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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and cover changes are occurring for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urbaniz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desertification, drought, flood, and so on.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cause and effect of land cover changes, and also the methods for change detection. However, most of
the detection methods are based on the dichotomy of “change” and “not change” according a threshold
value. In this paper, we present a change detection method with the integration of probability, spatial
autocorrelation, and hotspot detection. We used the AMOEBA (A Multidirectional Ecotope-Based
Algorithm) and developed the AMOEBA-CH (core hotspot) because the original algorithm tends to
produce too many clusters. Our method considers the probability of land cover changes and the spatial
interactions between each pixel and its neighboring pixels using a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measure.
The core hotspots of land cover changes can be delineated by a contiguity-dominance model of our
AMOEBA-CH method. We tested our algorithm in a simulation for land cover changes using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data in South Korea between 2000 an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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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인구집중으로인한도시개발및사회기반시설의확충등의인위적현상과지구온난화및가

뭄, 홍수, 산불등자연적현상등다양한요인으로인해토지피복변화가발생하고있다. 이러한토지피복변

화의 원인과 향, 그리고 탐지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주어진

임계치를 기준으로‘변화’또는‘무변화’의 양분된 결과를 도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률에 기초하

여공간자기상관과핫스팟탐지를결합한변화탐지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기존의핫스팟탐지알고

리즘인 AMOEBA(A Multidirectional Optimal Ecotope-Based Algorithm)에서 나타나는 과다탐지의

경향을 개선하여 핵심적인 토지피복 변화의 핫스팟을 탐지하는 AMOEBA-CH(core hotspot)를 개발 및

적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변화의 확률과 공간자기상관에 기초한 픽셀 간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하 으며, AMOEBA-CH의 인접-우세 모형을 통해 토지피복 변화의 핵심적인 핫스팟을 탐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가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남한지역의 2000년과 2008년의 NDVI자료를

이용하여토지피복변화의핫스팟탐지를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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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개발과 사회기반 시설

의확충등인위적현상과지구온난화, 가뭄, 홍수, 산불

등자연적현상등다양한원인으로인해토지피복변화

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피복의 변화를 분석함으

로써 인간 활동에 따른 자연적, 사회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위성 상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상의

공간해상도나 상 취득 주기가 증대됨에 따라 토지피

복의변화에대해좀더상세하고구체적인분석이가능

하게 되었다. 토지피복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변화된 지역을 탐지해야 하는데, 이를 변화탐

지(change detection)라고한다. 변화탐지는다른시기

에대한동일지역의상이함을식별하는과정으로, 토지

피복 및 토지이용 변화 탐지, 산불탐지, 환경변화탐지,

도시변화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Singh, 1989).

기존의 토지피복변화 탐지 연구들에서는 두 시기의

위성 상으로부터 피복분류를 수행하거나 혹은 기분류

된 두 시기의 토지피복자료를 픽셀별로 비교하는 방법

(Bayarsaikhan et al., 2009; 박준규, 2010; Du et
al., 2010; Shahraki et al., 2011)이 주를 이룬다. 또

한, 픽셀별밴드값의차이및비율에임계치를적용하여

변화를 탐지하거나(Ha et al., 2002), MODIS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차

상에 대한 임계치 적용을 다르게 하여 변화탐지의 정

확도를 평가하는(Lunetta et al., 2006)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 변화탐지에 대한 연구들

에서는크게두가지경향이나타난다.

첫 번째로, 변화탐지에 있어서 임계치 및 토지피복

의 속성변화를 기준으로‘변화’또는‘무변화’라는 양

분된결과를도출한다. 그러나위성자료를통해토지피

복변화를판단하는것에는모호함이내재될수밖에없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

준에 의한 변화 정도를 나타내고자 한다. 토지피복 변

화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사용된 개념이 확률이다. 토

지피복의 변화를 확률로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높은 변

화확률을 가지는 지역을 추출한다면 앞서 언급한 절대

적 기준에서 판별하는 양분화된 변화유무에 대해 보완

할수있다.

두 번째로, 기존의 변화탐지들은 두 시기 상의 1:1

픽셀비교에의해토지피복변화를나타낸다. 실제로토

지피복은주변지역과의공간적상호작용에의해변화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픽셀이 독립적으로 변화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클러스터의 형태로 변화한다

고볼수있다. 이렇듯주변지역과의공간적상호작용을

고려한 토지피복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간적 연

관성및의존성을수치화한공간자기상관지수를이용하

여야한다.

