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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센서 정보를 이용한 태화강지역의 비점오염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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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Non-Point Pollution Sources in the Taewha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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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태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다중영상정보 등을 이용하여 비점오염원 분포도 제작 및 분석

을 하였다. 자료취득을 위하여 하이퍼센서와 항공사진, 그리고 지상분광센서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고, 각 자료들에 대하여 영상보정과정을 거쳐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지상분광측정을 통하

여 분류등급별 분광스펙트럼을 분석하고 토지피복도와 비점오염원 분포도를 제시하였다. 태화강 유

역의 비점오염원 분석에서 발생부하량 분포도는 산림과 농경지가 주로 분포하는 서쪽 지역의 경우 

BOD(kg/km2×day)가 1.0~2.3, TN(kg/km2×day)이 0.06~9.44, TP(kg/km2×day)는 0.03~0.24

의 낮은 부하량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된 동쪽 지역의 경우 토지이

용을 대지로 분류한 결과 BOD 85.9, TN 13.69, TP 2.76의 비교적 높은 부하량 분포도가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 지상분광센서, 정사영상, 토지피복도, 하이퍼센서

ABSTRACT

In this study, multi-image information for the central Taewha River basin was used to 

develop and analyze a distribution map of non-point pollution source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hyper-sensor (image), aerial photography, and a field spectro-radiometer. 

An image correction process was performed for each image to develop an ortho-image. In 

addition, the spectra from the field spectro-radiometer measurements were analyzed for each 

classification to create land cover and distribution maps of non-point pollutant sources. In the 

western region of the Taewha River basin, where most of the forest and agricultural land is 

distributed, the distribution map showed generated loads for BOD(kg/km2×day) of 1.0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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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N(kg/km2×day) of 0.06 – 9.44, and for TP(kg/km2×day) of 0.03 – 0.24, which were 

low load distributions. In the eastern region where urbanization is in progress, the BOD, TN, 

and TP were 85.9, 13.69, and 2.76, respectively and these showed relatively high load 

distributions when the land use was classified by plot.

KEYWORDS : Non-Point Pollutant Source, Generated Load, Field Spectro-Radiometer Sensor, 

Ortho-Image, Land Cover, Hyper-Sensor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IT 기술을 이용한 유무형의 다양

하면서도 방대한 정보를 수집, 처리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중 지형공간정보는 시

간의 흐름과 지형적 특성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

고 있다. 도심지의 경우 고정밀, 고품질의 공간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구축하고 있는 반면, 태

화강 일대 및 생태환경지역에 대해서는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실세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정밀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을 적용

한 디지털 3D, 4D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지형공간정보 취득방법으로는 항공

사진과 해석 및 수치도화기를 이용하여 수치지

도를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항공사진 및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수치사진측량기법으로 정사사

진을 제작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 분야 등에서 하이퍼센서를 이용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의 하이퍼센서를 활용한 

사례는 정부기관이나 공공지자체와 협업하여 발

주한 사업이 주를 이루며, 2008년부터 교육과학

기술부주관 기상자료 생산을 위한 적외선 하이

퍼 위성센서(영상) 자료 활용기술 사업이 시작

되었다. 이후, 해양조사원, 산림청, 통계청, 농촌

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산림, 해양, 도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

으며, 다양한 부처에서 하이퍼센서 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Choi, 2014).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한반도 연안해역에 대해 

