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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면피복이란 초지, 숲, 나지, 도시, 수계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지구 표면의 물리적 특성을 의미하

며, 유사한 특성을 가진 화소들의 조합으로 분류한 자

료를 지면피복 분류자료라 한다. 지면피복은 기상조건

과 함께 현열, 잠열, 운동량 및 온실기체 등의 교환과정

을 의미하는 지면-대기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주요 요

소로써, 기후 및 수치모델에서 지면 경계조건 자료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지면피복 분류자료는 

기후변화영향 연구 및 자연자원 관리, 도시화 및 사막

화 등의 지면상태 변화 분석 및 감시에 이용되는 중요

한 자료이다. 
지면피복 분류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현장관측을 통한 직접 분류방법과 원격탐사 자료

를 이용한 통계적 방법이 있다. 가장 정확한 방법임에

도 불구하고 직접관측을 통한 광역의 지면피복 분류자

료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대안으로 높은 

공간 분해능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는 관측이 가능하며, 주기적인 수정 및 보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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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limate and numerical models, concerns on the land-atmosphere schemes are steadily 
increased in recent years. For the realistic calculation of land-atmosphere interaction, a land surface information of high 
quality is strongly required. In this study, a new land cover map over the Korean peninsula was developed using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data. The seven phenological data set (maximum, minimum, amplitude, 
average, growing period, growing and shedding rate) derived from 15-day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were used as a basic input data. The ISOData (Iterative Self-Organizing Data Analysis), a kind of unsupervised non-hier-
archical clustering method, was applied to the seven phenological data set. After the clustering, assignment of land cover 
type to the each cluster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phen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land cover defined by USGS 
(US. Geological Survey). Most of the Korean peninsula are occupied by deciduous broadleaf forest (46.5%), mixed forest 
(15.6%), and dryland crop (13%). Whereas, the dominant land cover types are very diverse in South-Korea: evergreen needle-
leaf forest (29.9%), mixed forest (26.6%), deciduous broadleaf forest (16.2%), irrigated crop (12.6%), and dryland crop 
(10.7%). The 38 in-situ observation data-base over South-Korea, Environ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Google-earth are used in the validation of the new land cover map. In general, the new land cover map over the Korean peninsula 
seems to be better classified compared to the USGS land cover map, especially for the Savanna in the USGS land cove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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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성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지역 또는 전지구 규

모의 지면피복 분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성
정창, 2001; 서명석 외, 2001; Hansen et al., 2000; Loveland 
et al., 2001; USGS, 2008).

지금까지의 전지구 영역에 대한 지면피복 분류연구에

는 주로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 자료가 이용되었다 (Loveland and Belward, 
1997; Defries et al., 1998; Hansen et al., 2000). AVHRR 
자료에 대해 k-평균 군집기법 (k-means clustering method)
을 적용하여 전지구 영역을 24개 유형으로 분류한 

USGS 지면피복 분류자료(USGS, 2008)는 수치모델

의 지면경계조건 자료 등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지구 영역을 각각 17개 및 14개 유형으로 분류

한 IGBP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와 

UMd (University of Maryland) 지면피복 분류자료도 

AVHRR 자료를 기초로 기상 및 지구감시/관측 프로그

램의 수행을 위해 개발되었다(Loveland and Belward, 
1997; Hansen et al., 2000). 그 밖에도 Landsat TM (Thematic 
Mapper) 또는 SPOT (Satellite Pour I'Observation de 
la Terre), MODIS와 같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특정 지

역의 구체적인 지면정보 산출 연구가 수행되었다 (e.g., 
Skole and Tucker, 1993; Han et al., 2004). 다양한 국

가와 기관에서 기상, 기후 및 지면감시 프로그램 등 각

각의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지면피복 분류자료를 생산

하였으며, 이들 자료에 대한 비교연구도 수행되었다 

(강전호 외, 2007; Hansen and Reed, 2000). 우리나라

에서는 현재 기상분야 활용을 위한 지면피복 분류자료

로써 서명석 (1999)의 PAL (Pathfinder AVHRR Land) 
자료 (Smith et al., 1997)를 이용한 동아시아 지면피복 

분류자료 및 서명석 외 (2001)의 한반도 지면피복 분

류, 제창언 (2005)의 AVHRR 자료를 이용한 동아시아 

지역 지면피복 분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USGS와 IGBP, UMd 지면피복 분류자료는 우리나

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면피복 분류자료 분석 연구에서 한반도 대부분을 

사바나로 분류하거나 실제와 유사하지 않아 한반도 영

역에 대한 분류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전호 

외, 2007). 또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최

근 도시화, 산업화, 사막화, 농지변경 등 지면피복이 세

계에서 가장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위의 지면피복 분류자료들은 1992-1993년 자료를 이

