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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focuses on the correction of topographic effects caused by a combination of
solar elevation and azimuth, and topographic relief in single optical remote sensing imagery, and by a
combination of changes in position of the sun and topographic relief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
temporal imageries. For the Jeju Island, Republic of Korea, where Mt. Halla and various cinder cones
are located, a Landsat 7 ETM+ imagery and ASTER GDEM data were used to normalize the
topographic effects on the imagery, using two topographic normalization methods: cosine correction
assuming a Lambertian condition and assuming a non-Lambertian c-correction, with kernel sizes of 3×
3, 5×5, 7×7, and 9×9 pixels. The effects of each correction method and kernel size were then
evaluated. The c-correction with a kernel size of 7×7 produced the best result in the case of a land area
with various land-cover types. For a land-cover type of forest extracted from an unsupervised
classification result using the ISODATA method, the c-correction with a kernel size of 9×9 produced
the best result, and this topographic normalization for a single land cover type yielded better
compensation for topographic effects than in the case of an area with various land-cover types. In
applying the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to topographically normalized three multi-temporal
imageries, more invariant spectral reflectance was obtained for infrared bands and the spectral
reflectance patterns were preserved in visible bands, compared with un-normalized imageries. The
results show that c-correction considering the remaining reflectance energy from adjacent topography
or imperfect atmospheric correction yielded superior normalization results than cosine correction. The
normalization results were also improved by increasing the kernel size to compensate for vertical and
horizontal errors, and for displacement between satellite imagery and ASTER G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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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광학원격탐사 상을획득할때에방위와고도로표

현할수있는태양의위치및항공기나인공위성에장착

된센서의지상에대한관찰각도가대상지역의지표높낮

이 차이인 지형기복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지표피복의

탐지및분류를방해하는요소인그림자가 상내에나

타나게된다. 특정대상지역에대한모니터링을목적으로

동일한센서에서여러시기에걸쳐획득한 상을비교분

석하거나다수의센서에서획득한 상을융합하여분석

에이용하는경우에도 상획득시기의차이로인한태양

의위치변화나센서별측정위치및각도의차이로인한

측정기하의변화로부터동일한지역의 상내에서도다

양한 형태의 그림자가 발생되고 이러한 향들은 지표

분류및탐지에오류를발생시키는원인이된다.

원격탐사 상에서 지형에 의한 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위하여지표면에서등방성의반사특성을갖

는이상적인Lambertian 조건을가정한방법인cosine

보정법(이규성과 윤정숙, 1997; Civco, 1989; Conese

et al., 1993; Sandmeier and Itten, 1997) 및주변지

형으로부터 반사되는 에너지와 불완전한 대기보정으로

인한 잔류 대기 향을 고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변수를

도입한비Lambertian 조건의보정법이주로사용되어

왔다(Teillet et al., 1982). 지형보정은주로기형기복의

변화가 심한 산악지역이나(Smith et al., 1980; Colby,

1991) 태양의고도각이낮은조건에서획득된 상에적

용되었다(Hantson and Chuvieco, 2011).

본 연구에서는 지형기복의 향이 포함된 단일 상

및 다시기 상에 대해 지형보정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

여 한라산과 다수의 분석구가 분포하는 독특한 화산지

형인 제주도를 대상으로 Landsat 7 ETM+(Enhanced

Thematic Mapper Plus) 상과 ASTER GDEM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Global Digital Elevation

Model) 자료를사용하여국지적조도의모델링시커널

의 크기를 변화시키며 Lambertian 보정기법인 cosine

보정법과비Lambertian 보정기법인 c-보정법을적용

하고보전전후의 상을비교하여보정기법및커널크

기별지형보정효과의평가를시도하 다.

2. 연구대상지역및사용자료

1) 연구 대상지역

한반도 남부의 대한해협 서남측 입구에 위치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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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광학 원격탐사 상의 획득 시 태양의 고도 및 방위가 대상 지역의 지형기복과 결

합하여나타나는 향및다수의시기에걸쳐획득한 상을비교분석하는경우 상촬 시기의차이로인

한 태양의 위치변화와 지형기복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향에 대한 보정을 시도하 다. 한라산과 다수의 분

석구가분포하는제주도를대상으로Landsat 7 ETM+ 상과ASTER GDEM 지형자료를사용하여국지적

조도의 모델링 시 커널의 크기를 3×3, 5×5, 7×7, 9×9 화소로 변화시키며 Lambertian 보정기법인

cosine 보정법과비Lambertian 보정기법인 c-보정법을적용하고보정기법및커널크기에대한지형보정

효과를분석하 다. 개별 상의육상지역에대하여보정을수행한결과커널의크기7×7을적용한 c-보정

법을 사용하 을 때에 보정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대상지역을 ISODATA 무감독분류법을

이용하여선택된산림지역에한정하여지형보정을수행한경우에는커널의크기9×9를적용한 c-보정법을

사용하 을때에가장우수한결과가도출되었으며다양한지표피복이혼합된대상지역대한보정보다효과

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시기 상의 경우 세 시기에 획득된 상에 대하여 각각 지형보정을 수행한 후

상대적방사도보정을적용하 을때지형보정을수행하지않은경우와비교하여적외선파장 역에서는보

다균질한반사도로방사보정이이루어졌으며가시광파장 역에서는원 상의반사도패턴이잘보존된결

과가도출되었다. 이상의결과로부터주변지형으로부터반사되는에너지와불완전한대기보정으로인한잔

류대기 향을고려하는c-보정법을적용하는경우cosine 보정법보다우수한지형보정효과가나타나며수

치표고모델에 내재된 수평과 수직방향 오차 및 위성 상과의 정합오차의 향을 감소시기키 위하여 국지적

조도의모델링시커널의크기를증가시키는경우지형보정의효과가증대되는것으로판단된다.



