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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객체기반 토지피복 분류도를 구축하고 공간통계기법을 통하여 

토지피복의 분류항목별 분포패턴을 파악하였다. 객체기반 분류는 분광정보, 질감정보, 분광정보와 

질감정보의 조합에 의하여 각각의 토지피복 분류도를 구축하였으며, 정확도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토지피복 분류도를 선정하였다. 또한, 토지피복의 분류항목별 공간적 분포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핫스팟 분석을 실시하여 정량화하였다. 객체기반 분류를 위한 최적의 가중치는 Scale 52, Shape 

0.4, Color 0.6, Compactness 0.5, Smoothness 0.5로 선정하였다. 토지피복 분류도는 분광정보

와 질감정보의 조합을 사용하였을 때, 전체 분류정확도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밭과 시설재배지, 

나지의 경우 분광정보만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정확도가 약 12% 이상 증가하였다. DMZ일원의 

분류항목별 면적비율은 산림 > 논 > 교통시설 > 초지 > 밭 > 나지 > 건물 > 수역 > 시설재배지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양구군의 밭과 교통시설은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철원군의 밭, 인제군의 

산림과 교통시설은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항목별 분포

패턴의 경우, 농업과 관련된 논, 밭, 시설재배지의 핫스팟(hot spot)은 철원군의 평야 지역과 양구

군의 분지 지역에 집중 분포하였다. 나지, 수역, 건물, 도로의 핫스팟 지역은 농업과 관련된 핫스

팟 지역과 분포 패턴이 유사한 반면, 산림과 초지의 핫스팟 지역과는 분포 패턴이 상이하였다.

주요어 : 비무장지대, 객체기반분류, 토지피복분류, 핫스팟 분석

ABSTRACT

This study established a land-cover classification method on objects using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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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and figured out distributional patterns of land cover according to categories 

through spatial statistics techniques. Object-based classification generated each land 

cover classification map by spectral information, texture information, and the combination 

of the two. Through assessment of accuracy, we selected optimum land cover 

classification map. Also, to figure out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land cover according 

to categories, we analyzed hot spots and quantified them. Optimal weight for an 

object-based classification has been selected as the Scale 52, Shape 0.4, Color 0.6, 

Compactness 0.5, Smoothness 0.5. In case of using the combination of spectral 

information and texture information,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map showed the best 

overall classification accuracy. Particularly in case of dry fields, protected cultivation, and 

bare lands, the accuracy has increased about 12 percent more than when we used only 

spectral information. Forest, paddy fields, transportation facilities, grasslands, dry fields, 

bare lands, buildings, water and protected cultivation in order of the higher area ratio of 

DMZ according to categories. Particularly, dry field s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in 

Yanggu occurred mainly in north areas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dry fields in Cheorwon, 

forest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in Inje fulfilled actively in south areas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In case of distributional patterns according to categories, hot spot of paddy 

fields, dry fields and protected cultivation, which is related to agriculture, was distributed 

intensively in plains of Yanggu and in basin areas of Cheorwon. Hot spot areas of bare 

lands, waters, buildings and roads have similar distribution patterns with hot spot areas 

related to agriculture, while hot spot areas of bare lands, water, buildings and roads have 

different distributional patterns with hot spot areas of forest and grasslands.

KEYWORDS : DMZ, Object-Based Classification, Land-Cover Classification, Hotspots Analysis

서  론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는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독특한 생태계와 높

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Ministry of Enviroment and National 

Institute of Enviromental Research, 2012). 

이에 정부는 2000년 이후 DMZ일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산

림이 풍부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강원도 

DMZ일원에 대하여 평화안보파크, 평화기념관, 

평화생명동산 등의 개발을 추진하였다(Son, 

2014). 하지만, DMZ일원은 군사지역의 특성상 

군사훈련으로 인한 산불피해, 주둔지 관리와 최

근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DMZ일원에 대한 생태계 

조사가 실시되면서 산림 훼손에 대한 문제인식

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2년 4월부터‘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2013년부터‘민북지역 

산림훼손방지 및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산림복원에 힘쓰고 있지만, 번거로운 출입 

절차와 산림 내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

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Han, 2013; An, 2013). 최근까지 진행된 

