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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 및 객체기반 분석기법을 활용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추정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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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espite the continuing effort to estimate the value of function and services of ecosystem,
most of the researches has used low and medium resolution satellite imagery such as MODIS or Landsat.
It means that the researches to measure the ecosystem service value using VHR (Very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ry have not been performed much, while the source of available VHR imagery is increasing.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and compare the result of ecosystem service value over Sejong
city, S. Korea, which is one of the rapidly changed city, through the pixel-based and object-based
classification analysis using VHR KOMPSAT-3 images, for more specific and precise information.

In the result of the classification, forest and grassland were underestimated while agriculture and urban
were overestimated in the pixel-based result compared to the object-based result. Furthermore, bare soil
area was presented contrasting result that was increased in the pixel-based result, however, decreased in
the object-based result. Using those results, ecosystem service values were estimated. The annual
ecosystem service values in 2014 were $8.18 million USD(pixel-based) and $8.63 million USD(object-
based), however, decreased to $7.80 million USD(pixel-based) and $8.62 million USD(object-based) in
2016.

It is expected to use those results as a preliminary data when to make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and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 local level.
Key Words : Ecosystem service, KOMPSAT-3, pixel-based, object-based, classification

요약 : 오늘날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의 대다수는 Landsat이나 MODIS와 같은 중저해상도의 위성영상

을 활용해 왔다. 최근 들어 가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많아지는 데 비해 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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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태계의 기능과 서비스,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편

익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생태계 서비

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7년 Daily(1997)의 저서

와 Costanza et al.(1997)의 논문 발표 이후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UN의 주도로 ‘새천년 생태계평가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MA)’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MA 이후에도

UNEP과G8+5 국가들의 환경부 후원으로 수행된 ‘생태

계와생물다양성의경제학(The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TEEB)’ 연구로 이어지며 생태계서비

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Ryu and Lee,

2013).

그러나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수행된 연구들은MODIS나 Landsat

과 같은 중저해상도의 위성영상을 이용하거나 상대적

으로 해상도가 낮은 영상으로 구축된 토지피복지도 등

을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Konarska et al., 2002; Li et

al., 2014; Grunewald et al., 2016). 이는 연구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가용할 수 있는 고해

상도 위성영상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연구들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KOMPSAT-3 영상을 활

용하여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추

정 기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토지피복분류 기법

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토지피복분류 기법 수행에 있어 감독 분류와 무감독

분류기법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화소기반 분류와 객체기반 분류기법이다. 최근 들

어 위성영상의 해상도가 향상되면서 객체기반 분류기

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Myint et al.,

2011; Kim and Yeom, 2012; Na and Lee, 2014). 객체기반

분류기법은 분광특성만 활용하는 화소기반 분류기법

보다 다양한 정보(축척, 형태, 질감 등)를 이용하여 분류

가 가능하며, 화소기반 분류기법에서 이웃한 화소끼리

서로 다른 클래스로 분류되어 노이즈처럼 보이는 salt-

and-pepper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Whiteside et al., 2011; Duro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지

역을 대상으로 KOMPSAT-3 영상을 활용하여 화소 및

객체기반 분류기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추정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2. 연구지역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

난 지역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 일대를 연구지역으

로 정하였다(Fig. 1). 연구에 활용된 세 장의 위성영상은

정사보정 후 중첩된 지역을 절취하여 활용하였으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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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가치 추정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던 세종시 지역에 대한 고해상도 KOMPSAT-3

영상을 활용하여 화소 및 객체기반 분류를 수행한 후, 생태계서비스 가치 추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화소 및 객체기반 토지피복분류 결과, 화소기반 분류에서 산림과 초지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농경

지와 시가지는 과대평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나지의 경우에는 화소기반 분류 결과에서는 증가

하였고 객체기반 분류 결과에서는 감소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토지피복 분류 결과를 토대로 연

구지역 전체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추정한 결과, 2014년 기준 연간 약 818만(화소기반 결과) 달러와 863만

(객체기반 결과) 달러에서 2016년에는 약 780만(화소기반 결과) 달러와 862만(객체기반 결과) 달러로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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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시 연기면, 도담동, 아름동, 한솔동, 연동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일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지역의 범위

는 약 12×13 km2로 면적은 약 168 km2 정도이다.

