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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of the three land cover data set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International Geosphere 
Biosphere Programme: IGBP, and University of Maryland: UMd), derived from 1992-1993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AVHRR) data sets, was performed over the Asian continent. Preprocesses such as the unification 
of map projection and land cover definition, were applied for the comparison of the three different land cover data sets. 
Overall, the agreement among the three land cover data sets was relatively high for the land covers which have a distinct 
phenology, such as urban, open shrubland, mixed forest, and bare ground (> 45%). The ratios of triple agreement (TA), 
couple agreement (CA) and total disagreement (TD) among the three land cover data sets are 30.99%, 57.89% and 8.91%, 
respectively. The agreement ratio between USGS and IGBP is much greater (about 80%) than that (about 32%) between 
USGS and UMd (or IGBP and UMd). The main reasons for the relatively low agreement among the three land cover 
data sets are differences in 1) the number of land cover categories, 2) the basic input data sets used for the classification, 
3) classification (or clustering) methodologies, and 4) level of preprocessing. The number of categories for the USGS, 
IGBP and UMd are 24, 17 and 14, respectively. USGS and IGBP used only the 12 monthly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whereas UMd used the 12 monthly NDVI and other 29 auxiliary data derived from AVHRR 5 channels. 
USGS and IGBP used unsupervised clustering method, whereas UMd used the supervised technique, decision tree using 
the ground truth data derived from the high resolution Landsat data. The insufficient preprocessing in USGS and IGBP 
compared to the UMd resulted in the spatial discontinuity and mis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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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면피복 (land cover) 분류 자료는 수치 예보 모델

이나 지역기후 모델 등의 지면경계조건 뿐만 아니라 

지면온도 산출 및 농업기상 등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e.g., Suh and Lee, 2004; Xue and Shukla, 1993). 또
한 지구환경 변화의 연구 및 생물지화학적 순환(bio-
geochemical cycles)을 포함한 지구시스템 과정에 중

요한 기초 자료이다 (Dickinson, 1995; Hall et al., 
1995). 지면피복 분류 자료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면피복 분류자료가 광범위한 지역에 

해 시․공간적으로 연속적이며 거의 동일한 품질의 

관측을 제공하는 기상위성 자료로부터 산출되고 있다

(서명석 등, 2001; Hansen et al., 2000; Loveland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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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0; Defries and Townshend, 1994b; James et 
al., 1976). 최근에는 기상위성 자료의 질적 수준과 컴

퓨터의 계산 성능의 향상으로 공간분해능 1 km의 고

해상도 지면피복 분류 자료들이 지역규모 및 전 지구

규모로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면피복에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후 및 수치모델의 지면 경계

조건을 개선하여 강수현상의 예측수준을 향상시키려

는 노력들이 수행되었다(나득균 등, 2005; Suh and Lee, 
2004). 또한 지면피복 자료는 2009년 6월에 발사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해양기상위성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의 기상

자료 처리시스템 개발에서 다양한 기상요소 산출의 기

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Kwak et al., 2006).  
위성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면피복을 분류하

는 방법은 기준자료의 활용 여부에 따라 감독 분류

(supervised classification)와 무감독 분류 (unsupervised 
classification)로 구분한다. 분류 영역이 넓지 않고 공간

해상도가 수∼수십 m 이내인 자원탐사 위성 (Landsat, 
SPOT)의 자료는 기준자료의 확보가 용이하므로 비교

적 분류 과정이 간단하고 정확도가 높은 감독분류 기

법을 이용한다. 반면, 기상위성 탐사자료와 같이 광역

의 수 km 공간 해상도를 갖는 자료는 공간을 표하는 

기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특성이 유사한 

화소들의 집합으로 군집화 (clustering)한 후 특성에 따

라 분류하는 무감독 분류 기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Merchant et al. (1993)은 검증자료의 부족 및 통계적

으로 의미 있는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 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어 광역의 지면피복 분류의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Hansen and Reed (2000) 및 

Defries and Townshend (1994a)는 분류 목적, 분류 방

법 및 입력 자료의 전처리 수준 등에 따라 지면피복 분

류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모델링 및 환경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료는 USGS(U.S. Geological Survey Land Use/ 
Land Cover), IGBP (International Geosphere Biosphere 
Programme) 및 University of Maryland (UMd) 지면피

