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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원격탐사는 관찰하고자 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상만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

간 안에 대상지역을 연구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사된 

Landsat-8 OLI(Operational Land Imager) 영상을 이용하여 하천유역의 토지피복분류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 중 첫 번째로 Landsat-8 OLI 영상을 이용하여 정규식

생지수인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와 정규수분지수 NDWI(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를 생성하였다. 두 번째로 원래의 영상에 생성된 NDVI와 NDWI 2개의 

밴드를 Layer-Stacking하여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영상과 밴드조합을 적

용한 새로운 영상에 각각 MLC(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SVM(Support Vector 

Machine)의 감독분류를 적용하였다. 하천피복분류를 할 때 정확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분류결과 MLC 분류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약 8% 이상, SVM 분류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약 1.6% 정도 개선되었다. 향후 다양한 영상과 밴드조합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MLC(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SVM(Support Vector Machine), 정규식생지

수, 정규수분지수, Landsat Images

ABSTRACT

Remote sensing is an efficient technology for observing and monitoring th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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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s inaccessible to humans. This research proposes a methodology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using the Landsat-8 operational land imager 

(OLI) image. The proposed methodology consists of the following steps. First, the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NDVI) and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 images are generated from the given Landsat-8 OLI image. Then, a new image 

is generated by adding both NDVI and NDWI images to the original Landsat-8 OLI image 

using the layer-stacking method. Finally, the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MLC), and 

support vector machine(SVM) methods are separately applied to the original Landsat-8 

OLI image and new image to identify the five classes namely water, forest, cropland, 

bare soil, and artificial structure.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shows that the utilization 

of the layer-stacking method improves the accuracy of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by 

8% for the MLC method and by 1.6% for the SVM method. This research proposes a 

methodology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by using the 

layer-stacking method.

Keywords :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Support Vector Machine,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Landsat 

Images

서  론

하천 유역의 자원 관리와 재원 손실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하천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토지피복분류에 관한 연구는 중

요하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기술은 넓

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저비용

으로 주기적인 영상을 취득 할 수 있어 국토의 

변화 탐지, 도시계획, 재난, 환경 및 구조물 등

의 관리 감독이 가능해졌고,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위성 시스템으로는 1972년 7월 23일에 발사된 

최초의 지구관측위성인 Landsat 1호를 시작으

로 8호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QuickBird, 

SPOT, KOMPSAT, IKONOS 등 수많은 위성

이 활용되고 있다(Kang et al., 2007). 이들 

위성으로부터 취득되는 영상 자료는 식생분야, 

물 분야, 토양, 지질, 상업, 교통, 기상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Landsat-8 

OLI  영상을 Band Math 기능을 활용하여 정규

식생지수 NDVI와 정규수분지수 NDWI를 생성

하여 기존 영상 밴드에 Layer-Stacking하여 

새로운 하나의 영상을 생성한다. 기존의 영상과 

새로 생성된 영상에 각각 감독분류를 수행하여 

분류정확도를 비교(Sakong and Im, 2003), 

정확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확인하고 

검증 할 것이다. 이때 사용한 분류기법으로는 

MLC와 SVM과 같은 감독분류를 이용하여 정

확도를 확인하고 정확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위성영상

을 이용한 연구(Kang et al., 2009), 감독분류

가 아닌 무감독 분류의 한 종류인 ISODATA 

기법을 RapidEye 영상으로부터 하천을 추출하

는 연구(Jo, 2012), 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한 

연구(Kim et al., 2014)등과 같이 감독 분류 

기법들을 이용하여 토지피복분류에 관한 정확

도 평가를 위한 연구나 특정 밴드를 이용한 식

생지역 추출, 수계지역추출 등과 같이 정확도를 

얻기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정확도를 향상 하고자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Landsat 위성영상 중에서 

가장 최근 2013년 2월 11일에 발사된 

Landsat-8 OLI 영상을 활용하여 하천 피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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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ter (b) Forest

(c) Cropland (d) Artificial structure

FIGURE 1. Study area

류를 할 때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

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NDVI와 NDWI 

밴드를 조합했을 때 영상의 활용 가능성을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지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역인 창녕군은 경상남

도 중앙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온화

한 기후이다. 여름에는 평균 23.9℃ 이고, 겨울

에는 영하 1.2℃ 정도로서 한서의 차이가 심하

며, 하기에는 한발과 수해가 자주 있다. 연구범

위(15km×15km)내에 식생지역과 하천유역이 

인접하게 분포하며 하천유역이 다른 지역보다 

명확하게 확인되어 선정하였다. 그림 1은 2015

년 06월 04일에 촬영된 Landsat-8 OLI 위성

영상과 연구 대상지역 현장 검증 장소 등을 나

타내고 있다. 식생의 활력도와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 홍수 피해가 없는 6월을 선정하였다.

