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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hierarchical classification scheme, which can reduce the spectral ambiguity and also
reflect crop cultivation patterns from past land-cover maps, is presented for the purpose of the early
production of crop classification maps in large-scale crop areas. Specifically, the effects of mixed pixels
are minimized not only by applying a hierarchical classification approach based on different spectral
characteristics from crop growth cycles, but also by considering temporal contextual information derived
from past crop cultivation patterns. The applicability of the presented classification scheme was evaluated
by a case study of Iowa State in USA with time-series MODIS 250 m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NDVI) data sets and past Cropland Data Layers(CDLs). Corn and soybean, which are major crop
types in the study area and also display spectral similarity, could be properly classified by applying different
classification stages and accounting for past crop cultivation patterns. The classification result by the
presented scheme showed increases of minimum 7.68%p and maximum 20.96%p in overall accuracy,
compared with one based on purely spectral information.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temporal
contextual information during classification was less affected by the number of NDVI data sets and the
best overall accuracy of 86.63% was achieved. Thus, it is expected that this classification scheme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he early production of large-area crop classification maps in major feed-grain
import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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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곡물 수입 세계 5위로, 쌀을

제외한 다른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수입에 의

존하는 곡물 수급구조를 보이고 있다(Yoo et al., 2012).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70년 80.5%에서 지속적으

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 2012년에는

23.6%의최저치를기록하였다(연합뉴스, 2013). 최근고

온현상이나 가뭄 등의 세계적인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한 변화는 수입에 의존하는 국

내의 곡물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곡물 수입국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

니터링을 통한 농작물 수입 대책 자료 수집과 분석 체계

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작황정보 구축과 모니터링을 주로 현장조

사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에는 항공기나 위성 기반의 원

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작물 모니터링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로 다양한 품종의 작물을 재배하는 외

국의 경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현장조사 기반의 작황

모니터링보다는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

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격탐사 기반의 작황 모니

터링은 작물 구분도 제작에 의한 재배면적 등의 정보 추

출이나 원격탐사 자료와 기상, 토양 자료 등을 함께 이용

하는 작황 예측 모델링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

히 작물 구분도는 재배 현황 파악과 더불어 주요 곡물 수

입국 작황의 조기 예측 모델링의 중요한 입력 변수로 사

용되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 주요 곡물 수입국의

조기 작황 예측을 통해 미리 국제 곡물 시장 동향을 파악

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의존형 곡물 수급구조

를 갖는 국가에서는 곡물 수입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

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작

물 구분도의 조기 제작은 매우 중요하다.

국외 작물 구분도 제작 연구는 주로 미국, 캐나다, 유

럽, 동남아 등의 대규모 경작지를 대상으로 많이 수행되

었다 (Hall and Badwar, 1987; Turker and Arikan, 2005;

Chang et al., 2007; Wardlow and Egbert, 2008; McNairn et

al., 2009). 국가 기관에서 제작한 작물 구분도로, U.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가 1997년부터 위성영

상을 이용하여 미국을 대상으로 제작한 Cropland Data

Layer(CDL)이 있다(Boryan et al., 2011). CDL은 1년 단위

로 제공되는데, 특히 2008년부터 미국 전 지역을 대상으

로 공간해상도 30 m나 56 m로 제공되고 있다. 국내 작물

구분도 제작 연구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토지 이용 변화 분석 및 농경지 이용도를 제작하거나, 좁

은 지역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밭지역보다는 벼

재배지역 추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Jang, 2006; Lee et

al., 2009; Lee and Park, 2011; Hong et al., 2012; Lee et al.,

2012).