따라서, 토지피복변화를 확률의 형태로 나타내고 그

확률 값의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통해 군집의 형태를 가

지고 있는 토지피복변화의 핫스팟을 도출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기존의핫스팟탐지알고리즘인AMOEBA(A

Multidirectional Optimal Ecotope-Based

Algorithm)는 핫스팟의 과다탐지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이를보완하여핵심적인핫스팟을추출하기

위한 AMOEBA-CH(core hotspot)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확률 도함수와공간자기상관을

이용하고, 원 알고리즘을 개량한 AMOEBA-CH를 이

용하여 토지피복 변화의 핵심적인 핫스팟을 탐지하고

자 한다. NDVI 차 상에 확률 도함수를 적용하여 토

지피복변화를 확률로 나타냄으로써 절대적 기준의 토

지피복 변화 판별을 보완하고, 토지피복변화의 확률 값

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를 계산하여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상호작용을고려하며, AMOEBA-CH를이용하

여 토지피복 변화의 핵심적인 핫스팟을 탐지한다. 사례

분석에서는이러한방법을토대로2000년과 2008년의

NDVI 자료를 이용하여 남한 지역 토지피복변화의 핫

스팟을 탐지하고, 토지피복도 등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본다.

본 장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 고, 2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방법

론에 대해 기술하며, 3장에서는 토지피복 변화의 핫스

팟 탐지 결과를 해석하고 토지피복변화의 원인을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과제에대해논함으로써본논문을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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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및방법론

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남한지역(위도: 32.8°N~

38.77°N, 경도: 124.48°E~130.0°E)을 대상으로 수행

하 으며, Fig. 1은 연구 수행의 전체 흐름도를 나타낸

다. 이 과정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은 Java로 작성하

다. 우선, 2000년과 2008년의 SPOT/Vegetation

(VGT) NDVI 자료의 전처리를 수행하고, 식생지수 차

를 이용하여 토지피복변화의 확률 값을 산출한다. 토지

피복변화를 확률로 파악하는 이유는 NDVI 차 값으로

토지피복의 변화 유무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기에는 그

기준이애매하기때문에NDVI 차값에확률 도함수를

적용하여 각 픽셀이 변화했을 확률을 통해 토지피복 변

화의정도를수치로나타내고자하는것이다. 다음으로,

NDVI 차로부터도출한토지피복변화의확률값을이용

하여공간자기상관지수를산출한다. 토지피복의변화는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상호작용에 의해 그 변화가 군집

적형태로존재하게된다. 따라서픽셀에부여된변화확

률 값을 이용하여 공간자기상관지수를 계산하여 높은

확률 값의 군집 정도를 정량화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자

기상관 지수가 높은 값의 응집구역인 핫스팟을 획정해

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AMOEBA-

CH이다. 기존의 핫스팟 탐지 알고리즘인 AMOEBA는

기준셀에서주변셀로확장해나가면서공간자기상관지

수가 최대화되는 구역을 탐색하는데, 본 연구에서 개량

한 AMOEBA-CH는 인접-우세 모형(contiguity-

dominance model)에 기초하여 기존 AMOEBA에서

나타나는많은핫스팟중핵심적인핫스팟을선별한다.

2) 자료 전처리

SPOT/Vegetation은 태양광 채널을 보유한 지구관

측위성으로하루한번지구의대부분을관측한다. 본연

구에서는 1km×1km 해상도를 가지는 Vegetation 센

서로부터 취득된 2000년과 2008년의 NDVI 10일

MVC(maximum value composite) 자료를 사용하

다. MVC는 10일 동안의 NDVI 값들 중 최댓값을 취하

는 것으로서, MVC 방법은 NDVI 산출 시 가장 일반적

인방법중하나이며, 대기 향을최소화하는방법이다

(Eidenshink and Faundeen, 1994). 하지만이러한과

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못한 구름, 에어로

솔, 그리고강수후지표수분의 향으로NDVI 값에는

로우 피크(low peak) 현상이 발견된다. 이러한 로우 피

크를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대

표적인 방법으로는 조화분석을 이용한 방법(Roerink

et al., 2000; Jakubauskas et al., 2001), 이동평균을

이용한방법(Chen et al., 2004) 그리고다중다항회귀

식을이용한방법(염종민외, 2006) 등이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제시되는 이유는 오차

