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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분류 기법을 이용한 위성영상 기반의 동계작물 구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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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Imagery based Winter Crop Classification Mapping 
using Hierarchica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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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use of hierarchical classification for winter crop mapping
based on satellite imagery. A hierarchical classification is a classifier that maps input data into defined
subsumptive output categories. This classification method can reduce mixed pixel effects and improve
classification performance. The methodology are illustrated focus on winter crops in Gimje city, Jeonbuk
with Landsat-8 imagery. First, agriculture fields were extracted from Landsat-8 imagery using Smart Farm
Map. And then winter crop fields were extracted from agriculture fields using temporal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Finally, winter crop fields were then classified into wheat, barley,
IRG, whole crop barley and mixed crop fields using signature from Unmanned Aerial Vehicle (UAV).
The results indicate that hierarchical classifier could effectively identify winter crop fields with an overall
classification accuracy of 98.99%.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classification method would be
effectively used for crop mapping.
Key Words : hierarchical classification, winter crop, Landsat-8, crop mapping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 기반의 동계작물 구분도 작성을 위한 계층분류 기법을 제안한다. 계층분류

기법은 입력 자료를 계층별로 정의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 혼합 픽셀의 효과를 줄이고 분류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전북 김제시의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Landsat-8 위성영상을 사용하였다. 먼저,

Landsat-8 위성영상에서 스마트 팜 맵을 이용하여 농경지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농경지를 대상으

로 시계열 식생지수를 사용하여 동계작물 재배지를 추출한 후, 최종적으로 무인기 영상에서 추출한 훈련자

료를 활용하여 밀, 보리, IRG, 청보리 및 혼파 재배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계층분류 기법에 의한 동계작

물 분류 정확도는 98.99%로 동계작물별 재배 필지를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안된 분류방법은 작물구분도 작성에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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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

한 주요 곡물생산국의 생산량 감소와 곡물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겨울철 유휴농지에 밀, 보리 및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여 경지이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다목적

측면에서 동계작물 답리작 재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계사료작물은 재배과정에서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수확도 논에서 바로 원형곤

포 사일리지로 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계사료작물에

비해 재배와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 동계작물 재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 파종이다. 파종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늦어지면 월동률이 낮아지고 봄에 초기 생

육이 불량하여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즉, 동계작

물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파종지연에 따른 재배

면적 감소와 월동 전후의 관리 여부에 따른 생육불량으

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가을철 잦은 강우는 파종지연과

토양 과습을 유발하여 동계작물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

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춘파 독려 및 월동 후 재배방

법 안내를 통해 동계작물 자급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동계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작황의 기본 자료이

며, 수량 및 생산량 산정을 위한 필수 정보인 재배면적

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재배지의 공간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배현황 정보는 식량의 수급 조

절, 가격 예측,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판단

자료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시군단위의 광

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동계작물의 재배면적 및 공간

분포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위성영

상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료의 가용성

과 작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기성과 광역

성을 갖는 위성영상은 특정 작물의 재배 분포에 대한 지

속적인 공간 정보 구축과 모니터링에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 피복/이용도, 작물구분도

등의 주제도 제작은 원격탐사의 활용분야 중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는 분야에 해당한다(Franklin and Wulder,

2002; Antonarakis et al., 2008; Simonneaux et al., 2008; Kim

et al., 2016). 특히 작물구분도는 재배 면적 산출이나 작

황 예측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입력 자료로 활용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Kim et al., 2014; McNairn

et al., 2014). 주요 곡물 수입국의 작황 파악을 위해 작물

구분도는 예측을 위한 재배면적을 제공하고, 위성의 자

료값 추출을 위한 작물 마스크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작물구분도의 조기 제작은 매우 중요하다

(Kim et al., 2014).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Xavier et

al.(2006)은 MODIS위성자료를 시계열 분석하여 사탕

수수 재배면적을 추정하였으며, Doraiswamy et al.(2007)

은 미국 콘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MODIS위성영상 기

반의 작물구분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Conrad et al.(2011)