이 연구에서는 주요 곡물 수입국의 대규모 작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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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에서는 대규모 작물 재배 지역의 작물 분류도의 조기 제작을 목적으로 분광학적 혼재를 줄

이고, 과거 토지피복도의 작물 재배 패턴을 반영할 수 있는 계층적 분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특히 작물 생

육 주기로부터 다른 분광 특성을 고려한 계층적 분류 접근을 적용하고, 과거 작물 재배 패턴으로부터 추출된

시간적 문맥 정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분광 혼재가 두드러진 화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제안 분류 기법

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아이오와 주 전체를 대상으로 시계열 MODIS 250 m 정규식생지수 자료와

과거 crop data layer를 사용하는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해 다른 분류 단계와 과거 작물

재배 패턴을 고려함으로써 대상 지역의 주요 재배 작물이면서 분광학적 유사도가 두드러진 콩과 옥수수를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광 정보만을 이용한 분류 결과에 비해 제안 기법이 최소 7.68%p에

서 최대 20.96%p의 향상된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분류 단계에서 시간적 문맥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사

용 NDVI 자료의 수에 영향을 덜 받는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최대 전체 정확도: 86.63%)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 분류 기법은 주요 곡물 수입국의 대규모 작물 구분도의 조기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 조기 제작을 목적으로 시계열 식생지수 자료와 과

거 토지 피복도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주요 작물 재배 패

턴을 결합하는 분류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광 정

보만을 이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분류 항목간의 혼재

를 완화하기 위해, 제안 방법론은 초기 단계에 구분 가능

한 분류 항목들을 계층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분류

한 후에 주요 작물의 재배 패턴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제안 방법론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과거 토지

피복도의 이용이 가능하며 주요 수입 곡물인 옥수수와

콩을 대단위로 재배하는 미국 Iowa 주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방법론

1) 연구 지역 및 사용 자료

대상 지역인 Iowa 주는 대표적인 옥수수와 콩 재배 지

역으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매우 넓은

지역에 해당한다(Fig. 1). Iowa 주는 작물 재배 시, 옥수수

와 콩을 교대로 재배하는 특징이 있는데, Fig. 2에 예시한

것처럼 이전 해에 옥수수(콩)를 재배하였던 지역에서 다

음 해에는 콩(옥수수)을 재배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교대 재패 패턴은 주 내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옥수수나 콩을 지속적으로 재배하는 지

역도 존재한다. Iowa 주에서는 주요 작물인 옥수수와 콩

이외에 부분적으로 other hay나 alfalfa 같은 기타 작물도

함께 재배하고 있다.

작물 구분도 조기 제작을 위한 원격탐사 자료로는 대

상 지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그동안 미국이나 중국 등 대

규모 경작 지역의 분류에 많이 사용된 MODIS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작물별 생육 주기 특성을 고

려하기 위하여 250 m 공간해상도의 16일 합성 정규식생

지수(NDVI) 자료(MOD13Q1)를 사용하였으며, 2013년

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전체 23개의NDVI 자료 중

Early Production of Large-area Crop Classification Map using Time-series Vegetation Index and Past Crop Cultiva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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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 example of shifting cultivation of corn and soybean between 2011 and 2013.

Fig. 1. Location map of the study area with CDL.



에서 당해 연도 작황의 예측 모델링을 위한 조기 제작을

목적으로 8월 13일까지 획득된 총 15개의 자료를 고려

하였다(Table 1).

해당 연구 지역에 대한 작물 재배 특성 분석과 분류

결과에 대한 정확도 검증을 위해 미국 USDA에서 제공

하는CDL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부

터 2013년까지의 CDL을 사용하였는데, 연도별로 사용

목적을 달리하였다. 우선 2013년 작물 구분도 제작 결과

의 정확도 검증에는 분류 과정에 사용하지 않는 2013년

CDL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과거 작물 재배 패턴의 추

출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개년 자료를 고려하

였다. CDL은 254개의 상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요 재배 작물인 옥수수와 콩의 작황 예

측 모델링을 위한 작물 구분도 제작이 주목적이기 때문

에 옥수수와 콩을 제외한 항목들은 USDA에서 제공하

는 상위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옥수수, 콩, 기타 작물 및

비작물의 최종 4개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결과를 제시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250 m의MODIS 자료를 분류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는데, 분류 과정과 검증에 사용하는 CDL

