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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픽셀기반분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객체기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제군 Demilitarized Zone(DMZ)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객체기반 분류
기법을 이용한 토지피복분류를 실시하였다. 분류항목은 환경부 기준의 대분류 항목 7개, 중분류 
항목 13개로 선정하였고, 사용된 인자는 분광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 Grey Level Co- 
occurrence Matrix(GLCM)의 Homogeneity를 사용하여 감독분류방법 중 최근린기법을 이용하
여 계층적 토지피복도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남방한계선으로부터의 거리와 
Digital elevation model(DEM)을 통해 지형특성에 따른 분류항목 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객
체기반 분류를 위한 최적 가중치는 Scale 72, Shape 0.2. Color 0.8, Compactness 0.5, 
Smoothness 0.5로 선정하였고, 가중치 선정과정에서 Scale, Shape, Color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분류 토지피복분류는 산림, 초지, 시가지의 순으로 각각 약 92%, 약 5%, 약 2%였으며, 
중분류 토지피복분류는 활엽수림, 혼효림, 침엽수림의 순으로 각각 약 44%, 약 42%, 약 6% 순으
로 분포하였다. 토지피복형태에 따른 분포특성을 보면, 남방한계선으로부터 2km이내의 지역에서 
공공시설 지역과 도로의 이용이 높았으며, 남방한계선 6km이상의 지역에서는 논과 밭, 나지의 형
태가 많았다. 산림은 표고 600m, 경사 30°이상의 지역에서는 면적분포가 높았고, 농업지역과 나
지, 초지는 표고 600m, 경사 30°이하의 지역에서 면적분포가 높았다.

주요어 : DMZ, Rapid-eye, eCognition, 객체기반, 토지피복분류, GLCM, 지형특성

ABSTRACT

Object-based classification methods provide a valid alternative to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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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based methods. This study reports the results of an object-based classification 

to examine land cover in the demilitarized zones(DMZs) of Inje-gun. We used land 

cover classes(7 classes for main category and 13 classes for sub-category) selected 

from the criteria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spectrum values, and homogeneity of GLCM were chosen to map land 

cover types in an hierarchical approach using the nearest neighborhood method. We 

then identified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land cover by considering 3 

topographic characteristics (altitude, slope gradient, distance from the Southern Limited 

Line(SLL)) within the DMZs. The results showed that scale 72, shape 0.2, color 0.8, 

compactness 0.5 and smoothness 0.5 were the optimum weight values while scale, 

shape and color were most influenced parameters in image segmentation. The forests 

(92%) were main land cover type in the DMZs; the grassland(5%), the urban area 

(2%) and the forests (broadleaf forest: 44%, mixed forest: 42%, coniferous forest: 

6%) also occupied mostly in land cover classes for sub-category.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facilities and roads had higher density within 2 km from the SLL, while 

paddy, field and bare land were distributed largely outside 6 km from the SLL. In 

addition, there was apparent distinction in land cover by topographic characteristics. 

The forest had higher density at above altitude 600m and above slope gradient 30° 

while agriculture, bare land and grass land were distributed mainly at below altitude 

600m and below slope gradient 30°.

KEYWORDS : DMZ, Rapid-Eye, eCognition, Object-Based, Land-Cover Classification, GLCM, 

Topographic Characteristics

서  론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는 

정전협정 이후 약 50년간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연 천이적 과정을 통해 생태계가 복원

된 유일한 지역으로 생태학적인 가치를 인정받

고 있다. 또한, 정부는 DMZ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DMZ 생

태평화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Han and An, 

2010). 