복 분류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모두 NOAA/AVHRR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1 km 
자료로부터 산출된 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에 해 감독 혹은 무감독 분

류기법을 적용하여 지면피복을 분류한 것이다. USGS 
지면피복 분류자료는 USGS와 EROS (National Center 
for Earth Resources Observation and Science), 네브

라스카-링컨 학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및 

유럽위원회의 합동연구에 의해 광역 ( 륙/전지구)의 

환경연구 및 모델응용을 위해 작성되었다 (Loveland et 
al., 2000). IGBP의 DISCover(Data and Information 
System Cover)는 IGBP의 핵심과학 프로젝트 (IGBP, 
1992; Rasool, 1992)에서 요하는 다양한 전지구 지면

피복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계획된 후 Loveland et al. 
(2000)에 의해 작성되었다. UMd 지면피복 분류자료

는 모델링 등 지면정보를 요하는 다양한 연구에서 보

다 나은 해상도의 전지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속

적으로 개발되었다. Defries and Townshend (1994b)는 

1˚ 해상도로 전지구의 지면피복을 분류하였으며, 
Defries et al. (1998)은 전 지구에 해 8 km 해상도의 

자료를 작성하였다. 최근 Hansen et al. (2000)은 전 지

구에 해 1 km의 고해상도 지면피복 분류자료를 작

성하였다. 
USGS와 IGBP에서는 월주기로 합성된 식생지수 

자료에 무감독 분류기법을 적용하여 지면피복을 분류

하였으나 UMd에서는 월별 식생지수 외에도 AVHRR
의 5개 채널로부터 29개 매트릭스 (matrices)와 고해상

도의 자원탐사위성으로부터 수집한 지상기준자료들

에 감독분류기법을 적용하여 지면피복을 분류하였다. 
또한 입력 자료와 분류기법이 동일한 USGS와 IGBP
의 경우 지면피복의 유형이 각각 24개와 17개로 차이

가 있다. 따라서 이들 세 자료 사이에는 입력자료, 분류

기법 및 분류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들 자료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해 분

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입력자료, 분류기법 및 분류유형에 근거한 USGS, 
IGBP 및 UMd의 전 지구 지면피복 분류자료 중 아시

아 지역에서의 분류결과에 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

교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서의 지면피복 사용자들에게 이들 지면피복 자료들이 

갖는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자료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는 이 지역에서

의 새로운 지면피복 자료의 분류 또는 지면피복자료 

개선의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지면피복 자료는 USGS (Lov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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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s of characteristics for the three land cover products(USGS, IGBP and UMd).

Products USGS Land Use/Cover IGBP DISCover UMD Land Cover
Sensor NOAA/AVHRR NOAA/AVHRR NOAA/AVHRR
Period of data 
collection 1992.4-1993.3 1992.4-1993.3 1992.4-1993.3

Spatial 
resolution 1 km 1 km 1 km

(8 km & 1 deg.)

Input data 12 monthly 
   composited NDVI

12 monthly 
   composited NDVI

41 metrics 
   derived from NDVI 
   and bands 1-5

Categories 24 Classes 17 Classes 14 Classes
Processing 
sequence Continent by continent Continent by continent Global

Classification 
scheme Unsupervised clustering Unsupervised clustering

Decision tree
(Supervised classification 
tree method)

et al., 2000), IGBP (Loveland et al., 2000; Loveland 
and Belward, 1997) 및 UMd (Hansen et al., 2000) 이
며 이 자료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이 세 자료의 

공통점은 초기 입력자료로 1992년 4월부터 1993년 3
월까지 1년간의 AVHRR 자료로부터 산출된 월별 식

생지수를 이용한 점과 자료의 공간해상도가 1 km인 

점이다. 하지만 이 세 자료 사이에는 분류기법, 지면피

복 유형 수 및 보조자료의 활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분
류기법의 경우 USGS와 IGBP의 경우 기상위성 탐사 

