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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advanced spatial modeling techniques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impact assessment through a case study of Chernobyl nuclear accident
occurred in 1986. Land-cover types changed after the accident are analysed by a post classification
comparison method using bi-temporal Landsat TM data acquired in 1986 and 1992 near the accident
site. Spatial modeling including various kriging algorithms are also appl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Cesium concentrations in soil and thyroid cancer incidence rates in Belarus, which was greatly
damaged by the accident. The change detection results clearly showed the decrease of croplands and the
increase of abandoned lands, and concrete structures were newly built around the nuclear plant to
prevent the spread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Belarus, high Cesium concentrations were observed
in southern areas with high thyroid cancer risk estimated by Poisson kriging.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which could account for geographic variations of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Cesium
concentrations and distances from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was applied to ex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thyroid cancer risk. The estimated risk values
showed a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 of 0.98 with respect to the thyroid cancer risk values, which
implied that the thyroid cancer risk in Belarus was affected by the accident.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advanced spatial modeling techniques applied in this study would be useful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ublic health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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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례연구를 통해 환경 모니터링과 향 평가를

위한 고급 공간정보 모델링 기술의 유용성을 예시하 다. 사고지점 주변에서 1986년과 1992년에 촬 된

Landsat TM 상자료를 대상으로 선분류 후비교법을 적용하여 변화가 크게 일어난 지역과 토지피복 변화

양상을분석하 다. 그리고이사고의가장큰피해지역으로알려진벨로루시지역을대상으로다양한크리

깅 기법을 포함한 공간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토양 내 세슘 농도와 갑상선 암 발병률 자료와의 상관성을

접수일(2012년 1월10일), 수정일(1차 : 2012년2월10일), 게재확정일(2012년2월11일).
†교신저자: 박노욱(nwpark@inha.ac.kr)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8, No.1, 2012, pp.129~143

–129–



1. 서론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발전 단가가

싸며, 상대적으로 큰 효율성을 나타내어 주요 에너지원

으로많은나라에서이용하고있다(홍주보, 1997). 그러

나이러한경제적인측면이면에, 원자력발전은인간과

자연환경을위협할수있는가능성을내재하고있다. 원

자력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생기는 방사성 폐기물은

보통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지만, 불의

의 사고로 방사성 폐기물이 노출되면 자연 환경뿐만 아

니라 인간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방사

능물질노출로인한피해는원전사고가일어난국가뿐

만 아니라 인접 국가에도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국제문제를야기할수도있다. 우리나라와가까

운 일본에서 2011년 발생한 지진의 향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 방사능 물질이 노출되는 사

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한반도에 직접적인 피해는 보

고되지 않았지만, 방사능 물질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에직간접적인 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전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원전

사고 발생시 인근 지역의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성

평가연구가필요하다. 현재까지원전사고의 향평가

를 위해 통계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왔

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벨로루시와 러시아

어린이들의 연령별, 도시별 암 분포에 관한 연구(Jacob

and Jenigsberg, 1990), 사고 전후의 유럽지역의 사산

확률을 분석한 연구(Scherb et al., 1999)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속성 정보의 통계 분석에 의존

함으로써 환경 정보의 공간 패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환경 향 평가는 시간과 대상

의범위가넓고다양한변수들로인해예측과분석이어

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때, 원격탐사기술을이용한광역/주기적인모니터링

과GIS 기반공간모델링기술을이용한다면기존연구

의한계를보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연구는원전사고가환경에미치는 향을정량적

으로 평가하기 위해 환경 공간정보를 대상으로 원격탐

사 기술과 공간 모델링 기술을 함께 적용하 다. 이를

위해 1986년발생한체르노빌원전사고를대상으로사

례연구를수행하 다. 사고주변지역을대상으로사고

직후 시계열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변화 탐지를 수행

하 다. 그리고체르노빌원전사고의가장큰피해지역

으로알려진벨로루시지역의사고이후의갑상선암발

병률과 방사성 물질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다양한 크

리깅 기법을 이용한 공간 모델링을 수행하 다. 체르노

빌원전사고에대한정량적분석과더불어개선된공간

모델링기법의유용성을함께제시하고토의하 다.

