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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야산의 토지이용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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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Dat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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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야산은 평지와 산지의 점이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나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과

거 야산은 산지에 비해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산림 자원으로 인식하고 

보전할 필요성도 있다. 현재 개간 현황 및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야산의 토지이용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1915년, 1972년, 2002년, 2006년의 토지이용도를 작성하고 지리정보체계를 기반으로 공

간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지역은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 순성면, 합덕읍과 예산군 봉산면, 고덕

면 경계 지역이며 야산의 총 면적은 3,034ha이다. 연구지역 야산의 산림 면적은 1915년~2006년 

동안 50% 감소하였다. 2002년 이후 4년 사이의 산림 감소 면적은 그 이전 30년의 감소량과 비슷

하다. 연구지역 야산의 산림감소는 논, 밭, 인공구조물, 나지 등 개간지의 증가로 이어졌다. 1915년

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야산 개간은 1차 산업과 관련이 있으며, 그 이후의 야산 개간은 농공단지 

개발 등 2차 산업과 관련이 있다.

주요어 : 야산, 토지이용 변화, 시계열 자료, 지리정보체계, 공간분석

ABSTRACT 

Since hills are transitional area between plains and mountains, they are always under 

pressure to be developed. In the past, hills were recognized as areas that can be 

developed easily, but in the present they should be considered and preserved as forest 

resources. So far,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regarding cultivation status and 

transitional procedure. This study attempts to quantify changes in land use using time 

series data. To do so, this study has created a land use map for 1915, 1972, 2002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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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and conducted a spatial analysis based on GIS. The research areas(the total size 

of the hills are 3,034 ha) are located in Chungcheongnam-do of South Korea. The size 

of the forest area of the hills in the research zone has decreased by 50% during the 

period of 1915 to 2006. The size of the reduced forest area after 2002 is similar to size 

of the reduced area that had taken place for the last 30 years before 2002. The 

reduction in forest area in the research area has led to increases in paddy field, upland 

field, artificial structures, and bare land. From 1915 to the late 1980s, hill development 

had been related to the primary industry and after the late 1980s, it ha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industry including industrial complex.

KEYWORDS : Hill, Land Use Change, Time Series Data, GIS, Spatial Analysis

서   론

야산은 물이 귀하고 토양이 척박하여 살기

가 힘들었다. 구릉지 개간 또는 야산개발은 

한국전쟁 이후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러나 야산의 토양은 어디에서나 매우 척박했

기 때문에 화학비료가 보급되지 않은 지난날

에는 개간하여도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었다

(권혁재, 1995; 2007). 야산개발은 화학비료

가 증산되고 중장비가 보급되면서 실효를 거

두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수리시설의 대

대적인 확충으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야산에는 논도 개발되었다(권혁재, 

2007). 이러한 측면 때문인지 지금까지 야산

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농업 부문에서 토양비

옥도 개선, 농작물 생육에 관한 주제로 이루

어졌다(채상석, 1974; 김희권 등, 1990; 이득

배 등, 1991). 

야산은 평지와 산지의 점이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을 쉽게 받는다. 과거 야

산은 산지에 비해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인

식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산림 자원으로 

인식하고 보전할 필요성도 있다. 녹지공간은 

인간 삶, 수자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김

재수 등, 2003; 김종호 등, 2006; 허성구 등, 

2006; 김주훈 등, 2007) 기후변화 영향의 완

충지대 역할을 하며(김순아 등, 2009) 산림

탄소배출권(박용하 등, 2000; 장안진과 김형

태, 2008)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산을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산림 

자원으로 인식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더욱 있

다. 그러나 야산의 개간 현황 및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산림 

자원으로서의 야산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

문일 것이다. 아울러 야산개간이 광범위한 범

위에서 시·군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정

확한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도 한 

이유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적

인 토지이용도를 작성하고, 지리정보체계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기반으

로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야산 내 토지이용 변

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지역

본 연구의 연구지역은 충청남도 당진군 면

천면, 순성면, 합덕읍과 예산군 봉산면, 고덕

면 경계 지역이다(그림 1). 이 지역은 야산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농

토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권혁재, 

2007). 산림청(http://www.forest.go. kr/)의 

전국 산림면적 통계자료에 의하면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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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연구지역