도는장축의길이가동북동-서남서방향으로약74 km

이고단축은북북서-남남동방향으로약32 km인타원

형태이며, 중심부에해발고도약1950 m의한라산이위

치하고있다. 한라산의북쪽과남쪽사면은경사가급한

반면, 동쪽과서쪽사면은상대적으로완만한경사를이

루고 있으며 정상으로부터 북측으로 2개와 남측으로 1

개의 방향으로 깊고 긴 협곡들이 발달되어 있다(Fig.

1(a)). 또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약 350개의 분석구와 5

개의응회구들이분포하여복잡한화산지형을나타내고

있다(윤선외, 2005; 한국농촌공사제주도본부, 2006).

2) Landsat 7 ETM+ 상

본 연구에서는 2000년 4월 6일(WRS-2 path 116,

row 37) 및 2002년 1월 6일, 2003년 3월 30일에 취득

한Landsat 7 ETM+ 상을사용하 으며WGS84 기

준타원체와 UTM52N 좌표체계를 지정하 다(Fig. 1).

2000년 4월 6일과 2002년 1월 6일의 상에는 약 185

km×170 km 면적의개별 상내에구름이0% 포함되

어 있고, 2003년 3월 30일 상에는 0.45%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메타데이터(metadata)에 기록되어 있다.

2003년3월30일 상의남동쪽해안일부지역에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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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ndsat 7 ETM+ imageries acquired on (a) April 6, 2000, (b) January 6, 2002, and (c) March 30, 2003, respectively.

(c)

(b)

(a)



모의엷은구름의분포가육안으로확인된다. 한라산정

상부는 계절적 향으로 인하여 1월의 상에는 눈으로

피복된 역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상청 홈페

이지(http://www.kma.go.kr)에서 제공하는 과거 기

상 관측자료를 조회한 결과 상 획득시기인 2002년 1

월 6일 이전 3일 동안 제주 지역에는 강설이 기록되지

않았고 일평균 기온이 모두 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

어 한라산을 제외한 지역에는 눈으로 덮인 피복이 없을

것으로판단하 다.

Landsat 7 ETM+ 상에서 분석에 사용된 가시광

(1, 2, 3번밴드) 및적외선밴드(4, 5, 7번밴드) 상의

공간해상도는 모두 30 m이다. 세 상이 서로 다른 시

기에 획득되었기 때문에 태양 고도각과 방위각 또한 다

르며 특히 2002년 1월 6일 상의 경우 촬 시기가 다

른 상에 비하여 약 3개월이 빠르며 고도각이 가장 낮

은29.10°에서획득되어지형기복의 향이상대적으로

더많이포함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세 상에대한

태양고도각과방위각은Table 1과같다.

3) ASTER GDEM 자료

ASTER GDEM 자료는 일본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과미국항공

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합동으로 스테레오 상을 이용하여 전지구

적 차원에서 육지를 대상으로 제작된 수치표고모델이

다. 지난 2009년 6월 29일에 첫 번째 버전이 발표되었

고 2011년 10월 3일에스테레오 상의추가사용및분

석알고리즘을개선한두번째버전이공개되었다. 단위

자료는 경위도 1°를 기준으로 3601×3601 화소로 구성

되어 있고 공간해상도는 1 arc-second이며, 북위 83°

에서 남위 83°까지 육지에 대한 22,702개의 자료가 구

축되어 있다(Fujisada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버전 중 북위 33-34°, 동경 126-127°의 자료를

이용하 다(Fig. 2). Landsat ETM+의 가시광 및 적외

선 상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공간해상도를 최근린 내

삽법(nearest neighbo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1

arc-second에서30 m로재분할하 다.

4) 토지피복분류도

다시기 Landsat ETM+ 상의 방사도 정규화를 위

한 기준 화소로 입력될 균질한 지표의 선택 및 단일 지

표 피복에 대한 지형보정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환경부

에서 제작한 1:50,000 축척의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참고하 다. 제주도는 한림, 제주, 성산, 모슬포, 서귀,

표선의 총 6매의 토지피복지도로 구축되어 있고 본 연

구에 사용된 분석대상 상과 획득시기가 근접한 1998

년 10월에촬 한Landsat TM(Thematic Mapper) 

상을이용하여제작되었다. 토지피복분류도에서피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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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aded relief image of the Jeju island using spatial subset of ASTER GDEM data (sun elevation: 55.22°, sun azimuth: 134.72°).