자료는 30 m 해상도로 제공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 자

료의 공간해상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30 m CDL 자료를

250 m 공간해상도 자료로의 변환을 수행하였다. 해상도

변환에는 저해상도 격자에 포함되는 고해상도 분류 항

목의 비율(fraction) 정보를 이용하였는데, 250 m 공간해

상도의 격자 안에 포함되는 30 m 공간해상도CDL의 분

류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에,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분류 항목을 해당 250 m 격자에 할당하

였다.

감독분류에 필요한 훈련자료의 선정에는 시계열

Landsat 자료로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촬영된 Landsat-

5 TM, Landsat-7 ETM+ 및 Landsat-8 OLI 자료를 사용하

였다. 이 연구는 작황 예측 모델링을 목적으로 최종 분류

항목을 옥수수, 콩, 기타 작물 및 비작물의 총 4개로 최종

결과를 제시하지만, 중간 분류 단계에서는 기타 작물과

비작물을 세분류하였으며 최종 단계에서 결합된 결과

를 제시하였다. 분류 항목으로CDL 원본 자료에서 전체

영역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8개 항목을 고려하였

으며, 작물별 생육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시계열 Landsat

자료의 시각적 판독을 통해 총 5,844개의 훈련자료를 추

출하였다(Table 2).

2) 작물 구분도 제작 방법론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작물 구분도의 조기 제작 방법

론은 관심 분류 항목별 계층적 분류와 과거 토지 피복도

의 분류 패턴의 결합을 기반으로 한다(Fig. 3).

대상 지역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든 분류 항목들을 대

상으로 훈련자료 기반 분광정보만을 이용하여 분류를

수행할 경우, 분광학적 혼재가 두드러지는 지역에서는

오분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분광학적 혼재에 따

른 오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가정보를 이용

하거나 분류 항목의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혹은 계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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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list of 2013 MODIS NDVI data sets considered in
this study

No. Day of Year(DOY) Acquisition date
1 1 Jan. 1
2 17 Jan. 17
3 33 Feb. 2
4 49 Feb. 18
5 65 Mar. 6
6 81 Mar. 22
7 97 Apr. 7
8 113 Apr. 23
9 129 May 9
10 145 May 25
11 161 Jun. 10
12 177 Jun. 26
13 193 Jul. 12
14 209 Jul. 28
15 225 Aug. 13

Table 2.  The number of training data for each class
Classes The number of training data
Corn 1,705

Soybean 1,035
Alfalfa 30

Other hay 38
Urban 1,075
Forest 1,252
Water 379
Grass 330
Total 5,844



분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분류

계층을 분리함으로써 분광 정보의 혼재로 인한 오분류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Fig. 3). 각 항목별로 추출된 훈

련자료로부터 시계열NDVI 자료에 나타나는 생육 특성

을 분석하여 계층 분리에 사용하였다. 각 항목별 생육 특

성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시기의NDVI의 통계값을 이

용하여 계층을 구분한 후에 계층별로 분광정보 기반의

세분류를 수행하였다 . 분광정보 기반의 분류에는

Support Vector Machine (SVM: Cristianini and Shawe-taylor,

2000)을 적용하였다.

전술한 분류 계층 분리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과거 토

지 피복도 자료의 규칙 기반 분류 패턴을 함께 이용하였

다(Fig. 3). 이규칙기반분류패턴은해당연구지역의작

물 교대 재배 혹은 지속적인 유지 특징을 일종의 시간 문

맥정보(temporal contextual information)으로이용하는것

이다. 규칙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시기 이

전의CDL을 이용한 사전 실험을 통해 효율성과 오차 전

파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개 년도의 CDL 자료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시간 문맥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Lee and Park(2011)은 분광정보

