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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회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의 상을 모델링하여 컴퓨터를 통해 공간 데이터를 사용하

고자 하는 요구가 격하게 증가하면서 원격탐사와 GIS의 요성과 활용도가 증 되고 있다. 원격탐사 

상자료를 GIS의 분석기술과 연계하여 사용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가치를 지닌 수치자료의 생성이 가

능하며, 토지피복 분류와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주제도의 제공이 가능하다. 상 지역에 한 

이러한 지도의 구축이 가능  되면, 이 지도를 기 로 하여 모델링  지속 인 모니터링이 용이하며, 데

이터베이스의 수정을 쉽게 함으로써 지형공간정보의 갱신이 효율 으로 수행되어 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격탐사 기술과 GIS의 통합을 통하여 도로변의 토지피복변화를 분석하기 해 두시기

의 상에 한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고 6개의 분류항목별 10년간의 변화탐지를 수행하여 상지역에 

한 정량  변화면  통계값을 추출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  개발을 한 기  의사결정 자료를 획득

하는 것이다. 도로주변의 이용형태분석을 통하여 주변 도심과의 상호 보완된 계획의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중심어 :∣GIS∣원격탐사∣위성영상∣
Abstract

There have been rapid increases to the demands for modeling diverse and complex spatial 

phenomena and utilizing spatial data through the computer across all the aspects of society. As 

a result, the importance and utilization of remote sensing and GIS'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have also increased. It can produce digital data of enormous accuracy and value by 

incorporating remote sensing images into GIS analysis technology and make various thematic 

maps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land cover. Once such a map is made for the target area, 

it can easily do modeling and constant monitoring based on the map, revise the database with 

ease, and thus efficiently update geo-spatial information.

Under the goal of analyzing changes to land cover along the road by combining the remote 

sensing  and GIS technology, this study classified land cover from the images of two periods, 

detected changes to the six classes over ten years, and obtained statistics about the study 

area's quantitative area changes in order to provide basic decision making data for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By analyzing land use along the road, one can set up plans for the 

area along the road and the downtown to supplement each other.

 ■ keyword :∣GIS∣Remote Sensing∣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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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에 들어서는 과학기술의 속한 발 에 수반하

여 인간 활동의 역이 넓어지고 사회의 변화 속도도 

증가하고 있어 문 인 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사회  는 행정 인 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문제들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

양하고 복잡한 사회 상에 한 분석을 수행하고 신속

한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원격탐사(Remote 

Sensing)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

의 목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사회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의 상을 

모델링하여 컴퓨터를 통해 공간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격하게 증가하면서 원격탐사와 GIS의 

요성과 활용도가 증 되고 있다[6].

원격탐사 상자료를 GIS의 분석기술과 연계하여 사

용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가치를 지닌 수치자료의 생

성이 가능하며, 토지피복 분류와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

써 다양한 주제도의 제공이 가능하다. 일단 한 지역에 

한 이러한 지도의 구축이 가능  되면, 이 지도를 기

로 하여 모델링  지속 인 모니터링이 용이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수정을 쉽게 함으로써 지형공간정보의 

갱신이 효율 으로 수행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시기의 Landsat TM 상자료와 국

토지리정보원의 1/2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10여

년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도로 주변지역의 토지피복변

화를 분석하고 도로와 주변지역의 변화  발 과의 연

성을 분석하는데 목 이 있다[1][2].

이 연구의 상지역은 충주시 지역을 상으로 두시

기의 상의 분석을 통하여 도시내의 도로와 주변지역

의 상들이 어떻게 변화하 으며 도시 내의 토지형태

에 한 증감 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여 

도로 주변의 토지 피복형태의 분포 양상을 검토하고 변

화탐지를 통하여 토지피복의 변화량을 추정하고자 하

으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 검토하여 이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도시 상들을 측할 수 있는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 다. 

