시아 지

역의 삼림황폐화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한 산림황폐화 분석은 많은 연

구들이 영상 분류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해당 방법

들은 분류 결과를 활용하여 산림황폐화 지역의 변화 양

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영

상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관심지역에 대

한 토지피복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훈련자료(training

data)의 품질에 따라서 분석결과의 정확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활용적인 측면에서 국내 KOMPSAT위성영상

을 이용하여 산림황폐화 발생 경향 및 발생 지역의 유무

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무감독 변화탐지(unsupervised

change detection) 기법을 수행하는 것은 사용자 개입의

최소화 및 자동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양한 무감독 변화탐지 기법들

이국내에서도진행된바있다. Choi(2015)는대표적인변

화탐지기법인 IR-MAD(Iteratively Reweighted-Multivariate

AlterationDetection) 기법을이용하여다시기KOMPSAT

위성영상에대한변화지역탐지를수행한바있으며, Oh

and Lee(2015)는 다시기KOMPSAT영상과 항공 라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도시지역의 변화탐지를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시기 KOMPSAT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산림황폐화 지역의 분석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시기

KOMPSAT 영상으로부터 취득한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에 대표적인 무감독 변화탐

지 기법인 ITPCA(ITerativ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식생변화지역을 자동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국내 산림지역의 변화탐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

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자료 및 후처리 방법을 적용하였다. 실제 국내

산불 발생지역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

안한 기법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위성

영상의 전처리 및 각종 임계치 설정에 대한 사용자의 개

입을 최소화하였을 경우에의 위성영상을 이용한 산림

황폐화 지역의 분석가능성을 고찰하였다.

2. 실험지역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7년 5월 6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

읍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한 산림황폐화 지역을

실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원격탐사자

료는 2016년 5월 28일과 2017년 5월 20일에 촬영된

KOMPSAT-2호 및 3호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며, 산림황

폐화 분석을 위한 부가적인 자료로 SRTM자료를 사용

하였다. 특히, 실험지역 내 산불 발생 약 14일 후에 위성

영상이 취득되었기 때문에, 산불에 의한 산림황폐화 경

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

험에 사용한 자료 및 그에 따른 제원은 각각 Fig. 1과

Table 1과 같으며, 식생지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위

색합성(false color composite)은 Red, Green, Blue밴드를

NIR, Red, Green밴드를 이용하여 구축하여 표현하였다.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6-3, 2017

– 1234 –

07최재완(1233~1242)ok.qxp_원격탐사33-6-3(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별호)  2018. 1. 4.  오후 12:05  페이지 1234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KOMPSAT위성영상에 ITPCA

기반의 무감독 변화탐지 기법을 적용하여, 관심 지역 내

의 산림황폐화 발생지역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전처리된 KOMPSAT위성영상에

ITPCA를 적용하고, 생성된 주성분 밴드에 대하여 후처

리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산림황폐화 지역을 추출

하였다. 추출된 결과에 대하여 영상 판독을 기반으로 생

성한 참조자료(ground truth data)에 의한 오차행렬을 이

용한 정량적 분석 및 시각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흐름도는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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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1.  (a) false color composite of KOMPSAT-3 image acquired in May 2016, (b) false color composite of KOMPSAT-3
image acquired in May 2017 and (c) SRTM data.

                                                            (a)                                                                                                  (b)

Fig. 2.  Workflow.

Table 1.  Sensor Specification

Sensor KOMPSAT-3 KOMPSAT-2 SRTM
Location Dogye-eup, Samcheok-si, Gangwon-do, Korea

Date 2016.05.28 2017.05.20 –

GSD 2.8 m (multispectral)
0.7 m (panchromatic)

4 m (multispectral)
1 m (panchromatic) 30 m

Wavelength

blue: 450-520 nm
green: 520-600 nm

red: 630-690 nm
NIR: 760-900 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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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성영상의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KOMPSAT위성영상의 효과적인 활

용을 위하여 산림황폐화 분석에 있어서 사용자의 개입

과 위성영상의 전처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KOMPSAT-2, 3호영상모두정사보정(ortho-rectification)

처리가 수행된 1G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두 영상의 다

중분광(multispectral) 밴드만을 실험에 활용하였다. 한편,

KOMPSAT-2, 3호의 공간해상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

에, 두 영상의 공간해상도는 영상재배열(resampling)을

통하여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다시기 영상의 상대방사

보정과정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원 영상의 DN(Digital

Number) 값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2) 변화탐지를 위한 PCA의 적용

