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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Landsat 시계열 영상으로 CA-Markov 기법에 의한 토지이용의 예측시 면적

규모 및 공간해상도가 예측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

다. 분석지역의 면적규모를 31.26㎢부터 84.48㎢까지 달리하면서 기법을 적용한 결과, 적용면적의

규모는 전체정확도에서 약 11% 차이를 보이면서 예측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공간해상도는 10m,

30m, 50m, 100m, 150m의 해상도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 30m의 공간해상도가 예측한 도심지의 총

면적과 도심지의 공간적인 분포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1996년과 2001년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CA-Markov기법으로 예측한 2004년의 토지피복결과와

2004년의 영상으로 최대우도법에 의한 토지피복결과를 비교하여 그 적용성을 평가한 후, 2030년,

2060년, 2090년에 대한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였다.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2030, 2060,

2090)의 토지이용 면적변화는 도심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산림의 경우는 크게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예측되었다.

주요어 : Landsat, CA-Markov, 토지이용, 예측, 면적규모, 공간해상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future land use using Landsat images through

assessing the effect of spatial scale and resolution in applying CA (Cellular Automata)-Markov

technique. The scale for areas ranging from 31.26㎢ to 84.48㎢ showed about 11% difference of

overall accuracies. Among the five spatial resolutions (10m, 30m, 50m, 100m, 150m),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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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showed the best result in the prediction of area and spatial distribution of urban

areas. Based on the results, the 2004 land use by CA-Markov was predicted using 1996 and

2001 land use data and compared with the 2004 land use by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After that, future land uses of 2030, 2060 and 2090 were predicted and the results showed a

tendency of gradual increase in urban area and high decrease in forest area.

KEYWORDS : Landsat, CA-Markov, Land Use, Prediction, Scale, Spatial Resolution

서  론

토지이용의 변화는 도시화 진행, 산업용지

개발, 산지개간, 간척사업 등과 같은 많은 변

수들에 기인하여 지속적인 변화로 일어난다.

이러한 토지이용의 변화로 도시가 어떻게 성

장, 발전해 왔으며 그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에 대한 문제는 도시 경제 및 계획가들에 의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현재

로서는 일반적인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이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국가,

지역 별로 상이하며 시계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변화가 복합

적인 성격을 띠어 실증적 검증을 통해 이론적

타당성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박수영,

1994). 우리나라의 경우, 시계열적인 토지 이용

의 변화 특성에 대한 유형의 분석과 예측에

관련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토지이용의 변화는 그 변화 패턴을 예측하

여 이를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수

문환경관리에서 유출 산정시 필수 입력자료인

토지이용을 예측하여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

라의 수자원계획은 미래의 수문조건이 과거와

같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져 왔다(건설교통부,

2000). 따라서 미래의 토지이용이 지역적인 차

원에서 예측되고 평가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수문환경의 변화가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예

측하여 유출특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구명하여

야만 효율적인 하천유역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과

거의 형태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이용의 가시적인

변화를 원격탐사기법(Remote Sensing technique)

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위성영상자

료는 넓은 지역을 일시에 일관되고 반복적으

로 스캐닝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원격

탐사 기법을 이용하여 시계열적인 자료를 구

축하고 과거 동적인 모형의 확률적 변천과정

에 대한 예측 방법을 이용하여 토지이용의 변

화 예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이용변화 예측에 관한 최근의 연구동향

을 보면, 이진덕(1999)은 구미시를 대상으로

감독분류 및 무감독 분류 각각 행하고 토지이

용변화를 검출하였으며, 김의홍(1997)은 Markov

전이행렬 방법과 선형 판별함수를 원용하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토지이용을 예측한 바

있으며, 이인성(2001)은 1985년과 2000년 사이

의 서울시 용도지역별 녹지잠식이 현재 토지

이용변화에 어떠한 요인으로 결정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하성룡(2002)은

토지피복분류과정에 있어 훈련지역의 취득방

법 및 규모가 분류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JERS-1 OPS 영상을 기반으로 평가 하였다.

