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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 활동에 의한 도시의 토지이용변화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토지이용

변화 패턴을 파악하고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하

지만, 토지이용변화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모의하기 어렵다. 셀룰러오

토마타 모형은 도시토지이용변화에 널리 사용되는 모형으로, 격자기반의 변화를 모의한다. 하지만, 

격자기반의 모의는 실제 토지이용변화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토지이용의 파편화가 나타나는 한

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작된 객체기반 셀룰러오토마타모형은 토지패치 객체별 

변화를 모의한다. 본 연구는 하남시를 대상으로 객체기반 토지이용변화 모형을 제작하여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였다. 제작된 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성능지수는 24.1%로 평가되었다. 

기준시나리오를 적용한 2038년의 토지이용변화 모의결과, 시가지는 16.4% 감소한 반면, 농경지

는 9.0% 증가하였고, 초지는 19.3% 증가하였다. 개발시나리오의 경우 시가지는 22.4% 증가하였

고, 농경지는 26.1% 감소한 반면, 산림과 초지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전시나리오의 경

우 시가지는 29.5%, 농경지는 8.8%감소하였고, 산림과 초지는 각각 6%, 42.8% 증가하였다. 본 

모형은 실제 도시 토지이용변화를 효과적으로 모의하여 공간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로 사용

될 수 있다.

주요어 : 도시화, 토지이용변화, 객체기반모형, 셀룰러오토마타, 시나리오

ABSTRACT
Urban land use changes by human activities affect spatial configuration of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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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ir surrounding ecosystems. Although it is necessary to identify patterns of urban 
land use changes and to simulate future changes for sustainable urban management, 
simulation of land use changes is still challenging due to their uncertainty and 
complexity. Cellular automata model is widely used to simulate urban land use changes 
based on cell-based approaches. However, cell-based models can not reflect features of 
actual land use changes and tend to simulate fragmented patterns. To solve these 
problems, object-based cellular automata models are developed, which simulate land use 
changes by land patches. This study simulate future land use changes in Hanam city 
using an object-based cellular automata model. Figure of merit of the model is 24.1%, 
which assess accuracy of the simulation results. When a baseline scenario was applied, 
urban decreased by 16.4% while agriculture land increased by 9.0% and grass increased 
by 19.3% in a simulation result of 2038 years. In an urban development scenario, urban 
increased by 22.4% and agriculture land decreased by 26.1% while forest and grass did 
not have significant changes. In a natural conservation scenario, urban decreased by 
29.5% and agriculture land decreased by 8.8% while each forest and grass increased by 
6% and 42.8%. The model can be useful to simulate realistic urban land use change 
effectively, and then, applied as a decision support tool for spatial planning.

KEYWORDS : Urbanization, Land use change, Object-based model, Cellular automata, 
Scenarios

서  론
토지이용변화는 자연생태계의 상태를 직접적

으로 변화시켜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의 공급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Lawler et al., 
2014). 특히 도시화 현상은 도시 및 주변부의 

토지이용변화를 발생시켜 자연생태계를 도시생

태계로 변화시키고 주변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다. 도시지역의 토지이용변화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는 

것은 환경 및 공간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보호 및 

개발지역의 설정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지원도

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변화현상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모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간모형에 기반한 토지이용변화모형은 토지

이용변화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파악하는데 용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토지이용

변화모형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다. 셀룰러

오토마타(Cellular Automata: CA), 행위자기반

모형(Agent-based model), 마르코프체인

(Markov-chain) 모형,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

형 등이 대표적인 토지이용변화모형으로 개발되

어 왔다. 특히, 셀룰러오토마타모형은 대표적인 

공간변화모형으로서 공간변화를 개체기반의 격

자단위로 추정하여, 도시성장과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Cho, 2008; 

Santé et al., 2010). 특히 셀룰러오토마타모형

을 이용한 도시토지이용변화는 모형의 투명성과 

명료성을 가지고 있으며, GIS와 쉽게 통합될 수 

있기에 고해상도 공간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Santé et al., 2010). 그중에서도 로지

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한 셀룰러오토마타모형은 

격자기반의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변화요인들과 

인접격자들의 상태들을 고려하여 미래의 토지이

용변화를 예측하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

만, 셀룰러오토마타모형은 토지이용변화의 정책 

혹은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

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르코프체인과 결합

된 셀룰러오토마타모형(Verburg et al., 2002), 

그리고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형과 결합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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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Han et al., 2009)이 개발되어 토지이용

변화의 공간패턴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인 요인들도 반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셀룰러오토마타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Lee et al.(2004)은 fuzzy함수에 

기반한 전이규칙을 설정하여 김해시의 도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였다. 

