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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QuickBird 영상을 이용한 픽셀 및 분할기반의 분류방법의 정확도를 비교하

여 적합한 수종 분류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지인 충청북도 옥천군과 영동군의 산림

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총 398개 토지피복정보를 수집하였다. 총 14개의 토지 피복 등급(4개의 침엽수종

과 7개의 활엽수종, 그리고 3개의 비산림지)으로 구분된 현지조사 자료를 훈련자료로 이용하였다. 픽셀기반 분류에

있어서 위성영상이 가지고 있는 원 화소값, tasseled cap 분석에 의한 3개의 지수, 그리고 주성분 분석을 통한 3개의

성분값을 이용한 3가지의 밴드조합 영상을 생성하여 분류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위성영상의 원 화소값을 이용한 분

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할기반 분류에서는 3개의 축척계수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축

척계수 50%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 정확도는 76%, 그리고  값은 0.74로 다른 축척계수에 의한 정확도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QuickBird 영상의 원 화소값과 50%의 축척계수를 이용한 분할기반의 수종분류 결과가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classification accuracy by tree species using QuickBird imagery

for pixel- and segment-based classifications that have been mostly applied to classify land covers. A total of 398

points was used as training and reference data. Based on this points, the points were classified into fourteen land

cover classes: four coniferous and seven deciduous tree species in forest classes, and three non-forested classes.

In pixel-based classification, three images obtained by using raw spectral values, three tasseled indices, and three

components from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ere produced. For the both classification processes,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was applied. In the pixel-based classification, it was resulted that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ith raw spectral values was better than those by the other band combinations. As resulted that, the

segment-based classification with a scale factor of 50% provided the most accurate classification (overall

accuracy:76% and  value:0.74) compared to the other scale factors and pixel-based classification. 

Key words : tree species classification, accuracy assessment, pixel-based classification, segment-based classification,

band combination, QuickBird 

서 론

산림자원정보는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

보를 제공하며, 산림 보존 활동이나 생태계 경영을 포함

하는 다양한 산림 활동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Leckie

and Gillis, 1995). 위성영상자료는 대면적의 토지 피복 정

보와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의 분포 및 현황 등에 관한 정보

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산림자

원조사에서 위성영상의 이용은 자료수집의 속도, 비용 효

율성과 정확성, 그리고 산림 조사의 시기적절성을 향상시

킬 수 있으며, 다양한 공간 해상도를 이용하여 산림 속성

정보의 분포를 나타내는 주제도의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

다(McRoberts and Tompp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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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을 이용한 임상 또는 임분내 수종을 분류

(classification)하는 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산림자원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면적 산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림자원통계의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ion)가 낮은 Landsat TM이나

SPOT과 같은 중해상도 위성영상은 임상의 분류는 가능하

지만 세분화된 수종을 분류하는 작업에는 적합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Harvey and Hill, 2001). 반면,

Ikonos나 QuickBird와 같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중해상

도 위성영상 보다 높은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임분내

수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

고 있다(Chubey et al., 2006; Franklin et al., 2001).

대부분의 위성영상 분류는 위성영상 내 관심 지역의 픽

셀에 대한 분광 특성을 이용하는 픽셀기반분류(Pixel-based

classification)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Blaschke and

Strobl, 2001; Yim et al., 2010). 최근에는 다중해상도 영

상분할 기법을 이용하여 영상을 상대적으로 균등한 특성

을 갖는 그룹으로 분할한 후, 분할된 그룹을 대상으로 분

류를 수행하는 분할기반분류(Segment-based classification)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Battz and Schape, 2000; Benz,

2001; Cho et al., 2003). 일반적으로 영상분할에 근거한

분류방법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Jensen, 2004), Wang et al.의 연구(2004)에