한편, DMZ에 대한 각종 개발과 사업들의 시

행,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토지이용변

화와 산지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DMZ 지

역의 민간인 출입 제한과 복잡한 출입절차, 지

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현지답사 조사를 통한 

토지이용과 생태계 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Eco-Horizon Institute, 2007; Song et 
al., 2012). 이러한 문제는 최근 위성영상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DMZ지역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Kwon, 2003; Oh 

et al., 2010). Kim and Jeong(2002)은 

Landsat 영상을 이용하여 DMZ 지역에 대한 

생태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Lee(2010)는 

Landsat 영상과 수치고도모델을 이용하여 

DMZ에서 지형면을 분류하고 분포의 특징과 형

성과정을 분석하였다. 한편, 영상의 해상도가 

향상됨에 따라 객체기반 분류기법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객체기반 분류기법은 

기존의 픽셀기반 분류기법보다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분류가 가능하다. 픽셀기반 분류기법

에서 분광 값만을 이용하여 분류를 하였지만, 

객체기반 분류기법에서는 축척(Scale),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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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Shape), 질감정보(Texture)등의 정보를 사용

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분류가 가능하다

(Lee et al., 2007; Lee et al., 2010). 특히, 

객체기반 분류방법 중에 Haralick et al. 
(1973)에 의해 제안된 Grey level 

co-occurrence matrix(GLCM)은 Texture 

분석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Texture 영상 생성

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Lee et al., 2005). 

GLCM 알고리즘은 식생지역 표면의 거친 정도

에 따라 초지, 농업지역, 산림지역의 정확한 분

류가 가능하고 산림을 연령대나 특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여 산림분야에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Seol, 2005; Yeom et al., 2011). 

Kim and Lee(2003)는 IKONOS 영상을 이용

하여 GLCM을 통한 Texture 분석에 Contrast, 

Correlation, ASM의 질감척도를 이용하여 임

종, 영급, 경급, 밀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Seol(2005)은 Texture 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분광정보만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욱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ong 

et al.(2011)은 IKONOS 영상을 이용하여 

GLCM기반의 Texture 분석을 실시하고, 

Mean, Contrast, Homogeneity, Entropy, 

Dissimilarity의 지표별 토지이용 유형과 수종

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DMZ 지역에 대해 기존의 분광 값을 

이용한 분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산림지역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DMZ 지역

에 효과적인 Texture 분석을 이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MZ 일원의 토지이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제공을 위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객체기반 분류기법을 이용한 대분

류, 중분류에 대한 계층적인 토지피복분류를 실

시하고, 산림청에서 제공 받은 DEM 자료를 이

용하여 지형인자에 따른 토지피복의 변화를 비

교,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연구대상지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생태계

가 잘 보전되고 있는 강원도 인제군의 DMZ 일

원 지역 중 민간통제선 이북지역에서 남방한계

선까지 선정하였다(그림 1). 총 면적은 약 

10,442ha로 DMZ 전체 면적에 약 18%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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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methodology for hierarchical land cover classification

지하고 인제군 전체 면적에 약 6%를 차지하고 

있다(Kim, 2007; Inje-gun, 2013). 또한, 대

상지의 산림율은 약 90%이며, 임상은 침엽수림 

약 3%, 활엽수림 약 83%, 혼효림 약 6%로 분

포하고 있다. 평균표고는 636m, 평균경사는 

29°이다.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자료는 남방한계선과 민간통제선, 

행정구역도, 수치지형도와 환경부의 토지피복도

를 사용하였으며, Remote sensing(RS)자료는 

Rapid eye와 Google earth를 사용하였다. 

Rapid eye는 공간해상도 6.5m이며, 밴드는 

Red(630-685nm), Green(520-590nm), Blue 

(440-510nm), Red edge(690-730nm), 

Near infra red(760-850nm)의 5개 밴드로 

구성된다(Kim and Yeom, 2012). 영상분석과 

GIS자료구축을 위해 eCognition developer 

8.8 프로그램과 ArcGIS 10.1을 사용하였다.

3. 연구방법

위성영상의 전처리 작업으로 기하보정과 마스

크 처리를 실시하였다. 토지피복 분류항목은 환

경부 토지피복 분류기준에 따라 대분류와 중분류

의 항목을 선정하고 객체기반 영상분류는 Scale, 

Shape, Color, Compactness, Smoothness의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감독분류 방법 중 최근린기법을 이용하여 분

류를 하였으며, 사용된 인자로는 위성영상의 밴

드 별 분광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대분류를 실시하고, 분광 값과 GLCM을 이용하

여 중분류를 실시하여 토지피복도를 제작하였

다. 또한, 지형인자에 따른 토지피복항목의 분

포 특성을 파악하였다(그림 2).

