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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는 LiDAR DEM(Digital Elevation Model)과 다중시기에 촬영된 Landsat 영상을 이용

하여 4대강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및 이후에 낙동강 유역 내 발생한 토지피복 변화를 탐지 및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우선 LiDAR DEM으로부터 추출된 제방경계선을 이용하여 하천유역 

폴리곤을 생성하고, 하천유역 폴리곤을 이용하여 다중시기에 촬영된 Landsat-5 TM(Thematic 

Mapper) 영상과 Landsat-8 OLI(Operational Land Imager) 영상으로부터 4개의 하천유역 영

상을 각각 추출하였다. 그리고 영상분류방법을 적용하여 각 하천유역 영상으로부터 하천유역의 주

요 토지피복인 하천, 나지, 초지를 각각 분류하였고, 전체 면적에서 각 토지피복이 차지하는 비율

을 계산하였다. 다중시기에 촬영된 하천유역 영상으로부터 분류된 각 토지피복의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이전과 4대강 정비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는 계절의 변화에 의해 

나지와 초지의 면적은 큰 폭으로 변화하였으나, 하천의 면적은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4대강 

정비사업 전후로, 낙동강 유역 내 저수량의 증가로 인해 하천의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LiDAR DEM과 4대강 정비사업 이전과 이후에 촬영된 위성영상들을 이용하여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하천 유역 내 토지피복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낙동강 유역, Landsat 영상, LiDAR DEM, 토지피복 변화 탐지

ABSTRACT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for the land cover change detection in the Nakd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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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n before and after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using the LiDAR 

DEM(Digital Elevation Model) and the multi-temporal Landsat imagery. Firstly the river 

basin polygon is generated by using the levee boundaries extracted from the LiDAR 

DEM, and the four river basin imagery are generated from the multi-temporal Landsat-5 

TM(Thematic Mapper) and Landsat-8 OLI(Operational Land Imager) imagery by using 

the generated river basin polygon. Then the main land covers such as river, grass and 

bare soil are separately generated from the generated river basin imagery by using the 

image classification method, and the ratio of each land cover in the entire area is 

calculated. The calculated land cover changes show that the areas of grass and bare soil 

in the entire area have been significantly changed because of the seasonal change, while 

the area of the river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because of the increase of the 

water storage. This paper contributes to proposing an efficient methodology for the land 

cover change detection in the Nakdong River basin using the LiDAR DEM and the 

multi-temporal satellite imagery taken before and after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KEYWORDS : Nakdong River Basin, Landsat Imagery, LiDAR DEM, Land Cover Change 

Detection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4대강 정비사업(the 4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은 우리나라에 위치한 4대강(한강, 낙

동강, 영산강 및 금강)의 정비를 위하여 하도의 

준설 및 친환경 보의 설치를 통한 하천의 저수

량 증가, 하천구역에 위치한 제방의 보강, 하천 

주변의 자전거길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하천 정비 사업

이다(MOLIT, 2009). 4대강 정비공사 전후로 

발생한 하천 생태계 변화 분석 및 토지 이용 

변화 탐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한 하천구역 내 토지 피복 변화 분석은 4

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 등을 평가하

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4대강의 긴 길이(한강: 494km, 낙

동강: 510km, 영산강: 115km, 금강: 327km)

를 고려하였을 때, 현장답사를 통한 지형조사 

방식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모

된다는 단점 때문에, 4대강 하천구역 내 토지피

복 변화 탐지에 적합하지 않다.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자료 및 위성영상 

등 공간정보자료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하천 

유역의 분광 및 지형 정보를 높은 정확도로 획

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Choung, 2014a; 

Choung, 2014b), 하천구역 내 발생하는 토지

피복 변화 탐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중시기에 촬영된 공간정보자료들을 이용한 

하천유역 내 토지피복 변화 탐지 연구는 우리

나라와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Raj 

and Azeez(2010)은 다중시기에 촬영된 

Landsat 영상들을 이용하여 Bharathapuzha 강 

유역에 발생한 토지피복 변화를 탐지하였다. 

