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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00년대에 들어와 황사의 발원지7} 점차 통쪽으로 이동하거l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강한 황사 

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황사물질을공급하는사막화된 지역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 

국은 그 관심의 주 대상이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중국 사막화 지역의 40νU를 차지하고 었으며， 그 중 쿠부치 사막은 농목교착 

지대에 존재하는유일한사막으로다른사막이나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많지 않으며， 조림이나초지복원 둥사막화 

방지사업과 관련된 연구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의 사막화의 경향과 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네이멍구 쿠부치 사막과 그 주변지역 사막화의 시 ·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지빽분석을 통해서 사막화 면적의 증감을 파악하였다.1970년대 후반(1까7년과 1979년 것을 모자이킹)， 1991년， 2002 

년， 2007년의 Landsat 위성 영상 4장을 구득하였으며， 원격탐사와 GIS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토지피복변화를 통해 사 

막화 면적의 증감을 파악한 결과， 1970년대 후반과 1991년 사이에는 초지， 관목 풍의 식생 지역이 사막과 나지로 변화하여 사 

막화가 섬화되었으나， 1991년에서 2007년으로 오면서 사막과 나지면적이 감소하고 초지， 관목 등의 식생 면적이 증가하면서 

사막화 면적이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즉， 쿠부치 사막과그주변지역은사막화 면적이 감소하고초지， 관목풍의 식생 면적 

이 증가하고 있어 사막화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이 지역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황사를 경감시키기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의의를찾을수 있다. 

주요어 : 사막화， 중국， 네이멍구， 쿠부치 사막， 황사， Landsat 위성영상， 원격탐사， GIS, 토지피복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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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æaα : Beginning from the year 2000, the source areas of Yellow Sand have moved further to the east, and as a result, 

Yellow Sand has had a greater and more severe effect to the Korean Republic. In order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Yellow Sand Phenomenon, there has been a rising interest in the desertfied regions, especially towards China because of its 

geographic pro엉mity to Korea. Inner Mongolia, which accounts for 40% of the desert regions in China, consists of the main 

desert regions, one of which is the Kubuqi Desert. There has been a surprisingly low number of desertification studies on the 

Kubuqi Desert, which is the only desert that is located in an agro-pastoral transitional zone in China, compared to that of 

other desert regions. There have been only a few number of researches on the Kubuqi Desert, focusing on combating 

desertification such as afforestation and restoration of grassland. 까lis shows a great necessity on implementing more research 

based on analyzing the effects of desertification. πl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dynamic temporal-spatial changes in the Kubuqi Desert and its adjacent regions in Inner mongolia. So 1 describes the study of 

the fluctuation of desertification areas by analyzing the land cover change. In order to assess the status of desertification, 4 

multi-temporal Landsat images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boundary in 1977/79(mosaic image), 1991, 2002 

and 2007 have been acquired and Remote Sensing and GIS were used for the analyses. The results of the land cover change 

shows that the area of ‘desert and bare land" in this region have increased beginning from the late 1970s to 1991. 까lis 

increase in desertified land is mainly due to the decrease of vegetation such as “grassland" and “shrubland" . However, from 

1991 to 2007, the land cover of “desert and bare land" has decreased, thereby resulting in an increase in “ ‘grassland and 

shrubland" . π1Ìs shows that the current state of desertification has declined. 1 believe that this study will be a great deal of 

help towards policies based on the restoration of desertified lands and its ecosystems. Furtherrnore, 1 hop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in reducing the Yellow Sand Phenomenon, which is showing to be a hazard towards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people. 

Key W01ÙS : Desertification, China, Inner Mongolia, Kubuqi desert, Yellow Sand, Landsat images, Remote Sensing, GIS, 
Land Cove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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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배경 

해마다 우리나라는 건조한 봄철 중국이나 몽골 

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추장민 외 , 2003). 황사는 바람에 의하 

여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 

는 떨어지는 모래흙을 말한다(기상청 홈페이지 황 

사센터， 2008. 12). 황사는환경적인 측면 이외에도 

사회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그 피해 정도는 매우 광범위하고 클 수밖에 

없다(강광규 외 , 2004). 강광규(2002. 4)는 유엔환 

경 계 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산출한 

단위오염 물질 당 사회적 비용과 환경부의 대기오 

염 물질 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황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18조원(평균 12 조원)에 달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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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강광규 외(2004)는 한국환경정책 · 평가 

연구원에서 조건부가치 추정법 둥 다양한 방식으 

로 황사 피해비용을 추정한 결과， 피해 규모가 최 

저 3조 8천억 원에서 최대 7조 3천억 원으로 추산 

되었다. 

중요한 것은 황사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한 황사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황사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김선영， 2006). 1990 

년대 이후 황사의 발생일수가 크게 증가하여 그 이 

전 시기보다 황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추장민 외 , 2003). <그림 1) 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우리나라 대도시의 황사 빈도는 1960년대와 비 

교하여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건조， 반건조 기후대에 속해있는 

북부 지 역은 황사의 발원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 

져야 승F는 지역이다(기상청， 2008. 12). 1990년대 

까지만해도황하상류와중류지역에서 발원한황 

사가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었으나， 2어0년대 

초반에 이 지역보다훨씬동쪽에 위치한네이멍구 

1960 1965 1970 1975 19801985 199019당 5 20암강 2005 

Year 

〈그림 1) 주요 도시의 연대별 황사발생일수 변화추이 

출처: 기상연구소 황사홈페이지; 박수진(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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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 부근에서도 황사가 발원하여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기상청 홈페이지， 2008. 12). 우 

리나라는 남한 기준으로， 북위 약 33。에서 38。의 

범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받아황 

사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지리적으로 인접 

한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는 그 영향력 측면에서 

중요하다. 