김정훈(2002)은 GIS와 Logistic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수도권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를 찾아

내 분석하였으며, 임창호(2002)는 CA(cellular

automata) 모형을 이용하여 토지이용변화의

예측을 연구하였다. 주용진(2003)은 Landsat

위성데이터를 바탕으로 Markov Chain 개념에

기초한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였다.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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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안천 유역                                  (b) 송정동 일대

FIGURE 1. 연구대상지역

(2005)은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토지이

용과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국외적으로는

토지이용변화와 관련하여 남부 세네갈 지역의

토지이용의 특성을 위한 시공간 Markov 모델

을 이용한 연구로 Wood의 모형이 있다. Turner

(1987)는 공간상의 한 셀은 인접한 토지이용의

잠재적인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는 공간영향

알고리즘(spatial influence algorithm)을 제시

하였다. Clake(1996)은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모형을 모델링하기 위해 CA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Clake(1997)은 MAIA(The Mid-Atlantic

Integrated Assessment)연구에서 CA와 델타

트론(Deltatron)모델을 결합하여 시간의 변화

에 따른 도시성장을 모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A-Markov 기법을 이용하

여 미래의 토지이용을 예측함에 있어, 기법의

적용시 분석지역의 면적규모와 적용할 공간해

상도가 예측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미래 토지이용변

화의 예측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지역

대상지역은 경안천 유역(그림 1)으로서, 1990

년대에 비하여 산림지역은 158.1㎢에서 143.1㎢

로 5.8% 줄어든 반면, 도시지역은 6.4㎢에서

25.7㎢로 약 4배 증가하여 토지이용의 변화가

두드러진 유역이다. 유역의 전체 면적은 약

554㎢이고 유로연장은 약 44㎞이다. 또한 CA-

Markov 기법에 대한 정밀 해석을 위하여 사

례연구의 대상지역으로 경기도 광주시 행정구

역내에 도심지역이 밀집된 송정동 일대를 선

정하였다. 이 지역은 토지이용의 변화 중에서

도심지의 공간적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

분석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본이론

CA-Markov기법은 Markov Chain 모델과

CA(cellular automata)의 이론적 체계를 결합

한 기법이다. Markov Chain 모델은 수치영상

또는 격자 기반의 GIS 데이터로부터 쉽게 계

산되며, 현재 토지이용의 변화된 경향을 잘 반

영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변하더

라도 전이 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은 항상

일정하고 모든 위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하는데, 이는 실제적인

토지 피복변화의 경향을 나타내기 힘들다. 따

라서 시계열 공간자료를 모의함에 있어 일정

한 간격의 추이경향을 가지는 자료의 변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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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게 되면 급격한 변화폭을 가지는 공

간자료의 처리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단

점은 CA 기법을 사용하여 보완할 수 있는데,

CA는 비선형 동적모형으로써 시계열 공간자

료의 변화양상을 인접한 격자에 거리, 방향에

의해 공통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지역적인 인

접격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 변화

된 인접격자의 상태는 시공간상에서 반복적으

로 실행되어 복잡한 특성과 형태를 분석 및

모의할 수 있다.

1. Markov 기법

Markov Chain은 어떤 변수들이 가지고 있

는 과거의 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변수

들의 미래에 있을 변화를 연속적으로 예측하

기 위한 수학적 기법이다. Markov 분석은 바

로 이전 단계의 시스템 상태에 의해서만 현재

의 시스템 상태가 영향을 받고 그 이전의 상

태에 의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Markov

Chain이라는 확률과정을 가정하고 있다. 시스

템간의 이동확률을 의미하는 전이확률로 구성

되며 전이확률은 시스템이 특정 기간 동안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할 확률을 말한다.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임의의 사상의

행렬에 대하여 확률적 분석이 가능할 때 각

사상의 확률 변수열 (Xt)을 추계확률과정

(stochastic process)이라 한다. 확률변수 Xt(t

= 1, 2, …)는 어느 순간 t에서 상태(state)의

집합(S1, S2, …, Sk) 중에 하나로 실현된다고

한다면, 상태 Si에서 Sj로 옮겨가는 것을 단계

(step)이라 부르고, Si에서 Sj에 옮아갈 확률

즉, 전이확률 Pij가 그 직전의 상태 Si에만 관

계되고 더 이전의 상태에는 관계가 없을 때

이런 확률 과정을 Markov Process라 한다.