2. 연구대상지역및사용자료

이 연구는 대상 지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

행하 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제4호 원자로

인근 주변 지역에 대해 시계열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변화탐지를 수행하여 국소적으로 원전 사고에 따른 토

지피복변화양상을분석하 다. 원전사고의피해를광

역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최대 피

폭 지역으로 알려진 벨로루시 전역을 연구 대상지역으

로선정하 다. 원전사고이후벨로루시에서발생한갑

상선 암 발병률과 원전 사고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

해 벨로루시 전역에서 획득된 토양 내 세슘-137(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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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변화 탐지 결과, 농경지 면적의 감소와 황무지 면적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방사능

오염의확산을막기위한콘크리트구조물들이새롭게생겨난것을확인할수있었다. 벨로루시지역의 향

평가 결과, 세슘 오염이 심한 원전 인근 지역에서 포아송 크리깅에 의해 추정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슘농도와사고지점과의거리를독립변수로사용하여이변수들의공간변화양상을반 할수

있는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적용하 다. 적용 결과, 갑상선 암 위험도와 상관계수 0.98을 나타내는 갑상

선암발병위험도추정이가능하 으며, 이는원전사고가갑상선암발병위험도에 향을준것을의미한

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적용한 공간정보 모델링 기법들은 환경 향 평가 및 환경 보건 분야에서 유용

하게사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37) 농도 자료를 이용하 고, 부가적으로 광역 토지피

복도와체르노빌원전으로부터의각행정구역별거리를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이 연구에서 원격탐사 자

료를이용한변화탐지의시간범위는체르노빌원전사

고발생시점인1986년부터직후인1992년이며, 벨로루

시지역연구는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부터 1994년까

지로한정하 다. 본연구에사용된주요자료와전반적

인연구흐름은Table 1과Fig. 1에각각제시하 다.

1) 체르노빌 원전 주변 변화 탐지

원전사고주변지역의변화탐지를위해사고직후와

사고 발생 6년 후의 Landsat TM 상을 사용하 다

(Fig. 2). 1986년 5월3일과 1992년 7월 10일자료에획

득된Landsat TM 자료에서열적외선밴드를제외한6

개 분광밴드를 이용하여 변화 탐지를 수행하 다. 변화

탐지대상지역은원전사고지점을포함하는북쪽방향

89×77 km2 지역을 대상으로 하 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격탐사 자료의 분석 목적은 자료 이용의 한계로

사고직후의원전주변의변화정보를추출하는것이고,

자료 이용의 한계로 장기적인 변화 관측은 고려하지 않

았다.

2) 벨로루시 지역 사고 향 평가

벨로루시는 유럽 동부 폴란드와 러시아의 중간 지대

에위치한나라로, 우크라이나북쪽에위치한다(Fig. 3).

이 지역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점과의 근접성과 사고

당시 바람의 향으로 심각한 방사능 피폭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알려져있다(Nikiforov et al., 1996).

사고 이후 벨로루시에서 발병한 갑상선 암과 체르노

빌 원전 사고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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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data processing flow applied in this study.

Table 1.  Environmental spatial data used in this study

Data Type Objective Spatial coverage

Landsat TM* Raster Change detection near the accident areas Near the Chernobyl accident areas

AVHRR 
Raster

Extraction of land-cover types in areas contaminated 
BelarusLand-cover map** by Cesium-137 elements

Cesium-137***
Point vector Cesium-137 concentration mapping and

Belarusprobabilistic risk analysis

Thyroid cancer 
Polygon 

Computation of thyroid cancer incidence rates, 
incidence count

vector
their filtering by Poisson kriging, and extraction of Belarus

& population*** statistical relationships from covariates

* data source : USGS EROS center EarthExplorer(http://earthexplorer.usgs.gov)
** data source : Global Land Cover Facility(http://www.landcover.org)
*** data source : Krivoruchko(2011)

Data Type Objective Spatial coverage



수집된 토양 내 세슘 농도 자료와 지역별 갑상선 암 발

생건수자료를이용하 다 (Krivoruchko, 2011). 세슘

자료는 벨로루시 전역에서 총 15,504 지점의 토양에서

획득되었으며, Ci/km2 단위로나타낸포인트자료에해

당한다(Fig. 4(a)). 또한체르노빌원전사고당시0세에

서 14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각 행정구역별로 1986년

부터 1994년 사이의 갑상선 암 환자 발병 건수와 인구

수를이용하여인구 10,000명당갑상선암발병률자료

를 생성하 다(Fig. 4(b)). 갑상선 암 발병률과 원전 사

고와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설명 변수로 토양 내 세슘

농도외에사고지점으로부터의거리를고려하 다. 갑

상선 암 발병률 자료가 행정구역 단위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지점과의 거리는 체르노빌 원전과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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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i-temporal Landsat TM data acquired near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a) Image acquired on May 3 1986 and (b)
image acquired on July 10 1992. Black boxes include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a) (b)

Fig. 3.  Administrative boundaries of Belarus and the location
of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data source:
Krivoruchko(2011)).

Fig. 4.  Data sets used for the case study in Belarus. (a) Locations and Cs-137 concentration values of sample data(data source:
Krivoruchko(2011)), (b) thyroid cancer incidence rate per 10,000 person(data source: Krivoruchko(2011)), (c) distances
between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and the centroid of each administrative boundary, and (d) AVHRR 1km land-
cover map.