자료와 같이 광역의 자료 분류에 사용되는 무감독 분

류기법을 이용한 반면 UMd는 전지구 영역에 해 감

독 분류기법의 하나인 결정나무 기법 (decision tree 
method)을 이용하였다. 분류유형 수에서도 USGS, 
IGBP 및 UMd가 각각 24, 17 및 14개로 상이하다. 또
한 USGS와 IGBP의 경우에는 월별 식생지수만을 이

용한 반면 UMd의 경우에는 AVHRR의 다른 채널 자

료로부터 총 41개의 시계열 자료를 작성하여 이용하였

으며 감독분류에 필요한 기준자료로 자원탐사위성

(Landsat)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류절차 면에서도 USGS
와 IGBP는 일차적으로 각 륙별 지면피복 자료를 작성

한 후 통합한 반면 UMd는 전지구의 지면피복을 동시에 

분류하였다. 이 세 자료들은 USGS 및 Maryland 학 홈

페이지를 통해 Web 혹은 Anonymous FTP 방식으로 

(http://edcsns17.cr.usgs.gov/glcc/, http://www.geog.umd. 
edu/landcover/1km-map.html)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지면피복 분류자료들을 화소차원에서 구

체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해상도 및 지도 

투영법, 지면피복 정의 및 분류유형 수에서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항목에 해 

표준화를 시도하였으며 일부 표준화가 어려운 것에 

해서는 비교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세 자료 모두 공간해상도가 1 km이기 때문에 일차

적으로 각 지면피복의 지도투영법을 통일시켰다. 
USGS와 IGBP자료는 Interrupted Goode Homolosine 
투영법 및 람베르트 방위 등면적 (Lambert Azimuthal 
Equal Area) 투영법을 이용하였으며, UMd는 지리좌표 

(Geographic coordinates) 투영법과 Goode's Homolosine 
투영법을 이용하였다. 두 가지 지도투영 방법을 하나의 

투영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플레이트 커리 맵 투영

법 (Plate Carree Map Projection)을 이용하였다. 이 투

영법을 이용한 것은 위도와 경도 격자가 수직으로 만

나며, 한 화소의 위도와 경도의 거리가 같음에 따라 자

료의 이용 및 관리가 수월하며, 다른 형태로의 재 투영

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의 화소 (또
는 격자점) 수와 시작점의 위/경도만으로 전체 자료의 

위/경도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복잡한 

위/경도 계산 프로그램 혹은 용량의 위/경도 정보 자

료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극

으로 갈수록 왜곡이 커져서 극점이 점이 아닌 하나의 

줄로 나타나는 등 지형적 왜곡이 심한 단점이 있다. 
Fig. 1은 플레이트 커리 맵 투영법으로 재 투영한 

USGS와 UMd 지면피복 분류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지면피복 분류과정에서 이미 

결정한 지면피복 정의 및 분류유형 수에 해 표준화

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Table 2에서와 같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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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projected and unified color-coded land cover maps of USGS(upper) and UMd(lower). The full names for the 
land cover indexes are as follows; Urban: urban and built up lands, Crops: croplands, Grass: grasslands, Cls Shrub: closed
Shrubland, Op Shrub: open Shrubland, Savanna: Savannas, Dec Brdf: deciduous broadleaf forests, Dec Ndlf: deciduous
needle-leaf forests, Ever Brdf: evergreen broadleaf forests, Ever Ndlf: evergreen needle-leaf, Mixed: mixed forests, and
Barren: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lands.

지면피복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정의된 지면피복을 중

심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지면피복 정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직접 비교가 가능한 지면피복 유

형수는 12개 (Water body 제외)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

에서 다른 지면피복 자료 보다 농지를 5개로 상세하게 

분류한 USGS의 농지들을 IGBP 및 UMd와 비교하기 

위하여 1개로 통합하였고, IGBP의 2가지 농지도 1개

로 통합하였다. 또한 사바나의 경우 USGS에서는 1개

로, IGBP에서는 2개로 정의되어 있으며 UMd에서는 

명칭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세 지면피복 자료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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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gency table of land cover class among the three land cover data sets (USGS, IGBP and UMd) for the comparison.