Pij = P{Xn = Sj ｌXn-1 = Si
P}

(1)
= P{Xn = Sj ｌXn-1 = Sj}

다음 추이 확률 Pij의 전이행렬을 P라 하면,

P =

P11 P12 … P1k

(2)
P21 … P2k

… … … …

Pk1 Pk2 … Pkk

인 정방행렬로 나타나며 여기서, ∑
k

j= 0
Pij=1

(0≤Pij≤1)로 수렴한다.

2. CA(cellular automata)

cellular automata는 복잡계의 특성을 분석

하거나 모의하기 위해 1963년 John von

Neuman과 Stanislaw Ulam의해 ‘cellular

space’로 소개된 이론적 체계이다. 그 이후

CA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컴퓨터 공

학 등을 포함한 여러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

에서 다양한 동적 현상들을 연구하는데 사용

되어 왔다. GIS 분야에서는 CA와 GIS를 이용

한 도시성장 예측 모델 개발과 적용에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 CA는 이산적인 시공간

(discrete time and space)에 기반한 비선형 동

적 모델 혹은 시스템으로 정의된다(Gutowitz,

1991).

Cellular 공간은 CA의 기본 단위인 동일한

크기의 격자에 의해 구성되는 무한한 크기의

다차원 공간을 의미하며, 격자는 주로 삼각

형, 사각형, 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지역

상태는 매 시기 각 격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구체적으로는 격자가 가지는 값이다. 인접

격자는 중심셀(focus cell) 주위에 인접하고

있는 격자들의 집합을 말하는데 보통 거리,

방향 혹은 각도에 의해 결정된다. 변화규칙은

각각의 셀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할 지를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인접격자들의 구성과

위치가 정의되어 있다. 변화규칙은 모든 격자

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규칙으로 지역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CA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이다.

격자의 상태는 일정한 거리나 방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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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4월 18일 1991년 5월 31일  1996년 4월 10일  2001년 6월 3일    2004년 6월 3일

FIGURE 2. Landsat TM 시계열 위성영상

1987년 4월 18일           1991년 5월 31일            1996년 4월 10일

2001년 6월 3일            2004년 6월 3일

FIGURE 3. 경기도 광주시를 대상으로 토지피복 분류결과

구성되는 지역적인 인접격자들의 상태에 의해

서 변화하는, 이러한 인접격자들의 상태에 대

한 정의는 변화규칙에 명시된다. 매시간 개개

의 격자는 공통적이고 지역적인 변화규칙에

의해 새로운 상태로 변화하게 되고, 이 상태는

다시 초기 상태로 입력되어 반복된다. CA는

반복적인 연산에 의한 변화양상을 모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용자료 및 분류정확도 검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성영상은 총 5개의

Landsat TM 영상(1987년 4월 18일, 1991년 5

월 31일, 1996년 4월 10일, 2001년 6월 3일,

2004년 6월 3일)을 이용하였다(그림 2). 토지

피복분류 기법은 분류하고자 하는 각 등급에

대하여 기준 통계치를 영상자료에서 찾아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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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통  계
1987년

4월 18일
1991년

5월 31일
1996년

4월 10일
2001년
6월 3일

2004년
6월 3일

산림

본 연구(㎢) 300.21 312.12 298.78 302.36 280.21

지적통계(㎢) 361.10 307.17 307.17 299.22 295.98

상대오차(%) -16.86 1.61 -2.73 1.05 -5.33

논

본 연구(㎢) 58.80 48.11 48.12 34.16 34.25

지적통계(㎢) 51.38 38.01 38.01 33.68 31.58

상대오차(%) 14.44 26.57 26.60 1.43 8.45

밭

본 연구(㎢) 38.86 16.45 27.40 38.25 34.84

지적통계(㎢) 51.57 39.47 39.47 33.39 31.31

상대오차(%) -0.87 -5.30 -2.75 1.18 0.86

도심지

본 연구(㎢) 11.73 10.26 10.26 11.64 22.83

지적통계(㎢) 15.25 13.82 13.82 14.72 20.33

상대오차(%) -23.08 -25.76 -25.76 -20.92 12.30

본 연구 총면적 429.16 429.16 429.16 429.16 429.16

지적통계 총면적 519.55 431.71 431.71 431.95 431.78

TABLE 1. 행정구역 지적통계에 의한 분류 정확도(경기도 광주시)