(a) (b)



역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행정 구역별로 폴리곤 단위로

정의하 다(Fig. 4(c)). 벨로루시지역의토지피복을확

인하기 위해서 1994년 기준의 공간 해상도 1km의

AVHRR 기반토지피복도를사용하 다(Fig. 4(d)).

3. 분석방법론

1) 변화 탐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인근 지역의 변화 탐지를 위해

두 상의 토지피복 분류 결과를 비교하는 선분류 후비

교법을 적용하여 시각적인 분석과 두 시기 사이의 피복

변화 양상 분석을 수행하 다. 분류 방법으로 감독분류

에주로사용되는최대우도분류기법을이용하 다. 분

류 항목은 시각적 판독을 통해 콘크리트 구조물, 수계,

농경지, 황무지, 산림지의 총 5개 항목으로정의하 고,

훈련자료는 상의시각적판독을통해획득하 다.

2) 벨로루시 지역 사고 향 평가

벨로루시지역의사고 향평가를위해다양한크리

깅 기법들과 회귀분석을 적용하 다. 우선 토양에서 획

득된세슘자료에공간내삽기법을적용하여세슘오염

분포도를 작성하 다. 그리고 인구 분포에 따른 불안정

성이 나타나는 갑상선 암 발병률 자료를 대상으로 포아

송 크리깅 기법을 적용하여 필터링을 수행하 다. 이러

한자료들을대상으로원전사고에따른토양오염과갑

상선 암 발병과의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 는데, 전통적

인비공간다중회귀분석과공간특성을반 할수있는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을적용하 다.

(1) 세슘자료처리

포인트 벡터 형태의 세슘 자료는 1km 공간 해상도의

AVHRR 토지피복도와의직접적인비교를위해1km 해

상도로 공간 내삽을 수행하 으며, 이후 폴리곤 형태의

갑상선암발병률자료와의분석을위해행정구역별로평

균값을계산하여폴리곤단위의분포지도를작성하 다.

Fig. 4(a)에 제시한 세슘 자료는 왜도(skewness)값

이 22.9로극단적으로 값이큰지점이 소수로나타나는

양으로치우친분포를나타내고있다. 선행연구로박노

욱(2009)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친 분포 자료의 공

간내삽을위한다양한내삽기법들의예측능력을비교

하 는데, 비선형 자료 변환 기반 지시자 크리깅

(indicator kriging)이가장우수한것으로보고하 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슘 자료의

공간내삽에지시자크리깅을적용하 다.

지시자 크리깅은 비모수적 방법으로 조건부 확률 분

포를 모델링하는 불확실성 모델링 기법의 일종이다

(Goovaerts, 1997; Deutsch and Journel, 1998). 지

시자크리깅을수행하기위해서는식 (1)과같이원자료

에대해미리정한K개의임계값 zk의초과여부에따라

0과1의이진값을가지도록변환하는비선형지시자변

환을수행한다.

i(ua; zk) = { 1  if z(ua) ≤zk k = 1, …, k (1)
0  otherwise 

식 (1)을이용하여K개의임계값 zk에의해지시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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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nued

(c) (d)



환된값들을대상으로K개의베리오그램모델링을수행

한후에, 식 (2)를이용하여각임계값 zk에대해정규크

리깅을 적용한다. 크리깅 적용 결과, 확률 변수로 간주

한 미지의 속성값 Z(u)가 임계값 이하일 확률인 조건부

누적확률분포함수(condition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cdf)를얻게된다.

[i(u;zk)]* = Prob[Z(u) ≤ zk |(n)]* = la(u;zk)i(ua;zk) (2)

여기서 (n)은특정위치 u주변의자료값을나타낸다.

지시자 크리깅의 장점은 예측 지점에서의 ccdf 모델

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예측값과 더불어 다양한 확률론

적분석이가능하다는데있다. 우선예측지점에서의추

정값 z*(u)은 일반적으로 식 (3)과 같이 ccdf의 평균을

계산하여얻게된다(Goovaerts, 1997).

z*(u) = [F
_1 (u; |(n)) + F

_1(u; |(n))]/2 (3)

특정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ccdf 모데링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므로, 식 (4)를 이용하여 특정 임계

값를초과할확률계산이가능하다.

Prob[Z(u)>zk] =1 _[i(u;zk)]* = 1 _ la(u;zk)i(ua;zk) (4)

사고당시세슘농도가5 Ci/km2 이상이되면이주장

려 구역으로 지정하 는데, 별도로 이 값을 임계값으로

설정하여 이주 장려 구역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하 다.