서는 픽셀기반분류가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분류에서 분

할기반분류에 비해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났다. 즉, 분류

대상과 자료에 따라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QuickBird를 이용

하여 픽셀기반분류에서 밴드조합에 따른 정확도 비교하

여 최적의 밴드조합을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분할기반분

류에서는 영상분할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축척계수(scale

factor)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하여 최적의 축척계수를 도

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픽셀기반과 분할기반 수종분

류의 정확도를 비교함으로써 임분구조가 복잡한 우리나

라 산림조건에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고 적합한 수종분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충청북도 옥천군과 영동군의 일부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지의 지리적 좌표는 동경

127°40'36"~127°45'20" 그리고 북위 36°14'14"~36°18'15"이

며, 이 지역은 충청북도 남부의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에 위

치하고 있다(Figure 1). 연구 대상지의 총 면적은 12,100

ha이며 침엽수림은 1,339 ha, 활엽수림은 2,073 ha, 그리고

혼효림은 2,446 ha이며 나머지는 비산림지이다. 수치 임상

Figure 1. The study area and its QuickBird imagery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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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의 임상·수종별 면적을 살펴보면, 침엽수림 중에서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755 ha)가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잎갈나무(Larix leptolepis, 278 ha),

소나무(Pinus densiflora, 155 ha), 그리고 잣나무(Pinus

koraiensis, 151 ha)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위성영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DigitalGlobe사

의 QuickBird(촬영일시: 2009년 5월 12일)이다. QuickBird

위성영상은 공간해상도가 0.61 m인 전정색 밴드 하나와

공간해상도가 2.44 m인 3개의 가시광선, 그리고 1개의 근

적외선으로 총 5개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DigitalGlobe,

2004). 본 연구에서는 공간해상도는 2.44 m이며 방사해상

도는 Floating point로 이루어진 영상을 이용하였다. 위성

영상의 전처리작업과 픽셀기반과 분할기반의 수종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ITT Visual Information Solution 사의

ENVI 4.4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QuickBird 영상은 1/

2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RMSE(Root Mean Square

Error)가 1 pixel 이내가 되도록 기하보정을 하였으며, 최

근린 기법(Nearest Neighborhood Method)에 의해 재배열

하였다.

3. 현지 조사

연구대상지의 수종분류를 위하여 Figure 1의 위성영상

내 지역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수치임

상도를 이용하여 대상지의 주요 수종 분포를 파악하고 현

지 조사를 통해 주요 수종에 대한 수종명, 흉고직경, 그리

고 수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측정된 입목과 비산림

지에 대해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

다. 결과적으로 총 398개 표본점에서 토지피복정보를 수

집하였는데, 수집된 자료를 훈련자료로 이용하여 4개의

침엽수종, 7개의 활엽수종, 그리고 3개의 비산림지로 구

분하여 총 14개의 토지피복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

상지의 토지피복분류 등급별로 수집된 토지피복 자료의

개수는 Table 1과 같다. 소나무(Pinus densiflora: PD)와

기타활엽수(other deciduous species: D)의 표본점 자료는

각각 57개와 56개로 다른 토지피복정보의 자료보다 상대

적으로 높은 빈도의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졸참나무

(Quercus serrata: QS)와 호두나무(Juglans regia: JR)는

각각 11개와 17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점이 수집되었다.

4. 위성영상의 분류

1) 밴드조합 

본 연구에서는 수종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3가

지 밴드조합 영상을 생성하였다. 첫 번째 밴드조합은

QuicikBird의 4개의 밴드 중 식생분류에 널리 이용되는 위

색영상조합(가시광선 band 2, 3과 근적외선 band 4)영상

이다. 또한 tasseled cap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토양명도

지수(Soil Brightness Index: TCT1), 녹색식생 지수(Green

Vegetation Index: TCT2), 그리고 황색성분 지수(Yellow

Stuff Index: TCT3)를 이용한 새로운 밴드조합 영상을 생

성하였는데, 이들 지수는 아래와 같은 식 (1), (2), 그리고

(3)에 의해 산출하였다. 