2010년부터 해안선기준 육지부 500m 범위의 

재질 종류를 파악하고 현황을 정리하기 위해 

항공 하이퍼센서(영상)와 항공 라이다센서를 

융합하여 재질분류를 실시하였다. 이는 연안 해

역 정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하이퍼센서를 항

공기에 탑재해 측량을 실시하는 항공 원격탐측

으로 2010년 도입된 하이퍼센서를 이용하여 

태안 및 거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가

능성을 확인하여 서해중부ㆍ남부ㆍ동해 및 제

주도 지역에 대한 해안선 조사측량의 한 파트

로 실시하였다. 또한, 육상부에 대한 재질분류

군은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사석, 양식장 

등을 포함하는 인공해안선과 사빈, 뻘, 암석 등

을 포함하는 자연해안선으로 구분하며 분류를 

수행한바 있다(KHOA, 2014). 한국국토정보공

사에서는 2013년 충청남도 보령시를 대상으로 

환경부 토지피복 분류 기준에 의거한 토지피복

도 제작을 항공 하이퍼센서를 이용하여 실시하

였다. 이는 보령시 전체 약 7×7km 지역에 대

해 환경부 토지피복 분류도를 제작하기 위해 

CASI-1500 하이퍼센서를 항공기에 탑재하여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한바 있다(LX, 2013). 그

리고 Cho et al.(2014)은 해상도변화에 따른 

항공초분광영상을 이용하여 건물, 도로, 산림 

등 8가지 분류군에 대하여 토지피복분류를 실

시하고 정확도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이퍼센서 정보를 이용한 연구동향의 경우 

Kim et al.(2012)은 광릉수목원의 식생을 대상

으로 하이퍼센서 영상을 이용하여 산림에 대한 

바이오매스 추정을 위한 매개변수로 활용되는 

적합한 식생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와 분

석을 수행한 바 있으며, Kim and Yang(2015)

은 연안지역의 초분광영상 자료의 정확성과 정



Analysis of Non-Point Pollution Sources in the Taewha River Area Using the Hyper-Sensor Information58

FIGURE 1. The flowchart of study

량적인 연안 활용 및 해저면의 분류 라이브러

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Na et al.(2015)는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DMZ 일원을 대상으로 객체기반 토지피복 분류

도를 구축하고 공간통계기법을 통하여 토지피

복의 분류항목별 분포패턴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점오염원 분석에 대한 연구로 Han(2015)

은 원단위 변화에 따른 한강수계의 비점오염원 

영향 분석에 대하여 오염배출량 변화, 점 및 비

점오염원의 배출 비중, 자연 배경오염원의 배출

량, 지류 유역별 비점오염원의 오염부하밀도 등

을 분석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Lee et al. 

(2012)는 토지피복형태에 따른 비점 오염물질

의 유량가중평균농도 및 유출부하량을 토지피

복형태별로 분석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토지피복 분류별로 과수원재배지 및 교통

지역에서 강우 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별 유출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

과를 제시하였다.

분류기법을 이용한 토지피복분류도 제작 연구

의 경우 Petropoulos et al.(2012)는 Hyperion

영상을 이용하여 Crete 지역의 토지피복도를 생

성하고, 자료처리과정으로는 복사보정, 수분흡수

밴드 제거, MNF 차원 축소, 감독분류(SVM) 또

는 객체기반분류기법 적용을 순서로 수행하였다. 

Plaze et al.(2005)는 하이퍼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해양의 기름 유출지역을 탐색하고, 기

름 유출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고자 stan 

doff 기법을 제안하여 기름 유출 탐지를 수행하

였고, 제안기법은 수학적 형태학 연산(Mathe- 

matical Morphology Operation)에 기반하며 

성능 평가를 위해 기름 유출로 오염된 지역에

서 CASI영상, AVIRIS 영상을 이용하여 시뮬레

이션을 통한 기름화소와 깨끗한 해양화소가 혼

합된 영상을 제작하였다. 실제 측정값을 검증자

료로 하여 비교한 결과 제안알고리즘으로 탐지

한 기름화소 및 깨끗한 해양화소에서 모두 일대

일 대응 라인을 생성하였고, 0.2 이하의 RMSE

를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Olmanson et 

al.(2013)는 미국 미시시피 강의 수질인자 특

성 분석에 하이퍼센서인 CASI영상을 활용하였

으며, 영상은 연구대상지역에서 3회에 촬영하였

고, 영상보정을 위해 수질샘플을 영상촬영시각

과 동시에 지상에서 획득하였다. 그리고 영상 처

리과정은 기하보정, 복사보정, 대기보정, 영상정

규화, 무감독분류기법을 통한 수계지역 추출, 

현지조사 자료와 관계성 분석 순으로 진행되었

다. 그 결과 수질인자의 복사 특성을 분석하였

고, 대상지역에 대한 수질인자인 탁도 및 클로

로필 농도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수질인자 분석

에 효과적임을 증명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동향을 기반으로 

태화강 일원에 대하여 하이퍼센서 정보를 이용

한 비점오염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자료 취득

1. 실험지역 및 연구 흐름도

울산태화강 유역에 대한 비점오염원분석을 

위한 연구흐름도와 실험지역 현황도는 그림 1,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실험지역에 대한 연구는 하이퍼센서 자료와 