공간 내삽된 세슘 농도 분포도를 대상으로 임계값보다

큰 지역과 작은 지역으로 구분지어 추후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공간 내삽 과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향을미치므로확률론적접근을시도하

다. 계산된확률값을이용하여이주장려구역에포함될

확률이0.8 이상인지역과AVHRR 토지피복도와중첩

하여위험지역의토지피복현황을분석하 다.

(2) 갑상선암발병률자료처리

일반적으로 질병 발병 혹은 사망 자료는 개인 정보

보호차원에서발병위치정보가제공되지않고, 행정구

역혹은센서스단위등으로재구성된 역기반으로제

공되며보통은특정인구수당비율자료로제공된다. 이

연구에서계산한갑상선암발병률자료는특정기간동

안의 암 발병 건수를 행정 구역별 인구수로 나눈 역

기반자료에해당된다. 일반적으로각종질병사망혹은

발병률 자료는 값 자체의 통계값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분포 현황 파악과 더불어 이러한 질병이 발병하는 요인

변수와의 연관성 분석에 주로 이용된다(Wakefield,

2004). 비율 자료로의 변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인구를 포함하는 역에서 계산되거나, 발병 빈도가 낮

은 자료의 경우에는 과도한 값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해석 혹은 요인 변수와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불안정한

발병률값의전처리가필요하다.

벨로루시 지역의 인구수와 갑상선 암 발병률 자료의

산점도를 살펴보면(Fig. 5), 인구수가 작은 행정단위에

서 비율값의 변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

된 신뢰도가 떨어지는 극단적인 비율값의 존재에 의한

불확실성 혹은 잡음 효과는“small number problem”

(Wakefield, 2004)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필터링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대표적인

방법론은계층적베이지안모델(Lawson, 2009)이있는

데, 이 모델은 조건부 자기회귀 모델(conditional

auto-regressive model)의 파라미터들의 확률 분포로

의표현을위해반복연산을수행해야하는계산상의번

거로움이존재한다. 또한때로는과평활화 상을나타

낸다고 보고되었다(Goovaerts, 2005). 이외에 대상 지

역의 선행 연구로 Pukkala et al.(2006)은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의 유방암 발생 비율 자료의 필터링을 위해

인구수를 가중치로 설정하여 2km 간격의 그리드에서

의 평활화된 유방암 발생 위험도를 추정하 다. 그러나

n(u)

Sa=1

k _ 1
K

k
K

K

S
k=1

1
K

n(u)

S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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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atter-plot between population on a log scale and
thyroid cancer incidence rates.



이 과정에서 원래 질병 발생 비율 자료의 공간 패턴을

고려하지못하 다.

이 연구에서는 적용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면서

베이지안 방법론과 유사하거나 평활화 효과가 작게 나

타나는 최신 크리깅 기법인 인구수와 공간 상관성을 고

려할수있는포아송크리깅(Poisson kriging; Goovaerts,

2005)을 적용하 다. 소수의 지점에서 획득된 샘플 자

료로부터 샘플링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값 예측을 목적

으로하는기존크리깅과달리포아송크리깅은이미속

성값을 가지고 있는 역 자료의 필터링을 목적으로 한

다. 크리깅 적용 시 샘플 자료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설

정할 때 전통적인 크리깅과 달리 포아송 크리깅은 베리

오그램 모델로부터 얻어지는 공간 상관성 정보와 더불

어 역 자료의 인구수를 반 함으로써 전술한 small

number problem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oovaerts, 2005). 그러나 공간 역학(spatial

epidemiology)과 연계된 포아송 크리깅의 적용 연구는

현재적용된사례가거의없다.

포아송크리깅은질병발병건수자료를포아송분포

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간주하는데, 개별 역 ua의 지

리적중심좌표를 ua = (xa, ya)라고할때, 포아송정규

크리깅추정치 r̂ PK(ua)는식 (5)과같이이웃한주변질

병비율자료 z(ui)의선형결합으로표현된다.

r̂ PK(ua) = li(ua)z(ui) (5)

식 (5)에서 li(ua)는가중치를의미하는데, 이는비편

향 조건하에 예측 오차의 분산을 최소화하도록 결정되

며식(6)을이용하여계산한다(Goovaerts, 2005).

lj(ua)[ 
_
C(ui

_ uj) + dij ] + m(ua) 

= 
_
C(ui

_ ua),  i =1, …, K (6)

lj(ua) = 1

여기서 dij는 i가 j와 같으면 1이고, 아닌 경우는 0을 의

미한다. m*는전체질병비율자료의인구수를가중치로

하는 평균값을 의미한다. 또한
_
C(ui

_ uj)과
_
C(ui

_ ua)

는 이웃한 i번째 역과 j번째 역 사이의 공분산과 이

웃한 i번째 역과고려하고있는 역사이의공분산을

각각 나타낸다. dij와 m*/n(ui)의 곱으로 정의되는 오차

분산항을포함함으로써인구수가작은 역에서는크리

깅 가중치가 작은 값을 갖게 되며, 공간 상관성 정보와

결합되면서최종적으로필터링효과를얻을수있다.