용하였기 때문에 최근의 지면 상태와 다를 수밖에 없

다. 또한, 지면피복 분류에 이용된 기초자료의 품질이 

양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공간 불연속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

고 지면-대기 상호작용의 현실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우리의 연구영역에 적합한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

제에 가까운 새로운 지면피복 분류자료의 생산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Terra 및 Aqua 위성에 탑재된 MODIS 

자료로부터 도출한 최근(2002~2004)의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한반도 영역의 지면피복을 분류하였다. MODIS 
식생지수 자료에 대해 ISOData기법 (Jensen, 1996)을 

적용하여 군집화한 후, USGS 지면피복 정의 자료를 

기준으로 지면피복을 분류하였다. 현장관측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후처리 및 검증에 이용하였으며, USGS 
지면피복 분류자료와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2. USGS 지면피복의 문제

USGS 지면피복 자료는 전지구에 대해 1 km의 수

평 해상도로 도시 (Urban and built-up land) 에서부터 

눈 또는 얼음 (Snow or Ice) 까지 총 24개 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이 자료는 1992년 4월부터 1993년 3월까지 

10일 주기로 합성된 AVHRR 1 km 해상도 자료와 고

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전지구 자료는 각 

대륙별로 분류한 지면피복 분류자료를 하나의 자료로 

통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Version-1은 1997년 11월에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이후 사용자들의 제보를 바탕으

로 재분석하여 Version-2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기초

자료인 AVHRR은 변경되지 않았다.
한반도영역에 대한 USGS 지면피복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면피복 분류

의 오류이다. USGS 지면피복 자료는 한반도의 대부분

을 사바나 (Savannah)로 분류하고 있다. Loveland and 
Belward (1997)의 정의에 따르면, 사바나는 잡풀이나 

하층 식생과 함께 식생비율이 10~30%로 낮은 유형이

며, 혼합림은 식생의 크기가 주로 2 m 이상이며 식생

비율이 60% 이상인 유형이다. 이 정의에 따라 한반도 

지면의 약 50% 이상을 점유하는 혼합림 및 낙엽 활엽

수림, 상록수림 등의 영역을 USGS에서 사바나로 분류

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바나와 혼합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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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특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지면모델과 계

절 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각각의 거칠기 길이는 15 
cm, 50 cm이며, 알베도는 20%, 13%, 방출율은 92%, 
94%, 토양수분함량은 15%, 30%로 정의되는 등 두 지

면피복 유형간의 격차가 크므로 지면-대기 상호작용 

계산 시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 (Guo and Chen, 1994). 
그 밖에도 도시 및 농경지 등의 범위가 과대 혹은 과소

하게 분류되었거나 분류 유형이 잘못되어 있는 등의 

문제들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기본입력 자료의 품질

에 관한 문제이다. 식생지수 자료의 보정상태가 미흡

한 자료에 대해 최대치 합성법 (maximum value composite: 
MVC)을 적용하여 탐사잡음 등의 영향이 제대로 제거

되지 않았다. 그 결과 압록강 주변과 백두산을 중심으

로 함경북도 지역 등에서 공간 불연속 또는 선의 형태

로 지면피복분류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3. 한반도 지면피복 분류

한반도 영역의 지면피복 분류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Terra/Aqua 위성에 탑재된 MODIS 자료로부터 도

출한 식생지수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식생지수는 

상대적인 식생의 양과 상태를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식생요소 (녹색잎 총량, 잎면적 등)와 높은 상관성을 

갖기 때문에 식생구분에 중요한 인자이다. 식생지수는 

근적외 (NIR, 0.8㎛) 채널과 가시 (Red, 0.6㎛) 채널에 

대한 식생의 반사 또는 흡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NIR 
- Red) / (NIR + Red)로 산출하며, 값의 범위는 ±1이

다. 지면피복 분류 정의 및 할당을 위해 USGS 지면피

복 정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류결과의 검증에는 

현장관측자료 및 고도자료, 고해상도 위성합성영상, 
식생조사표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류기법으로 

ISOData 군집기법을 이용하였다. 지면피복 분류과정

은 1)자료 선정 및 준비의 전처리과정, 2)군집을 분류

하는 단계, 그리고 3)후처리 및 검증을 통해 군집분류 

결과의 오류를 수정하고 재분류, 통합 및 지면피복을 

정의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Fig. 1).

