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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산불 발생 후 VHR 위성영상과 GIS 데이터를 이용한 
산불 피해 지역 변화 탐지

정민경 1)·김용일 2)†

Wildfire-induced Change Detection Using 
Post-fire VHR Satellite Images and GIS Data

Minkyung Chung 1)·Yongil Kim 2)†

Abstract: Disaster management using VHR (very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s supports rapid
damage assessment and also offers detailed information of the damages. However, the acquisition of
pre-event VHR satellite images is usually limited due to the long revisit time of VHR satellites. The
absence of the pre-event data can reduce the accuracy of damage assessment sinc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changed region from the unchanged region with only post-event data. To address this
limitat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the wildfire-induced change detection on national wildfire cases
using post-fire VHR satellite images and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data. For GIS data, a
national land cover map was selected to simulate the pre-fire NIR (near-infrared) images using the spatial
information of the pre-fire land cover. Then, the simulated pre-fire NIR images were used to analyze bi-
temporal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correlation for unsupervised change detection.
The whole process of change detection was performed on a superpixel basis considering the advantages
of superpixels being able to reduce the complexity of the image processing while preserving the details
of the VHR images. The proposed method was validated on the 2019 Gangwon wildfire cases and
showed a high overall accuracy over 98% and a high F1-score over 0.97 for both study sites.
Key Words: Change Detection, Wildfire Damage Assessment, Very High Resolution (VHR),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요약: 고해상도(Very High Resolution; VHR) 위성영상을이용한재난피해평가는신속한피해정보추출과함

께세부적인피해정보획득이가능하다. 하지만일반적으로 VHR 위성의낮은영상취득주기로인해재난발

생전 VHR 영상의수급은제한적이며, 재난발생후영상만으로는피해지역과미피해지역의정확한식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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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격탐사영상을이용한재난피해평가는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피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득함으로써,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고해상도(Very High Resolution; VHR) 위성영상을

이용한재해재난피해평가는세부적인피해정보를추

출가능하다는이점을지닌다(Kim et al., 2017). 하지만재

난발생전VHR위성영상취득은일반적으로제한되며,

이러한 재난 발생 전 영상의 부재는 피해 평가 결과의

정확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

에서는 VHR광학 위성영상과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영상과 같은 이종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거

나(Jung et al., 2018), 다종플랫폼에서취득된 VHR광학

위성영상을함께이용하여(Chung et al., 2020) 재난피해

분석연구를수행한바있다. 하지만다종출처의데이터

를융합하는과정에서는센서간의차이에의한오차를

최소화하기위한정교한영상전처리과정이요구되며,

광학 위성영상의 경우, 안개, 구름 등 기상조건에 의해

분석에 적합한 재난 발생 전 영상 수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

이터는사전구축된지표면정보를가공된형태로제공

함으로써, 재난발생전 VHR영상부재에대한효과적

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재난 피해 속

성정보또한분석가능하다.

GIS데이터를 활용한 산불 피해 분석 연구는 주로

산불 발생 전후 위성영상과 수치지형도 또는 DEM

(Digital Elevation Model)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불 피해

지역의지형적인요소와산불발생위험도간의상관관

계를분석하는연구가수행되었다(Pew and Larsen, 2001;

Petropoulos et al., 2014). 관련연구에서광학위성영상은

일반적으로식생지수계산을통해산불로인한지표면

의 피해 특성 추출에 사용되었으며, 분석 지역의 규모

에 따라 MODIS와 같은 저해상도 위성영상(Nami et al.,

2018)부터 Landsat등중저해상도위성영상(Petropoulos

et al., 2014), 4 m해상도(다중분광영상기준)의 IKONOS

위성영상(Bhandary and Muller, 2009) 등 다양한 해상도

의 광학 위성영상이 활용된 바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

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부합하는 고해상도 GIS데이

터는국가적인단위의데이터구축에비용적인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VHR위성영상과 GIS데이터를 직접적

으로융합한산불피해분석연구는충분히다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토

지이용, 지하, 환경, 농림,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GIS데이터구축및활용체계구축이활발히추진되고

있다(MOLIT, 2010). 그예로, 국내환경부환경공간정보

서비스(EGIS)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피복도의 경우,

대분류는 10년, 중분류는 5년, 세분류는매년주기로갱

신을 추진하고 있어 고해상도 영상 분석에 적합한 고

해상도 GIS데이터구축이지속적으로수행되고있다.