황사 문제는 황사물질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물질 공급은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모래사 

막화， 염류화， 토양침식 등 토지의 퇴화Oand 

degradation)에서 비롯된다(Shi et al. , 2(05). 이러 

한 토지 퇴화를 중국에서는 황막화1)라고 지칭하 

며， 황사의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그 강도가 높아 

지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황사 발원 지 

역의 환경 조건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황사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 

으로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에서의 사 

막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과 중국은 황사 대응을 위해 황사공통관측 

과 데이터 공유 등 황사현상 자체에 대한 협력사업 

과 황사의 구조적 원인인 중국 북서부 지 역의 사막 

화 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강광규 외， 2어4).2) 

기상청과 환경부의 연구는 황사빈도와 강도， 영향 

범위 및 지속시간 등 황사현상 자체와， 기상요인을 

위주로 한 황사발생과 이동에 미치는 요인， 그리고 

황사로 인한 대기먼지농도의 변화 둥에 국한되어 

있으며， 황사발생의 주요인 중하나인 발생지역의 

지표면 상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추장 

민 외， 2003). 사막화방지사업의 경우에도 초원복 

원이나 조림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궁 

극적으로 사막화 지역의 생태환경을 유지 복원 

하면서 지속가능한 목축방식으로의 전환， 사료개 

발， 에너지 대체， 수자원 효율제고 등 환경친화적 

농 목축사업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강광규 

외 , 2004, p. 210). 이를 위해 사막화된 지점 이나 복 

원이 실시되고 있는 장소를 둘러싼 기후변화와 인 

위적 활동의 상대적인 기여도에 따라나타나는그 

지 역 의 변화를 파악해 야 한다(Herrmann and 

Hutchinson, 2005).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막화 

된 지역의 환경과 사회의 관계 및 그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인접해있으면서 사막 

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사막화의 

시 · 공간적 변화를 밝히파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의 사막화에 대해서 살펴본 후， 연구지 역인 쿠 

부치 사막의 사막화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토지피복변화를 통하여 쿠부치 사막 일대의 

사막화 경향을 파악할 것이다. 

2) 중국의 사막화 현황과 연구동향 

사막화라는말을처음거론한사람은프랑스의 학 

자 Aubreville0949 )이다(Glantz and Orlovsky(983) 

에서 재인용). 그는사막화를 인간에 의해서 사막이 

1) 중국에서는 'desertificaωn’ 을 다양한 기후조건에서 발생핸 여러 토지의 퇴화현상을 지칭하고자 ‘황막화’ 라는 용어로 A}용하 
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주로 다루는 사막화의 유형 이 모래사막화이고，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익숙한 ‘사막화’ 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 환경부와 기상청의 황사 관측 데이터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통해 황사 예경보제를 실시하며 ， 2002년 발생한 강력한 황사로 인해 
제 4차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를 통해 황사모니터 링 네트워크 구축합의를 
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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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막화는 대부분 

건조， 반건조 ó넓윤 기후지역에서 자연적， 인위적 

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토지 퇴 

화를가리키고있다. 

중국에서는 사막화라는 개념을 재정의하여 사용 

하고 있다. 1977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3)이 체 

결되고， 중국 내 토지퇴화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 

화되고 학문적인 교류가 증가하면서 용어의 개념 

정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을 담당하는 중국국가임업 

국과중국황막화방지 및 퇴치를위한협조소조판 

공실(1까써小센亦公室 )")에서는 황막화(뽑違化)라 

는 개념을 본래 유엔에서 정의한 사막화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건조， 반건 

조， 아습윤 건조 지역에서 자연적/인위적인 요인 

에 의해서 발생하는 풍식 황막화(뽑漢化)를 가리 

켜 사막화로 정의하고 있다. 황막화는 건조， 반건 

조， 아습윤 건조지대에서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토지 퇴화를 말한 

다. 그 유형은 풍식 황막화， 수식 황막화， 토양염류 

화， 동융 황막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이강원， 

2007, pp. 32-36). 그러나 중국의 학자들은 남쪽의 

습윤기후나 북쪽의 한대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수식，동결융해작용으로인한토지의 퇴화등의 연 

구를수행하면서， 이러한현상 역시 국제적으로제 

地理學論훌홉 제53호 (2009.3) 

시하고 있는 사막화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Yan et a1., 2004; U et 때'.， 2007).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사막화의 다양한 정의 중 

에서도 가장 널리 이용되는 유엔환경계획(UNEP) 

의 정의를따르고자한다'))또한 여기에서 사용되 

는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많。l 사용 

되어 오던 ‘사막화’ 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 중국의 실정에 좀 더 적합한 ‘황막화’ 라는 

용어를 사용핸 것이 더 합당할 수 있으나 이 연 

구에서 주로 밝히는 사막화가 풍식으로 인한 모래 

사막화로， 황막화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는 풍식 

황막화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풍식 황막화는 사막， 

사지，야르당과같은풍식 지형과유사한경관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 

되고 있는 지 역으로 CCICCD(2006)이보고서 에 따르 

면， 중국 전체 면적 중 3 ，317 ，000km2를 사막화에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면적 

의 34.6%를 차지한다. 중국은 불충분한 시계열 자 

료와 신뢰성 있는 지표의 부족으로 인하여 토지 퇴 

화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Huang ， 

2000; Beηγ， 2003; Zhang et a1., 2007). 이와 더불 

어 개념적인 정의의 혼란으로 인해 중국 사막화면 

적의 증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제시하는 결 

과가다르다.기 

3) 1977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않d Nations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 UNCOD)에서 사막화가 국제적으로 논의되었고， 이 
회의를 통해 사막화 방지 행동계획(PACD: Plan of Ac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이 만들어졌다. 