    (1)

       (2)

          (3)

여기서 Band 1부터 4는 QuickBird 위성영상이 가지고 있

는 원 화소값을 말하며, tasseled cap 분석을 위해 사용된

계수는 Yarbrough et al(2005)에 의해 제시한 값을 적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통해 계산된 3개의 주성분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주성분 분석은 변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

여 최대한 정보를 상실하지 않고 많은 변량 측정값을 적

은 개수의 종합지표로 집약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며 식(4)

에 의해 계산된다(Jensen, 2004). 

(4)

여기서 akp는 고유벡터, DNi,j,k는 열 i, 행 j에서 얻은 밴드

k의 화소값, 그리고 n은 밴드수이다.

TCT1 0.319Band1 0.542Band2+=

+0.490Band3 0.604Band4+

TCT2 0.121–( )Band1 0.331–( )Band2+=

+ 0.517–( )Band3 0.780Band4+

TCT3 0.652Band1 0.375Band2+=

+ 0.639–( )Band3 0.613–( )Band4+

NewDNi j k, ,

akpDNi j k, ,

k 1=

n

∑=

Table 1. Land cover classification used in this study.

Land cover Classification
Abbrevi-

ation
Number of 
point data

Coniferous
forest

Pinus densiflora PD 57

Pinus koraiensis PK 29

Pinus rigida PR 27

Larix leptolepis PL 29

Deciduous
forest

Quercus variabilis QV 20

Quercus mongolica QM 19

Quercus serrata QS 8

Castanea crenata CC 17

Juglans regia JR 11

Populus Tomentiglandulosa PT 20

Other deciduous species D 56

Non-forest
area

Road R 35

Water W 30

Agricultural area 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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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의 분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감독분류의 하나인 최대우도기법을 적용

하여 실시하였다. 최대우도기법은 감독분류기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법으로, 각 밴드별 등급에 대

해 참조 표본점으로 이용된 분광값들이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의 형태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통계적인 확률분포

에 따라 분류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으로, 특정 픽셀을 대

상으로 미리 정의된 여러 개의 토지피복등급 중에서 각각

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여 그 픽셀을 확률이 가장 높은 등

급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Jensen, 2004). 

3) 픽셀기반(Pixel-based)과 분할기반(Segment-based)

픽셀기반분류는 위성영상의 모든 픽셀을 하나의 구분

단위로 분류하는 것이며, 분할기반분류는 픽셀들의 분광

정보와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균일한 영역이라고 정의되

는 픽셀들을 그룹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분류과정에 있

어서 사전정보에 의해 생성된 그룹을 하나의 구분단위로

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것이다(Cho et al., 2003). 영상 분

할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는 축척(Scale), 분광(Color), 그리

고 공간(Shape)에 대한 정보이다(Smith, 2011).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인자 중에서 픽셀 기반과 가장 상관성이 있

는 축척계수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인자들의 경우

에는 프로그램의 기본값(default)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최적 축척계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10%, 30%, 그리고 50%

의 축척계수를 적용하여 분류작업을 수행한 후 분류정확

도를 비교하였다. 

5. 정확도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픽셀 및 분할기반의 수종 분류 정

확도 검증을 위해 각 분류기법의 오차행렬(Error Matrix)

을 통해 계산된 정확도와 kappa 값을 비교·분석하였다

(Congalton and Green, 1999). 위성영상을 이용한 수종 분

류 정확도는 전체 정확도(Overall Accuracy: OA), 생산자

정확도(Producer's Accuracy: PA), 그리고 사용자 정확도

(User's Accuracy: U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전체 정확

도는 정확하게 분류된 화소의 개수를 오차행렬 내의 모든

화소수로 나눈 것으로서, 위성영상의 분류 정확도를 평가

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Table 1의 훈련 자료를 참조자료로 활용하여 정확도를

산출하였으며, 아래의 식 (5)에 의해 전체 정확도, 생산자

정확도, 그리고 사용자 정확도를 각각 계산하였다

(Congalton and Green, 1999). 

(5)

여기서 k는 토지피복 등급의 수, xij는 열 i와 행 j에서의 관

측수, xi+와 x+j는 각각 열 i와 행 j에 대한 합계이며, N은

총 관측수이다. 