Table 1.  Acquisition dates and sun illumination conditions of
Landsat 7 ETM+ imageries

Acquisition date
Sun elevation Sun azimuth

(degrees) (degrees)

April 6, 2000 55.22 134.72

January 1, 2002 29.10 152.61

March 30, 2003 51.96 135.63

Acquisition date
Sun elevation Sun azimuth

(degrees) (degrees)



종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감독 및 무감독분

류법이복합적으로사용되었고현지조사결과도반 하

여 시가화/건조지역, 농경지역, 산림지역, 녹지/초지지

역, 습지, 나지, 수역에 대한 7개의 항목으로 도시되었

다(환경부, 2002). 제주도 내에는 습지를 제외한 6종류

의피복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나있다.

3. 분석방법론

상의전처리및지형보정, 다시기 상의정규화, 지

형보정효과의평가에대한분석공정은Fig. 3과같다.

1) 상 전처리

분석에 사용된 상은 Landsat 7 ETM+ 센서의

Level 1T 상으로 센서의 방사보정 및 기하보정을 수

행한 후 0부터 255까지의 수치로 표현된 8비트

DN(digital number) 속성의화소로구성되어있다. 

상의메타데이터에기록된변환변수를참조하여DN 수

치를 방사에너지(radiance)로 변환한 후(NASA, 2011)

대기의경로복사에너지(path radiance)를제거하기위

하여 대기보정을 수행하고 지표 반사도를 추출하 다.

대기보정은 EXELIS사의 ENVI 소프트웨어에 포함되

어있는FLAASH 모듈을사용하여수행하 다.

2) 지표피복분류

분석에사용된세시기의 상가운데한라산정상부

의눈의피복및구름에의한 향이가장작은2000년

4월 6일의 상을대상으로무감독분류법인 ISODATA

(Iterative Self-Organizing Data Analysis

Technique) 방법을적용하 다. 입력자료로1, 2, 3, 4,

5, 7번의 6개 밴드를 사용하 고 총 20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수행하 다. 지형보정 역을 육지로 제한하기

위하여 분류결과 중에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부에 위치

하여 두 피복의 특성이 혼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5개의

클래스와ASTER GDEM 자료에서고도가0 m 이하인

지역은분석대상 역에서제외하 다.

3) 지형보정

가장간단한지형보정방법은밴드비율(band ratio)

계산법으로보정대상 상이외에추가적인자료가필요

하지않고연산이간단한장점이있지만보정과정중밴

드의수가감소하고분광정보에훼손이발생되어지표피

복의탐지가제한되는단점이있다(Riaño et al., 2003).
앞서언급한Lambertian 조건을가정한방법인cosine

보정법(Civco, 1989; Conese et al., 1993; Sandme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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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orking process of this study.



and Itten, 1997)은 보정대상 상과 동일한 공간해상

도의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하여 식 (1)과 같이개별 화소

에서의 지표에 입사되는 태양광과 지표에 수직인 방향

사이의각도(i)를모델링하여보정에사용한다.

cos i = cos qs·cos qn + sin qs·sin qn·cos (js - jn) (1)

식 (1)에서 qn은 태양 천정각을, qs는 지형 경사각을, js

는 태양 방위각을, jn은 지형 방위각을 의미한다. 개별

화소마다 지정되는 국지적 조도(illumination)를 나타

내는cos i는-1 에서1 범위의수치로계산이된다.

다음으로식 (2)와같이모델링결과와태양천정각을

이용하면 화소 단위로 지형보정이 수행된 상을 얻을

수있다.

LH = LT·(cos qn / cos i) (2)

LT와 LH는 각각 지형보정 전과 보정 후의 지표반사도

를의미한다.

C-보정법은 주변 지형으로부터 반사되는 에너지와

불완전한대기보정으로인한잔류대기 향을고려하기

위하여 식 (3)과 같이 추가적인 변수(ck)를 도입하 다

(Teillet et al., 1982).

LH = LT·((cos qn + ck) / (cos i + ck)) (3)

위 식에서 ck (ck = bk / ak)는 개별 밴드(k)에서 반사도

(rT)와 cos i에대한선형회귀식(rT = ak + bk·cos i)으

로부터 추정된다. 이처럼 c-보정법은 밴드별로 보정상

수가 결정되는 반경험적(semi-empirical)이며 통계적

인 기법으로 입력된 밴드의 자료특성에 의존적인 결과

가도출된다.

먼저 개별 상에서 지형보정 효과의 평가를 위하여

2000년 4월 6일 상을대상으로육상지역만분석자료

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제작하 다. 마스크에는

앞서언급한ASTER DEM 수치표고모델에서해발고도

0 m 이하인바다및지표피복분류결과중바다와육지

가혼합된것으로판단되는5개의클래스와Fig. 1(a)에

서확인할수있는한라산정상부에존재하는눈피복을

제외하기 위한 해발 1200 m 이상의 역 및 완전한 그

림자로가정할수있는cos i 가 0.2 이하인지점이병합

되었다. 보정결과의 평가도 마스크를 제외한 역에서

이루어졌고, 다른시기에획득된두 상에대해서도동

일한방식으로마스크를제작하여이용하 다.