또한, 최근 국내 지역의 반복적인 대형 산불 발생 상황

을고려하였을때, 고해상도광학위성영상및GIS데이

터등가용데이터를종합적으로활용한다양한산불피

해 분석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불발생후 VHR위성영상과GIS데이터를이용하여

국내 산불 지역에 대한 산불 피해 평가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2019년 강원도 산불 지역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제안된 산불 피해 지역 변화 탐지 기법의 활용성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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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존재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산불발생후 VHR 위성영상과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

터를이용하여국내산불피해지역에대한변화탐지를수행하였다. 산불발생전 VHR 영상을대체하기위한

GIS 데이터로는토지피복도가사용되었으며, 산불발생전토지피복현황에대한공간정보를이용하여산불

발생 전 NIR (near-infrared) 영상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변화 탐지 과정에서는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상관도기반의변화탐지기법을적용하였으며, superpixel 기반의영상분석을통해영상분석

의복잡도를감소시키는동시에 VHR 영상의디테일을보존하고자하였다. 제안기법은 2019년발생한강원도

산불지역에대해검증되었으며, 두연구지역에대해모두 98% 이상의높은전체정확도와 0.97 이상의높은

F1-score 값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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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지역 및 자료

연구 지역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

해지역중강릉-동해지역과고성-속초지역을선정하

였으며, 산불 발생 후 VHR영상과 GIS데이터를 이용

하여 산불 피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산림청 현장조사

결과, 강릉-동해지역과고성-속초지역은각각 1,260 ha

와 1,227 ha의피해면적이집계되었으며(Gangwon et al.,

2019), Korea Forest Service (2020)에 따라 두 지역 모두

100 ha이상의대형산불피해지역에해당한다. 강릉-동

해 지역은 산악 지형에 위치하며, 지표의 대부분이 산

림으로 구성된 한편, 고성-속초 지역은 보다 다양한 종

류의토지피복을포함하였다(Fig. 1). 따라서, 본연구에

서는 상이한 지표 특징을 지닌 두 연구 지역에 대해 제

안기법의활용가능성을확인하고자하였다.

산불 피해 평가를 위한 데이터로는 산불 발생 후 취

득된 GeoEye-1 (GE-1) 영상과국가토지피복도가주요

분석데이터로사용되었다(Table 1). 환경부환경공간정

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 토지피복도는 현장

조사와 위성영상 및 항공영상 판독을 통해 작성되며

(EGIS), 7개 항목의 대분류, 22개 항목의 중분류, 41개

항목의세분류토지피복도로구성된다. 이에본연구에

서는 GE-1 다중분광(multispectral; MS) 영상의 2.0 m해

상도와 부합하도록 1.0 m 해상도로 작성된 세분류

(Level-3 classification) 토지피복도를선택하였으며, 2019

년강원도산불발생이전생성된 2017년세분류토지피

복도를이용하여산불피해평가를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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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data used in this study
Data Product Spatial Resolution Acquisition/Production Date

GeoEye-1 VHR satellite image OR2A
(Ortho-ready)

2.0 m
(MS, 4-band)

7 April 2019
(Post-fire)

National land cover map Level-3 classification
(41 classes) 1.0 m 15 December 2017

                                                      (a)                                                                                                                  (b)

Fig. 1.  Post-fire GeoEye-1 images acquired over (a) Gangneung-East Sea region and (b) Goseong-Sokcho region, displayed
in false-color image with near-infrared (NIR), red, and green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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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제안기법의산불피해평가과정은크게 (1) 산불발

생후VHR위성영상전처리, (2) 산불발생전NIR (near-

infrared) 영상시뮬레이션, (3) NDVI (NormalizedDifference

Vegetation Index) 상관도기반의변화탐지단계로구성

된다(Fig. 2). 본연구에서는신속한재난피해평가를위

해 변형된 SLIC (Simple Linear Iterative Clustering) 영상

분할기법을통해생성된 superpixel기반의학습데이터

생성및변화탐지를수행하였으며, 이를통해 superpixel

기반의산불피해변화탐지결과를산출하였다.