(3) 갑상선암발병률과원전사고와의상관성분석

갑상선 암 발병률과 원전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연관 자료들을 대상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로 포아송 크리깅

을 통해 필터링된 갑상선 암 발병률 위험도를 이용하

으며, 행정구역단위별로합산된세슘농도분포도와체

르노빌 원전으로부터의 거리를 독립 변수로 이용하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다중 회귀분석은 독립

변수들이 연구 지역 전체에 걸쳐 일정하다는 내재적인

가정을포함하기때문에, 공간변화양상이나타나는독

립 변수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

다. 대상 지역에 대한 선행 연구로 Pukkala et al.
(2006)은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 지역의 사고 이후 유

방암 발생과 방사능 물질 사이의 연관성 분석에 포아송

회귀분석을 적용하 다. 그러나 연속형 변수인 방사능

물질을 범주화 시킨 후에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방사능

물질 등급별 상대적 위험도만을 제시하 으며, 원 자료

의공간패턴을충분히반 하지못한한계가있다.

이연구에서는독립변수들의공간변화양상을회귀

분석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 하기 위해 지리적 가중 회

귀분석을 부가적으로 적용하 다. 지리적 가중 회귀분

석은분석대상설명변수의공간분포에따른회귀분석

계수들의공간분포를얻을수있는공간회귀분석기법

에 해당한다(Brunsdon et al., 1998; Fotheringham
et al., 2002). 이 논문에서는 기존 비공간 다중 회귀분

석과 차별화된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의 특징만을 기술

하며, 자세한이론은Fotheringham et al.(2002)을참

조할수있다.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은 회귀계수 추정 과정에서 주

변 자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식 (7)과 같이

회귀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각 독립 변수에 부여되는 회

귀계수가 상수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

서 독립 변수들의 설명 능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도 공

간적으로 변하게 되므로, 지역별 독립 변수의 기여도를

분석할수있는장점이있다.

y(ua) = b0(ua) + bj(ua)xj(ua) + e(ua) (7)
K

S
j=1

K

S
j=1

m*

n(ui)

K

S
j=1

K

S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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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ua)와 x(ua)는개별 역 ua의지리적중심좌

표를 ua에서의종속변수와독립변수의값을각각나타

낸다. b0(ua), bj(ua)및 e(ua)는 ua에서의 절편, 회귀계

수및임의오차를각각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비공간 다중 회귀분석에 사용된 동일

한종속및독립변수들에지리적가중회귀분석을적용

하여 추정값, 잔차 및 결정계수의 공간 분포를 해석에

이용하 다.

4. 연구결과

1) 변화 탐지 결과

시계열 Landsat TM 상을 대상으로 최대 우도 분

류 기법에 의한 감독분류및변화탐지결과는Fig. 6에

제시하 다. Fig. 6에서1은대표적인농경지, 2는원전사

고인근지역을나타낸다. 시각적판독결과, 사고이후농

경지의 일부가 황무지로 많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특히 중앙 하단부분의 체르노빌 원전 근처 대부분의

농경지가버려진땅인황무지로변한것으로나타났다.

Fig. 6의 대표적인 농경지와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분류 결과는 Fig. 7에 제시하 는데, 앞선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농경지는 황무지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에 방사능 피해를 줄

이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장벽이 새로 건설된 것으

로나타났다.

선분류후비교법에의한변화속성탐지결과를정량

적으로분석하기위해각시기별분류항목별면적과변

화 면적을 계산하 다(Table 2). Table 2에서 Class

change는 1986년 분류 항목이 1992년에 다른 분류 항

목으로 변화된 총 면적을 나타내며, Image difference

는 전체 상 내에서 각 분류 항목의 1986년과 1992년

사이의총면적변화를나타낸다. 농경지의변화면적이

가장크게나타났으며(1,409 km2), 약 996 km2가황무

지로변했으며이는시각적판독결과와일치한다. 황무

지는 약 225 km2가 농경지로 변화되었으며, 산림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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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pervised classification results. (a) Classification result of the image acquired on May 3 1986 and (b) classification result of
the image acquired on July 10 1992. The changed areas are shown in (c). Two boxes with the numbers 1 and 2 denote the
subpart areas for detailed visual analysis.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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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detection results: area statistics(unit : km2)