2. 연구과정 및 방법

1) Landsat-8 OLI

Landsat-8 OLI 위성은 Landsat Series 중

에서 2013년 2월11일 가장 최근에 발사된 위성

으로 OLI와 TIRS(Thermal Infrared Sensor)

의 센서가 탑재 되어있다. 가시영역의 공간해상

도는 30m로 기존의 해상도와 동일하지만 열적

외선밴드의 공간해상도는 100m로 낮아졌다. 열

적외선 밴드의 파장영역은 기존의 밴드와 유사

하지만 밴드의 수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났다는 

차이가 있으며 보다 정확한 지표 온도의 측정이 

가능하다(USGS Landsat).

대기 중의 먼지나 수증기에 의해서 파란색 빛

은 산란이 잘 일어난다. 인공위성으로 이런 파

란색 빛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Landsat 

-8 OLI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oastal/Aerosol Band를 추가 하였다. 다중분

광 영상은 대기 중의 먼지나 수증기, 구름 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구름의 경우 경계선이 정

확하지 않기 때문에 Band 1과 더불어 Band 9

에 새롭게 추가된 Cirrus Band로서 대기상태 

및 영상의 보정, 구름의 정확한 범위 측정 등의 

목적으로 활발한 연구 중에 있다.

2) 연구흐름도

그림 2는 본 연구에 관한 연구 흐름도를 나

타낸 것이다. 첫 번째로 Landsat Series 중에

서 가장 최근에 발사한 Landsat-8 OLI 영상

을 취득하였다(USGS global visualization 

viewer). 두 번째로는 ENVI 4.5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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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udy flow chart

Band Math 기능을 이용하여 밴드조합을 실시

한 결과 NDVI 밴드와 NDWI 밴드를 추가로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는 Layer-Stacking 기

법을 이용하였다. Layer-Stacking 기법이란 

사용하고자 하는 밴드를 하나의 새로운 영상으

로 조합하는 기능이다. 기존의 영상과 Landsat 

-8 OLI의 11개 밴드 중 2개의 열 밴드를 제

외한 9개의 밴드와 추가로 얻어진 NDVI, 

NDWI 밴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영상을 생성하

였으며, 이렇게 얻어진 새로운 영상에 각각 감

독분류의 종류인 MLC기법과 SVM을 각각 적

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정규식생지수(NDVI) 및 정규수분지수 

(NDWI) 추출

Landsat-8 OLI 센서는 열 밴드를 포함한 

총 11개의 밴드를 가지고 있다. 식생 및 수계 

지역의 트레이닝 영역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각각을 가시광영역인 Band 3(Red), 

Band 2(Green)와 Band 4(Near-Infrared)를 

사용하였다. 파장대광선의 차이와 비를 이용하

여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정규식생지수 NDVI와 

수분함량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정규수분지수 

NDWI를 아래의 수식에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4) 정규식생지수(NDVI)

식생의 분포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이해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격탐사 분야에서도 

이러한 식생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

다. 식생지수의 사전적 의미로는 단순히 식생에 

관한 지수이지만 실제로는 가시광선과 근적외

선대의 두 영상으로부터 반사도 차이를 이용하

여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Lee 

and Jeong, 2007).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는 것은 NDVI이다. NDVI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식생지역과 토지피복의 변화

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화소 값이 밝게 나타나는 지역이 식생의 활력

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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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DVI extraction results

5) 정규수분지수(NDWI)

NDWI는 식생이나 지표면에 포함된 수분 함

유량을 나타내는 지수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Jeong, 2012), NDWI 지수는 하천, 호수, 습

지 등 수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지형지

물을 위성영상에서 탐지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림 4는 NDWI 식을 이용하여 Landsat-8 