3.1 MODIS 자료의 전처리

MODIS 자료로부터 도출한 식생지수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지면피복을 분류하기 위하여 한반도를 지나

는 최근 2년 (2003~2004년) 및 2002년 일부 자료를 이

용하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공공원격탐사센터 (Korea Remote 
Sensing Center: KRSC) 로부터 입수한 MODIS 자료

는 전처리를 거치지 않은 직수신 자료로써 직접 사용

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MODIS 자료와 함께 제

공받은 International MODIS/AIRS Processing Package 
(IMAPP)를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직수신 

자료로부터 Level-1B 자료를 산출하였다. 
자료의 품질검사 및 선별을 위해 L1B 자료로부터 

식생지수 계산에 필요한 채널 (Red: ch1, NIR: ch2)자
료를 추출하여 영상처리 하였다. 자료선별의 기준은 

지면 화소의 오염 정도로써 영상의 시각적 분석을 통

해 자료를 선별하였다. 전체 영상의 약 80% 이상이 구

름에 덮여 있거나 일그러짐 또는 뒤틀림 등의 정도가 

심하여 지면상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자료들을 제외하

였다. 공간 해상도가 수~수십 m에 이르는 자원탐사위

성과 달리 기상위성 자료는 지면의 기준점을 이용한 

지리보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상분석에서 

한반도가 약 30% 이상 위성의 관측각을 벗어난 경우

에도 제외하였다. 영상분석을 통한 선별 과정에서 총 

219일의 자료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자료에 대해 최근법 (nearest neighbor method)

을 적용하여 램버트 원추도법 (Lambert conformal conic 
projection)으로 작성한 동서 및 남북방향 700 x 1100 
화소의 기준 맵으로 투영하였다.

위성원격탐사를 이용한 지면정보 산출에 있어서 가

Fig. 1. Block diagram for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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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문제는 구름 및 에어로솔 등과 같은 대기상태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름에 오염

된 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직하점에 가까운 화소를 

선택하여 합성하도록 하는 최대치 합성법 (MVC)을 

이용하였다 (Holben, 1986) 합성주기는 지표면 상태

의 변화특성을 최대한으로 얻으면서 구름에 오염된 화

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주기로 보통 7, 10, 14일 주

기를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여름몬

순의 영향으로 6월~9월 사이에 구름이 지속적으로 발

생하는 것과 겨울철 (12, 1, 2월)에 식생의 변동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해당 시기에 대해서는 1개월 주기로 

작성하였다. 그 외에 식생의 시간변동이 큰 3, 4, 5월과 

10, 11월은 15일 주기로 작성하였다. 합성자료의 공간 

분포 분석에서 주변화소의 식생지수에 비해 이상적으

로 큰 값이 누적된 경우 주변화소의 평균값과 합성된 

최대치보다 작은 차순위 값을 비교하여 더 큰 값을 적

용하였다. 합성자료의 계절변동 분석에서 시간적 불연

속을 유발하는 화소는 선형내삽을 통해 보정하였다. 
1개월 또는 15일 주기로 작성된 식생지수 자료는 각

각 7개와 10개로 총 17 set의 자료를 군집분류의 입력 

자료로 이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다른 연구들에서

와 같이 효율적인 군집분류를 위해 자료의 양은 줄이

고 식생의 계절변동 정보는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식

생지수 최대치, 최소치, 연변동폭, 연평균, 성장/쇠퇴율 

및 성장기간과 같은 식생의 계절변동 특성 자료를 산

출하여 군집분류의 입력 자료로 이용하였다 (Loveland 
and Belward, 1997; Hansen et al., 2000).

Fig. 2는 MODIS 자료로부터 도출한 식생계절성 자

료들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으로 한반도의 식생지

수는 최소 -0.128에서 최대 0.832의 구간으로 나타났

다. 한반도 식생의 평균 성장률은 약 0.187/월 이고 평

균 쇠퇴율은 약 -0.289/월로 서서히 성장하고 급격히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반도에 분포하는 

식생들의 성장 시기 및 성장률이 종류에 따라 상이한 

반면 낙엽 시기는 식생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

생지수 0.2를 기준으로 할 때 (Wen and Tateishi, 1995; 
Sobrino et al., 2001; Knight et al., 2006; Momeni 
and Saradjian, 2007) 대부분의 식생들이 연중 약 190
일 이상 광합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합성 일 수

가 360일 이상인 화소가 많이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남부지방 및 서해안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상록수림에 

의한 것이다.

3.2 군집분류

군집분석 방법으로 주로 기상위성과 같이 자원탐사 

위성에 비해 해상도가 낮고 분석 영역이 광범위하여 

지면피복별 기준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무감독 분류방법 중의 하나인 ISOData기법을 이용하

였다. 이 군집분석 방법은 k-평균 군집분석 방법에 기

초하여 고안된 방법으로, 계산 속도가 빠르고 대량의 

자료를 군집화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규와 박정균, 1999; Everitt, 1993). 이 방법은 각 

군집의 평균차에 의해 군집을 분류하며, 각 군집의 표

준편차가 너무 큰 경우 두 개의 군집으로 분리하는 과

정을 반복 수행하여 군집을 정리한다. 즉, 매 반복수행

시 마다 군집의 결과를 재분석하므로 보다 포괄적이고 

정교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여섯 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1단계: 각각의 패턴을 가진 변수들로 구성된 n개 (i 

× j)의 자료를 다음과 같은 행렬로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i와 j를 각각 700 × 1100으로 구성하였으며, 식생 계절

특성 자료 각각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

였다.