Choi and Yim(2004)은 개발밀도를 고려하는 

도시성장모형을 반영하는 셀룰러오토마타 모형

을 개발하여 서울대도시권의 토지이용변화를 모

의하였다. Cho(2008)는 도시지역의 개발밀도를 

고려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

를 반영한 셀룰러오토마타 모형을 개발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CLUE와 SLEUTH모형과 같은 

범용 셀룰러오토마타 모형을 이용하여 시나리오

별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였다. Park 

and Ha(2013)는 기후변화 RCP 8.5시나리오를 

SLEUTH모형에 적용하여 청주시의 토지이용변

화를 모의하였다. Kim et al.(2015)은 IPCC의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토지이용변화 시

나리오를 개발하고, CLUE 모형을 이용하여 미

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였다. Lee et al. 
(2016)은 도시성장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우리

나라 전체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셀룰러오토마타 모형에서 격

자기반의 모의과정을 통해서 실제의 토지이용변

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개발과 시나리오적용

을 시도해 왔다(Meetemeyer et al., 2013). 하

지만, 셀룰러오토마타 모형들은 격자기반의 변

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토지이용변화가 함께 진

행되는 동일한 격자들로 이뤄진 패치(patch) 혹

은 객체(object)기반의 토지피복변화를 반영하

기 어렵고(Li et al., 2014), 그로 인해 패치별

로 제작된 국내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토지

이용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나타난다. 특

히, 도시지역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토지이용 변화의 공간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Moghadam et al., 2018), 자료의 해

상도가 높고 공간적 범위가 작을 경우에 토지이

용이 파편화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Wang 

and Marceau, 2013). 

전통적인 셀룰러오토마타 모형이 현실적인 토

지이용을 모의하는데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객체기반의 모형을 개발하여 토지패치 혹

은 필지별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는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Wang and Marceau, 2013). Landis 

(1994)는 환경, 시장, 정책요소들을 통합하여 

구분된 폴리곤 단위별로 토지이용 변화를 모의

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Torrens and Benson 

(2005)은 셀룰러오토마타와 행위자기반모형을 

통합하여 빌딩, 도로, 공원과 같은 다양한 객체

단위에서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는 모형을 개발

하였다. Stevens et al.(2007)은 지적도상의 

필지단위별로 전이확률과 규칙을 적용하여 토지

이용변화를 모의하는 객체기반모형을 개발하였

다. 최근에는 모의단위가 되는 객체들의 크기들

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분할 및 통합하여 새로

운 객체로 만들어 토지이용의 복잡성과 현실적

인 측면을 강조하는 모형들도 개발되고 있다. 

Wang and Marceau(2013)은 고해상도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을 모의할 수 있는 객체기반 셀

룰러오토마타 모형을 개발하였다. Meentemeyer 

et al.(2013)은 패치성장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도시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는 셀룰러오토마타 

모형을 개발하였다. Chen et al.(2014)은 도시

패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도시화가 나타

나는 지역들을 토지이용변화를 다양하게 모의할 

수 있는 객체기반모형을 개발하였다. Moghadam 

et al.(2018)은 도시모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기 위해 도시패치의 성장을 반영하는 공간제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객체기반모형을 개발하였다. 

