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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기구가 하늘에 뜨고 비행기가 날게 된 것은 땅의 모습을 넓게 살펴보
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은 하늘이라는 공간을 이
용하여 지구 이곳 저곳을 다니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먼 곳의 뉴스를 전
해들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발전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을 자세하게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는 이러한 위성기술을 이용하여 첨단 정보시대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다.
또한 정보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GIS사업에서는 지
형도, 주제도 등 각종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누구나 이를 쉽게 사용하고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공간정보화
촉진법 , 국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유통기구 등 국가공간정보
기반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국가공간정보기
반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에 발맞추어 넓은 지역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위성 원격탐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한 새로운 양질의 자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
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는 위성 원격탐사를 활발히 응용하고 있지 못하

다. 특히 각 기관에서 위성자료로부터 생산된 여러 가지 공간정보를 공
동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체계가 미흡하다. 이러한 때에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위성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
에서는 현황조사를 통해 위성자료로부터 생산되어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
보의 항목을 도출하고 직접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공간정보기반을 구축
하는데 위성자료관련 부문에서 수행되어야 할 역할과 구축방안을 제시하
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가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는데 일조할 것이
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수고한 김영표 GIS연구단장과 박성미 연구원
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 연구가 GIS 정책수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위
성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초보자에게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기 바란
다.

199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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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넓은 지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일시에,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인
공위성 영상자료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가 증대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GIS와 원격탐사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공간정보로서 위성자료
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정확도와 활용성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만족시키도록 공간해상도와 분광해상도가 높은 위성
자료를 생산하는 기술도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미국, 호주 등 GIS선진국에서는 국가기관의 정보유통체계와 상업
용 위성자료를 공급하는 업계, 각 분야의 사용자 그룹이 조직적으로 연
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위성자료뿐만 아니라 위성자료로부터 생산된
각종 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유통되며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위성자료를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 유통 ,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어, 국토공간정보의 기반으로서 위성 원
격탐사 부문의 역할이 미비하다. 위성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GIS분야에
서 기초적 공간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정립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위성 영상자료가 공간정보기반을 다지는 데 할 수 있는 역할과 위성
자료관련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는데 인공위성 영상자료
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먼저 공간정보로서 위성자료의 위상을 정립하

고 국내외 위성자료관련 공간정보 생산 및 활용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서 공간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위성자료의 사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위성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공간정보생산을 위한 위성자료 사례분석에서는 토지이용현황도, 수치
고도모형,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하고 이의 활용성을 점검하였다. 토지이용
현황도는 수도권과 북한의 평양권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
사용한 자료는 ' 79년의 Landsat2 MSS와 ' 97년의 Landsat5 TM 위성영상
이다. 수치고도모형은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해상도가 5m 인
IRS-1C 위성의 전정색 스테레오 영상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수치고도모형을 이용하여 안양시에 대한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공간정보를 생산하는데 위성자료의 활용성을
검증하였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생산된 정보들
의 정확도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가공간정보기
반을 구축하는데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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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넓은 지역에 대한 각종 최신 정보를 일시에,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
는 인공위성 자료는 자원 환경 탐사용 인공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많아지
고 위성제작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활용도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위
성자료는 수자원과 산림보전 등의 환경관리, 토지이용실태와 기상상태
등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광역적인 지질조사와 농작물관리 등 여러 가지
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호주에서는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N 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보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GIS사업에서는 지형도,
주제도 등 각종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누구나 이를 쉽게 사용하고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공간정보화촉진

법 , 국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유통기구 등 국가공간정보기반
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국가공간정보기반 구
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에 발맞추어 넓은 지역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위성 원격탐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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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로운 양질의 자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
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원격탐사 관련연구는 사용자료가 매우 한정
적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응용연구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성자
료의 폭넓은 가능성에 비해 GIS분야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리고 위성자료를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 유통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어 국토공간정보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미비하다.
따라서 위성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GIS분야에서 기초적 공간자료로
이용하는 방법을 정립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위성 영상자료가
공간정보기반을 다지는 데 할 수 있는 역할과 위성자료관련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는데 인공위성 영상자료의 역할
을 정립하기 위해, 먼저 공간정보로서 위성자료의 위상을 세우고 국내외
위성자료관련 공간정보 생산 및 활용현황을 파악한다. 이에 따라서 위성
자료를 이용한 공간정보생산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국토공간정보를 생산
하는데 있어서 위성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3. 연구범위
1차적으로는 국가GIS사업에서 원격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2차적으로는 향후 남북한 토지이용실태 비교, 전국
적인 토지이용변화과정 등 전국규모의 분석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실험연구를 한다. 이 연구의 공간정보기반 은 정부차원에서 구축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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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간정보기반을 말하며, 위성자료를 이용한 사례분석도 국가가 제공하
거나 구축을 주도해야 하는 공간자료를 위주로 연구한다. 여기서는 항공
기를 이용한 원격탐사도 고려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격탐사라는
용어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를 위주로 한다.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공간자료를 생산하는 실험연구에서는 공간자료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사례분석지역으로 선정한다. 공간해상도가 30m 인
Land sat자료는 수도권 전역, 5m인 IRS-1C자료는 안양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4. 연구과정
이 연구는 먼저 공간정보라는 측면에서 원격탐사를 살펴보기 위해 원
격탐사와 GIS의 관계를 정리하여, GIS분야에서 원격탐사자료, 즉 위성자
료의 역할을 정립한다. 그리고 공간정보로서 위성자료가 어떻게 생산되
며, 어느 분야에 활용되고, 공간정보기반으로서는 어떻게 구축되어 공급
되는지 국내외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서 위성자료를 이용해서 실험분석할 공간정보 항목을 설정하
고 실제 자료구입을 통해 공간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수행한
다. 이는 위성자료를 이용해서 공간정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구
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위성자료의 활용성과 한계
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현황조사와 실험분석 결과로부터 공간정보 생산을 위한 위성자
료의 활용방안과 우리나라의 국가공간정보기반을 구축하는데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그림 1-1>은 이러한 연구과정을 나타낸 그
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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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위성자료관련
공간정보현황

공간정보로서
위성자료의 역할정립

사례분석 항목도출 및 계획

공간정보생산을 위한 위성자료 사례분석
- 적정자료, 제작방법, 제작절차

토지이용현황도
- La ndsat 자료
- 수도권, 평양권

수치고도모형

수치정사영상

활용

- IRS- 1C 자료
- 안양시

- IRS- 1C 자료
- 안양시

위성자료로 생산한 공간정보의 활용
- 활용분야, 활용방법, 효과

위성자료를 활용한 공간정보기반 확충방안
- 공간정보 생산을 위한 위성자료의 활용성
-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위성자료
활용방안

<그림 1-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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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공위성 영상자료 와 공 간정보

1. 원격탐사 개요
1) 원격탐사란
원격탐사(Rem ote Sensing; RS)란 대상물의 특성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탐지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학기술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항공기, 인공위성 등에 탑재된 감지기(sensor)를 통해 물체가 갖는 분광
학(分光學)적 특성을 파악하여 정보를 얻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그러
나 흔히 쓰이는 원격탐사 라는 용어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자료를 취득하
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과 기술을 가리키는 제
한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1) .
원격탐사의 모체는 항공사진측량(Aerial Ph otogram m etry)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항공사진의 역사는 1858년 파리의 사진가가 기구에서 육상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제1, 2차 세계대전시에 크게 발전한 항공
사진기술이 사진측량학이라는 한 분야로 자리잡고 지도제작의 핵심기술
이 되었다. 이러한 항공사진측량은 원격탐사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며, 위
성영상(사진)의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원격탐사라는
1) 이 연구에서도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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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에 항공사진측량 분야를 포함하기도 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경
우는 위성 원격탐사(Satellite Rem ote Sensing) 라고 특별히 지칭하여 사
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성 원격탐사는 인공위성 제작기술과 디지털 영
상시스템 개발에 힘입어 1972년 미국에서 최초의 비군사용 지구탐사 위
성인 ERTS-1(Earth Resources Technology Satellite, 이후에 Landsat-1으
로 개명)을 발사하여 본격적인 시대가 열렸다.

2) 위성자료의 종류와 특성
지구탐사용 인공위성은 탑재기의 설계기술에 따라 위성의 고도, 주기,
자료취득방법 등이 결정되며, 위성에 탑재된 센서에 따라 공간해상도2)
(空間解像度,

spatial

resolution)와

분광해상도3) (分光解像度,

sp ectral

resolution)가 다르다(부록 1 위성자료의 종류와 특성 참조). 기존에는 낮
은 공간해상도(1㎞이상)로 넓은 지역을 관찰하는 기상 해양 관측용 위성
과, 그 보다는 높은 공간해상도(수십미터 정도)를 갖는 자원탐사용 위성
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점점 새로운 센서가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특
징을 갖는 위성이 등장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는
위성자료들이 갖는 장점에 따라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기상 위성자료
기상위성(Meteorological Satellites, Metsat)은 기상 예보 및 모니터링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구름의 분포와 온도를 관측한다. 일반적으로 1㎞ 이
상의 공간해상도로 가시광 영역과 적외선 영역을 촬영한다. 주기는 30분
정도로 매우 짧으며 한꺼번에 수 천㎞에 달하는 넓은 지역의 자료를 수
2) 空間解像度 : 센서가 지표상에서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거리를 말함
3) 分光解像度 : 물체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은 파장대역으로 나누어서 기록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능력으로서 분광해상도가 좋을수록 여러 개의 밴드(band)를 갖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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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므로 법지구적인 스케일로 활용된다. 이러한 기상위성은 대기과학분
야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분야와 광역적인 지표의 정보를 추출
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표면의 식생에 대해서는 식생지수
(Vegetation Index; VI) 정규식생지수(N orm 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등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위성은 미국의 NOAA, DMSP 등 극궤도 위성(Polar Orbiting
Environm ental Satellite; POES)와 미국의 GOES, 일본의 GMS, 인도의
INSAT 등 정지위성(Geostationary Op erational Environm ental Satellite;
GO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상위성인 N OAA (N ational Oceanic and Atm ospheric
Adm inistration)는 ' 76년에 처음으로 발사되었고 ' 94년에 발사된 NOAA
-14호가 850㎞ 상공에서 기상관측을 하고 있다. N OAA의 AVH RR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 eter)센서는 공간해상도가 1.1
㎞, 4㎞이며 가시광과 적외선 파장대역의 자료를 제공한다. 정지위성인
GOES(정지위성의 영문약자와 동일), 공군 방위용 위성 DMSP (Air Force
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 )가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
상위성이다.
또한

일본의

GMS(Geostationary

Meteorological

Satellite),

유럽

EUMETSAT의 METEOSAT, 러시아의 GOMS 등이 세계적으로 많이 활
용되고 있는 위성들이다.
기상위성은 기상변화의 관측 외에도 적설량 조사, 홍수피해지역조사,
식생조사, 토양수분조사, 화산폭발 등 지질조사 등에 활용된다.

(2) 다중분광 위성자료
다중분광(Multi Sp ectral) 위성자료는 각기 다른 분광대역을 갖는 밴드
(sp ectral band)를 여러 개 갖고 있다. 분광특성에 따라 물체를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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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다양한 칼라합성으로 지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거나 타
겟을 특정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토지피복/ 이
용 분류에 가장 많이 쓰이고, 인문 자연환경 전반에 활용성이 높다.
대표적인 다중분광 위성자료로는 미국의 Landsat MSS, TM과 프랑스
의 SPOT(Systeme Pour l'Observation de la Terre) HRV를 꼽을 수 있다.
Land sat은 미국 NASA가 진행한 ERTS(Earth Resources Technology
Satellites)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 72년 7월 23일에 Thor-Delta 로켓으
로 처음 발사되었다. 그 후 ' 79년 두 번째 위성이 올라가면서 Landsat으
로 이름을 바꾸고, Land sat-5호까지 전 세계에 활발하게 공급되어 위성
자료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 Landsat의 센서는 공간해상도가 80m
인 MSS와 30m (열적외선 밴드는 120m임)인 TM이 있으며, 가시광, 근적
외선, 중적외선, 열적외선(TM의 경우) 분광영역에서 MSS는 4밴드, TM은
7밴드를 제공한다.
프랑스 CN ES(Centre N ational d' Etu des Sp atiales)에 의해 발사된
SPOT의 다중분광 자료는 공간해상도가 20m이며 3개의 밴드4)를 갖고 있
다. SPOT은 1호기가 ' 86년 2월 21일 발사되고 4호기까지 발사하였다.
SPOT위성의 의미는 상업용으로 계획된 최초의 지구탐사 위성이며,
Pu shbroom 5) 스캐닝 촬영방식으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
이다. Land sat에 비해 촬영면적6)이 9분의 1정도로 작고 가격도 약간 비
싼편이지만,

품질이

좋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H RV(High

Resolution Visible)센서는 다중분광(XS 모드)뿐만 아니라 전정색 위성자
료(P 모드)도 제공하고 있어, 전정색 스테레오 위성자료로는 SPOT이 가
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4) 각각의 파장범위는 0.5-0.59㎛, 0.61-0.68㎛, 0.79-0.89㎛임
5) 물체의 에너지를 감지하는 수 백개의 detector가 일렬로 배열되어 위성이 지나가는 방
향으로(alon g-track) 지상을 스캐닝하는 위성자료취득 방식
6) Lan dsat의 촬영면적은 183㎞×172㎞이고 SPOT은 60㎞×6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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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정색 스테레오 위성자료