 







  ⋯ 
  ⋯ 
⋮ ⋮ ⋮ ⋮
  ⋯ 

  ∼      

(2)

2단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군집

의 개수 (k)를 결정하고 군집을 구성하는 최소자료개

수를 정하여 불필요하게 군집화 되는 현상을 막는다. 
초기 군집개수 선정에 관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한 문제로 남아있지만, 충분히 많은 군집개수를 선정

함으로써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Backer, 1995). k-평균 군집기법의 경우 군집

된 자료수가 1개가 되더라도 반드시 초기에 선정한 k 
만큼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지만, ISOData 
기법은 군집의 최소자료개수를 기준으로 자료개수가 

모자라는 군집을 재분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3단계: 각각의 자료 (n)에 대해 임의로 설정한 k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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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벡터와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고, 가장 가까운 

군집에 자료를 할당한다.
4단계: 각 군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편차

가 너무 큰 경우 군집을 분리하고 새로운 평균으로 중

심값을 치환한다. 여기서 Nm은 m번째 군집에 속한 자

료의 개수이다.

(a)

(b)

(c)

Fig. 2. Frequency of NDVI for (a) maximum, minimum, amplitude, and average, (b) growing/shedding rate, and (c) greennes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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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5단계: 4단계에서 정해진 각 군집의 평균벡터와 자

료 사이의 거리를 각각 계산하고 거리 차에 따라 자료

의 군집을 재 할당한다.

 
   

  

  ⋯ 

     

   

(3)

식 (3)을 만족하는 경우는 m번째 군집에 속한 i번째 

자료와 군집 m의 평균벡터와의 거리가 군집 j의 평균

벡터와의 거리보다 큰 경우로써, i번째 자료는 m에서 j
로 군집을 바꾸게 된다.

6단계:  자료의 재 할당이 없을 때까지 4단계, 5단계 

과정을 반복하며, 2단계 과정에서 정의한 군집구성 최

소 자료 개수 이하로 구성된 군집의 경우 해당 군집을 

제거하고, 평균벡터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군집으로 

할당한다.

3.3 지면피복 분류 및 후처리

다양한 군집 수 (k)에 대해 군집화를 시험한 결과 우

리나라의 경우 군집수가 10개일 때 각 군집의 평균 및 

표준편차에서 군집간의 이질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각각의 군집에 대한 식생지수의 평균, 표준편

차 및 지리적 분포특성, 평균고도 등을 분석하여 USGS 
지면피복 정의 자료에 따라 각 군집의 지면피복 유형

(a) (b)

(c)

Fig. 3. Sample image of the post-processing, (a) "Cluster-5" (white ≤ |±2σ| and gray > |±2σ|), (b) temporal variation of
average NDVI with ±2σ, and (c) scatter plot of average with amplitude of 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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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당하였다.
Fig. 3은 식생의 변동특성이 유사한 유형들 사이에

서 나타나는 분류오차의 개선을 위한 후처리 과정의 

한 예로, 낙엽 활엽수림으로 할당된 군집 (Cluster-5)에 

대한 후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해당 

군집의 표준편차 (σ)를 분석한 결과이며, (c)는 식생지

수 평균과 변동폭 사이의 산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a)
에서 “white”는 식생지수 평균이 ±2σ 이내인 곳이고, 
“gray"는 ±2σ를 벗어나는 곳이다. (b)는 표준편차 분

석 결과를 계절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분석 결과 

Cluster-5의 경우 연중 ±2σ 범위를 초과하는 곳이 항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c)에서 Cluster-5는 식생지수 평

균이 작고 변동폭이 큰 그룹과 식생지수 평균이 크고 

변동폭이 작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분
석 결과에 따라 ±2σ 범위내의 영역만을 낙엽 활엽수림

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영역은 재할당을 위해 미분류 

영역으로 치환하였다. 
Fig. 4는 Cluster-5의 영역분리 전과 후의 평균 식생

지수 계절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영역분리 결과 영역

분리 전에 비해 식생의 변동폭이 커지고, 여름철에 크

게 성장하였다가 겨울철에 최소가 되는 “낙엽 활엽수

림”의 계절변동 특성에 조금 더 가까워 졌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각 군집에 대해 후처리 과정을 적용함

으로써 군집을 분리 또는 통합하여 한반도의 지면피복

을 분류하였다. 

