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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sub-divided land cover
map among the land cover map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accomplish the purpose,
first, the overseas country land cover map classification items were examined in priority. Second, the area
ratio of each item established by applying the previous sub-divided classification system was analyzed.
Third, the survey on the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targeting the users (experts and general
public) who actually used the sub-divided land cover map was carried out. Fourth, a new classification
system which improved the previous system by reclassifying 41 classification items into 33 items was
finally established. Fifth, the established land cover classification items were applied on study area, and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result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method was compared with the previous
classification system. Ilsan area in Goyang city where there are diverse geographic features with various
land surfac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urbanization area and agricultural land were distributed evenly
were selected as the study area. The basic images used in this study were 0.25 m aerial ortho-photographs
captured b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and digital topographic map, detailed
stock map plan, land registration map and administrative area map were used as the relevant reference
data. As a result of applying the improved classification system into the study area, the area of culture-
sports, leisure facilities was 1.84 km2 which was approximately more than twice larger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classification system. Other areas such a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facilities were not classified.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meaningful significance
that it reflects the efficiency for the establishment and renewal of sub-divided land cover map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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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토지피복지도는 지구표면의 지형지물을 일정한 과

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동일 특성을 지닌 구

역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한 주제도이다. 토지피

복지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근본적 환경정책 수

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환경영향평가, 도

시기본계획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Lee et al, 2007). 토지피복지도의 개념은 ‘85년 유

럽환경청(Europe Environment Agency, EEA)에서 추진

된 COoRdination of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CORIN) 프로젝트에서정립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EGIS). 환경부는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

는 분류기준을 확정하고, ’98년부터 전 국토에 대한 토

지피복지도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 토지

피복지도는 대분류(해상도 30 m 급, 7개 분류체계), 중

분류(해상도 5 m 급, 22개 분류항목), 세분류(해상도 1 m

급, 41개 분류항목)의 3단계 위상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는

주기별로 갱신되고 있으며,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10

년(1차) 시작으로 ‘17년(8차) 남한지역에 대한 초기 구축

을 완료 할 예정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EGIS). 이

러한 환경부의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중앙부처가 제

공하는 공간정보 중 사용자의 활용이 가장 많은 자료 중

하나이다(Hong et al, 2004).

환경 및 재난재해 관련 업무가 정성적 측면에서 정량

적 분석 기반으로 변화하면서, 토지피복지도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최신화 및 시계열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

기되고 있다(Lee et al, 2014). 토지피복지도의 시계열 구

축을 위해서는 고해상 위성영상/항공영상 등 원격탐측

자료의 공간적/분광적 특성에 기반한 영상분류 기법을

적용한 피복분류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Kim et al,

2014). 그러나 국내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구축을 위해

서는 전술된 원격탐측자료 이외의 추가참조자료가 반

드시 필요하며, 판독자의 주관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분류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판독자의 시각적 판

단에 의하여 감독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Lee et al,

2007). 이러한 현재 구축 방법의 불확실성과 현재의 41

개 분류체계에 대해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전반적인 검

토 및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사용자 관점에서 필

요한 정보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표면특성으로 정의

되는 목표물 기반의 분류방법 및 공정체계가 수립되어

야 한다.

현재 환경부의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09년 ‘토지피

복지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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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ctual users’ needs.
Key Words : Sub-divided land cover map, Aerial ortho-photographs, Improved classification system

요약 : 본 연구는 현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지도 중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분류체계를 개선하

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해외 토지피복지도 분류 항목을 중점 검토하였다. 둘째, 기존 세분류 분

류체계를 적용하여 구축된 항목 당 면적비율을 분석하였다. 셋째, 실제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사용하는 사

용자(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류체계 개선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넷째, 최종적으로 기존

41개 분류체계를 33개 항목으로 개선하는 분류체계를 설정하였다. 다섯째, 설정된 토지피복 분류항목을 시

범 적용하였으며, 기존 분류체계와 개선안에 따른 토지피복 분류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시가화

지역, 농경지등 다양한 지표특성을 지니고, 지형지물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고양시 일산 지역을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기본 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하고 있는 0.25 m 급 정사항공영상이

며, 관련 참조자료는 수치지형도, 정밀 임상도, 지적도, 행정구역도 등을 사용하였다. 개선된 분류체계를 시

범지역에 적용한 결과 문화체육·휴양시설이 1.84 km2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기존 분류체계 면적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기타 교통통신시설 및 교육행정시설 등은 분류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세