USGS
Code USGS Land Use/Cover IGBP

Code IGBP DISCover UMd
Code UMd Land Cover

1 Urban and Built-up Land 13 Urban and Built-up 13 Urban and Built-Up
2
3
4
5
6

Dryland Cropland and Pasture
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Mixed Dry/Irrig. Cropland and Pasture
Cropland/Grassland Mosaic
Cropland/Woodland Mosaic

12
14

Croplands
Cropland/Natural Vegetation
  Mosaic

11 Cropland

7 Grassland 10 Grasslands 10 Grassland
8 Shrubland 6 Closed Shrublands 8 Closed Shrubland
9 Mixed Shrubland/Grassland 7 Open Shrublands 9 Open Shrubland

10 Savanna 8
9

Woody Savannas
Savannas 7 Wooded Grassland

11 Deciduous Broadleaf Forest 4 Deciduous Broadleaf Forest 4 Deciduous Broadleaf Forest
12 Deciduous Needleleaf Forest 3 Deciduous Needleleaf Forest 3 Deciduous Needleleaf Forest
13 Evergreen Broadleaf Forest 2 Evergreen Broadleaf Forest 2 Evergreen Broadleaf Forest
14 Evergreen Needleleaf Forest 1 Evergreen Needleleaf Forest 1 Evergreen Needleleaf Forest

15 Mixed Forest 5 Mixed Forest 5
6

Mixed Forest
Woodland

19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16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12 Bare Ground
16 Water Bodies 17 Water Bodies 0 Water
17
18

Herbaceous Wetland
Wooded Wetland 11 Permanent Wetlands

24 Snow or Ice 15 Snow and Ice
20
21
22
23

Herbaceous Tundra
Wooded Tundra
Mixed Tundra
Bare Ground Tundra

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USGS의 7가지 유형 및 IGBP
의 2가지 유형은 비교할 수 없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개 지면피복 분류 자료에 한 비교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한 화

소들(USGS 및 IGBP에서 비교가 가능한 12개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USGS에서 7개, IGBP에서는 2개 

유형)을 제외한 화소들에서 각 유형별 화소수를 비교

하였다.  이러한 지면피복 유형별 점유율의 비교는 3개 

지면피복 자료 사이의 개략적 일치성에 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2단계에서는 3개 지면피복 자료 사

이의 구체적 비교를 위하여 각 화소별 분류의 일치성

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각 화소별로 3개 지면피복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3개 중 2개가 일치하는 경우 및 3
개 모두가 다른 경우로 구분하였다 (Table 3). 3단계에

서는 Hansen and Reed (2000)의 유형별 (4개 유형) 
일치율 분석법을 세분화하여 12개 지면피복에 해 각

각 일치율을 비교하였다 (Table 4). 예를 들어, UMd의 

도시영역에 해 USGS 및 IGBP는 같은 도시영역으

로 몇 %를 분류하였고, 도시영역 외의 다른 유형으로 

각각 몇 %를 분류하였는지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Fig. 1은 3개의 지면피복 자료 중 분류법 및 입력자

료에서 차이가 컸던 USGS와 UMd 지면피복 분류자

료를 플레이트 커리 맵 투영법으로 재 투영하고 지면

피복별 칼라를 통일하여  나타낸 것이다. 분석영역 전

체를 나타내기 위하여 1 km의 공간해상도를 약 24 km
로 축소한 것이다. 그림에서 검은색은 툰드라, 습지 및 

적설 혹은 결빙지역과 같이 USGS에서는 정의되었으

나 UMd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지면피복 유형들을 나

타낸다. 시각적으로 볼 때 상 적으로 분류가 용이한 

나 지, 나 지 주변의 초지, 혼합림, 열 우림, 농지 

등에서는 두 자료가 비교적 잘 일치하나 한반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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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Crops

Grass

Cls Shrub

Op Shrub

Savanna

Dec Brdf

Dec Ndlf

Ever Brdf

Ever Ndlf

Mixed

Barren

etc.

Fig. 2. Same as in Fig. 1 except for USGS(left) and UMd(right) over Korean peninsula.