3.4 분류결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현장관측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증자료를 확보

하였다. 현장관측을 통해 수집한 결과들을 정리하여 

각 지점별 동/서/남/북 4방위의 현장사진과 함께 지면

피복 유형, 위/경도 및 고도,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관측 시기에 구애받지 않으며 

다른 식생과의 구별이 쉬운 농경지를 중심으로 도시 

및 농지, 혼합림, 상록수림, 낙엽활엽수림 등의 식생 지

역에 대해 남한 38개 지점의 관측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였다. Fig. 5는 현장관측 자료의 구축 예와 관측지

점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1은 지면피복 

유형별 관측자료의 개수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1. The number of observation points by the land cover type.

KLC Category Number
2 Urban and Built-up land 2
3 Irrigated cropland & pasture 19
4 Dryland cropland & pasture 2
5 Deciduous broadleaf forest 5
6 Evergreen needleleaf forest 2
7 Evergreen broadleaf forest 1
8 Mixed forest 5
9 Shrubland 2

10 Grassland 0

Fig. 4. Temporal variation of average NDVI before and after post-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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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측 자료는 검증 자료로써 가장 정확하고 중

요한 자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면피복 유형이 반

경 수 km 이상 균질한 지역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검증지점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지리/위치적 요인 등의 제약조건으로 한반도 전

역에 대한 충분한 현장관측 자료의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환경지리정

보 (Environ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GIS)
의 토지피복지도와 "호영출판사"의 "한국 아트라스" 
(서태열 과 pGEOS, 2005), 구글의 Google-earth (http://earth. 
google.com) 등을 검증보조 자료로 이용하였다. 

분류결과에 대한 검증은 현장관측 자료를 이용한 

검증을 가장 우선으로 하였다. 위/경도를 기준으로 관

측지점과 분류자료의 해당 화소를 1:1로 비교하고 주

변 화소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현장관측 자료와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화소 및 동일 유형의 주변 화소에 대

해 Fig. 3에 나타낸 방법을 적용하여 재분류하였다. 검
증보조 자료인 고해상도 위성합성영상을 이용하여 각 

지면피복 유형의 공간적 범위를 비교 및 결정하였다. 
토지피복지도로부터 구한 한반도의 지면피복 유형별 

비율에 따라 분류결과의 정량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각 유형별 식생지수 평균, 표준편차 및 평균고도 등의 

분석을 통한 검증도 수행하였다. 
Fig. 6은 본 연구에서 분류한 한반도 지면피복 (Korea 

Land Cover: KLC_v1.0)의 최종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해발고도가 낮아 주요 평야지대가 위치하는 서해

안과 남해안지역의 대부분이 관개농지 (Irrigated cropland)

로 분류되었으며, USGS에서 밭 (Dryland cropland)으
로 분류하였던 신의주 및 함흥 주변 지역을 관개농지

로 분류하였다. 전남과 경남지역의 대부분이 상록침엽

수림, 중부지방은 혼합림, 강원도 산악지역과 북한 지

역의 대부분이 낙엽활엽수림으로 분류되었다. 지리산 

및 주변의 고산지대에서도 낙엽활엽수림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의 대도시 지역들이 잘 분류되었음을 볼 수 있다. 

Fig. 7은 Fig. 6에 나타낸 한반도 지면피복 분류결과

의 각 지면피복 유형별 평균 식생지수의 계절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상록수림의 경우 식생지수가 크고 계

절변화는 적은 반면 낙엽수림은 여름에 최고로 성장했

다가 겨울에 최소가 됨으로써 계절 변동 폭이 매우 크

게 나타나고 있다. 관개농지의 경우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가 5월말로 다른 지역식생에 비해 약 1개월 이상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내기 시기와 맞물려 관

개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지역

의 식생량은 겨울에 가장 적으며 여름에도 크게 성장

하지 않아 식생의 계절변화도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다른 식생의 성장과 함께 4월부터 식생량이 증가

하는 것은 크게 도시 내 공원 및 조경수 등에 의한 것과 

도시 및 주변 식생과의 경계가 확실치 않음에 따른 분

류 정확도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지면피복 분류결과의 각 유형별 구성 비율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전체 분류영역 (한반도)의 각 유

형별 구성 비율과 남한만의 구성 비율을 분석하여 검

증자료로 이용된 환경지리정보의 식생조사결과와 비

Fig. 5. Sample image of ground-truth data base (left) and spatial distribution of their observation point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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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다. 남한의 각 지면피복 유형별 구성 비율은 상

록 침엽수림이 29.85%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혼합

림은 26.55%, 논과 밭을 합한 농경지는 23.38%, 낙엽

활엽수림은 15.25%로 나타났다. 한반도, 특히 남한에

서는 위의 4개 유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초지, 상록활엽수림 및 관목수림 등의 총량이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비율은 환경