해외에서 객체기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려

는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하였지만, 국내에서 이

를 적용한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고

해상도영상자료에 통해서 패치단위로 제작되는 

토지피복도와 다양한 공간정보들을 활용하여 미

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객체기

반의 토지이용변화모형의 개발 과 적용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도시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기 

위해서 객체기반 셀룰러오토마타 모형을 개발하

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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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도시 토지이용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는 미래

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여 정책방향별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지역

1989년에 시로 승격된 하남시는 서울이 인접

한 지리적 접근성과 교통의 편리함으로 성장의 

잠재력이 높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다양

한 환경규제로 인해서 도시성장이 더디게 진행

되었다. 하남시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

여있기 때문에 하남시의 도시성장은 기존시가지

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남시는 이러한 특징

으로 인하여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이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서울 위성도시의 장

점을 이용하여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스

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

역과 관련된 이슈들을 반영하여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는 것은 지역의 개발 및 보전정책을 수립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에 연구지역으로 선정하

였다. 

2.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
시나리오의 개발과 적용은 토지이용변화모형

에서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는데 널리 

사용되는데, 시나리오는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

한 대안의 효과를 제시하고, 불확실성을 파악하

여 의사결정과정에 기여한다(Verburg et al., 
2006).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는 실제의 정책

의 방향성을 반영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미래의 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

어야 한다. 하남시는 전체면적의 77%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토지이용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대한 수요가 높다 

(Byun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성장과 녹지증대시나리오를 고려한 개발 및 보

전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기존의 토지이용변

화모형결과와 비교하여 정책시나리오에 의한 토

지이용변화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토지이용 변화시나리오는 미래의 행동이 수행

되거나 제약되는 조건을 규칙화하는 If-then 

규칙을 이용하여 구현된다(Alcamo et al., 
2008). 도시개발 시나리오는 하남시의 도시개

발이 계속되면서 도시지역이 성장하는 시나리오

를 반영하였다. 개발 시나리오에서는 시가지가 

식생피복(초지, 산림, 농경지)으로 변화되지 않

는 규칙을 적용하여 시가지는 유지, 나대지로의 

변화만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개발

제한 시나리오는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고 녹지 

확충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설정

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나대지를 녹지로 변화시키는 도시녹지화 

정책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산림이 다른 피복

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새로운 나

대지는 다음 모의과정에서 산림이나 초지 중에

서 변화확률이 높은 피복으로 바뀌는 것을 규칙

으로 설정하였다(표 1). 

Scenario Feature IF-THEN rule

Current change
(Baseline)

- Follow current land use change patterns No rules

Urban
development
(Scenario 1)

- Urban growth due to development plans
- Conversion of urban green spaces is not occurred in urban 

areas

① (IF) Urban → (THEN) No change to 
agriculture, forest, grass

Natural
conservation
(Scenario 2)

- Natural land covers within greenbelt are not converted to 
other covers

- Barren areas are converted to natural land covers

① (IF) Forest and grass in greenbelt → 
(THEN) No change

② (IF) New barren → (THEN) Change to 
forest and grass

TABLE 1. Spatial allocation of scenario using IF-THE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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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변화모형
환경부 토지피복도는 위성영상자료와 함께 기

존의 공간자료의 적용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객

체기반의 토지이용현황을 제공한다. 2000년부

터 제작된 중분류 토지피복도는 2007년, 2009

년, 2013년에 갱신되면서 시계열적인 토지이용

변화를 파악하기 용이하여 토지이용변화모형 개

발에 활용하기 적절하다. 본 연구는 위성영상의 

촬영 및 피복도 제작주기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

하여 2007년과 2013년을 기준으로 제작된 환

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객체기반 

토지이용변화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구동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분류로 제작된 피복유형

을 대분류로 전환하여, 주요 5개 토지이용형태

(시가지, 농경지, 산림, 초지, 나지)의 변화를 모

의하는 객체기반 셀룰러오토마타모형을 개발하

였다. 

모형을 개발하기에 앞서 토지피복을 동일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도시공원 지역들을 재분류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2007년 토지피복도에서는 문화, 체육, 휴양지역

으로 구분되어 시가화·건조지역에 포함되지만, 

2013년 토지피복도에서는 초지와 산림으로 분

류된다. 이는 현재의 토지이용변화 패턴을 기반

으로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는 과정에서 

시가지가 초지와 산림으로 변하는 확률을 과대 

추정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용도구역도를 이용하여 추출된 도시공원지역

들을 초지로 변환시켜 2007년 토지피복도를 수

정하였다.

