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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 분야에 성 상을 어떻게 활

용할 수 있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 도시 공간 상에서 

건폐지 면 , 도로 면  등의 악은 도시계획 수립과 

리를 해 매우 요한 인자들이다. 이들의 정보를 추출

하기 하여 성 상으로부터 외부공간, 건폐지, 식생, 

그림자 등 4 가지 토지피복 분류항목을 설정하 으며, 

각 각에 한 분류특성  토지피복에 한 정보를 추출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 다.

It was investigated to apply the information of the 

satellite imagery to the field of urban planning. Built-up 

area and road area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To extract these information from the 

satellite imagery, landcover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the 4 classes, exterior space, built-up area, 

vegetation and shadow. And it was discussed what is 

needed for landcover classifications and essential factors 

on the information extraction.

I. 서 론
다목 실용 성 2호 성의 성공 인 발사로 고해상도 성

상을 렴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공

간 계획  리에 성 상을 용하려는 요구가 증 되고 

있다. 성 상은 주기 인 상수집, 치  자세보정에 따

른 3차원 도시 모델링, 고해상도 상일 경우 정 한 지표정보

를 획득할 수 있어 도시 공간 계획  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1][2]. 따라서 공간계획을 한 공간환경평가 

지표로써 성 상의 활용  용 가능성을 악하고, 성

상으로부터 토지피복정보를 추출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

계획에 용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 공간 상에서 건폐지 면 , 도로면  등의 악은 도시계

획 수립과 리를 해  매우 필요한 인자들이다. 이들 정보에 

한 추출 가능성과 그림자 등의 향에 한 고려 등 성

상의 용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에 사용된 자료

[표 1]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내용
종류 내용

수치지형도
- 축척: 1/50,000

- 사용내용: 시 도로망 추출

시

도시정비계획도

- 축척: 1/50,000

- 사용내용: 시 도시정비계획구역의 경계 설정

성 상

- 센서: SPOT-5 

- Path-Row : 305-277

- 상 수집일: 2003년 3월 10일

참고자료

- 구  어스 : 상분류를 한 훈련자료  분류정

확도 평가를 한 참조자료

- 인터넷 지도 콩나물 : 시 주요 지명/지물 악

▶▶ 그림 1. 연구대상지역과 위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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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전시 도시 및 환경정비계획사업지역의 면적
사업지역 면 (㎡) 비율(%)

주거환경개선사업 1,266,725 10.9

주택재개발사업 3,510,381 30.2

주택재건축사업 4,114,175 35.5

도시환경정비사업 2,713,744 23.4

합계 11,605,025 100.0

사례연구지역으로 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지역을 

선정하 다. 성 상  수치자료 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재 도시재정비계획에 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하여 사용된 자료의 내용은 표 1에 정리하 으며, 

그림 1은 시 도시  주거환경계획지역을 성 상에 수

치지도와 첩한 것이고, 표 2는 각 사업지역의 면 과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 위성영상자료의 분류항목 설정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지역의 특성을 악하기 한 분

류항목의 설정은 성 상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정보의 내

용과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  항목

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 이다. 그러나 토지피복

에 한 정보를 다루는 성 상의 특성과 토지이용상황에 

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상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선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상의 정비계획 지표요소와 

성 상 정보간의 부합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호수, 도 

등의 주택 련 정보, 도로의 폭, 길이, 형태, 주택 도율 등의 

내용과 련된 도로정보, 기타 과소필지수, 녹지율 등의 도시

기능과 구조 등을 악할 수 있는 토지이용 련 정보 등이 있

다. 이와 함께 지표의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인 공간 해

상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공간 해상도

를 고려하여 성 상의 분류항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

에 사용한 SPOT-5 성 상의 공간해상도는 2.5m와 10m의 

두 가지이나, 10m 공간해상도의 다 분 상은 물체의 구분 

능력이 낮아 분류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10m 공간해상도

의 상은 분류에 사용하지 않고, 2.5m의 정색 상만을 사

용하도록 하 다.