항공 라이다 자료를 취득하고, 항공사진과의 영

상정합을 통한 3차원 지형 DB 구축을 수행한다.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토지피복분석, 비점오염

원분석의 결과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 적용할 다양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정확도, 해상도와의 관계를 표 1과 같이 나타내

었으며, 태화강 지역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오염원조사 기법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사

용하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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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scale Year

Airborne LiDAR 15 ~ 20cm 2013.4

Hyper-sensor 1m 2015.5

Aerial-photo. 10 ~ 25cm 2006

Fieldspec. sensor 12.2cm(FOV 10o) 2015.6

TABLE 1. Multi-sensor information

FIGURE 2. A map of study area

2. 현지 조사 및 지상 분광측정

연구 대상지인 태화강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촬영계획 수립, 그리고 항공 하이퍼센서 취

득, 항공 라이다 자료 취득, 지상분광센서 자료 

취득 및 처리 순으로 진행하였다. 하이퍼센서 

영상은 2015년 5월 29일에 촬영된 자료를 사

용하였다.

연구지역에 대한 현지 지상분광계측정을 위

해 다양한 피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

으로 선점을 실시하였고, 대상으로 하는 선점지

역은 하이퍼센서를 이용하여 토지피복도를 제작

하기 위해 환경부 중분류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피복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3개 

지점(Site 1~Site 3)을 선점하였다(그림 3).

Site 1 선점지역은 태화강 하류유역(내황교 

부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초지, 나지, 공물 

등 다양한 피복이 강변에 위치해있고 접근이 

용이하여 선점하였으며, Site 1 선점지역에서는 

8개 피복(잔디밭, 콘크리트, 초지, 보도블럭(녹

색, 적색), 나지, 아스팔트, 자연초지)에 대한 

지상분광측정을 실시하였다. Site 2 선점지역은 

연구지역 중 태화강 중부 지점(태화강 대공원 

부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강변에 문화체육시

설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며, 건물, 초지, 나지, 

습지 등 다양한 피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정

하여 자료를 취득하였다. Site 3 선점지역은 태

화강(입암리/선바위 부근) 상류에 해당하는 지

역으로 농업지역과 습지가 분포하고 있고, 피복

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평한 지역으로 이

루어져있어 접근과 측정이 용이하다.

태화강 유역에 대하여 상, 중, 하류의 3개 지

역을 설정하고 다양한 지표물(36개)에 대해 라

이브러리를 선정하여 측정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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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ield-Spec. survey area

FIGURE 5. Hyper sensor processing

FIGURE 4. Site 1, 2, 3 (fieldspec3)

3. 영상자료 취득

1) 하이퍼센서 영상

본 연구에서는 하이퍼센서를 통해 태화강 인

근의 다양한 토지피복의 재질을 과학적이고 체

계적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지표물 피복에 대한 

영상데이터와 분광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피복분류에 최적화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여 하이퍼센서

를 처리하고자 한다.

대상지역 선정 및 촬영에 투입된 장비의 설정

을 위한 촬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항공기의 정

확한 자세정보와 위치 정보를 위해 보어사이팅

(Boresighting)을 수행하는 장비검정을 실시하

고, GPS기준국 선정과 측량코스 및 항공기의 촬

영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친 후에 실제 

대상지역에 대한 하이퍼센서 촬영을 실시하였다.