1) 영상의 전처리

Rapid eye영상은 남방한계선, 민간통제선, 

행정구역도를 이용하여 대상지를 추출하였고, 

DEM과 도로망도를 이용하여 UTM(WGS 84 

north zone 52)좌표로 보정하였다. 또한, 위성

영상은 대기의 영향에 따라 토지피복분류 시 

오차의 가능성이 있어 영상의 전처리작업이 필

요하다(Kim and Yeom, 2012). 따라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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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지역에 존재하는 구름과 그림자지역으

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총 면적의 약 

7%를 마스크 처리하여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2) 가중치 선정

계층적 토지피복분류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대분류와 중분류의 토지피복분류항목을 기준으

로 선정하였다. 객체기반 영상분류는 객체 분할 

결과에 따라서 분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

(Lee et al., 2007). 따라서, 가중치 선정과정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Park(2013)과 같이 

Test site는 토지피복분류항목이 모두 포함된 

3km×2km, 전체면적의 약 5%로 선정하였고, 

가중치 선정에는 Scale(분할축적), Shape(공간

정보), Color(분광정보), Compactness(조밀

도), Smoothness(평활도)의 정보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Scale 가중치는 객체 분할할 경우 

생성되는 객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가중치로써 

값이 높아질수록 생성되는 객체의 크기가 커지

며, Shape와 Color의 가중치는 Color의 가중

치가 높을수록 생성되는 객체가 분광 값에 의

해 결정된다. Smoothness와 Compactness는 

Shape값의 하위 가중치로써 Compactness의 

가중치가 높을수록 객체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Smoothness가 높을수록 객체의 형태가 곡선의 

형태로 생성된다(Lee et al., 2007).

최적의 가중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Multiresolution segmentation 기법을 적용하

였다. 설정된 여러 단계의 가중치 값은 수직적

인 관계로 생성이 되며, 분류항목들 간 명확히 

분할되는 가중치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최적의 

가중치를 선정하였다(Kim and Yeom, 2012). 

Scale은 총 3 단계로 level 1에서는 200에서 

25까지 25단위로, level 2에서는 5단위, level 

3에서는 1단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Shape

와 Color는 0~1사이에서 결정되며 Shape 값

이 증가하면 Color의 값이 감소하여 두 가중치

의 합이 1이 되는 관계룰 가진다. 

Compactness와 Smoothness도 마찬가지로 두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는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서로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0.1부터 0.9까지 

순차적 비교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3) 토지피복분류

토지피복도의 분류항목은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하여 계층적인 토지피복도를 제작하였고(표 

1), 객체기반으로 분할된 영상은 감독분류방법

으로 토지피복분류항목 별 sampling작업을 실시

하고 분류기법으로는 최근린법을 이용하였다. 최

근린법은 분류항목의 sample로 지정된 객체의 

특징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가장 가까운 객체

를 찾는 방법으로서, 미 분류된 객체의 경우, 주

변의 객체 중 특징이 가장 비슷한 특징을 가지

는 분류항목으로 결정된다(Kim and Jeong, 

1992). 또한, 분류된 토지피복도는 Training 

and test area(TTA) mark를 생성하여 분류정

확도를 평가하였다. 계층적인 토지피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밴드별 평균 값(Mean)과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 GLCM의 

Homogeneity(균일성)을 사용하였다. GLCM 기

법은 객체안의 분광 값을 공간관계에 따라 

Mean(평균), Contrast(대비), Homogeneity

(균일성)등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질감차이의 

빈도수를 표현하는 기법이다. Song et al. 
(2011)에 의하면 GLCM 기법의 정보 중에서 

침엽수와 활엽수의 구분은 Homogeneity을 사

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가 되어, 본 

연구에서는 Homogeneity를 적용하였다. 

Homogeneity는 분광 값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

내는 값으로 분광 값의 차이가 적을수록 값이 

높다. 계산식은 식 (1)과 같다.

분류된 토지피복도의 면적을 비교하기 위해 

2010년 영상으로 제작된 환경부의 DMZ 중분

류 토지피복도와 면적차이를 비교하였다.