2006년(34년) 산림율(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은 67.0%에서 64.1%로 2.9% 감소하였

다. 당진군과 예산군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동 

기간 연구지역인 당진군 면천면과 순성면의 

산림율(각 행정구역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은 

각각 5.3%, 2.6% 감소하였다. 예산군 봉산면

과 고덕면은 산림율이 각각 2.5%와 9.4% 감

소하였다. 당진군 면천면과 예산군 고덕면의 

산림율 감소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은 절차로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야산지도를 작

성하고, 1915년, 1972년, 2002년, 2006년의 

네 시기 토지이용도를 작성한 후 이들 도면으

로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야산의 토지이용 변

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야산지도는 조선총독

부에서 1915년에 제작한 1:50,000 지형도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작한 1:50,000 수

치지질도를 활용하여 벡터라이징 하였다. 토

지이용도는 지형도,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한 토

지이용도는 최대우도법에 기반한 무감독․감독

분류법으로 작성했다. 위성영상의 분석에는 

ERDAS 8.5를 사용하였으며, 시계열 자료의 

공간분석에는 ESRI ArcInfo 9를 사용하였다.

야산지도 작성
네 시기 의

토지이용도 작성

공간분석

1915년
1:50,000 지형도

1:50,000
수치지질도

1915년
1:50,000 지형도

1972년, 2006년
위성영상

2002년
토지이용도

FIGURE 2.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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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연구지역 지질과 지형고도

3. 야산지도 작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의 야산을 식별하고 

지도화하기 위해 야산의 정의를 살펴보고 야

산을 식별하는 절차를 설계하였다. 야산은 

‘들 근처에 있는 나지막한 산(동아출판사, 

1994)’이며, 영어식 표현은 hill을 사용한다. 

자연지리학에서는 구릉의 영어식 표현으로 

hill을 사용하고 있다. 구릉은 주로 평지의 주

위와 산지의 전면에 위치하며, 평지와 산지의 

점이적인 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개의 

구릉으로 이루어진 구릉지(hills)는 산지·평

지와 함께 중지형 중의 하나이다(한국지리정

보연구회, 2004). 야산과 구릉이 모두 hill이

라는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며 의미가 유사하

지만 동일어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구릉지는 

형태적으로는 산지와 유사하지만 구조발달사

적으로 평야의 한 요소로 보기도 한다(한국지

리정보연구회, 2004). 권혁재(1975)는 중생

대 쥬라기의 대보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일부 

편마암상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며 기복이 작고 

완사면으로 이루어진 익산·만경평야의 해발 

25~50m 구릉지를 평야로 분류한 바 있다. 

연구지역 역시 해발 25~50m 구릉지가 이 지

역과 유사한 지형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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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은 연구지역의 지질과 지형고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발 25~50m 구릉지는 대부분 대보

화성암류 흑운모화강암, 일부는 경기편마암복

합체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되어 있다. 

들은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 다른 말로는 

평원, 평야이다(동아출판사, 1994). 구릉의 

정의에 사용된 평지(plain)는 조직이나 형성

과정에 관계없이 단순히 평탄한 지표면을 갖

는 지형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평야는 

기복이 작고 평탄하며 비교적 낮은 토지를 일

컫는 말로 고도의 개념과 성인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있다(한국지리정보학회, 2004). 

야산의 정의를 살펴보면 야산을 식별하기 

위해 평야, 산지 등의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객관

적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각 지형의 형

태가 지질구조, 기후환경, 고도, 침식 및 충적

층 발달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상이하게 나타

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연구 지

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야산 식별 절차를 설계하였다. 다른 지역의 

야산 식별 절차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FIGURE 4. 야산지도 작성결과와 현재 야산의 

모습

가. 지질도의 충적층은 평야로 분류했다.

나. 고도가 해발 300 m 이상인 지역과 그

와 연속된 직선상 급사면은 산지로 분류했다.