C-보정법의 경우 입력자료에 따라 보정상수가 결정

되기 때문에 지표피복별로 보정상수를 결정하는 경우

보정결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Teillet et

al., 1982). 현장조사등으로지표피복에대한정보가알

려진 경우 피복별로 입력자료를 분류하여 지형보정을

수행하면 그림자 제거 등 보정효과가 증대되고 이러한

결과물은 전문가의 육안 분석이나 지도 서비스 등에서

지표 피복에 대하여 더 안정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를 제작하여

수행된 육지 전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도시나 농경

지와 같이 편평한 지형에 위치하는 피복에 비하여 지형

의 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산림피복만을 선택

하여단일피복에대한지형보정효과도평가하 다. 산

림피복은 무감독분류 결과에서 3개의 클래스를 선택하

고 토지피복지도와의 위치 비교를 통하여 선택된 클

래스의적합성을확인하 다.

수치표고모델로부터 지형의 경사와 방향을 결정할

때에 커널(kernel)의 크기를 지정하여 입력화소의 역

을결정한다. 커널의크기가증가되면지형의경사가완

만해지고 사면의 방향에도 변화가 발생되며 이는 지형

보정 결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Riaño et

al., 2003) 3×3, 5×5, 7×7, 9×9 화소의 네 가지 크

기의커널을적용하여 향을평가하 다.

4) 다시기 상 정규화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된 상의 지표피복을 대상으

로 비교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표피복 자체의 변

화 이외에 태양 조도의 변화 등 취득시기 차이로 인한

부가적인 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상대

적방사도정규화(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RRN)를적용하면취득시기의차이에의한부가적인

향이 감소된 보다 균질화된 상들을 얻을 수 있다

(Coppin and Bauer, 1994; Yuan and Elvidge, 1996;

Tokola et al., 1998). 분석에사용된세 상가운데구

름 등 대기에 의한 향이 작으면서 또한 상 획득 당

시의 태양 고도각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형기복에 의한

향이 덜 나타난 2000년 4월 6일 상을 기준으로 선

택하여식 (4)와같이선형회귀식을작성하고정규화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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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ference, l = a + b·rnormalized, l (4)

회귀식 추정에 사용된 입력자료는 상 취득 시기별
반사도 차이가 없고 편평하며 식생이 분포하지 않아 계
절변화에 향을최소한으로받는지점(pseudo-invariant
feature, PIF)이선택되어야하고선택된 역은넓은폭
의 반사도 분포를 나타내어야 한다(Eckhardt et al.,
1990). 이러한특성을가지고있는지표피복은모래, 아
스팔트, 물 등이 해당되며(Coppin and Bouer, 1994)
본 연구에서는 무감독분류 결과 및 토지피복지도 정보
를고려하여도로, 콘크리트, 지붕, 운동장, 모래에대하
여 총 106개의 화소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선
택된 화소들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사도의 평
균과표준편차를Table 2에함께도시하 다.

다시기 상에대한분석의경우개별 상에서지형
보정 효과의 평가를 위하여 육지만 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한 마스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정을
수행하 고 지형보정의 향 평가에서는 Fig. 1(b)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02년 1월 6일의 상의 한라산에 쌓
인 눈의 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해발 530 m 이상의
역을추가적으로제외시켰다.

5) 지형보정 향 평가

단일 상 내에서의 지형보정 결과에 대한 평가법으
로 육안으로 지형기복과 태양의 방위에 의해 발생되는
그림자의 제거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Meyer et
al., 1993). 또한보정수행후의분광반사도와지점별조
도(cos i)에대하여2차원산포도(2D scatter plot)를도
시하고 조도 변화에 대한 분광반사도 변화 경향을 분석
함으로써보정효과를평가할수있다(Gao and Zhang,
2009). 지형보정이 수행된 상에서는 지점별 조도와
분광반사도사이의상관도가보정전보다감소되어야한
다. 또한 지형 및 그림자의 제거로 인한 분광반사도 표

준편차의 감소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이 사용되었다

(Civco, 1989). 다시기의 상에 대해서도 취득 시기별

반사도변화정도를분석함으로써지형보정여부가다시

기 상의 방사도 정규화 결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4. 연구결과

1) 육안분석

2000년4월6일에취득한 상을대상으로커널크기

3×3 화소를 적용하여 수행한 지형보정 결과를 육안으

로분석하 을때cosine 보정법과 c-보정법모두보정

전 상과비교하여지형에의한 향이제거된것을확

인할 수 있다(Fig. 4). 그림자의 제거 효과는 cosine 보

정법이 더 큰 것으로 보이지만 지형기복에 의한 그림자

발생이 두드러진 협곡과 같은 일부 지점에서는 보정 후

주변보다밝기값이크게증대된과다보정(overcorrection)

된 화소들이 나타났다. C-보정법을 사용한 결과에서는

과다보정된 화소들이 눈에 띄지 않으며 보정 전 상과

cosine 보정결과의사이에해당하는보정효과를확인할

수있다.