Qingqing et al.(2012)은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Manas강 유역에서 최근 30년 동안 발생한 토

지피복변화를 탐지 및 분석 하였다. Adewumi 

(2013)는 다중시기에 촬영된 공간정보 자료들

을 이용하여 Benue 강 유역의 토지피복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Park et al.(2013)은 항공

사진을 이용하여 낙동강 유역 내 토지피복 변화

를 탐지하였다. Choung(2014b)은 RapidEye 

영상과 LiDAR DEM을 이용하여 낙동강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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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내 토지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하천유역은 제방과 하천사이에 

존재하는 평탄한 영역을 의미하며, 정확한 하천

유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DEM과 같은 지형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Choung, 2014b). 본 연구에서는 항

공 LiDAR DEM 자료와 4대강 정비사업이 시

행되기 이전에 촬영된 두 Landsat-5 TM 영

상과 4대강 정비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촬영된 

두 Landsat-8 OLI 영상을 이용하여 4대강 정

비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전후 및 이후에 발생

한 낙동강 유역 내 토지피복 변화를 탐지하였

다. 우선, LiDAR DEM으로부터 제방경계선을 

추출한 뒤, 이를 이용하여 Landsat-5 TM 영

상 및 Landsat-8 OLI 영상들로부터 하천유역 

영상들을 각각 추출하였다. 그리고 영상분류방

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하천유역영상들로부터 

하천토지피복 분류단위인 하천, 나지, 초지 지

역을 각각 분류하였고, 하천유역영상에서 각 토

지피복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변화를 탐지

하여,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하천유역 내에

서 다중시기에 발생한 각 토지피복의 변화량을 

탐지하였다. 

2. 연구대상지역의 선정 및 연구자료 확보

본 논문에서는 창녕, 창원 및 밀양을 지나가

는 낙동강 본류 20km 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Landsat 위성은 미국 국토지질조사

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미국 대기해양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및 미국 항

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등이 지구관측을 위한 

목적으로 공동으로 개발한 민간목적 원격탐사 

위성으로서, 1972년에 1호가 발사되었고 현재 

8호 위성까지 발사되어 운용 중이다(USGS, 

2015).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Landsat- 

5 TM 영상과 Landsat-8 OLI 영상의 속성정

보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4대강 정비공사가 시행되기 

이전(2006년 12월 4일과 2007년 5월 13일)

에 촬영된 두 Landsat-5 TM 영상과 4대강 

정비공사가 시행된 이후(2013년 12월 23일과 

2014년 4월 14일)에 촬영된 두 Landsat-8 

OLI 영상을 이용하여 4대강 정비사업 이전, 4

대강 정비사업 전후 및 4대강 정비사업 이후에 

발생한 낙동강 내 토지피복 변화를 탐지하였다. 

서로 다른 시기에 연구대상지역을 촬영한 

Landsat-5 TM 영상 및 Landsat-8 OLI 영

상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LiDAR DEM 자료는 

Choung(2014b)이 사용한 자료와 동일하며 

Landsat-5 TM imagery Landsat-8 OLI imagery

Spatial resolution 30m 30m

Horizontal datum GRS (Geodetic Reference System) 80 GRS (Geodetic Reference System) 80

Bands

Band 1:0.45-0.52㎛
Band 2:0.52-0.60㎛
Band 3:0.63-0.69㎛
Band 4:0.76-0.90㎛
Band 5:1.55-1.75㎛
Band 6:10.4-12.5㎛
Band 7:2.08-2.35㎛

Band 1:0.43-0.45㎛
Band 2:0.45-0.51㎛
Band 3:0.53-0.59㎛
Band 4:0.64-0.67㎛
Band 5:0.85-0.88㎛
Band 6:1.57-1.65㎛
Band 7:2.11-2.29㎛
Band 8:0.50-0.68㎛
Band 9:1.36-1.38㎛

Band 10:10.6-11.19㎛
Band 11:11.5-12.51㎛

TABLE 1. Attributes of Landsat-5 TM and Landsat-8 OLI imagery used in this research 