은MODIS자료를시공간정보에의한객체추출방법에

적용하여 중앙아시아 논의 관개 면적을 추정하였으며,

Kim et al.(2016)은 중국 길림성의 옥수수, 콩, 벼를 대상

으로 선택적 계층 분류를 이용한 MODIS기반 작물구

분도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 사례와 같이 위성영상 기반의 작물

구분도 제작은 미국, 중국, 브라질 등 외국의 주요 곡창

지대에 한정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대상

으로 주로MODIS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되었기 때

문에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Landsat위성영상 기반의 재배지 추출

과 관련한 연구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벼 수량

예측을 위하여 논벼 재배지를 추출하거나(Na et al.,

2012), 비접근 지역을 대상으로 논의 면적을 산정(Hong

et al., 2012)하는 등 특정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작물구분

도 제작보다는 벼의 작황 분석을 위한 마스크 맵 작성

을 주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ndsat-8 위성영상을 사용하

여 동계작물의 재배면적과 공간분포를 파악하여 시군

단위 동계작물 구분도 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

하여 밀, 보리, IRG, 청보리 등 다양한 동계작물이 혼재

되어 있는 김제시를 대상으로 계층분류 기법을 적용하

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작목별 재배면적과

비교하여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지역

본 연구는 시군단위 동계작물 구분도 작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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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김제시

는 전라북도 중앙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경강

과 동진강 하구에서 서해와 접하고 있는 해안도시이다

(Fig. 1). 특히,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

제평야가 발달해 있고, 기후조건도 인근 바다의 영향으

로 내륙지방에 비해 겨울철 기온은 높고 여름철 기온은

낮은 편이며, 연평균기온 12.8°C 내외, 연평균강수량

1,284 mm중 7월 평균강수량이 265 mm로 벼농사에 매

우적합한지역이다(www.gimje.go.kr/). 2014년기준맥류

생산 현황은 전체 재배면적 3,546 ha, 생산량 16,000 M/T

으로 나타났으며, 작목별로는 쌀보리가 11,516 ha, 456

M/T, 겉보리는 3,843 ha, 454 M/T, 밀이 641 ha, 376 M/T

을각각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KOSIS, 2016).

2) 사용 데이터 및 전처리

시군단위 동계작물 작물구분도 작성을 위하여

Landsat-8 위성영상을 사용하였다. Landsat-8 위성은

Landsat-7의 후속 지구관측위성으로 2013년 2월 11일에

NASA에 의해 발사되었으며, 현재에는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가 운용하고 있다 . 푸쉬브롬

(pushbroom) 센서인 Landsat-8 OLI (Operational Land

Imager) 센서는 흑백영상을 제외하고 공간해상도 30m

의 8개 다중분광 밴드를 제공한다. 기존의 Landsat-7 위

성영상과 비교하여 2개의 밴드가(coastal/aerosol, cirrus)

추가되었으며, QA (Quality Assurance) 밴드를 같이 제공

하고 있다(Table 1). 영상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QA

밴드는 위성 전체 픽셀의 각각의 센서상태, 대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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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udy area and RGB image from Landsat-8.

Table 1.  OLI and TIRS spectral bands compared to ETM+ spectral bands

Landsat-7 ETM+ Bands (µm) Landsat-8 OLI and TIRS Bands (µm)
Band  1 30m Coastal/Aerosol 0.435-0.451

Band 1 30m Blue 0.441-0.514 Band  2 30m Blue 0.452-0.512
Band 2 30m Green 0.519-0.601 Band  3 30m Green 0.533-0.590
Band 3 30m Red 0.631-0.692 Band  4 30m Red 0.636-0.673
Band 4 30m NIR 0.772-0.898 Band  5 30m NIR 0.851-0.879
Band 5 30m SWIR-1 1.547-1.749 Band  6 30m SWIR-1 1.566-1.651

Band 6 60m TIR 10.31-12.36
Band 10 100m TIR-1 10.60-11.19
Band 11 100m TIR-2 11.50-12.51

Band 7 30m SWIR-2 2.064-2.345 Band  7 30m SWIR-2 2.107-2.294
Band 8 15m Pan 0.515-0.896 Band  8 15m Pan 0.503-0.676

Band  9 30m Cirrus 1.363-1.384



지표면상태 등을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또한, 12bit의

방사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기존 Landsat-7의 8bit보다

개선된 성능을 나타낸다. Landsat-8 위성의 세부적인 제

원은 Table 2와 같다(https://landsat.usgs.gov/landsat-8).