값을 가지는 화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변수를 산출하

는것은오히려잘못된정보를제공하게되므로오차값

을 제거하거나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참값에 근사

하게접근하는것이합리적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

구에서는 NDVI 품질 향상을 위해 다중 다항 회귀식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NDVI 자료를 이용하 다. 다중 다

항회귀식을이용한방법은하이피크(high peak)를추

적하여 회귀 값을 산출하고 기존의 NDVI 회귀식을 이

용하여 산출된 NDVI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경

험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로우 피크가 제거된 보다 선형

적인NDVI 시계열자료를제공할수있다. 본연구에서

는 다중 다항 회귀식으로 재생산된 NDVI 값을 이용하

여 2000년과 2008년에 해당하는 픽셀 별 최댓값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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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tspot detection process for land cover changes.



하여토지피복변화탐지에이용한다.

NDVI 자료에는 육지와 바다가 구분되어 있지 않지

만, 토지피복변화탐지의대상은육지로국한되므로, 육

지만의 NDVI 자료를 추출하기 위하여 MODIS 토지피

복 상을 이용하 다. 현재 MODIS에서 제공하는 토

지피복자료는 2006년이 가장 최근의 상이기 때문에

2006년도의 상을 사용하 으며, 육상 역을 추출하

기 위하여 농지, 산림, 초지, 도시, 수역 등 5개 항목으

로 재분류하 다. 공간 해상도는 SPOT/Vegetation

NDVI 자료와같은1 km×1 km이다(Fig. 2).

3) 변화확률지도

기존 토지피복변화 방법들에서는 주로 임계치 적용

과같은절대적기준에의해변화또는무변화의양분화

된결과를나타내었다. 그러나토지피복변화는판별기

준이 상당히 애매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변화 정도

를 확률로 수치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토지피복변화의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NDVI

차 값에 확률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적용하 다. Eq. 1과 같이 NDVI 차 값에 대한

z-score를계산하고그확률값을도출하 다.

z = (1)

여기에서 Xi는 각 픽셀에 해당하는 NDVI의 차 값이

며 m는 전체 픽셀에 대한 NDVI 차 값의 평균, s는
NDVI 차값에대한표준편차이다. 예들들어, Fig. 3과

같이 z-score 1.96에 해당하는 확률 값은 0.95이며,

2.58의 경우는 0.99의 확률 값을 가진다. Fig. 4는

2000년과2008년의NDVI 값의차 상이며, Fig. 5는

NDVI 차값에확률 도함수를적용하여구한토지피복

변화의확률값을나타낸다.

4) 공간자기상관

확률 도함수를이용한토지피복변화의확률값은각

각의독립된픽셀의산출된값이기때문에주변지역과의

Xi
_ 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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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IS land cover image, 2006.

Fig. 3.  Example o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ig. 4.  Map of NDVI differencing in the study area.



공간적상호작용을고려하지못한다. 실제로토지피복변

화는 주변 지역의 향을 통해 군집적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

다. 각픽셀별로산출한변화확률값에있어서도이러한

공간적상호작용이존재하므로, 이를정량적으로나타내

기위해공간자기상관을이용한다. 공간자기상관이란가

까이 위치한 값들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서

(Griffith, 2009),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가까운 것은 먼 것보다 더욱 관련이 있다”고 하

는토블러의법칙(Tobler, 1970)과맥을같이한다.

대표적인 공간자기상관지수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

는 Gi*를 사용하 다.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지수인 G통

계량은하나의수치로전체구역의공간자기상관의정도

를요약하지만(Getis and Ord, 1992), 국지적공간자기

상관계수인 Gi 와 Gi*는 전역적 규모에서 포착되지 않

는 국지적 규모의 공간자기상관을 정량화하며 개별 구

역에대해주변위치와의유사성을나타낸다. 또한높은

값이 몰려있는 클러스터인 핫스팟 또는 낮은 값이 몰려

있는클러스터인콜드스팟을판별할수있게한다. Gi는

공간가중치 행렬 구성에 있어 자기자신을 제외한 주변

셀을 대상으로 하고, Gi*는 공간가중치 행렬에 자기자

신을포함하기때문에Gi*가보다뚜렷한군집화경향을

탐색할수있는특징이있다. Gi*는Eq.2와같이표현되

며, 그통계량의기대값은0이고분산은거의1이다.