셀룰러오토마타 기반의 토지이용변화모형은 

해당 격자 고유의 변화확률, 주변부 토지이용밀

도, 토지이용 제한요인을 종합하여 토지이용변

화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변화

를 모의한다. 셀룰러오토마타 모형에서는 개별

격자들이 특정시점(t)의 토지피복 i가 j로 변화

될 확률(
 )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의 식이 

이용된다(White and Engelen, 1993; Wu, 

2002; Feng et al., 2011).


  × ××        (1)

는 격자 고유의 변화확률로 토지피복변

화가 해당지점의 환경변수들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로

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하남시의 자연환경

요인, 거리요인, 사회경제요인으로 구분된 환경

변수들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격

자 고유의 변화확률을 산정하였다. 자연환경요

인인 고도와 경사는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되는 

변화요인으로 연구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을 반영

한다. 고도와 경사는 30m격자크기의 DEM 

(Digital Elevation Model)에서 추출된 값을 이

용하였다. 거리요인은 도로부터의 거리, 하천으

로부터의 거리, 서울로부터의 거리로서, 특정 요

인들에 대한 물리적인 거리를 반영하였다. 이들

은 ArcGIS의 spatial analyst 툴을 이용하여 

해당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추출되었다. 사회경제요인으로 인구요인을 설정

하여, 하남시 인구의 공간분포를 100m 격자로 

변환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환경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Type Variable Range

Topographic
Elevation 0 ~ 651 (m)

Slope 0 ~ 46.37 (°)

Distance

Distance to road 0 ~ 2296 (m)

Distance to stream 0 ~ 3565 (m)

Distance to Seoul 0 ~ 9666 (m)

Social Population 0 ~ 5977 (명)

TABLE 2. Input variables to calculate local 

transitional probability

는 인접격자들의 토지이용변화를 반영

한 값으로 해당피복단위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특정피복의 집중도를 반영하여 산정하

였다. 특정한 토지이용의 집중도는 누적인자

(enrichment factor)의 값을 적용하여, 해당 객

체의 주변부에 특정피복이 연구대상지역전체의 

분포와 비교하여 집중된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

가한다(Verburg et al., 2004). 누적인자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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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Verburg et al.(2004)이 제안한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2)

는 격자크기(d)를 반영한 셀(i)의 특정

피복(k)에 대한 누적인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격자크기내의 특정격자(ni)의 전체 이웃격자 수

(nd,i) 대비 토지피복(k)의 격자수(nk,d,i)의 값을 

전체격자의 수(N)대비 특정피복전체의 격자수

(Nk)의 비율로 나눈 값이다. 이는 간략히 전체

토지피복분포를 기준으로 일정격자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특정피복도의 상대적집중도를 의미한

다. 많은 모형들이 주변부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Moore Neighborhood범위를 주변범위

로 설정하고 있다(Liu et al., 2008; Feng et 
al., 2011; Liao et al., 2016).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모형의 편의성과 구동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Liu et al.(2008)에서 설정한 Circular 

Neighborhood의 값을 이용하여 토지집중도를 

계산하였다. 

은 토지이용변화 제한요인으로서 특정

조건 혹은 임계점을 값을 이용하여 토지이용변

화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보존지역에서 

시가지로의 변화 억제와 같은 제약요건으로 설

정되며 특정한 피복변화가 불가능한 경우에 0으

로, 가능한 경우에 1의 값을 가진다(Feng et 
al., 2011; Liao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을 으로 설정하여, 생

태자연도 1등급지역 격자가 30% 이상을 차지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중분류 상 도로와 교

통시설로 분류되는 셀들은 다른 피복으로 변하

지 않고 피복이 유지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은 확률교란(stochastic disturbance)을 