4) 여러 부서가공통으로토의 협조하는기구를의미한다. 
5) 주로 거스르는(adverse)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건조， 반건조， 아습윤 건조 기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퇴화(UNEP ， 1991) 
6) 중국 정부는 1994년 체결된 사막화방지조약(UNCCD)의 성실한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CCICCD(National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라는 국가적 인 조정그룹(Coordinating Group)을 설 
립하였다.17개의 부처와 위원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적 규모의 사막화를 평가하였다 

7) CCICCD(1994)는 중국의 총 사막화 면적을 2 ，622 ，OOOkm'로 추정하였으나 중국의 대표적인 사막화 연구가인 Zhu(1998)는 중국의 
총사막화 면적이 과대하게 추정되었다고 비판하고， 습윤기후， 동결융해작용이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사막화현상까지 사막화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총 사막화 면적을 861 ，600km'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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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4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에 서명하 

게 되면서，국가임업국이주도가되어 전국적으로 

사막화 실태를 조사하였다. 총 3번에 걸쳐 조사한 

결과， 1994년에 이루어졌던 1차 조사에서는 총 사 

막 화 면 적 이 2,622 ,OOOkm2, 1999년 에 는 

2,674 ,OOOkm2, 2004년 말의 조사에 따르면 약 

2 ，636ρ00km2의 면적 이 사막화된 지 역으로 분류되 

었으며， 이는 중국 전체 면적 중 27.46%를 차지한 

다. 또한 국토의 79.쨌@는 사막화에 취약한 지역 

으로 분류되어 전 세계 평균인 69%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CCICCD ， 2006). 

중국의 황막화 유형별 면적 변화에 있어서는 풍 

식에 의한모래사막화가주요한사막화유형이며， 

그 다음으로 동융황막화o東澈뽑灌YJ ’ 수식 , 토양염 

류화 순이다. 그 중 풍식에 의한 모래사막화 면적 

은 각각 1 ，607 ，000/1 ，873 ，000/1 ，839 ，000km2로 , 

1994년에서 1999년으로 오면서 그 면적이 증가하 

였으나， 2004년에 들어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 

다((표 1) 참조). 수식 역시 풍식에 의한 모래사막 

화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융황막화는 시 

계 열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으며 , 토양 염류화는 점 

차감소하고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신장 자치구(新體엄治區) , 네 

이멍구 자치구(內豪古엽治區) , 시짱(西藏) , 칭하이 

성(춤海省)， 간쑤성(i=t蕭省) , 허베이성(河北省)， 닝 

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 엽 治區) , 산시성(山西省) 

순으로 사막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림 

2) . 그 중에서 사막화 토지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은 신장 자치구로 사막화 면적이 전체 자치구 면적 

의 41. 9%(1，071 ，ωOkm2)에 달하며， 네이멍구 자치 

구가 두 번째로，사막화된 면적이 

622 ,400km2(34. 23%)에 이른다. 이 에 따라 사막화 

연구도이 지역들이 주로위치한중국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다음으로 연구의 대상지역인 쿠부치 사막 일대 

에서 이루어진 사막화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첸야린( 除雅編) 외(2007)는 Landsat TM영상을 이 

용하여 쿠부치 사막동부에 위치한다라터치 중심 

부의 잔단자오(展묘집) 지역의 사막화 경향을 분 

석하였다.1987년， 1995년， 2000년， 2003년 영상을 

가지고 사막화 추이를 밝힌 결과， 1987년-1995년， 

1995년-2000년， 2000년-2003년간 각각 사막화 면 

적이 증가 - 감소 -증가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유통사구면적은 각 시기별로 감소-증가-감소 

〈표 1) 황막화의 유형별 변화 

출처: 국가환경보호총국과 중국 황막화 방지 및 퇴치 연구과제조， 2004; 이강원(2007) ， p. 66에서 재인용 

8)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토지의 퇴화현상을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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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인구， 가축수와 연 

평균풍속을 사막화의 주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첸 

야린(짧雅樞) 외 (2008)도 같은 방식으로 쿠부치 

사막의 동쪽에 위치한다라터치(達拉特橫) 지역을 

사례로 사막화 경향을 연구하였다. 이 지 역은 대표 

적인농목교착지대로사지의 면적 변화를통해 사 

막화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사막화 면적 

이 각각 감소-증가-증가의 추세를 보였으며， 사막 

화 정도는 각 시기별로 약화 - 약화 - 강화를 나타 

냈다. 사막화를 심화시킨 요인으로는 비합리적인 

토지이용방식을들고있다. 

자오춘위(鉉存玉) 외(2005)는 쿠부치 사막과 그 

주변지 역을 포함하는 2이0년의 Landsat TM 영상 

을 이용하여 사질황막화， 토양염류화， 수토유실에 

의한 토지퇴화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 

였다. 사질황막화는 24 ，992km2(전체 황막화 면적 

의 66%) , 수토유실은 9，676km2(전체 황막화 면적 

의 26%) , 토양염류화는 3 ，098뼈12(전체 황막화 면 

적의 8%)로 나타났다. 본인의 연구와 공통되는 지 

펴 E~14.07 

볼샤， 2.97 

地理學論盡 제53호 (2009.3) 

역인다라터치(達拉特橫)는사막화가심하게 발생 

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중도와 강도 사막화가 우 

세하게 나타난다. 항진치(抗鎬鎭)의 경우에는 초 

지의 사막화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인간의 활동방식의 차이와 강 

도에 따라 사막화 유형이 공간적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취부리(앓步孔)(2007)는 쿠부치 사막 동부에 위 

치한 다라터치 내의 슈린자오(樹林씹) , 왕아이자 

오(王愛졌) , 바이니징(白펌井) , 지그어스타이(吉格 

斯泰)의 총 4개 지역을대상으로경관분석을통해 

이 지역의 환경 변화를 파악하였다. 1987년， 1995 

년， 2003년의 위성영상을 가지고 경관지수 변화를 

파악한 결과， 유통， 반유통 사구가 감소하여 사막 

화 면적이 감소되어 왔으나， 경관이 좀 더 파편화 

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관 변화를 유발한 요 

인으로 증가능F는 인구와 기후변화를 꼽고 있다. 