전정색 스테레오(Panchrom atic Stereo) 위성자료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지역을 촬영한 두 개의 흑백영상을 말하며, 두 영상에서 공통으
로 보이는 점들의 좌표와 촬영할 당시 위성의 위치를 이용해 영상에 분
포한 각 점의 3차원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로 수치정사영
상과 수치고도모형을 생성할 수 있다.
전정색 스테레오로 설계된 위성들은 지상 수신소의 명령에 따라 시스
템을 회전시켜 필요한 지역의 자료를 자유로이 취득하고 한쌍의 스테레
오 영상을 생성한다. 전정색 위성자료는 스테레오 영상이 아니더라도 다
중분광 영상보다 공간해상도가 좋아 많이 활용된다. 특히 다중분광 위성
자료와 전정색 위성자료를 병합하는 기술이 발전되어, 두 자료의 분광해
상도와 공간해상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전정색 스테레오 영상은 SPOT H RV의 P모드 자료로서 0.5
1～0.73㎛ 파장범위에서 관측되는 10m 공간해상도를 제공한다. 그리고
인도의 IRS-1C 위성은 0.5～0.75㎛ 범위의 5.8m 영상을 제공하지만 자료
량이 충분치 않다. 최근에는 우리 나라에 러시아의 KVR-1000, KFA-1000
등 2～10m의 전정색 영상자료가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4) 고해상도 위성자료
위에서 소개한 위성들은 미국 NASA, 프랑스의 CN ES 등 정부가 주도
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 92년 미국 상무성이 민간부문의 위성발사와
지구관측 자료의 획득을 허가하는 "Op en Skies" 정책을 공표함으로써 민
간 주도의 위성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후 인공위성에 의한 원격탐사
에 대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지고, 1m 내외의 물체를 지도화할 수 있는 위
성자료가 시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7) . 이에 따라서 여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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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1m 전후의 위성영상을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몇 차례 위성발사
를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업용으로 시판되는 1m 정도의 고해상도 위
성자료는 없다.
1m에서 5m 사이의 고해상도 위성은 주로 미국의 민간 회사에서 발사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미국 Space Im aging EOSAT사에서는 1m 전정색
영상과 4m 다중분광 영상자료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리고

미국

EarthWatch사의

EarlyBird,

QuickBird

시리즈,

미국

ORBIMAGE사의 OrbView 시리즈가 계속적으로 위성발사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IAI(Israel Aircraft Indu stries Ltd .)와 CST(Core
Softw are Technology) 연합에서도 1.5m 전정색 자료, 5m 다중분광 자료
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고해상도 위성자료는 공간해상도가 1m 일 경우 최대 1/ 2400축
척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영상지도나 벡터지도로
서 효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고해상도 위성
자료가 항공사진의 활용도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레이다 위성자료
Landsat, SPOT, N OAA 등은 센서에서 관측하는 파장대역이 약 0.3～
14㎛로서 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 중적외선, 열적외선 밴드를 갖고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광학 위성이다. 이와 달리 레이다 위성자료는
약 1㎜～1m 파장영역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영상획득에 필요한
에너지를 센서에서 직접 송출하고 지표로부터 되돌아 오는 신호를 기록
하는 능동적인 시스템이다. 따라서 레이다 위성자료는 생성되는 방식과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광학영상과 많은 차이가 있다.

7) 여화수 외 2인, 1997, 원격탐사의 동향과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 한국GIS학회 '97춘
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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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위성자료의 장점은, 첫째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둘째 밥과
낮에 모두 자료를 취득할 수 있으며, 셋째 물체의 형태(shap e)와 표면의
상태(rou ghness), 수분함량 등에 민감하고, 넷째 토양이나 식생 등을 침
투(p enetration)하여 표면아래(subsurface)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로 인해 해양, 지질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레이다 위성영상 중의 하나인 SAR (Synthetic Ap erture Rad ar) 영상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SAR 센서가 위성에
탐재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부터인데 ' 78년에 미국의 Seasat이 발사되
었고, SIR-A,B,C, ERS-1,2, ALMAZ, JERS-1, Rad arsat로부터 SAR 위성영
상을 얻을 수 있다.

(6) 하이퍼분광 위성자료
공간해상력이 좋은 고해상도 위성자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용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이퍼분광(Hyp ersp ectral) 위성자료는 수백개의 밴드로
이루어져 있어 분광해상력이 아주 뛰어나다. 하이퍼분광 위성자료는 한
밴드 당 0.02～0.04㎛의 분광폭을 갖고 있어서, 분광특성에 따라 물체들
을 거의 모두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중분광
위성자료가 10개 미만의 밴드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비해 커다란 기술의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하이퍼분광 위성영상이 안정적으로 공급되
려면 1～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하이퍼분광 영상은 항공기에 탑재되어 생태학, 해양학, 토양,
지질학, 대기학 등의 분야에 실험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몇몇 기관
에서 항공기에서 취득한 자료가 아닌 위성영상으로서 하이퍼분광 자료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 NASA는 0.62～14.39㎛ 사이의 36개 밴
드를 대기, 해양, 지표 등 관측목적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센서를 시험
중이다. 이 자료의 공간해상도는 밴드에 따라 250m , 500m, 1㎞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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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 센서를 EOS(Earth Observing System)에 탑재하여 공급할 예정
이다. 또 2000년에 발사예정인 OrbView -4호의 하이퍼분광 영상은 8m 공
간해상도를 갖출 계획이다.
하이펴분광 영상은 자료량이 많으므로 영상을 빠르게 출력하는 기술과
많은 밴드들의 상관관계나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기법 등이 필요하다. 이
에 따라서 ENVI, ERDAS Im agine, PCI EASI/ PACE 등 위성영상처리
소프트웨어에서 몇 가지 모듈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 새로운 처리방법
을 개발하고 있다.

3) 위성자료의 처리와 활용

(1) 위성영상 자료처리
가. 자료취득(Data Aquis ition)
위성영상 자료는 각 물체마다 분광반사율(sp ectral reflectance)이 다르
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물체가 방사하는 전자기적 에너지를 센서가 감지
하여 취득된다. 센서가 받아들인 에너지는 일정한 크기(공간해상도)로 나
누어 격자 형태로 기록된다. 영상에서는 이렇게 기록된 한 개의 수치를
나타내는 단위를 화소(picture elem ent; pixel)라고 부르며 상대적인 밝기
값으로 표현한다. 여러 개의 분광밴드(sp ectral band)를 갖는 위성은 가
시광, 적외선 영역 등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에너지의 파장대별로 밝기
값을 기록한다.

나. 전처리(Pre proce ss ing)
위성에서 취득된 원시자료(raw d ata)에서 물체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하보정(Geom et
-ric Correction)은 촬영시 위성의 자세 등에 따른 기하학적인 오류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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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영상의 좌표를 지도좌표에 맞게 Geo-referencing하는 과정이다.
복사보정(Radiom etric Correction)은 태양고도, 대기상태에 따라 왜곡되어
감지된 반사치를 보정하는 과정이다. 잡음 제거(N oise Rem oval)는 자료
수집과정에서 센서의 작동 불량으로 생긴 영상의 잡음을 여러 가지 필터
(filter)로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목적에 맞게 위성영
상을 분석할 수 있다.

다. 영상강조(Enha nce me nt)
위성영상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도 영상처리의 중요한 단계이
다. 영상강조는 여러 가지 영상처리(im age processing) 기법을 이용해 영
상자료에 나타난 물체와 현상을 쉽게 파악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Level Slicing, Contrast Stretching과 같은 색의 대조대비
(Contrast), 필터링(Filtering), 경계강조(Ed ge Enhancem ent)와 같은 공간
분석, 밴드간 연산, 색체계 변환 등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정보를 구분해
낼 수 있다.

라. 영상분류(Cla ss ification)
사용목적에 따라 범주(category)를 설정하고 영상에서 각 범주에 해당
하는 영역을 분류해내는 과정이다. 영상의 분류는 화소값의 공간분포패
턴을 인식하여 분류하는 공간적 분류와 분광패턴을 인식하여 분류하는
분광적 분류가 있다. 토지이용 및 식생분류 등에서 흔히 쓰이는 분광적
분류는 감독분류(sup ervised

classification)와 무감독분류(unsup ervised

classification)가 있다. 감독분류는 기존의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몇 개의 샘플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전체를 분류하며, 무감독분류는 영
상의 화소값 자체만을 이용하여 분류한다. 분류의 효율성과 정확도 향상
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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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자료의 활용

위성자료는 기상 해양, 농림, 지질, 토목,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다. <표 2-1>은 각 분야의 위성자료 활용방법과 사용가능한 위
성을 간략히 나타낸 표이다.
' 97년 인도네시아는 전국의 산림을 뒤덮었던 산불의 피해를 줄이기 위
해,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산불의 공간적 분포와 행태를 날마다 모니터링
하였으며 GIS도 함께 이용하여 산불이 번지는 과정과 요소를 분석하였
다. 미국의 항공우주국(N ASA)은 ' 91년부터 전지구적인 기후와 환경 변
화 등 지구생태계를 이해하고자 일본, 캐나다 등과 협력하여 MTPE
(Mission to Planet Earth)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성자료는 이 프로그램의
자료원천으로서 큰 몫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분석된 온도분포, 토지피복
(Land Cover)자료 등은 전세계에 무료로 공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방, 환경보전, 기상예보, 수자원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현재는 기상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기상 해
양분야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2. 공간정보로서 위성자료
1) 원격탐사와 GIS

원격탐사와 GIS는 60년대 후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으나 각기 분
리되어 발전하였다. 초창기에는 우주항공과학에 대한 관심과 저렴하게
지리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GIS보다는 원격탐사의 발전
속도가 빨랐다. 80년대에는 워크스테이션의 도입과 컴퓨터 하드웨어의
전반적인 가격하락, 데이터베이스 기술발전 등으로 GIS는 눈부신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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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위성자료의 활용분야
활용분야
기 상

활

용

방

법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대기압, 구름분포 분석
일기예보, 지구 대기순환 모니터링
농작물 작황 현황, 병충해 및 가뭄피해 분석
수확량 예측, 작물별 최적 재배지역 조건평가

이용가능 위성
NOAA, GMS

수산업

어장분포, 플랑크톤 분포 조사, 적조현상 경보

임 업

임상분류, 산림 및 병충해 피해 상황 조사
조림계획 수립

Landsat, SPOT, MOS,
ERS-1, Radarsat
Landsat, SPOT, MOS,
ERS-1, Radarsat
Landsat, SPOT, MOS,
ERS-1, Radarsat

토양분류, 토양침식 현황, 토양수분함량 분석

Landsat, ERS-1

홍수피해 상황, 수질 관측

Landsat, SPOT, MOS

토지이용분류, 토지이용 변화분석
고도 및 경사도 추출

Landsat, SPOT, MOS,
ERS-1, Radarsat

해수온도, 해류, 해양지형, 해수특성 조사

NOAA, GMS

광역 지질분류, 선구조 등 지질구조 파악
화산 및 지진활동 감시
대기 수자원 공해관측, 자연재해 영향분석
생태계, 녹지 모니터링

Landsat, ERS-1,
Radarsat

적지 군용지도 작성, 지형분석

Landsat, SPOT,
ERS-1, Radarsat
SPOT, IRS-1C,
MOMS, KOSMOS

농 업

토 양
수자원
국토계획
해 양
지 질
환 경
군 사
지도제작

수치정사영상, 도로망도 등 주제도 제작 및 갱신

Landsat, SPOT, MOS

주) 이종훈, 1995, GIS를 위한 원격탐사 기법, 지방화, 정보화를 위한 GSIS의 구축과 활
용,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p .77을 재구성

하였다. 그리고 사용계층이 공공부문 아니라 민간에게도 확산되고 소프
트웨어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이 시기에 원격탐사와 GIS는 점차로 통
합활용되어 서로간에 밀접한 관련분야가 되었다.
원격탐사와 GIS는 장비나 기술면에서 서로 다르게 발전하여 왔다. 원
격탐사는 센서시스템이나 영상처리 방법론을 발전시킨 반면 GIS는 지도
투영이나 공간분석, 공간데이터베이스 설계부문에서 발전하여 왔다8). 그

8) Stan Aronoff, 1991,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s: A Management Perspective,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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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서로 디지털화 된 공간자료를 다룬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결합될 수
밖에 없었다. GIS기법은 원격탐사자료의 해석을 돕고, 원격탐사로부터
생성된 자료는 GIS 자료구축에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다.
처음에 원격탐사와 GIS의 융합은 벡터형 자료와 래스터형 자료가 함
께 이용되듯이 단순히 양쪽의 자료를 동시에 표현하는 단계였다. 90년대
컴퓨터 하드웨어 기능이 급속히 성장하고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전함으로
써, 많은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두 분야의 결합은
가속화되었다. 이제는 대용량의 원격탐사 자료처리와 복잡한 GIS 분석을
병행하는데 무리가 없어진 것이다.
현재는 GIS 소프트웨어와 영상처리 소프트웨어가 많은 자료를 호환하
도록 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분야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GIS 소프트웨어는 Land sat이나 SPOT 위성자료를 바로
읽어들이고 기초적인 전처리와 영상처리 기능을 제공하며, 영상처리 소
프트웨어는 벡터자료를 편집 및 속성입력 기능은 물론 래스터와 벡터의
통합분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GIS와 원격탐사 두 분야의 고찰을 통해 GIS 관점에서 원격탐사 역할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격탐사는 비용측면에서 매우 효
과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원격탐사자료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많은 분석자료가 그대로 GIS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 둘째 자료처리기술을 제공한다. 원격탐사의 영상처리분야에
서 개발된 여러 가지 기법은 GIS에서 래스터(raster)자료를 처리하는 개
념을 제공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공간정보를 좀더 쉽고 정확
하게 해석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상호보완적으로 기술발전
을 촉진한다. 원격탐사 기술의 발전은 GIS 자료획득 기술의 발전이며,
GIS 기술의 발전은 원격탐사 분석기술의 발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분야는 서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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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로서 위성자료