1986 Concrete Water Cropland Abandoned or  forest Class total
1992 structures barren area

Concrete structures 44.28 15.69 114.23 53.73 24.09 252.02

Water 1.37 58.53 0.88 0.27 3.56 64.61

Cropland 65.59 19.18 2726.31 225.02 169.33 3205.43

Abandoned or 
54.62 2.41 998.55 431.78 67.03 1554.39barren area

Forest 1.47 1.42 295.03 30.93 1418.87 1747.72

Class total 167.33 97.24 4135.00 741.72 1682.88 

Class change * 123.05 38.71 1408.69 309.94 264.01 

Image difference ** 84.69 -32.63 -929.57 812.67 64.84 

* the total area of pixels in 1986 that changed to different classes in 1992.
** the difference in the total number of equivalently classed pixels in both 1986 and 1992 images, computed by subtracting the class

total numbers in 1986 from those in 1992.

1986 Concrete 
Water Cropland

Abandoned or  
forest Class total1992 structures barren area

Fig. 7.  Classification results of images in 1986 and 1992 for the croplands (the box numbered as 1 in Fig. 6) are shown (a) and (b),
respectively. (c) and (d) show classification results of images in 1986 and 1992 near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the
box numbered as 2 in Fig. 6), respectively.

(c)

(a) (b)

(d)



경지로 약 169 km2로 변화하 다. 반면, 수계는 약 39

km2로면적변화가가장작게나타났고, 수계의변화는

주로 연구 지역의 오른쪽 부근에서 방사능 오염물질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 근처에 건설된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에 기인한 것을 나타났다. 상 전반적으로는 콘크

리트 구조물과 황무지가, 약 85km2 및 813km2의 면적

증가를 나타냈으며, 농경지는 약 929km2의 면적이 감

소하 다. 이러한 변화 탐지를 통해 원전 사고로 인한

농경지의 감소, 콘크리트 구조물과 황무지의 증가가 대

상 지역 내에서 토지 피복의 두드러진 변화임을 정량적

으로확인할수있었다.

2) 벨로루시 지역 사고 향 평가 결과

토양 내 세슘 농도 포인트 자료에 대한 지시자 크리

깅 적용에 필요한 임계값은 원 자료값의 9개 백분위수

를 이용하 다. 지시자 크리깅를 적용한 결과와 행정구

역별로 평균을 구한 결과는 Fig. 8에 제시하 다. 체르

노빌 원전과 근접한 남쪽과 동쪽 인근에서 세슘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북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원전과 멀어질수록 세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또한일부북서쪽에서도높게나타나는지역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양상들은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체르노빌 인근 부근에 집중적으로 방출되었으

며, 사고 당시와 이후의 대기 상태에 따라 확산 양상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

는 1986년에서 2001년까지의 벨로루시 지역의 방사능

물질 축적량과 유방암 발생과의 연관성 연구(Pukkala

et al., 2006)와 1989년토양내세슘농도분포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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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Cs-137 concentration at the 1km resolution and (b) Cs-137 concentration by the averaging of (a) to the administrative level.

(a) (b)

Fig. 9.  (a) Probability that the Cs-137 concentration exceeds Ci/km2 and (b) land-cover types in risk areas where (a) is greater than 0.8.

(a) (b)



연구(Perk et al., 1998)의결과들과유사하다.

사고당시이주장려구역지정의기준값인 5 Ci/km2

을 임계값으로 설정한 뒤, 이 임계값을 초과할 확률 분

포도를작성하 다(Fig. 9(a)). 이결과에서도사고근접

지역과 남동쪽 인근에서 세슘의 농도가 5 Ci/km2이상

일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AVHRR 1km 토

지피복도와 초과 확률이 0.8 이상인 지역과 중첩을 한

결과, 위험지역의약75%와15%가농경지와초지로나

타났다(Fig 9(b)).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

을때, 이지역농경지의방사능물질오염에따라재배

되는 농작물과 식생의 오염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위험지역내에서재배되는작물에대해서는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작업과 장기적인 모니터

링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갑상선 암 발병률 자료에 대한 포아송 크리깅 적용

결과는Fig. 10에제시하 다. 각행정구역별암발병률

값들은 작은 인구수에 의해 과추정된 값들이 필터링되

고, 베리오그램을 이용한 공간 상관성 정보를 이용함으

로써 전반적으로 평활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체르

노빌원전과가까운연구지역의남쪽및동남쪽지역은

갑상선 암 발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북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작게 나타

나는양상을나타낸다. 세슘농도분포도의양상과도전

반적으로 유사한하여 정성적으로 갑상선 암 발병률이

원전사고와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갑상선 암 발병과

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포아송 크리깅에 의해 추

정된갑상선암발병률을종속변수로, 토양내세슘농

도, 사고지점과의 거리를 독립 변수로 이용하는 비공간

다중 선형 회귀분석과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지리적가중회귀분석의적용과정에서주변값에