(USGS, 2015)



Land Cover Change Detection in the Nakdong River Basin Using LiDAR Data and Multi-Temporal Landsat Imagery138

(a) Landsat-5 TM imagery taken in 4 December 2006

(b) Landsat-5 TM imagery taken in 13 May 2007

(c) Landsat-8 OLI imagery taken in 23 December 2013

(d) Landsat-8 OLI imagery taken in 14 April 2014

FIGURE 1. Landsat-5 TM and Landsat-8 OLI imagery taken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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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AR DEM 자료의 속성정보는 표 2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LiDAR DEM으로부터 제방경

계선을 추출한 뒤, 추출된 제방경계선을 이용하

여 Landsat-5 TM 및 Landsat-8 OLI 영상

들로부터 하천유역 영상을 각각 추출한다. 그리

고 하천유역 내 토지피복을 분류하기 위한 최

적의 영상분류방법을 선택하고, 각 하천유역 영

상에 선택된 영상분류방법을 적용하여 각 하천

유역영상으로부터 다양한 하천토지피복들을 분

류하였다. 

1. Landsat 영상들부터 하천유역 영상 추출

본 연구에서는 Choung(2014b)이 이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LiDAR DEM으

로부터 제방경계선을 추출하여 하천 유역을 설정

하였다. 우선, LiDAR DEM으로부터 slope map

을 생성한 뒤, slope map으로부터 제방의 비탈

경사 폴리곤을 추출하였고(Choung, 2014a), 최

종적으로 slope map으로부터 제방경계선들을 

추출한다(Choung, 2014b). LiDAR DEM으로

부터 최종적으로 추출된 제방경계선은 그림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DAR DEM으로부터 제방경계선들을 추출

한 뒤, 이들을 연결하여 LiDAR DEM으로부터 

하천유역을 추출하였고, 이를 폴리곤으로 변환

시켜 하천유역 폴리곤(river basin polygon)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하천유역 폴리곤은 그림 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성된 하천유역 폴리곤을 이용하여 Landsat 

시계열 영상으로부터 하천유역에 해당되는 지

FIGURE 2. Levee boundaries extracted from LiDAR DEM using the same 

method proposed by Choung(2014b)

Ground resolution 1m

Data acquisition date December 2009 ~ January 2010

Horizontal accuracy 15cm

Vertical accuracy 5cm

Horizontal datum GRS 80

Vertical datum MSL(Mean Sea Level at Incheon Bay)

TABLE 2. Attributes of LiDAR data used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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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각각 추출하였고, 이들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하천유역 영상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river basin 

imagery)으로 정의하였다. 생성된 하천유역 영

상들은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하천유역 내 토지피복 분류 

4개의 하천유역 영상을 생성한 뒤, 영상분류

방법을 이용하여 각 하천유역 영상으로부터 토

지피복을 분류하였다. 위성영상은 각 픽셀마다 

서로 다른 분광 특성을 가진 밴드별 값을 가지

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숲, 도로, 물 등 같은 지

역에 위치한 픽셀들은 유사한 분광 특성을 가

지고 있다(Jensen, 2004). 영상분류방법은 영

상자료에 포함된 다양한 토지피복들을 구별하

기 위하여 유사한 분광 특성을 가지는 픽셀들

을 하나의 클래스로 지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화소 단위 분류 기법인 감독분류(supervised 

(a) First river basin imagery (b) Second river basin imagery

(c) Third river basin imagery (d) Fourth river basin imagery

FIGURE 4.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river basin imagery

FIGURE 3. Generated river basin polygon from the LiDAR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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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및 무감독분류(unsupervised 

classification)와 객체 단위 분류 기법인 객체

지향분류(object oriented classification)로 나

눌 수 있다(Jensen, 2004; Jo, 2012; Kim 

and Yeom, 2012; Choung, 2014b). 감독분류

는 분류 항목과 각 분류항목의 트레이닝 샘플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트레이닝 샘플을 기준으로 