국지적조도에의한 향및보정기법별보정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에 사용된 6개 밴드의 평균 반사

도와 cos i에 대한 2차원 산포도를 도시하 다(Fig. 5).

보정전 상에서는반사도와cos i가서로비례하여증

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지형보정이 수행된 후에는

이러한경향성이감소되어야한다. Cosine 보정결과에

서과다보정의 향으로0.1보다작은cos i의 역에서

100%의반사도를의미하는10,000보다큰수치의반사

도로 보정이 이루어졌고 또한 cos i의 수치가 0.2 이하

인경우완전한그림자로가정할수있기때문에(Reese

and Olsson, 2011) 이 역에 대하여 마스크를 제작하

여 보정결과의 평가에서 제외시켰다. 평가에서 제외된

역 중 0.1보다 작은 cos i 수치를 갖는 화소는 73개,

0.1과 0.2 사이의 cos i 수치를갖는화소는 135개로전

체 상 중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최종적으로 지정된

cos i가 0.2 이상인 범위에서의 cosine 보정 결과는 앞

서 육안관찰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다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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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ected PIFs for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PIFs
Number of Mean slope Standard 

pixels (degree) deviation of slope

Road 53 1.70 0.83

Concrete 18 1.52 0.74

Ground 4 1.82 1.12

Roof 9 2.19 1.45

Sand 22 2.31 1.14

PIFs
Number of Mean slope Standard 

pixels (degree) deviation of slope



향으로인하여작은cos i에서오히려큰반사도가나타

나는 경향이 도시되었다. C-보정 결과에서는 cos i의

변화에 상관없이 가장 일정한 반사도의 분포가 나타나

지형에 의한 향이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된 것으로 판

단할수있다.

2) 표준편차 비교분석

지형보정이 수행된 상에서는 보정 전보다 지표 피

복의 반사도 변화가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균질한 반사

도의 분포가 나타나야 하고 이는 밴드별 반사도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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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2D scatter plot of cos i versus mean reflectance of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Fig. 4.  Comparison of original and topographically normalized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a) The original imagery, (b) cosine
correction applied imagery, and (c) c-correction applied imagery.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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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ndard deviation reduction of topographically normalized imagery compared to atmospherically corrected original
imagery (The best case in improvement of standard deviation for each imagery and correction method is shown in bold.)

Kernel size Band April 6 , 2000 January 6, 2002 March 30, 2003

Original  Cosine  C-correction Original Cosine C-correction Original Cosine C-correction 
standard correction standard correction applied standard correction applied
deviation applied applied deviation applied deviation applied

1 173.39 -2.45 -0.10 239.47 -18.82 1.32 138.72 -10.29 0.38

2 204.78 -2.66 0.06 261.70 -17.73 2.76 156.07 -11.49 0.45

3 261.11 -4.27 -0.17 312.67 -17.53 3.38 193.80 -12.52 0.12

3×3 4 551.18 1.03 6.11 487.50 -12.35 24.54 394.57 -12.99 5.23

5 435.00 -9.44 1.69 514.84 -20.81 7.99 360.52 -19.25 1.19

7 409.32 -7.84 -0.01 426.53 -18.11 2.93 362.22 -12.39 0.01

Sum -25.64 7.59 -105.35 42.92 -78.94 7.38

1 173.39 -1.08 0.07 239.44 -11.10 1.59 138.72 -4.76 0.57

2 204.79 -0.90 0.32 261.69 -8.06 3.42 156.08 -5.36 0.62

3 261.11 -2.13 0.05 312.64 -6.86 4.26 193.80 -6.59 0.21

5×5 4 551.22 7.54 8.75 488.33 24.68 34.44 394.62 0.31 7.05

5 435.02 -1.45 2.98 515.34 2.47 11.79 360.56 -7.65 1.86

7 409.33 -3.52 0.46 426.67 -3.74 4.38 362.24 -6.15 0.22

Sum. -1.53 12.63 -2.61 59.87 -30.20 10.53

1 173.39 -0.54 0.13 239.38 -9.01 1.50 138.72 -2.60 0.64

2 204.79 -0.29 0.38 261.70 -5.55 3.40 156.08 -3.13 0.65

3 261.12 -1.27 0.12 312.65 -4.03 4.34 193.80 -4.44 0.21

7×7 4 551.22 9.06 9.40 489.52 34.60 38.23 394.63 4.27 7.53

5 435.03 1.20 3.45 515.96 8.78 13.21 360.57 -4.01 1.98

7 409.34 -1.87 0.61 426.91 0.17 4.82 362.24 -4.23 0.24

Sum. 6.29 14.09 24.96 65.50 -14.14 11.25

1 173.39 -0.37 0.13 239.35 -8.65 1.26 138.72 -1.66 0.66

2 204.79 -0.16 0.35 261.76 -5.13 3.10 156.08 -2.23 0.62

3 261.12 -0.98 0.12 312.72 -3.49 4.05 193.80 -3.53 0.18

9×9 4 551.22 9.09 9.18 490.92 37.01 38.73 394.63 5.32 7.39

5 435.04 2.07 3.52 516.70 10.50 13.34 360.58 -2.72 1.88

7 409.35 -1.29 0.62 427.24 1.29 4.78 362.25 -3.56 0.19

Sum. 8.36 13.91 31.53 65.25 -8.40 10.92

April 6 , 2000 January 6, 2002 March 30, 2003

Kernel
Band

Original  Cosine  
C-correction

Original Cosine
C-correction

Original Cosine
C-correctionsize standard correction

applied
standard correction

applied
standard correction

applieddeviation applied deviation applied deviation applied

Fig. 6.  Forest land-cover distribution map selected from the result of ISODATA unsupervised classification. Three classes were
merged into the forest land-cover.