Ⅱ. 원격탐사

원격탐사(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상

물을 측하는 기술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물에 직

 하지 않고 목표물에서 복사되어 나오는 자

를 감지하여 그 물리  성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1. 영상의 전처리
인공 성을 이용하여 원격탐사 작업을 수행하는 경

우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자료

의 훼손, 왜곡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왜곡은 수집

된 자료의 처리나 분석 시에 여러 가지 오차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 에 반드시 보정을 통한 자료의 수

정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보정 과정을 상 자료의 

처리 과정(Preprocessing)이라고 한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기하보정의 요도가 가장 높

으며, 기하보정을 수행하기 해서는 상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가 심하지 않은 지역을 각각 지도와 성 상

에서 선택해야 한다.  를 들어 재 사용되어지고 있

는  도로의 교차 이나 공항의 활주로, 호수의 방 제,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과 같은 지역을 지상기 으로 

잡아 상좌표와 지도좌표를 비교하여 좌표변환 방정

식을 찾아 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은 지상

기 을 선택할 때 체 상에 정도를 고려하여 충분

히 골고루 분포하도록 잡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상기 을 선정하면 최소제곱법(Least-square 

Method)에 의해 좌표변환식의 계수를 구할 수 있고 축

척변환(Scale Change), 회 변환(Rotation), 이변환

(Translation)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할 수 있다[7][8].

 X′= a0 + a1X + a2Y

 Y′= b0 + b1X + b2Y

여기서 X′, Y′는 지상기 의 지도좌표이며 X, Y

는 성 상의 상좌표이다.  최소제곱법에 의해 각 

계수의 값을 알면 나머지 화소에 해 좌표변환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기하 보정된 결과의 치오차는 RMSE오차로 나타

낼 수 있다. RMSE 오차란 지도에서의 지상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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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 식에 의해 변환된 상의 지도좌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차이를 잔차(Residual)라 

부르며 거리차를 RMSE 오차라 한다[3].

RMSE              (1)  

여기서 xi  yi 는 참조 좌표이고 xr  yr 은 기하보

정 후 좌표이다.  그리고 (xr - xi) 는 x 잔차, (yr - yi) 

는 y 잔차 이다.   식은 1차식이지만 지상기 의 개

수, 상의 뒤틀린 정도, 상의 해상도 정도 등에 따라 

2차이상의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토지피복분류와 변화탐지
원격탐사 상을 구성하는 화소들의 분류 처리는 실

제 목표물의 속성들과 상 내 화소들을 상 시키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각각의 화소들이 지질학 인 

는 지표면 피복형태 같은 지리학 인 실측치와 상

식이 성립됨을 의미한다. 다른 표 으로 설명하면, 분류

처리는 정해진 수의 분류항목이나 범주로 화소들을 분

류하는 처리라 할 수 있다. 

분석자는 원시 상 자료로부터 추출하고자 하는 정

보의 형태에 따라 분류항목들은 탐사지역 내에서 나타

난 기지 목표물의 분 반사 특성들과 비교되어진 화소 

값에 지상 정보들과  상 시켜 분류를 수행한다.

변화탐지에서 토지의 이용 황에 따른 토지피복 분

류체계의 설정과 분류항목의 설정이 변화탐지 목 에 

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토지피복 분류는 여러 가지 표 화된 분류알고리즘

들을 이용하여 분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

화된 분류 알고리즘들은 역 으로 분포되어 있는 변

화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게 해 다. 따라서 심항

목에 한 변화정보를 추출하기 해서는 한 분류

체계를 선정하고 높은 정확도의 분류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탐지기법 의 하나로 서로 다른 

시기의 상을 토지피복 분류하여 분류된 결과 상을 

정의된 분류항목끼리 비교하는 선분류후비교법을 이용

하여 각 시기에 해 분류를 수행하고 이를 직  화소

끼리 비교하여 어떤 토지피복에서 어떤 토지피복으로 

변했는지를 정량 으로 악하고자 하 다.

선분류후비교법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수학  방

정식을 시용하여 표 할 수 있다[4][5].