한편 Kappa 값은 정확도 평가에 사용되는 이산 다변량

기법의 하나로서,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만든 수종 분류결

과와 참조 자료 사이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Kappa( ) 값은 오차행렬의 주대각선인 실제 일치도(actual

agreement)와 열과 행의 합계에 의해 표현되는 기회 일치

도(chance agreement)의 차이를 의미하며, 아래의 식 (6)과

같이 계산된다(Congalton and Green, 1999). 

(6)

여기서 k는 토지피복 등급의 개수, xij는 열 i와 행 j에서의

관측수, xi+와 x+j는 각각 열 i와 행 j에 대한 합계이며, N은

총 관측수이다. 일반적으로  값은 0.81 이상인 경우가 분

류결과와 참조자료 사이의 정확도나 일치도가 강함(almost

perfect)을 나타내며, 0.61에서 0.80사이의 값은 상당한 일

치(substantial)를, 0.41-0.60의 값은 보통 정도, 그리고

0.40보다 작은 값은 그 일치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Landis and Koch, 1977).

결과 및 고찰

1. 픽셀기반 분류

Figure 2는 3가지 밴드조합에 의해 생성된 영상을 픽셀

기반 분류기법에 이용하여 생산된 수종 구분도이다. (a)는

영상의 원 화소값 중에서 band 2~4의 조합으로 구성된 영

상을 이용한 수종별 분류결과이며, (b)는 tasseled cap 분

석을 통해 생성된 토양명도지수, 녹색식생지수, 그리고 황

색성분 지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영상의 분류결과이

다. 또한 (c)는 주성분 분석으로 산출된 3개의 성분값들로

구성된 영상의 분류 결과이다. Figure 2의 3가지 밴드조합

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수종별 분류는 모든 조합

에서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3가지 밴드조합 영상의 픽셀기반 감독분류에

대한 전체정확도와  값을 산출한 결과이다. 전체정확도

는 3가지 영상 모두 42% 내외로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

타났는데, 원 화소값을 이용하여 분류한 경우의 전체정확

도가 43%로서 다른 영상에 비해 1% 정도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한편  값의 경우에도 전체 정확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범위는 0.37~0.39로 계산되었

다. 픽셀기반으로 분류된 결과의  값은 3가지 밴드조합

영상 모두에서 0.40 이하로 나타나(Table 2), 분류의 결과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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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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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xij xi+ x+j×( )

i 1=

k

∑–

i 1=

k

∑

N
2

xi+ x+j×( )

i 1=

k

∑–

------------------------------------------------------=

k̂

k̂

k̂

k̂



544 韓國林學會誌 제100권 제4호 (2011)

와 참조 표본점의 일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Landis and Koch, 1977). 

픽셀기반 분류의 오차 행렬로 계산된 토지피복 등급별

생산자 정확도와 사용자 정확도는 Table 3과 같다. 비 산림

지인 도로, 수계, 그리고 논밭의 경우 수종 분류에 비해 정

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 산림지역을 제외한

11개 수종에 대한 픽셀기반 분류의 생산자 및 사용자 정확

도를 비교하면 은사시나무(Populus Tomentiglandulosa: PT)

와 일본잎갈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 생산자 정확도가 높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일본잎갈나무와 은사시나무의

경우 참조자료와 수종 분류의 결과에 대한 일치도가 다른

수종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본잎갈나무는 29개의

참조자료 중 22개의 자료가 정확하게 분류되었으며, 은사

시나무는 20개의 참조자료 중에서 17개의 자료가 정확하

게 분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용자 정확도는 분류된 결

과와 참조자료의 일치도가 60%이상으로 나타난 밤나무

(Castanea crenata: CC)와 기타활엽수 등급이 다른 수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화소값을 이용한 분

류에 있어서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QM)의 생산자

및 사용자 정확도는 각각 0~5.3%와 0~7.7%로 다른 참나

무류 수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따

라서 유전적 특성에 따른 동일 과(family)의 수종별 분광

값의 차이를 규명하여 동일 과에 속한 수종들의 분류체계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분할기반 분류

위성영상자료의 분할기반 분류에서 최적 축척계수(scale

parameter)를 선정하기 위하여 3개의 축척계수를 적용한

후,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는 Figure 3과 Table 4와 같다.