다. (나)의 산지와 연속선상에 있지만 능선

의 만곡(彎曲)에 의해 독립된 봉우리를 보이

는 지형을 산지에서 제외했다.

라. 산지와 평야를 제외한 지역을 구릉지로 

분류했다.

마. 구릉지의 경계는 가능하면 1915년도 

지형도의 등고선을 따라 설정했다.

바. 구릉지 중 정상부의 고도가 해발 50m 

이내인 독립구릉은 평야로 분류했다.

사. 구릉지 중 평야가 아닌 지역을 야산으

로 정했다.

그림 4는 1915년도 지형도에서 연구지역의 

야산을 식별한 결과와 2010년 6월 촬영한 연

구지역의 야산 모습이며 그림 5는 야산을 식

별했을 때의 지형구분 모식도이다. 연구지역

의 야산을 식별한 결과 야산의 총 면적은 

3,034h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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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적층

해발50m

해발300m

평야 산지 야산 평야 평야 야산

능선의
만곡

정상 고도
해발 300m 이상

직선상
급사면 독립된

봉우리 독립된
봉우리

FIGURE 5. 연구지역의 지형구분 모식도

4. 토지이용도 작성

토지이용도는 그림 6의 절차로 작성하였다. 

1915년도 토지이용도는 조선총독부 제작

1:50,000 지형도의 왜송지, 논, 미개간휴경지 심

볼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그 경계를 벡터라이징하

여 작성했다. 1972년 토지이용도는 Landsat-1 

MSS 영상을 10개 클래스로 무감독분류하고 

이를 산림, 논, 밭, 나지, 인공구조물, 수역으로 

재분류하여 작성했다. 2002년 토지이용도는 

환경부에서 제작한 중분류 토지이용도를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토지이용을 재분류하여 작성

했다. 2006년 토지이용도는 Landsat-5 TM 

영상을 감독분류법으로 작성했다.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작성한 토지이용도의 분류정확도는 

검증지점을 선정하여 분류결과와 비교하여 계

산하였다. 검증지점은 1972년 토지이용도의 

경우 1974년 1:50,000 종이지형도에서, 2006

년 토지이용도는 2008년 1:25,000 수치지형

도에서 각각 310개, 380개를 선정하였다. 검

증지점은 분류항목마다 표본이 포함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경계선 지역을 피해 잠재적 오차

의 영향이 적고 영상에서 위치가 정확히 나타

나는 지점에서 수집하였다.

1915년
1:50,000
지형도

1915년
토지이용도

1972년
Landsat-1 
MSS 영상

2002년
환경부

토지이용도

2006년
Landsat-5 
TM 영상

1972년
토지이용도

2002년
토지이용도

2006년
토지이용도

감독분류벡터라이징 무감독분류 재분류

검증검증

FIGURE 6. 토지이용도 작성 방법

표 1은 Landsat-1 MSS 영상을 이용하여 

작성한 1972년 토지이용도의 분류정확도이다. 

1972년 토지이용도 작성 결과 전체 분류정확

도는 61%를 나타냈다. 토지이용별 분류정확

도를 살펴보면 산림, 논, 수역은 높은 사용자 

정확도를 보인 반면 밭, 인공구조물은 사용자 

정확도가 각각 50%, 15%로 낮았다. 밭은 검

증지점들이 산림으로 분류된 사례가 많았고 

인공구조물과도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

았다. 밭이 산림으로 분류된 사례가 많은 이

유는 Landsat-1 MSS 영상의 공간해상도가 

60 m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밭들이 산림으

로 분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72년 

토지이용도는 산림이 실제보다 다소 과대평가 

되었을 것이다. 밭이 인공구조물과 분류가 어

려웠던 이유는 영상촬영 시기인 10월에 재배

작물이 없는 밭이 나지의 형태를 띄고 나지는 

인공구조물과 분광반사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Gautam and Narayan, 

1983; Fung, 1992; 주용진과 박수홍, 2003; 