성 상의 분류항목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정비

계획의 지표요소와 부합되는 내용으로 그림자, 식생, 외부공

간, 건폐지 등 4개의 항목으로 설정하 다.  도로면 , 도로율

과 계된 '외부공간', 건물면 , 건물면 비율, 주택 도 등의 

내용과 련된 '건폐지' 항목은 크게 상의 분류를 건폐지와 

비건폐지로 단순화하는 문제가 있으나, 상의 공간해상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상세한 구분을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의 '외부공간' 항목이 인공 환경에 

한 것이라면, 외부의 자연환경에 한 내용을 악할 수 있는 

'식생' 항목을 설정하 다. 이 내용은 녹지율과 계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항목을 설정하 다. '그림자' 항목

에는 건폐지, 외부공간, 식생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으

로, 그림자 부분에 의해 가려져 분류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 상에서 그림자 부분은 지표의 반사도가 낮아 

어둡게 나타나는 식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분류 시 주의

해야하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분류에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

다면 '외부공간'과 '건폐지' 부분이다. 외부공간과 건폐지 포

장재료가 동일해서 즉, 건물의 옥상이 콘크리트 재질이고, 지

표면의 재료가 시멘트 보도블록, 콘크리트 주차장, 콘크리트 

도로, 노출된 토양 등이라면 모두 유사한 반사도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3].

3. 위성영상의 분류기법 및 처리과정
상분류기법은 근방식, 확률함수의 매개변수 사용 유무, 

그리고 처리과정 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근방식에 

따른 분류기법은 분 , 공간, 시간 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4]. 확률함수의 매개변수 사용 유무에 의한 구분은 매개

변수법과 비매개변수법으로 구분된다[5]. 매개변수를 이용한

다는 것은 상의 반사 값 이외의 여러 가지 변수를 용하는 

것으로, 평균이나 공분산 값을 고려하여 각 항목의 분산도를 

참조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처리 과정에 따른 분류기법에는 감

독분류와 무감독분류가 있다[6]. 감독분류는 분석자가 상 내

에서 알고 있는 화소들의 정보 즉, 훈련자료를 지정해주면 평

균, 표 편차, 공분산 행렬, 상 행렬 등을 계산한 후, 모든 화

소들에 해 가장 높은 유사도(likelihood)를 갖는 항목으로 

할당해 주는 방식이다. 무감독분류는 분석자가 몇 개의 간단한 

변수만을 지정하여 분류가 실시되며 군집화 과정이라고도 한

다.  그리고 무감독분류와 감독분류를 수행하여 분류결과의 신

뢰도를 높이려는 혼성분류법(hybrid classification)도 시도되

고 있다. 혼성분류에서 훈련자료에 한 통계 값은 무감독분류

에 의한 클래스를 재분류하는데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무감

독분류  가장 표 인 내용인 ISODATA(iterative self 

organizing data analysis technique) 기법을 용하 다. 이

는 각 분류 클래스의 분산도(Mean Squared Error, MSE)를 

최소로 하기 한 분류기법이다[7].

이 연구에서는 무감독분류에 의해 략 인 분류를 수행한 

후, 고해상도인 구 어스의 상을 훈련자료로 사용하여 지표

의 항목을 재분류하도록 하 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인 4개

의 항목으로 분류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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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자료처리 과정 

자료의 처리 과정은 그림 2의 내용으로 정리하 다. 먼  수

집된 SPOT 성 상에 하여 축척 1:50,000의 수치지형도

를 기 으로 지리보정을 수행하 다. 이후 보정된 상으로부

터 시 도시  환경정비계획지역을 추출하 다. 그리고 추

출된 상에 해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 다. 이때 사용된 분

류기법은 ISODATA 알고리즘을 용하 다. 분류된 결과를 

'구 어스'와 같은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으로 재 

분류한 뒤, 최종 으로 4개의 분류항목으로 구분하고 분류된 

내용을 확인하 다.

III. 대전시 재정비계획 대상지 적용 결과
성 상의 분류결과를 나타낸 것이 그림 3에서부터 그림 6

까지이다. 그림은 각 각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주거재개발사

업지역, 주거재건축사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에 한 

것으로, 비교를 하여 분류  SPOT-5의 정색 원 상과 

함께 나타내었다. 분류항목은 그림자, 식생, 외부공간, 건폐지 

등 4개의 항목으로 하 으며, 분류결과 상에서 정색의 원

상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이다.

▶▶ 그림 3. 위성영상의 분류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 그림 4. 위성영상의 분류결과: 주거재개발사업지역

그림 5. 성 상의 분류결과: 주거재건축사업지역

▶▶ 그림 6. 위성영상의 분류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

각 분류 항목 별 성 상 분류결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그림자' 항목은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체 면 의 약 20% 정도로 차지하는 비 이 컸다. 