주성분 분석은 다중분광 영상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

의 양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분광특성을 가

지는 개체(feature)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분광 변환 기법

이다. 주성분 분석 결과 생성되는 각 개체들을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 PC)으로 정의하며, N개의 밴드로

구성된 다중분광 영상에 대한 주성분 분석의 결과로서

N개의 주성분(PC1~PCN)이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PC1

은 다중분광영상의 전체적인 정보를 가장 많이 포함

한다. 그러나, PCN에 가까운 주성분은 PC1과 비교하여

다중분광 영상의 정보를 거의 포함하지 못하며, 대부분

의 정보가 노이즈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주성분 분

석은 다중분광 영상 및 초분광(hyperspectral) 영상의 노

이즈 제거 및 밴드 추출 기법에도 사용된다.

주성분 분석을 변화탐지 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

의 밴드로 구성된 다중분광영상은 변화 전, 후 밴드 한

개씩 선택하거나 각각 단일밴드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변화 전, 후 영상에서 추출한

두 개의 밴드에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여 PC1과 PC2 밴

드를 생성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영상 내에 존재하는 변

화지역이 미변화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

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PC1은 미변화지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며, PC2는 변화지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Fig. 3과 같이,

PC1은 다시기 영상 내 미변화 지역의 특성을 표현하는

반면에, PC2에서는변화된지역들이상대적으로높은밝

기값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도록 축변환이 이루어진다.

변화 전, 후 영상 X1, X2의 i번째 밴드에 대한 화소를

x = [xi,1, xi,2]T로 정의하고, 화소 x의 집합에 대하여 주성

분 분석을 수행하여 PC1와 PC2를 생성한다고 가정하자.

PC2는 다시기 영상 내의 변화지역이 강조된 자료이며,

이를 생성하기 위한 식은 식 (1)과 같다.

                            PC2 = eT
2 (x – m)                              (1)

여기서, m은 화소 x의 평균을 의미하며, e2는 공분산

행렬 C의 두 번째 고유벡터를 의미한다. 공분산 행렬 C

는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C =  Σ (x – m) (x – m)T                       (2)

생성된 PC2 영상에 특정 임계치를 적용하여, 임계치

를 초과하는 화소들을 변화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

성분 분석을 이용한 기법은 대기보정 결과에 의존적이

지 않고 각 성분의 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

만, 변화 행렬을 구성하기 어렵고 변화탐지 결과가 지

역의 영향을 받는 단점이 존재한다.

3) ITPCA

ITPCA는 기존의 PCA방법을 무감독 변화탐지에 적

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중

치에 기반한 반복적인 축 조정을 통하여 주성분을 계산

하는 방법이다(Wiemker et al., 1997; Falco et al., 2016).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시기 영상 내 존재하는 변화지

역의 탐지를 위하여 PCA를 적용하기 위한 가장 큰 가정

은 해당 지역 내 변화지역의 화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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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scription of PCA for change detection using multitemporal
satellite images (Wiemker et al., 1997).

07최재완(1233~1242)ok.qxp_원격탐사33-6-3(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별호)  2018. 1. 4.  오후 12:05  페이지 1236



비중을 가지며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축에서 벗어난 있

다는 점이다. 그러나, Fig. 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PC1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화지역 화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최적의 PC1이 결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TPCA에서는 최적의 분광변환 축을 산출하

기 위하여, PC2의 정보들을 활용한다. 첫 번째로, 식 (1),

(2)를 이용하여 PC1, PC2를 추출한다. Fig. 3에서 볼 수 있

는 것과 같이, PC2의 화소값이 작을수록, 해당 화소가 미

변화지역을 의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식 (3)을 이용

하여 화소값이 작을수록 해당 화소에 높은 가중치를 배

정하는 가중치 변수를 생성한다.

                                 w =                                    (3)

여기서, p는 PC2의 화소값을 나타낸다. 각각의 가중

치는 식 (4)을 이용하여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

종적으로 가중치를 이용하여 식 (5)와 같이 공분산행렬

C를 다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주성분 분석을 다시 수

행하게 된다. 반복연산은 주성분 분석의 각 축들이 임

계치 이내로 변화할 때까지 수행된다.

                                 w′ =                                     (4)

        
C = , m′ = Σw′x         (5)

여기서, N은 영상 내 화소의 개수, x1은 시기 1에 취득

한 영상의 화소값, m1′은 x1의 화소값 평균을 의미한다.