첩행01，호9.17 

없 À.~~J 
~ ~.;;;J; 

홉월 ôl헐 

變갚쑤 

빼 설λ5 

醫‘삼성 

짧 혈힘향:윤 

짧월버iO[ 

數 j、 i 짱 

?씬F 

혈3혀{행<m2) 

〈그림 2) 중국 사막화의 공간적 분포 
출처 : CCICCD(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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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과 연구방법 

U 연구지역 소개 

연구지역은 네이멍구에 위치한 쿠부치 사막 일 

대로 중국내에서 유일하게 농목교차지대에 존재 

하여 사막， 초지 및 스웹， 농경지가 남북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경관( agro-pastoral-desert 

transition landscape)이 나타나는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다른사막과는달리，사지의 식생복원이 

주요한 경제적 환경적 의의를 가진다(슈에펑잉 

( 靜짜英) . 가오춘밍 (高春明)， 2008).

연구 대상 지역은 북위 39.44
0 

-41. 08
0

, 동경 

1아.79
0

-110.16。에 속해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네이명구 자치구의 오르도스시(뿜깜多斯市)에 속 

해 있다. 쿠부치 사막은 동서로 400km, 동부의 폭 

은 15-20km, 서부의 폭은 50km로， 서부지 역을 

중심으로사막이 넓게 발달해 있다. 이 지역은 연 

평균 100km2씩 사막화가 확장되고， 매년 10m의 

속도로 사막이 동남쪽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알려 

첩f쳤용짧Á!' 

*“.elt 

ι
 

• 

쫓
 냥-싫었@값앓.....JJit~w~~繼@’‘ ... 

E훌를도녕:::ÁI 

엉홍뿔홍￡옳옆훌ÁI 

〈그림 3) 언구지역 일대， 사각형은 사용된 위성영상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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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취부리(崔步孔 ), 2007). 

네이멍구의 행정구역은 총 4개의 시와 8개의 맹 

(盟)， 16개의 현 급 시， 17현， 497l(廳)9)와 3개의 자 

치기(담治鎭)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지역에 

포함된 행정구역은 바오터우시(包頭市) , 오르도스 

시， 바얀나얼시(巴彦博爾市)이다. 사막 북쪽으로 

는 황하를 경계로 하여 바얀나얼과 바오터우시와 

맞닿아있다. 쿠부치 사막이 위치한 오르도스시 내 

의 작은 행정단위로는 이 연구지역에 포함된 다라 

터치(達拉特庸)와 항진치(抗鎬購)가 있으며， 바얀 

나얼시에는 우라트어치앤치( 뭔拉特前雄)가 있다〈 

그림 3) . 

2) 연구자료 

쿠부치 사막일대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은 〈표 

2) 와 같다. Landsat TM/ETM +은 path/row가 

128/32, Landsat MSS의 경우 137/32, 138/32 영 역 

이다. 

반건조 지 역의 경우， 식생의 연간， 계절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사막화분석에 있어서 영상촬영 시기 

는 매우 중요하다. 보통 식물의 생체량 변화관측이 

地理學論훌홉 제53호 (2009.3)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식물이 최대 생산량을 유지 

하고 있는 생장기의 정점의 영상을 분석핸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Qensen ， 2어0/2003 ， p. 

374). 2003-2005년의 정규식생지수(NDVI)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름이 가장 안정적이고 최대인 반 

면， 9월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되도록 8월 영상을 구득하려고 노력하였으 

나， Landsat 영상의 경우， 촬영 주기가 16일로 구름 

이 끼지 않은 여름철 영상을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구득한 영상은 1970년대 후반10\ 1991년， 2002년， 

2007년으로 10년， 10년， 5년의 시간차를 가지고 있 

다. 1980년대부터 중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되어 지표 

면에 가해지는 인위적인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지 

표면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 이라는 가정과 

영상구득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시간 단위를 선택 

하였다. 

3) 위성영상전처리 

본 연구는 위성영상이 주된 자료이기 때문에 오 

〈표 2) 영상의 종류와 취득 시기 

Landsat TM 2007. 8. 3 128/32 
Landsat ETM+ 2002. 8. 29 128/32 
Landsat TM 1991. 8. 7 128/32 

Landsat MSS 3 1979. 9. 1 137/32 
Landsat MSS 3 1977. 8. 16 138/32 

9) 네이멍구 지역에서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기(庸， qi)를 이용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소수민족지역의 행정단위이며 
‘맹’ 과 ‘기’ 는 네이멍구 자치구의 2급， 3급 행정단위이다. 

10) 19껴년과 1979년 영상은 모자이크하여 사용하므로 이 시기 자료 명칭은 ‘1970년대 후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05-



중국 네이멍구 쿠부치 사막 일대 사막화의 시 공간적 변화 

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영상의 전처리 과 

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하보정과 방사보 

정을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정 알고리즘으로 최소자승법 

(LST: Least Squares Technique)을， 재배열 기법으 

로는 최근린 내삽법을 이용하여 기하보정을 수행 

하였다. 최근린 내삽법은 입력 영상의 좌료에 가장 

가까운 밝기값을 새롭게 출력되는 좌표에 할당하 

는 기법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영상 중 1970년 

대 후반 영상과 1991년 영상은 GCLF( Global Land 

Cover Fac뼈)1])에서 제공동F는 영상으로 메타데이 

타를 통해 이미 기하보정 되어있음을 확인하여 기 

하보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2002년， 2007년 영상 

은 나머지 영상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 

에， 1991년 영상을 기준으로 영상 대 영상의 방법 

으로 기하보정 하였으며， 행정구역도 역시 이러한 

영상을 기준으로 기하보정을 실시하였다. 기하 보 

정을 하기 위해 선택한 각 지상기준점들의 RMS121 

는 〈표 3) 과 같다.2002년 ， 2007년 각각 207R ， 21개 

의 지상기준점을 추출하였으며， RMS의 범위는 각 

각 0.629 ， 0.6592로 18m, 19m내의 오차를 보인다. 