1) 산불 발생 후 VHR 위성영상 전처리

산불피해분석과정에서는 GIS데이터를활용한산

불피해변화탐지에앞서산불발생후 VHR위성영상

에대해기하보정및방사보정등위성영상전처리과

정이 수행되었다. 먼저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로부

터생성된 2 m해상도DEM과영상메타데이터의 RPC

(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s) 값을이용하여산불발

생후 GE-1 영상에대한정사보정을수행하였으며, 토

지피복도자료와좌표계를통일함으로써, VHR영상과

GIS데이터가 정확하게 중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어서방사보정과정에서는영상메타데이터에포함된

변환 계수를 이용하여 영상의 DN (Digital Number) 값

을 반사율 값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지형 정규화 기법

적용을 통해 지형적인 영향에 의한 영상 내 밝기값 차

이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적용된 기법은 선행 연구

(Chung and Kim, 2020)에서제안된밴드별최적지형정

규화기법조합이사용되었으며, RGB밴드와NIR밴드

에대해각각 empirical rotation모델(Tan et al., 2010)과 C-

correction모델(Teillet et al., 1982)이적용되었다. 각지형

정규화 모델은 화재 발생 후 영상 상에 식생 피복과 연

소된 식생 피복이 혼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밴드 별 지

형 효과 보정 성능 분석을 통해 식생 피복에서의 지형

에의한밝기값차이를효과적으로보정하는동시에연

소된식생피복에대한오차를최소화하는기법을선정

하였다.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7, No.5-3, 2021

– 1392 –

Fig. 2.  Flowchart of the proposed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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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불 발생 전 NIR 영상 시뮬레이션

다음에서는다시기NDVI기반의산불피해변화탐

지를 위해 산불 발생 후 VHR위성영상의 NIR영상과

세분류토지피복도를이용하여산불발생전NIR영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먼저 산불 발생 후 GE-1

NIR영상과 토지피복도를 중첩하여 각 세분류 토지피

복에 해당하는 산불 발생 후 NIR반사율 값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강릉-동해 지역의 경우, 식생 피복이 지표

면의 대부분을 구성함에 따라 산림, 초지 등 식생에 해

당하는 토지피복에서 영상 내 NIR반사율 분포가 bi-

modal분포를 나타내었다(Fig. 3). 이처럼 2개의 peak가

관찰된세분류토지피복은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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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IR reflectance histograms of vegetational land covers on the Gangneung-East Sea region: (a)
deciduous forest; (b) coniferous forest; (c) mixed forest; (d) grassland; (e) barren.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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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초지, 기타나지의 5가지토지피복이며, 각각의토

지피복 분류 코드(L3 code)는 311, 321, 331, 423, 623에

해당한다(Table 2). 이에제안기법에서는 2개의 peak가

관찰된 식생 피복의 NIR반사율 히스토그램에서 높은

peak의값이미피해지역의 NIR반사율값을표현한다

는가정하에산불발생후GE-1 NIR영상내식생피복

의 값을 각 피복의 높은 peak의 값으로 대체하였다. 즉,

연구지역내식생피복에대해산불발생후NIR영상의

반사율값이높은 peak의 NIR반사율값으로대체되었

으며, 비식생피복의경우, 본연구의관심피해피복이

아님에따라산불발생후NIR영상과동일한값을상정

하여 최종적인 산불 발생 전 NIR영상을 생성하였다.

NIR반사율분포내 peak값산출과정에서는 0-10000의

반사율 값 범위에 대해서 50의 구간 너비를 지닌 히스

토그램을작성하였으며, MATLAB의신호처리툴박스

내자동화된국소최대값탐색함수를활용하여 peak의

위치를확인하였다. 단, 고성-속초지역은강릉-동해지

역보다 혼합된 토지피복 구성으로 인해 bi-modal분포

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강릉-동해 지역의

NIR반사율의 peak값과동일한값을이용하여산불발

생전NIR영상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다.

3) NDVI 상관도 기반의 변화 탐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변화 탐지 과정에서는 super

pixel기반의영상분석을위한영상분할이선행되었다.

