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생 자료를 이용한 동아시아 사막 주변의 토지피복 변화 분석
류재현*·한경수*†·피경진*·이민지**

*부경대학교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정보연구센터

Analysis of Land Cover Change Around Desert Areas of East Asia

Jae-Hyun Ryu*, Kyung-soo Han*†, Kyoung-Jin Pi* and Min-Ji Lee**
*Department of Spatial Informa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atellite Information Research Center,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bstract : Desertification of the East Asia area induced by human’s indiscriminate activities and
natural causes has gradually expanded and demanded scientific research for monitoring and predicting
land cover condition. Therefore, this research classified land types which were compared to MODIS
land cover and analyzed the extent of barren zone effecting Korea through yellow dust using S10-DAY
MVC NDVI from SPOT between 1999 and 2011. This study used unsupervised classification after
processing NDVI Correction and Water Mask for eliminating noise values included in the data for
enhancement of classification accurac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that there are active variations near
the borders of desert, especially the Mongolian steppe and the Gobi Desert in central Asia. In addition,
the extent of entire desert has been decreased in the middle of the last decade, although desertification is
in going on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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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구온난화와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과 아열대고압대라는 자연적인 요인으

로인해동아시아지역의사막화가확산되고있다. 사막화의확산으로인하여우리나라에 향을주는황사

의발원지가변화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황폐한지역의토지피복을연구하기위한유용한식생지수로알

려진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사막 주변의 토지 피복 변

화를관측하여사막화의시계열변화와패턴을알아보고자한다. SPOT위성의VEGETATION 센서를통해

동아시아 S10-DAY NDVI 데이터를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하 다.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노이즈

값을 제거하기 위해 NDVI Correction, WaterMask를 수행한 후 ISODATA 방법으로 무감독분류를 하

다. 무감독분류된클러스터에대한분석을수행한결과사막경계부분에서식생의 도가활발하게변화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하 으며 특히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그리고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변화가 큰 것을 확

인하 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사막의 전체적인 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쪽으로 사막화

가진행되는것을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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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매년봄이되면얼었던메마른토양이녹으면서많

은모래먼지가생기고, 동아시아의건조한기후특성

때문에 황사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향을 미치는

황사는건조기후대에위치하여강수량이적고강풍이

잦은 몽골의 중남부 지역과 중국 최대의 사막이 위치

한서북쪽에서주로발생한다. 지구온난화로인한기

온 상승은 몽골의 중남부 지역의 사막화에 향을 주

지만, 자연적요인에의한사막화는 13%에불과하 다

(Khandsuren, 2009). 중국의 경우 전체 국토 면적의

27.46%, 몽골의 경우 40%가 사막화되었으며, 몽골은

전국토의 90%가사막화의 향하에있다. 이러한건

조, 반건조지역에서의사막화팽창은우리나라에

향을미치는황사발원지변화에 향을준다. 또한사

막화의팽창은토지가생물학적생산성을잃는것(Lee

et al., 2008)으로식생의일차생산성하락에 향을미

치며, 토지와 대기 사이의 생물지구화학적 교류에도

변동을준다(Nicholson et al., 1998). 따라서시계열적인

토지 피복의 변화 자료는 황사 발원지의 변화와 사막

화 위험 지역의 토지 상태 그리고 생물지구화학적 변

동을연구하기위한중요한기초자료이다.

건조및반건조지역에서의식생 도는토지피복

의상태를알수있는척도이며, 식생 도를통해토지

피복변화를분석할수있다. 이는위성을이용하여광

범위한지역의식생을정량적, 시계열적으로나타내어

해결할 수 있다. 식생은 활동이 활발할수록 근적외선

과 적색광의 반사율의 차이가 크다는 특징을 보이며,

이와 같은 특징을 통해 단위가 없는 식생지수를 산출

할수있다. 따라서식생지수를이용하면지표면의토

지 피복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Jeong(2009)는 Landsat

위성의 고해상도 자료(1970년대 후반, 1991년, 2002년,

2007년)를 이용하여 중국 네이멍구 쿠부치 사막과 주

변지역의사막화변화와요인을시공간적으로분석하

다. 식생지수 Transformed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TSAVI)와 경관지수의 분석을 통해 생태계 변화