영상촬영이 완료되면 촬영된 원시데이터를 

방사보정, 대기보정, 기하보정, 정사보정 등을 

거쳐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하게 되며,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최후 성과물인 태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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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yper sensor image(CASI-1500)

지역 전반에 걸친 토지피복분류를 자동으로 처

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동 처리되지 않은 지

표물에 대해서는 수동분류를 통해 최종적으로 

7클래스의 대분류와 22클래스의 중분류 분류체

계를 적용하여 토지피복분류도를 완성하고 여

러 가지 정확도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여 정확

도를 검증하는 순서로 마무리 하였다(그림 5).

연구지역에 대한 하이퍼센서 촬영은 2015년 

5월 29일 태화강을 중심으로 15×4km 범위로 

촬영을 실시하였고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설계

구간을 진행하였다. 데이터는 코스간 중복률은 

30%이고, 공간해상도는 1m, 전체 코스수는 3

개 코스로 획득하였다(그림 6).

2) DEM 제작

일반적으로 항공사진의 촬영과 항공 라이다 

촬영을 분리하여 실시하며, 본 연구에서는 2013

년도 취득한 항공 라이다 자료와 2006년도의 

디지털항공사진을 취득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취득된 자료로부터 항공삼각측량, 도화 

및 편집과정 등을 거쳐 지형도 제작과 정사사진 

등을 구축하였다(그림 7).

3) 지상분광측정 및 분석

지표 피복물에 대한 분광정보는 물체를 식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각각

의 물체마다 성분, 입자상태, 반사면의 변수에 

따라 고유한 분광특성을 나타내며 물체의 특성

을 반영하여야 한다.

하이퍼센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이용되는 대부

분의 방법은 특성 물체들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와 얼마나 유사 한가 

혹은 다른 물체들에 비해 분광특성이 얼마나 특

이한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광 정보

는 본 연구의 토지피복분류를 위한 지표물질의 

기초자료 축적, 보정 및 검증 등에 이용한다. 그

리고 동일한 지역에 대한 지상분광 특성을 검출

하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실시하였다.

측정당시 표준 백색판을 통해 태양광량의 기

준을 설정한 후, 목표물에 대한 분광반사율을 

취득하였고, 위치 이동시 표준 백색판에 의한 

반사율의 기준은 새로 측정하여 지표물을 측정

하였다. 이는 위치 이동에 따른 시간차로 인해 

달라지는 광량의 차이와 기상조건의 영향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시하였다.

지상분광측정을 통해 구축한 분광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고 이는 분광스펙트럼의 집합이며, 하이

퍼 영상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자료로 분광라이브

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분광스펙트럼을 사용하였

다. 분광스펙트럼은 13개 분류등급 각각에 대해 

분광라이브러리로부터 추출하며 영상과 동일한 

파장영역을 대상으로 한다(표 2). 그림 10은 13

개 분류등급에 대한 분광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분광라이브러리에서 추출한 분광스펙트럼은 영상

의 각 화소가 13개 등급 중 어떤 등급에 해당하

는지 분류하기 위한 기준자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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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M / DSM data

FIGURE 8. At the same point, 

the field spectro-radiometer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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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ifference

Wavelength Asphalt Concrete Red asp. Blue roof Green roof Red roof Rice field Field
Plastic 
house

Deciduous 
forests

Conifer 
forests

Wetland Water

370  -167 -204 -154 -85 -85 -196 -52 -152 -88 -165 -127 -221 -45

385  -314 -430 -323 -204 -308 -552 -241 -343 -126 -249 -250 -350 -219

399  -620 -898 -531 -130 -485 -844 -561 -642 -215 -544 -603 -670 -542

413  -955 -1403 -741 215 -655 -1215 -777 -1043 -64 -860 -885 -1073 -819

428  -986 -1510 -751 859 -511 -1230 -774 -1109 450 -884 -1005 -1125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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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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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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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316 -985 -728 2592 -80 -1803 1545 2560 1611 -831 842 -3188 -34

1031  -254 -1163 -740 2454 -213 -1806 1486 2374 1492 -777 1086 -3116 -25

1045  -457 -1116 -383 2254 34 -1792 1677 2194 1707 -1061 689 -2921 -231

TABLE 3. 1-2 Test difference                                                   (unit:nm)

First test (1)