Superpixel은영상과분할을통해생성된유사픽셀의클

러스터로써, 영상의복잡도를낮추는동시에영상의디

테일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 분석 시 이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영상 분할 기법으로는 변형된 SLIC

기법(Kim et al., 2013; Chung et al., 2020)이적용되었으며,

기존의 SLIC기법(Achanta et al., 2012)과비교하여클러

스터중심업데이트과정에서시그마필터를적용하였

으며, 휘도유사도에대한추가적인클러스터링조건및

최소 superpixel크기에대한조건이추가적으로고려되

었다. 영상분할시입력영상으로는산불발생후NIR-

R-G영상을사용하였으며, 영상분할결과를바탕으로

학습데이터위치추출을위한다시기NDVI상관도(Wu

et al., 2012)를계산하였다(Equation 1). 산불발생전NDVI

계산과정에서는앞서생성된산불발생전NIR영상과

산불발생후 Red영상을사용하였다. 이처럼시뮬레이

션된산불발생전NIR영상과산불발생후 Red영상을

이용한산불발생전NDVI계산은산불로인한식생연

소 시 분광 반응의 변화가 주로 NIR밴드에서 크게 나

타나는점을반영하였으나, Red밴드에대한연소식생

의반응을배제시킴으로써, NDVI산출시일부오차가

유입될수있다.

rt1, t1 =              (1)

where µ = mean NDVI values for superpixel i
xi = mean NDVI values from the superpixels

neighboring superpixel i
m = number of neighboring superpixels with

superpixel i
t1, t2 = subscripts for pre-fire and post-fire

다시기NDVI상관도 r은산불발생전후NDVI의지

역적인일관성을나타내는지표로써, -1부터 1 사이의값

을지닌다. 즉, 상관도 r값이 -1에가까운 superpixel은주

변의 superpixel과비교하여NDVI값이변화했음을의미

하며, 상관도 r값이 1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경우, NDVI

값에변화가없음을의미한다. 제안기법에서는 0과 0.95

의 임계치 설정을 통해 0보다 작은 r값의 superpixel과

0.95 이상의 r값의 superpixel에대해각각학습에사용될

“변화 지역”과 “미변화 지역”의 라벨을 부여하였으며,

(xit1 – µt1)(x
i
t2 – µt2)

m
∑
i=1

(xit2 – µt2)
2

m
∑
i=1

(xit1 – µt1)
2

m
∑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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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IR reflectance peak values from vegetational land covers on Gangneung-East Sea region

Land cover type L3 code Number of peaks
NIR reflectance peak values

Lower peak Higher peak
Deciduous forest 311 2 1000 1500
Coniferous forest 321 2 600 1800

Mixed forest 331 2 600 1750
Grassland 423 2 1000 1800

Barren 623 2 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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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superpixel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미분류 지

역”라벨을부여하였다. 또한, 학습데이터의품질은변

화탐지결과의정확도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Chung

et al., 2020) 추가적으로 dNDVI(differenced NDVI) 조건

을적용하여학습데이터를정제하였으며, “변화지역”

라벨이 부여된 superpixel의 dNDVI값이 0.1보다 작은

경우, 해당 superpixel을학습에서제외하였다.

변화탐지과정에서는일반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

는 Support Vector Machine (SVM)과 Random Forest (RF)

의 2가지변화탐지알고리즘에대해서각각변화탐지

결과를산출하였으며, 변화탐지알고리즘에따른정확

도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SVM은 본디 이진 분류

를 위해 고안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의 분포 및 차원

에 대한 강건성과 높은 일반화 능력(Cortes and Vapnik,

1995)을특징으로한다. RF또한널리적용되는머신러

닝알고리즘으로, 개별적으로학습된결정트리로부터

예측결과를출력함으로써향상된분류정확도를제시

한바있다(Breiman, 2001). 변화탐지를위한입력 feature

로는 superpixel기반의 분광 feature및 텍스처 feature가

사용되었다. 분광 feature는 산불 발생 후 GE-1 영상의

4-band영상값을 superpixel별로평균하여사용하였다.