의한가중치부여를위한커널폭의결정에는교차검증

을이용하여최적의커널폭을결정하 다.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필터링을 수행하지 않은 원래

갑상선암발병률자료를이용한상관성분석도함께수

행하 다. 각독립변수와종속변수와의선형상관계수

와 다중 선형 회귀분석의 결정 계수는 Table 3에 제시

하 다. 포아송크리깅의적용여부와상관없이토양내

세슘농도와갑상선암발병위험도는서로양의상관관

계를,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포아송크리깅에의한필터링으로갑상선암발

병 위험도와 두 독립 변수와 상관관계는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결정계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수와 공간 상관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불안정한

비율값이 필터링되어 연관성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

다. 2개의독립변수에의한결정계수가0.6으로나타났

는데, 이는체르노빌원전사고에의한토양내세슘농

도와 원전으로부터의 거리가 갑상선 암 발병률의 60%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토양 내 세슘 농도

와 갑상선 암 발병 위험도의 상관계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갑상선 암은 세슘보다는 방사

능물질요오드-131의 향을많이받는것으로알려져

있다(Krivoruchko, 2011). 그러나 외국 자료를 대상으

로한사례연구를수행하 기때문에이자료의이용이

불가능하 으며, 일반적으로 방사성 물질 요오드는 세

슘보다 반감기가 짧고 가벼워 사고 이후 축척된 요오드

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세슘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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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pati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Correlation w.r.t. Cs-137 Correlation w.r.t distances from the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determination (R2)

Raw thyroid cancer incidence rate 0.61 -0.58 0.51

Poisson kriged risk 0.67 -0.71 0.60

Correlation w.r.t. Cs-137 Correlation w.r.t distances from the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determination (R2)

Fig. 10.  Thyroid cancer risk estimated by Poisson kriging.



오드와같은방사능물질이며, 방사능피폭지역의거주

민이 세슘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각종 질병에 감염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사용하 다. 적용 결과

아주 강한 상관성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벨로루시

지역에서의 갑상선 암 발병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향을받았음을확인할수있었다.

비교를 목적으로 공간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비공간

다중 회귀분석 결과로 추정치와 잔차를 Fig. 11에 제시

하 다. 다중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치(Fig. 11(a))는 전

반적으로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패턴이 매우 강하게 나

타나면서, 부분적으로 세슘 농도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원전에인접한지역에서가장높은값을

나타내었는데, 이 지역들은 세슘 농도가 높으면서 거리

가 가까운 지역에 해당된다. Fig. 11(b)에 제시한 잔차

분포도를 살펴보면, 남쪽과 서쪽에서 잔차값이 양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중앙 부근에서는 음으로 크게 나타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Fig. 11(c)에 제시한 회귀

분석 추정치와 종속 변수인 포아송 크리깅 결과와의 산

점도에서도확인할수있다. 대체로낮은값은과추정하

고, 높은 값은 저추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독

립 변수들이 연구 지역 전체에 걸쳐 일정하다는 회귀분

석의 가정에 따라 지역별 차이를 반 하지 못한 결과에

해당된다.

반면,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의 결과 추정치(Fig.

12(a))는 종속 변수인 Fig. 10의 포아송 크리깅 에 의한

위험도와매우유사한양상을나타내고있다. 또한Fig.

12(b)의잔차는Fig. 11(b)의회귀분석잔차에비해상대

적으로 값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값의 감소는

원 자료값인 종속 변수을 독립 변수들로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Fig. 12(c)의 산점도에서도 확인할

수있다. 지리적가중회귀분석에의한추정치와포아송

크리깅 결과의 선형상관계수가 0.98로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는데, 이는 대상 지역의 지역별로 회귀 계수를

조정함으로써 매우 높은 설명능력을 나타내는 값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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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spati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 Estimated mean, (b) residual, and (c) scatter-plot between Poisson kriged thyroid
cancer risk and the estimated mean.