지리정보의 식생조사결과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분류

되었으며, 혼합림은 약 10% 과하게 분류함으로써 아

직 일정수준의 분류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밖에 농지 및 상록침엽수림 등의 구성 비율은 

두 자료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

한 검증자료들로 정확한 오차수준을 제시할 수 없으

나, Table 1과 2의 분석결과에 나타낸 지면피복 유형별 

구성비율 및 일치비율을 통해 분류자료에는 아직 전이

오차 (commission error)와 누락오차 (omission error)
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이오차는 특정 유형

으로 분류된 자료 중 해당 유형이 아닌 자료의 비율을 

Fig. 6. Land cover map of the Korean peninsula classifi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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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누락오차는 특정 유형의 분류자료 중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자료의 비율을 의미한다 (성정창, 
2000).

3.5 USGS 지면피복과의 비교

USGS 지면피복분류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수치 및 

기후모델, 식생의 계절성 및 식생상태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면피복분

류 자료이다. USGS와 함께 IGBP 지면피복분류 자료 

또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IGBP의 지면피복은 USGS를 

기반으로 이용 목적에 따라 재조합 및 재분류한 것으

로 특히 한반도 영역에서 두 자료가 동일한 문제 (사바

나 등)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강전호 외,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SGS 지면피복분류 자

료를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8은 새로 분류한 공주대 지면피복 KLC와 USGS 

지면피복의 각 유형별 구성화소수가 1000개 이상인 

유형만을 나타낸 것이다. USGS 지면피복 자료의 경우 

남한에서 사바나의 비율이 약 39% 로 가장 높게 나타

Table 2. Comparison of percentage for each land cover type between KLC and EGIS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
Korea.

LC
Category

Korean peninsula South-Korea EGIS
KLC USGS counts rate(%) mean topo(m) counts rate(%) mean topo(m) rate(%)

2 1 Urban and built-up land 2915 0.92 52.43 2143 2.34 37.55 4.7
3 3 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26713 8.46 62.92 11541 12.63 36.83 13.8
4 2 Dryland cropland and pasture 40745 12.90 449.90 9824 10.75 81.72 10.9
5 11 Deciduous broadleaf forest 146771 46.47 544.62 13934 15.25 565.91 18.8
6 14 Evergreen needleleaf forest 31059 9.83 345.82 27283 29.85 210.41 30.7
7 13 Evergreen broadleaf forest 927 0.29 147.35 927 1.01 147.35
8 15 Mixed forest 49166 15.57 439.42 24266 26.55 288.43 16.5
9 8 Shrubland 5430 1.72 1624.00 45 0.05 1120.24

10 7 Grassland 12101 3.83 149.42 1435 1.57 66.69 2.0
EGIS : environ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Fig. 7. Temporal variation of averaged NDVI according to the land cov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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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관개농지와 혼합림이 각각 약 21%, 그리고 약 

7%의 혼합 경작지와 소량의 다른 유형들로 구성된 것

으로 나타났다. KLC 지면피복 자료는 상록 침엽수림

이 가장 많고, 혼합림과 농경지 및 낙엽활엽수림 등으

로 다양하게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KLC는 USGS
에 비해 도시영역을 약 3배 이상 많게 분류하였고, 건
조농지도 약 2.4배 많게 분류한 반면, 관개농지는 약 

1.6배 적게 분류하였다. USGS는 한반도 영역을 낙엽 

침엽수림, 나지 및 툰드라 등 바다를 제외한 17개 유형

으로 분류하였으며, 상록 활엽수림은 포함하지 않았

다. KLC는 도시, 농지, 혼합림 등 8개의 유형을 USGS
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USGS에서 분류하지 

못한 상록 활엽수림을 더하여 총 9개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Table 3 은 Hansen and Reed (2000)의 연구에서와 

같이 식생의 성장 패턴을 기준으로 Forest/Woodland, 

Grass/Shrubs, Crops, 그리고 Bare-ground의 4개 유형

으로 통합하여 USGS와 KLC 지면피복의 일치율을 나

타낸 것이다. 농지유형의 일치율이 63.38%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초지유형의 일치율은 16.19%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USGS의 농지유형과 KLC의 초지유형의 

일치율이 KLC의 농지유형에 대한 일치율보다 큰 

66.29%로 나타나고, KLC의 나지유형과의 일치도도 

58.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두 자료의 초지유형과 나

지유형의 일치율은 각각 16.19%, 20.79%로 비교적 낮

게 나타났다. 이는 USGS 지면피복이 농지와 초지, 특
히 사바나를 과하게 분류하면서 위치에서도 오차가 컸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동일 통합

유형의 평균 일치율은 약 33%에 그쳤고, 전체 평균 일

치율은 38.59%로 나타났다. 그러나 24개 실제 지면피

복 유형에 따른 비교분석에서는 13.8%만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Comparison of amount for each land cover type between KLC and USGS over south Korea.