분류 토지피복지지도 구축과 갱신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사용자 수요를 반영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의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본 연구는 ’10년 이후 수

립된 분류항목의 활용성과 실제 구축과정의 타당성을

비교분석하여, 기본 분류체계를 통합 및 축소한 개선안

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시계열 구축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토지피복 항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첫

째, 호주 Dynamic Land Cover Datasaet (DLCD),1) 영국

Land Cover Map (LCM),2) 미 국 USGS National Land

Cover Database (NLCD),3) 일본National Land Numerical

Information (NLNI)4)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외 토지피복

분류 체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현재 환경부 세

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체계의 현황과 분류체계별 실

제 구축 면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분류체

계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토지피복 분류체계의

개선은 실제 사용자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므로

국내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 및 일반 사

용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류 항목의 활용성, 적

정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정된 전문가 및 일반인 사용자는 ’14년 환경부의 세

분류 토지피복지도 신청자 중 사용빈도가 높은 신청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선정된 사용자는 대전

광역시청, 창녕군 등 지자체 공무원, 단국대학교, 한국

교원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서울

시립대 등 학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연구기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임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및 (주)제이티엔, (주)펜

지아21 등의 관련 기업 등 약 20개 기관 사용자들 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및 유선 면접 형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넷째, 전술된 해외사례, 현재의 분류체계

현황과 비율 및 사용자 설문을 통하여 기존 토지피복분

류 체계의 항목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비율과 유사성, 또

는 재분류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설정된 토지피복 분류항목을 시범 적용

하였으며, 기존 분류체계와 개선안에 따른 토지피복 분

류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기본 영상은 국

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하고 있는 0.25 m 급 정사항공

영상이며, 관련 참조자료는 수치지형도, 정밀 임상도,

지적도, 행정구역도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시

가화 지역, 농경지등 다양한 지표특성을 지닌 지형지물

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고양시 일산 지역을 대

상으로 하였다.

2. 토지피복 분류항목 개선

1) 환경부 토지피복 구성 및 분류체계

현재 환경부 토지피복지도는 대분류(해상도 30 m 급,

7개 분류체계), 중분류(해상도 5 m 급, 22개 분류항목),

세분류(해상도 1 m 급, 41개 분류항목)의 3단계 위상 체

계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Ministry of environment,

2007 and Ministry of environment, 2015). 대분류 토지피

복지도(7개 항목)는 한반도 전역을 구축 범위로 ’80년대

(’87년-’89년, 30 m 급 위성 영상), ’90년대(’97년-’99년,

30 m 급 위성영상), ’00년대(’08년-’10년, 30 m 급 위성

영상)에 대한 자료를 제작·배포 중이며, 중분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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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ganization class for Korea land cover map
대분류(7) 중분류(22) 세분류(41)

시가화/
건조지역

주거지역
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공업지역 공업시설

상업지역
상업·업무시설

혼합지역

문화·체육·휴양지역 문화·체육·휴양시설

교통지역

공 항

항 만

철 도

도 로

기타 교통·통신시설

공공시설지역

환경기초시설

교육·행정시설

기타 공공시설

농업지역

논
경지정리가 된 논

경지정리가 안 된 논

밭
경지정리가 된 밭

경지정리가 안 된 밭

시설재배지 시설재배지

과수원 과수원

기타재배지
목장·양어장

기타재배지



피복지도(22개 항목)는 남한지역을 구축 범위로 ’00년

-’04년 초기 구축(’99년-’04년, 1-5 m 급 위성 영상)을

시작으로 ’07년 1차 갱신(’06년-’07년, 1 m 급 위성영

상), ’09년 2차 갱신(’08년-’09년, 1 m 급 위성영상), ’13년

3차 갱신(’07년-’11년, 1 m 급 항공 및 위성영상)된 자료

를 제작·배포 중이다. 세분류 토지피복지도(41개 항

목)는 남한지역을 구축 범위로 ’10년 1차(북한강·남한

강 유역)- ’17년 8차(영산강호남권)까지 총 8차에 걸쳐

제작,단계적배포중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EGIS).