균일성(Homogeneity) = 
   




 

 (1)

 ,  = 행과 열의 좌표

  = 해당 좌표의 수

  = 공간관계에 따른 빈도수의 행렬



Analysis of Land Cover Characteristics with Object-Based Classification Method - Focusing on the DMZ in Inje-gun, Gangwon-do -126

First level Second level Definition

Urban

Facilities
Environmental foundational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Besides public facilities

Road
Airport, Railroad, Road, Besides traffic facilities, 

Communication facilities

Agricultural

Paddy Paddy

Field Field

Orchard Orchard

Forest

Coniferous forest Coniferous forest

Broadleaf forest Broadleaf forest

Mixed forest Mixed forest

Grassland
Grassland 1 Grass land

Grassland 2 Golf course, Cemetery, Besides Grassland

Wetlands Wetlands wetlands

Bare land Bare land Mining site, Play ground, Bare land

Waters Waters Stream, Valley

TABLE 1. Land cover classification

4) 지형인자에 따른 분포 특성

제작된 중분류 토지피복도는 지형인자를 이

용하여 분류항목 별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사

용된 지형인자는 남방한계선으로부터의 거리, 

표고정보와 경사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추출한 정보는 등간격을 이용하여 각각 거리분

석은 2㎞씩 6단계, 표고분석은 200m씩 5단계, 

경사분석은 10°씩 5단계로 분할하여 각각의 

인자에 따른 항목별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객체기반분류를 위한 가중치 선정

Scale은 Level 1에서 산림지역과 도로의 경

계가 75에서 50으로 감소할 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75를 선택하였다. Level 2에서는 나

지와 수계지역의 경계를 확인하였을 때, 75와 

70구간에서 경계가 세밀해지는 것을 확인하여 

75를 선택하였다. Level 3에서는 초지와 주거

지역의 경계를 중심으로 75부터 70까지 순차

적으로 판독한 결과, 72에서 경계가 명확히 나

뉘는 것을 확인하여 Scale의 최적 가중치는 72

로 선정하였다(그림 3). Kim(2003)은 식생지

역 Scale 50으로 선정하였고, Jo(2010)은 대

분류와 중분류 토지피복을 분류하는데 Scale 

30으로 선정하였다. Kim and Yeom(2012)은 

Rapid eye영상을 사용하여 농촌지역과 식생지

역 분류를  Scale 50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Scale과 유사하였다.

Shape와 Color는 가중치 선정 시 Scale 72

로 고정하고 실시하였다. 가중치는 분할영상의 

건물과 나지를 기준으로 판독하여 객체의 형태

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을 선정하였다. 분할

영상을 비교한 결과, Shape 0.2에서 건물과 나

지의 형태가 명확해지는 것을 확인하여 최적 

가중치를 Shape 0.2, Color 0.8로 최종 선정하

였다. Lee et al.(2011)은 식생지역을 분류하

는데 Shape 0.1, Color 0.9를 사용하였고, 

Choi(2004)는 식생도를 제작하는데 Shape 

0.2, Color 0.8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

한 가중치와 유사하였다.

Compactness와 Smoothness는 가중치 선

정 시 Scale 72, Shape 0.2, Color 0.8로 고

정하고 실시하였다. 분할영상을 비교한 결과, 

낮은 Shape 값으로 인하여 가중치의 변화가 영

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간 객체 별 형태가 다

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가중치인 0.5를 

최적 가중치로 선정하였다(그림 4).

본 연구는 단계별로 생성한 분할영상 비교를 

통해 최적가중치 Scale 72, Shape 0.2,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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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 125 Scale : 100 Scale : 75 Scale : 50

Scale : 75 Scale : 70 Scale : 65 Scale : 60

Scale : 73 Scale : 72 Scale : 71 Scale : 70

FIGURE 3. Selection process of scale

Shape : 0.5

Color : 0.5

Shape : 0.4

Color : 0.6

Shape : 0.3

Color : 0.7

Shape : 0.2

Color : 0.8

Shape : 0.1

Color : 0.9

Compactness : 0.7

Smoothness : 0.3

Compactness : 0.6

Smoothness : 0.4

Compactness : 0.5 

Smoothness : 0.5

Compactness : 0.4 

Smoothness : 0.6

Compactness : 0.3

Smoothness : 0.7

FIGURE 4. Selection process of shape/color and compactness/smoot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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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rst level b. Second level