영상자료로부터 토지피복을 분류하는 방법이며, 

어떤 픽셀이 어떤 트레이닝 샘플들과 가장 유사

한 지를 판별하는 방법에 따라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최소거리법(Minimum 

distance), 인공신경망법(Neural network), 분

광각도법(Spectral angle mapper) 등이 있다

(Jensen, 2004). 무감독분류는 사용자가 분류

항목을 지정할 필요가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사한 분광 특성을 가진 픽셀들을 자동적으로 

동일한 클래스로 그룹화하는 방법이며, 클래스

의 최대개수, 클래스의 최대반경 등 화소들을 

군집화시키기 위해 입력해야할 파라미터들의 

종류에 따라 K-평균(K-means)방법 및 

ISODATA(Iterative Self-Organizing Data 

Analysis)방법 등이 있다(Jensen, 2004). 객

체지향분류는 영상자료의 픽셀들을 묶어 하나

의 객체로 형성하고 이 객체를 분류의 기본 단

위로 이용하는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적용할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Ku, 2011).

본 연구에서는 Landsat 영상의 낮은 공간해

상도와 하천유역 내 존재하는 토지피복에 관한 

사전 정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항목과 

각 분류항목의 트레이닝 샘플들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이 분광 특성이 비슷한 픽셀들을 동

일한 클래스로 자동적으로 그룹화할 수 있고 

영상으로부터 분류해야할 클래스의 개수를 정

할 필요가 없이 클래스의 최대반경 및 클래스

간 최소거리 등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분류작업

을 진행할 수 있는 ISODATA 방법을 적용하여 

각 하천유역 영상으로부터 토지피복을 분류하

였다. 

ISODATA 방법을 적용하여 각 하천유역 영

상으로부터 토지피복을 분류할 경우, 클래스간 

최소거리와 클래스의 최대반경 등에 따라 일반

적으로 클래스의 수가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ODATA 

방법을 하천유역 영상에 적용한 뒤, 사용자의 

판단으로 동일한 지표면을 나타내는 복수의 클

래스들을 합쳐서 하나의 클래스로 나타내는 

post-classification 과정을 수행하였다. 

ISODATA 방법을 적용하여 하천유역 영상으로

부터 생성된 최초의 클래스들과 post- 

classification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생성

된 클래스들의 예시는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토지피복 분류작업을 

수행할 경우, 영상의 공간해상도에 따라, 대분

류, 중분류 및 세분류의 위계를 가진다(EGIS, 

2015). 즉,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가 높을수록 

세밀한 토지피복 분류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가 낮을수록 물, 초지, 

나지 등과 같은 대표적인 토지피복만을 분류할 

(a) Initial classes generated using the 

ISODATA method

(b) Final classes generated through the 

post-classification process

FIGURE 5. Examples of the final classes generated from the river basin imagery using the 

ISODATA method and the post-class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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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주어진 시계열 Landsat 영상들은 공

간해상도가 30m인 저해상도 영상이므로, 본 연

구에서는 생성된 4개의 하천유역 영상으로부터 

대표적인 토지피복만을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7가지 토지피복으로는 시가지역, 농업

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및 수역이 있

으며(EGIS, 2015),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시

계열 Landsat 영상들의 낮은 공간해상도와 촬

영시기로 인해 하천유역 영상 내 초지와 습지

를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시

가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등은 제방과 물 사

이에 위치한 하천유역이 아닌 주로 제내지 지

역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하천유역 

영상으로부터 하천(river), 나지(bare soil) 및 

초지(grass)의 총 3가지 토지피복을 분류하였

다. 각 하천유역 영상으로부터 분류된 토지피복

(a) Land covers classified using the first river basin image taken in 4 

December 2006

(b) Land covers classified using the second river basin image taken in 13 

May 2007

FIGURE 6. Land covers classified using the multiple river basin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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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하천유역 영상으로부터 분류된 토지피복