1987년 4월 18일             1991년 5월 31일             1996년 4월 10일

2001년 6월 3일              2004년 6월 3일

FIGURE 4.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토지피복 분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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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토지피복별 면적의 경년변화

(a)                                      (b)

(a)                                      (b)

FIGURE 6. 대상지역의 면적크기를 변화시키면서 CA-Markov 기법을 적용한 토지이용 예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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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준 뒤, 영상자료의 모든 지점에 대하여 각

각의 분류 등급과 유사한 통계치를 갖는 여부

에 따라 분류해내는 방법인 최대우도 분류기

법(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MLC)

을 사용하여 토지피복분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도의 분류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위성영상 자료의 분

류결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오차행렬

(error matrix)을 이용하였다. 1987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4년도의 분류정확도는 각각

92.10%, 97.50%, 95.72%, 96.06%, 95.74%로 분

석되었다. 분류결과의 정확도 평가의 2차적 방

법으로 경기도 광주시의 행정구역별 지적통계자

료와의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과

그림 3에 정리하였다(지적통계자료와 분류 항목

을 동일하게 하기위해서 나지는 도심지로 초지

를 산림으로 분류하여 분석). 대상유역의 1987

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4년 토지피복도

는 그림 4와 같으며, 분류항목의 경년별 추세는

그림 5와 같다. 표 1에서 1987년도 지적 통계자

료와 연구면적과 110㎢의 차이는 1989년 1월 1

일부로 광주시 일부(동부읍, 서부면과 중부면

일부)가 하남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입력자료에 따른 CA-Markov기법의 

적용성 평가

1. CA-Markov 기법 적용시 적용 대상지역

의 면적규모에 따른 영향분석

CA-Markov 기법을 적용하여 토지이용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입력 자료의 적용 면

적이 예측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

하기 위하여, 대상지역내 송정동 일대를 대상

으로 중심거리를 1.2㎞ 단위로 분석면적을 증

가(31.26㎢, 46.12㎢, 63.86㎢, 84.48㎢) 시켜 가

면서 1996년, 2001년의 시계열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여 2004년의 토지이용을 예측하였다. 예

측결과는 그림 6과 같으며, 그림 6 (a)를 기준

으로 그림 6 (b), (c), (d) 와 분류정확도(Error

Matrix Analysis) 일치도가 각각 89.02%,

89.38%, 87.54%로 나타나 면적규모에 따른 영

향은 평균 11.34%로 나타났다. 표 2에서는 분

류항목별 면적의 오차를 정리하였다. 이와 같

은 오차는 주어진 분석면적에 대하여 서로 다

르게 구성된 Markov 전이행렬이 예측결과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그림 6 (b), (c), (d)의 결과를 그
림6 (a)지역의 동일면적(경안천 유역내 
송정동 일대)으로 clipping하여 토지이용
항목을 비교한 결과 단위 : ㎢

항목 (a) (b) (c) (d)

수역 0.14 0.12 0.15 0.14

산림 17.11 17.29 17.14 16.59

도심지 2.72 2.63 2.68 2.54

초지 0.56 0.59 0.55 0.58

나지 2.45 2.44 2.46 2.68

논 4.40 4.21 4.35 4.88

밭 3.88 3.98 3.93 3.85

계 31.26 31.26 31.26 31.26

2. CA-Markov 기법 적용시 적용 대상지역

의 공간 해상도에 따른 영향분석

입력 자료의 공간해상도에 따른 토지이용의

예측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송정동 일대를

대상으로 30m 해상도를 영상 재배열 하여

10m, 30m, 50m, 100m, 150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1996년, 2001년의 시계열 토지이용도를

준비한 후, 2004년의 토지이용을 예측하여 보

았다. 그 결과, 표 3와 같이 10m와 30m 공간

해상도의 예측결과를 2004년 MLC 토지피복분

류와 비교한 결과, 각각 0.01㎢, 0.12㎢의 절대

오차를 보인 반면, 50m 이상의 해상도에서는

각각 0.63㎢, 0.56㎢, 0.58㎢의 절대오차를 보여

CA-Markov 기법에 의한 토지이용 예측을 위

한 공간해상도는 30m보다 높은 공간 해상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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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m 해상도                            (b) 30m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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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c) 50m 해상도                        (d) 100m 해상도