를분석한결과식생활력도는감소, 증가, 감소패턴을

보 다. Erdenechimeg et al.(2010)는 1991년, 2007년

Landsat TM 위성 상자료와 2002 Enhanced Thematic

Mapper Plus(ETM+) 위성 상자료를이용하여몽골북

서부사막지역의토지피복상태를시·공간적으로분

석하 으며, 토지피복 상태별 면적을 비교한 결과 녹

지가 감소하고 사막 지역이 증가하 다. Do(2011)는

1987년부터2006년까지NOAA위성의GIMMS NDVI를

이용하여한국, 중국, 몽골뿐만아니라일본, 러시아, 카

자흐스탄 지역을 포함하는 초지 및 황폐지 식생의 건

조취약성을평가하 다. 위성 상을이용한일차생산

성과토양수분의변동을살펴봄으로써사막주변식생

과의상관관계를나타내었으며, 카자흐스탄동부초지

와중국북서부고비사막등에서반복적인증감을보

다. Huang and Siegert(2006)의연구에서는 SPOT 자료

를바탕으로중국북부지역의사막화위험지역을탐

지하여 Land cover 분류하 다. 2000년 1년 동안의

NDVI 자료를 사용하 으며, Global Land Cover 2000

(GLC2000)과 MODIS Vegetation Continuous Field

(MODIS VCF)를이용하여토지피복을분류하 으며,

중국북부지역의사막의경계와식생에따른NDVI 변

화를정량적으로나타내었다. Liu et al.(2008)은 Landsat

위성자료(1987년, 2000년, 2006년)를통해내몽골자치

구에위치한 Otinday Sandy land를대상으로사막화경

향을비교분석하 다. 1987년과 2000년을비교하 을

때급속한사막화경향이나타났지만, 2000년과2006년

을비교하 을때사막화경향이완화된것을볼수있

었다.

이처럼식생지수와같은위성자료를이용하여동아

시아 사막 주변의 토지 피복 변화를 탐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있지만위성자료의시기가불규칙적이거나

연구 역이상대적으로좁아동아시아의사막화경향

을파악하기에한계를가지고있었다. 따라서본연구

에서는식생이증감했는지알수있는증거(Huang et al.,

2008)이며, 황폐한지역의토지피복을연구하기위한

유용한 지수(Long, 2000)로 증명된 NDVI를 사용하여

1999년부터 2011년까지동아시아지역의토지피복변

화를모니터링하 다. SPOT 위성의VEGETATION 센

서를통해취득한 NDVI 자료를이용하여사막화의정

량적인평가와 MODIS Land cover를이용한토지피복

분류를 통해 동아시아 사막 주변의 토지 피복 변화를

시계열적으로분석하 으며, 정성적인평가와분류된

클러스터 간의 비교를 통해 토지 피복 변화가 활발하

게 나타나는 지역을 알아내었다. 나아가 사막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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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패턴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고 주변의 식생은 어

떻게변화하고있는지분석하 다.

2. 연구자료및방법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위도 31°N ~ 48.5°N, 경도

73.5°E ~ 127.5°E를경계로하는동아시아지역을연구

역으로 선정하 다. 연구 역은 대한민국, 중국, 몽

골, 카자흐스탄의일부지역을포함하고있으며, Mixed

Forests(혼성림), Shrublands(관목지), Grasslands(초원),

Croplands(농경지) 그리고Barren of Sparsely Vegetated(초

목이드문지역)와같은다양한토지유형을가지고있

다. 기후특성으로계절에따라위도 30°부근에서 40°

까지이동을하는아열대고압대의 향으로연중하강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막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향을 주는 주요 황사 발원지인 고

비, 내몽골고원, 황토고원, 타클라마칸뿐만아니라새

로운황사발원지로주목받고있는만주지역이포함

되어있다.

동아시아사막주변의토지피복변화를알아보기위

해 199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3년간의 SPOT 위

성의 VEGETATION 센서를 통해 취득한 S10-DAY

Maximum Value Composite(MVC) NDVI 데이터를사용

하 다. S10-DAY MVC NDVI는 1 km의공간해상도를

가지며, 10일의기간동안 best pixel을합성한데이터이

다. S10 타입은MVC NDVI로 10일의합성기간동안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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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atial range of the study area.

Fig. 2.  Flow chart for analysis of East Asia land cover change.



