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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tellite images that have been obtained periodically and continuously are very effective data to monitor the

changes of Earth’s surface. Traditionally, the studies on change detection using satellite images have mainly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two results after analyzing two images respectively. However, the interests in researches to catch

smooth trends and short duration events from continual multi-temporal images have been increased recently. In this study,

we introduce and test an approach based on 3D wavelet transform to analyze the multi-temporal satellite images. 3D

wavelet transform can reduce the dimensions of data conserving main trends. Also, it is possible to extract important

patterns and to analyze spatial and temporal relations with neighboring pixels using 3D wavelet transform. As a result, 3D

wavelet transform is useful to capture the long term trends and short-term events rapidly. In addition, we can expect to

get new information through sub-bands of 3D wavelet transform which provide different information by decompose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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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위성영상은 지표면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자료이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기존의 변화탐지 연구는 두 시점의 지표 특성을 각각 분석해 서로 비교하여 변화를 밝혀

내는 연구를 주로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속성을 갖는 다중 시기 위성영상으로부터 전체적인 경향이나 단기적인 변

화를 찾아내는 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 시기 위성영상을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웨이블릿 변

환 기반의 기법을 제안하고 테스트해보았다.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면 자료의 중요한 특성은 보존하면서 차원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다중 시기의 자료로부터 주요 패턴을 간추려 내고 공간, 시간적으로 인접한 주변 화소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 결과, 3차원 웨이블릿 변환 기법은 전체적인 경향성이나 특별한 변화 특성을 빠른 시간

내에 밝혀내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분해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하위 밴드를 통해 새로운 정보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지구 모니터링, 다중시기 위성영상, 3차원 웨이블릿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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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구 모니터링은 지표에서 직접

변화를 탐지하는 방법보다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관

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정확도 역시 높다. 1972년에 지구를

관측하기 위한 위성인 Landsat 1호기가 발사 된 이

래 다양한 공간, 분광, 시간 해상도를 갖는 위성이

발사되어 이를 이용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위성영상을 이용해 지표면을 관측하고 변화를 탐지하

는 연구에는 전통적으로 특정한 두 시기에 획득된

영상을 각각 분석한 후 둘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

을 주로 이용하였다(Coppin et al., 2004; Fung,

1990; Lu et al., 2004; Yoo and Yoo, 2006). 그러나

위성으로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같은 지역을 촬

영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만큼 두 날

짜에 촬영한 영상을 따로 비교하는 방법 이외에 오

랜 시간에 걸쳐 획득한 위성영상을 이용해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찾아내기 위한 시도 역시 이루어져

왔다. 다중 시기 위성 영상을 이용해 지표면을 모니

터링 하는 연구는 노이즈 대비 신호를 높이는 연구

(Hostert et al., 2003; Lawrence and Ripple, 1999;

Röder et al., 2008; Viedma et al., 1997), 또는 전체

적인 경향성을 찾아내거나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눈에

띄는 특징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Cohen et al. 2002; Garcia-Haro et al., 2001;

Goodwin et al., 2008; Healey et al., 2006; Kennedy

et al., 2010; Olsson, 2009). 이러한 연구는 하나의

지점, 즉 한 픽셀을 기본으로 하여 1차원 시계열 자

료를 처리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각기 다

른 시기에 얻은 한 지점의 분광자료를 순서대로 나

열한 후, 회귀법을 이용해 전체적인 변화의 경향을

찾아내거나(Healey et al., 2006; Kennedy et al.,

2010). 또는 각 지점을 연결한 선의 각도를 계산하여

각이 작은 것부터 제거해가며 큰 의미를 갖지 않는

변화는 제거하고 전체적인 경향을 찾아내는 방법을

이용한다(Kennedy et al., 2010). 이러한 방법을 이용

할 경우 각 위치마다 매우 정확한 트렌드를 구할수

있으나 각 위치마다 따로 계산을 해야 하므로 시간

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회귀법을 이용할 때에는

어떤 식을 이용해 변화의 경향성을 구할지 결정해야

하고, 각도를 이용해 단순화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

도의 수준까지 단순화 시킬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수행하는 사람

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3

차원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해 다중시기 위성영상으로

부터 시, 공간적으로 인접한 화소와의 관계를 바탕으

로 전체적인 변화 양상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변

화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할 지 살펴보고자

한다.