아래의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KOMPSAT-3 영

상의 제원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구름

과 눈이 없는 영상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중

분광영상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KOMPSAT-3

다중분광영상의 공간해상도는 2.8 m이며 연구에 활용

된 세 장의 영상은 3~4월 사이에 획득된 영상들이다.

3. 연구방법

연구에 활용된KOMPSAT-3 위성영상은 전처리 과정

을 거친 후, 픽셀기반 및 객체기반 분류를 수행하였다.

각 분류 결과는 정확도 평가를 수행한 이후 최종적으로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추정하여 분류 기법에 따른 가치

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아래의 Fig. 2는 본 연구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1) 영상의 전처리

획득된 3장의 영상에 대해서는 정사보정을 수행하였

으며, 이를 위해 격자간격 5 m의 DEM과 공간해상도

0.5 m급의 항공정사영상을 활용하였다. 정사보정까지

수행한 영상의RMSE오차는Table 2와 같이 모두 1 pixel

이내로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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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Table 1.  Specifications of satellite data

Satellite Acquisition
Date GSD

Spectral
Wavelength 
(nm)

KOMPSAT-3

03-March-2014
PAN: 0.7 m
MS: 2.8 m

PAN: 450-900
Blue: 450-520
Green: 520-600
Red: 630-690
NIR: 760-090

25-March-2015

11-April-2016 Fig. 2.  Flow char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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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피복분류 수행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가치 추정 기법에 대해 다양한 의

견들이 존재하고 있다(Costanza et al., 1997; Daily, 1997;

de Groot et al., 2002). 또한 연구 지역에 특화된 기법들을

활용한 사례들이 많아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

는 단일 방법론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 토지피복분류 기법이다

(Barbosa et al., 2015).

토지피복을 분류한 이후에는 각 토지피복별로 생태

계서비스 계수를 대입하여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추정

하게 되며, 이를 위해 적절한 토지피복 분류 단계를 설

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가치 추정을

위하여 Costanza et al.(1997)의 분류에 따른 생물군계 및

환경부의 토지피복 유형에 따라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를 구축하였다.

(1) 화소기반 토지피복분류

화소기반 토지피복분류를 위해서 감독 분류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최대우도

(maximum likelihood)법을 적용해 토지피복분류를 수행

하였다. 화소기반 분류 결과는 객체기반 분류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화소기반 토지피복분류 및 정확도 평가는 ERDAS

IMAGINE 2014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2) 객체기반 토지피복분류

객체기반 토지피복분류를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이 영상분할(segmentation)이다. 영상분할은 연

구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유사한 특징을 지닌 개별 화

소들을 묶어 동일한 객체로 만들어 주는 과정으로, 연

구자가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적절한 단위로 영상을 분

할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 G, B, N

밴드 영상과 정사보정에 활용하였던DEM을 사용하여

영상을 분할하였으며 Scale parameter는 70, Shape은 0.1,

Compactness는 0.5로 설정하였다.

영상을 분할한 다음에는 연구지역에 대해 토지피복

분류를 수행하였으며, 객체기반 토지피복분류 및 정확

도 평가는 eCognition Developer 9.2 소프트웨어를 활용

하였다.

Fig. 3은객체기반토지피복분류흐름도로우선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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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MSE of ortho-rectified images

Satellite Acquisition Date RMSE (pixel)

KOMPSAT-3
03-March-2014 X: 0.198 Y: 0.593
25-March-2015 X: 0.321 Y: 0.480
11-April-2016 X: 0.547 Y: 0.435

Fig. 3.  Flow chart of object-based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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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기준으로 식생 지역과 비식생 지역으로 구분한 뒤,

각 지표를 활용하여 하위 클래스로 분류하는 단계를 거

쳤다. 하위 클래스에 활용된 각 지표들은 특정 임계치

값을 기준으로 해당 클래스에 해당하는 개체들은 해당

클래스로 할당하고 나머지는 Unclassified개체로 구분

하였다. Unclassified개체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다른

클래스로 할당되거나 다시 Unclassified개체로 분류되

었고, 최종적으로 Unclassified된 개체는 시가지로 분류

되었다. 각 지표들의 임계치 값은 영상마다 서로 달라

최적의 결과를 보일 때까지 임계치 값 수정을 반복하여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였다.