축척 계수 10%와 30%의 축척을 이용한 분할기반 분류작

업을 한 결과는 전체정확도가 50%미만으로 픽셀기반 분

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축척계수 50%

를 적용한 경우에는 전체 정확도는 약 76%로 픽셀기반이

나 분할기반의 다른 축척계수보다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는 전체 398개 참조자료 중에

Figure 2. Land cover classification map by the pixel-based classification.

Table 2. Results of accuracy assessment for different band

combinations in the pixel-based classification.

Evaluation statistics

Band combination

Multiband
Tasseled 

cap
Principal 

component

Overall accuracy(%) 42.96 41.46 41.21

Kappa value ( ) 0.39 0.37 0.37

Table 3. Results of accuracy assessment at the tree species level
for different band combinations in the pixel-based classification. 

Land cover 
classifi-
cation

Band combination

Multiband Tasseled cap
Principal

 component

PA(%) UA(%) PA(%) UA(%) PA(%) UA(%)

PD 7.02 30.77 8.77 33.33 8.77 33.33

PK 20.63 37.50 24.14 33.33 20.69 28.57

PR 11.11 17.65 11.11 16.67 11.11 15.79

PL 62.07 31.58 68.97 27.40 75.86 30.56

QV 25.00 33.33 10.00 28.57 10.00 28.57

QM 0.00 0.00 5.26 7.14 5.26 7.69

QS 50.00 11.11 25.00 7.41 25.00 8.00

CC 23.53 66.67 17.65 42.86 17.65 42.86

JR 45.00 16.36 40.00 15.38 40.00 15.09

PT 81.82 18.00 81.82 18.75 81.82 18.00

D 10.71 60.00 5.36 60.00 5.36 60.00

R 94.29 89.19 94.29 84.62 94.29 84.62

W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A 100.00 97.56 95.00 90.48 95.00 90.48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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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02개의 자료가 정확하게 분류된 것을 의미하며, 상당

한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값의 경우에도 전체정확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축

척계수 50%를 이용한  값은 가장 큰 0.74로 추정되었는

데, 이는 Landis와 Koch(1977)이 제시한  값의 분류정확

도에 의하면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QuickBird 영상과 같은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이용한 수종분류에서 낮은 축척계수를 적용한 경

우에는 픽셀 기반의 분류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분할기반 분류작업에서는 영상분류의 목적에 따른 적합

한 축척계수의 선정이 분류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분할기반으로 분류된 생산자 정확도와 사용자 정확도

를 토지피복등급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Table 5), 대체

적으로 침엽수의 분류 정확도가 활엽수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척계수 50%를 적용한 영상

의 분류 정확도는 잣나무의 경우 생산자나 사용자 정확도

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잎갈나

무와 잣나무도 70% 이상의 생산자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

침엽수종은 분할기반 분류에 의해 비교적 정확하게 분류

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리기다소나무의 경

우에는 생산자 및 사용자 정확도는 각각 52%와 33%로 다

른 침엽수종에 비해 낮은 분류정확도를 나타냈다. 한편 활

엽수종은 픽셀기반의 정확도와 마찬가지로 은사시나무

(Populus Tomentiglandulosa; PT)의 생산자 및 사용자 정

확도가 다른 활엽수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

산림의 경우에는 픽셀기반분류에 의한 분류정확도와 유

사한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토지이용등급보다 상

대적으로 높은 정확도(95~100%)로 평가되었다. 