의미하는 랜덤확률로서 모형내부의 변수에 포함

되지는 않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운 변수들의 영

향을 반영한다(Cho, 2008). 이 과정에서는 와

이블분포(Weibull distribution)를 반영하는 함

수식으로 산정된 값을 모형의 교정과정에서 토

지이용변화가 발생하는 임계점의 값을 설정하여 

확률교란을 평가한다(Fe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도 모형의 교정과정에서 각 토지피복별 

확률교란 값을 적용하여 각 피복 별 변화확률의 

최댓값이 1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개별적으로 계산된 셀 단위의 전이확률은 객

체별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기 위해 객체 단위

별 전이확률로 전환된다. 객체별 전이확률은 객

체 패치 내부의 중심 셀의 전이확률을 객체의 

전이확률로 이용하거나(Lu et al., 2015), 개별 

셀들의 전이확률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산정된다

(Li et al., 2017). 또는 앞서 기술한 셀의 전이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을 객체단위로 동일하게 

수행하여 객체별 전이확률이 계산되기도 한다

(Yao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객

체패치를 구성하는 개별 격자들의 전이확률 평

균값을 해당 객체의 전이확률 평균값으로 산정

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

의하였다. 

계산된 피복변화확률계산식을 바탕으로 객체

기반 토지이용 변화를 모의하기 위해 NetLogo 

5.3.1 소프트웨어(Wilensky, 1999)를 이용하

여 격자기반의 셀룰러오토마타모형을 구현하였

다. NetLogo는 자체 그래픽인터페이스를 통해

서 모형의 결과물의 공간분포를 시각적으로 구

현할 수 있고, 모형의 구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셀룰러오토마타와 행위자기반의 토지이용변화모

형 제작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

행된 모형개발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4. 모형의 검증
모형의 결과물은 토지이용변화현상이 가지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현실세계의 토지

이용변화를 평가하기 전에 모형결과물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van Vilet et al., 2016; Kim 

et al., 2017). 대부분의 토지이용변화모형의 검

증은 모의된 토지피복도를 동일한 시기의 실제

의 토지피복도와 비교하여 제안된 모형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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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예측정확도를 통해서 실제의 토피복도와 

유사한 정도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2007년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2013년의 토지피복변화

를 모의한 후 2013년 실제토지피복도와 비교하

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7년의 토지피복

도는 토지피복분류 기준을 2013년에 맞게 재분류

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정확도를 검정하기에 적절

하다. 3지도 비교법(three map comparison)은 

두시기의 지도를 중첩시켜서 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레퍼런스로 사용되는 두 시

기(모형구동시점과 예측시기의)의 실제 토지피

복도와 예측된 토지피복도를 비교하고, 2가지의 

모형일치 항목과 3가지의 오류항목을 구분하여 모

형의 정확도를 평가한다(Pontius et al., 2008). 

모형일치항목은 변화가 없는 지점들(일치1)과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일치2)들이 정확하게 모

의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오류항목은 실제토지와 

모의결과가 불일치하는 항목들로 변화가 없는 

지점을 변화로 모의하거나(오류1), 변화가 발생

한 지점을 변화가 없는 지역으로 모의하거나(오

류2),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잘못된 피복유형으

로 모의된(오류3) 경우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레퍼런스1은 2007년, 레퍼런스2는 2013년도의 

토지피복도로 설정한 후, 2007년과 2013년의 

토지이용변화양상을 2013년 모의피복도와 비교

하여 실제변화지역과 모형의 예측변화지역의 일

치여부를 비교하였다. 

토지이용변화모형의 정확도는 성능지수(Figure 

of merit)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

하다. 성능지수는 예측된 토지피복도와 실제의 

토지피복도를 비교하여 토지이용변화모형의 예

측정확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0%~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성능지수가 높을수록 모형의 정확

도도 높아진다(Pontius et al., 2008). 성능지

FIGURE 1. Framework of an object-based cellular automata land use change model develop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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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성능지수 = B / (A + B + C + D)    (3)