이러한 환경부 토지피복지도의 구축 방법은 대분류

는 감독/무감독의 영상기반 혼성분류 기법을 활용하

고, 중분류 및 세분류는 위성영상을 사용하지만 참조자

료(임상도, 수치지도 등)를 활용하여 판독자에 의한 육

안분류기법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어, 향후 토지피복

지도의 시계열 구축 및 갱신을 위한 효과적인 분류 공

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해외 사례 분석

토지피복지도는 작성기관의 활용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용 효율화 또는 목

적 변화에 따라 분류 체계의 갱신 및 재 정의가 진행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 DLCD, 영국 LCM, 미국

USGS NLCD, 일본 NLNI에 대한 조사를 수행 하였으

며, 분류 체계, 분류절차 및 방법 등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호주 DLCD의 경우, 시가화 지역 등 토지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배제하고 농업과 산림에 대한 대

분류 16개 및 32개 세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Geoscience Australia, 2011), 영국 LCM은 초기 10개 분

류체계를 사용자 활용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세분화하

여 23개 항목으로 재편하였다(Mortom, D. et al., 2011).

미국 USGS NLCD의 경우, 초기 30개 항목에 대한 통합

및 재분류를 통해 20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으며(DOI

and USGS, MRLC), 일본NLNI는 8개 항목에 대한 세부

레이어를 제공하고 있으나, 세부 레이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MILT of Japan, NLNI).

Table 2는 조사된 호주 DLCA, 영국 LCM, 미국 USGS

NLCD, 일본 NLNI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피복 세분

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본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각 국가별, 지역별 활용목적에 따라

반영하여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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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대분류(7) 중분류(22) 세분류(41)

산림지역

활엽수림 활엽수림

침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혼효림

초 지

자연초지 자연초지

인공초지

골프장

묘 지

기타 초지

습 지

내륙습지 내륙습지

연안습지
갯 벌

염 전

나 지

자연 나지

해 변

강기슭

암벽·바위

기타 나지

채광지역

운동장

기타 나지

수 역
내륙수

하 천

호 소

해양수 해양수

Table 2. Organization class for DLCD, LCM, USGS NLCD, NLNI
연 번 DLCD(32) LCM(23) USGS NLCD(20) NLNI(8)
1 Crop(Rainfed) Broadleaved woodland Open Water Designated Regional Area
2 Pasture(Rainfed) Coniferous woodland Perennial Ice/Snow Coastal Zones
3 Sugar(Rainfed) Arable and horticulture Developed, Open Space Nature
4 Crop(Irrigated) Improved grassland Developed, Low Intensity Land Related
5 Pesture(Irrigated) Rough grassland Developed, Medium Intensity National Land Skeleton data
6 Sugar(Irrigated) Neutral Grassland Developed High Intensity Facilities,
7 Aquatic Vegetation Calcareous Grassland Barren Land(Rock/Sand/Clay) Census of Commerce
8 Trees(Closed) Acid grassland Deciduous Forest Hydrology



지는 않다. 둘째, 토지피복지도 대분류 또는 중분류 항

목 전체를 세분화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세분화를 수행 한다. 셋째, 위성영상 기반의 영상분류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참조자료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정

확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넷째, 사용자의 필요성을 바탕

으로 기존 분류 체계의 조정 및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

하고 있다.

3) 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 항목의 면적 대비
비율

기존 토지피복분류 체계의 항목이 점유하고 있는 면

적비율과 유사성, 또는 재분류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

하기 위하여 기 구축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세

분류 토지피복지도에 대한 토지피복별 면적 대비 비율

을 검토하였다. 검토 지역은 서울, 인천, 대구, 울산, 부

산,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으로 ‘14년까지 세

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구축이 완료된 지역이다. 총 도엽

(1:5,000)의 수는 8,061개로, ‘10년(북한강·남한강유역

-760개), ’11년(낙동강 상류-1,622개), ‘12년(낙동강

중·하류-1,359개), ’13년(낙동강 미구축지역-2,726

개), ‘13년(서울, 성남, 용인 일부지역-217개), ’14년(경

기도 미구축 지역-1,377개) 등 5년에 걸쳐 구축된 도엽

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항목 중, 0.05%이하의 면적비율을 지니는 항목

은 시가화/건조 지역의 혼합지역(0.02%), 공항(0.01%),

항만(0.05%), 기타 교통·통신시설(0.05%), 습지의 염전

(0.02%)이다. 면적비율이 작은 항목들은 유사한 항목(혼

합지역, 기타교통·통신시설 등)끼리 공간적으로 인접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유사항목과의 통합 및 재

분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해당 항목의 중요성을 검

토하여, 축소 및 재편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Table 3).