〈표 3) 기하 보정된 영상의 RMS 

4)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지표면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토지피복분석을 통해 사막화 면적의 증감과 그 공 

간적인 패턴의 변화를살펴보았다. 

사막화 연구에 있어서 토지피복분류는 지표면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법으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e.g. Gao and Zha, 2001; 

Huete , 2002; Alrababah and Alhamad , 2005; 

Huang and Siegert, 2006; Hanafi and ]auffret, 
2008; Zhang et a1., 2008). 토지피복변화는 인간과 

자연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 

며(Zhou et al. , 2008) , 토지피복변화 정보를 이용 

하여 사막화를 평가하는 것은 향후 식생 복원과 관 

련하여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ιGao and Z강ha ， 

20어0이1). 

토지피복분류 방법은 대표적으로 무감독 분류 

방법과 감독 분류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핸 혼성분류 방법 이 있다(Jensen ， 

2004/2005 , pp. 368-370). 이외에도 건조지역에 적 

합한 퍼지 분류 방식의 분광혼합분석 (SMA: 

Spectral Mixing Analysis) 1:l 1과 같은 기법이 개발되 

기도 하였다(Stein ， 1999, p. 185). 

이 연구에서는 감독 분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구글 어스(Google Earth)를 이용하여 참조자료를 

추출하였다.과거의 위성영상은참조할수있는현 

11) GLCF(G!oba! Land Cover Faci!ity)는 지구과학 자료를 제공하고 지 역적 스케 일에서 지구적 스케 일까지 토지피복과 그 변화를 연 
구하는 기관이다. 특히 원격탐사 자료를 무료로 가공 배포하고 있다(http://glcf. umiacs. umd. edψdatal). 

12)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원영상이 이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빠S라는 평균제곱근을 이용한다. 뻐%는 다음과 같은 식 

으로나타낸다 짧짧짧g짧 효 합.X; - X01싫2+ 짧-짧싫g 
13) 기존의 토지피복분류 방법들의 경우에는 토양과 식물이 흔재된 화소가 둘 중 하나로 분류되도록 하지만， 분광혼합분석은 이러 
한 혼합화소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지표물의 고유한 분광반사특성을 이용하여 각 화소를 구성하는 지표물의 점유비율을 해석하 
는 기볍이다(이지민， 이규성， 2003 ， p. 412). 

-106-



地理學論홉홉 제53호 (2009.3) 

〈표 4) 감독분류에 사용된 지상 참조자료 

2007년 2002년 

시가지 156 194 142 
호수 152 152 106 
하천 162 181 154 

사막과나지 225 226 221 
초지，관목등의 

198 209 187 
식생지역 

농경지 150 151 139 

장 자료를 구할 수 없어 감독분류를 이용하기 어렵 

지만다음과같은근거로다른기법에 비해 효과적 

이라고 판단하여 모든 영상에 감독분류를 적용하 

였다. 첫째 , 무감독 분류를 실시한 결과， 분류 결과 

가 복잡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건조， 반건조 지 

역은 시가지나 나지의 분광값이 비슷하여 오분류 

가 발생하였으며 대상물이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 

나지 않아 분류 정확도 역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 

렵다. 둘째， 분광혼합분석기법은 결과가 토지피복 

항목별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후의 통계분석에 사 

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조자료는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글 어스 

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실제 2007년 8월， 연구지 

역을 방문하였으나 환경적 지형적 조건의 한계로 

인하여 위성영상이 포괄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이 

동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현장자료를 구득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글어스를 이용하 

였다.2007년 자료와 구글 어스를 비교 -판독하여 

각 항목 당 3007R의 참조자료를 생성하였다. 그리 

1991년 1979년 

143 79 80 46 66 
106 107 107 90 90 
157 159 159 151 161 
221 210 211 104 111 

188 200 207 165 184 

139 120 120 101 101 

고 이를 과거 영상과 다시 비교하여 같은 토지피복 

특성을 보이는 자료만 남기고， 변화가 발생한 지 역 

의 참조자료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각 시기별 영상 

참조자료를 생성하였다〈표 4) .lil 시가지의 경우 

2007년에 비해 1970년대 후반에 이용 가능한 참조 

자료는 1/3에 불과하며， 사막과 나지도 1/2로 감소 

하였다. 참조자료의 수가 감소하거1 되면 분류정확 

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 

단으로 참조자료를 추출하고， 과거의 위성영상에 

사용할 참조자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근거할 만 

한 자료와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 상기에 언급한 점을 유의해 

야한다. 