권봉겸 등, 2003). Landsat-1 MSS 영상을 

이용하여 토지피복 또는 토지이용도를 작성한 

Deppe(1998), EPA(2002)의 연구를 살펴보

면 전체 정확도는 75~77%를 나타냈으며 도

시화 지역과 나지는 50% 이하의 정확도를 보

였다. Peterson and Aunap(1998)은 

Landsat-1 MSS 영상에서 도시 외 지역이 

눈으로 덮인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화소의 밝

기에 기초해 도시화 지역을 구분하기 어렵다

고 지적하며 수작업으로 디지타이징하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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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결과
검증 자료

합계
사용자 

정확도(%)1 2 3 4 5 6

1. 산림 90 0 3 1 0 0 94 96

2. 논 2 87 4 0 0 0 93 94

3. 밭 7 12 60 0 8 0 87 69

4. 나지 0 1 21 8 5 0 35 23

5. 인공구조물 1 0 12 1 37 1 52 71

6. 수역 0 0 0 0 0 19 19 100

합계 100 100 100 10 50 20 380

생산자 정확도(%) 90 87 60 80 74 95

전체 정확도  75%

TABLE 2. 2006년 9월 13일 Landsat-5 TM 영상 토지이용 분류정확도

화 지역을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74년 지도에 나타나는 주거지를 포인트 형

태로 디지타이징하고 해당 셀을 인공구조물 

지역으로 표현하여 1972년 토지이용도를 보

완하였다. 

분류결과
검증 자료

합계
사용자 

정확도(%)1 2 3 4 5

1. 산림 86 9 46 10 0 151 57

2. 논 1 80 14 3 1 99 81

3. 밭 7 1 11 3 0 22 50

4. 인공구조물 6 10 17 6 0 39 15

5. 수역 0 0 0 0 9 9 100

합계 100 100 88 22 10 320

생산자 정확도(%) 86 80 13 27 90

전체 정확도  61%

TABLE 1. 1972년 10월 31일 Landsat-1 MSS 영상 토지이용 분류정확도

검증지점 선정 : 1974년 1/50,000 지형도 활용

표 2는 Landsat-5 TM 영상을 이용하여 

작성한 2006년 토지이용도의 분류정확도이다. 

2006년 토지이용도의 전체 분류정확도는 평

균 75%로 1972년 토지이용도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토지이용별 분류정확도 역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만 밭이 나지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서 다른 토지이용에 비해 분

류정확도가 좋지 않았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 수치지형도에서 밭으로 표시되

어 있으나 2006년 위성영상에서 나지로 분류

된 21개 지점에 대한 현장답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21개 지점 중 2006

년 당시 밭으로 이용 중이었음에도 위성영상 

촬영시기가 재배작물 수확 시기, 재배작물 변

경 기간에 해당해 나지로 구분된 사례가 16개

에 달했다. 따라서 2006년 토지이용도에서 

나지의 비율(9%) 중 일부는 밭이며 밭의 비

율(35%)은 실제 보다 다소 작게 분류된 것으

로 판단된다.

검증지점 선정 : 2008년 1/25,000 수치지형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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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표 3의 현장조사 지점 위치도

2006년 9월 토지이용 지점수 나지로 분류된 원인

과수원 사과 1 배나무에서 사과나무로 수종 변경 중이었음

밭

인삼
4 인삼밭으로 개간 중이었음

1 재배하던 인삼을 모두 출하 후 나지로 남음

콩, 고추 2
이 작물들은 첫 서리가 내리기 전인 9월경 수확을 시작하므로 
밭이 나지로 분류될 수 있음

김장채소* 4

고구마 2
옥수수 3 옥수수를 수확하고 호밀을 심기 위해 준비 중이었음

나지 - 2 산업단지, 주택 부지로 개발 중이었음
논 벼 1 분류 오류

확인불가 - 1 현재 산업단지 부지로 개발 중(당시 상황 확인불가)

합 계 21

TABLE 3. 2006년 토지이용도에서 밭(검증지점)-나지(분류결과) 지점의 현장조사 결과

* 김장채소 : 배추, 무, 쪽파 등

5. 토지이용 분류 통일 및 공간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작성한 토지이용도는 활용자료