항공기나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는 GIS에 필요한 아주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국가기본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형도는 항공측량에 의해 제작
된다. 도로, 건물, 등고, 수계 등 수치지형도의 많은 내용이 GIS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현황, 식생 등 직접 현장조사를 하지 않
는 것은 대부분 항공기를 이용한 원격탐사로 취득된다. 한편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로도 이러한 내용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 축척면에서
아직까지는 항공기 탐사에 비길 수 없지만, 주기성, 광역성 그리고 저렴
한 비용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위성자료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위성자
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해상도의 문제가 고해상도
상업위성의 등장이 예고되면서 일시에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원격탐사가 GIS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인공위성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넓게 확산되어
원격탐사분야에서 인공위성 영상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게 되었
다. 따라서 이제는 GIS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공위성 영상
자료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위성자료를 GIS자료, 즉 공간정보로서 인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위성자료는 기초적인 전처리를 통해서 분광학적인 정보나 시각적인 정
보를 빠르게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위성영상이라는 공간정보를 이용해서 또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다중분광 영상으로 분류하는 토지이용자료, 스테레오
영상으로 추출하는 등고자료나 건물형태 및 높이자료는 GIS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정보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으므로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주어야 한다. 위성
자료는 그 자체로서 공간정보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공간정보를 생산하
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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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위성자료관련 공간정보 현황
여기서는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위성자료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살펴
보고, GIS선진국이 위성자료로부터 생성하는 각종 공간정보의 종류와 구
축방법, 유통실태, 그리고 이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파악한다. 우리 나
라에 대해서는 자원탐사용 인공위성의 보유 및 개발현황, 위성자료의 수
신 및 배포현황, 위성자료 관련 공간정보 생산 및 활용현황을 파악한다.
GIS의 선발 주자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범 국가적인 지리자료를 생
산하는 정부기관에서 공간정보의 유통을 주관하고 있는데, 인공위성자료
도 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공위성자료를 다루는
부속기관을 따로 설치하기도 하며 위성자료를 국가적 공간정보의 한 분
야로 함께 간주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공간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있는 나라이다.
위성영상과 관련된 미국의 주요 정부기관으로는 상무성(Dep artm ent of
Comm erce), 국방성(Departm ent of Defense), 에너지성(Departm ent of
Energy), 교통성(Dep artm ent of Transp ortation),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 항공우주국(N ational Aeronautics &
Sp ace Adm inistration), 해양대기국(N ational Oceanic and Atm ospheric
Adm inistration),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 munications Com mission),
연방지리정보위원회(Federal Geographic Data Comm ittee)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직접적인 자료생산을 담당하는 곳은 국방성
과 항공우주국, 해양대기국 등이다.
특히 지구과학의 연구 및 정보를 담당하는 미국 지질조사국(U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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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logical Survey; USGS) 내의 EROS(Earth Resources Observation
System ) 자료센터9)에서는 위성자료를 수신하고 이를 가공하여 일반인에
게 제공하고 있다. NOAA AVH RR(Advanced Very-High Resolution
Radiom eter),

Land sat

TM (Them atic

Mapper),

MSS(Multi-Spectral

Sensor) 등의 위성자료를 수신하여 전세계를 포괄하는 여러 종류의 전자
지도를 제공한다. 위성자료를 통해 분석한 대부분의 자료는 간략한 이미
지 형태로 만들어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지질조사국에서 위성자료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공간자료로는 수치정사
영상과 토지이용자료가 대표적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항목을 검색하고
메타데이터, 안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구입도 가능하다. 미국 국가
공간정보기반 프레임워크데이터의 하나인 수치정사영상(사진)은

DOQ

(Digital Orthophoto Qu adrangle) 라 축척별 표준구획을 정하여 보급하
고 있다. 또 1/ 250000 토지이용/ 토지피복도(land u se/ land cover m ap)를
제작하여 수치지도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민간에서도 "Op en Skies" 정책으로 지구탐사용 위성을 발사하려
는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Lockheed Martin과 E-system 이 연합하
여 EOSAT을 합병한 Space Im aging사는 ' 99년 미국 최초의 상업용 고해
상도 위성인 IKON OS10)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 Earth Watch,
Orbital Science 등의 회사가 같은 계획을 준비중이다.

2) 캐나다
캐나다의 국립지리원격인 지오매틱스 캐나다(Geom atics Canad a)는 지
리정보의 생산, 관리, 유통, 사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기관으로

9) 미국의 공간정보유통기구 USGS node는 생물, 지질, 지도, 수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
는데, 이 중 지도정보(Mapping Information)에는 EROS 자료센터의 위성자료를 포함하
고 있다.
10) 흑백모드는 1m 공간해상도, 다중분광은 4m 공간해상도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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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부문, 주제도부문, 원격탐사자료부문, 측량부문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응용프로그램도 개발하여 공급한다. 원격탐사자
료부문은 지오매틱스 내의 원격탐사센터(Canad a Centre for Rem ote
Sensing; CCRS)에서 담당하며 위성자료와 이를 가공한 제품을 공급한다.
원격탐사센터에 4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Application Division
(AD)은 자원관리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Data
Acquisition Division (DAD)은 위성영상의 수신과 데이터 처리 및 저장을
담당한다. GeoAccess Division (GAD)은 캐나다 원격탐사부문 국가공간정
보기반의 자료접근과 배포에 대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Technology
Assessm ent Division (TAD)는 산업적인 면에서 이익창출을 위한 전략개
발과 수립을 담당한다.
캐나다 원격탐사센터에서 운영하는 CEON et은 캐나다 국가공간정보기
반의 한 요소로서 인터넷11)을 통하여 원격탐사자료와 관련 공간자료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여기서 공급하는 자료는 NOAA,
Radarsat, SPOT, Landsat, ERS-1, JERS-1, MOS 등의 인공위성에서 취득
된 캐나다의 영상이며, 자료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간단한 그림
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수신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미지 형태로 제공한다. 육지와 해상의 표면온도, 식생지수와 같
은 보정자료, 대기 반사율 등의 복사열자료, 녹지도, 식물생장률 등이 있
다.

3) 호주

호주의 AUSLIG (Au stralian Surveying and Land Inform ation Group)
는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국가지도제작, 측량, 원격탐사, 토지정보 구축
등의 활동을 한다. AUSLIG가 운영하는 기관인 원격탐사센터(Au stralian
11) http :/ / ceonet.ccrs.nrcan .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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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 for Rem ote Sensing; ACRES)는 원격탐사 분야에서 GIS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호주의 환경관리, 경제, 사회분야를 지원하고 있다12) .
ACRES는 자료취득을 담당하는 DAF(Data Acquisition Facility)와 자료처
리를 담당하는 DPF(Data Processing Facility)로 나누어져 있으며, DAF에
서 수신된 영상이 매일 항공편을 통해 DPF로 운송된다. 여기서 수신하
여 공급하는 자료는 Landsat, SPOT, Radarsat, ERS, N OAA, JERS 등이
다.
AUSLIG에서 구축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위와 같이 ACRES가
공급하는 호주의 위성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이용현황 등과
같은

위성자료

분석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FIN DAR(Faculty

for

Interrogating the N DAR)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검색하
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4) 우리 나라
우리나라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이 미비하여 위성자료와 관련된 공간정보
도 구축이나 유통면에서 체계가 없다. 기상청 등에서는 수신한 인공위성
의 분석결과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연구과제 소개 목적으로 만
든 자료이므로 공간자료로서 활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캐나다의
원격탐사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 내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있으나, 현재는 SPOT, JERS-1 자료를 수신하여 저장
관리할 뿐 아직 위성자료로부터 분석된 공간자료를 생산 유통하고 있지
는 못하다. 고해상도 위성영상, 레이다 위성영상 등 여러 종류의 위성자
료가 넘쳐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곧 다목적 위성을 발사하여 소유하게
되는 시점에서 위성자료와 그로부터 생산된 공간자료를 국가의 정보인프
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성자료 자체 뿐만 아니라 토지이
12) http :/ / www .au slig.gov .au / acres/ referenc/ acres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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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황도, 수치정사영상 등 위성자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간자료를 효
율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며, 국민 모두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1) 지구탐사용 위성현황
국내 자체의 위성발사는 아직 초보단계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인공위
성연구센터에서는 ' 89년부터 영국 써리(Surrey) 대학과의 인공위성 공동
개발을 통하여 우리별 1호와 2호를 발사하였고 현재 3호를 제작하고 있
다. 우리별 1, 2호는 초기의 실험위성으로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자료이
지만 위성제작기술 및 원격탐사 기반기술의 국산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
를 가지고 있다. 현재 3호는 15m 공간해상도에 3개의 채널을 가진 위성
으로 제작하고 있어 활용성을 기대하고 있다. <표 2-2>는 이러한 우리별
위성의 제원에 대하여 간략히 나타낸 표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상업적인 용도의 위성개발을 위해 미국의 TRW
사와 계약을 맺고 다목적 위성 아리랑 1호(Korea Multi-Purp ose Satellite
I; KOMPSAT-1)를 개발하고 있으며, ' 99년에 발사할 예정이다. 아리랑 1
호의 센서는 전자광학카메라, 해양관측카메라, 과학실험탑재체 3가지이다
<표 2- 2> 우리별 위성의 개요
구 분

우리별 1호

우리별 2호

우리별 3호

발사일

1992년 8월 11일

1993년 9월 26일

발사체

ARIANE4 V.52

ARIANE4 V.59

고 도

1,300km

800km

720km

경사각

66.08도

98.57도

98.90도

궤 도

원형궤도

원형태양동기궤도

태양동기궤도

크 기

352㎜x356㎜x670㎜

352㎜x356㎜x670㎜

495㎜x604㎜x852㎜

무 게

48.6kg

47.5kg

110kg

1999년 3월 예정
PS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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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표 2-4). 이중 6.8m 해상도를 가지는 전자광학카메라는 스테레오
촬영이 가능하여 고도를 추출하고 1:25000의 지형도를 제작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아리랑 1호에 이어 2003년에 2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2) 위성자료의 수신 및 배포현황
국내에서는 ' 79년 기상청에서 미국의 NOAA (N ational Oceanic and
Atm ospheric Administration)자료를 수신하기 시작한 이래로 몇몇 기관
에서 자료를 수신하고 있으나 거의 기상관측용 위성자료이다. 국립수산
진흥원, 해양연구소, 서울대학교 등에서 기상위성자료를 수신하여 공급하
고 있으며, 자원탐사 위성자료는 한국과학기술원내 인공위성연구센터에
서 프랑스의 SPOT과 일본의 JERS-1 자료를 수신하고 있다. 수신된 자료
는 국내의 영상배급 회사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위성자료 이외에도 국내 기술로 개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의 자료들은 외국에서 수신된 자료를 국내외 위성영상 배급회사
를 통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현재 범아엔지니어링, 인터시스, 창우통상,
청오지앤지, 한라정보시스템(이상 가나다 순) 등의 민간회사에서 위성영
상의 배급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소개한 나라들이 위성의
개발, 자료수신, 배포, 활용 등 전반을 국가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차이가 있다고 불 수 있다.

(3) 위성자료관련 공간정보 생산 및 활용현황
우리나라는 수신하는 자료가 대부분 기상자료에 한정되어 있는데, 수
신한 자료로부터 생산하는 공간자료도 많지 않다. 몇몇 기관에서 업무에
맞게 가공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급하지만 이미지 자료형태이므로
학문적인 용도로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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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 아리랑 1호 위성의 개요
구

분

주

관

내

용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발사시기

1999년 8월

목

3차원 수치지도 제작, 해양 및 대기관측 등

적

발사체

small launch veihcle

궤

도

고도 : 685km, 궤도주기 : 98.46분

센

서

전자광학카메라(EOC), 해양관측카메라(OSMI),
과학실험탑재체(SPS)

지상교신

10～11시간마다 2～3회 교신하여 자료수신

촬영각도

감지기를 ±30°회전시켜 촬영범위를 조절하여 입체영상을 생성

예상수명

3년 이상

<표 2- 4> 아리랑 1호의 자료특성
감지기 밴드 수

분광대

공간해상도

EOC
전자광학
카메라

1

0.51-0.73 ㎛

OSMI
해양관측
카메라

6

0.40-0.90 ㎛
(범위내에서 밴드 1 km
영역 선택가능)

SPS
과학실험
탑재체

6.6 m

촬영폭

활용분야

15 km

1/ 25000지도제작
DEM 제작

96×800 km

해양관측
대기관측

우주공간의 방사선입자 측정을 위한 高에너지입자 검출
우주과학실험
기(HEPD)와 지구이온층의 전자밀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자료수집
이온측정기 (IMS)로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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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환경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반도의 위성자료를
서비스13)하고 있는데, 위성영상과 식생지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또 기상청 위성실14)에서는 수신한 위성자료를 처리하여 인터넷으
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하는 위성영상은 GMS와 N OAA로서 적
외영상, 가시영상, 수증기영상 등이 있고 우리나라, 아시아, 전세계 등 서
비스 영역도 다양하다. 이 서비스는 빠르게는 한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며
보통 하루 두 차례 자료가 갱신된다.
우리나라도 위성자료를 꾸준히 활용하고 있기는 하다. 각 분야를 연구
하는 연구기관을 위주로하여 군사 정보 관련기관, 통신 건설분야 민간회
사, 그리고 GIS 관련자들이 위성자료의 주요 사용자이다. 그러나 위성자
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분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누가

어떤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것을 어떻게 공동활용할 것인지
등 위성자료와 관련된 공간정보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식이 부족하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성자료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공간정
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렇다 할 제도나 조직체계도 없다. 위성자료가
갖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위성자료를 사용할 것이
다. 그러나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각종 정보들을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축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정보가
어디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자료생산비용을 중복하여
소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간정보유통체계를 먼저 확립하고,
그의 일부분으로서 원격탐사자료와 그로부터 생산된 공간정보들을 활발
히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13) http :/ / www .m oenv .go.kr/ u ser/ wiseng.html
14) http :/ / www .kma.go.kr/ sat/ sat_h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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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성자료관련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GIS선진국은 정보인프라의 한 부분으로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국가공간정보기반(N ational Sp 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이라
하여 공간정보에 대한 연구와 관련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기반을 구성하는 요소는 제도를 밑바탕으로 하여 표준화,
유통체계, 협력체계, 그리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중 가장 핵
심이 되는 요소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서 국가에서 생산, 유지 관리,

유통해야 할 데이터를 말한다15) .
국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프레임워크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로 구성
된다. 프레임워크 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목적에 맞게 상세정보를 추가
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베이스로서 바탕지도 및 참조지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메타데이터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 품질, 사용조건 등을 기
술하는 정보로서 외부 사용자를 위한 외부 메타데이터와 데이터관리를
위한 내부 메타데이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프레임워크 데이터는 측지기준, 표고, 법정경계, 수계,
도로, 주요건물, 지적, 수치정사영상으로 선정16)하는 안(案)이 제시되어
있다. 이중 표고자료의 DEM이나 수치정사영상은 위성자료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데이터로서, 이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 위성자료를 활용하
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나라에
서는 위성자료 자체가 공간정보유통기구를 통해 유통되는 공간자료이다.
그리고 원격탐사 관련 기관에서 토지이용(피복)현황, 식생지수 등 위성자
료로 분석된 정보를 생산하여 공간정보유통기구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급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조사한 위성자료관련 공간정보현황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