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하천유역 영

상 내에서 평균 1km 간격의 50개의 점검점들

(checkpoints)을 생성하였고, 생성된 점검점들

의 예시는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하천유역 영상으로부터 분류된 토지피복

의 분류정확도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천 및 

나지는 초지에 비해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되므

로 다른 토지피복에 비해 분류 정확도가 상대

적으로 높았으나, 하천 기슭에 위치한 초지는 

하천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범람

원에 위치한 초지는 나지와 구분이 잘 되지 않

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지 클래스의 분류 정확

도는 다른 토지피복의 분류 정확도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초지 클래스가 낮은 

분류 정확도를 가지는 이유는 하천 클래스와 

(c) Land covers classified using the third river basin image taken in 23 

December 2013

(c) Land covers classified using the fourth river basin image acquired in 14 

April 2014 

FIGUR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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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xamples of the checkpoints generated in the river basin 

imagery

Class River Bare soil Grass User's accuracy

River 15 1 0 94%

Bare soil 0 28 1 97%

Grass 1 2 2 40%

Producer's accuracy 94% 90% 67% 90%(Overall accuracy)

(a) Classification error matrix of land covers in the first river basin imagery

Class River Bare soil Grass User's accuracy

River 16 1 0 94%

Bare soil 0 18 2 90%

Grass 1 5 7 54%

Producer's accuracy 94% 75% 78% 82%(Overall accuracy)

(b) Classification error matrix of land covers in the second river basin imagery

Class River Bare soil Grass User's accuracy

River 19 1 0 95%

Bare soil 3 22 2 81%

Grass 0 1 2 67%

Producer's accuracy 86% 92% 50% 86%(Overall accuracy)

(c) Classification error matrix of land covers in the third river basin imagery

Class River Bare soil Grass User's accuracy

River 18 1 1 90%

Bare soil 2 20 2 83%

Grass 2 0 4 67%

Producer's accuracy 82% 95% 57% 84%(Overall accuracy)

(d) Classification error matrix of land covers in the fourth river basin imagery

TABLE 3. Classification error matrix of land covers in the multiple river basin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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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클래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점검점

의 개수가 원인일 수도 있으므로, 추후연구로 

초지 클래스에 대한 점검점의 개수를 늘린 뒤 

초지 클래스의 분류정확도를 다시 계산할 필요

가 있다. 

 

결과 및 분석

위성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는 크게 변화강조

(change enhancement) 방법과 변화속성탐지

(change nature detection) 방법이 있으며, 변

화강조 방법으로는 차연산(image differencing),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변화벡터분석(change vector analysis) 등이 

있고, 변화속성탐지 방법으로는 선분류 후비교

(post classification comparison) 방법 등이 

있다(Park et al., 2003). 일반적으로 변화강조 

방법을 사용할 경우, 토지피복 변화량 및 변화

된 위치는 알 수 있으나 변화의 특성은 알 수 

없는 반면에, 변화속성탐지 방법을 사용할 경

우, 화소 대 화소의 비교가 가능하여 변화속성 

정보의 파악이 가능하다(Park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역 내 토지피복 변화속

성 정보의 파악을 위해, 변화속성탐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4대강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이

전, 4대강 정비사업 전후 및 4대강 정비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발생한 토지피복의 변화량을 탐

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각 하천유역 영상으로부터 분류된 토지피

복의 면적을 각 토지피복 클래스를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를 이용하여, 각 토지피복이 전체 

하천유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리고 4대강 정비사업 이전에 촬영된 첫 번째 

및 두 번째 하천유역 영상을 이용하여 4대강 

정비사업 이전에 발생한 각 토지피복의 변화를 

탐지하였고, 4대강 정비사업 이전과 이후의 비

슷한 계절에 각각 촬영된 첫 번째 및 세 번째 

하천유역 영상을 이용하여 4대강 정비사업 전

후에 발생한 각 토지피복의 변화를 탐지하였고, 

마지막으로 4대강 정비사업 이후에 촬영된 세 

번째 및 네 번째 하천유역 영상을 이용하여 4

대강 정비사업 이후에 발생한 각 토지피복의 

변화를 탐지하였다. 하천유역 영상에서 차지하

는 각 토지피복의 비율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4대강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6년 겨울에서 2007년 봄 동안, 하천의 면