전체 항목 중, 10%이상의 면적비율을 지니는 항목은

산림지역의 활엽수림(21.98%), 침엽수림(23.68%), 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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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연 번 DLCD(32) LCM(23) USGS NLCD(20) NLNI(8)
9 Trees(Open) Fen, Marsh and Swamp Evergreen Forest

-

10 Trees(Sparse) Heather Mixed Forest
11 Trees(Scattered) Heather grassland Dwarf Scrub
12 Shrubs(Closed) Bog Shrub/Scrub
13 Shrubs(Open) Montane Habitats Grassland/Herbaceous
14 Shrubs(Sparse) Inland Rock Sedge/Herbaceous
15 Shrubs(Scattered) Saltwater Lichens
16 Chenopods(Open) Freshwater Moss
17 Chenopods(Sparse) Supra-littoral Rock Pasture/Hay
18 Chenopods(Scattered) Supra-littoral Sediment Cultivated Crops
19 Gramminoids(Sparse) Littoral Rock Woody Wetlands
20 Gramminoids(Scattered) Littoral sediment Emergent Herbaceous Welands
21 Tussock Grasses(Closed) Saltmarsh

-

22 Tussock Grasses(Open) Urban
23 Tussock Grasses(Sparse) Suburban
24 Tussock Grasses(Scattered)

-

25 Hummock Grasses(Open)
26 Hummock Grasses(Sparse)
27 Alpine(Open)
28 Sedges(Open)
29 Extraction Sites
30 Bare Areas
31 Inland Waterbodies
32 Salt Lakes



림(13.17%)으로 전체의 58.83%의 면적을 차지하였다.

산림지역의 경우, 전체 항목의 50%이상의 매우 큰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분류 항목은 활엽수림, 침엽수

림, 혼효림의 상대적으로 단순한 체계를 지님으로 활용

목적 및 중요도를 검토하여 보다 세분화된 항목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3).

4) 전문가 및 일반 사용자 설문조사

사용자의 활용성에 따른 분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국

내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 및 일반 사용

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경우, 현 41개 세

분류 항목에 대한 삭제(통합) 또는 세분화가 필요한 항

목 등에 대한 총 5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설

문의 대상은 환경부에서 토지피복지도를 사용하는 부

서 담당자, 토지피복지도 구축 경험이 있는 실무자, 자

문위원, 관련 공무원 등 토지피복지도 구축 공정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7개 기관 전문가로 구성하

였다. 일반 사용자 설문 대상은 환경부 토지피복지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계, 연구계, 공무원 등으로 토지

피복지도를 실제 업무 및 연구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사

용자로 서울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전

문가 설문조사 의견은 총 34건으로 종합할 수 있으며,

축소 17건, 재분류 2건, 추가 15건으로 세분화 되었다

(Fig. 1). 축소 의견은 기존의 항목을 통합하여 새로운 항

목을 구성하거나(예: 상업 업무시설과 혼합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통합), 기존항목에 편입시키는 의견(예: 교

육·행정시설을 공공시설에 통합) 등이 제시되었다. 전

체 축소 의견 중 7건은 시가화/건조지역과 관련된 것으

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통합의견이 대다수

를 차지하였다. 재분류와 관련된 의견은 기존 분류항목

의 의미를 축소하여 새로운 항목을 구성하거나, 일부 세

부항목을 기존의 항목으로 이동하는 의견 등(예: 목장

내 초지는 기타 초지로, 목장 내 축사는 축사로 분류)이

제시되었다. 추가 의견 15건은 각 전문가의 업무특성 및

활용도를 반영한 것으로(예: 운동장을 나지형태와 포장

지 형태로 세분화, 하천변 녹지 등 입목바이오매스 속

성 정보 추가 등) 실제 분류항목에 반영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 사용자 설문조사의

견은 총 27건으로 종합할 수 있으며, 축소 17건,재분류 1

건, 추가 9건으로 세분화 되었다(Fig. 1). 축소 의견에는

환경 기초시설, 교육·행정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통

합, 경지정리가 된 밭과 안 된 밭의 통합, 갯벌과 염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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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rea and area ratio according to organization class
세분류(41항목) 면적(km2 ) 면적 비율(%)