2차원 웨이블릿 변환은 이전부터 영상처리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던 변환법으로 특히, 영상압축(Boucheron

and Creusere, 2005), 잡음제거(Achim et al., 2003;

Argenti and Alparone, 2002; Germain et al., 2003),

특징추출(Acharyya et al., 2003; Chen et al., 2006;

Niedermeier et al., 2000) 등의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

어왔다. 또한 영상 분류(Tso and Olsen, 2005; Zhu

and Yang, 1998)나 해상도가 다른 영상의 융합을 하

기 위해서도 웨이블릿 변환이 이용되었다(González-

Audícana et al., 2004; Yunhao et al., 2006).

3차원 웨이블릿은 2차원 웨이블릿 분야에 비해 활

용도가 아직은 매우 낮지만 CT 또는 MRI와 같은 입

체 의학영상의 압축이나 잡음제거(Chen and Ning,

2004; Ghugre et al., 2003)나 비디오 영상처리 분야

(Klock et al., 1997; Luo et al., 2004; Xiong et al.,

2005)에 3차원 웨이블릿 변환 방법을 적용한 연구사

례가 있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분야에서는

초다분광 영상의 압축(Bruce et al., 2002; Kaewpijit

et al., 2003; Koger et al., 2003)과 3차원 웨이블릿

변환계수를 이용한 토지 피복 분류(Yoo et al., 2007),

웨이블릿 에너지의 비를 이용한 복잡성 인덱스 계산

(Yoo et al., 2009) 등에도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이 이

용되었다. 하지만 다중시기 위성영상은 비디오와 매

우 유사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중시기 위성영상을 분석하는 데 3차원 웨이블릿 변환

을 이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시기에 얻어진 위성 영상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해 보았다.

연구 지역 및 연구 자료

연구 지역

연구 지역은 미국 콜로라도 주의 Eastern Boulder

와 Louisville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Land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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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path 34, row 32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위도

39
o

55'34.03''N, 105
o

04'11.72''W-40
o

02'56.83''N, 105
o

16'03.56''W에 위치한 크기 1.86×1.86 km 지역으로

서쪽에는 록키 산맥이 위치하고 있고, 사계절이 존재

하며 록키 산맥을 넘어오면서 발생하는 푄현상으로

비교적 비가 적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Fig. 1).

연구 자료

National Land Cover Database(NLCD): 이 연구에

서는 미국의 NLCD(National Land Cover Database)

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Fig. 2)와 Landsat 위성영

상(Fig. 3)을 이용하였다. NLCD는 10년 간격으로 미

국 전역을 같은 자료, 같은 분류 방법, 같은 분류 코

드를 사용하여 토지피복도를 얻고자 한 합동 프로젝

트로 만들어진 자료이다. Landsat TM(Thematic

Mapper), Landsat ETM + (Enhanced Thematic Mapper

Plus)으로부터 얻어진 위성영상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

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

고 1992년 버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Vogelmann et

al., 1998). 약 10년 뒤인 2001년에 두번째 버전이 나

왔는데 10년 사이에 이용 가능한 위성영상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영상의 공간 해상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92년 버전을 만들 때와는 다른

새로운 분류 방법과 클래스 코드를 사용하여 미 전

역을 분류하였다(Homer et al., 2007). 2001년 버전

이후에는 위성영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Canopy density,

Imperviousness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 그 이후 5년

간격으로 전 국토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하

였고, 현재 2006년 버전까지 배포되었으며 2006년

버전도 2001년과 같은 분류 코드를 사용하였다(Xian

et al., 2009). 변화탐지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NLCD

자료를 이용할 경우, 2001년과 2006년은 같은 종류

의 자료, 분류 방법 그리고 같은 클래스 코드를 사용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하지만

1992년 토지피복도는 사용한 자료나 분류법이 이 후

버전과 다르고 분류 코드 또한 다르기 때문에 직접

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단, 1992년 분류 코드를 해

당하는 가장 유사한 2001년의 클래스 코드로 변환하

는 표가 제공되므로 간접적으로 변화를 확인해보는

것은 가능하다(Fry et al., 2009). 위성영상 및 영상

분류에 사용된 기타 자료와 토지피복도는 The Multi-

Resolution Land Characteristics(MRLC) Consortium

의 웹사이트인 http://www.mrlc.gov/에서 무료로 배포

해 이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연구지역의 토지피복도는 Fig. 2에 나와 있는 것처

럼 open water, developed(open space, low/medium/

high intensity), barren land, forest(deciduous,

evergreen, mixed), cultivated crop 등 15개의 클래스

로 세분되어 있다. 1992년 토지피복도는 2001년,

2006년과 다른 클래스 코드를 이용하고 있으나 Fry

Fig. 1. The study area within Eastern Boulder and Louisville, CO, USA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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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09)에 나와 있는 변환표를 참조하여 다른 시

기와 같은 클래스 코드로 변환하여 표현하였다.