또한, 텍스처 feature의경우, 산불발생후GE-1 NIR영

상의GLCM (gray-level co-occurrence matrix)으로부터계

산된 텍스처 feature가 사용되었다. GLCM은 지표면의

텍스처특징을나타내는대표적인기법으로, 두픽셀간

의각도와거리관계(공간관계)를이용하여특정값을

가지는픽셀쌍의등장빈도를바탕으로행렬을생성하

고통계적측정값추출을통해영상의텍스처특성을표

현한다(Haralick et al., 1973). GLCM은지표면에대한높

은 식별력을 나타냄에 따라 분류, 변화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활용되고있다(Maillard, 2003; Gao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변화탐지를위한텍스처 feature로써mean,

variance, dissimilarity, homogeneity, contrast, entropy, angular

second moment, correlation의 8가지텍스처 feature를추

출하여사용하였다. GLCM의텍스처 feature는 7×7 크

기의 moving window를이용하여계산되었으며, 4개방

향(0°, 45°, 90°, 135°)의값을평균함으로써, 방향에의한

영향을감소시키고자하였다. 즉, 다시기NDVI상관도

분석으로부터 추출된 “변화 지역”과 “미변화 지역”의

superpixel에대해분광및텍스처 feature를계산하여변

화탐지알고리즘의입력 feature로사용하였으며, (1) 4-

band값만을이용한경우, (2) GLCM feature만을이용한

경우, (3) 4-band값과GLCM feature를함께이용한경우

의 3가지입력 feature에대해산불피해지역변화탐지

를수행함으로써, 입력 feature에의한변화탐지정확도

차이를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변화 탐지 기법은 GE-1과 PlanetScope위

성영상을이용한선행연구(Chung et al., 2020)에서검증

된바있으며, dNDVI조건을이용한학습데이터정제

과정 추가를 통해 단일 시기 영상에도 적용 가능한 변

화탐지알고리즘을구성하였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1) 산불 발생 전 NIR 영상 시뮬레이션

산불발생전NIR영상시뮬레이션과정에서는활엽

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기타 초지, 기타 나지의 5가지

토지피복에 대해서 산불 발생 후 VHR NIR영상의 값

을높은 peak의NIR반사율값으로대체하였다. 이를통

해생성된산불발생전 NIR영상은산불발생후 VHR

Red영상과 함께 산불 발생 전 NDVI계산에 사용되었

으며, 산불로인한식생의분광반응차이가적은 VHR

Red영상사용을통해시뮬레이션된산불발생전 NIR

영상에서감소된 VHR영상의고해상도디테일을보완

하고자하였다(Fig. 4).

Table 3에서는앞서언급된 5가지식생토지피복에대

해 대체된 NIR반사율 값과 실제 산불 발생 전 NIR영

상의 반사율 값 분포를 비교하였다. 산불 발생 전 영상

으로는 PlanetScope위성으로부터취득된 3 m공간해상

도 영상을 수급하였으며, 강릉-동해 지역과 고성-속초

지역에 대해 각각 2019년 4월 4일, 3월 24-26일 영상을

이용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강릉-동해 지역의 활엽수

림피복과고성-속초지역의기타나지피복과같이시

뮬레이션과정에서사용된 NIR반사율값과실제 NIR

반사율분포의 peak값의차이가크지않은경우도존재

하였으나, 그 외의 피복에서는 실제보다 약 100-200 정

도 높은 반사율(0-10000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링됨) 값

이 추정되었다. 이처럼 제안 기법을 통해 생성된 산불

발생 전 NIR영상은 식생 피복의 반사율 값이 일부 과

산불 발생 후 VHR 위성영상과 GIS 데이터를 이용한 산불 피해 지역 변화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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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estimated NIR reflectance values and distribution of actual NIR reflectance values from pre-fire
PlanetScope images

Study site Land cover type L3 code Estimated NIR
reflectance values

Distribution of actual NIR reflectance values
Mean Std. Peak value

Gangneung-
East Sea region

Deciduous forest 311 1500 1493.1 223.2 1465.9
Coniferous forest 321 1800 1654.5 203.2 1670.8

Mixed forest 331 1750 1577.1 198.2 1575.0
Grassland 423 1800 1752.4 302.8 1714.3

Barren 623 1800 1714.7 324.2 1652.4

Goseong-
Sokcho region

Deciduous forest 311 1500 1414.7 221.8 1381.2
Coniferous forest 321 1800 1579.3 217.7 1571.9

Mixed forest 331 1750 1499.4 247.5 1480.6
Grassland 423 1800 1668.0 283.5 1666.7

Barren 623 1800 1864.9 362.8 1763.9

Fig. 4.  Simulated pre-fire NIR images and NDVI images over (a), (b) Gangneung-East Sea region and (c), (d) Goseong-
Sokcho region.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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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정됨에따라산불발생전후 NDVI상관도를이용

한 학습 데이터 생성 및 변화 탐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있으며, 이어지는NDVI상관도기반의변화탐지결

과분석과정에서다시기영상분석결과와의비교를통

해피해탐지결과의차이를확인하였다.