15) 국토개발연구원, 1997,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실험연구, p37
16) 위의 책,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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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직까지는 공간정보라는 측면에서 위성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각 나라가 국가적인 공간자료를 구축하는 데에 본격적으로 위성자
료를 활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것은 정확도나 신뢰도 측면에서 공
간자료 사용자의 요구를 위성기술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즉 위성자료의 공간해상도가 항공사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
문에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도구로서 제약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2m 이하의 해상도를 갖는 고해상도 상업용 위성자료가 등장하
면서 영상의 품질이 항공사진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활용성이 더
넓어졌다.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위성기술에 따라 위성자료를 보다 적극
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공간정보의 생산도구로서 위성자료가 어느정도
활용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현재 활용성이 큰 공간정보를 공공부문
에서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하도록 여러 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꼭 필요한 공간정보라면 어떤 원시자료를 사용해서 어
떤 방법으로 만들것인지가 소요비용을 크게 좌우한다. 위성자료는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수단으로서 위성자료는 어떤
부문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
한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어떤 장점과 단
점이 있으며, 다른 방법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 도출해 내야 한다. 이
것은 국가공간정보기반과 관련된 정책판단에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다음 장에서는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공간정보에 대해 실험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위성자료의 활용성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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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자료를 이용한 공간 정보 생산 실험연구

1. 실험연구 개요
위성자료를 이용한 사례분석은 공간정보로서 활용도가 높은 토지이용
현황도, 수치고도모형, 수치정사영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연구 대상
으로 선정한 세 가지 공간자료는 GIS선진국에서 이미 국가공간정보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많은 항목들이다.
이러한 공간정보를 생산하는데 있어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효율
성, 그리고 생산된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판단하는 것이 이 실험연구의
목적이다.
토지이용현황도 제작은 위성자료를 사용하는 데 가장 일반적인 분야로
서, 너무 넓어서 빠르게 분석하기 어렵거나 가볼 수 없는 지역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좋다. 그리고 시간 공간적으로 토지이용상황
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Landsat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11,675㎢)과 평양권(18,641㎢)에 대해 1979년과 1997년의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한다.
수치고도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은 지표면의 높이정보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형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GIS구축이 일정 수준에 오른 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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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새로운 지도형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IRS-1C 위성자료를 이용
하여 안양시(58㎢)의 수치고도모형을 제작한다.
수치정사영상(Digital Ortho Im age)은 높이차나 기울어짐 등 지형으로
인해 생긴 영상의 기하학적인 왜곡을 제거하여, 물체를 수직으로 내려다
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변환한 영상지도이다. 이는 지형지물을 형상 그대
로 볼 수 있어 다른 지도의 배경이 되는 바탕지도로 활용되며, 지형도에
아직 반영되지 못한 최신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수치고도모형과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안양시의 수치
정사영상을 제작한다. 분석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ERDAS Im agine
V8.3과 PC용 ER- m app er V5.5이며, 스테레오 영상의 고도추출과 정사보
정에는 PC용 PCI의 OrthoEngine V6.2를 사용한다.

2. 토지이용현황도 제작 및 활용
토지이용현황도 제작에 앞서 토지이용(土地利用, Land Use)과 토지피
복(土地被服, Land Cover)이라는 두 가지 용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
다. 토지이용은 인간의 활동과 경제개념이 가미된 개념이다. 그리고 토지
피복은 땅의 모습 자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상으로는 똑같은
주거용지라 하더라도 건물과 나무, 잔디밭 등 여러 가지 토지피복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개념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종 토지
이용계획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Landsat과 같은 다중분
광 위성자료는 토지이용현황도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위성자
료에서 해석되는 내용은 토지피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토지이용상
황을 유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미국 지질조사국
에서는 토지이용과 토지피복을 적절히 혼합한 분류체계를 고안하여, 위
성자료나 항공사진 등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토지이용/ 토지피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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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제작하는 토지이용현황도는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토지피복도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기존의 토지이
용현황도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용어상의 낯설음을 피하기 위해 위
성자료를 이용한 토지이용현황도 라고 하기로 한다.

1) 위성자료의 토지이용 분류체계

(1) 각종 토지이용현황 분류체계
현재 토지이용에 관련된 도면 또는 조사자료로는 국립지리원에서 발간
하는 1/ 25000 토지이용현황도, 각 필지마다 토지대장에 기록하는 지목,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 등이 있다. 이들은 목적에 따
라 각기 다른 분류체계를 갖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물리적 실태보다는
어떻게 이용하는가 또는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류이다(부록2 참조).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하는 토지이용현황도는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기존의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항공사진측량을 통해 제작하는 지
도17)이다. 이 분류체계의 대분류는 논, 밭, 과수, 임지, 취락, 공업지, 산
업시설, 휴양지, 자연 및 문화보존지구, 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
적법 에 따른 지목분류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
하여 정한다. 여기에는 전, 답, 과수원 등 토지용도에 대한 24가지 분류
를 적용하고 있다.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표에는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분류체계가 있는데 토지의 용
도에 대해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다. 토지이용상황 분류체계의 대분류는
주거용지, 상업 업무용지, 주 상복합용지, 공업용지, 전, 답, 임야, 특수토
지, 공공용지등, 기타로 구분되고 각 대분류마다 소분류가 있다.
17)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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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분류체계는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설정된 것으로서 위성자료로 토
지이용현황도를 제작하는 데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
고 위성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토지용도를 해석할 수 없으며, 영상에 나타
나는 토지피복상황과 상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제
작하는 토지이용현황도는 위에서 제시한 토지이용분류체계를 따르지 못
하고, 새로운 분류체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위성자료를 이용한 토지이용 분류
앞서 밝혔듯이 토지이용과 토지피복은 다르므로 토지이용과 토지피복
을 나타내는 도면을 따로따로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완벽하
게 다르지는 않다. 이에 따라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토지피복상황으로
부터 어느정도 토지이용을 유추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토지이용과
토지피복을 혼합한 토지이용/ 토지피복 분류체계(land u se/ land cover
classification system )를 고안하였다. 이는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다면 토
지이용과 토지피복을 혼용한 개념이 지도제작의 기초자료로서 더 유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만들어졌다.
미국 지질조사조의 토지이용/ 토지피복 분류체계는 현장조사 등의 추
가정보 없이 영상에서 바로 분류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져 있
다. 이 분류체계는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하였을 때 적어도
85%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 등 몇 가지 대원칙에 의해 설정되
었다. 그리고 LevelⅠ～Ⅳ까지 분류 수준을 정립하였는데, LevelⅠ은 도
시 및 개발지역, 농경지, 초지, 산림, 수계, 습지, 나지, 툰드라, 눈 얼음
지대 등 9가지로 구분되어 있다(표 3-1). LevelⅡ는 이를 더 세분한 수준
이고 Level이 높아질수록 더욱 자세히 분류하고 있다. <표 3-2>는 분류
수준에 따라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원격탐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의 도상 표현 가능한 최소면적 은 지도에서 식별이 가능한 최소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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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미국 지질조사국의 토지이용/토지피복 분류체계
Level Ⅰ

1. 도시 및
개발지역

Level Ⅱ
11.
12.
13.
14.
15.
16.
17.

주거용
상업 업무용
공업용
교통, 통신, 시설물
혼합 공업 상업용
혼합 도시 개발지
기타 도시 개발지

Level Ⅰ

Level Ⅱ
강, 운하
호수
저수지
만, 강어귀

5. 수 계

51.
52.
53.
54.

6. 습 지

61. 산림이 형성된 습지
62. 산림이 없는 습지

7. 나 지

71.
72.
73.
74.
75.
76.
77.

건조 염화 모래톱
해변
모래
바위
광산, 채석장, 사력층
전이지대
혼합 나지

81.
82.
83.
84.
85.

관목, 잡목 툰드라
초본 툰드라
나지 툰드라
습지 툰드라
혼합 툰드라

2. 농경지

21. 경작지, 목초지
22. 과수원, 포도밭, 묘목지,
조림지, 원예지
23. 목장용지
24. 기타 농경지

3. 초 지

31. 초본 초지
32. 관목 초지
33. 혼합 초지

8. 툰드라

4. 산 림

41. 낙엽수림
42. 상록수림
43. 혼합림

9. 눈 얼음 91. 만년설
지대
92. 빙하

<표 3- 2> 미국 지질조사국의 토지이용/토지피복 분류체계의 특성
분류 수준

해석이 가능한
원격탐사 자료

해당 지도 축척

도상 표현 가능한
최소 면적

Level Ⅰ

Landsat MSS 위성자료

1/ 500000

약 1.5

Level Ⅱ

대축척 항공사진,
Landsat TM, SPOT
위성자료

1/ 62500

약 0.25 ㎢

Level Ⅲ

중축척 항공사진

1/ 24000

약 0.035 ㎢

주) Lillesand, Kiefer, 1994, Rem ote Sensin g an d Image Interpretation, p171-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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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5㎜로 보고 해당축척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면적을 의미한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미국의 거의 모든 지역의
1/ 250000 토지이용/ 토지피복도(land u se/ land cover m ap)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지도는 벡터형태의 수치지도로 공급하기도 하고, 4㏊
(0.4㎢)면적의 격자형태로 사용가능하다.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을 분류하는 경우 이 체계를 많이
따른다. 또 이를 응용해서 필요한 항목만 추출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특
별한 경우는 추가하기도 한다18) . 마찬가지로 미국 지질조사국의 분류체
계는 우리 나라에 환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대로 적용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설
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Landsat TM 자료는 LevelⅡ까지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특정 목적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LevelⅠ의 수
준에서 분류한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평양권과 같이 비교적 넓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현황도를 제작하므로, LevelⅠ 수준의 분류가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되며 툰드라나 눈 얼음지대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표 3-3>과 같
이 크게 도시, 농경지, 초지, 산림, 수계, 습지, 나지 등 7가지로 토지이용
을 분류하고 구름이나 미분류 지역은 기타로 하였다. 이때 Land sat 위성
자료에서 구분이 쉽고 우리 나라의 토지이용분류에서 중요시 여기는 논
과 밭은 농경지 항목에서 세분하였다.

2) 위성자료를 이용한 토지이용현황도 제작

(1) 사용자료 및 분석방법
가. 사용자료의 특성 및 현황
18) Floyd F. Sabin s, 1996, Rem ote Sen sing: Principles and Interp retation, p38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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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 연구에서의 토지이용 분류체계
토지이용분류
도

시

내

용

비 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각종 시설물

농경지

논, 밭, 과수원

논, 밭(과수원 포함)으로 세분

초

지

초지

잔디밭, 골프장의 필드 등

산

림

침엽수림, 활엽수림

수

계

바다, 강, 호수, 저수지

습

지

염전, 갯벌

나

지

모래, 나지

기

타

구름, 구름그림자, 미분류

미국 항공우주국의 Landsat위성은 ' 72년 1호가 발사된 이후로 현재 5
호가 활동중이며, MSS(Multi-Sp ectral Scanner)와 TM (Them atic Mapp er)
두개의 감지기를 갖고 있다. MSS는 공간해상도가 80m로서 네개의 분광
밴드를, TM는 공간해상도가 30m 로서 일곱개의 분광밴드를 갖고 있다(표
3-4). Land sat TM 자료는 분광영역이 비교적 넓고 밴드수가 많아 토지이
용이나 식생 분류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은 가시광
영역(밴드 1, 2, 3)에서 식생보다 밝게 나타나지만, 근 중적외선 영역(밴
<표 3- 4> La ndsat 위성의 특성
감지기
분광영역
청
색
녹
색
적
색
근적외선
중적외선
열적외선
중적외선

TM (30m×30m)
밴드 1 :
밴드 2 :
밴드 3 :
밴드 4 :
밴드 5 :
밴드 6*:
밴드 7 :

0.45
0.52
0.63
0.76
1.55
2.08
10.4

-

0.52
0.60
0.69
0.90
1.75
2.38
12.5

* T M 밴드 6의 공간해상도는 120m×120m임

MSS (80m×80m)
㎛
㎛
㎛
㎛
㎛
㎛
㎛

밴드 4
밴드 5
밴드 6
밴드 7

:
:
:
:

0.50
0.60
0.70
0.80

-

0.60
0.70
0.80
1.10

㎛
㎛
㎛
㎛

50

드 4, 5)에서는 식생보다 어둡게 나타나는 등 지표의 상태에 따라 밴드
별로 반사특성이 다르다. 이러한 다중분광 위성자료의 원리를 이용하여
지상의 물체를 다각도로 밝혀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이용현황도를 제작하기 위해 Landsat TM 위성자
료를 사용하였으며, 과거의 토지이용상황을 분석하는 데에는 MSS 자료
를 이용하였다.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평양권이며 MSS는 ' 79년, TM은
' 97년 자료이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은 <표 3-5>와 같다. 수도권 ' 97
년 자료는 대상지의 전 영역을 포함하기 위해 부분 영상(subscene)을 추
가하였다. 그리고 ' 79년의 수도권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선행연구19) 자료와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나.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토지이용현황도 제작은 <표 3-6>과 같이 자료수집, 자료보정, 예비분
석, 토지이용분류, 정확도 검증, 주제도 및 통계작성 과정을 통하였다. 분
류항목은 앞서 설정한 <표 3-3>에 따라 도시, 농경지(논, 밭), 초지, 산림,
수계, 습지, 나지, 기타 등 8가지이다.

<표 3- 5> 토지이용현황도 제작 사용자료 개관
지 역

수도권

날

짜

위 성 (감지기)

자료번호

1979. 10. 4

Landsat 2 (MSS)

125 - 34

1997. 10. 6
1997. 10. 15

Landsat 5 (TM)

116 - 34
115 - 34

1979. 8. 30

Landsat 2 (MSS)

126 - 33

1997. 5. 22

Landsat 5 (TM)

117 - 33

비 고

Fullscene
Subscens 1, 3

평양권
Fullscene

19) 국토개발연구원, 1993,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수도권 토지이용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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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 위성자료를 이용한 토지이용현황도 제작과정
분 석 단 계

세 부 작 업

비고

분석자료 종류 및 시기 결정
자 료 수 집

준비단계

자료목록 및 품질확인
기하보정

자 료 보 정

복사보정
잡음제거
비감독분류

예 비 분 석

자료분석
단

계

토지이용분류항목 결정
표본(training set) 설정

토지이용분류

감독분류
지도 및 통계검수

정 확 도 검 증

결과분석
단

계

반복작업

현장확인
토지이용현황도 작성

주제도/통계 작성

두 단계간

통계치 산출
행정통계 비교

GIS기법
이용

① 전처리
기하보정은 촬영시 위성의 자세 등에 따른 기하학적인 오류를 교정하
고 영상의 좌표를 지도좌표에 맞도록 보정하는 과정이다. 수도권에 지역
은 1/ 50000 지형도 64도엽을 이용하여 지상기준점(GCP

: Ground

Control Point)을 선정하고, 우리 나라의 도법에 맞는 TM (Transverse
Mercator)투영을 하였다. 평양권에 대해서는 ' 97년에 국내에서 발간된 지
도 70도엽20)을 이용하였다. 지도를 기준으로 한 기하보정 결과 평균제곱
근차는 0.98화소(약 29.4m)이다. 평양권의 기하보정은 기준으로 사용한
지형도 자체가 안내용으로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지도에 잘 맞추었다 하

20) 경인문화사, 1997, 최신 북한 오민분지일 지형도 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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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정확이 보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 오차는 가늠할 수 없
다.