와 작성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형태와 공

간해상도, 토지이용 분류를 가지고 있다. 각 

시기의 토지이용도는 도면을 작성하는 데 활

용한 자료에 따라 서로 다른 토지이용 분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의 토지

이용 분류를 3개의 토지이용 분류(이하 공통 

토지이용 분류)로 통일하였다. 각 시기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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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도가 가지는 토지이용 분류와 공통 토

지이용 분류 방법은 표 4와 같다. 1915년 토

지이용도의 왜송지는 산림으로 분류하였으며, 

논과 미개간 휴경지는 개간지역으로 분류하였

다. 1915년 야산에서는 수역이 나타나지 않

는다. 1972년 토지이용도의 논, 밭, 인공구조

물은 개간지역으로 분류하였다. 2002년과 

2006년의 토지이용도의 분류 역시 산림, 개

간지, 수역으로 재분류하였다. 2002년 토지이

용도의 중분류 상 과수원은 환경부(http:// 

egis.me.go.kr)의 대분류에서는 농업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야산의 녹지 

공간, 야산의 산림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과수

원을 산림으로 분류하였다. 위성영상을 이용

한 토지이용 분류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Landsat 

TM 또는 MSS를 이용하여 토지피복도 또는 

토지이용도를 작성하는 경우 주로 사용된 분

류는 산림지역, 농업지역, 시가화지역 또는 주

거지역, 나지, 수역 등이다(Nelson et al., 

2002; 정성관 등, 2002; Gao, 2008; 박호명

과 백태경, 2009).

공통

토지이용 분류
1915년 1972년

2002년
2006년

환경부 중분류 재분류

산림 왜송지 산림
침엽수, 혼효림, 활엽수, 

과수원, 기타초지
산림 산림

개간지

논 논 논 논 논
밭 밭, 기타재배지 밭 밭

미개간
휴경지

기타나지 나지 나지

인공구조물
공공시설지역, 공업지역, 

교통지역, 주거지역
인공

구조물
인공

구조물

수역 - 수역 내륙수 수역 수역

TABLE 4. 각 시기의 토지이용 분류 및 공통 토지이용 분류

공간분석은 각 토지이용도와 야산 지도의 

중첩(마스킹 처리), 야산 내의 토지이용 분류

별 면적 계산(ESRI ArcMap의 Zonal 

Statistics 분석)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다

중 시기의 영상, 특히 공간해상도가 다른 영

상을 중첩하여 변화를 찾아내고 평가하는 일

은 쉽지 않다. 연구자들은 공간해상도가 다른 

다중시기 영상의 중첩분석을 위해 다양한 방

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조선총독부 

제작 1:50,000 지형도를 이용한 도시화 지역 

변화 탐지 연구에서 원본 지형도의 기하보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해 

200m 격자 단위로 변화 탐지를 수행한 연구

사례가 있었다(배선학, 2007). Collins et 

al.(2005)은 서로 다른 해상도의 영상에서 토

지이용 변화지역을 탐지하기 위해 두 영상의 

기하보정 시 건축물, 교량 등 두 영상에서 모

두 나타나는 지역들을 동일지점에 위치하도록 

보정한 후 분석을 수행했다. Ernani and 

Gabriels(2006)은 서로 다른 해상도의 영상

자료에서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 가장 작은 해

상도의 화소를 기준으로 변화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토지이용도는 벡터 폴

리곤 2도엽(1915년, 2002년), 래스터 2도엽

(1972년, 2006년)이다. 래스터의 공간해상도

는 1972년이 60m, 2006년이 30m이다. 벡

터 폴리곤 형태의 1915년과 2002년 토지이

용도는 래스터 형태의 1972년, 2006년 토지

이용도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모두 래스터 형

태로 변환하였다. 이 때 좁고 길게, 또는 작은 

영역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벡터 폴리곤이 래

스터화 과정에서 주변 값들에 의해 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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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해상도를 10m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영상들에서 변화가 없

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위치를 일치시킨 후 각 

토지이용도 중 가장 작은 해상도인 10m를 기

준으로 중첩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토의

1. 시기별 토지이용 변화

표 5는 1915년과 1972년의 토지이용 변화

를 비교한 것이다. 1915년에서 1972년 사이 

왜송지는 80%에서 77%로 감소하였으며, 논

은 1%에서 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토지이

용도 검증 과정에서 언급하였듯이 1972년 토

지이용도에서는 산림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

었음을 감안하면 실제 산림의 감소율은 더욱 

높았을 것이다. 미개간휴경지는 산림, 밭, 인

공구조물 등으로 토지이용이 변화하였다. 