태국 및 일본열도 등에서 전체적으로 지면피복이 전혀 

다르게 분류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USGS
에서는 부분 사바나로 분류한 반면 UMd에서는 혼

합림 등 다양하게 분류하였으며 인도의 경우 USGS에

서는 농지로 분류하였으나 UMd에서는 사바나로 분류

하고 있다. 태국의 많은 지역을 USGS에서는 농지 및 

상록 활엽수림 등으로 분류한 반면 UMd에서는 혼합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열도에서도 USGS에서는 

주로 혼합림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UMd에서는 상록 

침엽수림으로 분류하고 있다. 
Fig. 2는 한반도 영역에서 2개의 지면피복 자료의 

분류특성을 상세히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해상도를 약 

3 km로 나타낸 것이다. 도시와 농지를 제외하고는 지

면피복 분류가 거의 일치하지 않고 있다. 특히, USGS
는 한반도의 부분을 사바나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록강을 가로질러 자강도 지역에서 공간불연

속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USGS에서 지면

피복을 분류하기 전에 구름으로 오염된 화소의 탐지 

및 복원과 같은 전처리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을 축소하여 잘 나타나지 않지

만 백두산에서 나진만 부근까지 탐사잡음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UMd의 경우 한반도 전체에서 사바나로 분

류한 지역은 거의 없으며 USGS에 비해 농지는 적게, 
초지, 낙엽활엽수림, 및 상록침엽수림은 많게 분류하

고 있다. 또한 UMd에서는 압록강 유역의 공간불연속

과 백두산 주변의 탐사잡음이 없는 것으로 보아 USGS 
보다 전처리 수준이 더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3은 세 지면피복 자료에서 각 지면피복들이 점

유하는 화소수를 나타낸 것이다. 입력자료 및 분류법

이 유사했던 USGS와 IGBP 지면피복 자료에서는 유

형별 점유율이 체적으로 비슷하나 분류기법 및 입력

자료가 상이했던 UMd 지면피복 자료는 매우 다른 점

유율을 보이고 있다. USGS와 IGBP에서는 관목수림

(open/closed shrubland)과 사바나를 제외하고는 점유

율이 거의 유사하게 분류하였으나 UMd는 도시, 나
지 및 상록활엽수림을 제외하고 부분 유형에서 점유

율이 크게 다르게 분류하였다. 그 결과 UMd에서는 관

목수림, 사바나, 상록 침엽수림의 점유율이 USG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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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ber of pixels for the individual class of USGS, IGBP and UMd land cover products.

TA

CA

TD

OT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agreement levels(TA: triple agreement, CA: couple agreement, TD: total disagreement, 
OT: others) among the three land cover product(USGS, IGBP and UMd). 

IGBP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나타난 반면, 낙엽활엽수

림과 낙엽침엽수림의 점유율은 USGS와 IGBP에 비해 

약 1/4 수준이다. 
Fig. 4는 세 지면피복자료에서 각 화소별 분류의 일

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바다를 제외한 육지 영역에서 

흰색은 세 지면피복 자료의 분류가 모두 일치한 화소

(TA: Triple Agreement), 밝은 회색 (light gray)은 3개 

중 2개의 지면피복 자료가 일치한 화소 (CA: Couple 
Agreement), 짙은 회색 (dark gray)은 3개의 지면피복 자

료의 분류가 각각 다른 화소 (TD: Total Dis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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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assification ratio(%) of UMd according to the USGS land cover types(see the Fig. 1 for the detailed description 
of land cover indexes).
       USGS
UMd Urban Crops Grass Shrub Mix 