② 영상강조 및 모자이크
영상강조(Im age Enhancem ent)는 영상에 나타난 물체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이미지의 시각적 해석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영상강조
는 색의 대조대비, 공간적 특성, 다중영상 등을 조작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색의 대조대비를 이용하였다. 특히 토지이용을 분
류하는 데에는 영상의 화면출력(display)시 RGB(Red, Green, Blu e)칼라
를 잘 조합하여, 분류항목간에 구분이 명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Land sat MSS와 TM 자료의 경우 RGB 화면출력시
674밴드조합과, 752밴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논 밭 등의 구분에 적당하
고 다른 항목의 분류도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넓은 지역을 분석할 때에는 여러 개의 영상을 붙여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수도권에 대한 자료처리시 3개의 영상을 모자
이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상간의 모자이크를 수행할 때에는 겹치
는 부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영상 인접부분의 히스토그램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는 두 영상이 겹치는 부분은
평균값으로 나타내고 겹쳐지는 부분의 상대적인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의 색조를 매치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③ 영상분류
먼저 영상의 화소값(畵素값, pixel valu e) 자체만을 이용하는 무감독분
류(unsup ervised classification)를 시행한 다음, 이를 토대로 지형도에서
선정한 표본을 이용하여 감독분류(sup ervised classification)를 하였다. 감
독분류는 각 영상마다 약 70개의 표본을 선정하고 최대우도법(m 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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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이용현황도 작성
분류한 결과를 도시는 빨간색, 농경지는 주황색(논:노란색, 밭:황토색),
초지는 연두색, 산림은 녹색, 수계는 파란색, 습지는 하늘색, 나지는 분홍
색, 기타는 하얀색으로 표현하였다. 수도권 및 평양권의 ' 79년 영상과 97
년 영상의 분석결과로 현재와 과거의 토지이용현황도를 작성하였으며,
통계를 통해 ' 97년도 수도권의 시 군별 토지이용현황과 서울과 평양의
토지이용을 비교하였다.

(2) 수도권 토지이용현황 분석
수도권 토지이용현황도는 ' 97년 10월의 Landsat TM자료(그림 3-1)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분석결과 수도권 전체의 토지이용현황은 <표
3-7>과 같이 나타났다. 수도권은 산림지역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며, 논과
밭을 더한 농경지는 전체의 약 26.4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2>는 위
성자료로 분석한 토지이용현황도로서 수도권의 토지이용실태를 공간적으
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3>은 위성자료로부터 분석한 토지이용현황
을 시 군별로 통계처리한 그래프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구
리, 광명, 안양 등 주변도시들은 도시지역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여주,
이천, 안성 등 경기 남부지역과 김포, 파주 등 서부지역은 농경지가 비율
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는 수도권의 토지이용현황도 중 서울지역만을 따로 나타낸
것으로서, 선행연구된 ' 79년 자료와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상에서도 농경
지와 산림이 도시지역으로 많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는
' 79년과 ' 97년 위성자료로 분석한 서울의 토지이용상황을 나타낸 그래프
로서, 20여년간 서울의 토지이용이 어느정도 변화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위성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도지지역은 약 20.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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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 97년의 수도권 Landsat TM 위성영상 : 밴드7 (R) , 5 (G) , 3 (B) 조합

<표 3- 7> 위성자료를 이용한 수도권 토지이용 분류결과
'97년 10월 현재
토지이용 도시

논

밭

면적(㎢) 1,073.8 2,151.2 932.3
비율(%)

9.2

18.4

8.0

초지 산림 수계 습지 나지 기타
426.8 5,848.9 169.5
3.7

50.1

1.5

315.3

585.0

2.7

5.0

계

172.7 11,675.5
1.5

100

제3장 위성자료를 이용한 공간정보 생산 실험연구 55

<그림 3- 2> ' 97년 가을의 수도권 토지이용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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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 위성자료로 분석한 수도권 시군별 토지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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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서울의 토지이용현황( ' 79년, ' 97년)

<그림 3- 5> 서울의 토지이용변화(79년→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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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양권 토지이용현황 분석

평양권의 토지이용현황 분석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 79년 Landsat
MSS자료(그림 3-6)와 ' 97년 Land sat TM자료(그림 3-7)를 이용하였다. 사
례지역은 평양특별시를 중심으로 황해남 북도, 평안남도, 남포직할시가
일부 포함된다. 따라서 토지이용현황 분석결과는 평양시 전체와 영상에
포함되는 주변 지역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단 평양시의 강동군 일부분
(약 30㎢)은 자료 여건상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특별시는 커다란 마름모꼴을 이루고 있는데, 중심
부에 대동강을 끼고 능라도와 양각도 인접부에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어,
서울의 형상과 매우 비슷하다. 북한의 도시화율21)은 ' 80년에 56.9%, '87
년 59.6%로 60년대 이후에는 성장속도가 둔화된 반면 평양시는 연평균
도시성장률이 3.5%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 3-8>은 ' 79년과
' 97년 평양시의 토지이용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3-9>는 위성자
료의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Landsat 위성자료의 분석결과
에 의하면 평양의 도시지역 비율이 ' 79년 14.5%에서 ' 97년 23.9%로 약
9.4 % 증가하였다. 그런데, 평양시가 주변의 몇 개 군지역을 통합해 온
사실을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의 증가율이 그보다는 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3-8>에서 평양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는 빨간색 지
역의 확산을 보면 알 수 있다.
한편 평양시 주변을 포함하는 평양권은 <그림 3-10>과 같은 분포를 보
였는데, 도시지역이 증가하고 논지역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1>은 이를 그래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인데, 도시지역은 7.0%에서
12.3%로, 논지역은 13.7%에서 8.1%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수계부분은 분
석대상영역에 해당되는 바다부분까지 포함한다.

21) 니콜라스 에버스타드 저, 송명갑 역, 한반도 통일로 가는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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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6> ' 79년 평양권의 Landsat MSS 위성영상 : 밴드6 (R) , 7 (G) , 4 (B)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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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7> ' 97년 평양권의 Landsat TM 위성영상 : 밴드7 (R) , 5 (G) , 3 (B)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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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8> 평양의 토지이용현황( ' 79년, ' 97년)

<그림 3- 9> 평양의 토지이용변화(79년→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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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 평양권의 토지이용현황( ' 79년, ' 97년)

<그림 3- 11> 평양권의 토지이용변화(79년→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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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과 평양의 토지이용 비교

서울과 평양은 남한과 북한의 수도로서 서로간의 토지이용 변화양상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앞서 제작한 토지이용현황도를 이
용하여 두 도시가 비슷한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하였다.
' 79년과 ' 97년 사이에 서울과 평양의 토지이용변화는 <표 3-8>과 같으며
도시지역의 증가율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양시는 강남군, 강동
군 등 주변의 군지역을 통합하여 행정구역이 서울의 4배에 이르는데, 도
시지역의 면적은 서울보다 넓지만 전체에 대한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산림지역에 대해서도 서울은 많이 감소하고 평양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그림 3-4>에서 나타나는 서울의 변화모습
과 <그림 3-8>의 평양의 변화모습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시의
중심을 지나는 강을 축으로 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시지역이 확산되
<표 3- 8> 서울과 평양의 토지이용변화 비교
(단위 : ㎢, %)
서울특별시

지역/연도
토지이용
도

시

농경지
산

림

수

계
계

1979년

1997년

253.4 (41.9) 376.4 (62.2)

평양특별시
변화율

1979년

1997년

변화율

+20.3

377.1 (14.5) 621.8 (23.9)

+ 9.4

(7.9)

- 6.5

930.4 (35.8)

730.1 (28.1)

- 7.7

241.6 (39.9) 155.4 (25.7)

-14.2

1210.1 (46.5) 1187.0 (45.7)

- 0.8

87.0 (14.4)

23.3

(3.9)

47.6

25.9
605.3 ㎢

(4.3)

+ 0.4

82.4

(3.2)

61.1

(2.3)

- 0.9

2,600* ㎢

* 평양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2,630㎢이나 분석지역의 총 면적은 2,600㎢임
* '79년 당시에는 강동군이 평양시에 편입되지 않아 총 면적이 다르나, 분석결과의 비교
를 위해 '97년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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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의 확산 형태가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신의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현황도를 제작함으로
써 수도권과 같이 넓은 지역에 대해 비교적 빠르게 토지이용에 대한 실
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볼 수 없었던 북한지역에 대해서도
지역의 모습과 토지이용실태를 분석하고, 평양과 서울에 대해 비교가 가
능하였다.

3) 토지이용현황도 제작을 위한 위성자료의 활용성
(1) 장점
가. 분석시기 및 지역 선정이 자유로움
토지이용현황도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위성자료는 한달 이하의 주기
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과거, 여름 겨울 등 원하는 시기의 영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지역에 대해 시계열적인 토지이용변화를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지역 등 직접 가 볼 수 없는 곳에 대해서도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나. 최신의 자료를 얻을 수 있음
위성영상은 준비하기에 따라 최근 20여일 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
며, 분석기간을 고려하더라도 2개월 정도면 토지이용현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그 어떤 자료보다도 신속성에 있어서 뛰어나다.

다. 현장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
일일이 현장을 다니며 조사하지 않아도 몇 곳의 표본지만을 조사하여
넓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할 수 있다. 수도권과 같이 넓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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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라. 주제도 생성과 활용이 편리함
위성자료를 이용할 경우 자료입력이나 수치지도화 작업이 필요없고,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여 바로 주제도를 생성하고 다른 분야에 활
용할 수 있다. 또 분석기법과 기간에 따라서는 수목 및 농작물의 종류,
수질, 건물의 밀집도 까지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
항목을 설정하여 동일한 자료를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2) 한계점

가. 축척의 한계
Landsat TM자료는 공간해상도가 30m로서 평균 ±30m 정도의 위치정
확도(약 1/ 100,000 지도 수준)밖에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토지이용
상황이 필요한 계획분야에서는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축척
의 문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실용화되면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는 영상구입 비용과 대량의 자료처리 기술에 대한 문
제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나. 토지이용과 토지이용현황의 차이
위성자료로는 토지피복, 즉 지표의 모습만을 추출할 수 있고 분류과정
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다른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현실에 맞는 토
지이용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위해 좀더 정확한 자료처리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다. 자료구입의 문제
현재 우리 나라는 토지이용분류에 적합한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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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위성자료를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항공사진보다는 덜 하
지만 토지이용분류에 사용하는 위성영상이 날씨와 구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기와 지역에 맞는 양질의 영상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

3. 수치고도모형 제작 및 활용
수치고도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 22))은 고도정보를 일정 간
격의 격자단위로 제공하는 자료이다. 지형도의 등고선과 달리 수치고도
모형, 수치지형모형(Digital Terrain Mod el; DTM) 등은 지형의 연속적인
정보를 수치적으로 표현하여, GIS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된다. 수치지
형모형은 수치고도모형 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인데, 수치고도모형이 격자
형으로 된 구체적인 포맷을 지칭하는 것에 비해 지형에 대한 내용이나
파일의 포맷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수치고도모형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대부분의 GIS선진국에서
국가적으로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공간자료이다. 이는 토
지이용계획, 토목공사 등에 활용도가 높아 수요가 많고 각종 GIS분석에
꼭 사용되는 필수적인 자료이다.

1) 수치고도모형의 제작방법
수치고도모형은 수치지형도의 하천과 지형레이어 등을 이용해 기존 자
료로부터 변환하는 방법과 항공사진이나 위성자료의 입체영상(stereo
pair)으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1) 수치지형도의 변환

22) 이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제공하는 지형자료 중 격자형으로 된 특정 파일의 포맷을
지칭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격자형으로 된 고도자료를 의미한다.

제3장 위성자료를 이용한 공간정보 생산 실험연구 6 7

국가GIS구축사업의

지형도 수치지도화 사업 에서 제작된 1/ 1000,

1/ 5000 및 1/ 25000 지형도에서 필요한 레이어를 추출하여 수치고도모형
을 제작할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레이어는 실폭하천, 호수 저수지 등
하천(수계)레이어와 등고선, 표고점 등 지형(지질)레이어이다. 이를 따로
추출하여 수치지형도 포맷인 DXF 파일을 GIS 데이터로 변환하고 구조
화 편집한 후, 원하는 축척(격자간격)에 맞게 수치고도모형을 생성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사용하는 수치지형도의 축척에 따라 수치고도모형의
격자간격을 정할 수 있다. 국립지리원23)에서는 도상에서 1㎜보다 약간
크게 표현되는 격자를 고려하여 각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해당하는 수치
고도모형의 격자간격을 <표 3-9>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2) 항공사진의 활용
항공사진은 필름을 이용하여 도화하는 하드카피(H ard Capy)방법과 사
진을 스캐닝하여 컴퓨터상에서 높이값을 추출하는 소프트카피(Soft
Copy)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소프트카피 기술이 하드카피 기술을 대체하
고 있는 추세이다. 하드카피 방법은 60%이상 면적이 겹쳐지는 두 항공
사진을 도화기에 걸어, 도화사가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일정 간격의 고
도값을 추출하는 것이다. 소프트카피 방법은 수치사진측량학(Digital
Photogram m etry)이라 하기도 하는데, 항공사진을 정밀하게 스캐닝하여
도화시에 필요한 요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입체안경 등의 부대장비를
<표 3- 9> 국립지리원의 수치고도모형 격자간격(안)
수치지형도 축척
격자간격

1/1000

1/5000

1/25000

직각좌표계

2m×2m

5m×5m

25m×25m

경위도좌표계

0.1"×0.1"

0.2"×0.2"

1.0"×1.0"