DMZ일원에 대한 연구를 보면, Kim et al. 
(2008)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주시와 연천군

의 산사태 및 산불현황을 파악하였으며, Lee 

et al.(2008)은 Landsat영상을 이용하여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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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의 임진강유역에 대한 토지피복분류를 실

시하는 등 소규모 지역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졌지만, 대규모 면적에 대한 토지피복 현황과 

분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

근 위성영상의 해상도가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픽셀기반 분류기법보다 객체를 생성하여 질감, 

크기, 형태 등 다양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객

체기반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2007). Coburn and Roberts(2004)는 객

체기반의 질감정보를 이용하여 임상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Ruliang et al.(2011)은 

IKONOS영상을 이용하여 픽셀기반과 객체기반

의 토지피복분류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국내의 

경우 Kim and Lee(2003)은 IKONOS영상과 

객체기반 질감정보를 사용하여 임상에 따른 질

감정보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Park(2013)은 

DMZ일원에 대하여 픽셀기반과 객체기반 분류

를 실시하고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한편, 토지

피복은 다양한 원인을 통하여 발생하며, 공간분

포에 따라 인접한 지역에 군집을 형성하기 때

문에, 공간통계기법인 핫스팟 분석으로 군집을 

확인할 수 있다(Griffith, 2009). 토지피복분류

의 핫스팟 분석에 대한 연구를 보면, Lee et 
al.(2011)은 2000년과 2008년 SPOT영상의 

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차를 산출하고, 토지피복 변화지역에 

대한 핫스팟 분석을 실시하여 변화지역의 공간

적 분포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Krishna et 
al.(2013)은 MODIS자료를 이용하여 인도 전

역에 대한 산불발생지에 대하여 공간통계 핫스

팟 분석을 실시하고 토지피복에 대한 분포특성 

및 산불발생 위험지도를 작성하였으며, Roy 

and Srivastava(2012)는 3시기 IRS-P6 

LISS-III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LULCC(land- 

use and land-cover change)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산림감소, 인프라 개발, 자연 식물의 

구성 등과의 관계를 핫스팟 분석을 통하여 파

악하였다. 토지피복분류를 통한 핫스팟 분석은 

공간적 분포패턴 파악 및 분포지도를 주로 작

성하였지만, 분포패턴의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MZ일원을 대상으로 분

광정보와 질감정보의 조합을 통한 객체기반 토

지피복 분류도를 구축하고, 핫스팟 분석을 통한 

토지피복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강원도 DMZ일원으로 민간인통

제선 이북지역에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

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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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 대상지의 면적은 약 

88,452ha로써, DMZ일원 전체 면적의 약 78%

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철원군이 약 

25%로 가장 높으며, 화천군(약 23%), 양구군

(약 23%), 고성군(약 19%), 인제군(약 11%)

의 순으로 높았다. 연구대상지의 표고는 대부분 

1,000m 이상의 높고 험준한 지형을 이루고 있

다(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2014).

2. 연구자료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자료

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행정구역도와 강원발

전연구원에서 제공받은 민간인통제선, 남방한계

선을 이용하였다. RS(Remote Sensing)자료는 

Rapid eye Level 3A Product영상과 구글어스

(Google earth)영상을 사용하였다. Rapid eye

영상은 2011년 9월 22일 영상과 2013년 6월 2

일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공간해상도는 5m, 밴드

는 Blue(440~510nm), Green(520~590nm), 

Red(630-685nm), Red edge(690-730nm), 

Near IR(760-850nm)밴드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Red Edge밴드는 식물이나 식생의 질소 

공급 상태 등의 변화 탐지에 용이하여 최근 농

업분야와 산림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Kim 

and Yeom, 2012). 영상분석은 eCognition 

Developer 9.1을 사용하였으며, 공간통계분석

은 ArcGIS 10.1을 사용하였다.