Wavelength Asphalt Concrete Red asp. Blue roof Green roof Red roof Rice field Field
Plastic 
house

Deciduous 
forests

Conifer 
forests

Wetland Water

370  383 444 316 320 293 443 310 357 323 339 285 324 219

385  647 834 575 608 607 794 513 599 608 543 449 522 437

399  1182 1657 1066 1213 1144 1361 1026 1071 1188 944 890 962 889

413  1913 2687 1692 2042 1798 2130 1532 1699 1889 1477 1374 1571 1394

428  2276 3401 2009 2566 2160 2447 1847 1966 2244 1632 1588 1808 1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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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016  2016 5169 2884 1691 4487 4935 2092 2447 2543 6076 3140 5430 519

1031  1981 5381 2937 1873 4645 4971 2107 2617 2530 6053 3007 5558 485

1045  2231 5358 2791 1858 4548 4709 2152 2782 2720 6048 3073 5507 672

SUM 346660643 1.8E+09 5.21E+08 2.67E+08 4.09E+08 2.22E+09 2.66E+08 4.8E+08 3.83E+08 1.06E+09 3.24E+08 9.4E+08 85626097

SQRT 18618.825 42368.29 22819.13 16351.6 20234.34 47118.59 16316.84 21911.18 19573.28 32606.95 17998.46 30658.94 9253.437

TABLE 2. Field spectro-radiometer test                                          (unit:nm)

Second test (2)

Wavelength Asphalt Concrete Red asp. Blue roof Green roof Red roof Rice field Field
Plastic 
house

Deciduous 
forests

Conifer 
forests

Wetland Water

370  216 240 162 235 208 247 258 205 235 174 158 103 174

385  333 404 252 404 299 242 272 256 482 294 199 172 218

399  562 759 535 1083 659 517 465 429 973 400 287 292 347

413  958 1284 951 2257 1143 915 755 656 1825 617 489 498 575

428  1290 1891 1258 3425 1649 1217 1073 857 2694 748 583 683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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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1700 4184 2156 4283 4407 3132 3637 5007 4154 5245 3982 2242 485

1031  1727 4218 2197 4327 4432 3165 3593 4991 4022 5276 4093 2442 460

1045  1774 4242 2408 4112 4582 2917 3829 4976 4427 4987 3762 2586 441

SUM 2.29E+08 1.17E+09 3.19E+08 2.41E+08 3.49E+08 1.54E+09 5.34E+08 8.31E+08 3.23E+08 7.45E+08 4.1E+08 1.59E+08 38159843

SQRT 15142.8 34214.11 17847.1 15539.68 18674.1 39288.4 23117.6 28833.45 17982.34 27294.72 20246.59 12600.31 617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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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pectral spectrum by classification level

FIGURE 9. 1-2 Tes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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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cover) Color Middle class Nonpoint source Color

Asphalt Traffic area Earth

Concrete Traffic area Rice field

Red asphalt Traffic area Field

Blue roof dwelling/
industry/

commerce

Forest

Green roof Etc

Red roof

River

Rice field Rice field

field Field

Plastic house Facility plant

Deciduous forests Deciduous forests

Conifer forests Conifer forests 

Wetland Inland wetland

River(water) Inland water

TABLE 4. Comparison of land use classes and land cover classes

FIGURE 11. Production of land cover

분광스펙트럼 분석에서 대부분의 경우 절대 

값의 차이가 ±2,000내에 존재하며(표 3), 파

장에 따른 차이 값의 변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영상 획득의 시기(계절)와 

차이에 의해 식생(밭, 활엽수, 습지/초지)의 경

우 절대 값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는 부분도 있었다(그림 9).