ITPCA는 PCA와 비교하여 방사적인 영향에 강건하다

고 알려져 있으며, ITPCA연산과정에서 변화화소를 초

기에 제거하는 것이 변화탐지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ITPCA를 적용함에 있

어서, 초기 변화지역의 제거와 반복 주성분분석의 종료

를 위한 임계치의 설정이 요구된다.

4) 산림황폐화 분석을 위한 ITPCA의 적용

산림황폐화 분석에 변화탐지 기법을 활용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산림황폐화 경향이 발생한 지역들은

식생의 활력도가 변화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실험을 수

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시기 위성영상에 대하여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을 추출

하여 ITPCA의 입력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NDVI

영상은 식 (6)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NDVI =                           (6)

여기서, NIR, RED는 각각 위성영상의 근적외선 및

적색 분광파장대에 대한 분광반사율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PCA에 의한 다시기 NDVI영상의 분광변환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NDVI의 물리적인 특성은 변화

탐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대방사보정을 거치지 않은 DN값을 이용하

여 NDVI를 추출하고, 이를 변화탐지의 자료로 활용하

였다.한편, ITPCA의 적용과정에서도 변화지역의 화소

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적의 축을 도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지역으로 추

정되는 초기 화소들을 제거한 후에 나머지 화소에 대해

서만 ITPCA를 적용함으로써 ITPCA적용단계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산림황폐화 지역 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시기NDVI영상의 차영상

을 계산하고, 차영상의 평균 화소값을 중심으로 표준편

차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화소들만을 이용하여 ITPCA

를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무감독 변화탐지를 위하여

ITPCA적용에 의하여 생성된 PC2 밴드 내 화소값의 경

향성은 다시기 NDVI의 차영상과 동일한 상관도를 가

지도록 조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생성된 PC2 밴드의 특

성과 관계없이 산림황폐화 지역들의 화소값의 부호가

1
| p |

w
Σw

Σw′(x1 – m1′) (x2 – m2′)T

× Σw′N – 1
N

NIR – RED
NIR +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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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scription of ITPCA for change detection (Wiemker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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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경향을 보이도록 변환하였다.

5) 변화지역 추출을 위한 임계치 적용

ITPCA기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PC2 밴드 내에 존재

하는 산림황폐화 지역을 추정하기 위하여, PC2 밴드는

정규분포의 형태를 보이는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중, 산림황폐화가 발생한 지역은

높은 NDVI값에서 낮은 NDVI값으로 변환 화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PC2 밴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고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2 밴드 내의

화소값들의 평균(μ)과 표준편차(σ)를 계산하고, PC2 밴

드의 화소값이 μ + 0.5σ를 초과하는 화소들을 산림황폐

화 발생지역으로 추출하였다. 한편, 추출된 화소값들 중

에서는 농경지 등의 변화에 따른 다시기 영상 내NDVI

의 차이에 의하여 추출된 화소들도 존재한다. 이를 효

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RTM자료

를 활용하였다. SRTM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경사도

(slope) 정보를 이용하여 일정한 경사도 미만을 나타내

는 지형들은 비산림지역으로 판단하고, 이들은 산림황

폐화 발생 지역에서 제거하였다. Lee(2004)는 경사도 5도

를 기준으로 하여, 산림지역과 비산림지역을 구분한 바

있으나, 연구에서 입력자료로 활용한 다시기 위성영상

과 비교하여 SRTM자료의 공간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SRTM자료의 오차를 고려하여 경사도가 10도 이하인

지역들을 비산림지역으로 가정하였다. 최종적으로,

PC2 밴드의 히스토그램에 대한 임계치 적용을 통하여

추정한 변화지역 화소들은 노이즈 형태의 일부 고립화

소(isolated pixels)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 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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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Fig. 5.  (a) NDVI before deforestation, (b) NDVI after deforestation, (c) PC1 band by multitemporal NDVI, (d) PC2 band by
multitemporal NDVI, (e) result of deforestation area and (f) ground truth data.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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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majority filter를 이용하여 해당 고립화소들을

제거하였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다시기 KOMPSAT위성자료에 대하여 NDVI를 추

출하고, 이에 대하여 ITPCA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PC1밴드

에서는 식생지역은 높은 화소값을 가지며, 수계 및 도

심지역은 낮은 화소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다시기 NDVI의 전반적인 경향과

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5(c)). 한

편, Fig. 5(d)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PC2 밴드에

서는 산림황폐화가 발생한 지역들은 낮은 화소값을 가

지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화소값

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시기

NDVI에 ITPCA를 적용하여 산림황폐화 발생지역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림황폐화