건￡반건조 지역의 복잡한 경관 특성을 고려할 

경우에， 일반적인 도시 지역과는다른토지피복분 

류 항목이 필요하다. 건E반건조 지 역은 부족한 

물과 토양 영양분에 대한 경쟁과 같이 식물이 환경 

에 적응하는 메커니즘의 결과로 이질적인 경관특 

14) 과거로 갈수록 하천의 참조자료수가 현격하게 감소하여 이 항목의 경우는 좀 더 많은 자료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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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진다(Seixas ， 2뻐). 이 연구에서는 토지피 

복분류 항목으로 시가지， 호수， 하천， 사막과 나지， 

‘초지， 관목동의 식생 지역’ ，농경지 등 6개를선 

정하였다〈표 4) . 수계를 호수와 하천으로 구분한 

이유는 하천의 혼탁도가 높아 호수와는 구별되는 

분광값을 가질 뿐 아니라， 사막화와 저수지나 인공 

호수등의 인위적인수자원과의 관계를좀더구체 

적으로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초지，관목동의 식 

생 지 역’ 의 경우 현장답사를 통해 식생 분포를 조 

사한 결과， 이 연구에서 이용하는 영상의 공간해상 

도에서는 초지， 관목， 삼림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초지，관목등의식생지역’으로항목을 

정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열적외선 밴드를 제외한(공간 

해상도가 Lanclsat TM에서는 120m, Lanclsat ETM 

에서는 60m) 나머지 밴드를 이용하였다. 현재 가 

지고 있는 영상은 Lanclsat TM/ETM+와 MSS의 것 

으로 공간해상도가 각 영상별로 그리고 밴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이한 비교를 위해서 공간해 

상도를 100m로 통일하여 변화를 파악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영상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 

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1970년대 후반과 2007년 영상 북통쪽 지 역과 남쪽 

일부지역에 구름이 다소끼어있어 마스킹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토지피 

복도는 시각적인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름 

을 제거하지 않고 행정구역 단위로 제시하였다. 셋 

째， 북쪽에 위치한 우라산(烏拉山)은 노출된 암반 

으로구성되어 있는데，주향이나경사조건이 달라 

하나의 토지피복으로 분류되지 못하여 결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라산 역시 

마스킹을 통해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정확도 평가는 크게 전체 정확도와 카파 계수 

(Kappa Coefficient)ló)로 구분된다. 전체 정확도는 

2007년에는 93.88%(카파지수는 0.9068)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70. 8s<Yó(카파지수는 0.6286)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7년의 경우에는 참조자봐 

충분히 사용되었으나 과거 영상으로 갈수록 그 수 

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3. 토지피복의 시 · 공간적 변화 

사회 경제적인 프로세스는 경관 패턴 변화의 

기본적인 동인이다(Wang et al. , 2007). 각 지역의 

인구나，경제발전수준，정책동의 인문적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구역별로 토지피복변화는 상 

이하게 나타나며， 비교적 동질적인 환경이라는 조 

건에서 봤을 때 그 차이는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달 

라지는특성이 있다.토지이용의 변화는지표상태 

를 변화시키는 동인이며， 인구성장， 경제발전， 기 

술，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이도 

원， 2004 ， p. 37). 

이러한 토지피복변화는 사막화의 면적 증감이나 

변화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막화의 시 · 공칸적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시계열적 변화 

를 통하여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활동 사이의 상호 

작용을 밝혀낼 수 있다. 토지피복의 시 · 공칸적 변 

화를 통하여 쿠부치 사막과 그 주변 지역의 사막화 

15) 카파 계수는 표본 추출을 무작위로 할 경우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한 것으로 Cohen 0%0)에 의해 개발되었다(Banko ， 
1998,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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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지역의 토지피복변호H단위， %) 

시가지 8.55 
사막과나지 27.61 

농경지 17.30 

호수 2.02 

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역 42.62 

하천 1. 70 

총계 100 

가강화혹은약화되었는지 여부와그변화와관련 

된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파악하파 한다. 

이를 위해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토지피복 간 변 

화를 분석하여 주요한 토지피복 변화를 파악하였 

다. 이를 통해 지표면 변화와 관련된 자연적 혹은 

인위 적 동인(driving force)을 파악할 수 있다(Jia et 

a1., 2004). 그 중에서도 사막화와 관련된 사막과 

나지와 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역의 변화 방향과 

변화량을분석하였다. 

1) 전체 토지피복변화와토지피복간 변화 

전체지역의 토지피복변화는 〈표 5) 와 같다. 사 

막과 나지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91년으로 오면 

서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감소하고 있다. 이와 반대 

6.89 11.20 14.22 

31.69 26.78 23.79 

22.33 23.09 24.08 

1.66 1. 31 1.96 

34.66 34.76 34.51 

2.22 2.31 0.88 

100 100 100 

로 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역은 1970년대 후반에 

서 1991년으로 오면서， 42.62%에서 32.66%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래， 큰 증감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다. 반면， 농경지와 시가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반면 황하 이북 지 역을 제외한 쿠부치 사막 일대 

를 포함하는 다라터치와 항진치를 대상으로 토지 

피복변화를 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막과 나 

지는 1970년대 후반과 1991년으로 오면서 6.34% 

증가하였다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 

대로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역은 1991년에 6.480/0 

감소했다가， 2007년에는 1970년대 후반과 비슷한 

수준까지증가하였다. 

절대적인 변화량 이외에 각 시기별로 각 토지피 

복의 증감과 토지피복 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표 6) 쿠부치 사막과 인접한 다라터치와 항진치의 토지피복변호H단위， %) 

시가지 4.82 2.35 7.15 7.29 
사막과나지 39.52 45.86 38.49 33.80 
농경지 6.64 8.38 9.74 10.85 
호수 0.16 0.33 0.33 0.53 

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역 47.06 40.53 41. 94 46.18 
하천 1. 50 1. 74 1. 56 0.54 
총계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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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970년대 후반 - 1991년 사이의 토지피복변화(단위， %) 

시가지 23.62 9.82 
사막과나지 1.25 86.75 

농경지 8.21 1.37 

1970년대 | 호수 16.59 0.51 
후반 초지，관목 

등의 3.90 18.50 
식생지역 

하천 

변화량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총 4개 

시기의 영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지피복변화는 

1970년대 후반‘1991년， 1991년-2002년， 2002년 

-2007년으로 총 3가지이다. 이를 각각 행렬표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사막화와 관련된 토지피복항 