2) NDVI 상관도 기반의 변화 탐지

본 연구의 변화 탐지 과정에서는 superpixel기반의

NDVI상관도를 통해 학습에 사용할 superpixel의 위치

정보를추출하였다. Fig. 5는시뮬레이션된산불발생전

NIR영상과 산불 발생 후 GE-1 영상을 이용한 다시기

NDVI상관도와임계치적용을통한라벨링결과를제

시하였다. 즉, NDVI상관도를기반으로한학습데이터

라벨링을 통해 0보다 낮은 r값을 나타낸 지역은 “변화

지역”으로라벨링되었으며, 그외지역은 r값의크기에

따라 “미변화 지역”과 “미분류 지역”으로 라벨링되었

다. 또한, 산불발생전 NDVI계산과정에서산불발생

후 NIR영상과 Red영상의값이그대로유지된비식생

지역은다시기 NDVI상관도값이크게나타남에따라

비식생 지역에 해당하는 superpixel의 다수가 “미변화

지역”으로분류되었다.

산불피해변화탐지결과의정확도분석을위해서는

오탐지율(False Alarm Rate; FAR), 미탐지율(Miss Rate;

MR), Cohen’s Kappa계수, 전체정확도(Overall Accuracy;

OA), F1-score의 5가지평가지표가사용되었다. 정확도

평가를 위한 참조자료는 산불 발생 후 VHR위성영상

판독을통해작성되었으며, 산불피해지역과미피해지

역의 superpixel을추출하여 superpixel기반의정확도평

산불 발생 후 VHR 위성영상과 GIS 데이터를 이용한 산불 피해 지역 변화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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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i-temporal NDVI correlation images and location of training data over (a), (b) Gangneung-East Sea region
and (c), (d) Goseong-Sokcho region.

                                                       (a)                                                                                                               (b)

                                                       (c)                                                                                                               (d)

05정민경(1389~1403)(fig1~3,7)ok.qxp_원격37-5-3_2021  2021. 10. 29.  오후 5:26  페이지 1397



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변화 탐지 과정에서 산불 발생

후의단일시기영상 feature를이용하는제안기법의활

용성 평가를 위해 산불 전후 영상을 이용한 다시기 영

상 분석 결과와 변화 탐지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산불

발생 전 영상으로는 앞서 산불 발생 전 NIR영상 시뮬

레이션결과분석과정에서언급된 PlanetScope영상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다시기 영상 분석의 경우, 단일

시기영상분석과동일한분석과정을수행하였으며, 변

화 탐지 알고리즘에 대한 3가지 입력 feature로 다시기

영상 feature를정규화된차분값의형태로사용하였다.

변화 탐지 정확도 평가 결과(Table 4-5), 제안 기법은

두 연구 지역에 대해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탐지 정확

도를제시하였다. SVM알고리즘의경우, 입력 feature로

4-band값만을사용하였을때, 30% 이상의높은오탐지

율및낮은Kappa계수, 전체정확도, F1-score를통해낮

은변화탐지성능을나타내었다. 반면, GLCM feature를

이용한결과에서는두연구지역에서모두 98% 이상의

전체정확도와 0.96 이상의 F1-score값을제시하였으며,

이를통해단일시기영상분석에서 GLCM feature가 4-

band값보다변화지역식별에효과적임을확인하였다.

단, 다시기영상분석을통한 SVM탐지결과의경우, 4-

band값만을이용하였을때도높은탐지정확도를나타

냄에따라다시기영상 feature와단일시기영상 feature

의 성능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어서 RF알고리즘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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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ccuracy assessment results for the Gangneung-East Sea region
Change detection algorithm Input Feature FAR MR Kappa OA F1-score

Support Vector Machine
(SVM)

4 band 0.3467 0.0267 0.4684 0.7333 0.6460
GLCM 0.0111 0.0300 0.9578 0.9842 0.9684

4 band + GLCM 0.0311 0.0267 0.9217 0.9700 0.9419

Random Forest
(RF)

4 band 0.0218 0.0330 0.9351 0.9754 0.9516
GLCM 0.0101 0.0233 0.9643 0.9866 0.9733