(c)

(a) (b)



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속성값이 변

하는공간변수를회귀분석에이용할경우, 지리적가중

회귀분석이 유용한 방법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값 추정과 더불어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은 결정계수

의 공간 분포를 결과로 제공하는데(Fig. 12(c)), 특히

Fig. 8(b)와 Fig. 9(a)에서 살펴본 토양 내 세슘 농도와

세슘농도가5 Ci/km2 이상일확률이높은지역은대부

분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2개의 독립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에의한값추정의신뢰도가높음을의미하며, 갑상

선 암 발병이 결과론적으로 체로노빌 원전 사고에 향

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갑상선 암 발병 위험이 높게 나

타났던 연구지역 남쪽 중앙 지역의 2개 행정 구역에서

는 주변 값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계수가 0.36과

0.4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분석에

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갑상선 암 발병

위험도가높게나타난것이므로, 부가자료를이용한추

가분석과정 조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5. 토의및결론

이 연구에서는 원전 사고 피해 및 향의 정량적 평

가를위해 1986년에발생한체르노빌원전사고를대상

으로 공간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공간 모델링 기법들을

적용함으로써 환경 향 평가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가

능함을 예시하고자 하 다. 시계열 원격탐사 자료를 이

용한변화탐지기법과크리깅을이용한공간내삽과같

은 일반적인 모델링 방법론과 더불어 지시자 크리깅을

이용한 토양 오염의 확률론적 모델링과 환경 보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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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results. (a) Estimated mean, (b) residual, (c)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nd (d)
scatter-plot between Poisson kriged thyroid cancer risk and the estimated mean.

(c)

(a) (b)

(d)



에유용하게적용될수있는최신크리깅기법인포아송

크리깅및지리적가중회귀분석등최신고급방법론을

예시하 다.

사례연구를 통해 대상 지역에서의 분석 결과를 정리

하면다음과같다. 우선시계열원격탐사자료를이용한

원전사고주변의모니터링을통해, 원전사고인근지역

에서 농경지의 황무지화가 크게 나타났고 방사능 오염

의확산을막기위해콘크리트구조물이생겨난것을확

인하 다. 토양 내 세슘 농도 분포도 작성 결과, 고농도

세슘 분포 지역인 원전 인근과 벨로루시 남동쪽으로 나

타났으며, 이지역의토지피복은대부분농경지로나타

나서 식생의 변화 양상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분석되었다. 원전사고이후갑상선암발병률자

료에 포아송 크리깅을 적용한 결과, small number

problem이완화되었으며원전인근지역에서발병위험

도가높게나타났다. 또한갑상선암발병추정을목적으

로 토양내 세슘 농도와 원전으로부터의 거리를 독립 변

수로사용하는지리적가중회귀분석을적용한결과, 대

상 지역의 지역별로 회귀 계수를 조정함으로써 종속 변

수와 상관계수 0.98의 강한 상관성을 나타내는 발병 위

험도 추정이 가능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체르노빌 원

전사고와관련된전술한2가지변수들이벨로루시지역

에서의갑상선암발병에 향을주었음을의미한다.

방법론측면에서이연구에사용한고급모델링기법

들은다양한분야에서의환경 향분석에적용될수있

다. 질병 비율 자료에 존재하는 오차 제거를 위해 적용

한 포아송 크리깅은 작은 인구수에 기인한 불안정한 비

율값들을 필터링함으로써,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 변수

들과의연관성을강화할수있었다. 일반적으로질병발

생 혹은 사망 위험도는 값 자체의 공간 분포와 더불어

원인 분석을 위해 관련 인자들과의 연관성 분석에 이용

되기때문에이러한결과는분석에매우중요하다. 또한

기존 비공간 다중 회귀분석과 달리 지리적 가중 회귀분

석의부산물로얻을수있는결정계수의공간분포를통

해 연구 지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설명능력이 낮은 지역

의추출이가능해서정 조사를필요로하는지역선정

에이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국내에서처음으로

적용한 질병 자료에 대한 포아송 크리깅 기법과 연계된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 모델의 적용은 전술한 것처럼 다

양한 부가 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비공간 통계분석에

치중되어온 국내 질병 자료 분석 및 환경 보건 분야에

유용한방법론으로적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적용하지 않았지만, 지시자 크리깅을 이용한

불확실성 모델링 기법을 확장하여 위험 지역 구분 과정

에 시설물과 거주민에 대한 경제적 비용 손실효과를 반

할경우, 보다현실적인의사결정보조자료를제공할

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연구에서는외국사례연구지역의자료이용한계

로원전사고직후부터 1994년까지의단기관측으로시

간범위를한정하 다. 또한원격탐사자료의분석을사

고 주변 지역의 변화 탐지와 고농도 세슘 분포 지역의

토지 피복 현황 분석에만 적용하여 갑상선 암 발생과의

연계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환경 향 평

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따라서 앞으로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장기적인 모니

터링결과와연계한갑상선암발생자의분포변화분석

이후속연구로필요하다. 앞으로다양한해상도와파장

역의 자료를 처리하는 다중 센서 원격탐사 자료의 분

석기술과이연구에서적용한고급공간모델링기술이

연계된다면피해 향의모니터링및질병발생추이분

석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이를위해앞으로다양한

환경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더불어 고급 모델링

기술의개발및적용연구가함께병행되어야할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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