A

B

(e) 150m 해상도 

FIGURE 7. CA-Markov기법에 의한 공간해상도별 도심지 예측결과와 1:5000 수지지형도와의 중
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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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 산림 시가지 초지 나지 밭 논 합 계

수역 54.50 28.18 2.94 0.18 1.73. 4.92 7.51 100.0

산림 0.27 86.11 0.76 0.15 1.17 4.12 7.41 100.0

시가지 0.22 13.76 17.06 5.28 17.99 28.65 17.03 100.0

초지 0.41 16.66 11.58 4.07 16.72 31.51 19.04 100.0

나지 1.06 18.71 13.21 4.38 16.44 28.80 1738 100.0

밭 0.93 31.06 9.06 2.84 12.89 24.87 17.64 100.0

논 1.53 27.59 10.88 3.10 13.56 25.41 17.92 100.0

TABLE 4. 전이행렬의 구성
단위: %

TABLE 3. 공간해상도별 CA-Markov 예측도

심지 면적과 MLC 토지이용분류에 의한 도

심지 면적과의 비교(2004년, 송정동 일대)

공간해상도
CA-Markov 

도심지 
예측면적(㎢)

MLC 토지피복 
분류와의 도심지 
절대 오차(㎢)

10m 2.75 0.01

30m 2.86 0.12

50m 3.37 0.63

100m 3.30 0.56

150m 3.32 0.58

30m(2004년) 2.74 -

한편, 공간해상도별로 예측된 토지 이용의

공간적인 분포를 살펴보고자, 국토지리정보원

에서 발간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와

CA-Markov기법으로 예측한 도심지 분포를

중첩시켜 비교를 시도하였다(그림 7). 그림 7

의 각 해상도별로 표기한 A지역과 B지역을

살펴보면, A지역에서는 10m, 100m, 150m 해

상도에서 수치지형도에서는 도심지가 아닌 부

분도 도심지로 잘못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B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10m,

50m, 150m 해상도에서 도심지가 잘못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간해상도가 높

은 경우에는 Landsat 결과의 영상 재배열 한

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30m 해상도의 토지피

복 분류오차를 가지면서 잘못 예측되는 결과

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간해상도가 낮

은 경우에는 도심지의 면적규모를 초과하여

도심지 면적이 과다하게 예측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CA-Markov 기법의 적

용시, 10m에서 150m의 공간해상도 중에서는

30m 공간해상도가 예측의 총면적 및 도심지의

공간적인 분포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A-Markov 기법의 적용 및 검증

분류한 토지피복도 중에서, 지적통계자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상대오차가 작게 나타난

1996년, 2001년의 시계열 토지이용도를 이용하

여 두 시기에 대한 토지이용 전환율을 구하여

표 2와 같이 전이행렬(표 4)을 구성하였으며,

CA-Markov기법을 적용하여 2004년도의 토지

이용을 예측하였다(그림 8). 이를 2004년 MLC에

의한 결과와 비교한 결과, -2.33(논)～57.7(수

역) %의 상대오차를 보였다(표 5 및 그림 9).

FIGURE 8. 검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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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Markov 예측결과            (b) MLC 토지피복 분류결과

FIGURE 9. CA-Markov기법에 의한 예측결과와 위성영상 분류결과와의 비교(2004년)

TABLE 5. CA-Markov기법에 의한 모의결과
와 위성영상 분류결과와의 비교(2004년)

단위: ㎢ 

분류 

항목

CA-Markov 
기법에 의한 

2004년 
모의결과

2004년 

토지피복 

분류결과

상대오차 

(%)

수역 1.54 3.64 57.7

산림 365.79 345.77 -5.79

도심지 20.00 21.77 8.13

초지 37.47 41.19 9.03

나지 30.21 37.76 19.99

논 48.40 47.30 -2.33

밭 58.02 63.37 8.44

CA-Markov를 이용한 미래 

토지이용변화 예측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6년, 2001년

의 시계열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여 CA

-Markov 기법으로 2030년, 2060년, 2090년의

토지이용을 예측하여 보았다. 표 6과 그림 10

은 예측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2004년을 기준으로 미래의 토지이용 면적변화