B는 3지도 비교법에서 변화가 발생한 지점이 

정확하게 모의된“일치1”을 의미한다. A, C, 

D는 토지이용변화모형이 모의하는 변화와 실제

의 토지이용을 비교하여 나타나는 오류들을 의

미한다. A는 피복변화가 발생한 셀이 변화가 없

는 셀로 모의된“오류1”이며, C는 모형에서 변

화된 피복의 유형이 다르게 모의되는“오류3”

이며, D는 피복변화가 없는 셀이 변화된 것으로 

모의된 경우에 나타나는“오류2”를 의미한다

(Pontius et al., 2008). 3지도 비교법을 이용

하여 토지이용변화모형의 모의결과들을 피복별

로 비교된 결과를 가지고 성능지수 값을 계산하

여 모형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모형 검증과 성능평가

3지도 비교법을 이용하여 2013년 토지피복

도와 모형의 모의결과를 검정하고, 성능지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표 3). 모형과 실제의 

토지피복에서 모두 변화가 없는 지점들은 전체

피복의 72.3%를 차지하며, 변화가 정확하게 모

의된 지점들은 전체피복의 6.7%를 차지하였다. 

변화가 없는 지점을 변화로 모의한 오류1은 

8.1%, 변화가 있는 지점들을 변화가 없는 지점

으로 모의한 오류2는 10.4%, 모의지역이 실제

와 다른 피복으로 모의된 오류3은 2.6%로 나타

났다. 모형전체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성능지수

는 24.1%로 계산되었다. 전체적으로 오류2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실제의 토지이용변

화보다 과소 모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피복별로 비교하면 54.0%의 성능지수 

값을 가지는 나지의 모의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나지의 경우 토지이용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일치1의 비율은 1.9%인 반면, 다른 피복

으로 변하는 일치2의 값이 53.0%로 다른 피복

으로의 모의결과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시

가지, 초지, 농지는 전체모형의 정확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모형의 오류특성은 각각 다르게 나

타났다. 시가지는 변화가 없는 지역을 변화로 

모의하는 오류1이 19.7%로 높은 반면, 농경지

와 산림은 변화지역을 과소 추정하는 오류2가 

각각 13.4%와 19.2%로 높게 나타났다. 산림은 

일치1이 91.3%로 가장 변화가 적게 나타나는 

피복이지만, 모형에서 일치2가 1.1%에 불과하

여 성능지수가 12.2%로 가장 낮았다. 산림도 

다른 피복들과 마찬가지로 변화지역을 과소 추

정하는 오류2가 4.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격자기반의 토지이용변화 모형과 비교한 

결과, 객체기반 모형에서는 현재 토지객체 단위

의 모의과정을 통해서 실제 구역단위의 토지이

용모의가 가능하면서 토지이용이 파편화되는 문

제가 감소하였다(그림 2). 기존의 셀룰러오토마

타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한 2023년의 토지이용

(그림 2(B)) 결과에서는 시가지가 주로 위치한 

지역에서 나지가 증가하는 현상이 파편화되면서 

Land cover
Agree 1

(A=B=C)
Agree 2

(A≠B=C)
Error 1

(A=B≠C)
Error 2

(A=C≠B)
Error 3

(A≠B≠C)
Figure of merit 

(%)

Urban 48.6% 11.6% 19.7% 15.3% 4.8% 22.6

Agriculture 56.9% 8.7% 2.4% 13.4% 0.5% 20.2

Forest 91.3% 1.1% 2.5% 4.5% 0.6% 12.2

Grass 57.9% 10.9% 5.7% 19.2% 6.3% 25.9

Barren 1.9% 53.0% 7.3% 26.2% 11.6% 54.0

Total 72.3% 6.7% 8.1% 10.4% 2.6% 24.1

TABLE 3. Validation results of land use change simulation using three map comparison 

and figure of merit (A=Actual land use in 2007year, B=Actual land use in 

2013year, C=Simulated land use in 2013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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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또한 일부 시가지의 격자사이에서 농

업피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달리 객체기반 

모형을 이용한 2023년의 토지이용(그림 2(C))에

서는 토지이용변화 파편화가 나타나지 않고, 객체 

단위를 기준으로 토지이용변화가 모의되었다. 