Landsat 위성영상: 이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NLCD

프로젝트에서 이용한 위성영상자료로 The Multi-

Resolution Land Characteristics(MRLC) Consortium

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Landsat 5와 7으로부터 획득한

위성영상을 이용하였다. Landsat은 우주로부터 지구

표면을 관측하기 위해 미국에서 계획한 첫번째 민간

지구관측 위성이자, 가장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지

구관측위성이다. 1972년에 Landsat 1호기가 발사된 이

래 가장 최근에는 1999년에 Landsat 7호기가 발사되어

1984년에 발사된 Landsat 5호기와 함께 현재도 전세계

의 지표면을 주기적으로 촬영하고 있다. Landsat은 가

장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지구관측 위성인 만큼 농

업, 지리, 지질, 산림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안보

분야 등 수많은 분야에서 Landsat 영상을 이용한 연구

가 이미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Landsat 5와 7에서 제공하는 30 m의 공간해상도

의 분광밴드 중 일부만을 사용한다. MRLC 컨소시엄

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지형 보정까지 모두 마친 영상

을 사용하였고,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동안 얻

어진 영상 중 식생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을 시기인 7

월 또는 7월에 가까운 시기에 획득된 16개의 영상을

Fig. 2. National land cover data and class code for study area in 1992, 2001 and 2006.

Table 1. Scene acquisition dates and the type of sensors

Date Sensor

a 1986.08.06 Landsat 5 TM

b 1987.07.24 Landsat 5 TM

c 1988.07.10 Landsat 5 TM

d 1989.07.13 Landsat 5 TM

e 1990.06.30 Landsat 5 TM

f 1991.09.21 Landsat 5 TM

g 1992.07.05 Landsat 5 TM

h 1994.06.25 Landsat 5 TM

i 1996.08.17 Landsat 5 TM

j 1997.07.03 Landsat 5 TM

k 1999.07.01 Landsat 7 ETM+

l 2000.07.19 Landsat 7 ETM+

m 2002.07.17 Landsat 5 TM

n 2003.07.20 Landsat 5 TM

o 2004.07.06 Landsat 5 TM

p 2006.08.29 Landsat 5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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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각 영상을 얻은 시기와 위성과 센서에 대

한 정보는 Table 1에 나와있는 것과 같고 Fig. 3은 각

시기의 트루컬러 영상이다.

연구 방법

3차원 웨이블릿 변환

3차원 웨이블릿 변환(3D discrete wavelet transform,

3D DWT)은 1차원 이산 웨이블릿 변환(1D discrete

wavelet transform, 1D DWT)을 3차원으로 확장한

것이다. 기존의 1차원 웨이블릿 변환을 가로, 세로,

수직(높이/깊이) 방향으로 세 번 수행하는 방식으로

한번 변환을 수행할 때 마다 다운 샘플링을 수행하

여 그 크기는 반으로 줄면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나

타내는 밴드와 세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밴드로 각

각 정보를 나누게 된다. 따라서 세 방향으로 한번씩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면 8개의 하위 밴드가 생성

된다(Fig. 4). 추가적으로 분해를 수행할 때에는 전체

Fig. 3. Landsat images displayed using R, G, B band (true color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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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밴드인 LLL 밴드를

추가적으로 분해한다(Yoo et al., 2007).

위성영상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 3차원 자료가 아

닌 2차원 자료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용할 다

중시기 영상을 Fig. 5와 같이 2차원 영상을 시간 순

으로 배열한다면 넓은 의미의 3차원 디지털 자료로

볼 수 있게 되므로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은 매일

얻어지는 방대한 용량의 시계열 자료의 용량을 줄여

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압축 분야, 다중시기 또는

다중 분광 자료의 차원을 줄여서 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차원 축소 분야, 분광/시간에 따라

서 3차원 영상을 구성했을 때 분광/시간에 따른 변화

를 분석하는 분야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보통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할 경우 LLL 밴드에 90% 이

상의 대부분의 정보가 담기지만 그 크기는 1/8로 줄

어들게 된다. 따라서 약간의 정보 손실은 있지만 중

요한 경향은 놓치지 않으면서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큰 용량의 자료를 저장하는 데 매우 유리