와 이전 시기의 토지 피복도로부터 계산한 전이 확률을

결합하는확률론적분류방법론을미국 Iowa 주와Kansas

주의 소규모 지역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1개 연도의 토

지 피복도만을 고려함으로써 교대 재배 패턴 유지, 교대

재배 패턴의 변화, 과거 작물이 그대로 유지되는 양상과

같은 다양한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대상

연구 지역의 과거CDL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옥수수와 콩을 교대로 재배하는 패턴이 우세하지만 이

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재배하는 특징도 나타났으며 기

타 작물의 경우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러

한 사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주된 관심 작

물이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콩을 대상으

로 이 작물들의 교대 재배 지역과 일괄적으로 동일 작물

을 재배하는 지역을 모두 추출하여 재배 패턴 정보로 이

용하였다. 즉, Fig. 2의 예시처럼 이전 3개 년도의 토지 피

복도에서 옥수수-콩-옥수수인 지역은 2013년에 콩 재배

지역으로 간주하고, 반대로 콩-옥수수-콩인 지역은 옥수

수 재배 지역으로 간주한다. 또한 옥수수와 콩 동일 작물

이 계속적으로 나타난 지역은 고려하고 있는 시기에서

해당 작물 재배 지역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재배 패턴 정보가 2013년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도 있기 때문에 이 재배 패턴 정보를 기반으로 확률론적

시간 문맥 정보로 표현하여 분광정보와 결합하였다.

과거 재배 패턴 정보를 분광정보 기반 분류와 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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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ule-based hierarchical classification methodology applied in this study.



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계열NDVI 자

료에 SVM을 적용하여 옥수수와 콩의 분광정보 기반 사

후 확률을 얻은 후에 재배 패턴 정보를 확률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확률을Tau 모델(Krishnan, 2008)을 이

용하여 결합 사후 확률을 얻은 후에 최종 분류 항목을 할

당한다. 분류 항목 옥수수와 콩을 각각 ω1과 ω2라고 할

때, 분광정보 기반 사후 확률은 {P (ωi | S ), i = 1, 2}로 표

현하였다. 재배 패턴 정보를 시간 문맥 정보로 간주할 수

있는 확률로 표현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격자를 중심

으로 3×3 창을 설정한 후에 이 창 안에 포함되는 분류

항목별 개수로부터 확률(P (ωi | T ))을 계산하였다.

                      P(ωi | T ) =                         (1)

여기서 I(xj; ωi)는 고려하고 있는 격자의 주변 j번째 격자

에서의 재배 패턴 정보가 고려하고 있는 분류 항목 ωi 와

일치하면 1, 아니면 0의값을가지는지시자함수를나타

낸다.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격자 주변의 재배 패턴 정보

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재배 패턴 정보 오류의 영향을 줄

일 수 있으며, 또한 주변과의 유사성 정보도 함께 표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분광정보 기반 사후 확률(P(ωi | S ))과 시간 문맥 정보

확률(P(ωi | T ))을 계산한 이후 식 (2)의 Tau 모델을 통해

결합 사후 확률을 얻게 된다(Park, 2010). 마지막 단계로

최대 사후 확률 결정 규칙을 적용하여 최종 분류 결과를

얻게 된다.

P(ωi | S, T ) =[ ]/[ + · ] (2)

여기서 P(ωi)는 분류 항목의 사전 확률을 나타내는데,

2013년 해당 시기의 분류 항목별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

에 0.5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옥수수와 콩의 작물 재

배 패턴이 기타 작물과 비작물 지역의 초기 분류 결과에

포함될 경우에는 옥수수와 콩의 식 (1)에 제시한 확률들

의 합이 일정 임계값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항목으로 할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원래 기타 작물이나 비작물 지역의 초기 분류 결과를

유지하였다.