지역의 추출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참조

자료(Fig. 5(f))를 생성하였으며, 해당 참조자료는 다시

기 위성영상의 판독을 기초로 한 디지타이징(digitizing)

작업을 통하여 직접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임계치 적

용 및 후처리를 이용하여 추출한 산림황폐화 지역의 결

과(Fig. 5(e))는 참조자료(Fig. 5(f))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은 ITPCA의 PC2밴드만

을 이용하여 추출한 초기 산림황폐화 지역(Fig. 6(b))과

SRTM및 후처리를 수행한 최종 산림황폐화 지역에 대

ITPCA 기반의 무감독 변화탐지 기법을 이용한 산림황폐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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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Fig. 6.  (a) slope image by SRTM, (b) initial deforestation area, (c) final deforestation area and (d) ground truth dat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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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Fig. 6(c))이다. 산림황폐화 지역에 대한 참조자

료(Fig. 6(d))와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SRTM자

료 등을 활용하여, 일부 농경지에서 발생한 오차를 효

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SRTM자

료의 공간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부 고립

화소들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Fig. 7, 8은 다시기 위성영상에 대한 산림황폐화 지역

추출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7,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산불, 벌목, 개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산림황폐화지역들이 효과적으로

추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2016년도와 비교하여 산림지역에 새롭게 식

생이 형성된 지역의 경우에는 탐지가 되지 않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변화탐지 관점에서는 해당 지역도 정

확하게 검출이 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림황폐

화 지역만을 추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ITPCA를 이용한 변화지역 검출에 있어서 NDVI가 급

격하게 감소된 지점만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새

롭게 조림이 되었거나 산림황폐화가 감소된 변화지역

들은 추출이 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KOMPSAT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산림황폐화 지역들을 무감독 기법으

로 분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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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7.  (a) false color composite of KOMPSAT-3 image

acquired in May 2016 (site 1), (b) false color composite
of KOMPSAT-3 image acquired in May 2017 (site 1)
and (c) final deforestation area (site 1).

(a)

(b)

(c)
Fig. 8.  (a) false color composite of KOMPSAT-3 image acquired

in May 2016 (site 2), (b) false color composite of
KOMPSAT-3 image acquired in May 2017 (site 2) and
(c) final deforestation area (site 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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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황폐화 지역 내의 일부 화소들이 미변화지역으로

추정되었으며, 영상 전체에 대하여 노이즈의 형태로 산

림황폐화지역들이 오탐지된 경향이 발생하였다. Fig.

8(c)와 같이, 일부 산림황폐화 지역이 사각형의 형태로

미추출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지역들은

SRTM의 경사도가 낮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제거된 지

역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정량적 평가에 있어서 탐지정

확도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으며 , 향후 고해상도의

DEM을 사용하여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하였다.

산림황폐화분석결과를정량적으로평가하기위하여,

참조자료(Fig. 6(d))를 기준으로 오차행렬을 구성하였다.

평가결과, 전체정확도는 92.36%, 탐지율(detection rate)

과 오탐지율(false alarm rate)은 각각 76.73%, 5.09%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본 실험에서 제안된 기법이 국

내의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림황폐화 현상을 효과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전체정확도와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낮은 탐지율을 보이는 원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림 지역 내의 일부 지역들이 낮은 경사도를 보

임에 따라서 1차적으로 산림황폐화지역으로 추출된 지

역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화소단위의 분석으

로 인하여majority filter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

부 고립화소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향후 고해

상도의 수치표고모형이나 고립화소를 효과적으로 제

거할 수 있는 후처리 방법을 통하여 산림황폐화 분석 정

확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시기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적용가

능한 대표적인 변화탐지 기법인 ITPCA방법을 활용하

여 실제KOMPSAT위성영상 내에 산림황폐화로 인하

여 발생한 변화지역들을 탐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다시기 위성영상에서 NDVI를 추출하고, 이를

ITPCA기법에 적용하여, 초기 산림황폐화지역을 추정

하였다. 또한, SRTM자료와 히스토그램 기반의 임계치

추정 기법을 활용하여 최종적인 산림황폐화 지역을 추

출하고, 오탐지 지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다시기 KOMPSAT영상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산불

에 의한 산림황폐화 지역을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특히, 전처리 과정 및 실험에 사용된 임계치 등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국내 산림황폐화 및 산

불발생 지역의 분석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로는 추출결과에서 일부

발생하는 오탐지 영역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선된 변

화탐지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되며,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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