구분
1972년 토지이용(ha)

합계(ha)
비율

(%)산림 논 밭 인공구조물

1915년
토지이용

(ha)

왜송지 1,923 128 167 220 2,438 80 
미개간휴경지 392 44 78 56 570 19 

논 17 5 1 3 26 1 
합계(ha) 2,332 177 246 279 3,034
비율(%) 77 6 8 9 100 

TABLE 5. 1915년과 1972년 토지이용 변화

표 6은 1972년과 2002년의 토지이용 변화

를 비교한 것이다. 1972년에서 2002년 사이 

산림은 77%에서 51%로 감소하였다. 논은 

6%에서 8%로 증가하였으며, 밭은 8%에서 

3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공구조물은 9%에

서 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림 8을 살펴

보면 2002년 토지이용도의 경우 밭이 과대평

가되고 인공구조물이 과소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에서 원으로 표시한 지역을 보면 

2003년 1:50,000 지형도에서 많은 인공구조

물들이 나타나는 반면 2002년 토지이용도에

는 대부분 밭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원으

로 표시한 지역에서 2003년 지형도의 인공구

조물 분포가 2002년 토지이용도 보다는 

2009년 항공사진의 분포와 높은 유사성을 보

이며, 그림 9의 2006년 토지이용 분류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2002년 인공구조물의 분포 

면적은 2006년 면적 보다는 작지만 이에 상

당할 것이다.

구분
1972년 토지이용(ha)

합계(ha)
비율

(%)산림 논 밭 인공구조물

2002년
토지이용

(ha)

산림 1,308 56 98 83 1,545 51

논 151 43 16 20 230 8
밭 770 67 117 131 1,085 36

나지 17 1 2 2 22 1
인공구조물 86 10 13 43 152 5

수역 0.1 0.1 0.0 0.0 0.2 0
합계(ha) 2,332.1 177 246 279 3,034
비율(%) 77 6 8 9 100 

TABLE 6. 1972년과 2002년 토지이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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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년 토지이용(ha) 합계

(ha)

비율

(%)산림 논 밭 나지 인공구조물 수역

2002년
토지이용

(ha)

산림 747 75 425 100 198 0.2 1,545 51
논 26 60 89 12 43 0.1 230 8
밭 115 68 489 155 258 0.2 1,085 36

나지 1 0.5 8 2 10 - 22 1
인공구조물 12 11 62 12 55 0.01 152 5

수역 - 0.1 - - - 0.1 0.2 0
합계(ha) 901 215 1,073 281 564 0.61 3,034 100
비율(%) 30 7 35 9 19 0 100

TABLE 7. 2002년과 2006년 토지이용 변화

FIGURE 8. 2002 토지이용도와 지형도, 항공사진과의 인공구조물 분포 비교

표 7은 2002년과 2006년의 토지이용 변화

를 비교한 것이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산림은 51%에서 30%로 감소하였다. 논은 

8%에서 7%, 밭은 36%에서 35%로 다소 감

소하였다. 반면 나지는 1%에서 9%, 인공구조

물은 5%에서 1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 토지이용도에서 나지의 일부가 밭인 

점, 2002년 토지이용도에서 인공구조물이 과

소평가되고 밭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

하여 토지이용 변화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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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토지이용 분류 1972년 토지이용 분류

2002년 토지이용 분류 2006년 토지이용 분류

FIGURE 9. 시기별 토지이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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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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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시기별 토지이용 비율

앞서 분석된 토지이용 변화를 요약하면 그

림 10과 같다. 1915년에서 2006년 사이 산

림은 야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가 30%까

지 감소하였다. 반면 개간지는 20%에서 70%

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개간지에서는 밭과 인

공구조물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915년에서 

1972년의 57년 사이에는 개간지가 3% 증가

하였고, 1972년 이후 30년 동안에는 26%, 

2002년 이후 4년 동안에는 21% 증가하였다. 