단독주거시설 419.98 1.07

공동주거시설 122.93 0.31

공업시설 225.96 0.58

상업·업무시설 323.85 0.82

혼합지역 6.23 0.02

문화·체육·휴양시설 48.60 0.12

공   항 2.46 0.01

항   만 20.49 0.05

철   도 32.94 0.08

도   로 1964.74 5.00

기타 교통·통신시설 20.38 0.05

환경기초시설 31.61 0.08

교육·행정시설 48.45 0.12

기타 공공시설 104.93 0.27

경지정리가 된 논 1814.42 4.62

경지정리가 안 된 논 1601.21 4.08

경지정리가 된 밭 139.22 0.35

경지정리가 안 된 밭 2154.95 5.49

시설재배지 280.97 0.72

과수원 806.91 2.05

목장·양어장 80.27 0.20

기타재배지 67.20 0.17

활엽수림 8626.06 21.96

침엽수림 9296.76 23.66

혼효림 5172.79 13.17

자연초지 1239.69 3.16

골프장 86.10 0.22

묘   지 325.17 0.83

기타 초지 1255.51 3.20

내륙습지 522.50 1.33

갯   벌 59.53 0.15

염   전 6.95 0.02

해   변 26.28 0.07

강기슭 145.25 0.37

암벽·바위 75.30 0.19

채광지역 23.84 0.06

운동장 46.79 0.12

기타 나지 978.13 2.49

하   천 572.40 1.46

호   소 288.62 0.73

해양수 219.81 0.56



통합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체 축소의견 중 7건은

시가화/건조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전문가 의견과 동일

하게 토지이용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통합의견이 대다

수를 차지하였다. 재분류의 경우에는 교통시설 중 건축

물을 다른 분류 체계로 이동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추가 의견에는 도로를 규모/포장에 따라 세분화, 자연

초지의 경우, 야지, 험지, 낮은 초목, 높은 초목으로 세분

류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나, 공통 또는 중복된

의견은 도출되지 않았다. 전문가 설문 결과 세분류 37개

항목, 일반 사용자 설문 결과 세분류 36개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및 일반 사용자 모두 기

존 세분류 체계를 축소하는 의견으로 종합되었다.

전술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기타 교통·통신

시설 및 교육·행정시설의 경우, 전문가 설문에서는 삭

제하는 결과가 제시된 반면, 일반 사용자 설문에서는 그

대로 유지시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경지정리가 된

논과 경지정리가 안 된 논의 경우, 전문가 설문에서는

유지하는 의견을 일반 사용자 설문에서는 통합하는 의

견이 제시되었다. 목장· 양어장의 경우, 전문가 설문

에서는 축사와 양어장으로 재분류 하는 의견이 제시되

었으나, 일반 사용자 설문에서는 축사로 통합하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기타재배지의 경우, 전문가 설문에서는

삭제하는 의견이, 일반 사용자 설문에서는 유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혼효림의 경우, 전문가 설문에서

는 생활권도시림을 추가하는 의견이, 일반 사용자 설

문에서는 유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분류 초지의

경우, 전문가 설문에서는 자연초지, 방목지, 기타 인공

초지로 세분화하는 의견이, 일반 사용자 설문에서는 초

지와 묘지로 분류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 토지피복 분류항목 개선 방향 도출

본 연구에서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시계열 구축

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토지피복 항목을 설정하

기 위하여, 전술된 연구 방안을 검토하여 환경부 세분

류 토지피복지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Table 4). 기존

분류기준 대비 변경된 항목은 상업 업무시설, 혼합지역,

기타 교통·통신시설, 교육·행정시설, 기타 공공시

설, 경지정리가가 된 논, 경지정리가 안된 논, 경지정리

가가 된 밭, 경지정리가 안된 밭, 목장·양어장, 기타 재

배지, 갯벌, 염전, 운동장 등 총 14개 항목이다. 첫째, 상

업·업무시설은 상업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혼합지역, 기타 교통·통신시설은 상업지역으로 항목