Shrub Savanna Dec Brdf Dec Ndlf Ever 
Brdf

Ever 
Ndlf Mixed Barren

Urban 66.4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Crops 9.4 31.6 7.7 1.9 0.0 13.7 3.2 2.1 3.4 1.9 3.7 0.0
Grass 11.3 24.7 46.8 6.1 1.1 8.6 5.6 4.0 0.6 2.7 3.4 0.1
Cls Shrub 1.5 4.6 5.3 2.9 0.0 5.1 14.8 1.0 0.0 0.4 1.2 0.0
Op Shrub 1.9 2.7 25.3 56.0 69.7 0.4 0.8 0.0 0.0 0.1 0.0 23.8
Wd Grass 5.6 24.7 7.2 4.6 0.4 30.2 34.7 21.4 12.8 10.9 16.2 0.0
Dec Brdf 0.1 0.3 0.1 0.1 0.0 2.2 2.1 0.2 7.4 0.6 3.5 0.0
Dec Ndlf 0.1 0.2 0.1 0.1 0.0 2.2 1.2 20.6 0.0 0.3 2.3 0.0
Ever Brdf 0.0 0.8 0.0 0.1 0.0 0.2 1.6 0.0 34.1 0.2 1.4 0.0
Ever Ndlf 0.7 1.8 2.0 1.2 0.0 7.6 6.2 6.8 4.8 45.3 22.0 0.0
Mixed 2.6 8.5 4.5 4.0 0.2 29.9 29.8 43.9 36.9 37.5 46.3 0.0
Bare Grnd 0.3 0.0 0.9 23.0 28.5 0.0 0.0 0.0 0.0 0.0 0.0 76.1
 Average class agreement = 38.37%
 Overall agreement = 39.36%

Table 3. Ratio of agreement levels according to the agreement type among the three land cover products (USGS, IGBP and
UMd).

Legend Definition Agreement type Ratio(%)
TA Triple Agreement USGS == IGBP == UMd 30.99

CA Couple Agreement
USGS == IGBP /= UMd

57.89
85.26

USGS == UMd /= IGBP 0.28
IGBP == UMd /= USGS 14.46

TD Total Disagreement USGS /= IGBP /= UMd 8.91
OT Others 2.21

그리고 검정색은 비교 상 외의 “기타유형의 화소” 
(OT: Others)를 나타낸다. 주로 사막 및 나지와 같이 

분류가 용이한 지역에서 세 지면피복 자료가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농지와 관개농지를 포

함하는 농지영역에서도 세 지면피복이 모두 일치하는 

영역이 비교적 넓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상해와 베이

징 사이, 히말라야 산맥 이남의 저지 를 따라 나타나

는 농지 및 러시아 남서부, 한반도 북쪽 만주지방 등에

서 공통적으로 농지가 나타났다. 반면 세 지면피복 자

료의 분류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영역은 주로 

아시아지역 주요 산맥과 산맥 주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북부의 동토 지역과 북 시베리아평원 동

쪽 체르스키 등 산맥을 따라 세 가지 지면피복이 서로 

다르며, 아랄 해 남부 우즈베키스탄지역 과 알타이산

맥 부근에서도 세 지면피복이 서로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세 지면피복 사이의 화소별 분류 일치율

을 나타낸 것이다. 각 화소에서 세 지면피복의 유형이 

모두 일치하는 TA 화소는 30.99%로 나타났다. 3개 중 

2개가 일치하는 CA 화소는 가장 많은 57.89%로 나타

났으며, 이 중 부분은 USGS와 IGBP가 일치하는 영

역 (85.26%)이며, UMd가 USGS 및 IGBP와 일치하는 

화소들은 각각 0.28%와 14.46%로 나타났다. 세 개의 

지면피복이 전혀 다르게 분류한 TD 화소와 비교제외

(OT) 화소는 각각 8.91%와 2.21%로 나타났다. USGS
와 IGBP는 아시아 지역의 지면피복을 상 적으로 유

사하게 분류한 반면 UMd는 이들 두 자료와 매우 상이

하게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류에 사용된 위성자

료 및 사용기간이 동일함에도 분류결과가 이렇게 상이

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면피복 분류과정

에서 사용한 지면피복의 유형수, 기본 입력자료, 분류

방법 및 전처리수준 등이 달랐기 때문으로 본다. 
세 지면피복 분류자료에서 지면피복 유형별 분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USGS의 분류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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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UMd 분류 현황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USGS와 IGBP의 경우 지면피복 유형수를 각각 24개

와 17개로 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혹은 유사 

지면피복 유형 사이의 일치율이 약 88%이상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USGS 지면피복 자료와 UMd 
사이의 유형별 분류현황만을 제시하였다. 표에는 나타