BVij(1) ↔ BVij(2) → Dij           (2)

여기서, Dij = 변화 상의 화소값

        BVij(1) = 시기1의 분류 상 화소값

        BVij(2) = 시기2의 분류 상 화소값

              i = line의 수

              j = pixel의 수

3. 영상과 GIS접목
GIS는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실제 세계의 모델을 생

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자

료와 각종 수치자료들의 첩, 향권 형성 등을 통하

여 환경변화의 분석, 경향분석(Analysis of trends) 

는 의사결정과 결과의 측 등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 GIS 다이어그램

Ⅲ. 분석 및 고찰

1. 연구대상지역 및 연구과정
본 연구 상지역은 우리나라 남부의 수자원  교통

의 심지역으로 충주시 행정구역 역을 선정하 다. 

충주시의 공간 인 치는 우리나라의 앙부와 동북

부에 치하며 동북으로 제천시, 서쪽으로 음성군, 남쪽

으로 괴산군과 경상북도, 북쪽으로 경기도/강원도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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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도상으로 볼 때 개 북  37

도 16분 ～ 36도 18분을 차지한 도 지역으로 온  

계 풍 지 를 형성하고 있다.

한 사회 인 구분으로는 부내륙고속도와 주덕～

장호원, 산척～장호원간 국도4차선이 동시 개통되었고, 

재 추진 인 동서고속도로, 부내륙선철도망, 충북

선 철화,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 등이 수년 내 모두 

완공되면 국 교통망의 핵심 요충지로 부상하게 될 것

이다.

이 연구에서는 1/25000 수치지형도상에서 12개의 지

상기 을 추출하여 상의 기하보정을 수행하 다. 

상의 좌표변환은 Affine 변환 방정식을 이용하 고 

재배열은 여러 가지 방법  가장 계산이 빠르고 간단

하며 원래 자료의 화소 값에 변질을 일 수 있는 최근

린 내삽법을 사용하여 화소크기 30m×30m로 재배열하

다. 기하보정 수행 결과 Landsat TM 상의 통상  

허용오차 0.5화소(약 15m)를 만족시켰다.

[그림 2]는 성 상의 처리을 수행하고 연구 상

지역을 추출한 상을 나타낸 것이다. 충주시 역을 

토지피복에 한 비율로 분석하면 산림 지역이 66%로 

가장 많은 면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나지의 비율이 인공구조물의 면 의 2배 정도이

다. 도시 주변의 여건과 과거의 자료를 목시킨다면 

도시의 발  형태를 규명할 수가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

질 계획지역을 측할 수가 있다.

그림 2. 연구대상지역

2. 변화량 분석
연구 상지역에 한 분석은 지역내의 국도를 주

로 도로를 기 으로 어떠한 형태의 토지피복 분포를 가

지고 있는지와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기 하여  도로를 

심으로 주변 1km, 2km  4km의 향권을 설정하고 

이들 내의 상분류 결과를 추출하여 통계분석을 수행

하 다.

[그림 3]은  충주시 도로들의 향권을 표 한 것이

다. 국도를 심으로 1km버퍼를 실시한 결과 총 포함 

면 은 113.4㎢이며, 2km의 향권을 설정한 결과 면

은 219.7㎢로 나타났으며 4km는 지역은 403.7㎢이었다.

상지역에 한 토지피복은 물, 인공구조물, 나지, 

지, 산림, 농경지 6개의 항목으로 선정하여 최 밴드

를 선정하고 최 우도법을 이용한 감독분류를 수행하

여 1989년 6월 상은 93.4%, 2000년 5월 상은 95.1%

의 분류정확도를 얻었다.

한 이들 분류결과의 항목별 면 을 비교 분석하고 

분류 상을 이용하여 선분류후비교법에 의한 변화탐지

를 수행하 다.