기준자료로 사용하는 지상에서 측정한 분광라

이브러리의 분광스펙트럼을 영상에서 획득한 샘

플화소의 분광스펙트럼과 비교하면 약간의 값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인 스펙트럼의 형

태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영상 촬영과 지상분광측정의 시간 차, 

그리고 하이퍼 영상의 대기보정 과정에서 포함

되는 오차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동일 피복이 

유사한 스펙트럼의 형태와 값을 보임으로써 피

복분류를 위한 기준자료로 분광라이브러리를 사

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토지피복도 제작

토지피복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은 고유의 

분광반사특성을 갖는다. 이들의 분광반사 특성

은 지상분광센서와 하이퍼센서를 이용하여 측

정이 가능하다. 지상분광센서는 한 지점에서 분

광반사특성을 측정하게 되고, 하이퍼 영상센서

는 각 화소에 대한 지상분광특성을 측정함으로

써 화소 개수만큼의 분광반사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영상으로 구성한 것이다. 토지피복도는 이

러한 분광반사특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지표 피

복을 분류한 것으로, 환경부 토지피복도는 대분

류의 경우 7개 등급, 중분류 22개 등급, 세분류 

41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그림 11).

환경부 토지피복도 분류등급의 경우 분광특

성만을 이용하여 분류가 불가능한 등급이 포함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분

광특성을 이용하여 1차적인 분류를 수행한 후 

등급에 맞추어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제

작하였다. 그리고 환경부 토지피복도 중분류 등

급을 참고하였고, 이러한 분류등급 내에서 분광

특성을 이용하여 태화강 유역에 분류 가능한 

등급을 13개로 정의하였다. 표 4는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분류가 가능한 13개 피복클래스와 이 

클래스들이 토지피복도 중분류 등급 중 어떤 

등급에 포함되고 있는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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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Spectral angle(Radian) Class Spectral angle(Radian)

Asphalt 0.095 Field 0.489

Concrete 0.070 Plastic house 0.144

Red asp. 0.052 Deciduous fForests 0.115

Blue roof 0.252 Conifer forests 0.277

Green roof 0.148 Wetland 0.159

Red roof 0.070 Water 0.152

Rice field 0.215

TABLE 5. Spectral angle value

분광라이브러리에서 추출한 분광스펙트럼

을 기준으로 영상의 각 화소가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류 알고리즘

(Spectral Angle Mapper : SAM)을 적용하였

다(표 5). 분광각매퍼(SAM) 알고리즘은 이러

한 변이와 오차로 인한 오분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펙트럼을 밴드 수 공간의 벡터로 가

정한 후 벡터의 방향을 각으로 비교한다. 이 방

법은 스펙트럼의 증감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절

대 값을 비교하는 것보다 스펙트럼의 형태를 

비교하는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화소가 

13개 분류등급 중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식 1).

        cos












 








 







 









       (1)

분광각의 경우 Radian 단위로 1이면 완전히 

반대의 스펙트럼 패턴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0.5 이상일 경우 다른 패턴이라고 판단한다. 따

라서 대부분 분광각이 0.2 이하로 작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지만, 밭의 경우 식생 유무에 따라 

0.5에 가까운 큰 분광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비점오염원 분포도 제작

부하량에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은 논, 

밭, 임야, 대지, 목장, 골프장, 기타가 있으며, 

밭은 지목별 면적 중 전(田)과 과수원을 포함

하며, 대지는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체육용지(골프장 제외), 유원지, 종교

용지, 사적지를 포함한다. 기타 요소로는 광천

지, 염전,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묘

지, 잡종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지목은 지적을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등급에 해당하므로 토지

피복 등급과 차이를 보인다. 환경부에서 제시하

는 토지피복도 분류등급은 대분류 7개 등급, 중

분류 23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양

한 용도에 맞도록 설계된 것으로 비점오염원 

분석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등급으로 토지피

복도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퍼센

서를 기반으로 제작한 토지피복도를 비점오염

원 분석에 적합하도록 분류등급을 재분류 및 

구성하였다.

표 5에서 13개 토지피복등급을 6개의 토지

이용(비점오염원)등급으로 조정하였고, 이 과정

에서 토지피복 분류 시 유사한 분광반사특성으

로 인해 혼동이 발생한 지점에 대한 수정을 실

시하였다. 그림 12는 13개 등급의 토지피복도

와 6개 등급의 토지이용도(비점오염원 분포도)

를 나타내었다.