을 통합하였다. 혼합지역 및 기타 교통·통신시설의 경

우, 상업지역과의 경계의 모호 및 활용성 저하가 주된

통합 사유이다. 특히 기타 교통시설은 기 구축된 토지

피복지도의 면적비율의 0.05%이하의 항목으로 주기적

갱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

국 LCM 등의 경우 개발지 및 정원 등 도시·시가화 지

역의 구분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있으며, 미국 USGS

NLCD의 경우 토지피복지도가 연차별로 갱신되는 과

정에서 “기타”로 구분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타 유사성

격의 항목으로 통합하는 사례를 반영한 결과이다. 둘째,

기타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교

육·행정시설은 공공시설로 항목을 통합하였다. 교

육·행정시설은 공공시설과 내용적 경계 및 공간적 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b-divided Land Cover Map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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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urvey results on the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targeting the users (experts and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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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vised organization class for Korea land cover map

분류항목 변경 전 분류항목 변경 후 비 고

세분류(41항목) 세분류(33항목)

단독주거시설 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공업시설 공업시설

상업·업무시설 상업·업무시설 지역(항목통합)

혼합지역 (삭제) 상업지역 통합

문화·체육·휴양시설 문화·체육·휴양시설

공 항 공 항

항 만 항 만

철 도 철 도

도 로 도 로

기타 교통·통신시설 (삭제) 상업지역 통합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교육·행정시설 (삭제) 공공시설 통합

기타 공공시설 기타 공공시설(항목통합)

경지정리가 된 논 경지정리가 된 논(항목통합)

경지정리가 안 된 논 (삭제) 논(항목통합)

경지정리가 된 밭 경지정리가 된 밭(항목통합)

경지정리가 안 된 밭 (삭제) 논(항목통합)

시설재배지 시설재배지

과수원 과수원

목장·양어장 목장·양어장 축 사(재분류) 목장·양어장 내 건물은 축사로 재분류

기타재배지 (삭제) 밭 항목 통합

활엽수림 활엽수림

침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혼효림

자연초지 자연초지

골프장 골프장

묘 지 묘 지

기타 초지 기타 초지

내륙습지 내륙습지

갯 벌 갯벌 연안습지(항목통합)

염 전 (삭제) 연안습지 항목 통합

해 변 해 변

강기슭 강기슭

암벽·바위 암벽·바위

채광지역 채광지역

운동장 (삭제) 문화체육, 휴양시설 및 기타나지로 재분류

기타 나지 기타 나지

하 천 하 천

호 소 호 소

해양수 해양수



분이 모호하며, 호주 DLCA, 영국 LCM, 미국 USGS

NLCD, 일본 NLNI 피복 분류체계에서 토지이용 항목

을 최소화 하고 있는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셋째, 기존

경지정리가 된 논과 경지정리가 안 된 논은 논으로 통

합하였다. 경지정리가 된 밭, 경지정리가 안 된 밭, 기타

재배지는 밭으로 항목을 통합하였다. 이는 국내 스마트

팜 분류체계(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에서 해당 항목을 분류하지 않으며, 경지

정리 유/무 구분에 따른 활용성 저하에 따른 것이다. 또

한, 호주 DLCA 등에서는 해당항목을 작물, 당, 벼과 식

물로 구분함으로써 경지정리의 유/무는 반영하고 있지

않은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넷째, 목장·양어장은 축

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항목을 재분류하였다. 이는

축산·낙농 등을 위한 건물 구분은 가능하나, 그 외 시

설물(방목장 등)에 대한 구분은 모호하기 때문이며, 호

주DLCA, 영국 LCM, 미국USGS NLCD, 일본NLNI 피

복 분류체계에서는 토지이용 항목을 최소화 하고 있는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다섯째, 갯벌과 염전은 연안습지

로 항목을 통합하였다. 이는 염전 내 시설물에 대한 구

분은 가능하나, 염전과 갯벌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기존 토지비복지도 면적비율이 0.02%이하인 지역으로

주기적 갱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영국 LCM 등에서 갯벌, 염전 등의 구분 없이

염습지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반영한 것이

다. 여섯째, 운동장 항목을 삭제하고, 문화·체육·휴

양시설과 기타나지로 재분류 하였다. 이는 운동장을 문

화 체육 휴양시설과 구분해야 하는 필요성이 미흡하다

는 설문 의견 및 호주 DLCA, 영국 LCM, 미국 USGS

NLCD, 일본 NLNI 피복 분류체계에서는 해당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사례를 반영한 결과이다.