그림 3. 간선도로 영향권 설정

그림 4. 1989년 분류영상 그림 5. 2000년 분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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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 (㎢) 비율(%)
물 38.4 3.9 

인공구조물 8.9 0.9 
나지 17.7 1.8 
초지 17.7 1.8 
산림 686.7 69.8 
농경지 214.5 21.8 
계 983.8 100.0 

표 1. 1989년 토지이용현황

구분 면 (㎢) 비율(%)
물 34.4 3.5

인공구조물 10.8 1.1
나지 9.8 1.0
초지 41.3 4.2
산림 659.1 67.0
농경지 228.2 23.2
계 983.8 100.0

표 2. 2000년 토지이용현황 

충주시 역의 지역의 면 은 약 983,900,000㎡이며 

이 지역의 1999년과 2000년의 체 인 토지이용상태

는 [그림 4]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한 [표 4]는 10

년간의 변화량  증감률을 나타내었다.

구분 1989 2000 비율(%) 증감률
물 38.4 34.4 -3.9 -10.3%

인공구조물 8.9 10.8 2.0 22.2%
나지 17.7 9.8 -7.9 -44.4%
초지 17.7 41.3 23.6 133.3%
산림 686.7 659.1 -27.5 -4.0%
농경지 214.5 228.2 13.8 6.4%
계 983.8 983.8 　 　

표 3. 1989년과 2000년 토지이용변화량(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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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989년과 2000년 토지이용변화량(전체)

토지이용 변화량  많은 변화량을 보인 것은 인공구

조물과 지이며, 인공구조물은 22.2%, 지의 경우 

133.3%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나지는 44.4%, 산림은 

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로부터 연구

상지역의 도시화가 진행되어 산림과 나지가 감소하

고 인공구조물이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지의 경우

는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계 인 차이

의 향이 큰 것으로 단된다. [그림 7-12]는 도시화의 

주요인자인 도로를 심으로 토지이용형태를 분석한 

것으로 이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그림 7. 1989년 2000년 1km영상

성 상을 이용하여 1km 향권에 한 GIS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7]과 같으며 [표 4]에서와 같이 변

화량분석을 통하여 인공구조물은 24.3%의 증가로 체 

지역의 변화량의 비율보다는 더 많이 변화되어졌으며 

지의 증가량은 89.2%로 체지역의 변화량보다는 

은 것으로 1km의 향권에서는 토지피복이 많이 변화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1989 2000 비율(%) 증감률

물 3.2 2.8 -0.3 -10.7%

인공구조물 4.2 5.2 1.0 24.3%

나지 4.6 2.5 -2.2 -46.3%

초지 4.2 7.9 3.7 89.2%

산림 46.4 41.2 -5.2 -11.2%

농경지 50.8 53.8 2.9 5.8%

계 113.4 113.4 0.0 　

표 4. 1989년과 2000년 토지이용변화량(1k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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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989년과 2000년 토지이용변화량(1km)

2km의 향권지역은 인공구조물의 증가량은 42.3%

로 체 인 지역의 변화량보다 2배정도의 증가를 보

인 것으로 도로인근의 지역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

나 차량 등 이동수단의 발달로 도로 소음  유해환경

에서 조  벗어난 지역에서 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1989년 2000년 2km영상

구분 1989 2000 비율(%) 증감률

물 7.3 6.4 -0.9 -12.1%

인공구조물 5.7 8.1 2.4 42.3%

나지 8.3 4.0 -4.4 -52.6%

초지 5.9 13.4 7.5 125.9%

산림 111.8 99.7 -12.1 -10.8%

농경지 80.6 88.1 7.5 9.3%

계 219.7 219.7 0.0 　

표 5. 1989년과 2000년 토지이용변화량(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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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989년과 2000년 토지이용변화량(2km)

4km의 향권지역에서는 인공구조물의 변화량이 

8.7%로 그 변화량이 미비한 것으로 도로인근에서 정

정도의 거리를 벗어나면 변화가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1989년 2000년 4km영상