편차를 비교함으로써 평가가 가능하다. 세 상에 대하

여 보정방법과 커널 크기를 구분하여 밴드별 표준편차

의변화정도를도시하 다(Table 3).

Cosine 보정법에서는 커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편차는 감소하는 경향이나타났으며2000년 4월 6

일과 2002년 1월 6일 상에서는 커널의 크기가 7×7

이상에서 개별 밴드들의 표준편차 감소 정도의 합이 보

정 전 상보다 증가되어 지형 효과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3월 30일 상에서는 커널의 크기가

증가함에따라표준편차는감소하는경향이나타나지만

커널의 크기가 9×9인 경우에서도 개별 밴드들의 표준

편차감소정도의합이보정전 상보다증가되지는않

았다.

C-보정법은 커널의 크기가 7×7까지는 커널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편차는 감소되는 경향이 세 상에

서모두나타났고커널의크기가9×9인경우커널의크

기가 7×7인경우보다개별밴드들의표준편차감소정

도의 합이 줄어들었다. Cosine 보정법과는 달리 2000

년 4월 6일 상에서3×3 커널을적용한결과중 1, 3,

7번 밴드를 제외한 모든 크기의 커널에서 보정 전 상

보다표준편차가감소되었다.

2000년4월6일 상에대한무감독분류결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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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ndard deviation reduction of the forest land cover in topographically normalized imagery compared to the
atmospherically corrected original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The best case in improvement of standard deviation
for each imagery and correction method is shown in bold.)

Kernel size Band Original
Cosine correction C-correction Mean and standard 

applied applied deviation of cos i

1 76.57 -6.49 0.86

2 97.26 -7.23 1.50

3 110.65 -12.32 1.21

3×3 4 281.04 -5.76 13.54 0.8005 / 0.0733

5 218.23 -21.95 12.35

7 180.70 -15.06 6.47

Sum -68.81 35.93

1 76.58 -1.98 1.17

2 97.27 -1.49 2.03

3 110.66 -4.59 1.64

5×5 4 281.08 13.82 17.86 0.8037 / 0.0635

5 218.29 3.66 16.22

7 180.74 0.75 8.18

Sum 10.17 47.10

1 76.58 -0.24 1.29

2 97.27 0.58 2.23

3 110.66 -1.65 1.79

7×7 4 281.08 19.85 20.00 0.8055 / 0.0580

5 218.29 12.30 17.78

7 180.74 5.99 8.56

Sum 36.83 51.65

1 76.58 0.57 1.32

2 97.27 1.47 2.27

3 110.66 -0.26 1.80

9×9 4 281.08 21.76 21.10 0.8067 / 0.0544

5 218.29 15.65 18.25

7 180.74 7.96 8.36

Sum 47.15 53.10

Kernel size Band Original
Cosine correction C-correction Mean and standard 

applied applied deviation of cos i



산림으로 선택된 세 클래스는 지형기복의 변화가 심한

한라산및인근지역에분포하고있다(Fig. 6). 따라서다

른 피복보다 지형에 의한 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

할수있다. 선택된산림클래스들의전반적인분광반사

도에는강도의차이는존재하지만파장별패턴이유사하

기때문에동일한종류의피복으로가정하 다(Fig. 7).

선택된 산림피복에 한정하여 지형보정을 수행한 결

과 cosine 보정법은 커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

편차는감소되는경향이나타났으며커널의크기가5×

5 이상에서 개별 밴드들의 표준편차 감소 정도의 합이

보정 전 상보다 증가함을 알 수 있다(Table 4). C-보

정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

라 표준편차는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cosine 보정

법과는 달리 모든 밴드와 커널의 크기에서 보정전 상

보다 표준편차가 감소하 다. 커널 크기의 증가는 지형

기복에 의한 향을 감소시키고 이로부터 cos i의 평균

은증가되고표준편차는감소되는경향을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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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near regression formula of atmospherically corrected original imagery and topographically normalized imageries