1972년 산림 면적이 과대평가되고 개간지가 

과소평가되었음을 감안하면 1915년 이후 57

년 동안의 개간지 증가율은 11%를 상회할 것

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야산의 개간

속도는 과거보다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특히 2002년 이후 4년 동안의 개간지 증

가율은 이전 30년 증가율과 비슷하다.

1915년에서 1972년에는 미개간휴경지, 왜

송지가 논과 밭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인 토지

이용 변화이다. 1915년 지형도에서는 야산에

서 농경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두 시기 사이 

야산에서의 토지이용 변화는 1960년대 활발

하게 진행된 수자원 확보와 토양 비옥도 개선

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지

역과 인근지역에서는 1959년 면천저수지, 

1962년 예당저수지가 축조되었다. 현재까지

도 면천저수지는 당진군 면천면 일대, 예당저

수지는 당진군 합덕읍과 예산군 고덕면 일대

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

의 안정적 공급은 논에 물을 대기 어려웠던 

야산지역에서의 경작지 면적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1961년 충

주비료공장, 1967년 한국비료 울산공장의 건

설은 야산의 토지비옥도를 향상시켜 미개간휴

경지를 밭으로 개간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72년에서 2002년 사이 연구지역 야산에

서는 밭 면적이 크게 증가한다. 이것은 지속

적인 토지비옥도의 향상, 밭작물의 경제적 이

익 증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2002년 토지이용도의 분류 결과를 검증하

는 과정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의 인공구

조물 비율이 과소평가되고 밭 비율이 과대평

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03년 지형도와 2006년 항공

사진에서 나타난 인공구조물의 분포가 유사함

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였을 때 2002년 밭이 차지한 면적은 30% 이

내로 생각되며 2002년 밭 면적은 1972년 보

다 약 20% 내외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72년에서 2006년 사이 밭 면적의 증가

와 함께 인공구조물 및 나지의 증가가 두드러

진다. 1972년∼2006년 토지이용 분류에 의

하면 인공구조물 면적은 279ha에서 564ha로 

285ha 증가하였다. 연구지역에서는 1980년

대 말부터 당진군 합덕산업단지, 면천산업단

지, 예산군 예덕농공단지2)가 조성 됐는데 조

성지역의 대부분이 야산 내에 분포한다(그림 

7).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2006)에 

의하면 2006년 4/4분기 기준 합덕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은 10.6ha, 면천농공단지는 13.4ha, 

예덕농공단지는 20.5ha로 총 조성면적은 

44.5ha이다. 총 산업단지 조성면적은 1972년

∼2006년 인공구조물 증가 면적의 17%에 해

당한다. 연구지역에서는 대전-당진 간 고속국

도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되어 

2009년에 개통되었다. 고속국도 건설 당시인 

2006년 토지이용 분석에서 야산 내의 대전-

당진 간 고속국도(나지로 분류되었다)를 추출

하여 면적을 계산한 결과 29.9h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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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에는 산업단지 지역 외에도 다수의 

산업시설들이 야산에 입지해 있다. 최근의 인

공구조물의 증가는 산업단지 조성, 고속국도 

건설 그리고 산업시설의 입지가 주된 요인으

로 판단된다. 한편 2006년까지의 토지이용변

화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연구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는 2008년 착공한 99ha 규

모의 합덕일반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460ha 규모의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가 계획 

단계에 있다. 

그림 11은 야산에서 시기에 따른 개간지의 

공간적 확산 양상을 표현한 것이다. 1915년

에는 야산에서 개간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1972년에는 경계선에 가까운 지역에서 개간

이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2006년으로 갈수록 

개간지가 야산 내부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2006에 이르러서는 연구지역의 야

산에서 산림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둔군봉 주

변과 좌측 하단의 일부 지역 정도이다. 