3. 연구방법

객체기반 토지피복분류의 영상 전처리작업은 

기하보정과 방사보정, mask 처리를 실시하였으

며, 분류항목은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기

준으로 선정하였다.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

는 일반적인 토지의 표면 상태를 나타내는 목

적과 달리, 환경의 특성, 국토이용, 공간계획 등

의 여러 분야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반영하였

다(Ministry of Enviroment,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물리적 표면 상태를 나

타내는 9개의 분류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분류항목의 분광정보를 고려하여 객체기반 최

FIGURE 2. Method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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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토지피복분류는 선

정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분광정보, 질감정보, 

분광정보와 질감정보의 조합에 따른 3개의 토

지피복 분류도를 구축한 후, 정확도 검증을 통

하여 최적의 토지피복 분류도를 선정하였다. 또

한, 최적의 토지피복 분류도를 이용하여 핫스팟 

분석을 통한 공간적 분포패턴 분석을 실시하였

다(그림 2).

1) 위성영상 전처리 작업

위성영상자료의 기하보정은 image to image

방법으로 구글어스와 비교·분석하여 UTM 

(WGS 84 North Zone 52)좌표계로 투영하였

으며, 행정구역도와 민간인통제선, 남방한계선

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지를 추출하였다. 또한, 

위성영상은 촬영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태양 조도의 변화, 날씨의 변화 등의 오차에 대

한 방사보정을 실시해야하며, 상대적 방사도 정

a. band 1 b. band 2

c. band 3 d. band 4

e. band 5

FIGURE 3. Linear regression radiation correction of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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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화(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를 

이용하여 분광정보의 차이가 감소된 균질화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Hyun and Park, 2012). 

따라서 영상이 중첩되는 동일한 지역에서 식생, 

수역, 건물지역에서 각각 5개씩 분광정보를 추

출하고 선형회귀 방사보정을 이용하여 2011년 

9월 22일 영상을 2013년 6월 2일 영상에 맞

춰 보정하였다(그림 3). 영상 내에 존재하는 구

름과 그림자지역은 polygon을 추출하고, 오차

를 최소화하기 위해 buffer 100m를 적용하여 

전체 대상지 면적의 약 5%(약 4,362ha)를 제

거하였다.

2) 객체기반 최적 가중치 선정

가중치 선정과정은 단계별로 수차례의 시행착

오 반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Test site를 선정

하는 것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Seol(2004)은 산림과 도심지역에 각각 3㎞×3㎞

의 Test site를 선정하였으며, Park(2013)은 

주거지, 농지, 수역, 산림, 나지, 준산림의 분류

를 위해 4㎞×5㎞의 크기로 3개의 Test site를 

구축하여 분류항목에 따라 Test site의 크기를 

서로 상이하게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의 시·군별로 가장 많은 분류항목이 포함된 

지역으로 4㎞×3㎞의 Test site를 총 5개 선정

하였다. 객체기반 가중치는 Scale(분할축척), 

Shape(공간정보), Color(분광정보), Compactness 

(조밀도), Smoothness(평활도)의 정보를 고려

하여 선정하였다. Scale 가중치는 생성되는 객

체의 크기를 결정하며, Shape와 Color 가중치

는 객체의 생성에 있어서 형태정보와 분광정보

의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Compactness와 

Smoothness 가중치는 Shape 가중치의 하위인

자로써 객체의 곡률비를 결정한다(Ursula et 
al., 2004; Blaschke, 2010). 가중치 선정은 

Multi-resolution segmentation 기법을 적용

하였다. 가중치 선정 시 영상분할은 여러 단계

로 수행되어 수직적인 관계를 설정하게 되지만, 

생성된 분할 영상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명되

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하여 연구자에 

의하여 목적에 적합한 가중치를 선정해야 한다

(Kim and Yeom, 2012). 한편, Scale 가중치

는 다른 가중치와 다르게 최댓값이 정해져있지 

않다. 따라서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3개

의 Level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Park, 

2013). Level 1에서는 분할영상을 25단위로 

생성하여 가장 뚜렷한 분광정보의 차이를 보이

는 산림과 나지의 경계를 확인하였으며, Level 

2에서는 분할영상을 5단위로 생성하여 분광정

보의 차이가 작아지는 산림과 초지, 초지와 시

가지, 교통시설, 나지의 경계를 확인하였다. 