해진다. 위성영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시계열 자료는

기존의 방법으로 이 자료들을 모두 분석할 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료의 차원을 효과적으

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료를 분석할 때

모든 자료를 다 이용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너무 적은 양의 자

료를 사용할 때 보다는 자료의 양이 많을 때 더 좋

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 때때로 일부 자료

는 오히려 분석할 때 혼란을 가중시켜 더 나쁜 결과

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면

자료의 중요한 특성은 보존하면서 차원을 줄이는 것

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 시기의 자료로부터 주요

패턴을 간추려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보

통 하나의 화소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인접한 화소의

특성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든 방향

의 주변 화소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3차원 웨

이블릿 변환은 공간적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는 기존

의 시계열 자료 처리 기법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숨

겨진 패턴이나 의미를 찾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가

능성이 있다.

정규식생지수

이 연구에서 이용한 Landsat 영상은 각 시기의 영

상마다 7개의 분광 밴드로 이루어져 있다. 3차원 웨

Fig. 4. The diagram of 3D wavelet transform (a), two level of the 3D wavelet transform (b) (x: row direction, y: column direc-

tion, z: height/depth direction, ↓ 2: down-sampling).

Fig. 5. The example of multi-temporal images as 3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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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다중시기 위성영상을 분석할

때 모든 분광 밴드를 각각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지

만, 이 연구에서는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이 다중시기

영상을 분석하는 데 이용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살펴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전체 분광 밴드를 다 이용하

지 않고 각 시기마다 한 장의 영상으로 표현한 후

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식물의 활

성화 정도를 표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간단한 방

법으로 알려진 정규식생지수, NDVI (Normalized

Differences Vegetation Index)를 이용하였다(Tucker,

1979). NDVI는 식생에 강하게 반응하는 Red band와

Near Infra Red band 만을 이용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식 1).

NDVI=(NIR−RED)/(NIR+RED) (1)

NDVI는 항상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보통 물

에서는 음의 값을 갖고 식생 없이 흙으로만 덮여 있

는 지역이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식생이 밀집되어

Fig. 6. NDVI images in test area which are calculated from original Landsat images in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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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건강할수록 더 높은 NDVI값을 갖게 된다. 따

라서 NDVI는 토지피복의 종류, 식생의 종류 및 밀

도, 촬영한 시기의 강수량이나 습도 등에 의해 영향

을 받게 된다. Fig. 6은 각 시기의 NDVI를 계산하여

나타낸 영상이다.

연구결과

먼저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해 시계열 NDVI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

해 참조자료인 NLCD 토지피복도(Fig. 2)와 NDVI

자료를 시각적으로 비교해보았다. NDVI 값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존재하지만 토지피복도에서 호수나 도심

지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음의 NDVI 값을 갖는다. 연구지역의

북동쪽에 주로 위치하는 경작지나 초지는 양의

NDVI 값을 갖고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06년 토지피복도를 기

준으로 각 해당 연도의 Landsat image로부터 각 클

래스의 연평균 NDVI를 계산하였다(Fig. 7). Fig. 7에

표현된 각 클래스 숫자는 Table 2에서 실제 토지 피

복 종류와 대조해 볼 수 있다. Fig. 7에 의하면

NDVI는 시간과 토지피복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값을 갖는다. 일단, 시기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물

이나 밀집된 도심지역의 경우 매우 낮은 NDVI를 갖

고 산림지역, 경작지, 습지의 경우 매우 높은 NDVI

를 갖는다. 밀도가 높지 않는 도심지의 경우, 주변에

잔디나 나무, 공원이 차지 하는 영역이 매우 크므로

매우 높은 NDVI 값을 갖는다. 각 토지피복의 종류

에 따라 절대적인 NDVI 값은 차이가 있으나 연도에

따른 전체적인 변화의 경향성은 토지피복에 관계 없

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에 전체

적으로 NDVI가 줄어들거나 전체적으로 NDVI가 높

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경향은 그 해의 강수량에 의

해 전체적인 식생의 밀도나 상태가 전체적으로 변화

하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성을 무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고려해 보면 각 토지 피복에 따라 변

Fig. 7. Mean value of NDVI for each class (Refer to Table 2 for class code).