FIGURE 5. Hierarchical land cover map

Classification First level 

land cover map

Second level 

land cover mapFirst level Second level

Urban
Facilities

193 (2.0%)
44 (0.5%)

Road 149 (1.5%)

Agricultural

Paddy

50 (0.5%)

27 (0.3%)

Field 23 (0.2%)

Orchard 0 (0.0%)

Forest

Coniferous forest

8,923 (91.8%)

579 (6.0%)

Broadleaf forest 4,053 (41.7%)

Mixed forest 4,291 (44.1%)

Grassland
Grassland 1

455 (4.7%)
186 (1.9%)

Grassland 2 270 (2.8%)

Wetlands Wetlands 0 (0.0%) 0 (0.0%)

Bare land Bare land 31 (0.3%) 31 (0.3%)

Waters Waters 68 (0.7%) 68 (0.7%)

Total 9,721 9,721

Overall accuracy 0.95 0.88

Kappa index 0.89 0.82

TABLE 2. Comparison of land cover area according to the first and the second level

                                                                           Unit : ha

0.8, Compactness 0.5, Smoothness 0.5를 

선정하여 전체 대상지를 분할하였다.

영상분할 가중치에 관한 연구를 보면 Lee et 
al.(2011)은 Scale 15, Shape 0.1, Color 0.9, 

Compactness 0.5, Smoothness 0.5의 가중치

를 적용하여서 토지피복분류를 실시하였고, 

Ham et al.(2013)은 Scale 60, Shape 0.1, 

Color 0.9, Compactness 0.5, Smoothness 

0.5를 선정하여 산림지역에 대한 훼손지 탐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Kim and Yeom(2012)은 

Rapid eye를 사용하여 최적 가중치를 Scale 

50, Shape 0.3, Color 0.7, Compactness 0.5, 

Smoothness 0.5로 선정하여 농촌지역을 분류

하였고, Jo(2010)는 Scale 30, Shap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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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inistry of 

land cover map
Land cover map

Increase or 

decrease area

(±)Second level Second level

Facilities 63 (0.7%) 44 (0.5%) -20

Road 58 (0.6%) 149 (1.5%) +92

Paddy 12 (0.1%) 27 (0.3%) +16

Field 26 (0.3%) 23 (0.2%) -3

Orchard 1 (0.0%) 0 (0.0%) -1

Coniferous forest 263 (2.7%) 579 (6.0%) +316

Broadleaf forest 8,095 (83.3%) 4,053 (41.7%) -3,804

Mixed forest 610 (6.3%) 4,291 (44.1%) +3,444

Grassland 1 13 (0.1%) 186 (1.9%) +173

Grassland 2 93 (1.0%) 270 (2.8%) +177

Wetlands 69 (0.7%) 0 (0.0%) -69

Bare land 331 (3.4%) 31 (0.3%) -300

Waters 89 (0.9%) 68 (0.7%) -21

Total 9,721 9,721

TABLE 3. Comparison and analysis of land cover map area                     Unit : ha

Color 0.8, Compactness 0.5, Smoothness 

0.5로 선정하여 토지피복분류를 하였다. 본 연

구와 선행연구의 가중치를 비교해보면 산림지

역에서는 Scale 값이 50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

으며, 도심지역은 그 반대의 경향으로 50 이하

로 낮아 본 연구의 Scale가중치와 유사하였다. 

또한, Shape와 Color가중치는 Color값이 0.7 

이상으로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모두 높았다.

2. 계층적 토지피복도 구축

대분류 토지피복분포 면적은 산림지역, 초지, 

시가지, 수역, 농업지역, 나지의 순으로 산림지

역이 약 92%로 가장 높았으며, 각각 약 5%, 

약 2%, 약 0.7%, 약 0.5%, 약 0.3%의 순이였

다. 구축된 대분류를 이용하여 중분류를 실시한 

결과, 산림지역 중에서 활엽수림이 전체 면적의 

약 44%, 혼효림 약 42%로 분포하였으며, 초지 

중에 기타초지가 약 3%, 시가지 중에서는 교통

지역이 약 2%로 높았다(그림 5, 표 2).