Atmospherically corrected Linear regression formula between Linear regression formula between
reflectance the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R2 the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R2

and acquired on January 6, 2002 and acquired on March 30, 2003

Band 1 y = 1.24x + 71.43 0.92 y = 1.71x _ 799.77 0.89

Band 2 y = 1.23x _ 53.09 0.92 y = 1.66x _ 783.55 0.91

Band 3 y = 1.21x _ 125.05 0.94 y = 1.64x _ 778.25 0.94

Band 4 y = 1.22x _ 243.26 0.93 y = 1.63x _ 1,061.36 0.95

Band 5 y = 1.19x _ 242.23 0.91 y = 1.32x _ 429.75 0.95

Band 7 y = 1.15x _ 138.43 0.88 y = 1.22x _ 202.60 0.91

Cosine correction Linear regression formula between Linear regression formula between
applied the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R2 the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R2

and acquired on January 6, 2002 and acquired on March 30, 2003

Band 1 y = 1.32x _ 160.69 0.92 y = 1.72x _ 876.18 0.89

Band 2 y = 1.29x _ 218.25 0.92 y = 1.66x _ 828.59 0.91

Band 3 y = 1.22x _ 168.87 0.94 y = 1.64x _ 796.24 0.94

Band 4 y = 1.23x _ 208.40 0.94 y = 1.62x _ 1,048.69 0.96

Band 5 y = 1.20x _ 250.19 0.92 y = 1.31x _ 424.57 0.95

Band 7 y = 1.17x _ 152.13 0.89 y = 1.21x _ 199.60 0.92

C-correction applied Linear regression formula between Linear regression formula between
the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R2 the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R2

and acquired on January 6, 2002 and acquired on March 30, 2003

Band 1 y = 1.30x _ 142.47 0.92 y = 1.71x _ 865.67 0.89

Band 2 y = 1.29x _ 205.81 0.92 y = 1.66x _ 819.79 0.91

Band 3 y = 1.24x _ 195.52 0.94 y = 1.64x _ 797.77 0.94

Band 4 y = 1.24x _ 226.27 0.94 y = 1.63x _ 1,066.43 0.95

Band 5 y = 1.21x _ 254.80 0.92 y = 1.32x _ 425.19 0.95

Band 7 y = 1.17x _ 149.43 0.88 y = 1.21x _ 197.73 0.91

Atmospherically corrected
Linear regression formula between Linear regression formula between

reflectance
the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R2 the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R2

and January 6, 2002 and March 30, 2003

Cosine correction
Linear regression formula between Linear regression formula between

applied
the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R2 the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R2

and acquired on January 6, 2002 and acquired on March 30, 2003

Linear regression formula between Linear regression formula between
C-correction applied the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R2 the imagery acquired on April 6, 2000 R2

and acquired on January 6, 2002 and acquired on March 30, 2003

Fig. 7.  Spectral reflectances of the three forest classes
selected from the result of ISODATA unsupervised
classification.



3) 다시기 상 비교분석

서로 다른 시기에 획득된 세 상에 대하여 상대적

방사도보정을수행하 다. 앞서Table 2에도시한PIF

화소들에 대하서 2000년 4월 6일 상의 반사도를 기

준으로2002년 1월 6일및2003년 3월30일 상에대

하여 각각 선형 회귀식을 도출하 다(Table 5). 방사도

보정을위한선형회귀식은지형보정전 상및cosine

보정법이적용된 상, c-보정법이적용된 상에서각

각 산출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적 방사도 보정이 수

행되었다.

상대적 방사도 보정 수행 전후의 밴드별 반사도는

Fig. 8에도시하 다. 눈의경우다른지표피복과상이

한 반사도 특성을 지니며 지형에 의한 효과와는 별도로

지표피복의반사특성이변화하는경우이기때문에앞서

언급한바와같이눈의피복이가장두드러진2002년 1

월 6일 상을 기준으로 눈의 피복을 분석에서 제외할

수있도록해발 530 m 이상의 역에대하여마스크를

제작하여보정결과평가에사용하 다.

상대적방사도보정전의 상에서밴드별반사도순

서는 세 시기의 상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2002년 1월

6일의 상은 낮은 태양고도각 및 이로부터 발생되는

그림자 효과의 증가로 인하여 반사도가 모든 밴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8a). 상대적 방

사도 보정 후에는 2002년 1월 6일 상의 반사도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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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ean reflectance variation of (a) original imageries and RRN applied (b) original imageries, (c) cosine correction applied
imageries, and (d) c-correction applied imageries.

(c) (d)

(b)(a)



든 밴드에서 증가하여 방사도 보정 전과 비교하 을 때

촬 시기의 변화로 인한 반사도 차이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Fig. 8b). 지형보정이 수행된 결과에서는 지

형보정이수행되지않은경우보다2002년 1월6일의

상 적외선 역(밴드 4, 5, 7)의 반사도가 더 증가하여

2000년4월6일및2003년3월30일의 상에더욱근

접한반사도를나타내었으며, 가시광 역(밴드 1, 2, 3)

에서는 지형보정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반사도 정도가

모두 유사한 수치로 중첩되어 나타났지만 지형보정이

수행된 결과에서는 밴드 3, 2, 1의 순서로 나열되는 반

사도의간격이유지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5. 토의및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과 다수의 분석구가 분포하는

제주도 지역을 대상으로 세 시기에 취득한 Landsat 7

ETM+ 상및ASTER GDEM 수치표고모델에Lambertian

보정기법인 cosine 보정법과비Lambertian 보정기법인

c-보정법을적용하고개별 상 및 다시기 상에 대하

여 지형보정 전후의 비교를 수행하고 보정 효과를 평가

하 다.