Gi* = (2)

여기에서 xi는 i 위치에서의 속성 값, wij값은 공간가

중치를 의미하며, n은 전체 셀의 수와 s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공간가중치행렬의경우두공간단위가인접

하면1, 인접하지않으면0으로설정하는이진행렬이가

장 널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하좌우의 4방향 인

접셀을고려하는루크(Rook) 방식을채택하 다.

Fig. 6은토지피복변화의확률값에대한Gi*를산출

한 것으로서 변화확률이 높은 값 또는 낮은 값에 대한

응집구역이 군데군데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치화된Gi*에대해육안으로높은공간적응집구역을

판별할수는없기때문에응집구역을획정할수있는객

관적인알고리즘을필요로한다.

5) AMOEBA

변화확률의 공간자기상관 분포에서 높은 값 또는 낮

은값들이군집해있는경우, 공간클러스터로서의응집

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공간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이

Swij xj 
_ _

x Swij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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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bability map of land cover changes.

Fig. 6.  Spatial autocorrelation index (Gi*) for the probability of
land cover changes.



상일 외, 2010). Aldstadt and Getis(2006)가 제안한

핫스팟 탐지 알고리즘인 AMOEBA는 Gi*값을 이용하

여 토지피복 변화의 공간적 응집구역을 획정하는 데 사

용될 수 있으며, 공간적 연관성이 있는 모든 방향에 대

한 탐색을 통해 연구지역 내의 불규칙한 형태의 응집구

역을탐지할수있다.

AMOEBA의 핫스팟 탐지과정은 Fig. 7로 요약되는

데, 최초 1단계에서는 각 셀에 대한 Gi*값을 계산하고

이를Gi*(0)이라한다. 전체Gi*(0) 중최대Gi*(0)의값

을최초중심셀로선정하고, 그중심셀을기준으로상

하좌우에 인접해있는 셀과의 조합을 구성한다. 이 조합

은중심셀과1개의인접셀(4), 2개의인접셀(6), 3개의

인접 셀(4), 4개의 인접 셀(1), 총 15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된다. 각각의 조합에 대한 Gi* 값을 계산 후 가

장 큰 값을 가지는 조합이 Gi*(1) 구역이 되는데, 이 값

이 Gi*(0)보다 크면 1단계 핫스팟으로 간주된다. 이때

Gi*(1)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셀들은 이후 모든 확장단

계에서 제외된다. 2단계에서는 Gi*(1) 구역을 구성하는

셀들을 중심으로 상하좌우의 인접 셀을 설정하여 앞 단

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합 구역에 대해 Gi*를 산출하

여최대Gi*(2)가Gi*(1)보다크면그구역이2단계핫스

팟이된다. 이처럼인접한셀과의조합을통해최대Gi*

값을가지는조합셀을찾아단계별로구역을확장해나

가는데, 어떤단계의Gi*값이전단계보다더이상증가

하지 않으면 그때의 최종 역이 핫스팟으로 결정된다

(Aldstadt and Getis, 2006).

6) AMOEBA-CH

Fig. 8의 인구 도 핫스팟 탐지에서 보듯이 기존

AMOEBA에서는핫스팟이과다탐지되는경향이있다.

따라서 토지피복 변화의 핵심적인 핫스팟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지되는 핫스팟에 대한 선별 기준이

필요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기존AMOEBA를개량

하여AMOEBA-CH를개발하 다.

AMOEBA-CH의핫스팟탐지과정은Fig. 9와같은

데, 대부분의 처리절차는 2.5에 기술된 원 알고리즘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개량한 부분은 AMOEBA를 통해

나타난핫스팟구역에대해인접-우세모형을이용하여

핵심적인 토지피복 변화의 핫스팟을 도출하는 것이다.

Fig. 10에서보듯이인접-우세모형은구역의속성값을

최대화하기위한셀병합규칙으로서, 셀병합후계산한

결과가 기존의 최대치보다 크면 병합 구역을 채택하고

그렇지않으면기존구역을채택하는방식이다. 우선원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핫스팟 구역 중 Gi*가 2.5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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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otspot detection by AMOEBA (Aldstadt and Getis, 2006).
Fig. 8.  Hotspot of population density by AMOEBA(이상일 외,

2010).