Landsat-8 위성영상은 Fig. 2와 같이 대상 지역이 포함

되는 Path/Row(115/35, 116/35)를기준으로동계작물생

육기간에 촬영된 5장을 수집하였으며(Table 3), 기하보

정(geometric correction), 대기보정(atmospheric correction)

및 해당지역의 영상추출(subset) 등의 전처리를 수행하

였다. 또한, 전처리된 영상은 식(1)을 이용하여 정규화

식생지수(Normalized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로 변환하였다.

                        NDVI =                           (1)

여기서, NIR은 0.851~0.879 µm의 근적외선 밴드이며,

Red는 0.636~0.673 µm의 가시광선 밴드이다.

스마트 팜 맵(Smart FarmMap)은 현장과 일치하는 고

품질의 농경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장과 일치하

지 않는 지적 정보를 농업환경에 맞게 제작한 전자지도

이다(Hong et al., 2015). 연속지적도와 수치지형도 및 토

지피복도를 참조자료로 활용하고 항공영상을 이용하

여 농경지를 논, 밭, 인삼, 시설 및 하우스로 분류한 전자

지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의 농경지 추출을 위

한 마스크 맵(mask map)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 작물 세분류에 필요한 훈련자료는 무인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와 현장조사를 이용하

여 수집하였다. 먼저, 위성영상 촬영일에 맞추어 들녘단

위(100 ha)의 동계작물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UAV촬영

을 수행하고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3). 촬영에 사용된UAV(eBee, Sensefly,

Swiss)는 고정익으로 공간해상도는 5cm이며, 육안 판독

을 위한 가시광선(Red, Green, Blue) 파장 카메라(IXUS/

ELPH, Cannon, Japan)와 식생지수 산출을 위한 근적외

선(Red, Green, NIR) 파장 카메라(S110, Cannon, Japan)

를 번갈아 탑재하여 촬영하였다. 낱장으로 촬영된 영상

은 전처리 프로그램(Postflight Terra3D, Pix4D, Swiss)을

이용하여 영상접합(mosaic) 및 반사율(reflectance) 영상

을 제작한 후, 식(1)을 이용하여NDVI로 변환하였다.

(NIR–Red)
(NI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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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Landsat-7 and Landsat-8 observatory capabilities

Landsat-7 Landsat-8
Scenes/Day ~450 ~650
SSR Size 378 Gbits, block-based 3.14 Terabit, file-based

Sensor Type ETM+, Whisk-Broom Pushbroom (both OLI and TIRS)
Compression No ~2:1 Variable Rice Compression
Image D/L X-band GXA×3 X-band Earth Coverage
Data Rate 150 Mbits/sec×3 Channels/Frequencies 384 Mbits/sec, CCSDS Virtual Channels
Encoding not fully CCSDS compliant CCSDS, LDPC FEC
Ranging S-Band 2-Way Doppler GPS

Orbit 705 km Sun-Sync 98.2° inclination (WRS2) 705 km Sun-Sync 98.2° inclination (WRS2)
Crossing Time ~ 10:00 AM ~ 10:11 AM

Fig. 2. Path/Row of Landsat-8.

Table 3.  Data-collecting dates

Landsat-8 UAV & Field Campaign
116/35 2016-01-12 2016-02-25
116/35 2016-03-16 2016-03-15
116/35 2016-04-01 2016-04-05
115/35 2016-05-12 2016-05-11
116/35 2016-05-19 2016-05-26



3) 계층분류 기반 동계작물 구분도 작성

계층분류 기법은 분류 관심 항목과 다른 항목과의 혼

재를 줄이기 위하여 관심 계층을 우선적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의 세분류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계층분류를 이

용한 동계작물 구분도 작성은 크게 스마트 팜 맵 기반

의 농경지 사전 분류, 위성영상 기반 시계열 식생지수

에 의한 동계작물 재배지 추출, 동계작물 재배 필지의

작물 세분류 및 분류 결과 융합의 3단계로 구성되며 본

연구의 전체적은 흐름도는 Fig. 3과 같다.