Level 3에서는 분할영상을 1단위로 생성하였으

며, 경계가 복잡한 건물을 중심으로 확인하여 

Scale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Shape와 Color 

가중치, Compactness와 Smoothness 가중치

는 서로의 합이 각각 1이 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Shape와 Color, Compactness와 

Smoothness 가중치는 0.1단위로 분할영상을 

생성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객체기반 최적의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3) 객체기반 토지피복분류

객체기반 가중치 선정을 통하여 분할된 영상

은 분류항목별 표본을 추출하고 최근린기법을 

이용하여 감독분류를 실시하였다. 분류항목별 표

본 추출의 참조자료는 구글어스를 이용하였다. 

최근린기법(Nearest Neighborhood Method)은 

분류항목별로 지정된 표본과 가장 유사한 정보

를 갖는 인접한 객체를 찾아 분류하는 것으로 

객체기반 분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Kim, 2003). 토지피복분류를 위한 정보는 

분광정보의 평균과 표준편차, 질감정보의 GLCM 

(Gray-Level Co-occurrence Matrix)을 이

용하였다. GLCM은 생성된 객체의 분광정보를 

0 ,̊ 45 ,̊ 90 ,̊ 135˚의 공간관계에 따라 객

체의 질감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Homogeneity, 

Contrast, Dissimilarity, Entropy의 값을 이용

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Haralick, 1973). 

Homogeneity는 객체의 질감이 균일한 정보를 

나타내는 값으로 분광정보의 차이가 작을수록 값

이 높아진다(식 1). Contrast와 Dissimilarity는 

분광정보의 명암도 차이를 나타내는 값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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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분광정보보다 거리가 멀리 떨어진 분광정

보의 차이가 적을수록 값이 높아진다(식 2)(식 

3). Entropy는 분광정보의 분포가 불규칙할 경

우 큰 값을 가지게 되며, 패턴의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낮은 값을 가지게 된다(Lee et al., 
2005)(식 4). 분광정보와 질감정보를 이용하여 

3개의 사례별로 토지피복 분류도를 구축하였다. 

사례 1은 분광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사례 2는 

질감정보, 사례 3은 분광정보와 질감정보의 조

합을 이용하여 사례별 토지피복 분류도를 구축

하였다. 최적의 토지피복 분류도는 TTA Mask

기법을 이용하여 전체 분류정확도(Overall 

accuracy)와 Kappa 분석을 사례별로 비교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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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4)

   각각의 행과 열

   기준 픽셀과 이웃 픽셀간의 발생빈도

4) 핫스팟 분석 기법을 이용한 토지피복 

패턴 분석

토지피복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통하여 군집

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는 공간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이용한다. 공간자기상관이란 모든 것은 다른 모

든 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공간자기상관방법인 핫스팟분석을 이

용하였다(Griffith, 2009). 핫스팟분석은 기준

이 되는 공간단위와 주변 공간단위가 전체 지

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통계량을 산출

하고, 유의성 검증을 통하여 핫스팟(Hot spot) 

또는 콜드스팟(Cold spot)으로 구분하는 방법

이다(Kim, 2014)(식 5). 핫스팟분석을 위한 

공간단위의 경우, 기준이 되는 공간단위는 1㎞

×1㎞의 격자를 생성하여 이용하였으며, 주변 

공간단위는 Fixed distance방법을 이용하였다. 

Fixed distance의 공간단위는 3 by 3으로 선

정하여 공간분포에 따른 분류항목별 분포패턴

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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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사상 의 속성 값

  표준편차

  공간 가중행렬의 요소 값

 1 와 가 인접하면

0 그렇지 않으면

  전체 케이스의 수

결과 및 고찰

1. 객체기반 최적의 가중치 선정

Scale 가중치 선정 시, Shape와 Color, 

Compactness와 Smoothness 가중치는 기본 

값인 0.5로 고정하였다. Scale Level 1에서는 

모든 Test site에서 Scale 75로 설정하였을 

때, 면적이 넓은 분류항목인 산림과 나지의 경

계가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어 Scale Level 1을 

75이하로 선정하였다. Scale Level 2에서는 

화천군 Test site에서 Scale 70, 고성군과 양

구군 Test site에서 Scale 65, 인제군 Test 

site에서 Scale 60으로 설정하였을 때, 산림과 

초지, 초지와 교통시설, 나지, 시가지의 경계가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었지만, 논과 밭 등 토지