3. 개선된 토지피복 분류항목의 시범적용

및 비교 분석

1) 연구대상지역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설정된 토지피복 분류

항목을 시범 적용하였으며, 기존 분류체계와 개선안에

따른 토지피복 분류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기본 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0년도에 촬영한

0.25 m 급 항공정사영상이며, 관련 참조자료로는 수치

지형도, 정밀 임상도, 지적도, 행정구역도 등을 사용하

였다. 연구대상지는 시가화 지역, 농경지 등 다양한 지

표특성을 지닌 지형지물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

는 고양시 일산 지역으로 하였으며, 총 분류 대상 면적

은 266.06 km2 이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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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y area, Goyang-s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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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rea and area ratio according to organization class

분류항목 변경 전 분류항목 변경 후

세분류(41항목) 면적(km2) 면적 비율(%) 세분류(33항목) 면적(km2) 면적 비율(%)

단독주거시설 3.66 1.37 단독주거시설 3.66 1.37

공동주거시설 2.95 1.11 공동주거시설 2.95 1.11

공업시설 2.22 0.83 공업시설 2.22 0.83

상업·업무시설 7.78 2.92 상업지역 7.90 2.97

혼합지역 0.07 0.03 - - -

문화·체육·휴양시설 0.95 0.36 문화·체육·휴양시설 1.84 0.69

공 항 0 0 공   항 0 0.00

항 만 0 0 항   만 0 0.00

철 도 0.93 0.35 철   도 0.93 0.35

도 로 35.72 13.43 도   로 35.72 13.43

기타 교통·통신시설 0.05 0.02 - - -

환경기초시설 0.31 0.12 환경기초시설 0.31 0.12

교육·행정시설 0.66 0.25 - - -

기타 공공시설 1.08 0.41 공공시설 1.74 0.65

경지정리가 된 논 9.54 3.59 논 15.41 5.79

경지정리가 안 된 논 5.87 2.21 - - -

경지정리가 된 밭 3.99 1.50 밭 25.94 9.75

경지정리가 안 된 밭 19.18 7.21 - - -

시설재배지 10.57 3.97 시설재배지 10.57 3.97

과수원 0.80 0.30 과수원 0.80 0.30

목장·양어장 0.68 0.25 축   사 0.68 0.25

기타재배지 2.77 1.04 - - -

활엽수림 58.23 21.89 활엽수림 58.23 21.89

침엽수림 12.84 4.83 침엽수림 12.84 4.83

혼효림 12.90 4.85 혼효림 12.90 4.85

자연초지 1.76 0.66 자연초지 1.76 0.66

골프장 1.44 0.54 골프장 1.44 0.54

묘 지 3.21 1.21 묘   지 3.21 1.21

기타 초지 24.45 9.19 기타 초지 24.45 9.19

내륙습지 5.00 1.88 내륙습지 5.00 1.88

갯 벌 0 0 연안습지 0 0.00

염 전 0 0 - - -

해 변 0 0 해    변 0 0.00

강기슭 0.35 0.13 강기슭 0.35 0.13

암벽·바위 1.90 0.72 암벽·바위 1.90 0.72

채광지역 0.04 0.02 채광지역 0.04 0.02

운동장 0.89 0.33 - - 0.00

기타 나지 16.14 6.07 기타 나지 16.14 6.07

하 천 16.61 6.24 하   천 16.61 6.24

호 소 0.52 0.19 호   소 0.52 0.19

해양수 0 0 해양수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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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nd cover map, Goyang-si, Korea, (a) Organization class, (b) revised Organization class.



2) 고양시 토지피복지도 구축

해당 연구지역을 기존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분류

하면, 시가화/건조지역(21.52%), 농업지역(20.07%), 산

림지역(26.71%), 초지(16.45%), 초지(16.45%), 연안습지

(1.88%), 수역(6.44%)의 면적비율로 분류되었다. 즉, 시

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은 20% 이상의 상

대적으로 균등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연안습지 및 수역

은 10% 미만의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남한

전체의 분포비율을 고려할 때, 연안습지 및 수역 지역

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시가화/건조지역, 농

업지역, 산림지역이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음을 고려할 때, 연구 대상지역으로써의 보편성을 충분

히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상연구지역에서 분류항목 변경 후, 5%이상의 면

적비율을 지니는 항목은 총 7개 항목으로 도로(13.43%),

논 (8.79%), 밭 (9.75%), 활엽수림 (21.89%), 기타초지

(9.19%), 기타나지(6.07%), 하천(6.24%)가 해당된다. 특

히, 활엽수림의 면적비율은 21.89%로 전체 분류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중분류 산림지역으로 구