OLI 위성에서 추출한 NDWI 영상이다. 그림 4

에서 NDWI 영상에서 물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

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밝은 색으로 나타

나고 있고, 육지나 산지 지역은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URE 4. NDWI extraction results

결과 및 고찰

1. 분류항목 설정

토지피복도는 해상도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등 3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Landsat-8 

OLI 영상은 공간해상도가 30m급의 중해상도 

영상으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0m급 해

상도는 대분류에 속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클래스로 도시, 식생, 수계, 농지, 초지, 습지, 

나지 등 7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대분류 7개 항목 중 산림

지역과 초지지역을 하나의 클래스로 하천과 습

지지역을 하나의 클래스로 농업지역 중분류 항

목에 속하는 시설재배지인 비닐하우스를 시가

지와 도로 등에 포함시켜 인공구조물로 하나의 

클래스로 설정하였고 논과 밭, 나지와 기타 나

지 등을 각각 농경지와 건천지역으로 하나의 

클래스로 설정하였다.

2. MLC 분류정확도

표 1과 그림 5, 표 2와 그림 6에서는 각각 

MLC에 의한 분류와 Layer-Stacking을 통해 

생성된 토지피복도와 오차행렬이다. 기존영상을 

통해 분류된 MLC의 전체 정확도는 75.3%, 

Layer-Stacking을 통해서 분류된 결과는 

83.4%로 전체 정확도가 8% 이상 상승하였다.

고해상도 위성인 1m급 IKONOS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MLC 분류기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Lim et al., 2005) 약 83%의 분류정확도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영상을 활용

하여 MLC기법을 수행 하였을 때의 결과인 약 

75%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렇지

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사용하여 비교

하였을 때 식생과 수계지역 사용자 정확도와 

생산자 정확도의 결과가 각각 80.4%, 64.9%, 

67.0%, 88.7%에서 83.4%, 94.0%, 91.9%, 

85.4%로 식생과 수계 지역의 정확도가 개선이 

되어 NDVI와 NDWI의 영향을 받아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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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Forest Water Artificial Structure Cropland Bare Soil Total User Acc(%)

Forest 1,258 100 47 127 33 1,565 80.4

Water 525 1,024 2 9 18 1,578 64.9

Artificial Structure 13 1 707 24 36 781 90.5

Cropland 44 13 16 297 52 422 70.4

Bare Soil 37 16 2 95 397 547 72.6

Total 1,877 1,154 774 552 536 4,893

Prod Acc(%) 67.0 88.7 91.3 53.8 74.1 75.3

TABLE 1. Error matrix using MLC

Class Forest Water Artificial Structure Cropland Bare Soil Total User Acc(%)

Forest 1,724 136 40 134 34 2,068 83.4

Water 53 985 0 2 8 1,048 94.0

Artificial Structure 10 3 717 26 30 786 91.2

Cropland 48 10 13 255 65 391 65.2

Bare Soil 42 20 4 135 399 600 66.5

Total 1,877 1,154 774 552 536 4,893

Prod Acc(%) 91.9 85.4 92.6 46.2 74.4 83.4

TABLE 2. Error matrix using MLC layer-stacking

Classification Forest Water Artificial Structure Cropland Bare Soil

Class

FIGURE 5. Classification results using MLC
FIGURE 6. Classification results 

using MLC layer-stacking

3. SVM 분류정확도

표 3과 그림 7, 표 4와 그림 8에서는 각각 

SVM에 의한 분류와 layer-stacking을 통해 

생성된 토지피복도와 오차행렬이다. 기존영상을 

통해 분류된 SVM의 전체 정확도는 82.0%, 

layer-stacking을 통해서 분류된 결과는 

84.0%로 전체 정확도가 2.0% 이상 상승하였

다. 고해상도 위성인 1m급 IKONOS 위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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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Forest Water Artificial Structure Cropland Bare Soil Total User Acc(%)