Table 3. Agreement ratio of vegetation gross category that assigned 4-type by Hansen(2000).

                                 KLC
 USGS Forest/Woodland Grass/Shrubs Crops Bare ground

Forest/Woodland 31.74 5.62 8.07 2.42
Grass/Shrubs 46.74 16.19 25.30 14.28
Crops 21.16 66.29 63.38 58.79
Bare ground 0.08 3.55 0.87 20.79
Average class agreement = 33.03%
Overall agreement = 38.59%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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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통합유형 (4-type)과 실제 분류유형에 따른 

USGS와 KLC 지면피복 자료의 일치영역을 공간 분포

로 나타낸 것이다. 통합유형을 기준으로 한 비교에서 

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평야지대와 같은 광역의 

농경지대 및 USGS에서 혼합림으로 분류한 영역에서 

두 자료의 유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지면피복에 대한 비교에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두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대도시 중심부와 평야지대 일부분, 동해 해안선 부

근의 혼합림 등 일부지역에서만 두 자료의 지면피복 

유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지면피복은 지면-대기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주요 

요소로써, 기후 및 수치모델에서 지면 경계조건 자료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이다. 현재 우리나

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는 USGS 지면피복 자

료인데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분류유

형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

반도에서 보다 현실적인 지면-대기 상호작용의 계산에 

필요한 지면경계조건의 개선을 위해 최근 3년간 (2002~ 
2004년)의 MODIS 자료에 무감독 분류기법인 군집화 

(clustering) 기법을 적용한 후 현장관측자료 등의 검증 

및 보조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지면피복을 분류하

였다. 
MODIS 자료로부터 한반도의 지면피복을 분류하

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는 초기 

MODIS 자료로부터 지면피복분류에 필요한 기본 입

력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로 IMAPP을 이용한 전처리와 

Fig. 9. Spatial distribution of agreement between USGS and KLC land cover map according to the (a) gross category that
assigned by Hansen(2000) and (b) original land cover type category. (white and gray color denotes dis-agreement and agree-
men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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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지수 계산 및 식생 계절변동 자료(최대치, 변동폭, 
평균 등)를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변수들의 양과 

변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등질군집으로 분류하는 군집

화기법 (ISOData)을 이용하여 한반도의 지면피복을 

군집화 하였다. 3단계에서는 USGS 지면피복 정의 자

료와 각 군집의 계절변동 특성에 따라 지면피복을 분

류하고, 표준편차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4단계에서는 현장관측자료, Google-earth 및 환경지리

정보의 식생조사표 등을 이용하여 분류결과를 검증하

였다. 특히 현장관측 자료는 GPS를 이용하여 남한 38
개 지점의 지면피복유형을 직접 관측하여 구축한 DB
로써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검증 자료이다. Google-earth 
자료와 환경지리정보의 식생조사표를 이용하여 부족

한 검증자료를 보완하였다.
한반도의 지면피복 종류는 10종으로 하였으며 각 

지면피복별 점유율은 낙엽활엽수림이 약 46%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혼합림이 15%, 건조농지와 초지가 약 

13%, 상록침엽수림과 관개농지가 각각 10%와 8%이

며, 그 외는 약 4%이내이다. 반면 남한에서는 상록침

엽수림과 혼합림이 각각 30% 및 26%를 점유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그 외 낙엽활엽수림, 관개농지 및 밭과 

초지가 각각 15%, 12.6% 및 10.7%로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남한지역에서의 각 지면피복 유형별 분

포 비율은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환경지리

정보의 식생조사표와 유사하다. USGS 지면피복 분류

자료와 비교해 보면, 각 지면피복별 점유율에서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USGS에서 사바나로 분류되었

던 지역들이 본 분류에서는 대부분 혼합림과 낙엽활엽

수림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현장관측자료, Google-earth 
자료 및 환경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으로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 분류한 자료가 합리적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지면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에

서 구름 및 에어로솔 등과 같이 식생지수를 감소시키

는 대기의 영향은 보정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구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식생지수의 합

성주기를 15일과 1개월로 하였고, 공간 해상도는 1 km
로 작성하였다. 현재 이용 가능한 MODIS 자료의 최고 

해상도는 250 m 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기보정 기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간적으로 보다 해상도가 높은 자

료를 작성하고, 검증자료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CATER 2009- 
3114)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MODIS 
자료를 제공해 주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공공원격탐

사센터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논문을 심

사하시고 수정에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강전호, 서명석, 곽종흠, 2007: 아시아 지역 지면피복자료 비
교 연구: USGS, IGBP, 그리고 UMd. 대기, 17(2), 159-169.