23) 국립지리원, 1998, 국가고도자료 구축연구(I), 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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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모니터상에서 고도값을 추출하거나,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여 고
도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3) 위성자료의 활용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고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지역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한 쌍의 입체영상이 필요한데, 이는 항공사진을 이용하
는 원리와 같다. 이 방법은 두 영상상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물체가 위치
하는 영상좌표와 위성의 위치를 이용해 지표면의 높이를 산출한다. 위성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의 장점은 해상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정확도를
갖는 수치고도모형을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또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위성에서 고도추출에 필요한 입체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은 위성이
지나가는 길(Track)을 따라 앞 뒤로 촬영하는 Intrack방식과 한 지역을
두 번 지나가면서 좌 우로 촬영하는 Cross Track방식이 있다. Intrack방
식의 위성은 러시아의 TK-350, KFA-1000, MK-4 등 카메라로 지상을 촬
영하여 필름자료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고, 센서로 수치영상을 송신하
는 방식은 독일의 MOMS-2가 있지만 현재는 자료공급이 안되고 있다.
프랑스의 SPOT과 인도의 IRS-1C는 Cross Track방식에 해당하는데, 센서
를 좌우로 5o～45o까지 기울여 영상을 촬영한다. Intrack방식은 스테레오
영상의 촬영시간 차이가 10여초 이내여서 두 영상을 매칭하기 쉽고 수치
고도모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필름을 스캐닝해야 하는 단점이 있
고, Cross Track방식은 센서의 각도를 마음대로 조정하여 원하는 지역을
촬영할 수 있으나 스테레오 영상의 촬영시간과 색조의 차이가 큰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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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고도모형 제작방법 비교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수치고도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원시자료나 자
료처리 기술측면에서 비교적 손쉽고 안전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국가
GIS사업에서 제작되었거나 ' 99년까지 완성될 수치지형도는 1/ 1000이
14,349도엽, 1/ 5000이 11,985도엽, 1/ 25000이 159도엽으로서 원시자료가
되는 수치지형도의 양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도엽간의 인접처리나 건물
및 도로에 가려진 부분의 고도값에 대한 보완처리가 필요하다.
항공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정밀한 수치고도모형을 추출할 수 있
는 방법이다. 그러나 작업량이 많고, 하드카피 방법의 경우 도화사의 숙
련도와 고가의 장비, 소프트카피의 경우 스캐닝 기술 등이 문제된다.
1/ 5000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하는 항공사진은 축척이 1/ 20000으
로서 사진 한 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21.16㎢이다. 이에 비해 SPOT 위성
영상은 1scene이 3,600㎢를 커버하는데 단순하게 영상 한 장의 면적을
비교하더라도 항공사진의 170배에 달하는 면적의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
할 수 있다.
위성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항공사진의 소프트카피 방식과 동일한 원
리이나, 기하모델 구성작업이 좀더 쉽고 한번에 넓은 지역의 자료를 추
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10m 이하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정밀한 자료생산이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수치고도모형 추출에 사용하는 원시자료로서 항공사진과 위
성영상을 비교하면 <표 3-10>과 같다. 현재 수치고도모형 추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SPOT Pan 자료는 수평 위치정확도 10m 이내 수직 위치
정확도 20m 이내로 축척 1/ 50000 지형도 수준의 고도를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다24) .
이상의 세 가지 방법은 각기 장단점이 달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
2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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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0> 수치고도모형 제작에 사용하는 항공사진과 위성영상의 비교
자료

항공사진

항목

인공위성영상

촬영고도

5,000m 이하

220km ～ 900km

촬영주기

1-5년

최소 1-3일

해상도

일반적으로 1m 이하

상업적으로 1m 이상가능

촬영폭

1km-10km

8km-22km(1m 해상도)
50km-300km(5m보다 낮은 해상도)

촬영방식

카메라 방식

카메라 방식
디지털 센서 방식

스테레오
생성방식

비행축으로 60%-80% 겹치
도록 촬영

Intrack 방식
Cross track 방식

투영방식

중심투영

다중중심투영방식(spot등)

지도제작
가능축척

최대 1:1,000

최대 1:5,500

을 선택해야 한다. <표 3-11>은 수치고도모형을 제작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수치
고도모형을 실험제작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SPOT Pan보다 공간해상도가
좋은 IRS-1C로서 위성자료의 공간해상도에 따라 얼마다 더 정확한 수치
고도모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증명하고, 앞으로 보급될 1-2m 고해상도
위성자료의 활용성을 사전분석하고자 한다.

2) 위성자료를 이용한 수치고도모형 제작

(1) 사용자료 및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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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1> 수치고도모형 제작방법의 비교
제작방법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하드카피

소프트카피

도화기 또는
해석도화기

스캐너
대용량
자료저장 장치
항공사진 처리
소프트웨어

비교항목
소요장비
및
소프트웨어

CAD, GIS
소프트웨어
변환프로그램

위성영상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처리
소프트웨어

정확성

지도에 의존

아주 좋음

좋음

비교적 좋음

자료형태

수치자료

필름

수치자료

수치자료

자료처리

자동

수동

자동, 반자동

자동

12,144 도엽
(1/ 5000과
1/ 25000을 사용할
경우)

3,200-320,000 장

400-3,120 Scene

2m (1/ 1000)
10m (1/ 5000)
25m (1/ 25000)

10㎝-30m

10㎝-30m

2m-

40 Gigabyte
- 2.5 Terrabyte

-

260 Gigabyte
- 640 Terrabyte

40 Gigabyte
- 2.5 Terrabyte

지상기준점
정확도
스캐닝 기술

지상기준점
정확도
영상의 품질

자료량
(남한전체)
고도추출
격자간격
데이터
베이스량
제약사항

고도값의 보간법
타 레이어로
가려진 부분 보완

도화사의
숙련도

가. 사용자료의 특성 및 현황
수치고도모형 제작을 위한 실험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기존에 많이 활
용되던 SPOT Pan (공간해상도 10m )보다 공간해상도가 5m 25)로 더 좋은
IRS-1C Pan 위성영상이다. IRS(Indian Rem ote Sensing) 위성은 인도의
위성으로서 프랑스의 SPOT에 비교해 볼 때 자료 공급측면에서 안정적이
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판되는 위성영상으로
25) 위성에서는 5.8m 공간해상도로 자료를 취득하나 5m로 재배열(resampling)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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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간해상도가 가장 좋다. 이제 곧 IRS-1C Pan과 비슷한 해상도를
지닌 우리 나라 위성이 발사되고 세계적으로는 1m 내지 2m 위성영상이
상용화될 예정이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IRS-1C Pan 영상을 선정하였다.
IRS-1C 위성의 P (Panchrom atic) 모드는 녹색, 적색, 근적외선(0.50㎛～
0.75㎛)에 해당하는 분광대역을 흑백으로 촬영하며, 높은 공간해상도에도
불구하고 촬영면적이 70㎞×70㎞로 매우 넓다. 그러나 방사해상도가
6bit (64 level)밖에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고도추출을 위해서는 동일지역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두 개의
위성영상이 필요한데, IRS-1C 위성은 Cross Track방식의 스테레오 촬영
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제공하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원래 스테레오로 촬영된 영상은 아니며, <그림
3-12>와 같이 안양을 포함한 경기도 남부지역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두
개의 영상을 이용하였다. 좌측하단의 자료는 ' 97년 3월 11일에 촬영한 영
상이고 우측상단의 자료는 ' 96년 11월 16일에 촬영한 영상이다.
나.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고도모형을 제작하는 절차는 <표 3-12>와 같
다. 자료수집, 기하모형 구성, 모형점검, 고도추출, 정확도검사, 좌표계등
록 등의 순서에 따른다.

① 준비단계
동일한 지역을 다른 각도로 촬영한 두 개의 영상과 촬영당시 위성의
위치좌표, 자세정보 등 영상의 헤더(Head er, 위성자료에 대한 정보화일)
가 필요하다. GPS측량이나 지도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지
점(지상기준점, Ground Control Point)의 3차원 좌표를 10점 이상 준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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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2> 수치고도모형 제작에 사용한 위성자료

② 기하모형 구성 및 점검
두 영상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접합점(Tie Point)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정하여 영상이 서로 매치(Match)될 수 있도록 하며, 두 위성과 지상
물체간의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의 헤더정보와 지상기준점을
토대로 기하모형을 구성한다. 구성한 기하모형을 통해 검사점(지상기준
점 외에 좌표를 알고 있는 점)의 좌표를 계산하여 보아 정확도를 검사하
고, 만족하는 수준의 정확도에 이를 때까지 반복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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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2> 위성자료를 이용한 수치고도모형 제작과정
분 석 단 계

준비단계
자 료 수 집

기하모형구성

기하모형
구
성
모 형 점 검

세 부 작 업

비고

스테레오 위성영상 준비
촬영당시의 위성정보 확인
지상기준점(GCP) 수집
위성자세정보 입력
지상기준점의 3차원 좌표 입력
두 영상의 공통점 매칭

두 단계간
반복작업

두 위성과 지상간의 3차원 모형
정확도 점검
에피폴라 기하형성

고 도 추 출

수치고도
모형생성

정 확 도 검 사

좌 표 계 등 록

기하모형을 통한 각 지점의 고도값
계산
두 단계간
반복작업
고도값 보간 후 육안검사
지도와 비교검사

일정한 간격의 고도값 생성
지도 좌표계로 등록

③ 수치고도모형 생성
구성한 기하모형을 통하여 각 지점의 고도를 계산하고, 지도와 비교하
여 정확도를 검사한다. 이 때 영상 매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두 영상중 하나의 영상을 변환하여 에피폴라 기하를 형성하여 고도를 추
출한다. 고도값 추출후에는 누락된 지역과 정확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
해 수정보완한다. 정확도를 검사한 고도값에 지도좌표를 부여하여 일정
간격의 고도값을 지니는 수치고도모형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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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양시 수치고도모형 제작

안양시의 수치고도모형 제작에 사용한 IRS-1C자료의 헤더는 EOSAT
Fast form at (BSQ Version C)으로서, 영상자료의 츼득일자, 센서 등 일반
적인 내용과 전처리수준, 영상의 좌표와 투영, 그리고 위성의 궤도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도로부터 구한 35개의 지상기준점과 두 영
상에서 뚜렷이 확인되는 10개의 접합점을 이용하였고, 10개의 검사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평 위치오차는 평균 4.7m (0.94 화소)이다. 추출한 고
도값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GIS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및
표고점과 비교한 결과 수직 위치오차는 평균 6.3m로 나타났다. 정확도
검사에 사용한 수치지형도는 1/ 5,000 7도엽이다.
<그림 3-13>의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안양시의 수치고도모
형이다. 우리나라 1/ 25,000 수치지형도는 묘사의 최대허용범위가 평면은
10m, 등고는 5m 로서, IRS-1C Pan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한 수치고도모
형은 1/ 25,000 지형도 수준을 어느정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 수치고도모형의 활용
수치고도모형은 지형지세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기초적으로 활용하는
자료이다. 수치자료를 다양하게 표현하여 고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쉽게 구분하고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지면이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
내는 사면경사(Slop e), 지면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사면방향(Asp ect)
등 주변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
형에 관한 공간분석과 다른 자료와의 상관분석 등에 두루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림 3-13>의 (b)는 안양시 수치고도모형을 이용하여 사면경사를
계산하여 10도 간격으로 나타낸 그림이며, (c)는 사면방향을 45도 간격으
로 나누어 표현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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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3> 안양시 수치고도모형과 응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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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고도모형은 공간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GIS 소프트웨어에는 고도자료를 통해 음영기복
도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는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지표면의 밝고 어두움이 나타나도록 하는 3차원 지도로서, 색상표
현 기법을 통해 음영기복도 위에 각종 주제도를 겹쳐서 표현하면 한꺼번
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14>는 안양시의 음영기복도
이며 <그림 3-15>는 음영기복도 위에 Land sat TM과 IRS-1C 위성영상을
병합하여 얹은 3차원 지도로서, 여러 가지 지형지물의 모습, 위치, 지형
과의 관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도로, 댐, 공항 건설 등의 토목사업 시 토공량을 계산하고 공사전과 공
사후의 3차원 모형을 비교하여 공사설계에 활용하며, 능선과 골짜기를
찾아 유역을 설정하고 물이 흐르는 경로와 모이는 곳을 파악하여, 홍수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수질보전 및 오염분석에 활용한다.
최근에 통신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PCS 등 이동통신 업계는 주
요 도시에 대해 대형 건물의 높이까지 고려한 수치고도모형을 구축하여
전파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수치고도모형은 GIS분석시에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로서 활용도가 매
우 높고 분석도 편리해서 사용자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
4) 수치고도모형 제작을 위한 위성자료의 활용성

(1) 장점
가. 넓은 지역의 고도를 한번에 추출함
1/ 5000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하는 항공사진은 축척이 1/ 20000
으로서 사진 한 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21.16㎢이다. 이것에 비해 IRS-1C
위성영상은 하나의 자료가 4,900㎢을 커버한다. 두 사진(영상)이 겹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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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4> 안양시 3차원 음영기복도

<그림 3- 15> 안양시 3차원 위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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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의 비율을 크게 고려하지 않더라도 한 번의 자료처리로 훨씬 더
넓은 면적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기하
모형을 구성(항공사진의 경우 표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절감
할 수 있다.

나. 고가의 장비없이 자동으로 처리함
위성영상으로 수치고도모형을 추출하는 것은 도화기 등 가격이 비싸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장비 없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처리가능하다.
물론 성능 좋은 컴퓨터와 전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만 항공사진을 이
용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
능을 많이 갖추고 있으므로 중 초급 기술자가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2) 한계점
가. 해상도의 한계
한계점으로는 해상도의 문제가 있는데,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하는 수
치고도모형의 해상도와 수평 위치오차는 원자료인 위성영상의 해상도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5m IRS-1C Pan 자료를 이용한 경우 5m 보다 더 자
세한 수치고도모형을 추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위성영상으로부터 추
출하는 수치고도모형에 대해 수평 수직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5m 이하의 고해상도 입체영상도 실용화단계에
있으므로 해상도의 한계는 점차 극복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건물높이 정보 필요
흔히 말하는 고도자료는 지형에 대한 높이 정보를 말한다. 그러나 통
신분야 등에서는 복잡한 도시지역의 건물높이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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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는 건물높이에 대한 정보를 위성영상에서 취득하기는 어려웠으나,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향후 건물형태와 높이를 자동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실용적
이고 활용도가 높은 수치고도모형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수치정사영상 제작 및 활용
수치정사영상은 정사투영영상(正射投影映像)이라고도 하며 높이차나
기울어짐 등 지형으로 인해 생긴 기하학적인 왜곡을 제거하여, 모든 물
체를 수직으로 내려다 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변환한 영상을 말한다. 수
치정사영상은 기호화된 지도와는 달리 지표의 모양과 색상을 사실 그대
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지도의 배경이 되는 바탕지도로서 이용되며, 수
치지형도에 아직 반영되지 못한 최신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수치정
사영상은 수치고도모형과 함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나라에서 국가공간
정보기반을 구성하는 주요 기초자료이기도 하다.