2. 하남시 토지이용변화 모의결과
검증과 보정을 완료한 객체기반 모형을 이용

하여 2038년까지의 하남시의 토지이용변화를 

100차례 모의한 결과들의 평균값을 미래의 가

능한 토지이용변화로 파악하였다(표 4, 그림 

3). 현재의 토지이용변화패턴을 반영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하남시의 시가지와 산림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였으며, 농지, 초지, 나지는 증가하

였다. 하남시의 시가지는 2013년 대비 16.4% 

감소하는데, 모의초기에는 감소폭이 크다가 시

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었다. 산림

은 2%가 감소한 반면, 농경지는 9%가 증가하

였다. 초지와 나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모

든 토지피복변화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폭이 

줄어드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개발과 보전시나리오를 반영한 토지이용변화 

모의결과는 기준시나리오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

다(그림 3). 개발시나리오를 반영할 경우, 기준

시나리오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시가지는 

22.4%만큼 증가하는 반면 농경지는 26.1%가 

감소하였다. 산림의 감소폭은 기준시나리오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지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지는 기준시나리오와 유사

하게 75%만큼 증가하였다. 보전시나리오의 경

우 2038년 시가지는 29.5%가 감소하여 기준시

나리오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기준시나

FIGURE 2. Comparison of current land use maps on 2013 years (A) with simulated results of 

cell-based (B) and object-based (C) cellular automata model   

Land cover 2007year 2013year
2038year
(Baseline)

2038year
(Development)

2038year
(Conservation)

Urban 18.59 16.08 13.44 19.70 11.34

Agriculture 12.60 15.02 16.37 11.09 13.70

Forest 46.44 46.03 45.13 44.92 48.81

Grass 4.29 6.32 7.55 6.74 9.03

Barren 2.71 1.33 2.30 2.34 1.92

TABLE 4. Mean simulation results of land use changes according to scenario types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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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와 개발시나리오에서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

던 농경지는 시가지와 마찬가지로 감소하였으나

(8.8%), 감소폭은 시가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녹지증대 및 보전정책의 효과로 인하

여 산림은 6% 증가하고, 초지는 42.8%로 증가

하였다. 반면 나지는 기준 및 개발시나리오보다 

FIGURE 3. Mean simulation results of land use changes by scenario types (error bars indicate 

gaps between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simulation results)  



Simulation of land use changes in Hanam city using an object-based cellular automata model212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토지이용변화 모의시뮬레이션 결과 중에

서 평균값에 가까운 결과들의 지도의 비교에서 

2038년의 토지이용변화 모의결과에서는 토지피

복들이 공간적으로 집적되는 형태로 변화가 나

타났다(그림 4). 시가지의 확장은 도로축을 따

라서 진행되는데, 개발시나리오(4(C))에서는 기

존의 시가지들이 유지되면서 도로망을 따라서 

시가지가 확장되었다. 보전시나리오의 경우 서

울과 인접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하남시 

남서부지역에서 산림이 증가하고 시가지와 농경

지가 감소하는 반면, 북부지역은 기준시나리오

와 유사하게 시가지, 나대지, 초지와 농경지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객체기반의 셀룰러오토마타 모

형을 개발하고 하남시를 대상으로 모형의 정확

도를 평가하고,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

였다. 제작한 객체기반의 셀룰러오토마타 모형

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성능지수의 값은 24.1%

로 나타났다. 이는 Pontius et al.(2008)의 검

증한 토지이용 변화모형들의 중간 값인 20% 수

FIGURE 4. Simulation result of land use change using an object-based 

cellular automat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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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다 높다. 국내에서 성능지수를 적용한 연구

에서 Kim(2015)은 적용되는 토지이용 변화모

형과 연구대상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나타

남을 보여준다. GEOMOD 모형은 성능지수가 

26.5%와 29.5%로 모형의 정확도가 높고 지역

별 편차가 작은 반면, GEB모형은 성능지수가 

30.16%와 9.68%로 모형의 정확도의 편차가 

나타났다. GEOMOD 모형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변화를 모의한 Kim(2010)의 성능지수는 6.57 

~8.0%로 낮게 나타났다. 다른 객체기반 모형과 

비교해보면, Chen et al.(2014)과 Moghadam 

et al.(2018)의 연구의 객체기반모형의 성능지

수는 각각 16.8%와 23.4%로 나타났다. 본 모

형의 정확도는 다른 객체기반모형들과 비슷하

고, 실제토지이용변화보다 과소 추정되는 경향

도 유사하게나타났다.