3) 분류 방법론의 정확도 평가 및 면적 비교

이 연구에서는 제안 분류 방법론의 유용성의 비교 평

가를 위해 1) 8개 분류 항목을 대상으로 분광정보 기반

분류, 2) 분광정보만을 이용하는 계층 분류, 3) 계층 분류

와 과거 재배 패턴 정보를 결합하는 제안 기법에 의한 분

류 등 총 3가지 분류 방법론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였

다. 분류 정확도 검증에는 250 m 해상도로 변환된 2013

년 CDL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30 m 해상도의 CDL 자

료의 비율 기반 해상도 변환 과정에서 분류 항목별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근소한

비율 차이로 분류 항목을 할당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으

로의 재분류에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분류 정확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2013년 250 m 공간해상도

의CDL 자료 중에서 실험적으로 각 격자별로 최대 비율

이 0.8 이상인상태에서최종분류항목이할당된격자만

을 분류 정확도 평가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류 항목별 검

증자료의 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기타 작물의 경우

전체 검증자료의 1.1%로 매우 적으며, 분류의 주된 관심

은 주요 작물인 옥수수와 콩의 정확도 비교이기 때문에

분류 정확도 계산과정에서는 기타 작물과 비작물 지역

을 합쳐서 이용하였다. 분류 정확도 통계는 오차 행렬로

부터 전체 정확도와 분류 항목별 사용자 정확도를 이용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이 정확도 높은 작물 구분도의 조기 제

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분류 항목별 혼재를 최소화하

면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자료 시기의

선택과 이용 자료수가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상

지역의 주요 작물인 옥수수와 콩은 6월 초, 중순부터 두

작물의 생육 주기 양상이 미세하게 다르게 나타나기 시

작한다. 이를 토대로 전술한 3가지 분류 방법론별로 16

일 주기로 획득되는MODIS NDVI 자료를 1월 1일부터

각각 6월 10일(11개), 6월 26일(12개), 7월 12일(13개), 7

월 28일(14개), 8월 13일(15개)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9                  9
Σ I(xj; ωi)

j = 1                   1

9

1 _ P(ωi)
P(ωi)

1 _ P(ωi)
P(ωi)

1 _ P(ωi | S )
P(ωi | S )

1 _ P(ωi | T )
P(ωi |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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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number of reference data for 4 classes
Classes The number of reference data
Corn 483,418

Soybean 296,811
Other crop 13,589
Non crop 416,713

Total 1,210,531



분류를 수행한 후에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작물 구분도 작성을 통해 작물별 재배 위치뿐만 아니

라 재배 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분류 정확도 평가

와 더불어 제안 기법에 의해 제작된 조기 작물 구분도에

서 주요 작물인 옥수수와 콩의 재배 면적을 계산한 후에,

CDL 기반 재배면적과 2013년 미국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의 공식 재배면적 통

계와 비교하여 상대오차를 계산하였다.

3. 결 과

1) 계층 분류 결과

우선 분광정보 기반 분류와 계층 분류를 위해 훈련자

료로부터 시계열NDVI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Fig.

4는 주요 분류 항목별 시계열NDVI의 평균값의 변화 양

상을 나타낸다. 기타 및 비작물과 여름 작물인 옥수수와

콩이 1차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작물과 산림 지역은 옥수수와 콩의 성장단계에서 혼재

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토대로 옥수수와 콩을

포함하는 계층과 나머지 기타 및 비작물을 포함하는 계

층으로 구분하였다. 이미 식생 활력도가 높게 나타나는

기타 작물과 산림 지역과 옥수수 파종 직전 혹은 파종 직

후의 낮은 식생 활력도가 잘 구분되는 5월 9일을 기준으

로 식생지수가 0.4와 0.1에 해당하는 계층을 옥수수와

콩 분류 계층으로 나누고, 이 계층 지역만을 대상으로 옥

수수와 콩 훈련자료를 이용한 분류를 수행하였다. 반대

로NDVI가 0.4보다 크거나 0.1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하

는 계층에는 기타 작물과 비작물이 포함되어 해당 항목

의 훈련자료를 이용하여 분광정보 기반 분류를 수행하

였다. 이후 이 분광정보 기반 분류의 사후 확률은 과거

재배 패턴 정보와의 결합에 사용하였다.