분되는 침엽수림(4.83%), 혼효림(4.85%)과 비교하여 5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도로의 면적비율은

13.43%로 대분류 시가화/건조지역에 포함되는 단독주

거시설(1.37%), 공동주거시설(1.11%), 공업시설(0.83%),

상업지역 (2.97%), 문화체육휴양시설 (0.69%), 철도

(0.35%), 환경기초시설(0.12%), 공공시설(0.65%)와 비교

하여, 최대 20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1%

이하의 면적비율을 지니는 항목은 총 11개 항목으로 철

도(0.35%), 환경기초시설(0.12%), 공공시설(0.65%), 과수

원(0.30%), 축사(0.25%), 자연초지(0.66%), 골프장(0.54%),

강기슭(0.13%), 암벽바위(0.72%), 채광지역(0.02%), 호소

(0.19%)가 해당된다.

개선된 분류 항목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기존

41개 분류 체계와 개선된 33개 분류체계에 따른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하였다. 기존 41개 분류체계 중 연

구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7개 항목, 공항, 항만, 갯

벌, 염전, 해변, 해양수는 제외 되었다. 즉, 기존 분류체

계에 따라 34개 항목, 개선된 분류체계에 따라 28개 항

목이 분류되었다. Fig. 3(a)는 기존 분류체계와 개선된 분

류체계에 따른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나타내며, Fig.

3(b)는 개선된 분류체계를 반영한 것이다. Table 5는 각

분류항목에 대한 면적 및 비율을 나타낸다. 분류항목 변

경 후, 면적 및 면적 비율이 변화된 항목은 문화·체

육·휴양시설, 상업지역, 논 및 밭의 총 4개이다. 문

화·체육·휴양시설의 경우, 기존의 0.95 km2(전체 면

적 대비 0.36%)에서 항목 변경 후 1.84 km2(전체 면적 대

비 0.69%)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상업지역의 경우,

기존 상업·업무시설, 혼합지역, 기타 교통·통신시설

이 통합되어, 기존 7.78 km2에서 7.90 km2으로 전체 면적

대비는 2.92%에서 2.97%로 약 0.05% 증가되었다. 공공

시설의 경우, 교육·행정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이 통합

되어 기존 1.08 km2에서 1.74 km2으로 전체 면적 대비는

0.41%에서 0.65%로 0.25% 증가되었다. 전체 변경 항목

중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 항목은 논과 밭 항목으로 경

지정리가 된 논 및 경지정리가 안 된 논의 경우 각각

3.59% 및 2.20%에서 논으로 통합되어 5.79%의 면적비

율을 차지하였으며, 경지정리가 된 밭, 경지정리가 안

된 밭 및 기타재배지는 각각 3.59%, 2.20% 및 1.04%에서

밭으로 통합되어 9.75%의 면적비율을 차지하였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환경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분

류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개선된 분류체

계에 따라 고양시 일산 지역에 대한 세분류 토지피복지

도를 시범 제작하였다. 개선안 도출을 위하여 해외사례

분석, 기존 토지피복분류 체계에 따른 면적비율 분석 및

전문가 및 일반 사용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외

사례 분석은 호주DLCA, 영국 LCM, 미국USGS NLCD,

일본 NLNI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용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세분류 분류체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세분류 분류체계에 대한 국내 사용자 설

문조사는 총 20개 기관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및 유선

면접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서울 등 8개 권역에 대

하여 기존 토지피복분류 체계의 항목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비율과 유사성, 또는 재분류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

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기존 41개 세분류 항목을 33개 항목으로

통합 및 재분류하는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기존 분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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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대비 변경된 항목은 상업지역, 공공시설, 논, 밭, 축

사, 연안습지의 총 7개 항목이다. 또한, 설정된 토지피복

분류항목을 고양시 일산지역에 시범 적용하였으며, 기

존 분류체계와 개선안에 따른 토지피복 분류 결과를 비

교하였다. 시범지역 적용 결과 문화·체육·휴양시설

이 약 2배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시계열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구

축을 위한 공정 효율화”의 의미와, “사용자 입장의 활용

편의를 고려한 분류체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개선안

도출의 가치를 둔다. 현재로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현

재의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구축에 직접 반영하기 보다

는, 향후 전국단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주기적 갱신

과 사용자의 활용확대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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