도심의 분류에서 그림자의 향을 제거하는  분류기법의 제시

가 과제가 되고 있다. '식생' 한 분류에서 그림자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색, 근 외선 등의 다 분

상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연구

에서는 SPOT-5 상의 공간해상도가 상 으로 낮아 사용

하지 않았다. 공간해상도가 같은 수 의 다 분 상을 사용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센서의  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부공간' 항목은 도로를 포함한 가로시설물, 기타 구조물 등

이 함께 분류되어있어 정확한 도로 폭원  도로율을 계산하

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한 그림자의 향을 가장 많이 받

고 있어 선형의 도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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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폐지'의 경우 도시정비계획구역 상의 단  블록별 건폐

지 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나, 건물 옥상/지붕의 재질과 도로의 

재질이 유사할 경우 분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건물 옥상/

지붕과 도로의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의 재질을 구분할 수 있

는 분류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각 사업구역이 명확히 구분되

는 특성이 없이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체 구역이 

아닌 개별 구역을 선정하여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각 사업구역이 지역별로 이웃하지 않도록 하고, 각 사

업구역별 면 이 유사하도록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 다. 이때 면 기 은 약 200,000㎡ 를 후로 

하 다. 이와 같은 기 으로 각 사업구역에 해 그림 7과 같

은 4개의 구역을 선정하 다. 

▶▶ 그림 7. 각 사업 구역별 비교 대상지

이들 상지의 내용은 각 각 다음과 같다. 첫째 시 갑천 

서부의 통 인 주택재건축사업지역 둘째, 기존 공업지역 주

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 셋째, 시 외곽 경사지의 주택재개

발사업지역 넷째, 기존 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등이다. 

이들 지역에 한 각 분류항목별 면  특성을 나타낸 것이 표 

3의 내용이다.

[표 3] 각 사업 구역별 비교 대상지의 면적 비율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면

(㎡)

비율

(%)

면

(㎡)

비율

(%)

면

(㎡)

비율

(%)

면

(㎡)

비율

(%)

그림자 30,219 14.46 41,881 13.29 32,300 17.50 40,369 16.47 

식생 13,294 6.36 21,819 6.93 16,200 8.78 22,150 9.04 

외부공간 80,556 38.53 136,213 43.24 77,913 42.21 97,694 39.85 

건폐지 84,981 40.65 115,131 36.54 58,156 31.51 84,913 34.64 

합계 209,050 100.00 315,044 100.00 184,569 100.00 245,125 100.00 

이들 지역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자와 식생

의 면  비율'은 각 지역별로 서로 유사하나, 주택재개발 사업

지역이 가장 높고 주택재건축사업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의 경사지 때문으로 단되나, 일반

인 사항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외부공

간의 면 비율'은 략 40% 후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그

림자와 식생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주택재건축사업지역이 외

부공간의 면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재건축사

업지역의 건축물 도가 상 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건폐지의 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

이다. 상 으로 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성 상으로부터 토지피복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용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를 통하여 토지피복에 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필요

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상의 수집 시기

가 매우 요하다. 도심의 경우 그림자의 향을 많이 받고 있

으므로 가  정오에 가까운 시각에 촬 해 그림자의 향을 

일 필요가 있다. 한 동지, 하지 등 계 을 달리해서 특정지

역에 한 상수집도 필요하다. 그리고 도심의 건물, 도로, 각

종 시설물의 악을 해서는 수목의 향을 게 받는 겨울

철 상도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 물론 설에 한 향은 

피해야할 것이다. 둘째, 센서의 설계  선택에 한 것이다. 

도심의 경우 토지피복의 재질에 해 아스팔트/콘크리트/노출

된 토양 등과, 토지이용상 건물옥상/도로/보도/주차장/운동장 

등에 한 구분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센서의 설계  선택이 필요하다. 셋째, 응용 

분야에 따른 '분류체계' 설정에 한 것이다. 응용 분야에 

한 상의 분류방법과 처리 S/W에 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상의 응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상 수집 모드  련 정보의 제공에 한 것이다. 정

사보정 등의 기  좌표체계 는 지도와 일치시키기 해서는 

스테 오 촬 이 필요하다. 은 비용으로 효율 으로 촬 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의 센서들을 성체에 장착하는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며, 단일 상의 경우에도 센서  궤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사보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와 같은 정보가 성 상과 함께 제공될 때 도심 시설물과 구

조물에 한 정확한 치보정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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