목의 변화를 지도화 하였다. 사막화와 관련하여 사 

막과 나지， 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역 간의 상호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Gao and Zha, 2001), 토 

지피복변화를 지도화 할 때， 이들 2개 항목과 관련 

하여 크게 변화를보이는 항목인 농경지， 시가지와 

의 상호 변화만을 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막 

1977년의 자연호수 2007년 호수의 인공화 

29.12 
0.86 

64.39 

33.45 

13.44 

3.28 26.94 7.21 100 

0.07 10.16 0.90 100 
1.56 22.61 1.86 100 

41.72 5.84 1.88 100 

0.31 63.00 0.86 100 

34.00 100 

0.52 

과 나지’ 로부터 ‘농경지’ , ‘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역’으로의 변화， ‘농경지’로부터 ‘사막과나 

지’ , ‘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역’ , ‘시가지’ 로의 

변화， ‘초지，관목등의 식생 지역’으로부터 ‘사막 

과나지 , ‘농경지’ 로의 변화를 추출하였다. 

(1) 1970년대 후반 - 1991년 

1970년대 후반부터 1991년까지의 토지펴복 변화 

에서 보이는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막과 나 

지는 86.75%.로 대부분 유지되어 왔으나， 기존의 초 

지，관목등의 식생 지역의 18.5%가사막과나지로 

1977년의 자연호수 2007년 호수의 인공화 

〈그림 4) 시각적 판독을 통한 호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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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70년대 후반-1991년 사이의 토지피복변화지도 

변화하였다. 그 결과， (표 7) 의 변화량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01 사막과 나지가 4.08% 증가한 반면， 

초지，관목등의 식생지역은 7.96% 감소하였다. 

둘째， 이 시기 동안 농경지는 5.03% 증가하여 다 

른토지피복에 비해 변화가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는 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 역의 13.44%가， 호수나 

하천이 각각 33.45%, 17.61%가 농경지로 전환된 

것과관련이있다. 

호수는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크지는 않 

다. 그러나 농경지의 증가로 인해 기존에 자연적으 

로 형성된 호수가 인공호수로 변하거나 새로운 저 

수지가 생겨났다. 따라서 과거보다 호수의 면적이 

좀 더 확대되거나 그 형태가 단순하게 바뀌었다 

(그림 4). 

하천16) 역시 이 기간에 다른 토지피복으로의 변 

화과정을 겪었다. (표 7) 에 제시된바와같이 1970 

년대 후반의 하천은 34%만이 그대로 하천으로 분 

류되었고 사막과 나지로 19.09% , 농경지로는 

17.61% 전환되었다. 황하는 곡류딴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강수의 양과 강도에 의해 홍수가 나는 

경우가 많아 유로가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된 

다. 이는 주변 지역에 비옥한 토양을 형성하여 하 

천 주변으로 농경지화가 쉽게 일어난 것을 보인다. 

실제 〈그림 5) 에서처럼 농경지는 주로 황하 주변 

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달해왔다. 

토지피복변화지도에서도 황하 이북 지역의 농경 

지의 증가와쿠부치 사막남동부지역의 사막과나 

지의 증가가 확연하게 나타난다((그림 5) 참조). 

16) 이 지역의 하천(황하)은 울란부허 사막과 쿠부치 사막， 그리고 주변 고원의 풍식으로 인한 토사 유출로 인하여 다량의 부유토사 
가 퇴적된다. 따라서 건조， 반건조 지역의 하천은 부유하중으로 인한 많은 모래와 점토질 성분 때문에 혼탁도가 높아 맑은 수체만 
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수체라 하더라도 수체로 분류되지 않고， 시가지나 사막과 나지 둥으로 오분류되는 경우가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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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991년 - 2002년 사이의 토지피복변화{단위， %) 

1991년 

시가지 

사막과나지 

농경지 

호수 

초지，관목 

등의 

식생지역 

하천 

업톨 

50.07 3.29 
4.70 75.85 
9.28 0.26 
17.08 0.34 

8.88 9.91 

18.98 6.32 

4.31 -4 

-tQ앙~J l.i-l: I ，:，. ξ~!， N‘* 융였 여생 
융갱쳐.;. Af악썩 lPl 

-~정~I 、〉 흥져，~ .. lõtl에 석” 

- 흥~I ， 윗찍 §혈 삭앵 ‘- ιPt저 

18.03 1.69 21.12 5.80 100 
0.78 0.06 18.07 0.54 100 
73.60 0.84 13.49 2.53 100 
22.34 51.08 4.60 4.56 100 

9.35 0.10 70.96 0.80 100 

23.47 3.54 11.66 36.05 I 100 

*‘ 
양Xl， 환R 륨쩨 식'I! .. > λi억짜 나;J;j ~잊;;;- !O ;11) 00 $:) 

~~ -.:?=--;~……ι’“、-“I~~쩌꺼S 
3ε'-1 혼확 §의 식'4 "5융XI 

〈그림 6) 1991 년-2002년 사이의 토지피복변화지도 

(2) 1991년 - 2002년 

1991년과 2002년 사이의 토지피복변화는 〈표 

8) 에 제시되어 있다. 약 10여 년동안발생한변화 

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막화 경향과 관련하 

여 사막과 나지의 18.07%, 농경지의 13.4CJ/o, 시가지 

의 21.12010가초지，관목등의 식생 지역으로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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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실제 증가한 초지， 관목 등의 식생 면 

적비율은 0.1ν￠로 크지 않다. 1991년 - 2002년은 사 

막화 면적이 감소하는 시기이나， 이는 시가지의 증 

가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6) 의 토지 

피복변화지도에서도 나타나는데， 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역이 쿠부치 사막 중부의 행정구역 경계를 



주위에서증가하고있다. 