3) 생태계서비스 가치 추정

앞서 말했듯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기

법이 연구자마다 다양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Costanza et

al.(1997)은 전 지구의 생태계를 16개의 생물군계(biome)

로 나누고 17개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여 지구 생태

계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는 전 지구의 생태계

가 지나치게 일반화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가장 보편

적이고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다(Zhao et al., 2004; Park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Costanza et al.(1997)에서 제시한 생물

군계별 생태계서비스 가치 계수를 활용하여 각 토지피

복별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추정하였다.

Table 3에서 Land cover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토지피

복분류 클래스이며, Costanza et al.(1997)에서 제시한 생

물군계(Biome)별 생태계서비스 가치 계수(Ecosystem

service value)를 활용하였다.

연구 지역의 생태계서비스의 총 가치는 Zhao et al.

(2004)에서 제시한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ESV = Σ (Ak × VCk)                           (1)

위 식에서 Ak는 토지피복 유형별 면적이며, VCk는 각

토지피복별 생태계서비스 가치 계수이다.

4. 결 과

1) 토지피복분류 결과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를 기준으로 7가지 유형으로 토

지피복분류를 수행하였으나, 영상이 획득된 시기가 3-4

월로 아직 농작물의 생육이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의 농

경지가 내륙습지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습지

는 연구지역 내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가장 높은 토

지피복으로, 해당 피복이 과다하게 분류될 경우 실제 생

태계서비스 가치의 총량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습지를 제외한 6가지 유형으로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였다.

Fig. 4는 화소 및 객체기반 토지피복분류 지도를 보여

주고 있다. 각 피복별 유사한 공간 패턴과 시간이 흐를

수록 시가지가 늘어나는 공통점이 있으나, 세부적으로

는 농경지, 초지, 나지의 패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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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cosystem service value coefficient

Land cover Biome Ecosystem service value 
(USD·ha-1·y-1)

Water Lakes/rivers 8,498
Forest Forest 969
Grassland Grass/rangelands 232
Agriculture Cropland 92
Bare soil – –
Wetlands Wetlands 14,785
Urban Urban 0

Table 4.  Classification result by the area of each land cover

Land cover 
(km2)

Pixel-based Object-based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Water 5.321 5.921 5.363 5.306 5.737 5.464
Forest 21.351 18.124 17.548 23.645 23.274 20.694
Grassland 41.599 46.484 47.422 62.439 65.856 70.174
Agriculture 68.255 56.684 47.921 41.044 35.577 37.084
Bare soil 12.440 18.041 20.146 19.602 18.116 13.854
Urban 19.525 23.237 30.091 16.455 19.931 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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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와 5는 화소 및 객체기반 토지피복분류 결과

를 면적과 퍼센트별로 정리한 것으로, 2014년부터 2016

년으로 갈수록 산림과 농경지는 감소하고 시가지는 늘

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화소기반 분류 결

과와 객체기반 분류 결과를 비교해보면 화소기반 분류

에서 산림과 초지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농경지

와 시가지는 과대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

지의 경우에는 화소기반 분류 결과에서는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증가하였고 객체기반 분류 결과에서는 감소하

여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Fig. 5는 2014년도의 화소 및 객체기반 토지피복분류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토지피복분류 패턴에 차이가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소기반 분류 결과에서

는 각 화소별로 클래스가 파편화되고 이웃한 화소끼리

서로 다른 클래스로 분류되어 노이즈처럼 보이는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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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lassification map.

Table 5.  Classification result by the percentage of each land cover

Land cover 
(%)

Pixel-based Object-based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Water 3.16 3.51 3.18 3.15 3.40 3.24
Forest 12.67 10.76 10.41 14.03 13.81 12.28
Grassland 24.69 27.59 28.15 37.06 39.09 41.65
Agriculture 40.51 33.64 28.44 24.36 21.11 22.01
Bare soil 7.38 10.71 11.96 11.63 10.75 8.22
Urban 11.59 13.79 17.86 9.77 11.8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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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pepper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객체기반 분류 결과

는 이웃한 객체끼리 동일한 클래스로 분류되었으며 파

편화 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ite 1).