토지이용변화를 살펴보면 시가지와 농경지에

서 변화가 모의시점과 시나리오에 따라서 큰 차

이를 보인다. 이는 하남시의 주된 토지이용의 

변화가 시가지와 농경지 사이에서 나타남을 보

여준다. 도로와 하천을 따라서 진행되는 토지이

용변화에서 주된 피복인 시가지와 농경지에서 

시기별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입력 자료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2007년 토지피복도에서 농

경지와 시가지가 군집되어 분포하는 특성을 보

이지만, 2013년에는 군집경향이 약해지고, 시가

지와 농경지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 모형에서도 이러한 변화특성

이 반영되어 시가지와 농경지의 변화가 큰 폭으

로 나타났다. 

객체기반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토지이

용변화를 모의하는데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현재의 토지객체 단

위별로 모의가 되며 토지객체의 병합과 분할과

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가 

확장되는 시점에는 토지이용이 복잡해지면서 기

존 객체패치들이 분할되거나, moving window

를 이용한 패치들이 통합되는 객체기반 토지이

용변화모형에 반영되기도 한다(Antrop, 2004; 

Chen et al., 2014; Yao et al., 2017). 이는 

향후 다양한 알고리즘과 객체별 전이규칙을 세

우는 과정에서 최적의 토지이용을 위한 패치 분

할과 병합과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

요하다. 또한 시가지와 산림과 같이 토지이용계

획상에서 중요한 피복의 정확도가 전체모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남시의 경우 토지피복도상에서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시가지가 감소하면서, 전체 모

형에서도 시가지가 감소하였다. 하남시의 경우 

2010년도 이전에는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었지

만, 2012년도 이후에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과 

신도시개발로 도시지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최근의 토지이용변화 패턴을 반영하는 토지피복

도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변화를 모의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향후 변수선택과 모형설

계 과정이 모형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모형의 활용성이 증대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

와 격자기반의 셀룰러오토마타모형을 이용하여 

하남시의 도시성장과 녹지변화패턴을 모의하였

다.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기 위한 모형

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서 미래에 실현가능한 

정책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정책방향별 토지이용

변화를 모의하였다. 실제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

기에 앞서 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나지

변화의 모형정확도가 높게 나타나고, 시가지, 농

경지, 초지에서도 모형정확도가 적절한 수준으

로 평가된 반면 산림지역의 변화에 대한 모형 

정확도는 낮게 나타났다. 제작된 모형을 토지이

용변화 시나리오에 적용한 결과, 도시 확장 시

나리오에서는 시가지가 증대하는 반면 농경지가 

감소하였다. 시가지 확장은 주로 하남시의 중부

와 남부지역에 위치한 하천과 도로주변에서 나

타났다. 보전시나리오에서는 시가지가 큰 폭으

로 감소하고, 농경지도 소규모 감소하는 반면 

산림과 초지가 증가하는데, 기존 산림의 주변지

역들이 산림으로 바뀌면서 산림이 증가하는 형

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과 결과는 기존의 격자기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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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변화모형을 보완하는 객체기반 모형을 개발

하고, 그 정확도와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필지기

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기 때문에 기존 모

형이 가지는 파편화되는 토지이용변화패턴이 줄

어들고, 공간정책을 반영하기 용이하다. 비록 객

체기반 모형에서 객체들의 분할과 병합이 반영

되지 못해서 현재의 필지구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가 나타나고, 사용되는 변수들이 제한적이

기 때문에 연구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

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개선된다면 본 연구는 

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

구들로 확장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도시 공간

정책의 효과를 모의하여 정책수립과정에 실제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도구로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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