먼저, 1차적으로 스마트 팜 맵을 이용하여 농경지와

비농경지를 구분하고, 2차적으로 추출된 농경지를 대상

으로 Landsat-8 기반의 시계열NDVI를 이용하여 동계작

물 재배지와 휴경지를 구분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동

계작물 재배 필지를 대상으로UAV영상과 현장조사 자

료기반의훈련자료를혼합분류기법(hybrid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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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arm fields extracted using Smart Farm Map in Gimje-si.

Fig. 3.  Flowchart of study.



에 적용하여 밀, 보리, IRG, 청보리 및 혼파 재배지를

각각 구분하였다. 여기서, 혼합분류기법이란 감독분류

(supervised classification)와 무감독분류 (unsupervised

classification)가 혼용된 방법으로 감독분류를 통해 1차

분류한 후, 오분류된 지역은 무감독분류를 수행하는 방

법이다(Na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감독분류는 최대우

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1차 분류하였고,

무감독분류는 ISODATA기법을이용하여군집수 100개,

반복횟수 50회, 수렴도 95%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스마트 팜 맵을 이용한 농경지 추출

스마트 팜 맵을 이용하여 김제시를 대상으로 1차적

으로 농경지를 추출하여 공간분포도를 작성하면 Fig. 4

와 같다. 여기서 추출된 농경지만을 대상으로 작물 분

류를 수행할 경우, 산림, 도심지, 나지, 수역 등 다른 토

지피복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오분류 가능성을 최소

화하여 분류 정확도 및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김제시 농경지의 전체 면적은 28,846.49 ha로

김제시 총 면적 54,431.83 ha의 53.00%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으며, 읍면 단위 각 지목별 면적은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또한, 부량면, 광활면, 진봉면, 죽산면 등

의 지역은 농경지 중 논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백산면, 금산면 및 용지면은 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5).

2) 시계열 NDVI를 이용한 동계작물 재배지 추출

UAV영상을 이용하여 동계작물 재배지 및 휴경지의

NDVI를 추출하고 시계열 변화를 나타내면 Fig. 6과 같

다. 동계작물 재배지의 경우 휴경지와는 달리 식생이 성

장함에 따라 NDVI도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는 반면

에 휴경지의 경우에는NDVI의 변화가 거의 없다. 또한

동계작물 생육기간 전반에 걸쳐 무인기 및 위성영상의

촬영 시점과 비교한 결과, 모든 시점에서 동계작물 재

배지의 NDVI는 0.2 이상을 나타내었고, 휴경지는 0.2

미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스마트 팜 맵을 이용하여 우

선 분류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각 필지단위 Landsat-8 위

성영상 기반 시계열 NDVI변화패턴과 임계값을 이용

하여 동계작물 재배지 추출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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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rea of farm fields in Gimje-si

Region Farm fields (ha)
Name Area (ha) Paddy Upland Orchard House Ginseng Total

Baekgu 2,215.37 848.87 282.38 149.00 65.10 13.27 1,358.62
Baeksan 2,940.58 773.42 676.35 33.10 38.43 51.54 1,572.84

Bongnam 2,374.75 1,513.91 204.56 11.40 19.52 2.35 1,751.74
Buryang 2,008.84 1,573.48 46.67 1.26 5.85 0.00 1,627.26

Cheongha 1,960.21 985.45 219.64 15.98 17.73 12.86 1,251.66
Geumgu 4,250.14 1,141.50 405.65 29.44 27.03 1.06 1,604.67
Geumsan 6,678.07 606.64 464.69 61.66 13.63 1.73 1,148.36
Gongdeok 2,869.47 1,298.73 434.13 19.43 49.17 31.28 1,832.74