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UMd 지면피복 자료

는 USGS에 비해 IGBP와의 일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SGS와 UMd사이에 각 유형별로 분류가 

일치하는 비율은 최소 2.1%에서 최  76.1%에 이르

기 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체적으로 나

지, 도시지역 및 혼합관목 유형에서는 일치율이 

6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관목수림, 낙엽활엽

수림의 경우에는 일치율이 3% 이내로 매우 낮게 나타

나고 있다. USGS의 관목수림의 경우 UMd에서의 저

밀도 관목수림 (open shrubland)을 포함할 경우 일치

율이 약 59%로 높아지며 낙엽활엽수림의 경우에는 

UMd에서는 나무가 혼재된 초지 (wooded grass: 34.7%)
와 혼합림 (Mixed: 29..8%)으로 분류하고 있다. USGS
에서의 농지를 UMd에서는 농지 (31.6%)외에 초지

(24.7%)와 나무가 혼재된 초지 (24.7%)로 분류하고 

있다. 초지도 초지 (46.8%)외에 저밀도 관목 (25.3%)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목은 빽빽한 관목 (2.9%) 및 

저밀도 관목 (56%)과 나 지 (23%)로, 혼합관목은 저

밀도 관목 (69.7%)과 나 지 (28.5%)로 분류하고 있

다. 특이한 것은 USGS에서의 사바나와 숲(낙엽활엽/
침엽수림, 상록활엽/침엽수림)의 부분 (약 30% 이
상)을 UMd에서는 혼합림으로 분류한 점이다. 

지면피복 분류결과를 상이하게 하는 요인에는 지면

피복의 정의 및 유형 수, 입력자료 형태 및 수, 분류방

법 및 전처리 수준 차 등이 있다. 즉, 모든 종류의 농지

를 하나로 정의한 UMd, 농지 및 농지와 자연식생의 

혼합 등 2 종류로 정의한 IGBP, 건조농지, 관개농지, 
혼합농지 등 5 종류로 세분화한 USGS의 지면피복 분

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Table 2에 나타낸 바

와 같이 USGS와 IGBP, UMd는 농지뿐만 아니라 사바

나, 관목, 혼합림, 습지, 툰드라 등의 지면피복 유형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였다. 
지면피복 분류에 활용되는 입력자료의 양과 질도 

분류결과를 상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양질의 입력자료 

요건은 자료의 양은 적으면서 식생의 양 및 계절변동 

특성을 최 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

력자료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1년 동안의 10일 또는 

월주기 식생지수 자료(36개 또는 12개)로부터 식생지

수 최 치, 연변동폭, 연평균, 성장기간과 같은 자료들

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지면피복의 분류수준을 높

이기 위하여 각 화소의 고도, 기온 및 강수량과 같은 보

조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USGS와 IGBP는 최 치 

합성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주기의 식생지수 자료를 

입력자료로 이용하였으나 UMd는 월주기 식생지수를 

포함하여  AVHRR 5개 채널 자료로부터 41개의 입력자

료 및 고해상도 자원탐사위성 자료로부터 도출한 기준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입력자료의 차이가 USGS
와 IGBP의 지면피복은 매우 유사하게 분류된 반면, 
UMd는 이들과 매우 상이하게 분류되게 한 것으로 판

단된다. 
지면피복 분류과정에서 USGS와 IGBP가 무감독 

분류기법을 이용하여 군집화 한 후 보조자료 들을 이

용하여 지면피복을 분류한 반면, UMd는 고해상도 자

원탐사위성 자료 등의 보조자료를 지면피복 분류의 기

준자료로 활용하는 감독분류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러

한 분류기법의 차이는 각 지면피복 유형을 표하는 

기준의 차이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분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위성 원격탐사 자료의 전처리 수준 또한 지면

피복 분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다. 기하

보정과 센서검정 등의 전처리를 비롯하여 구름 및 에

어러솔에 의한 오염화소의 제거수준, 기효과 보정 

등 전처리 수준에 따라 지면피복이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와 같이 여름 몬순의 영향으로 구