Forest 1,665 172 49 145 47 2,078 80.1

Water 128 955 0 0 8 1,091 87.5

Artificial Structure 15 0 709 13 21 758 93.5

Cropland 53 18 13 300 79 463 64.8

Bare Soil 16 9 3 94 381 503 75.8

Total 1,877 1,154 774 552 536 4,893

Prod Acc(%) 88.7 82.8 91.6 54.4 71.1 82.0

TABLE 3. Error matrix using SVM

Classification Forest Water Artificial Structure Cropland Bare Soil

Class

FIGURE 7. Classification results using SVM FIGURE 8. Classification results using SVM 

layer-stacking

Class Forest Water Artificial Structure Cropland Bare Soil Total User Acc(%)

Forest 1,748 169 44 154 55 2,170 80.6

Water 46 961 0 0 11 1,018 94.4

Artificial Structure 15 0 713 13 21 762 93.6

Cropland 50 12 13 288 67 430 67.0

Bare Soil 18 12 4 97 382 513 74.5

Total 1,877 1,154 774 552 536 4,893

Prod Acc(%) 93.1 83.3 92.1 52.2 71.3 83.6

TABLE 4. Error matrix using SVM layer-stacking

을 활용하여 SVM 분류기법을 적용한 연구에서

는(Lim et al., 2005) 약 85%의 분류정확도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분류정확도 결과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을 때 식생과 

수계지역 사용자 정확도와 생산자 정확도의 결

과가 각각 80.1%, 87.5%, 88.7%, 82.8%에서 

80.6%, 94.4%, 93.1%, 83.3%로 식생과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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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정확도가 개선이 되어 NDVI와 NDWI

의 영향을 받아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SVM 분류기법을 사용하여 분류 정확

도를 살펴본 결과 MLC 보다 전체 정확도 면에

서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으나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약 2.0% 정도로 MLC보다는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결  론

하천 토지피복분류는 하천유역의 자원관리와 

재원 손실 여부를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원

격탐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관찰하고자 

하는 지역을 직접 현장 검증을 통하지 않고, 짧

은 시간 안에 영상만으로 그 지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며, 이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이용해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Landsat위성으로, 2013년 발사된 

Landsat-8 OLI 영상을 이용하여, 경상남도 창

녕군 일대(15km×15km)의 토지피복분류를 하

기 위해 감독 분류기법을 수행하였다. 정확도 

검증을 위해 창녕군 일대 남지읍, 장마면, 도천

면, 유어면, 낙서면 등 7곳의 현장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분류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Landsat-8 OLI 영상을 이용하여 Band Math 

기능을 통해 지수에 맞는 수식을 입력하여 

NDVI와 NDWI를 추출하였다. 분류를 수행 할 

때 정확도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영상의 밴드에 새롭게 추출된 NDVI와 NDWI

를 Layer-Stacking하여 새로운 영상을 생성하

여 각각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였다. 토지피복

분류를 위해 사용한 기법은 MLC와 SVM과 같

은 감독분류기법을 적용하였다. 개선 방안을 검

토하기 위해 연구대상지역을 직접 현장 방문하

여 그 결과를 검증하였다. 분류 항목으로는 산

지와 식생지역을 하나의 클래스, 하천과 호수 

등을 포함하는 수계지역을 하나의 클래스로 도

심지와 도로,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하는 클래스

와 논과 밭 등 건천과 나지 등을 포함하는 클

래스로 5가지의 분류 항목을 선정하였다. 감독

분류를 수행하였을 때의 전체정확도, 생산자정

확도, 사용자정확도가 SVM이 MLC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법을 적용하

여 MLC 분류결과를 확인했을 때 기존의 영상

에서는 정확도가 약 75%로 나타났고 Layer- 

Stacking을 했을 때 8%이상 상승하여 약 83%

로 감독분류 중에서 가장 높게 정확도가 개선

되었다. 하지만 Cropland 클래스의 정확도를 

비교 하였을 때 약 45%∼65% 정도의 낮은 분

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Cropland 클래스와 

Bare Soil 클래스에서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클래스 조정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이처럼 정확도 개선 면에서는 

MLC 기법에서 SVM 보다 더 많은 정확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식생과 수계 지역에서

는 정확도가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NDVI와 NDWI의 영향으로 인해 정확도

가 상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MLC와 SVM 등 

사용하는 분류기법에 따라서 정확도의 차이와 

밴드조합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영상과의 

정확도 차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후연구에서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영

상과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하여, 다양한 밴드의 

조합과 연구에 적합한 지수를 밝히고, 다양한 

분류기법을 적용해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

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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