Gwanghwal 3,202.26 1,479.75 33.12 0.00 24.85 0.00 1,537.73
Hwangsan 1,817.78 826.52 297.35 37.56 15.80 4.52 1,181.75

Jinbong 4,701.46 2,161.66 104.11 1.70 20.33 1.88 2,289.68
Juksan 3,630.61 2,312.41 118.79 3.37 8.18 1.47 2,444.23

Mangyeong 2,440.44 890.22 255.77 11.54 19.47 17.32 1,194.32
Seongdeok 2,220.38 1,260.74 175.37 19.86 24.08 7.57 1,487.62

Yongji 3,493.34 1,053.80 886.66 110.30 45.86 92.52 2,189.15
ETC 7,628.13 3,314.31 903.80 61.71 57.51 36.77 4,374.11
Total 54,431.83 22,041.43 5,509.05 567.32 452.56 276.14 28,846.49



Landsat-8 위성영상 기반의 김제시 전체 동계작물 재

배지를 추출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김제시의 최대 동계작물 재배지는 죽산면으로 재배면

적은 1,420.12 ha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진봉면(1,212.22

ha), 광활면(797.48 ha), 성덕면(692.25 ha) 등으로 주로 김

제시의서쪽에위치한지역에서동계작물이재배되는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제시 전체의 동계작물 재배지는

6,572.11 ha로 추정되었으며, 전체 농경지 면적 28,846.49

ha중 22.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혼합분류기법을 이용한 동계작물 구분도 작성

Landsat-8 위성영상 기반의 시군단위 동계작물 구분

도 작성을 위하여 동계작물 재배지를 대상으로 작물 세

분류를 수행하였다. 먼저 분류 전 훈련자료 작성을 위

하여 UAV촬영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전수조사

결과는 Fig. 8과 같다. 전수조사는 정확성 확보를 위하

여 2회 실시하였으며, 동계작물 재배단지내 총 387 필지

중 밀 172 필지, 보리 85 필지, IRG 56 필지, 청보리 26 필

지 및 혼파 48 필지를 확인하였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훈련자료를 작성하고 혼합분류기법을 시계열

Landsat-8 위성영상에 적용하여 시군단위 동계작물 구

분도를 작성한 결과는 Fig. 9 및 Table 5와 같다.

김제시의 동계작물 재배면적은 밀(2,467.23 ha) >

IRG(1,852.82 ha) > 보리(1,669.94 ha) > 청보리(377.18 ha)

> 혼파(204.94 ha) 순으로 나타났으며, 밀과 보리는 대부

분 진봉면, 광활면 및 죽산면에서 재배되는 경향을 보

계층분류 기법을 이용한 위성영상 기반의 동계작물 구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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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rm field ratio in Gimje-si.

Fig. 6.  Temporal NDVI of winter crop fields and fallow field.



였다. 또한, IRG는 주로 봉남면, 금구면에서 재배되었

으며, 청보리는 성덕면, 부량면 및 광활면 등에서 일부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면적 대비 동계작물 재배면적 비율이 가장 높

은 지역은 죽산면으로 전체 농경지 면적의 58.10%에 동

계작물이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봉면(52.94%)과

광활면(51.86%)도 동계작물 재배면적 비율이 50% 이상

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백구면, 백산면,

금구면, 금산면, 공덕면, 황산면 및 용지면은 10% 이하

의 낮은 면적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김제시에서 밀의

재배면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죽산면(718.09 ha)으로 나

타났으며 , 보리는 진봉면(482.66 ha), IRG는 봉남면

(325.47 ha), 청보리 및 혼파는 성덕면(88.32 ha, 100.67 ha)

에서 가장 높은 면적을 나타내었다.

세분류 결과의 분류 정확도 산정을 위하여 김제시 농

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2016년 동계작물 재배면적 자

료와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비교 결과, 맥류(밀,

보리)는 과대추정 된 반면에 조사료(IRG, 청보리, 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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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inter crop fields extracted using temporal NDVI in Gimje-si.

Fig. 8.  Results of field campaign in Yeonpo-ri, Juksan-myeon, Gimje-si.