4 band + GLCM 0.0123 0.0267 0.9577 0.9841 0.9683

SVM with bi-temporal 
image analysis

4 band 0.0056 0.0533 0.9528 0.9825 0.9643
GLCM 0.0056 0.0167 0.9778 0.9917 0.9833

4 band + GLCM 0.0044 0.0233 0.9755 0.9908 0.9816

RF with bi-temporal 
image analysis

4 band 0.0112 0.0473 0.9458 0.9798 0.9592
GLCM 0.0077 0.0253 0.9678 0.9879 0.9758

4 band + GLCM 0.0056 0.0387 0.9628 0.9862 0.9720

* Accuracy assessment results for RF algorithm are averaged values over 10 trials.

Table 5.  Accuracy assessment results for the Goseong-Sokcho region
Change detection algorithm Input Feature FAR MR Kappa OA F1-score

Support Vector Machine
(SVM)

4 band 0.4378 0.0133 0.3829 0.6683 0.5980
GLCM 0.0067 0.0267 0.9688 0.9883 0.9766

4 band + GLCM 0.1556 0.0033 0.7286 0.8825 0.8092

Random Forest
(RF)

4 band 0.0074 0.0600 0.9444 0.9794 0.9580
GLCM 0.0033 0.0433 0.9640 0.9867 0.9729

4 band + GLCM 0.0033 0.0463 0.9620 0.9859 0.9713

SVM with bi-temporal 
image analysis

4 band 0.0000 0.0700 0.9522 0.9825 0.9637
GLCM 0.0100 0.0267 0.9623 0.9858 0.9717

4 band + GLCM 0.0011 0.0267 0.9798 0.9925 0.9848

RF with bi-temporal 
image analysis

4 band 0.0014 0.0663 0.9519 0.9823 0.9635
GLCM 0.0024 0.0130 0.9864 0.9949 0.9898

4 band + GLCM 0.0011 0.0427 0.9689 0.9885 0.9765

* Accuracy assessment results for RF algorithm are averaged values over 10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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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변화 탐지 결과에서는 4-band값을 입력 feature로

사용한단일시기영상분석결과에서 97% 이상의전체

정확도와 0.95 이상의 F1-score수치를제시하였다. 이처

럼 RF알고리즘은단일시기영상을이용한 3가지의입

력 feature에대해서모두안정적인변화탐지성능을나

타내었으며, SVM알고리즘과RF알고리즘모두GLCM

feature만을이용하였을때, 가장높은변화탐지성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안 기법에 대한 변화 탐지 알고

리즘별최대탐지정확도결과는모두 GLCM feature만

을입력 feature로이용한경우에서산출되었으며, 변화

탐지알고리즘에의한수치적차이는크지않음을확인

하였다.

또한, 제안 기법은 상이한 토지피복 구성을 지닌 두

연구 지역에서 모두 높은 변화 탐지 정확도를 제시하

였다. 특히, 고성-속초지역의경우, 학습데이터생성을

위한 산불 발생 전 NIR영상이 강릉-동해 지역의 NIR

반사율 peak값을이용하여작성되었음에도제안기법

은효과적으로산불피해지역과미피해지역을구분가

능하였다. 단, 앞서제시된NIR반사율값비교(Table 3)

를 통해 대체된 NIR 반사율 값과 실제 산불 발생 전

NIR영상의 반사율 값 간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타

지역및영상에대한추가적인검증이요구된다. 즉, 토

지피복별분광값분포의식별이어려운지역에대해보

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식생 피복별의 적절한 대표

값추출방법을확보한다면제한된영상수급상황에서

본 산불 피해 평가 연구의 활용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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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detection results from SVM with GLCM features for the Gangneung-East Sea region using (a) proposed
method; (b) bi-temporal image analysis and for the Goseong-Sokcho region using (c) proposed method; (d)
bi-temporal image analysis.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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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대된다.