Table 2. The explanations of national land cover class

codes

VALUE Class code

11 Open water

21 Developed, Open Space

22 Developed, Low Intensity

23 Developed, Medium Intensity

24 Developed, High Intensity

31 Barren Land (Rock/Sand/Clay)

41 Deciduous Forest

42 Evergreen Forest

43 Mixed Forest

52 Shrub/Scrub

71 Herbaceous

81 Hay/Pasture

82 Cultivated Crops

90 Woody Wetlands

95 Emergent Herbaceous Wet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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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정도가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토지 피복 종류에 따라 수분, 식생에 의해 영향을 받

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NDVI의 변화량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호수 지역이나 도심 지역

은 평균 NDVI 값도 매우 작지만 변화량 역시 작다.

이 지역은 식물 자체가 적어 식물에 상태에 의해 영

향을 받는 NDVI의 변화량도 작다고 예상할 수 있

다. 반면에 경작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NDVI를

가지고 있고 그 변화량 역시 크다.

다음으로는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해 시간에

따른 변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시기의

NDVI 영상을 연도순으로 배열한 후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였다. 웨이블릿 변환을 위한 기저함수

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Haar 함수를 이용하였다.

분해를 수행하면 자료의 크기가 모든 방향으로 각각

반으로 줄어들지만, 이 연구에서는 원본자료와 비교

를 쉽게 하기 위해 웨이블릿 역변환을 이용해 각 하

위 밴드 성분을 다른 하위 밴드 정보는 포함하지 않

Fig. 8. LLL bands of 3D wavelet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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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립적으로 원래 크기로 복원한 자료를 이용하였

다. 변환을 수행한 후 얻을 수 있는 하위 밴드 중 L

밴드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고 H 밴드는 갑작

스럽게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을 보여주는데 LLL 밴

드의 경우 잡음을 제외한 자료 전체의 경향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밴드이다(Fig. 8). 보통 한 지점의 분

광특성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인접한 곳의 특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 전에 이

용한 방법들은 한 지점마다 따로 계산을 하기 때문

에 공간적으로는 전혀 그 연관성을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의 경우 이를 모

두 고려한 경향성을 찾아내는데 유리하다. HHH 밴

드의 경우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고립된 특성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것

이라기 보다는 잡음일 확률이 높다. LLH 밴드의 경

우(Fig. 9), 시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것

을 표현해주는 밴드이다. 도심지나 호수, 초지는 시

간이 변하더라도 매우 비슷하여 거의 변화가 없지만

Fig. 9. LLH bands of 3D wavelet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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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의미한 변화가 많이 일어난 북동쪽의 경작

지역은 LLH 밴드 값이 시기에 따라 급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좀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8개의

지점을 선택하여 시간에 따른 NDVI의 변화를 1차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았다. 선택된 지점은 Fig. 10에

2006년 토지피복도를 바탕으로 녹색 점으로 표현하

였다. Table 3에는 선택된 각 지점의 UTM 좌표와

참조자료인 NLCD의 토지피복도를 기준으로 1992년,

2001년, 2006년에 각각 토지피복이 무엇인지 표시하

였다. 1, 2, 3, 4번은 토지피복이 변하지 않은 지점으

로 1992년, 2001년, 2006년에 각각 물, 도시, 삼림,

경작지인 지점이다. 반면 5, 6, 7, 8번은 중간에 토지

피복이 변화는 지점으로 Table 3에 나와있는 것과 같

이 변화가 일어났다. Fig. 11에는 각 지점의 원본

NDVI 값의 변화 양상을 검은색 선으로 표현하였고,

3차원 웨이블릿 변환 후 LLL 밴드의 변화양상은 붉

은색 선으로 표시하였다. LLL 밴드의 값은 원본 자

료의 값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갖지만 세부적인 변

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래프로 표현되고 있다.

4번 지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점에서 Fig. 7의

클래스 별 NDVI 평균값의 변화 양상과 같은 패턴으

로 2000년에 갑자기 NDVI값이 떨어지는 특성을 모

두 보이고 있다. 토지피복의 변화가 없었던 지점 중

1, 2, 3번 지점에서는 2000년 전, 후로 매우 유사한

NDVI 값을 보이므로 토지피복에 큰 변화가 없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적

으로 갑자기 NDVI값이 낮아지는 2000년을 중심으로

그 전후 해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의 LLL band 평균

값을 확인해보았다. 호수지역인 1번 지점은 평균적으

로 −0.21의 매우 낮은 음의 NDVI 값을 갖고 도심지

Fig. 10. Eight interesting points for detail analysis (Refer to Table 3 for position and land cover).