1) 수치정사영상 제작방법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지상을 촬영한 항공사진이나 위성
자료 등의 영상자료와 이 영상을 보정할 고도자료가 필요하다. 영상자료
는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치(Digital)형태가 필요하므로 사진의
경우는 스캐닝하여 이용하고 수치로 기록된 영상자료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고도자료는 수치고도모형을 이용하면 된다.

(1) 항공사진의 활용
항공사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진을 수치형태로 바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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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확대율, 색조, 스캐닝 방법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품질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영상에 보이는 지형지물의
축척과 위치를 바로잡는 과정을 편위수정(Differential Rectification)이라
하는데, 이 때에는 영상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지상기준점과 촬영되면
서 생긴 각 지점의 변위를 수정하기 위한 고도자료를 사용한다. 고도자
료는 위성자료를 이용한 수치고도모형 제작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
하여 사용한다.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수치정사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고가의 스캐너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며,
여러 장의 항공사진을 표시가 안나고 정보에 누락이 없도록 연속적으로
이어 붙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위성자료의 활용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수치정사영상을 만들 때에는 필름형태의 위성자
료보다는 수치형태로 된 위성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위
성영상을 이용하는 것은 비행기보다 안정된 자세에서 촬영하므로 위치적
인 왜곡을 보정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편위수정 과정에서는 위
성의 자세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영상의 헤더파일과 수치고도모형을 이용
하며 지상기준점으로 보완한다. 위성영상은 항공사진을 이용하는 경우보
다 자료처리가 간단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상도 측면에서 항공사진보다 정
밀하지 못하여 축척의 한계가 있다.

2) 위성자료를 이용한 수치정사영상 제작
(1) 사용자료 및 제작방법

실험제작에 사용한 자료는 수치고도모형 제작과 동일한 IRS-1C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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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이며, 수치고도모형과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서로 순
차적으로 연계되므로 같은 자료로 두 가지 공간정보를 생산한다. 수치정
사영상은 깨끗한 위성영상과 정확한 수치고도모형이 준비되면 컴퓨터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데, <표 3-13>과 같
이 자료준비, 자료보정, 편위수정의 과정을 통한다.

(2) 안양시 수치정사영상 제작

안양시의 수치정사영상은 앞서 제작한 수치고도모형과 IRS-1C Pan 위
성영상을 이용하였다. 안양037(축척 1/ 5000) 수치지형도의 건물, 도로 등

<표 3- 13> 위성자료를 이용한 수치정사영상 제작과정
분 석 단 계
준비단계

자 료 수 집

고해상도 위성영상 준비
지상기준점(GCP) 수집
수치고도모형 생성 또는 준비

자 료 보 정

기하보정
복사보정
잡음제거

자료보정
보 정 점 검

편 위 수 정

수치정사
영상생성

세 부 작 업

비고

두 단계간
반복작업

기하보정의 정확도 점검

수치고도모형을 이용한 축척과
거리 등 왜곡의 편위수정

정 확 도 검 사

수평 위치정확도 검사
지도와 비교검사

수치정 사영상

일정 도곽의 수치정사영상
생성

두 단계간
반복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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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6> 지상기준점만으로 보정한 영상(좌)과 수치정사영상(우)

을 기준으로 35지점에 대한 정확도를 검사한 결과 수평 위치오차는 평균
10.2m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한 수치고도모형 자체
가 안고 있는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수치지형도의 등고선으로부터 추출
한 수치고도모형을 이용한 결과 수평 위치오차는 평균 4.9m 로서 정확도
가 향상되었다. 따라서 5m 공간해상도의 위성자료로 약 1/ 25000 수준의
영상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16>은 일반적으로 지상기준점만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정한 경
우와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하여 정사보정을 수행한 경우를 비교한 것이
다. 가운데의 십자표시는 동일 좌표를 나타내는 지점인데, 수평거리로 약
20m 차이가 있어 수치정사영상 제작의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다.
실험제작한 안양시의 수치정사영상(그림 3-17의 b)는 기호화된 지도와
다르게 여러 가지 지형지물을 실제모습과 유사하게 볼 수 있으며, 기존
에 지상기준점만으로 보정한 영상보다 위치정확도가 높은 영상지도이다.
<그림 3-17>의 (a)는 수치지형도에서 건물과 도로레이어만을 추출하여
표현한 안양시의 모습이며, (b)는 안양시의 수치정사영상으로서 지도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실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정

<그림 3-17> 안양시 수치지형도(a)와 수치정사영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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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지상기준점과 수치고도모형을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치정사영
상의 기본 재료가 되는 지상기준점과 수치고도모형의 오차는 그대로 수
치정사영상에 반영되므로 정확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다음은
자료처리에 대한 것으로 편위수정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
상에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를 바로잡는 과정인 편위수정은 컴퓨터가 복
잡한 계산을 수행하야 하므로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적절한 기
법을 사용해야 하며 계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3) 수치정사영상의 활용
(1) 바탕지도 및 참조지도로 활용
<그림 3-18>의 (a)는 안양시 수치정사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등고선을
나타낸 그림으로서 복잡한 여러 가지를 도식화하여 복잡하게 나타낸 도
면과 달리 한눈에 등고선과 주변지역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18>의 (b)는 수치정사영상과 지적도를 겹쳐 나타낸 그림으로서 도로와
담장을 따라 구획된 지적경계선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행자부에서도 인접한 지적도면의 접합을 위해 인력과 비용이 많
이 소요되는 현지측량의 대안으로서 수치정사영상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
구하고 있다. 수치정사영상을 지적도 축척과 동일하게 기존 지적도와 대
조함으로써 현지와 부합되는 보다 정확한 접합선을 결정할 수 있다. 실
제로 창원시에서는 시지역은 수치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시외곽지역에 대
해서는 대공표지를 설치한 후 촬영한 항공사진으로 수치정사영상을 제작
하여 지적경계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수치정사영상은 바탕지도 및 참
조지도로 활용할 수 있다.

(2) 수치지형도의 갱신

<그림 3-18> 안양시 석수동 일대의 수치정사영상과 등고선(a), 지적경계선(b)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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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실험제작한 수치정사영상은 1/ 25000 지형도와 상응하는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1/ 25000 보다 소축척 지형도를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안양시는 시 지역이므로 1/ 5000 수치지형
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수치지형도 갱신에 대한 실험은 축척 1/ 5000인
안양037 도엽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3-19>는 수치지형도 갱신에 사
용한 안양 037의 일부지역에 수치지형도를 중첩하여 표현한 그림이다.
안양037은 95년 4월에서 96년 1월 사이에 수정도화된 것이다. 수치정
사영상 제작에 사용한 위성영상은 ' 96년 11월에 촬영되었으므로 그 사이
에 변화된 정보를 반영하여 수치지형도의 갱신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20>의 파란색 선은 아직 수치지형도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새로 입
력한 것으로서 (a)는 제2경인고속국도의 도로중심선을, (b)는 새로 생긴
건물경게를 나타내고 있다.
수치지형도의 갱신 작업을 수행한 결과 수치정사영상으로 건물, 도로
레이어의 갱신이 가능하며, 향후 공간해상도 좋으면서 여러 개의 밴드를
갖는 칼라 영상이 시판될 경우 지류 등 더 많은 레이어를 갱신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치정사영상 제작을 위한 위성자료의 활용성
(1) 장점
가. 많은 양의 정보를 사실에 가깝게 표현함
수치정사영상은 사진의 형태이면서 지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기호
를 확인해 가면서 해석해야 하는 지도와 달리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지
형지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일반 지도에 표시하는 정보량은 비용에
비례하지만 수치정사영상은 같은 가격으로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을
지도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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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 수치정사영상과 수치지형도의 중첩(안양037의 일부)

(a )

(b )

<그림 3- 20> 수치정사영상을 이용한 수치지형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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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지도제작
항공사진촬영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북한과 같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
의 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계획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사용한다.
SPOT(10m )자료는 1/ 50000, IRS-1C(5m )자료는 1/ 25000, KVR-1000(2m )자
료는 1/ 10000수준의 지도제작이 가능하다.
다. 신속하게 지도를 갱신
지도가 제작된 지 오래되어 현재의 상황파악이 어려운 경우 PC와 소
프트웨어를 이용해 지도를 갱신하여 최신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인
공위성 영상자료는 1달 이내의 주기로 최신자료를 제공하므로 신속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활용성이 높다.

라. 다양한 형태의 지도제공
수치정사영상은 래스터형태 그대로 GIS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도 하지만 스크린 디지타이징이나 자동추출기법을 이용해 벡터형태의 자
료를 만들고, 지도학적인 강조처리를 하여 종이지도로 제작할 수 있다.

(2) 한계점
가. 건물이나 그림자 등에 가려지는 부분의 정보 누락
수치정사영상은 건물 뒤의 도로나 그림자 속의 지형지물 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영상을 이용해 보완하는 영상처리
기법이 필요하다. 또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와 분광해상도에 따라서 물
체간 식별이 어렵기도 하다.

나. 토지이용 해석의 어려움
영상에서 토지이용을 해석하고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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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범례를 가지고 있는 지도가 편리할 때가 있기도 하다. 현재는 수치
정사영상 제작에 해상도가 좋은 흑백영상을 주로 이용하지만 향후 칼라
고해상도 영상이 시판되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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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간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위성 자료 활용방안

1. 위성자료의 활용성
1) 공간정보 생산을 위한 위성자료의 활용성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현황도, 수치고도모형, 수치정사영상 등
의 공간정보를 생성하여 본 결과 공간정보의 종류에 따른 위성자료의 활
용성이 <표 4-1>과 같이 분석되었다. 사용되는 위성자료의 종류와 분석
절차 및 방법은 생성하고자 하는 공간정보에 따라 다르다.
토지이용현황도를 제작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중분광
위성영상인데, 현재 공급되고 있는 위성자료로는 축척 1/ 50000 수준
의 지도제작이 가능하다. 토지이용현황도를 제작하는 원시자료로서
위성자료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넓은 지역에 대해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성영상의 해상도로 인해 축
척의 한계가 있으며, 분석자나 분석방법에 따라 분류정확도의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토지이용현황을 살피고 공간적
으로나 시간적으로 토지이용현황을 비교할 때에 위성자료를 활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
수치고도모형은 동일지역을 다른 각도로 촬영한 스테레오 위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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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 공간정보 종류에 따른 위성자료의 활용성
공간정보
항목
활용분야

토지이용현황도

수치고도모형

수치정사영상

·거시적 토지이용계획
·지형지세 파악
·토지이용 시계열 분
·토목공사, 통신사업
석

·지도제작 및 갱신
·바탕지도

·1/ 50000 이하

·1/ 50000 ～ 1/ 10000

지도제작시
가능축척

·1/ 50000 ～ 1/ 25000

('98.12.현재)
·SPOT Pan, IRS-1C
Pan, KFA-1000,

위성자료
종

류

·Landsat, SPOT XS,
JERS-1 OPS

Radarsat

·SPOT, IRS-1C Pan,
KFA-1000, KVR-1000

·발사예정 : IKONOS,
·발사예정 : IKONOS,
OrbView-3,
Quick
OrbView-3,
Quick
Bird
Bird
·없음
(수치고도모형 제작시

자료비용
(남한전체)

·약 7천만원
(30m Landsat TM)

·약 3억5천만원
(10m SPOT Pan)

사용한 영상을 활용)
·고해상도 영상 사용
시 약 80억원
(1m IKONOS Pan,
발사예정)

장

점

·넓은 지역에 대해 빠 ·넓은 지역에 대해 고 ·수치고도모형을 활용
르게 분석
하여 자동생성
도값 자동추출

단

점

·축척의 한계
·분석 편차가 큼

·정확도 확보 어려움

·확립

·해상도 20m까지 기술
·1/ 10000 이상 대축척
확보
지도제작으로 기술확
·현재 해상도 5m까지
산
가능

기술현황

·건물 등에 가려진 부
분에 대한 정보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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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필요하다. 고도를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위성영상은 여러
가지가 공급되고 있으나, 양질의 영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위성은
많지 않다. 현재 고도추출에 사용가능한 위성영상의 최고 해상도는
5m 26)로서 축척 1/ 25000 정도의 지도제작이 가능하다. 수치고도모형
을 제작하는 데에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넓은 지역의 자료를 한
번에 추출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수치정사영상은 정확한 수치고도모형과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서
제작할 수 있다. 현재 공간해상도가 2m 에 이르는 위성영상이 공급되
고 있으므로 축척 1/ 10000 이상의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1m 공간해상도를 지닌 영상이 시판될 경우 1/ 5000에서
1/ 2400 축척의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할 경우 정사보정, 색조정합 등 자료처
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축척에 부합하는 칼
라 영상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고해상도 영상과 다중분광 영상을 병
햡하여야 칼라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림자에
가려진 부분의 정보가 누락되는 단점이 있다.

2) 위성자료의 활용방안 및 제언

위와 같이 토지이용현황도, 수치고도모형, 수치정사영상 등 세 가지의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일
반적인 경우에 위성자료는 주기성, 신속성, 광역성의 특징을 살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보취득
26) 러시아 위성 KFA-1000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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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가 불가능하고 지도가 제작되지 않은 지역은 다중분광 위성자
료로 토지이용현황, 임상분포, 대기 및 수질환경 등을 분석하고, 고해상
도 스테레오 위성자료로는 축척 1/ 50000～1/ 5000 지형도를 제작하여 각
종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속한 상황대처
홍수나 산사태 등 갑작스런 재해가 닥쳤을 때에는 가장 최신의 위성자
료를 신속하게 구하고 빠르게 분석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
구할 수 있다. 또 토지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나 간척사업 등
으로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위성자료로 지도를 갱신하
여 사용할 수 있다.

넓은 지역에 대한 자료구축
한반도 전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등 넓은 지역에 대해 자세하지는
않지만 빨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로망도나 토지이용현황도 등 전국단위의 자료를 구축하는 데는 소축척
이더라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위성자료를 이용할 경
우 수개월 이내에 자료구축이 가능하다.