2) 분류 및 정확도 평가 결과

Fig. 5는 3가지 분류 방법론별로 이용 자료수에 따른

전체 정확도의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분광정보 기반 분

류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 연

구에서 제안한 분광정보와 과거 재배 패턴 정보를 결합

한 계층적 분류 방법론이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

고 있다. 분광정보 기반 분류는 6월 10일까지 획득된 자

료를 사용하였을 때 전체 정확도가 63.9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후 사용 자료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정확도

가향상되면서 8월 13일까지의자료를사용하였을때가

장 높은 정확도인 77.7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옥수수

와 콩의 분광정보에 대한 구분력이 6월 10일까지의 자

료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광정보만을

이용하는 계층 분류는 분광정보 기반 분류와 마찬가지

로 동일한 정보를 사용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계층을 구

분하여 분류를 수행함으로써 분광정보 기반 분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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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series average NDVI profiles of classes from training data.



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6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사용 자료수를 늘릴 경우 분광

정보 기반 분류와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는

전술한 동일한 분광정보를 사용하는 자료 특성에 기인

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옥수수와 콩의 구분에 필요한 유

용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는 6월 10일까지의자료를사

용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3.1%p의 분류 정확도 향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 분광학적 혼재가 두드

러지는 자료를 이용하는 분류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분

류를 수행하기보다는 상호 구분에 의한 계층 분류가 유

용함을 지시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분광정보와 과거 재배 패턴 정보

를 결합한 계층적 분류 방법론은 분광정보 기반 분류에

비해 최소 7.68%p에서 최대 20.96%p, 분광정보만을 이

용하는 계층 분류에 비해 최소 7.52%p에서 최대

17.85%p의 향상된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사용 자

료의 수가 많아질수록 즉 분광정보가 제공하는 구분력

정보가 많아질수록 향상정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분광

정보가 제공하는 구분력이 떨어질 경우 시간 문맥 정보

와 함께 결합함으로써 분광학적 혼재 양상에 의한 오분

류를 줄일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결합에 의한 분류

결과의 변화 양상이 줄어듦을 지시한다. 또한 제안 방법

론은 대체로 사용 자료의 시기에 상관없이 유사한 정확

도를 나타내었고 7월 12일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을때

86.63%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Table 4는 7월 12일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얻어진 분

류 결과들의 각 분류 항목별 사용자 정확도를 나타낸다.

이미 전체 정확도의 비교에서 확인하였듯이 제안 기법

이 분류 항목별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3

가지 항목 모두에서 분광정보 기반 분류 결과에 비해 약

10%p 이상의 정확도 향상을 보였다. 주요 관심 대상 작

물인 옥수수와 콩은 각각 86%와 78%의 정확도를 나타

내었는데, 검증에 사용한 자료수가 매우 많음을 고려할

때 높은 정확도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상의 분류 정확도 비교 결과를 요약하면, 분광정보

기반의 분류는 사용 자료의 수를 증가시킬수록 정확도

가 향상되지만 연구 목적이 작물 구분도의 조기 제작임

을 고려할 때, 제안 기법이 대규모 작물 재배지역 작물

구분도의 조기 제작에 있어서 효율성과 신뢰성 측면에

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은 제안 기법이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던

7월 12일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얻어진 대상 연구 지

역에 대해 분광정보 기반의 분류 결과와 제안된 기법의

분류 결과를 나타낸다. 시각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분광

정보 기반의 분류는 제안 기법의 분류 결과에 비해 콩의

과대 추정이 두드러지며, 옥수수와 콩 모두에서 군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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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verall accuracy statistics of different classification schemes with respect to different numbers of NDVI data used for classification.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구지역 남쪽 지역의 기타