이용이 높은 철원군의 Test site에서는 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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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을 때, 각 분류항목의 경계가 가장 명

확하게 구분되어 Scale Level 2를 55이하로 

선정하였다. Scale Level 3에서 Scale 선정은 

Level 2의 Scale 값이 가장 낮은 철원군 Test 

site에서만 실시하였다. 철원군 Test site에서

는 Scale을 52로 설정하였을 때, 면적이 가장 

낮은 분류항목인 건물의 경계가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어 최종 Scale 가중치를 52로 선정하였

다(그림 4). Shape와 Color 가중치 선정 시, 

Scale 가중치는 52, Compactness와 

Smoothness는 0.5로 고정하였다. Shape와 

Color의 가중치는 Shape보다 Color의 가중치

가 증가할수록 건물과 나지, 초지의 경계가 명

확하게 구분되어 각각 0.4와 0.6으로 선정하였

다(그림 5). Compactness와 Smoothness 가

중치 선정 시, Scale은 52, Shape와 Color는 

각각 0.4와 0.6으로 고정하였다. Compactness

와 Smoothness의 가중치는 Shape보다 Color

의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모든 Test site에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기본 값인 0.5로 선정하

였다. 따라서 객체기반분류를 위한 최적의 가중

치는 Scale 52, Shape 0.4, Color 0.6, 

Compactness 0.5, Smoothness 0.5로 선정하

였다. Kim and Yeom(2012)은 농촌지역의 토

지피복분류를 위하여 최적의 가중치를 Scale 

50, Shape 0.1, Color 0.9, Compactness 

0.5, Smoothness 0.5로 선정하였으며, Ham 

et al.(2013)은 산지 훼손을 탐지하기 위하여 

최적의 가중치를 Scale 60, Shape 0.1, Color 

0.9, Compactness 0.5, Smoothness 0.5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산림내의 훼손지 

또는 건물을 분류하기 위하여 Scale를 60 이하

로 선정하였으며, Color는 Shape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중치와 유사하였다. 또한, 

Level Scale weight

Level 1

25 50 75 100

Level 2

55 60 65 70

Level 3

51 52 53 54

FIGURE 4. Selection process of scale weight in Cheor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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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형태에 대한 영향을 주는 가중치는 

Scale > Color > Shape의 순이었다.

2. 사례별 토지피복 분류도 정확도 비교

1) 사례 1(분광정보)

사례 1의 전체 분류정확도는 약 93%, 

Kappa는 약 0.91로 산출되었다. 분류항목별 

정확도는 산림과 수역이 약 99%로 가장 높았

으며, 논 > 초지 > 교통시설 > 나지 > 시설재

배지 > 건물 > 밭 순으로 높았다. 특히, 산림, 

수역, 논의 경우 다른 분류항목보다 분광정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분류정확도가 높은 반면, 시

설재배지, 건물, 밭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분광정

보의 차이가 발생하여 분류정확도가 낮았다. 시

Administrative 

district

Shape / Color weight

0.3 / 0.7 0.4 / 0.6 0.5 / 0.5 0.6 / 0.4

Goseong

Inje

Yanggu

Hwacheon

Cheorwon

FIGURE 5. Selection process of Shape / Color weight according to administrativ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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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재배지와 건물은 교통시설로의 오분류가 가

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밭은 초지로의 오분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표 1). Oh et al.(2010)

은 시가화/건조지역에서 오분류가 가장 많이 발

생하였으며, Park et al.(2007)은 작물의 생장

상태에 따라 분광정보의 차이가 발생하는 밭에

서 오분류가 많이 발생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그림 6).