를 보면, 도심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산림

의 경우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예

측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안천 유역의 시계열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시계열 토지이

용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분류정확도와 행정

구역 지적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검정 하였

다. 미래 토지이용 예측 기법인 CA-Markov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분석지역의 면적규

모와 적용할 공간해상도가 예측결과에 미치

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근거

로 하여 미래 토지이용변화의 예측을 시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면적규모 및 공간해상도가 CA-Markov 기법에 의한 미래 토지이용 예측결과에 미치는 영향 / 김성준․이용준
―――――――――――――――――――――――――――――――――――――――――――――――――――――――――――――――――

69

0.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수   역 도심지 나   지 초   지 산   림 농경지(논) 농경지(밭)km2

1987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4년 2030년

2060년 2090년

FIGURE 10. 토지피복별 미래 토지이용면적의 변화 예측결과

년 도 수역 도심지 나지 초지 산림 논 밭

1987 3.72 12.68  4.28 34.15 369.78 90.79 45.71

1991 3.03 17.21 29.29 17.02 361.19 74.88 46.84

1996 4.89 17.85 28.04 10.82 367.60 76.04 55.85

2001 2.26 19.99 28.86 25.86 373.12 60.08 51.44

2004 3.64 21.78 37.77 41.19 345.77 47.30 63.67

2030 2.40 31.48 41.71 43.04 319.07 52.74 70.69

2060 2.52 35.87 44.58 44.10 310.12 53.30 70.62

2090 2.41 37.88 44.96 48.97 296.12 56.39 74.39

TABLE 6. 미래 토지이용면적의 예측결과
단위: ㎢

1. 시계열 토지이용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안천 유역을 대상으로 1987년, 1991

년, 1996년, 2001년, 2004년 위성영상을 토

지피복분류한 후 분류 정확도와 행정구역

지적 통계자료를 이용해 검정하였다. 1987

년부터 2004년의 토지이용 변화를 보면 산

림, 논은 각각 24.0㎢, 43.4㎢ 감소하였고

도심지와 초지, 나지, 밭은 각각 7.0㎢,

9.1㎢ , 33.4㎢ , 17.9㎢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표 6).

2. CA-Markov 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첫 번째로 31.26㎢의 연구지역을 기준

으로 중심거리를 1.2㎞ 단위로 분석면적을

46.12㎢, 63.86㎢, 84.48㎢로 증가시켜 가면

서 토지이용을 예측한 결과, 31.26㎢ 결과와

의 일치도가 89.02%, 89.38%, 87.54%로 나

타나 면적규모에 따른 영향은 약 11%로 분

석되었다. 이와 같은 오차는 주어진 분석면

적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구성된 Markov

전이행렬이 예측결과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3. CA-Markov 기법을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두 번째로 연구지역 내 송정동 일대를

대상으로 30m 해상도를 영상 재배열하여

10m, 30m, 50m, 100m, 150m의 공간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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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가지는 1996년, 2001년의 시계열 토지

이용도를 준비한 후, 2004년 모의를 실시한

결과 30m의 공간해상도가 예측한 도심지의

면적 절대오차(0.12㎢)와 공간적인 분포를

고려한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1996년과 2001년간의 토지이용변화를 기반

으로 하여 예측한 2004년 토지이용도를

MLC에 의한 토지이용도와 비교하여 검정

한 결과 나지(19.99%)를 제외한 모든 항목

에서는 10% 미만의 상대오차를 확인 한 후

토지이용 변화 예측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30년, 2060년, 2090년의 예측결과 토지이

용 변화는 일정시간의 경과됨에 따라 추이

변화는 수렴되었으며, 2090년에는 도시화에

따른 산림의 49.65㎢ 감소, 도심지, 논, 밭은

각각 23.3㎢, 9.08㎢, 10.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A-Markov 기법은 과거에서 현

재까지의 추세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종의 수학 통계적인 프로세스이므로 논

과 밭의 경우처럼 일정부분 실제와는 달리

증가하는 경향을 모의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신뢰도 높은 토지이용 상태를 예측하

기위해서는 인문 사회적인 인자도 포함되

어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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