지표피복 및 대기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2000년 4월

6일의 상을 대상으로 눈피복이 존재하는 해발 1200

m 이상을제외한육상지역에대하여지형보정을수행한

결과육안분석및 cos i 수치에대한반사도변화경향에

서 cosine 보정법보다 c-보정법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도출함을알수있었다. 보정전후의표준편차감

소 정도의 비교에서는 cosine 보정법을 적용한 경우 과

다보정의 향으로 인하여 커널의 크기가 5×5 이하에

서는밴드별표준편차감소량의합이증가하지않았지만

c-보정법을 적용하 을 때에는 모든 크기의 커널에서

밴드별 표준편차 감소량의 합이 증가하 다. 이는 주변

지형으로부터반사되는에너지및불완전한대기보정으

로 인한 잔류 대기 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c-보정법에

추가된 보정상수(ck)의 효과로 판단된다. 동일한 방법으

로 2002년 1월 6일과 2003년 3월 30일 상에 대하여

지형보정을수행한경우에도cosine 보정법보다c-보정

법이상대적으로우수한결과를나타내었다.

2000년 4월 6일의 상에서 입력자료를 무감독분류

결과로부터 선택한 산림피복으로 한정하고 c-보정법을

적용하여지형보정을수행한사례에서는육상지역을대

상으로 c-보정을수행한경우적용된커널의크기가가

장 작은 3×3 화소일 때 일부 밴드에서 보정전보다 표

준편차가증가한결과가도출된것과달리모든밴드및

커널 크기에서 보정전 상보다 표준편차가 감소하

다. 또한개별밴드의표준편차가감소한경우에도육지

전체를 대상으로 보정을 수행한 경우보다 표준편차 감

소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에서도 단일피복에 대

한 c-보정의 수행이 더 우수한 보정결과를 도출한다고

판단할수있다. 따라서토지피복도나지질도와같이지

표피복에 대한 사전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지형보

정을 수행할 때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선된 결과를

기대할수있다.

지형보정 수행 시 국지적 조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커널의크기를변화시키며적용하 고커널의크기가3

×3이 아닌 그 이상인 경우에 지형의 향이 더 감소되

는결과가도출되었다. 지형보정과정중사용된수치표

고모델인ASTER GDEM 자료는다수의스테레오 상

을 이용하여 제작하 기 때문에 지점당 사용된 스테레

오 상의 수량에 따라서 정확도가 결정된다. 스테레오

상이 취득되지 않은 특정 지점에는 다른 종류의 수치

표고모델 자료의 수치를 차용하 고(Tachikawa et
al., 2011) 일부 지점은 소수의 스테레오 상으로부터

수치표고모델이 만들어졌다. 분석에 사용된 ASTER

GDEM 자료에서고도가0 m 이상인지점에대하여사

용된 스테레오 상자료의 수를 확인하 을 때 최소 두

쌍의스테레오 상으로부터지표고도가추출된지점이

존재하고스테레오 상의수가세쌍이하인경우특히

큰 오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Tachikawa et al., 2011) 일부의 스테레오 상의 수

가작은지점에오차가포함되어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 NGA)에서 평가한 ASTER

GDEM 자료의평균수평오차는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지형자료와비교하 을때동서

방향으로 0.104 arc-second(1 arc-second를 30 m로

가정 시 3.12 m), 남북 방향으로 0.175 arc-second(1

arc-second를30 m로가정시5.25 m)로서(Tachikawa

et al., 2011) Landsat ETM+ 상과 위치적으로 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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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는지점이존재할수있기때문에커널의크기가증

가하면서 모델링된 지형의 경사가 완만해지고 수직 및

수평오차도완화되어지형보정효과가증대되는것으로

판단할수있다. 수치표고모델의정 도및정확도가지

형보정 효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항공

측량이나라이다자료로부터획득된수치고도모델을이

용하여지형보정을수행하고보정효과를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의 결

과로부터Landsat 7 ETM+ 상에서지형의 향으로

부터 발생되는 화소의 밝기변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c-보정법을적용하고ASTER GDEM 지형자료를이용

한cos i 모델링시커널의크기를7×7 또는 9×9 화소

로입력하는경우에모든 상밴드에서지형에의한

향이 완화되어 표준편차가 보정 전보다 감소된 안정된

상자료로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c-보정법

에 의한 지형 향의 감소 효과는 육안분석 및 cos i와

반사도를이용한2차원산포도에서도확인가능하 다.

서로 다른 시기에 획득된 세 상에 대하여 상대적

방사도 보정을 수행한 후 지형보정 효과를 평가한 결과

계절적 원인으로 인하여 태양 고도각이 가장 낮은 상태

에서획득된2002년 1월6일 상의반사도에서계절적

향이 감소되고 다른 두 시기의 상과 유사한 반사도

로 보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산악지형이 두드러진 지

역에서 다수의 시기에 획득된 위성 상을 이용하여 시

계열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지형보정 기법을 적용함으

로써 지표피복의 변화 경향만을 상대적으로 강조할 수

있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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