변화 탐지 결과에 대한 시각적인 분석을 통해 일부

superpixel이산불피해지역으로오탐지되었으나, 대부

분 지역에서 산불 피해 지역이 지역 간 경계가 잘 보존

된 형태로 탐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6). 제안 기법

의 단일 시기 영상 분석 결과는 다시기 영상 분석 결과

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산불피해지역을다소과대평

가하는경향이존재하였으며, 이는시뮬레이션된산불

발생 전 NIR영상의 값이 일부 과대추정됨(Table 3)에

따라실제보다산불발생전NDVI값이높게추정됨에

기인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

3) GIS 데이터를 이용한 산불 피해 속성 정보 추출

GIS데이터를활용한산불피해변화탐지는산불발

생 전 VHR영상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뿐만 아

니라 탐지된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지역의 토지피복

정보, 지형적인특성(slope, aspect등) 등피해지역에대

한 상세한 속성 산출 또한 가능하다. 이에 다음에서는

추가적인 GIS데이터활용예시로써, GLCM feature이

용한 SVM분류결과를 GIS데이터인토지피복도와중

첩하여산불피해지역의토지피복별피해면적을산출

하였다(Table 6-7). 토지피복별 피해 면적 추정 결과, 주

요 피해 피복은 국내 산림 구성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침엽수림이 주를 이루었다. 두 연구 지역의 전체 피

해면적은모두산림청현장조사에의해집계된실제피

해 면적보다 약 10% 낮은 피해 면적을 제시하였으며,

다시기영상분석의경우약 20-25% 낮은전체피해면

적을 나타내었다. 이는 단일 시기 영상 분석 결과가 다

시기영상분석결과보다일부과대평가된측면이반영

되었으며, 실제 피해 면적 집계 시 토양이 연소된 지역

등 식생 지수에 의해 탐지되기 어려운 피해 지역이 포

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피해 지

역의 토지피복 분포 및 위치는 Fig. 7과 같은 시각화를

통해 피해 복구 대책 마련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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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amage estimation for each vegetational land cover on the Gangneung-East Sea region

Land cover type L3 code Number of pixels Area (ha)
Deciduous forest 311 479893 192.0
Coniferous forest 321 1819029 727.6

Mixed forest 331 148786 59.5
Grassland 423 235997 94.4

Barren 623 81422 32.6
Other – 113878 45.6

Total 2879005 1151.6
Estimates of damaged area from bi-temporal image analysis 2596529 1038.6

Actual damaged area (reported) – 1260.0

Table 7.  Damage estimation for each vegetational land cover on the Goseong-Sokcho region

Land cover type L3 code Number of pixels Area (ha)
Deciduous forest 311 497798 199.1
Coniferous forest 321 1414800 565.9

Mixed forest 331 327453 131.0
Grassland 423 214590 85.8

Barren 623 50364 20.1
Other - 239797 95.9

Total 2744802 1097.9
Estimates of damaged area from bi-temporal image analysis 2306267 922.5

Actual damaged area (reported) – 1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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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전 VHR영상의 부재를 보

완하기위해재난발생후VHR위성영상과GIS데이터

를 이용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 변화 탐지를 수행

하였다. 산불 피해 평가 과정에서는 먼저 산불 발생 후

VHR NIR영상의 반사율 분포를 바탕으로 각 식생 피

복의 값을 미피해 식생 피복의 값(높은 peak의 NIR반

사율 값)으로 대체함으로써, 산불 발생 전 NIR영상을

생성하였다. 시뮬레이션된 산불 발생 전 NIR영상은

superpixel기반의 다시기 NDVI상관도 분석에 사용되

었으며, 이를통해“변화지역”과 “미변화지역”에대한

학습 데이터 위치를 추출하였다. SVM과 RF알고리즘

을이용한변화탐지결과, GLCM feature를입력 feature

로 사용한 경우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의 변화 탐지 성

능을나타내었으며, 두연구지역에서모두 98% 이상의

높은 전체 정확도와 0.97 이상의 높은 F1-score수치를

제시하였다. 제안기법은사전에토지피복도가구축된

지역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변화 탐지 과정을 통해 사

용자의 개입 없이도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을 높은 정

확도로 추정 가능하였다. 단, 시뮬레이션된 산불 발생

전NIR영상의정확도는사용된토지피복도와실제지

표의일치도에영향을받기때문에제안기법을이용한

재난 피해 분석 시, 토지피복도 구축 시점과 재난 발생

시점간의지표의변화가크지않음이전제되어야한다.

최근딥러닝기법을활용한정교한토지피복분류연구

(Zhang et al., 2018; Tong et al., 2020)가 활발히 수행됨에

따라지속적인토지피복도갱신및갱신주기단축을통

해 제안 기법의 활용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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