3. 토지피복도 비교 분석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도는 산림이 약 92%

로 가장 높았고, 시가지 약 12%, 나지 약 3%

의 순으로 높았다.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는 

활엽수림이 약 83%로 가장 높았고, 혼효림, 기

타나지, 침엽수림이 각각 약 6%, 약 3%, 약 

3%의 순이었다. 두 자료를 비교한 결과, 혼효

림 지역이 약 3,444ha로 가장 많이 면적이 증

가하였고, 침엽수림과 기타초지에서 각각 약 

316ha, 약 177ha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감소

한 지역은 활엽수림 약 3,804ha로 가장 많은 

면적이 감소하였고, 기타나지 약 300ha, 내륙

습지 약 69ha 순으로 감소하였다(표 3).

면적차이가 발생한 지역을 구글어스 영상과 

비교해본 결과, 객체기반 영상분할시 생성되는 

객체 안에 침엽수와 활엽수가 포함되어있어 혼

효림의 면적이 높았다.

4. 지형인자에 따른 분포 특성

1) 남방한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분류 

항목 별 분포 특성

거리에 따른 분석 결과, 기타나지는 남방한계

선으로부터 4~8km 지역에서 분류항목 전체면

적의 약 50%이상이 분포하였으며, 논은 6km

이상 지역에서 약 61%, 밭은 4~8km지역에서 

약 72%로 높았다.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은 8km 이상의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서 비슷하게 분포하였으나, 6~8km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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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

-es
Road Paddy Field

Conifer

-ous

Broad-

leaf 

forest

Mixed  

forest

Grass-

land 1

Grass-

land 2

Bare 

land
Waters

Below 2km 12 37 4 4 53 901 761 36 71 7 19

2~4km 5 16 1 1 86 850 751 34 26 5 9

4~6km 13 34 5 5 174 1,024 1,107 59 67 8 16

6~8km 11 45 6 11 228 1,143 1,175 43 79 8 16

8~10km 4 17 10 1 37 372 259 13 26 4 7

More than 

10km
- 0.2 - 0.1 0.4 1.8 0.5 0.2 1 - -

TABLE 4. Classification area according to distance                                Unit : ha

가장 면적 비율이 높았다. 한편, 내륙수와 공공

시설 지역, 교통지역, 기타초지는 2km 미만의 

지역에서 면적 비율이 높았다.

거리분석을 통해, 남방한계선으로부터 6km 

이상의 지역에서부터 논과 밭의 면적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6km 이상에서 

경작활동이 빈번히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2km 미만 지역에서 공공시설 지역과 교통지역, 

기타초지와 기타나지의 면적이 각각 약 27%, 

약 25%, 약 28%로 높은 면적이 분포하는 것

으로 보아 DMZ의 지역적 특성상 건물의 위치

로 인한 산림훼손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2) 표고와 경사에 따른 분류항목 별 분포 

특성

표고는 600~800m 구간이 전체 분포면적의 

약 3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으며, 

400~600m 구간은 약 33%, 800~1,000m 구

간은 23%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한편, 분류항

목 별 분포 특성을 보면, 공공시설 지역과 논, 

기타나지, 내륙수는 각각 약 53%, 약 46%, 약 

53%, 약 60%의 면적이 400m 이하의 지역에

서 분포하였다. 교통지역과 밭, 자연초지, 기타

초지는 400~600m 지역에서 각각 약 48%, 약 

48%, 약 55%, 약 50%의 면적이 분포하였고,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혼효림은 600~1,000m

지역에서 각각 약 75%, 약 58%, 약 63%로 

분포하였다.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지역과 

논, 밭, 내륙수는 400m 이하의 지역에서 대부

분이 분포하였다.