름이 길게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지역에서 식생지수

를 기반으로 지면피복을 분류할 때 구름으로 오염된 

화소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분류상에 큰 오류

가 발생할 수 있다. USGS와 IGBP에서 한반도의 부

분을 사바나로 분류한 점과, 한반도 북부 압록강 유역

에 공간불연속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 

두 자료의 전처리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기상위성 자료의 질적 수준 및 컴퓨터의 계산 성능

의 향상으로 전지구에 해 공간분해능 1 km의 고해

상도 지면피복 분류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지면피복 분류자료 이용자들은 사용하는 지

면피복 자료의 정확도에 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치모델 및 기후모델의 

지면경계조건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U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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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세 지면피복 분류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분

류한 12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면피복분류 결과들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 3개의 지면피복 분류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화소는 30.99%이며, 3개 중 2개가 일치하는 화소는 

57.89%이고 3개가 전혀 다르게 분류된 화소는 8.91%
로 나타났다. 또한 3개의 지면피복에서 지면피복 유형

수가 상이하여 비교가 불가능한 화소 수도 2.21%에 달

하였다. 즉, 현재 수치 및 기후모델의 지면경계조건으

로 사용중인 아시아 지역의 지면피복 분류 자료는 불

확실성이 큰 화소가 10%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체적으로 나 지 (사막), 도시, 저밀도 관목 및 혼합림

과 같이 식생의 생물리적 특성들이 뚜렷한 유형들에서

는 분류가 잘 일치하였다. 그러나 빽빽한 관목, 농지, 
사바나, 낙엽활엽수림 및 낙엽침엽수림과 같이 식생의 

생물리적 특성들이 유사한 유형사이에는 분류의 일치

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지면피복 분류에 사용한 기본 입력자료와 분류기법

이 무감독 분류로 동일한 USGS와 IGBP 지면피복 분

류 결과가 상 적으로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본 입력자료와 분류기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UMd
의 지면피복 분류 결과는 앞의 두 지면피복 분류 결과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동일 기간의 동일한 기상위성

자료 (NOAA/AVHRR)를 초기 위성자료로 사용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분류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전처리 수준 차, 기본 입력자료 및 분류기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개 지면피복 자료를 비교하

면서 문제가 되었던 지면피복 유형수가 상이했던 점도 

분류 결과를 상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

로 현재 사용중인 아시아 지역에 한 지면피복 자료

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 분류오류를 포함하

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지면경계조건으로 처방하면 

일차적으로 알베도, 거칠기 길이와 같은 지면의 생물

리적 요소들이 잘 못 처방되게 할 것이고, 이것은 에너

지, 수분, 운동량 등의 지면- 기 상호작용에 오차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지면- 기 상호작용에서의 오차

는 다양한 되먹임 및 물리-역학적 과정을 통해 경계층, 
기연직구조 및 기상현상의 모의결과에도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면피복 자료들에 한 비교

분석 결과는 지면피복 자료의 사용자들에게 하나의 사

용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면피

복 유형수면에서는 USGS (24개)와 IGBP (17개)가 

UMD (14개)보다 지면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분류의 정확도와 공간적 연속면에서는 UMd가 

USGS나 IGBP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3개의 지면피복 분류가 완전히 일치하거나 적어도 

2개의 지면피복이 일치한 화소들은 지면피복 분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여기서 제시한 비교결과는 절 적인 것이 아니고 

지면피복 자료들 사이의 일치와 불일치에 한 자료이

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정확한 지면피복 분

류 자료의 산출이 필요하다. 
다양한 종류의 지면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지면피복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면피복 유형

별 특성에 한 표준 정의 및 분류체계의 확보가 필요

하다. 또한 분류결과의 검증 및 개선을 위하여 각 지면

피복 유형에 해 다양한 지역에서의 현장관측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장관측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지

역에 해서는 Landsat과 같은 고해상도 자원탐사위

성 자료를 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와 같이 황사, 구름 등과 같이 기상위성자료의 품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들 잡음요

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처리 기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USGS, IGBP 및 UMd 
자료에서 일차적으로 3개가 전혀 다르게 분류되었거

나 2개가 같더라도 분류결과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화

소들에 해서 재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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