는 과소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파 재배지가

4.23%로 가장 큰 오차를 보였는데 이는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혼합하여 파종하면서 분광학적 혼재가 발생하

여 정확도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작

물의 분류 오차가 ±5% 이내로 나타나 높은 분류 정확

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계층분류 기

법의 특성상 각 단계별 관심 계층을 단계적으로 추출함

으로써 오분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팜 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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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rea of winter crop fields in Gimje

Farm field Winter crop fields (ha)
Region Area (ha) Wheat Barley IRG WCB* Mixed Total
Baekgu 1,358.62 29.61 23.53 – 1.56 – 54.70
Baeksan 1,572.84 23.40 10.53 52.31 34.98 9.98 131.21

Bongnam 1,751.74 43.40 28.87 325.47 3.07 – 400.81
Buryang 1,627.26 146.33 108.30 152.99 80.11 9.25 496.97

Cheongha 1,251.66 30.75 50.47 31.41 20.35 0.42 133.39
Geumgu 1,604.67 3.33 5.05 148.72 1.08 – 158.18
Geumsan 1,148.36 7.42 7.46 63.68 – – 78.57
Gongdeok 1,832.74 22.53 57.43 38.82 4.94 1.15 124.86

Gwanghwal 1,537.73 386.44 227.60 106.67 74.93 1.84 797.48
Hwangsan 1,181.75 8.73 8.78 59.19 0.38 – 77.08

Jinbong 2,289.68 592.00 482.66 91.09 24.24 22.23 1,212.22
Juksan 2,444.23 718.09 361.73 311.85 27.15 1.30 1,420.12

Mangyeong 1,194.32 80.10 85.24 105.97 3.29 1.14 275.74
Seongdeok 1,487.62 256.88 130.96 115.41 88.32 100.67 692.25

Yongji 2,189.15 4.75 6.97 21.74 4.48 – 37.94
ETC 4,374.11 113.47 74.38 227.50 8.29 56.96 480.59
Total 28,846.49 2,467.23 1,669.94 1,852.82 377.18 204.94 6,572.11

* WCB : Whole crop barley

Fig. 9.  Final winter crop map using hybrid classification in Gimje-si.



반의 필지단위 분류를 통해 공간해상도의 한계가 완화

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작물 세분류를 위

한 훈련자료 작성에 들녘단위UAV촬영 영상을 사용함

으로써 훈련자료의 정확도 상승과 함께 작물별 분류 정

확도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안한 계층분류 기법을 이용하면 신뢰성 있는 시군단위

동계작물 구분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andsat-8 위성영상을 사용하여 동계

작물의 재배면적과 공간분포를 파악하고 계층분류 기

반의 시군단위 동계작물 구분도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김제시 농경지의 전체 면적은 28,846.49 ha로 김제시 총

면적 54,431.83 ha의 53.0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으며, 동계작물 재배면적은 6,572.11 ha로 전체 농경

지 면적의 22.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산면, 진봉면 및 광활면에서 동계작물 재배면적 비율

이 5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백구면, 백산

면, 금구면, 금산면, 공덕면, 황산면 및 용지면은 10% 이

하의 낮은 면적비율을 나타내었다. 혼합분류기법을 이

용한 작물별 재배면적은 밀(2,467.23 ha) > IRG(1,852.82

ha) > 보리 (1,669.94 ha) > 청보리 (377.18 ha) > 혼파

(204.94 ha) 순으로 나타났으며, 작물별 최대 재배지역은

죽산면(밀, 718.09 ha), 진봉면(보리, 482.66 ha), 봉남면

(IRG, 325.47 ha), 성덕면(청보리, 88.32 ha, 혼파, 100.67

ha)로 나타났다. 또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

한 동계작물 재배면적 자료와 비교하여 세분류의 정확

도를 산정한 결과, 곡물(밀, 보리)은 과대추정 된 반면에

조사료(IRG, 청보리, 혼파)는 과소추정되는 경향을 보

였으나 모든 작물의 분류 오차가 ±5% 이내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계층분류 기법을 이용하면 신뢰성

있는 시군단위 동계작물 구분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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