경사는 30~40°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56%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으며, 20~ 

30°지역은 약 22%, 40°이상의 지역이 약 

15%순으로 높았다. 분류항목 별 분포 특성을 

보면, 공공시설 지역과 내륙수는 10°이하의 

지역에서 약 30%의 면적이 분포하였고, 10~ 

20°지역에서는 교통지역, 논, 기타나지의 면적

이 각각 약 36%, 약 29%, 약 36%로 분포하

였다. 20~30°지역에서는 밭과 기타나지가 각

각 약 42%, 약 37%로 분포하였다.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혼효림은 30°이상에서 50% 이상의 

면적이 분포하였다.

표고와 경사에 따라 분류항목 별 분포특성은 

공공시설 지역, 논, 기타초지, 내륙수는 표고와 

경사가 낮은 곳에서 많이 분포하였고, 침엽수림

과 활엽수림, 혼효림은 표고와 경사가 모두 높

은 곳에서 많이 분포하였다.

공공시설 지역과 논, 기타나지, 내륙수의 분

포성향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내륙수를 중심으

로 개발과 경작활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그림 6, 표 5).

결  론

본 연구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DMZ 인제군 일원을 대상으로 객체기반 분류기

법을 통해 계층적 토지피복분류를 실시한 후,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지형인자에 따른 분류항

목 별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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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cilities b. Road c. Paddy

d. Field e. Coniferous forest f. Broadleaf forest

g. Mixed forest h. Grassland 1 i. Grassland 2

j. Bare land k. Waters

FIGURE 6. Distribution of land cover class according to elevation and slope

Classification area according to elevation

Facilities Road Paddy Field

Conif-

erous 

forest

Broad

-leaf 

forest

Mixed 

forest

Grass-

land 1

Grass-

land 2

Bare 

land
Waters

Below 400m 23 46 12 2 6 75 74 24 51 17 40

400~600m 16 72 7 11 74 1,519 1,207 102 136 11 22

600~800m 4 24 7 8 183 1,535 1,514 45 59 4 6

800~1,000m 1 4 0.5 0.3 250 944 1,025 13 15 - -

More than 

1,000m
- 5 0.2 2 68 218 233 3 9 - 0.1

TABLE 5. Classification area according to elevation and slope                      Unit :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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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area according to slope

Below 10° 14 27 7 2 5 60 39 8 30 10 20 

10~20° 12 54 8 3 12 151 132 27 64 11 20 

20~30° 11 44 7 10 88 959 793 65 100 6 13 

30~40° 6 20 5 8 360 2,458 2,413 70 70 4 12 

More than 

40°
1 4 0 0 113 663 676 15 6 0 3 

TABLE 5. Continued

분류와 중분류 항목의 기준을 선정하고 최근린 

분류법을 통한 계층적 토지피복분류를 실시하였

다. 영상분할을 위한 최적의 가중치는 Scale 

72, Shape 0.2, Color 0.8, Compactness 

0.5, Smoothness 0.5로 선정되었으며, 객체 

분할시 Scale의 인자가 영상분할에 가장 큰 영

향을 주었다. 또한, 대분류와 중분류 항목 기준

을 선정하고 밴드별 분광 값과 표준편차, 

GLCM기법을 이용하여 영상 분류를 실시하였

다. 대분류를 한 결과, 산림지역, 초지, 시가지

의 순으로 큰 면적이 분포하였고, 중분류의 결

과, 활엽수림, 혼효림, 침엽수림의 순으로 큰 면

적이 분포하였다. 객체기반 분류를 통하여 토지

피복의 형태에 따른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였으

며, 객체의 특성에 따라 세밀한 중분류의 토지

피복도 제작이 가능하였다.

또한, 제작된 토지피복도를 통한 토지이용의 

형태를 살펴보면, 남방한계선에 가까울수록 공

공시설 지역과 교통지역, 기타나지의 이용이 

많았으며, 민간통제선에 가까울수록 논과 밭, 

기타초지 등 경작활동이 빈번히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고가 낮은 계곡부를 중심으

로 공공시설 지역과 논, 밭 등의 시설이 밀집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이용한 계층적 토지피복분류를 통하여 

DMZ 인제군 일원의 토지피복의 형태를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 후, 이루어질 DMZ 일원의 

산림관리계획수립 및 생물권보전구역 설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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