은지점의NDVI 값중에서최댓값을나타낸다. 구름의

노이즈, 대기, 태양각도(Cheng et al., 2001), 강수후지

표상태등대기와물이NDVI 데이터값에 향을주어

NDVI 값이감소할수는있지만, NDVI 최댓값에 향

을 주는 요소는 지상의 식생 도뿐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도를높이기위해 MVC NDVI 데이터를사용하

다. 전체연구과정은 Fig. 2와같이간략히나타내었다.

획득한 1999년 ~ 2011년 SPOT/VGT S10-DAY MVC

NDVI 데이터의감쇠효과를다중다항회귀식(Yeom et

al., 2006)을이용하여제거시켜주었으며, 감쇠효과를

제거시킨데이터에물의반사도특징을가지는 역을

마스킹하여제거시켜주었다. 이후동아시아위성

상을 연구 역(위도 31°N ~ 44.5°N, 경도 73.5°E ~

127.5°E)에 맞게 수정하 다. 다음과 같은 전처리과정

을수행한후 ISODATA 알고리즘을이용하여무감독

분류(Unsupervised Classification)를 수행하 다. 클러스

터의 수는 20개로 하 으며,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

NDVI 값을 평균하여 1년 단위로 패턴을 분석하 다.

NDVI 값이 0.5 이상인클러스터는식생이풍부한지역

으로추정(Sobrino et al., 2006)하기때문에NDVI 최댓값

이 0.5 이상인 클러스터는 식생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여하나의클러스터로재분류하 으며, 식생의

시계열패턴을분석하여비슷한패턴을보이는클러스

터들은 재분류를 통해 클러스터의 수를 줄여주었다.

앞에언급한내용과같이물을제외하고 6개의클러스

터로 재분류하여 Class number을 부여하 다. 재분류

한 클러스터와 토지피복의 참고자료인 MODIS Land

cover 자료를교차행렬분석을통해클러스터에대한토

지피복종류와비율에대한정보를산출하 다. 또한

연별 토지피복의 비교를 통해 Negative area와 Positive

area를 산출함으로써 어떠한 지역에서 클러스터의 변

화가활발하게나타나며사막화가어떠한패턴을가지

고변화하는지비교분석하 다.

3. 결과및분석

1999년부터 2011년까지총 13년간의토지피복의변

화를분석하기위해 NDVI 데이터를사용하여무감독

분류와NDVI 패턴을분석하여최종적으로 6개의Class

로분류하 다. Fig. 3는각각의 Class에대한 13년동안

의NDVI 시계열패턴을나타낸것으로Class에따라유

사한패턴을보 다. Class1은 0.1 부근에서 NDVI 최댓

값이 나타났으며 1년간 NDVI 변화가 크지 않았다.

Class2는 0.2 부근에서 최댓값이 나타났으며, Class3과

Class4는NDVI Peak 시기에서차이가났지만최댓값은

0.3 부근으로동일하 다. Class5는 NDVI 최댓값이 0.4

부근에서 나타났으며, Class6은 NDVI 최솟값, 최댓값

모두높게나타났다. 일반적으로NDVI는4월에상승을

시작하여 8월에최댓값을가지는시계열적패턴을보

으며, 이는일반적으로식생이있는지표의 NDVI가

2월부터상승을하여 5 ~ 6월에첫번째정점을가지고,

7 ~ 8월에두번째정점을가져연말까지감소하는패턴

과유사하 다(Wang et al., 2005).

이와같이분류된 Class는패턴에따라명명수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S10-DAY

MVC NDVI 값의 시계열 패턴에 따라 토지 유형을 분

류하기에는연구자의주관이많이개입되므로많은어

려움이따랐다. 이를보완하기위해 Land cover 분류자

료로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 제공하는 MODIS Land cover를 사용하여

각각의 Class가 어떤 토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

하 다. 1999년과 2011년 무감독분류 된 결과와

MODIS Land cover를 교차행렬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Class1은 1999년과 2011년 모두 Barren of Sparsely

Vegetated가 86% 비율 나타났으며, Class2의 경우에도

Barren of Sparsely Vegetated의비율이 50% 내외로나타

나상대적으로척박한지역이라고사료되었다. Class3,

Class4, Class5의 경우에는 Glasslands와 Open Shrublands

의비율의합이 90%에이르는등척박한지역이아님

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Class6과 달리 Croplands와

Mixed forest의비율이낮기때문에식생이풍부한지역

또한아님을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 Class1과 Class2

는상대적으로식생이척박한지역, Class6은식생이풍

부한지역임을확인할수있었다. 이와같은정보를바

탕으로토지피복변화에대한분석을수행하 다.