서명석, 1999: 지역 기후 모형에서의 원격 탐사된 식생 및 토양
수분에 대한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민감도. 서울대학교 대
기과학과 박사학위 논문, 272pp.

서명석, 곽종흠, 김희수, 김맹기, 2001: 극궤도 기상위성 자료
를 이용한 한반도의 지면피복 분류. 한국지구과학회지, 
22(2), 138-146.

서태열, pGEOS, 2005: 위성에서 보는 한국 아트라스 (Atlas 
of KOREA from Space). 호영, IBSN 89-85772-54 
03660, 413 pp.

성정창, 2000: 광역 시계열 원격탐사 자료 분석의 특성과 응용. 
대한원격탐사학회지, 16, 1-12.

이동규, 박정균, 1999: 군집분석을 이용한 남한의 여름철 강수
지역 구분. 한국기상학회지, 35(4), 511-518.

제창언, 2005: 동아시아 지면피복 분류 및 지면피복의 변화가 
집중호우의 모의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석사학위 논문, 64 pp.

Backer, E., 1995: Computer assisted reasoning in cluster 
analysi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Defries, R. S., M. Hansen, J. R. G. Townshend, and R. 
Sohlberg, 1998: Global land cover classifications at 8 km 
spatial resolution: the use of training data derived from 
Landsat imagery in decision tree classifiers. Int. J. 
Remote Sens., 19, 3141-3168.

Everitt, B. S. 1993: Cluster analysis (third edition). Halsted 
Press, 170 pp.

Guo, Y. R., and S. Chen, 1994: Terrain and land use for the 
fifth-generation Penn State/NCAR mesoscale modeling 
system (MM5). NCAR Technical Note, NCAR/TN- 
394+IA, 114 pp.

Han, K. S., J. L. Champeaur, and J. L. Roujean, 2004: A land 
cover classification product over France at 1 km reso-
lution using SPOT4/VEGETATION data. Remote Sens. 
Environ., 92, 52-66.

Hansen, M., R. S. Defries, J. R. G. Townshend, and R. 
Sohlberg, 2000: Global land cover classification at 1 km 
spatial resolution using a classification tree approach. Int. 
J. Remote Sens., 21(6/7), 1331-1364.



182 MODIS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지면피복 분류

Hansen, M., and B. C. Reed, 2000: A comparison of the IGBP 
DISCover and University of Maryland global land cover 
products. Int. J. Remote Sens. 21, 1365-1374.

Holben, B. N., 1986: Characterization of maximum value 
composites from temporal AVHRR data. Int. J. Remote 
Sens. 7, 1417-1434.

Jensen, J. R., 1996: Introductory digital image processing: 
A remote sensing perspective. Prentice-Hall, 318pp.

Knight, J. F., R. L. Lunetta, J. Ediriwickrema, and Khorram, 
2006: Regional scale land cover characterization using 
MODIS-NDVI 250m multi-temporal Imagery: A phe-
nology based approach. GIScience and Remote Sens., 
43(1), 1-23.

Loveland, T. R., and A. S. Belward, 1997: The International 
Geosphere Biosphere Programme data and information 
system global land cover data set(DISCover). Acta 
Astronautica, 41(4), 681-689.

Loveland, T. R., B. C. Reed, J. F. Brown, D. O. Ohlen, J. Zhu, 
L. Yang, and J. W. Merchant, 2001: Development of a 
global land cover characteristics database and IGBP 
DISCover from 1-km AVHRR data. Int. J. Remote Sens. 
21(6/7), 1303-1330.

Momeni, M., and M. R. Saradjian, 2007: Evaluating 
NDVI-based emissivities of MODIS bands 31 and 32 us-
ing emissivities derived by day/night LST algorithm. 
Remote Sens. Environ., 106, 190-198.

Skole, D., and C. Tucker, 1993: Tropical deforestation and 
habitat fragmentation in Amazon: Satellite data from 
1978 to 1988. Science, 260, 1905-1910.

Smith, P. M., S. N. V. Kalluri, S. D. Prince, and R. S. Defries, 
1997: The NOAA/NASA Pathfinder AVHRR 8-km land 
data set. Photogrammetric Engineering and Remote 
Sensing, 63, 12-31.

Sobrino, J. A., N. Raissouni, and Z. L. Li, 2001: A com-
parative study of land surface emissivity retrieval from 
NOAA data. Remote Sens. Environ., 75, 256-266.

USGS, 2008: Global land cover characteristics data base 
version 2.0 users guide. US. Geological Survey (http://edc2. 
usgs.gov/glcc/globdoc2_0.php).

Wen C. G., and R. Tateishi, 1995: Classification method-
ology for land cover mapping using global monthly 8-km 
AVHRR data. Asian Association on Remote Sens. (ACRS 
1995) Proceeding, PS4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