2) 사례 2(질감정보)

사례 2의 전체 분류정확도는 약 61%, 

Kappa는 약 0.51로 산출되었으며, 분류항목별 

정확도는 산림 > 논 > 교통시설 > 수역 > 건물 

> 초지 > 밭 > 나지 > 시설재배지의 순으로 높

았다. 질감의 구조가 단순한 산림과 논, 교통시

설, 수역의 분류정확도는 약 60%이상이었지만, 

분류정확도가 약 60%이하인 밭은 산림과 논, 

Unit: Pixel

Classifi-
cation

Ground truth data

Bare land
Paddy
field

Dry
field

Protected 
cultivation

Forest Water Buildings Road
Grass-

land
Total

Bare land 14,173 - 81 - - - 165 810 144 15,373

Paddy
field

- 50,294 78 - 13 695 - - 87 51,167

Dry field 413 - 3,839 - 280 - - - 337 4,869

Protected 
cultivation

710 - - 7,627 - - 253 607 - 9,197

Forest - - 372 - 64,341 - - 2 252 64,967

Water - 4,114 - - - 82,809 - - - 86,923

Buildings 1,132 359 - 1,369 - 101 1,992 993 30 5,976

Road 824 - 5 1,554 - - 431 14,328 181 17,323

Grass-
land

340 - 1,305 - 206 - 79 115 6,088 8,133

Total 17,592 54,767 5,680 10,550 64,840 83,605 2,920 16,855 7,119 263,928

Accuracy 81% 92% 68% 72% 99% 99% 68% 85% 86%

Overall accuracy : 93% Kappa : 0.91

TABLE 1.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Case 1)

FIGURE 6. Land cover classification map of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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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는 논, 시설재배지는 건물로 질감차이가 유

사한 항목으로 오분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표 2; 그림 7).

3) 사례 3(분광정보와 질감정보)

사례 3의 전체 분류정확도는 약 96%, 

Kappa는 약 0.95로 산출되었다. 분류항목별 

정확도는 산림과 수역, 논이 약 99%로 가장 높

았으며, 나지 > 시설재배지 > 초지 > 밭 > 교

통시설 > 건물의 순으로 높았다. 교통시설과 건

물의 분류정확도는 각각 약 80%와 약 70%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교통시설은 나지와 건물, 

건물은 교통시설과 나지로의 오분류가 가장 많

이 발생하였다(표 3; 그림 8).

Unit: Pixel

Classifi-
cation

Ground truth data

Bare land
Paddy
field

Dry
field

Protected 
cultivation

Forest Water Buildings Road
Grass-

land
Total

Bare land 6,589 4,600 76 1,266 1,919 6,392 516 2,594 387 24,339

Paddy
field

3,338 33,609 1,082 314 482 13,063 89 1,273 425 53,675

Dry field 643 1,721 2,577 219 1,374 152 - 77 410 7,173

Protected 
cultivation

1,519 1,433 109 2,356 174 133 258 789 58 6,829

Forest 2,040 8,056 1,319 1,424 49,537 11,944 44 669 433 75,466

Water 1,019 3,747 292 - 6,575 49,983 - 689 83 62,388

Buildings 793 158 - 2,956 24 - 1,702 285 1,281 7,199

Road 765 468 - 1,989 60 1,417 258 10,252 73 15,282

Grass-
land

886 975 225 26 4,695 521 53 227 3,969 11,577

Total 17,592 54,767 5,680 10,550 64,840 83,605 2,920 16,855 7,119 263,928

Accuracy 37% 61% 45% 22% 76% 60% 58% 61% 56%

Overall accuracy : 61% Kappa : 0.51

TABLE 2.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Case 2)

FIGURE 7. Land cover classification map of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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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적의 토지피복 분류도 선정 및 분류항

목별 면적분포

최적의 토지피복 분류도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례별 토지피복 분류도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