NDVI 시계열변화가크고최댓값이높게나온다는

것은 지상의 식생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Class1에서Class6으로갈수록식생의 도가높다는것

을뜻한다. Class3와Class4는NDVI Peak 시기에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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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타났지만, 최댓값은유사한패턴을보 다. 본연

구에서는 식생의 시계열 패턴보다는 NDVI를 이용한

식생 도를 분석하여 토지 변화 경향을 알아보는 것

이기 때문에 Class3과 Class4는 지상의 식생 도가 동

일하다고 정의하 다. 따라서 전체 Class의 식생 도

는다음과같다.

Class1 < Class2 < Class3 = Class4 < Class5 < Class6

1999년부터 2011년까지동아시아지역의토지피복

을분류한결과는 Fig. 4와같다. 중국의서쪽에위치한

타클라마칸 사막과 동남부 지방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나타났으며중국의동북부지방과몽골의동부

지방은 변화가 활발한 것을 관찰하 다. 변화가 활발

한지역은고비사막, 내몽골고원, 황토고원이위치한

곳이다. 또한 사막 주변이 아닌 카자흐스탄의 발하슈

호 주변인 알마티 주와 만주 주변에서도 Class의 변화

가크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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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DVI time series about each class; (a) class1; (b) class2; (c) class3; (d) class4; (e) class5; (f) class6.



연단위의토지유형을비교하여공간적인변화양상

을분석하기위해 Fig. 5와같이나타내었다. 붉은색의

역이이전해에비해식생의 도가감소한곳이고,

푸른색의 역이 이전 해에 비해 식생의 도가 증가

한곳이다. Fig. 6과같이매년한반도의면적(약 221,000

km2)의 9배가넘는 2,000,000 km2 내외의넓은토지에서

식생이 변화하고 있었다. 공간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

해보면 타클라마칸 사막, 중국의 동남부 지방은 변화

가 적고 몽골의 고비사막과 중국의 내몽골 고원 인근

에서 변화가 많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Class

들은무작위로분포해있는것이아니라일정한패턴을

가지고분포해있었다. 식생상태가가장나쁜Class1 중

심 바깥쪽에 동심원과 유사한 형태로 식생 상태가 상

대적으로 좋은 Class2가 분포해있었으며, 그 바깥쪽에

Class2보다 상대적으로 식생 상태가 좋은 Class3과

Class4가 분포해있었다. 이처럼 식생 활동이 상대적으

로 나쁜 Class들을식생활동이 상대적으로좋은 Class

들이감싸고있는것을볼수있었으며, 이를통해식생

활동이 급격하게 황폐해지거나 회복하기보다 서서히

황폐해지거나 회복한다고 사료되었다. Class5의 분포

는황사발원지인근에위치하는것을볼수있었다. 특

히동아시아의동쪽에위치하며사막의중심부가아닌

사막경계지역에분포했다. Class5는식생이풍부하다

고정의한 Class6과인접하고있기때문에식생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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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 of land cover classification using unsupervised classification method from 1999 t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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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egetation change about study area.

Fig. 5.  Interannual change of class composed of positive area and negative area during 13 years.



감소로인한사막화를패턴을분석하는데유용한Class

다. 1999년에는만주지역에서 Class5의분포를볼수

없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 Class6이 분포하던 지역에

서 Class5의분포가나타나는것을볼수있다. 또한내

몽골고원주변에서 Class5의분포가감소를하고고비

사막주변에서Class5의분포가증가를하는것을볼수

있다. 이는 내몽골 고원에서의 황사 발원이 감소하고

고비, 만주에서의 황사 발원이 증가한 원인이라고 사

료된다.

식생의변화가활발하게나타나는고비사막과내몽

골 고원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황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

요한지역이라고할수있다. 반면타클라마칸의서북

부에위치한카자흐스탄에서의식생활동변화도크게

나타났지만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 향을 주는 황사

발생과의 향력이떨어지기때문에상대적으로덜중

요한지역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식생의변화가활

발하고황사발원지인고비사막, 내몽골고원, 황토고

원그리고만주를포함하는 Fig. 7과같은위도 34°N ~

48.5°N, 경도 101°E ~ 127.5°E로 역을세분화하 다.