상인 구역만을 선택한 후 Gi*가 큰 순서대로 정렬하여

모든 구역에 대하여 인접-우세 모형을 적용한다. 각 핫

스팟 구역에 대하여, 핫스팟과 인접 셀을 합친 구역의

Gi* 평균이 합치기 전보다 크면서 1.96보다 큰 값을 가

지면 그 인접 셀을 병합하고, 그렇지 않으며 병합하지

않게 된다. 또한 최종 병합구역의 셀 개수가 너무 적은

경우는제외한다. 이과정을거치면기존의핫스팟들중

우세한 것들이 병합되어 보다 통합된 핫스팟으로 응집

되며, 최종적으로 토지피복 변화의 핵심적인 핫스팟을

산출할수있게된다.

3. 결과및고찰

NDVI 차 상을 이용하여 토지피복의 변화확률 값

을산출하고, 이에대한Gi*를구하여AMOEBA-CH를

통해 토지피복 변화의 핵심적인 핫스팟을 도출한 결과

는 Fig. 11과 같다.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토지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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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orkflow of AMOEBA-CH.

Fig. 10.  Workflow of contiguity-dominance model.

Fig. 11.  Results of hotspot detection for land cover changes.



변화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구역은 경기도 화성시 일대

(①)와, 충남 당진군 일대(②), 충남 서산시 일대(④) 등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해안 지역과 전북 남

원시 일대(③)로 탐지되었다. 서해안 지역에 탐지된 핫

스팟 지역들에서는 2000년대에 공단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토지피복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토지피복의 변화는 농·공업 단지 및 산업기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나타나는것으로사료된다.

화성핫스팟에해당되는시화남쪽간척지의경우서

쪽으로는주로농업지역과동쪽으로는주로공업지역으

로 나뉘어져 개발되고 있으며, 당진 핫스팟에 포함되는

석문 간척지 일대에서는 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지로의 토지이용 변환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간척지

지역이 탐지된 이유는 탐지구역 내 픽셀들의 토지피복

변화가 각각의 픽셀마다 독립적으로 높은 변화량을 가

지고있지만, 주변지역또한그변화정도가크고, 공간

적상호작용이높은토지피복변화구역이기때문이다.

탐지된 핫스팟 지역의 토지피복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자원관리정보시스템(WAMIS)에서 제공하는

2000년 토지피복도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2008년도

토지피복도를 비교하 다. 화성 핫스팟의 경우에는 산

림 및 수역, 습지의 감소에 비해 시가화, 농지, 나지의

증가가 나타난다(Table 1). 수역의 면적이 13.15 km2에

서 9.06 km2로 약 4 km2 정도 감소하 고, 나지는

3.68 km2에서 10.84 km2로약 3배정도증가하 는데,

나지의 증가는 기존 수역의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사회

기반시설의 용지확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12

의2000년과2008년의토지피복도를통해보면수역이

습지로 대체되거나, 기존 간척지가 나지로 변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간척지 지역에 농업지역 및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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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Land cover classifications in Hwasung hotspot (2000
and 2008).

Fig. 13.  Landsat image in Hwasung hotspot.

Table 1. Changes of land cover fraction in Hwasung hotspot

classification 2000(%) 2008 (%) change(%)

Urban 6.21 9.9 +3.7

Agriculture 22.27 25.64 +3.37

Forest 20.92 15.74 -5.17

Grassland 1.96 1.73 -0.22

Wetland 37.95 34.34 -3.61

Bareland 2.34 6.88 +4.54

Water 8.37 5.75 -2.61

classification 2000(%) 2008 (%) change(%)

(b) 2008.9.10

(a) 2009.4



의건설을위한토지이용의변화때문이다. 핫스팟구역

의 오른쪽 부분의 시가지가 확산된 지역은 현재 시화산

업단지와 반월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이다. 이러한 변

화는 화성핫스팟의 일부인 대부도 지역의 Landsat 위

성 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Fig. 13). 대부도는 시화

호남쪽간척지에포함되는지역으로, 이지역에서는대

송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간척지에 대한 토지개발이

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당진 핫스팟에서는 산림의 비율이 10% 감소한 데 반

해 농업지역이 9%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Table

2), 이러한 변화는 대규모 농업지역조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역은석문간척지를포함하며, 간척지조성

을통해대규모벼농사및밭농사가이루어지고있다.