3. 분류기법의 정확도 평가

원 화소값의 영상을 이용하여 두 분류기법에 의한 수종

분류의 정확도는 각각 Table 2와 Table 5에서 볼 수 있듯

이 분할기반 분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축척계수 50%를 적용한 분할기반 분류에 의

한 전체정확도와  값은 각각 76%와 0.74로 픽셀기반 분

k̂

k̂

k̂

k̂

Figure 3. Land cover classification map for different scale factors by the segment-based classification.

Table 4. Results of accuracy assessment for different scale factors

in the segment-based classification.

Evaluation statistics
Scale factor

10% 30% 50%

Overall accuracy (%) 48.59 48.56 75.88

Kappa value ( ) 0.44 0.44 0.74k̂

Table 5. Results of accuracy assessment at the tree species

level by the segment-based classification with a scale factor
of 50%.

Land cover 
classification

Multiband

PA(%) UA(%)

PD 77.19 68.75

PK 82.76 80.00

PR 51.85 33.33

PL 72.41 61.76

QV 65.00 65.00

QM 36.84 53.85

QS 62.50 71.43

CC 47.06 72.73

JR 63.64 70.00

PT 85.00 85.00

D 66.07 97.37

R 100.00 94.59

W 100.00 100.00

A 100.00 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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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의한 정확도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종별 분류 정확도의 경우에도 분할기반 분류는 생산

자 정확도와 사용자 정확도는 각각 37%~85%와 33%~97%

로 일부수종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

었지만(Table 5), 픽셀기반 분류에 의한 정확도는 각각

0%~82%와 0%~67%로 수종별 정확도의 변이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결 론

본 연구는 충청북도 옥천군과 영동군의 일부 산림지역

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QuickBird를 이용하여

픽셀기반과 분할기반의 감독분류를 수행한 후 분류결과

의 정확도와 Kappa 값을 비교하여 연구 대상지에 적합한

수종 분류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지의 토지피복 등급에 필요한 훈련 및 참조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조사 자료는 연구 대상지를 14개의 토지 피복등급으로 분

류하였다. 다양한 밴드조합에 의한 수종분류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QuickBird 영상의 원 화소값 중에서 band

2~4의 조합인 위색영상조합(false color composite) 영상,

tasseled cap 변환을 통해 생성된 3가지 지수로 생성된 영

상, 그리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 얻어진 3가지 성분의 조합

으로 생성된 영상의 총 3가지 밴드조합 영상을 생성하였

다. 이 영상들을 이용하여 최대우도기법을 적용하여 픽셀

기반 분류를 통해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위색영상조합을

이용한 분류가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할기반 분

류에서는 3가지 축척계수(10%, 30% 그리고 50%)에 따른

분류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분할의 범위가 가장 넓은 축

척계수 50%를 적용하였을 때, 전체 정확도는 76% 그리고

 값은 0.74로 다른 축척계수 및 픽셀기반 분류에 의한 정

확도보다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침엽수종의 경우에는 대면적으로 조림되어 픽셀 또는

분할기반의 분류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비교적 높

은 분류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활

엽수종은 단목위주로 단편화(Fragmentation)되어 있어 분

류의 정확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활엽수종의 분

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조사의 표본강도를 높

여 더 많은 훈련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며, 동일 과(family)

의 수종별 분광특성을 비교하여 과 단위 또는 독립 수종

으로의 분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분할

기반 분류에서는 픽셀들을 분할하는 인자(축척, 공간, 분

광)들에 따라 분류정확도가 다르므로 각 인자별 최적 계

수 선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QuickBird 위성영상의 경우 공간해

상도는 매우 높지만 분광해상도(Spectral Resolution)가 낮

기 때문에 다양한 수종에 대한 분광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중분광 위성영상

인 Landsat TM과 SPOT과의 영상융합(Image Fusion)을

통하여 고해상도의 다중 분광(Hyper-Spectral)을 가지는 영

상의 생성이 필요하다. 또한 수종은 계절별로 반사되는 화

소값이 다르므로 다중시기(Multi-temporal)의 자료를 이용

하여 우리나라의 주요수종에 대한 분광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추후에 수종별 분류 정확도의 향상에 필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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