세분화한지역의연별토지유형변화는 Fig. 8와같이

나타났으며, 1999년과 2000년 Negative area와 Positive

area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증가한 Negative area가 약

387,000 km2 이었다. 이는식생의 도가전년도에비해

감소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식생의 도가 감

소한2000년과2001년비교한결과식생의 도가감소

한 역(526,515 km2)이 식생의 도가 증가한 역

(489,800 km2)보다약36,000 km2 더넓었다. 이러한정량

적인평가는분류결과를시각적으로표현한이미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 것과 일치하며, Barren of Sparsely

Vegetated Land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Class1의 면적

도 3,488,615 km2 로 1999년에비해 3.14%, 2000년에비

해 3.67% 증가하 다. 반면 2001년과 2002년을비교한

결과약 493,000만 km2 역의식생 도가증가되었으

며, 특히내몽골고원주변의식생 도가많이증가하

다. 이는 2002년Class5에서식생 도가더욱활발한

Open Shrublands와 Croplands의 비율이 증가한 것과 일

치하 다. 이후2002년과2003년, 2004년과2005년을비

교한결과식생의 도가감소하 으며, 2005년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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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astern region of the study area.

Fig. 8.  Vegetation change about eastern region of the study area.



년을비교한결과부터 2007년과 2008년을비교한결과

까지식생의 도가회복된것을알수있었다. 2008년

과2009년을비교한결과에서는다시식생의 도가감

소하 으며, 이후에는식생의 도가증가하는경향을

보 다. 이처럼식생 도변화를정량적인방법과공

간적인변화분석을통해비교분석한결과 1999년부터

2011년까지총 13년동안의식생 도를분석결과증

가와감소를반복하 으며, 특히 2001년과 2009년에는

식생의감소가 2002년과 2011년에는식생의증가가두

드러졌다.

증감을반복하는사막화경향이 1999년에비하여증

가하 는지감소하 는지분석하기위해분류된 1999

년과 2011년 데이터를 각각의 Class에 대해 면적 비교

를 하 다. 2011년의 Class1 면적은 3,323,937 km2 로

1999년의 Class1 면적 3,382,540 km2 보다 1.73% 감소하

다. Class2의면적도 1999년 728,586 km2 에서 674,375

km2 으로 7.44% 감소하 으며, Class3과 Class4의 면적

도 23.23%, 26.71% 감소하 다. 반면 Class5와 Class6의

면적은 증가하 다. Class5의 경우 336,875 km2 에서

677,257 km2 로 급격하게 증가하 으며, Class6의 경우

4,411,972 km2 에서 4,727,645 km2 로 7.15% 증가하 다.

이러한클러스터의변화특성은상대적으로식생상태

가나쁜클러스터주변에서는회복되었지만상대적으

로식생상태가좋은클러스터주변에서는악화되었다

는것을뜻한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 SPOT위성으로부터취득한 1999년 ~

2011년 S10-DAY MVC NDVI 데이터를사용하여동아

시아사막주변의토지피복변화를분석하 다. 2000

년대중반부터황사의발원지가내몽골고원에서고비

사막과황토고원그리고만주로이동을함으로써황사

의내습이더빨라졌기때문에사막주변의토지피복

변화를비교하여황사발원지와의연관성을살펴볼필

요가있었다.

NDVI 자료를 무감독분류를 수행 후 물을 제외한 6

개의 클러스터로 재분류하 으며, 정량적인 평가와

MODIS Global Land cover를이용한효율적토지피복분

류를통해고비·황토고원, 만주, 타클라마칸등사막

의 경계 지역의 변화와 각각의 Class의 시계열 패턴을

분석하 다. Class1, Class2를통해사막화의변화경향

을 확인하 으며, Class3, Class4, Class5를 통해 동아시

아의서부지역에비하여고비사막과내몽골고원그

리고 만주가 위치한 동부 지역에서 토지 피복 변화가

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13년동안사막화의경

향은증가와감소를반복하 으며, 최근에는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특히 식생 도가 가장 낮은 Class1을

중심으로사막화경향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지만

사막화의경계부분에위치한 Class5는오히려증가추

세가나타났다. 이러한토지피복변화는황사발원의

변화와연관이있는것으로사료되며사막의경계부분

에서의토지피복변화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향

후최근사막화경향이감소추세를보인지역과각국

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을 비교한다면 사막화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수

립과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연구는식생지수NDVI를이용하여 13년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토지 피복 변화를 분석하

다. 하지만 장기간의 토지 피복 변화를 분석하기에

는한계가있기때문에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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