서산 핫스팟의 경우,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에 포함되

는 이원방조제 일대에 2009년부터 풍력발전단지가 착

공됨에따라그이전에간척지가형성되었다. Fig. 14는

2000년과 2008년의 서산 핫스팟의 토지피복도이며,

Table 3은 이에 따른 토지피복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일대에서는 습지의 분포가 확대되어 8.6%의 상당히 높

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남원 핫스팟은 Table 4에 나타나듯이 농지의 비율이

8% 감소한데비해, 시가화와초지의비율이각각3.2%,

3.5% 증가하 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 비

해 2008년의 남원시 인구수는 15,621명 감소하 는데,

도시화와더불어농업인구감소와지가하락이동반되면

서, 농지의 수요가 줄어들고 휴작지가 증가하여 시가화

와초지의비율이다소증가한것으로사료된다.

핫스팟이 탐지되는 지역을 종합해보면, 서해안지역

에 탐지된 화성, 당진, 서산 핫스팟은 간척지 개발에 의

한 토지피복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륙

에 위치한 남원 핫스팟의 경우에는 인구감소 및 지가하

락으로인해농지의수요가감소하고, 일부시가화의확

대에따른토지피복변화가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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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Land cover classifications in Seosan hotspot (2000
and 2008).

Table 2. Changes of land cover fraction in Dangjin hotspot

classification 2000(%) 2008 (%) change(%)

Urban 4.4 5.6 +1.2

Agriculture 44.5 53.5 +9

Forest 43.2 33.2 -10

Grassland 4.5 2.4 -2.1

Wetland 0.3 2.6 +1.3

Bareland 3.2 2.6 -0.6

classification 2000(%) 2008 (%) change(%)

Table 3. Changes of land cover fraction in Seosan hotspot

classification 2000(%) 2008 (%) change(%)

Urban 3.4 5.4 +2

Agriculture 28.7 34.9 +6.2

Forest 62.8 44.5 -18.3

Grassland 1.3 3.1 +1.8

Wetland 1.5 10.1 +8.6

Bareland 2.3 2 -0.3

classification 2000(%) 2008 (%) change(%)

Table 4. Changes of land cover fraction in Namwon hotspot

classification 2000(%) 2008 (%) change(%)

Urban 0.4 1.6 +1.2

Agriculture 1 4.2 +3.2

Forest 45.9 37.8 -8.1

Grassland 52.1 51.3 -0.8

Wetland 0.7 4.2 +3.5

Bareland 0 0.4 +0.4

Urban 0 0.6 +0.6

classification 2000(%) 2008 (%) change(%)



4. 결론

본연구에서는NDVI 차를이용하여토지피복변화의

확률을 도출하고, 이 확률 값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

를산출후, 이로부터응집구역을획정하는AMOEBA-

CH를 개발 및 적용하여 남한 토지피복 변화의 핵심적

인 핫스팟을 탐지하 다. 우선, 확률 도함수를 적용하

여 도출한 토지피복 변화의 확률 값은 기존의 임계치에

따라양분화하는방법에대한보완점이라고할수있다.

또한, 토지피복 변화는 주변지역과의 공간적 상호작용

을 통해 군집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확

률의공간자기상관성을고려함으로써보다합리적인변

화탐지를 도모하 다. 그리고, 공간자기상관성에 기초

한 핫스팟 탐지기법인 AMOEBA를 개량하여 인접-우

세모형에기초한AMOEBA-CH를개발함으로써핵심

적인 핫스팟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자 하 다. 2000년

과 2008년의 남한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서해안지역

의 간척지 개발에 의해 토지피복 변화가 나타난 화성,

당진, 서산핫스팟과농지수요의감소로인해토지피복

변화가유발된남원핫스팟을탐지해냈다.

보다 정확한 토지피복변화의 탐지를 위해서는 우선

기본 자료의 전처리 과정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 다항 회귀식을 통해 시계열 NDVI의 하이 피크를

추적하여 구름 등의 향을 최소화한 MVC를 이용하여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상의 해상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역과 육지의 경계부 픽셀의 NDVI

값이불안정할수도있으나, 본연구에서탐지된핫스팟

중해안선에놓인픽셀은많지않기때문에핫스팟탐지

에큰 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사료된다. 조석간만

의 향이 큰 해안의 경우 육지 역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요구되며, 고해상도의 위성 상을 활용하여 보

다 정교하게 토지피복 변화를 탐지하는 것도 향후 과제

로서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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