2. 비점오염원 분포도를 이용한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분석

토지이용에 따른 발생원단위는 아래 표 6과 같

으며, 발생부하량은 아래 식 2에 의해 토지이용면

적과 발생원단위의 곱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다.

발생부하량토지이용면적×발생원단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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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biochemical oxygen demand) T-N(total nitrogen) T-P(total phosphorus)

Rice field 2.3 6.56 0.61

Field 1.6 9.44 0.24

Forest 1.0 2.20 0.14

Earth 85.9 13.69 2.10

Pasture 35.1 5.37 1.72

Golf 1.0 3.56 2.76

Etc 1.0 0.06 0.03

TABLE 6. Source of land use                                           (unit:㎏/㎢×day)

FIGURE 12. Distribution of non-point pollution sources adjusted by 13 grade (top) 

and 6 land use (bottom)

표 6에서 제시한 토지이용별 발생원단위를 6

개 등급의 토지이용도(비점오염원분포도)에 적

용하면 그림 13과 같이 발생부하량 분포도를 

제작할 수 있다. 발생부하량 분포도를 보면 산

림과 농경지가 주로 분포하는 서쪽 지역의 경

우 BOD가 1.0~2.3, TN이 0.06~9.44, TP는 

0.03~0.24의 낮은 부하량 분포를 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된 동쪽 지역의 경

우 토지이용을 대지로 분류한 결과 BOD 85.9, 

TN 13.69, TP 2.76의 높은 부하량이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지침(Ministry of Envi-

ronment, 2006)에 의하여 한강을 제외한 3대

강의 유역에는 발생부하량에 유출계수 1을 적

용하여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이 같도록 적

용하였고, 보다 정확한 비점오염원 분석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오염부하 발생 원단위 적용 방

안과 현장여건 조사 등의 구체적인 실험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BOD, TN, TP 각각에 대한 발생

부하량 분포도를 제작한 후 공공수역으로 배출

되는 비점오염원의 오염부하량인 배출부하량은 

발생부하량에 0.25를 곱하여 산정하였다(배출

부하량=0.25×발생부하량). 여기서 0.25를 적

용하는데 있어 한강의 저수기 유출계수를 적용

한 것으로서 모든 수계에 이 수치를 적용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넓은 구

역의 비점오염원 분석을 하는데 있어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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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istribution of occurrence loads of BOD, TN, TP

FIGURE 14. Distribution of discharge loads of BOD, TN,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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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림 13, 그림 14와 같이 제작한 비점오염원 

분포도와 발생/배출부하량 분포도는 수문모델을 

이용하여 비점오염부하량 산정 및 수질분석과 

같은 환경관련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태화강 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공

간정보를 활용하여 비점오염원을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이퍼센서에서 나타나는 토지피복의 종류별 

분광반사특성을 분류하기 위해서 분류항목(클

래스) 정의, 분광라이브러리 스펙트럼 추출, 분

광분류알고리즘 적용의 순으로 토지피복도를 

제작하였다.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분류 가능한 

클래스는 환경부 토지피복도 중분류 기준으로 

13개 클래스가 해당되었으며, 13개 클래스에 

대한 분광스펙트럼은 지상분광측정을 통해 획

득한 분광라이브러리에서 추출하였다. 지상 스

펙트럼과 영상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 분광 

스펙트럼의 패턴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반사율의 절대 값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분광분류알고리즘은 분광스펙트럼의 형태를 

비교하는 분광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의 

각 화소가 13개 클래스 중 어떤 클래스에 해당

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피복의 13개 

등급을 비점오염원 등급인 토지이용등급인 6개 

등급으로 조정하여 비점오염원 분포도를 수정, 

제작하였다.

태화강 유역의 비점오염원 분포도에 환경부에

서 제시하는 토지이용(지목)등급별 발생부하량 

원단위를 각각 적용한 결과, 비점오염원이 동고

서저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BDO, 

TN, TP에 대한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분

포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지역의 비

점오염원에 대한 영향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제

시하기 위하여 시계열별 자료와 다양한 비점오

염원 분류체계 등을 세분화하여 정확한 산정을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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