Table 3. X and Y coordinates and land cover classes of

interesting points in Fig. 10

x y 1992 2001 2006

1 -776696.526 1927600.918 11 11 11

2 -780,499.58 1,927,833.17 24 24 24

3 -782,330.08 1,915,712.53 42 42 42

4 -769,787.17 1,928,355.72 81 82 82

5 -768103.371 1920343.190 81 82 23

6 -771,649.21 1,917,542.20 71 31 31

7 -780,689.08 1,927,920.83 31 23 23

8 -775,958.12 1,930,017.94 71 4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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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riginal NDVI (shown in black) and LLL coefficient (shown in gray) fluctuations of interesting points in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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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 2번 지역은 0.098의 0에 가까운 NDVI 값을 갖

는다. 산림지역인 3번 지점의 평균은 0.26이고 그 차

이는 크지 않지만 2000년 이전보다 2000년 이후 약

간 NDVI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작지인 4번

지역은 평균 0.48의 높은 NDVI의 값을 갖는다. 경작

지인 4번 지점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매우 다른 NDVI

양상을 보이는데 다른 모든 지점에서는 2000년에

NDVI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비해 4번 지점은 오

히려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작지의 경우 강수

량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고 매해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을 하는 해와 안 하는 해가 존재하므로 다른 지역과

전혀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토지피복에 변화가 나타난 5, 6, 7, 8 지점의 경우,

갑자기 낮은 NDVI를 보이는 2000년도의 독특한 특

성을 제외하면 중간에 NDVI값이 변화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번 지점의 경우, 경작지에서

도시로 변하기 때문에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넘어

가면서 NDVI값 평균 0.077에서 −0.025로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6번 지점은 풀로 덮인 지역에서 흙으

로 덮인 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NDVI 값 0.308에

서 0.167로 낮아진다. 7번 지점은 흙으로 덮인 대지에

서 도시로 변화하는 지역인데 NDVI 평균은 −0.047에

서 0.043으로 높아진다.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때 건

물 주변에 잔디나 나무를 새로 심게 되므로 이로 인

해 NDVI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8번

지점은 초지에서 산림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평균

NDVI는 0.419에서 0.516으로 증가한다. 이 지역은

NDVI가 거의 계단 형식으로 변화한 다른 지역과 달

리 점차적으로 NDVI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도시가 개발되는 경우에는 보통 갑작스러운 변화

가 발생하므로 NDVI값도 계단식으로 갑작스럽게 변

화하나 초지에서 산림지역으로 변화하는 경우 계단식

보다는 시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식생이 늘어나고 상

태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설명

할 수 있다.

원본 데이터에서 전체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LLL

밴드의 값을 제거하면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난 정도

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LLH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 12). 이를 보면 전체적인 경향성을 제거하

더라도 경작지인 4번 지점은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

한 NDVI 변화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2000년에 갑자기 높아지는 NDVI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 변화의 경향과 특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LLL과 LLH 밴드의 특성만을 확인하

였지만, 이 외에도 HHH 밴드를 이용한 잡음제거나

다른 하위 밴드를 이용한 특정한 방향성을 지닌 특

성의 추출 등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지구 표면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중 시기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한 지표면 관측이나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이나, 전체적인

경향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변화를 찾아내는 것이 중

요한 목표이다. 이전에 주로 이용되었던 회귀법이나

각 지점을 연결한 선들의 각도를 이용해 한 점씩 제

거하여 경향성을 찾아내는 방법은 매우 정확하긴 하

Fig. 12. LLH coefficient fluctuations of interesting points in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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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간적으로 인접한 화소

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지점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점을 골라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에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인접한 화소와의 관계

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인 경향이나 특별한 변화가 나

타난 것을 찾아내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이 연

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을 다중 시기 영상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어떤 기저함수가 더 적합한

지 확인하는 보완 연구나, 중간에 획득하지 못한 시

기나 구름이 너무 많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점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만으로도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이 위성영상을 이

용해 지표면을 모니터링할 때 그 변화의 특징을 찾

아내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

분히 확인하였다. 3차원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다

중시기 위성영상 분석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

해 전체적인 경향성을 찾아낼 수 있는 LLL 밴드나

경향에서 벗어나는 변화와 관계 있는 LLH 밴드 성

분뿐만 아니라, 분해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정보를

주는 각각의 하위밴드들을 이용해 잡음을 제거하거나

자료의 다른 특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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