작물 재배 지역이 과소 추정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군

집 양상과 과대/과소 추정이 분광정보 기반 분류의 낮은

정확도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수한 분류 정확도를 보인 제안 기

법에 의해 생성된 조기 작물 구분도로부터 옥수수와 콩

의 재배 면적을 계산하여 2013년 CDL과 NASS 재배면

적 통계와 비교하였다(Table 5). 공식 통계인NASS 통계

에 비해 제안 기법은 옥수수는 2.52%, 콩은 1.82%의 상

대오차를 보였다. 이러한 상대오차는 CDL 기반 면적에

비해 유사하거나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제안 기법에

의한 250 m 공간해상도 기반 조기 작물 구분이 효과적

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주요 곡물 수입국의 대규모 작물 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작물 구분도의 조기 제작을 목적으로

시계열MODIS NDVI 자료와 과거 작물 재배 패턴을 결

합하는 계층적 분류 기법을 제안하였다. 시계열 분광 패

턴을 고려하여 구분 가능한 분류 항목별 계층을 먼저 분

리한 후에 분광정보 기반 세분류를 수행하고, 과거 작물

재배 패턴을 일종의 시간적 문맥 정보로 고려하여 분광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분광학적 혼재에 의한 오분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옥수수와 콩의 주산지인 미국 Iowa 주 전체를 대상으

로 제안 기법을 적용한 결과, 모든 분류 항목을 함께 감

독분류에 사용하는 전통적인 분광정보 기반 분류에 비

해 분류에 사용하는 NDVI 자료의 수에 따라 최소

7.68%p에서 최대 20.96%p의 향상된 전체 정확도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 분류에 의한 순차적 분류

와 과거 재배 패턴의 고려에 기인된 것으로, 특히 시간

문맥 정보의 결합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는 분광정보에

의한 분류시 250 m 공간해상도에 따른 혼재된 분류 항

목의 구분이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 시간 문맥 정보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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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lassification results: (a) purely spectral information and (b) the proposed classification scheme.

Table 4. Class-wise accuracy statistics of different classification methods
Corn Soybean Other/non crop

Spectral classification 70.63 65.49 84.36
Hierarchical classification 73.47 75.40 81.21

Hierarchical classification with temporal information 86.07 77.67 94.09

(a) (b)

Table 5. Comparison of estimated areas of corn and soybean with respect to different crop classification results and NASS statistics
Corn Soybean

Area (ha) Relative error Area (ha) Relative error
NASS statistics 5,503,730 3,763,580

CDL 5,328,306 -3.19% 3,693,259 1.87%
Presented scheme 5,642,619 2.52% 3,831,969 1.82%



합함으로써 혼재 양상을 바꾼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이

러한 분류 정확도의 향상에 따라 NASS 공식 작물 재배

면적 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약 2% 정도의 상대 오차를

나타내어CDL 자료와 유사한 오차를 보였다.

분광정보 기반 분류는 작물의 생육 특성상 많은 시기

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분류 정확도가 향상되지만, 제

안 기법은 사용 자료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안 기법이 작물 구분도의 조기 제작

시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 기법은 과거 토지피복도인 CDL의 이용이 가능

하고 주요 작물인 옥수수와 콩의 재배 면적이 기타 작물

과 비작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Iowa 주를 대상

으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기타 작물 재배 지역이나 초지

와 같은 비작물 지역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서는 주요 작물의 과거 재배 패턴 정보에 의한 정확도 향

상 정도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Iowa 주와

유사한 옥수수와 콩의 작물 재배 특징을 보이는 Illinois

주 등에 대한 적용을 통해 제안 기법의 적용성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타 작물과 비작물 지역의

면적이 넓은 다른 주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 기

법의 변형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브라질 등과 같이 과

거 토지 피복도의 이용이 제한적인 대규모 작물 재배지

를 대상으로 새로운 분류 기법 개발이 필요한데, 이 과정

에서 이 연구에서 적용한 계층 분류에 의한 순차적 분류

방법론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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