과, 사례 3의 전체 분류정확도는 사례 1보다 

약 3%, 사례 2보다 약 34% 높았으며, Kappa

는 사례 1보다 약 0.04, 사례 2보다 약 0.44 

높았다. 분류항목별 정확도를 보면, 교통시설과 

초지를 제외한 모든 분류항목의 정확도는 사례 

3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밭, 시설재배지, 나지

의 정확도는 사례 1보다 각각 약 16%, 약 

15%, 약 12%로 가장 높게 증가하여 질감정보

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교통시설과 초지의 정확도는 사례 1이 가장 높

Unit: Pixel

Classifi-
cation

Ground truth data

Bare land
Paddy
field

Dry
field

Protected 
cultivation

Forest Water Buildings Road
Grass-

land
Total

Bare land 16,298 - - - 48 - 288 1,437 274 18,345

Paddy
field

- 54,066 295 - - 471 - 134 - 54,966

Dry field - - 4,779 - - - - - - 4,779

Protected 
cultivation

333 - - 9,200 24 - 241 204 280 10,282

Forest - - 377 - 64,293 - - - 315 64,985

Water - 643 - - - 82,903 - - - 83,546

Buildings 207 - - 1,350 - 231 2,052 914 13 4,767

Road 494 - - - - - 298 13,427 164 14,383

Grass-
land

260 58 229 - 475 - 41 739 6,073 7,875

Total 17,592 54,767 5,680 10,550 64,840 83,605 2,920 16,855 7,119 263,928

Accuracy 93% 99% 84% 87% 99% 99% 70% 80% 85%

Overall accuracy : 96% Kappa : 0.95

TABLE 3.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Case 3)

FIGURE 8. Land cover classification map of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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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사례 3보다 각각 약 5%, 약 0.2% 높

았다. 한편, 사례 2의 경우 모든 분류항목에서 

가장 분류정확도가 낮았다. 따라서, 최적의 토

지피복도는 전체 분류정확도와 Kappa가 가장 

높은 사례 3으로 선정하였다. 사례 3의 분류항

목별 면적비율은 산림의 경우 약 82%로 가장 

높았으며, 논 > 교통시설 > 초지 > 밭 > 나지 

> 건물 > 수역 > 시설재배지 순으로 높았다. 

분류항목별 시·군에 따른 면적비율은 나지와 

논, 시설재배지, 수역, 건물, 초지의 경우 철원

군에서 약 50%이상 차지하였으며, 특히 논과 

건물은 약 8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밭과 교통시설의 경우 양구군에서 각각 약 

82%, 약 38%로 가장 높았으며, 산림의 경우 

화천군에서 약 26%로 가장 높았다(표 4). 한

편, Statistics Korea(2013)의 시·군별 토지

이용현황에 따르면, 철원군의 경우 논, 밭, 나지

의 면적비율은 각각 약 56%, 약 34%, 약 

29%, 인제군의 경우 산림과 교통시설의 면적비

율은 각각 약 38%, 약 27%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철원군의 논과 나지

의 분포는 유사하였지만 밭, 산림, 교통시설의 

Unit: ha(%)

Classification Goseong Inje Yanggu Hwacheon Cheorwon Total

Bare land 43(4) 42(4) 352(30) 76(7) 658(56) 1,171

Paddy
field

- 3(0.05) 340(6) 2(0.03) 5,171(94) 5,516

Dry field - 65(5) 1,032(82) 5(0.4) 162(13) 1,264

Protected 
cultivation

- 1(0.3) 76(34) 2(0.7) 145(65) 223

Forest 14,664(21) 7,848(11) 15,876(23) 18,308(26) 12,537(18) 69,233

Water - 59(9) 6(1) 180(26) 438(64) 684

Buildings 38(4) 50(5) 74(7) 43(4) 852(81) 1,056

Road 498(18) 45(2) 1,049(38) 311(11) 841(31) 2,743

Grass-
land

515(23) 222(10) 220(10) 349(16) 896(41) 2,201

Total 15,757 8,333 19,025 19,275 21,700 84,090

TABLE 4. Land cover distribution according to administrative districts

FIGURE 9. Land cover distribution according to administrative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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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상이하였다. 이는, 철원군의 밭, 인제군

의 산림과 교통시설의 토지이용은 민간인통제

선 이남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

구군의 밭과 교통시설의 토지이용은 민간인통

제선 이북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그림 9).

3. 핫스팟 분석 기법을 이용한 토지피복 패턴

분석

분류항목별 시·군에 따른 핫스팟 분석 결과, 

농업과 관련된 논, 밭, 시설재배지의 핫스팟은 

논의 경우 철원군 평야지역, 밭의 경우 양구군 

분지지역, 시설재배지의 경우 논과 밭의 핫스팟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였다. 논의 핫스팟

지역인 철원군 평야지역은 수역의 핫스팟지역

과 유사하게 분포하였으며, 이 지역은 1971년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착공된 동송저수지