두 분류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화소기반 분

류 결과에서는 농경지가 과대 분류되는 경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Site 2), 객체기반 분류 결과가 시가지와 나

지를 더 잘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Site 2 및 Site 3)

객체기반 분류 결과가 좀 더 우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두 분류 결과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각각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화소기반 분류의 정확

도 평가는 토지피복 분류를 수행했던 소프트웨어와 동

일하게 ERDAS Imagine을 사용하였으며, 150개의 랜덤

포인트를 생성하여 영상 영역 밖에 있는 포인트를 제외

한 후 각 클래스별 실제 토지피복을 참조자료로 활용하

였다 . 객체기반 분류의 정확도 평가는 eCognition

Developer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각 클래

스별 TTA마스크 샘플을 생성하여 정확도 평가에 사용

하였다.

Table 6은 토지피복분류 후 정확도 평가를 정리한 것

이다. 정확도 평가 결과, 화소기반 분류 결과의 전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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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result.

Table 6.  Summary of accuracy assessment result

2014 2015 2016
PBC OBC PBC OBC PBC OBC

Producers accuracy 74.423% 86.31% 74.156% 87.41% 77.39% 87.48%
Users accuracy 85.206% 85.81% 83.03% 86.4% 79.742% 85.19%
Total accuracy 79% 87.28% 79.17% 86.8% 77% 87.96%
Kappa 0.7069 0.842 0.7282 0.837 0.70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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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는 77~79%대로 나타난 반면, 객체기반 분류 결과

의 전체 정확도는 86~87%대로 화소기반 분류 결과보다

객체기반 분류 결과가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생태계서비스 가치 추정 결과

분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추정

한 결과는 Table 7에 정리하였다. 토지피복분류 결과와

동일하게 산림과 농경지의 면적이 감소하면서 해당 피

복 유형에서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도 감소하였다. 반면

초지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초지의 생태계서비스 가

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지역 전체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총합은 2014

년 기준 연간 약 818만(화소기반 결과) 달러와 863만(객

체기반 결과) 달러에서 2016년에는 약 780만(화소기반

결과) 달러와 862만(객체기반 결과) 달러로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증가하였으나, 2015

년 당시 영상이 다른 시기의 영상보다 유량이 풍부하여

수역으로 분류된 토지피복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아래의 Fig. 6은 화소 및 객체기반 분류 결과에 의한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2015년

에는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다소 상승했다가 다시 낮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총량은 화소기반 분류 결과가

객체기반 분류 결과보다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는 화소기반 토지피복분류에서 농경지는 과대평

가되고 산림 및 초지가 과소평가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5.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고해상도 위성영상인KOMPSAT-3 영상을

활용하여 화소 및 객체기반 분류를 수행한 후, 생태계

서비스 가치 추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화소 및 객체기반 분류 결과, 화소기반 분류보다 객

체기반 분류의 정확도가 더 높게 나왔으며 이를 통해 객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6-3, 2017

– 1194 –

Table 7.  Ecosystem service value
Unit: USD($)

Land cover
Pixel-based Object-based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Water 4,521,846 5,031,282 4,557,890 4,509,207 4,874,995 4,643,648
Forest 2,068,952 1,756,248 1,700,381 2,291,203 2,255,230 2,005,243
Grassland 965,094 1,078,440 1,100,194 1,448,589 1,527,868 1,628,032
Agriculture 627,947 521,496 440,869 377,601 327,305 341,176
Bare soil – – – – – –
Urban – – – – – –
Total 8,183,838 8,387,467 7,799,334 8,626,600 8,985,398 8,618,099

Fig. 6.  (a) Ecosystem service value per land cover and (b) Total value of ecosyste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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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기반 분류 결과가 화소기반 분류 결과보다 실세계를

더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지피복 분류 결과

는 화소기반 분류에서 산림과 초지는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되고 농경지와 시가지는 과대평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나지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화소기반 분류 결과에서는 증가하였고 객체기반 분

류 결과에서는 감소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토지피복 분류 결과를 토대로 연구지역의 연

간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추정하였을 때, 화소기반 분류

를 활용한 결과가 객체기반 분류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과소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지역 전체의 생태

계서비스 가치의 총합은 2014년 기준 연간 약 818만(화

소기반 결과) 달러와 863만(객체기반 결과) 달러에서

2016년에는 약 780만(화소기반 결과) 달러와 862만(객

체기반 결과) 달러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해상

도의자료를이용해생태계서비스의가치를분석한것보

다 더 정밀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피복분류기법의 차이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추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수

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을 활용했음에도 불

구하고 대분류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여 보다 세밀한

정보를 추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국내 사

정에 맞는 생태계서비스 가치 계수를 도출하는 것과 함

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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