적은 32%에서 35.3%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나지의 면적은 67.4%에

서 33.4%로 크게 감소한 반면에 초지의 면적

은 0.6%에서 31.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하천유역에서 식생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는 겨

울에 비해 식생의 활동이 활발한 봄에 초지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6년 

겨울에 촬영된 하천유역 영상과 4대강 정비사

업이 완료된 이후인 2013년 겨울에 촬영된 하

천유역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하천의 면적은 

32%에서 50.3%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나지

의 면적은 67.4%에서 48.8%로 크게 감소하였

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낙동강, 한강, 금강 및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MOLIT, 2009). 그러므로 4대강 정

비사업 기간 동안 하천의 저수량이 대폭 증가

하였기 때문에, 4대강 정비사업 전후로 하천의 

Class

Ratio of land covers in 
the first river basin 

imagery
(2006.12.4)

Ratio of land covers in 
the second river basin 

imagery
(2007.5.13)

Ratio of land covers in 
the third river basin 

imagery
(2013.12.23)

Ratio of land covers in 
the fourth river basin 

imagery
(2014.4.14)

River 32.0 35.3 50.3 54.4

Bare soil 67.4 33.4 48.8 36.2

Grass 0.6 31.3 0.9 9.4

TABLE 4. Land covers in the study area between 2006 and 2014



Land Cover Change Detection in the Nakdong River Basin Using LiDAR Data and Multi-Temporal Landsat Imagery146

면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4대강 정비사업 이후인 2013년 

겨울에서 2014년 봄 동안, 하천의 면적은 

50.3%에서 54.4%로 소폭 증가한 반면에, 나지

의 면적은 48.8%에서 36.2%로 크게 감소하였

고, 초지의 면적은 0.9%에서 9.4%로 크게 증

가하였다. 이는,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겨

울에 비해 봄에 왕성한 식생의 활동으로 인해 

초지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이

전과 이후에는 하천유역에서 하천의 면적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영상이 촬영된 계절에 따라 

초지와 나지의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

소한 반면에, 4대강 정비사업 전후에는 하천의 

저수량이 대폭 늘어나서 하천의 면적이 큰 폭

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위

성영상의 토지피복을 각각 분류하고, 분류된 각 

영상에서 동일한 분류 항목끼리 비교하여 어떤 

토지피복이 어떤 토지피복으로 변했는지를 고

찰할 수 있는 선분류 후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하천유역 내 하천, 나지 및 초지 클래스의 변화

패턴 및 변화면적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선

분류 후비교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분

류항목의 분류정확도가 높아야하지만(Jang et 
al., 201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지 클

래스의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토지

피복 변화탐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post-classification 과

정을 통하여 각 하천유역영상으로부터 토지피복

을 3개의 클래스로 분류하였으나, Landsat -5 

TM 영상과 Landsat-8 OLI 영상의 서로 다른 

밴드 수 및 공간해상도 등으로 인해 각 영상으

로부터 분류할 수 있는 토지피복의 개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하천유역 영상에서 3개의 클래스 외 다른 

클래스가 존재한다면 3개 클래스로 통합하기 보

다는 비분류 또는 기타 클래스로 분류하여 토지

피복 변화탐지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논문은 항공 LiDAR 자료와 다중시기에 

촬영된 Landsat 영상을 이용하여 4대강 정비사

업 이전과 전후 그리고 이후에 하천유역 내에

서 발생한 토지피복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낙동강 유

역 내 토지피복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초지와 나지의 면적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으나 하천의 면적은 변화가 거의 없었

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 전후로 하천유역 내

에서 하천의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4대강 정비사업으

로 인해 증가한 하천의 저수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다양

한 공간정보자료들을 이용하여 4대강 정비사업

으로 인해 하천유역 내 발생한 토지피복 변화

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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