FIGURE 11. 야산에서 개간지의 공간적 확산 

양상

본 연구에서는 1915년, 1972년 등 과거 

토지이용도를 작성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지형도와 Landsat-1 MSS 위성영상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이

용하여 토지이용도를 작성하는 경우 분류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야산에서의 

상세한 토지이용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과거 토지이용도 작성에 일제강점

기 지적도와 국토지리정보원, 산림청 등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약 1

㎢ 내에서의 연구지역에서 정확도가 높은 토

지피복 변화를 분석한 연구사례도 있었다(한

갑수와 김경남, 2010). 그러나 일제강점기 지

적도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군청 등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항

공사진을 이용하는 방법 역시 수십㎢ 이상의 

연구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거의 토지이용도를 획득하는 연구들에서 위

성영상을 이용하였을 때의 토지이용 분류 한

계와 지적도, 항공사진을 이용했을 때의 시간

과 비용의 문제는 늘 고민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적인 토지이용도를 작

성하고, 지리정보체계를 기반으로 이 자료들

을 공간분석하여 토지이용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연구지역 

야산의 토지이용이 변화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연구지역 야산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1915년부터 2006년까지 91년 동안 50% 감

소하였다. 야산 개간으로 인한 산림의 감소 

속도는 과거에 비해 최근에 더 빨라지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4년 사이의 산림 감소 면

적은 그 이전 30년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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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 야산의 산림감소는 논, 밭, 인공구

조물, 나지 등 개간지의 증가로 이어졌다. 개

간지에서의 상세한 토지이용 변화를 정량적으

로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한계가 있었다. 

밭, 인공구조물, 나지의 토지이용 분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지역 야산에서 

개간지의 증가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

음을 알 수 있었다. 1915~2002년 사이 야산

의 토지이용 변화는 논과 밭 면적의 증가가 

주도하였다. 2002~2006년의 토지이용 변화

는 밭 면적의 증가 경향은 둔화되고 인공구조

물, 나지 면적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2년 

토지이용 분류 결과의 특성을 고려하면 밭 면

적의 증가 경향 둔화와 인공구조물, 나지의 

증가 강화는 그 이전부터 있었으며 그 시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판단된다. 연구지역에서

는 1988년 이후부터 2006년 사이에 산업단

지 건설, 고속국도 건설, 다수의 산업시설 건

설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지역 야산의 토지이

용 변화는 1980년대 후반 이전에는 야산 토

지이용 변화가 1차 산업과 관련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1차 산업으로 인한 변화는 둔화되고 

산업단지 개발 등 2차 산업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야산의 산림과 개간지 면적 변화

를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간지의 상세

한 토지이용 변화 과정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었지만 그 특징은 제시하였다. 이 연

구결과는 향후 야산 산림의 축소로 인한 이산

화탄소 흡수량 변화 추정 및 산림탄소배출권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야산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서의 토

지이용 변화 예측 및 모델 개발 연구에도 아

이디어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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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연구에서는 정상부 고도가 해발 300 

m 이상인 지역과 그와 연속된 직선상 급

사면은 산지로 분류하였다. 지형, 지질학적

으로 산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기

후학적 측면에서 산지를 구분한 사례는 있

다. 이승호 등(2005)는 한반도의 상세기

후 지역 구분 연구에서 해발 300 m 이상 

지역을 산지기후 지역으로 구분한 바 있

다. 연구지역 내에서는 해발 300 m 이상

인 지역이 나타나지 않지만 연구지역 밖의 

좌상단에 인접하여 아미산(해발 349.5 

m)이 있으며 연구지역까지 뻗어 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승호 등(2005)의 

연구결과를 준용하여 아미산과 그 연속된 

직선상의 급사면을 산지로 분류하였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

지 유형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

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있는

데 이러한 유형구분은 개발주체와 조성목

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연구지역의 면

천산업단지, 합덕산업단지, 예덕농공단지는 

모두 농공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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