정성적 해석과 자료의 시각화
위성자료는 사람이 지상을 보는 형태와 유사한 자료이므로 눈으로 판
단하고 시각적인 관계를 파악할 시에 유리하며, 영상처리기법이 날로 발
달하여 일반인이 보기에 쉬우면서도 예술적인 요소까지 가미한 프리젠테
이션 용도로 활용하기 좋다.

특정 시기와 지역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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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나 바다, 여름이나 겨울, 과거와 현재 등 원하는 지역과 시기의 영
상자료를 구입하여 공간분석, 시계열분석을 수행하기에 유리하다. 여러
지역과 시기의 자료를 구하다 보면 자료마다 축척과 구축방법이 달라 일
관성 있는 분석을 하기 어렵지만, 종류가 같은 위성자료를 구입하여 분
석자의 관심사항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면 신뢰성 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다양한 분석
위성자료를 한 번 구입하면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다중분광 위성자료와 고해상도 스테레오 영상을 모두 구비하
면 토지이용현황도, 도로망도, 임상도 등 10가지 이상의 주제도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몇 가
지 제약이 있으며, 앞으로 위성자료를 활발히 활용하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요건이 있다.

국산 위성자료 필요
현재 우리 나라에는 상용화된 탐사위성이 없어 위성자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며, ' 99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다목적 위성 아리
랑 1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리랑 1호 위성자료가 실험단계를
거쳐 안정적으로 자료를 공급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촬영폭이나 공간해
상도 측면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편이다. 좋은 품질
의 위성자료를 싸고 손쉽게 구득할 수 있도록 국산 위성자료가 필요하
며, 이를 위해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확한 지상기준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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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좋은 위성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위성을 제작하는 기술에 의존
하지만 일단 촬영된 똑같은 영상이라도 자료처리 기술에 따라 정확도가
수㎝에서 수백m까지 차이가 난다. 영상에 정확한 좌표를 부여하기 위해
서는 보정시에 사용하는 지상기준점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는 GPS 등의
최신 측량기술로 해결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지상기준점 자료를 축척
해 나가야 한다.

위성자료 활용에 대한 보안대책 및 제도기반 확보
우리 나라는 지도와 항공측량에 대해 제한이 많으므로 국내의 자료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외국에서 국내의 위성자료를 제약없
이 제공하고 있어 국내 사용자들이 혼란한 상태에 있다. 수 년내에 항공
사진에 버금가는 위성영상이 공급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안대책과 제도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위성영상처리 소프트웨어는 거의 외국산이며,
국산 소프트웨어가 몇 가지 개발되기는 했으나 실험수준에 그쳐 분석용
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GIS사업 기술개발분과에서 영상
처리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바, 위성이나 센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적게 소
요되는 소프트웨어 부문에 중점을 두어 단 한가지라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기술을 확보하고 상품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2.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위성자료 활용방안
일반적인 공간정보 생산측면에서 위성자료가 갖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
하고 국가공간정보기반(N SDI)의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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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자료는 국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유
지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1) 프레임워크 데이터 구축

우리나라의 프레임워크 데이터 선정안(案) 중 표고자료의 수치고도모
형(DEM)이나 수치정사영상은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검
토하여야 한다. 수치고도모형은 위성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현재 시판되는 자료로는 만족할 만한 정확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우선은 국가GIS사업에서 구축한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수치고도모형을
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다 정밀한 수치고도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앞
으로 시판될 1m 이하의 고해상도 위성자료와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국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항목 중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은 수치정사영상 부문이다. 수치정사영상을
구축하는 데에는 지역적 여건과 자료의 최신성을 고려하여 항공사진을
수치화하는 방법과 위성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치정사영상은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표고점, 수계레
이어에서 추출한 수치고도모형과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스캐닝한 항공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치정사영상의 공간해상도
는 <표 4-2>와 같이 도시 및 농촌지역은 2m , 산악지역은 25m 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치지형도의 도곽경계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국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프레임워크
데이터로서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표준화의 내용은 데이터
모델, 내용표준, 수집/ 입력표준(자료의 질, 전송표준, 좌표체계), 메타데이
터가 포함되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아 활발하게 유통 활용할 수 있

는 표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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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 수치정사영상의 공간해상도 및 제작수량
공간해상도

해당 축척

대상지

도엽수

2m

1:10000

도시 및 농촌지역

2,974 매

5m

1:25000

산악지역

159 매

계

*

3,133 매

* 1/ 5000 수치지형도 도엽수 (11,895 매)의 4분지 1

2) 수치지형도 갱신
두 번째로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은 수치지형도의 갱신부문이다.
최신성에 대한 사용자 요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충족시킬 방안이 필
요한데, 기 구축된 수치지형도를 갱신하는 방안으로서 고해상도 위성자
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치지형도를 빠르게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자동갱신 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수치지형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간자료를 갱신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공간정보 유통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분야는 매우 많지만 기상, 해양, 토지이용, 식생,
수문, 농업, 지질 등의 분야에서 위성자료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 여러 가지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생산하
는 위성영상 관련 공간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유통하여, 정보생산에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국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나 프레임워크 데이터
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지만, 위성자료로부터 생산된 많은 공간정
보들에 대해 위상과 관계를 정립하여 이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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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분야에서 주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들
은 공간정보유통기구의 개별적인 노드가 되어 계속적으로 정보를 공급하
여야 할 것이다.
비단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뿐만 아니라 유통체계, 협력체계, 표
준화, 그리고 이들의 바탕이 되는 제도 등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는
데 구비되어야 할 요소가 많다. 위성자료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
다. 위성자료와 그로부터 생산된 각종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유통하고
생산된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구축이라는 커다란 틀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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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GIS사업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공간정보를 생산하는데
원천자료가 되는 위성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 연구
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현황조사를 통해 위성자료로부터 생산되어 활용도가 높
은 공간정보의 항목을 도출하고 직접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공간정보기
반을 확충하는데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
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위성자료를 접해보지 못한 일반 사용자들이 위성자료의 활용분
야, 구입 및 분석방법, 산출된 공간정보의 유용성 및 한계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위성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구축
방법에 있어 위성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와 이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셋째, GIS분야에서 위성자료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위성자료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한계사항과 적용방법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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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위성자료를 공간정보의 하나로 인식하고 그로부터 생산되는 자
료 역시 공간정보라는 것이다. 둘째, 위성자료만으로는 완벽한 결과를 얻
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 활용분야나 정
확도가 다르며, 한계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위성자료나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쉽게 접할 수는 없는 현실이
다. 이 연구에서 GIS분야에서 위성자료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위
성자료를 많이 구입하고 분석도구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
니다. 다만 어떤 지도나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 제작방법이 편리
하고 좋은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위성자료를 활용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근거자료를 제
시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성자료로부터 생산되는 많은 정보들을
한 번의 분석에 그치지 말고 좀더 많은 사람이 이를 접하고 공동활용함
으로써 효과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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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성영상자료 현황

국가

인공위성 감지기(모드) 밴드수

분광대

공간해상도 촬영주기

Meteosat

VIS,IR,WV

3

0.4-12.5㎛

2.4㎞

30분

GOES

VISSR

2

0.55-12.6㎛

0.9/ 6.9㎞

30분

NOAA

AVHRR

5

0.58-12.5㎛

1.1/ 4㎞

12시간

NIMBUS

CZCS

6

0.43-12.5㎛

0.825㎞

17일

MSS

4

0.5-1.1㎛

79m

TM

7

0.45-12.5㎛

30/ 120m

SeaWifs

8

0.402-0.885㎛

1.6㎞

Pan

1

0.45-0.90㎛

1m

Multi

4

0.45-0.90㎛

3.28m

Pan

1

0.45-0.90㎛

1m,

Multi

4

0.45-0.90㎛

4m

Pan

1

0.45-0.90㎛

1m

Multi

4

0.45-0.88㎛

4m

KVR-1000

Pan

1

0.51-0.76㎛

2m

TK-350

Pan

1

0.51-0.76㎛

10m

HRV(XS)

3

0.50-0.89㎛

20m

HRV(P)

1

0.51-0.73㎛

10m

ATSR(IRR)

4

1.6-12.0㎛

1-2㎞

16/ 18일

Landsat
미 국

SeaStar*
QuikBird*

1-5일

3일

OrbView-3*

3일

IKONOS*

러시아

프랑스

유 럽

8-10일

SPOT

연 합

ERS-1
ERS-2

캐나다

Radarsat

5-26일

AMI(SAR)

SAR

5.7cm
C band

26.2-30m

5.6cm
C band HH

10-100m

96분
44일

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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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위성

감지기

밴드수

분광대

공간해상도 촬영주기

VTIR

4

0.5-12.5㎛

0.9/ 2.7㎞

MESSR

4

0.51-1.10㎛

50㎞

OPS

8

0.56-2.46㎛

20m

23cm
L band HH

18m

1

0.5-0.75 um

1.25㎞

1

10.5-12.5 um

5㎞

LISS-I

4

0.45-0.86㎛

72.5m

LISS-II

4

0.45-0.86㎛

36.25m

Pan

1

0.5-0.75㎛

5.8m

LISS-III

5

0.52-1.70㎛

23/ 70m

WiFS

2

0.62-0.86㎛

188m

MOS-1

일 본

17일

JERS-1
SAR

GMS-4

44일

VISSR

1시간

IRS-1A&B
인 도
IRS-1C

22일

주) *표는 발사할 예정인 인공위성임

24일

부 록 109

2. 토지이용 분류체계
1) 국립지리원 발간 토지이용현황도의 분류체계

대분류

소 분 류
1. 수리안전답

논

대분류

취 락

2. 수리불안전답

소 분 류
22. 취락
23. 시가지

3. 경지정리 안전답
4. 경지정리 불안전답

공업지

24. 공업지구
25. 염전

5. 보통작물

26. 양어장

6. 특수작물

27. 양식장

7. 채소

밭

8. 묘목
9. 포푸라

산 업
시 설

10. 대밭

28. 광산
29. 채석장
30. 정기시장
31. 관정 및 우물

11. 뽕밭

32. 양수장
33. 주유소
34. 관광지구

12. 사과
13. 배

휴양지

36. 골프장

14. 복숭아

과 수

15. 포도
16. 밤

자연 및

17. 감

문

18. 밀감

보존지구

화

19. 목초지

임 지

35. 온천

20. 성림지
21. 미성림지

37. 국·도립공원
38. 문화재

39. 묘지

기 타

40. 매립지
41.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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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지목분류
지

목

지정내용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
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
하는 토지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

과 수 원 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는 "대"로 함).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

목장용지 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
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임

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
지·황무지와 간석지등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광 천 지 (온수·약수·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
설의 부지 제외)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

전 물의 부지(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

염

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 제외)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

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
공장용지 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도

로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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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하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
천
거"로 함)

지정내용

제

방

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
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

구

거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
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유

지 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등의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수도용지

공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원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함)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
장·승마장·경륜장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체
체육용지 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체육도장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
지 제외)
일정한 구역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
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
유 원 지 촌·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공유인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제사등을 하기 위한 교
회·사찰·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사 적 지 토지(유적·고적·기념물등이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 제외)

묘

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
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
잡 종 지 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원상회복
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 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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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 분류체계

대 분 류
주 거 용 지

소

분

류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다세대, 주택용지, 아파트 용지,
주거용 나지, 주거용 기타

상업 업무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상업 업무용 나지, 상업용 기타

주 상복합용지

주 상복합용지, 주 상복합용 나지, 주 상복합용 기타

공 업 용 지

임

공업용지, 공업용 나지, 공업용 기타

전

전, 과수원, 전 기타

답

답, 답 기타

야

특 수 토 지

공공용지 등

조림, 자연림, 토지임야(토림), 목장용지, 임야 기타
광천지, 광업용지, 염전, 유원지, 공원묘지,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특수토지 기타
도로 등, 하천 등, 공원 등, 운동장 등, 주차장 등, 위험시설,
유해 및 혐오시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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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tellite Imagery Application for
the D evelopment of Spatial Data Infrastructure

Young-Pyo Kim, Sung-Mi Park

Application

of satellite im agery, which

can

pick

up

up dated

inform ation m oving in a circle on w orld-wid e areas continu es to be
increased . Satellite data and sp atial data produced by satellite, as a
part of national inform ation infrastructure have been disseminated
system atically and wid ely u sed vigorou sly in advanced countries on
GIS such as U.S. and Au stralia.
Still, how ever, Korea Governm ent has not had mid- or long-term
plan on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sp atial data u sing satellite
data, which is a backdrop not to establish the role of satellite
im agery. For this reason w e have here set up the role of satellite
im agery d eveloping spatial data infrastructure in Korea.
First, w e have set up the role of rem otely sensed d ata, i.e. satellite
im agery data, for w hich w e sorted out relations betw een rem ote
sensing and GIS in ord er to exam ine rem ote sensing in term s of
sp atial

data. and

we

have

selected

item s

of

sp atial

data

for

implem enting a case stu dy, for which w e had a grip of state of how
produced as sp atial data, satellite im agery is and for w hat it is
utilized and how built and provid ed it is as sp atial data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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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 e and foreign affairs.
In case stu dy on application of satellite im agery for producing
sp atial data, w e m anufactured Land Cover Map, Digital Elevation
Model(DEM), and Digital Ortho Im age, and scrutinized availability of
it. Land Cover Map has been selected, w hose target w as Pyungyang
region in N orth Korea, of which d ata w as satellite im agery brou ght
out from Land sat2 MSS(Multi Sp ectral Sensor), 1979, and Landsat5
TM (Them atic Mapp er), 1997. DEM w as m ad e out, of w hich data w as
panchrom atic
resolution

stereo

w as

5.8m ,

satellite

im agery

of

w hich

targeted

for

IRS-1C,

whose

sp atial

area

am ong

Anyang

Kyounggi-Do, province in South Korea. And Digital Ortho Im ages w as
produced u sing DEM, of w hich target w as Anyang area.
Our case stu dy has verified availability of satellite im agery in
producing sp atial data, and prop osed the accuracy and lim it for other
u sers to look up this case stu dy. And based on this stu dy, w e
extracted general schem e for application of satellite im agery, and
available

fields

and

m eans

for

building

N 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reckoning tim etable and required bu dget for building
N 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u sing satellite im agery.
We exp ect this prop osal w ould contribute to establishing GIS Policy
to build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nd be a guideline for general
u sers to u se satellite im ag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