구분 1989 2000 비율(%) 증감률

물 12.5 10.5 -2.0 -16.1%

인공구조물 9.3 10.1 0.8 8.7%

나지 10.5 7.3 -3.2 -30.8%

초지 11.7 22.2 10.5 89.7%

산림 236.2 219.6 -16.6 -7.0%

농경지 123.5 134.0 10.5 8.5%

계 403.7 403.7 0.0　 　

표 6. 1989년과 2000년 토지이용변화량(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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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989년과 2000년 토지이용변화량(4km)

체 인 분석을 통하여 볼 때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간 시설의 설치가 많은 향을 주고 있는 것으

로 보이나 근성에 향을 주는 도로에 한 정도는 

일정한 범 를 넘어서면 그 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연구 상지역의 선분류후비교법을 통한 변화탐지 결

과, [그림 6]과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의 구분에서 

1989년 항목이 2000년 변화한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분류 항목별로 변화량이 큰 항목을 살펴보면, 1989년 

상의 2000년 상으로 변화는 기존 항목들이 농경지

로 변화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 사이에 1개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단

된다.

그림 13. 1989년과 2000년 증감량비교(4km) 

구분
1000m
(%)

2000m
(%)

4000m
(%)

물 변화없음 68.3 74.7 75.2 
물→인공구조물 0.9 0.9 0.7 
물→나지 1.7 1.5 2.0 
물→초지 1.7 1.1 1.7 
물→산림 9.5 7.0 6.6 
물→농경지 17.9 14.8 13.7 
인공구조물→물 0.1 0.2 0.3 
인공구조물 변화없음 46.3 54.3 48.9 
인공구조물→나지 7.4 6.8 7.5 
인공구조물→초지 10.7 9.3 10.9 
인공구조물→산림 2.7 1.6 2.5 
인공구조물→농경지 32.8 27.8 30.0 
나지→물 0.5 0.4 0.7 
나지→인공구조물 11.0 10.4 8.1 
나지 변화없음 8.2 9.9 7.4 
나지→초지 15.0 15.9 15.6 
나지→산림 4.7 3.7 7.4 
나지→농경지 60.6 59.8 60.7 
초지→물 0.7 1.1 1.4 
초지→인공구조물 4.7 3.6 3.0 
초지→나지 3.1 2.7 2.7 
초지 변화없음 11.4 11.8 11.9 
초지→산림 24.0 23.3 27.4 
초지→농경지 56.1 57.5 53.6 
산림→물 0.1 0.1 0.1 
산림→인공구조물 1.0 0.5 0.4 
산림→나지 0.7 0.5 0.4 
산림→초지 4.5 3.4 3.2 
산림 변화없음 70.2 77.3 81.3 
산림→농경지 23.4 18.2 14.6 
농경지→물 0.5 0.4 0.5 
농경지→인공구조물 4.3 3.6 3.1 
농경지→나지 3.1 2.8 2.6 
농경지→초지 9.6 9.7 9.6 
농경지→산림 11.4 13.2 17.6 
농경지 변화없음 71.1 70.3 66.7 

표 7. 변화탐지 결과 

한 나지와 지 항목의 경우는 다른 항목의 변화에 

비해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이들 지역에 한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

문인 것으로 단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와 주변 환경과의 연 성을 분석

하기 해서 원격탐사 상자료(images)를 GIS의 분석

기술과 연계하여 토지피복에 한 변화양상을 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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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 다. 한 도시 인자들의 향권분석을 하여 

기존의1～2km내의 도로 향을 분석을 하 으나 역

내의 인자에 향이 작아 범 를  확 하여 향분석을 

실시하 다 

과거의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10여년의 시기차이

가 있는 두시기의 상을 통해 토지피복분류  변화탐

지를 수행하여 도로변의 토지피복 변화양상을 면 변

화 주의 통계 으로 악하여 도로변의 토지피복변

화를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한 이를 통한 도

시내의 발  패턴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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