가 위치하고 있어 논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것

으로 판단된다(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0). 밭의 핫스팟 지역인 양구군 

분지지역은 강원도 최초 민북마을 지역으로 현

재까지 마을 주민들에 의한 밭의 토지이용이 

높아 핫스팟이 집중분포 한 것으로 사료된다

(Kim, 2009). 또한, 논, 밭, 시설재배지를 포함

한 농업지역의 핫스팟 지역은 나지, 건물, 도로

의 핫스팟 지역의 분포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로(路)인 나지

가 발생하였으며, 철원군과 양구군의 농업인구 

비율은 각각 약 28%와 약 19%로 가장 높아 

농업활동을 위한 건물과 도로의 개발이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Statistics Korea, 2013). 한편, 

산림의 핫스팟은 농업지역과 관련된 핫스팟 분

포패턴과 상이하였으며, 특히 화천군과 분지지

역을 제외한 양구군에서 집중 분포하였다. 산림

의 콜드 스팟은 농업활동이 활발히 진행된 철

원군 평야지역과 양구군 분지지역에서 집중 분

포하였는데, 이는 농업활동을 중심으로 민간인 

출입이 잦아 무단 입목벌채 및 불법 산림훼손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콜드 스팟이 집중 분

포한 것으로 판단된다(Korea Forest Service, 

2011;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2014). 초지의 핫스팟지역은 주로 농업지역과 

관련된 핫스팟 지역과 산림의 핫스팟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발생하였다(그림 10).

a. Bare land b. Paddy field

c. Dry field d. Protected cultivation

FIGURE 10. Hot spot analysis according to land cover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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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원격탐사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

하여 객체기반 토지피복분류 및 분류 항목별 

분포 패턴을 분석하였다. 객체기반 토지피복분

류는 분광정보(사례 1), 질감정보(사례 2), 분

광정보와 질감정보의 조합(사례 3)인 3개 사례

로 구분하여 최적의 토지피복도를 선정하였으

며, 토지피복 패턴분석은 분류 항목별로 핫스팟 

분석을 실시하였다. 객체기반 분류 최적의 가중

치는 Scale 52, Shape 0.4, Color 0.6, 

Compactness 0.5, Smoothness 0.5로 선정하

였으며, 최적의 토지피복도는 OA와 Kappa 계

수의 값이 각각 약 96%와 약 0.95로 가장 높

은 사례 3으로 선정하였다. 사례 3의 분류 항

목별 면적분포는 산림의 경우 약 82%로 가장 

높았으며, 논은 약 7%, 교통시설과 초지는 각

각 약 3%, 약 3% 순으로 분포하였다. 시·군

별 분류항목에 따른 면적분포의 경우 양구군은 

밭과 교통시설의 면적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

는 밭을 중심으로 교통시설이 발달되었다. 철원

군은 산림을 제외한 대부분 분류항목의 면적비

율이 높았으며, 특히 논과 건물의 면적비율은 

약 80% 이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농업 

및 산업비율이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화천

군은 산림의 면적비율이 약 26%로 가장 높았

으며, 특히 화천군의 전체 면적비율은 철원군보

다 약 3% 낮았지만 산림의 면적비율은 약 8% 

높게 분포하여 농업 및 산업비율이 낮음을 파

악할 수 있었다. 토지피복분류 항목별 시·군에 

e. Forest f. Water

g. Buildings h. Road

i. Grass land

FIGURE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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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분포패턴의 경우 농업과 관련된 논, 밭, 

시설재배지 핫스팟은 철원군 평야지역과 양구

군 분지지역에서 집중 분포하였으며, 특히, 나

지, 수역, 건물, 도로의 핫스팟지역의 분포패턴

과 유사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반면, 산림과 초지의 핫스팟지역과 콜드 스팟 

지역은 농업과 관련된 핫스팟 지역과 상이한 

분포패턴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강원도 DMZ일원에 대한 

토지피복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공간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토지피복분류 항목별 분포패

턴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광정보와 질감정보를 

조합한 토지피복분류는 분광정보에서 정확도가 

낮았던 밭과 초지의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항목별 핫스팟분석은 토지피복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시각화함으로써 DMZ 일원

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산림경영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적인 범위설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는 향후, 이루어질 DMZ일원의 토지이용계획수

립 및 생물권보전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적인 

통계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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