둘째， 1991년의 초지， 관목 등의 식생 면적 중 

9.35%는 농경지로， 9.91%는 사막과 나지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는 〈그림 6)과 같 

이 쿠부치 사막의 남서쪽 일부지역에서는사막화 

가 진행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는 사막화가 감 

地理學論훌훌 제53호 (2009.3) 

소하고 있지만 다른 지 역에서 새로운 사막화 지 역 

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2002년 - 2007년 

2002년에서 2007년까지의 약 5년간의 변화 과정 

은 〈표 9) 와같다. 첫째，사막과나지의 19.83%，농 

〈표 9) 2002년 - 2007년 사이의 토지피복변화(단위， %) 

2002년 | 

시가지 42.83 9.12 

사막과나지 2.63 77.17 

농경지 14.14 0.43 

호수 14.61 0.62 

초지，관목 

등의 9.81 7.48 

식생지역 

하천 

변화량 

융정치.， 샤q잉옳 써자 

- 훌청 ;(1'" 쪼지‘ 싼획 용외 성엉 
- 흥~t. 혔i혹 홉 !!I'-'!영 .>}.I 용"1 

갔치，환훌륭쨌{씩생 .' 사찍었나지 

!l; >:I. 황륙 흉!1j 야했 i 융§되 

11. 82 3.23 32.24 

0.26 0.09 19.83 

75.27 1.68 7.53 

15.50 65.68 1.89 

9.84 0.52 72.27 

쇄* (:l ,q :ns ‘'" 
.... :::::;JIII!IIIIι~τ::;:::::~……’‘ 

〈그림 7) 2002년-2007년 사이의 토지피복변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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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의 7.53%는 초지， 관목 등의 식생으로 전환되 

는 한편， 초지， 관목 풍의 식생 면적의 7.480/0가 사 

막과 나지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사막화로부터 일 

부 회복되고 있으면서도， 새롭게 사막화되는 지역 

이 생겨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토지피복변화지 

도를 나타낸 〈그림 7)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라터치 남동쪽과 항진치 남쪽에서 새롭게 사막 

화된토지가발견된다. 

둘째， 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역은 9.81%가 시 

가지로， 9.84%가 농경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농경 

지도 14.14%가 시가지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도 

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시가지가 발달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그림 7)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황 

하 이북에서 농경지가 증가하고， 북동부 지역에 

시가지가 확장되고 있다. 이는 이미 발달된 시가 

지， 교통로 및 하천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가지의 경우， 기존 시가지는 42.83%로 나머지 

지역은 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역으로 32.24%가， 

사막과 나지로는 19.83%가 전환되어 주변지역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으 

로보인다. 

또한 기존의 호수는 15.5%가 농경지로 전환되어 

호수와 그 주변부에서 농경지의 개간이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호수의 14.61%는 시 

가지로 전환되어 인위적인 경관이 형성되기도 하 

였다. 이러한 경향은 하천에서도 나타나는데 기존 

의 하천은 22.53%에 불과하고 시가지로 35.61%, 

농경지로는 22.53%로 전환되었다. 

보았다.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토지펴복 간 변화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에서 1991 

년으로 오면서 기존의 사막과 나지는 비교적 변화 

가 없었으나 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역이 사막과 

나지， 그리고 농경지로 변화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바얀나얼시의 우라트어치앤치와 바오 

터우시 등도시에서의 변화가큰 영향을미쳤기 때 

문이다. 반면， 쿠부치 사막과 인접한 항진치와 다 

라터치만을 대상으로 토지피복변화를 분석했을 

경우， 1991년에는 사막화 면적이 증가하다가 1991 

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사막과 나지가 초지， 관 

목동의 식생 지역으로전환되는비율이 높아지면 

서 사막화로부터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주로 자막과 나지’ 와 ‘초지， 관목 등의 식생 지 

역’ 의 상호 전환에 의한 것이다. 

토지피복변화의 방향성 측면에서의 괄목할만한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경지와 초지， 관목 등 

의 식생 지역과 다른 토지피복 사이의 변화이다. 

기존의 초지，관목등의 식생지역이 농경지로이용 

되거나 반대로 농경지였던 곳이 초지， 관목 동의 

식생 지역으로 전환되는 등 이 두 개의 토지 피복 

이 상호전환해온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막화는 

고정적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토 

지피복과 관련을 맺고 변화해 왔으며， 이 분석을 

통해서 사막화가 감소추세에 있더라도 공간적으 

로새롭게사막화가발생하는지역이 있음을확인 

하였다. 또한 농경지， 시가지의 증가와 기존의 자 

연 경관 사이의 변화는 인위적 활동과 관련을 맺고 

4. 결 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밖에 호수나 하천과 같은 수 

자원은 농경지와 상호 변화하는 정도가 크게 나타 

쿠부치 사막과 그 주변 지역의 토지피복 증감변 나며， 이는 주변 식생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화와 변화의 방향성을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살펴 미칠 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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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가증가동}는지역에서는수자원의 변화도 

같이 나타난다. 관개농업을 위해 호수나 저수지의 

면적은 증가하였지만， 하천은 상류의 저수지 건설 

이나 주변 지역의 수자원의 수요의 급증으로 1970 

년대 후반과 최근 2007년을 비교하였을 때 감소하 

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자면， 1970년대 후반부터 2007년까지의 

토지피복결과를 비교한 결과，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사막과 나지면적이 1991년까지 증가하다 

이후로감소하고초지，관목등의 식생 지역은반 

대의 경향을보인다는점이다. 이를사막화와관련 

지어 해석한다면， 면적상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 

서 사막화된 면적은 감소 추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는사막과나지，초지，관목등의 식 

생지역이라는 토지피복항목 간 상호 전환에 의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농경지와 시가지 

와 같은 인위적인 토지이용 방식이 주요한 영향을 

미쳐왔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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