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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해상도 Quickbird 영상분석 

V. 요약 및 결론 
: ][ . 사례지역 분석 

요약 

본 연구는 북한서부 지역에서 인공적인 농지개간과 삼림훼손에 따른 지표침식정도를 파악하 

기 위해 해상도 30m의 Landsat TM과 ETM(1988.9-2002.9)과 보다 세밀한 2m 해상도의 

Quickbird 영상을 이용하여 사면불안정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면형태와 경사도에 따라 불 

안정지수는 11-53까지 산정되었고， 지도화를 위한 사면분류 코드는 안정， 약간불안정， 매우불 

안정으로 3단계 구분되었다. 북한은 1980년 후반부터 경제난으로 대규모의 간석지 및 산지개간 

대신 소규모의 구릉지개간이 성행하였고， 이에 따른 삼림제거로 사면불안정도 증가하였다. 사 

면불안정은 우독형성， 토사유출， 하도퇴적과 범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어.사면불안정도， 인간간섭，토지이용，지표침식，경작지개간 

1. 서 론 

사면불안정에 따른 지표침식을 추정하기 위한 모델은 지금까지 20 여 가지가 개발되었다. 이 

러한 연구중에서 토양침식 모델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는 사변경사와 사면길이 그리고 토양，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S2078) . 
** 한국교원대학교 지 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εpartIIJiεnt of Geography Education, KNUE) 
**. 한국교원대학교 통일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Full-time Researcher, Institute of Education for National 
Unification, K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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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및 경작 형태 등이다(Honda 타 al. (1996) , Hazaril‘a and Honda, 2001 ) . 따라서 연구지역의 

규모， 경작형태， 기후대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적합한 모댈들이 개발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적용은 지표침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토양， 경사도， 경작， 강수량 등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표의 형태 즉， 지형요소를 중심으로 한 지표의 계측 

적인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물론 모델이라는 특성상 입력변인에 따른 제한도 받는다. 본 연구 

에 적용한 사면불안정 추정은 모텔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지표침식에 영향을 주는 다양 

한 인자를 고려할 수 있는 중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 서해안 구릉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개간에 따른 사면불안정 

지역을 분석하여， 구릉지의 식생 감소에 따른 사면불안정 및 지표침식에 관한 간접적인 추정정 

보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북한에서 구릉지 농경지개간이 성행하게 된 것은 1980년 이후 경제 

사정 악화로 간척과 매립 등의 대규모 농경지 확보가 어렵게 되어 기존의 평지 농경지와 취락 

에 가까운 구릉지를 소규모로 주로 인력 중심으로 개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이민부외 2003: 

이민부 외 2005a) . 물론 삼림훼손이나 사면불안정에 따른 산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없지는 않 

았겠지만 식량사정을 보면 고려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다. 

1.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위성영상과 문헌 분석을 주로하고 있으며 위성영상은 30m 해상도 

의 Landsat TM(117-33 , 1988 9. 5) , Landsat ETM (1 17-33 , 2002. 9. 17) , Landsat path-low 

117-31에 해당하는 Landsat TM(1993. 10. 18)과 Landsat ETM(2002. 9. 17)으로서 시계열적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민감도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지도화하기 위 

해 흑백 60cm , 컬러 2m 해상도의 QuickBird (155-83 , 2004 2 23: 이하 QB)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첩분석 모형은 지형요소와 인간간섭에 의해 나타나는 지표변화 즉 사 

태， 지표침식 (rill ， gully) , 경작지， 산림， 기후， 강수 등의 인자를 유연하게 중첩시켜 불안정한 

사면지역을 추출하는 원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제한으로 인해 수치고도모텔에 의한 지 

형계측을 고려한 지역을 선정한 다음 인간간섭 인자로 농경지， 산림지역을 중첩 분석하여 사면 

불안정지역을 결정하였다. 

수치고도 모델을 이용한 지표의 계측적 분석은 사면형태 경사도에 따라 불안정 정도를 계산 

하였다〈표 1). 

사변의 형 태는 오목형 (convex) , 평 탄형 (planar) , 볼록형 (concave)의 3종류로 구분하고 경사도 

와의 관계에 따라 불안정 지수를 결정한 다음， 이러한 불안정 지수에 따라 사면의 분류 코드를 

부여하여 안정도를 3가지로 분류 하였다(Susan， 1995)(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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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변의 형태와 경사도별 불안정지수 
경사도(%) 

지표면형태 
lO(A) 20(B) 30(C) 40(D) 50(E) 이상 

볼록형 (convex 
11 21 31 41 51 

surface(a-b: 1) 

평탄형 (planar 
12 22 32 42 52 

surface(b-c:2) 

오목형 (concave 
13 23 33 43 53 

surface(c-d:3) 
--'-• 

〈표 2> 불안정 지수에 따른 안정도와 분류코드 
분류코드 

안정 (stable) 

약간불안정 (moderately unstable) 

안정 (stable) 

매 우불안정 (highly unstable) 

안정 (stable) 

매 우불안정 (highly unstable) 

약간불안정 (moderately unstable) 

안정 (stable) 

매우불안정 (highly unstable) 

약가불안정 (moderately unstable) 

1i 

끼
4
 
1l 

끼
j
 
1i 

꺼
‘
)
 이
/
‘
 
!l 

끼j
 
7/
‘ 

불안정지수 

11-13 

21-21 

22-23 

31-31 

32-33 

41-41 

42-42 

43-43 

51-52 

53-53 

안정도 

lH. 사례지역 분석 

었다. 평 

하구에는 

조석 간 

분산되어 

1. 남포-평야 인근 해안지역 

평양지역은 낮은 구릉과 평야가 연속되는 파랑상의 준평원상의 지형으로 이루어져 

양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대통강은 하류에서 북류하는 재령강과 만나 서해로 유입하며 

북한의 관문인 남포항이 위치한다〈그림 1) 대동강은 동부-서남 방향의 단층선을 따라 흐르지 

만 부분적으로는 이들과 교차하는 소규모의 단층선들에 의해 곡류의 형태가 결정된다. 

만의 차가 큰 대동강 하류는 동해안과 달리 내륙에서 이동되는 토사들이 하구를 통해 

주변 연안에 간석지를 발달시키고 있다(Kim， et al. , 1993). 용강군과 평원군 금학리 사이의 해안 

에서는 많은 간척지들이 개간되어 왔다(경인문화사. 1997; 부경생 외. 2001; 안기원 외 2001 ; 

이빈부 외. 2005b). 

위성영상은 1992년과 2002년간 10년간의 변동을 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연구지역의 천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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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평양지역의 지형과 도시 

+ .ι훌냥흘캅강T기~. 흔뀔I필톨‘.당F톰-빼 * 

〈그림 2) 1 992. 1 0. 1 5일 〈그림 3 ) 2002. 9 . 17일 

사진을 보면 〈그림 2 ‘ 3) 구릉지역에 남아 있던 산림지역이 10년 사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서해안을 따라서 간석지 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천강 

상류와 대통강 및 재령강의 중상류 개간지역에서 유출되는 부유하중의 토사가 서해로 유입되면 

서 조류를 따라 이동하여 인근에 새로운 간석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감독분류에서는 산림지역이 35 % 감소하였으며 경지는 28 % 증가하였다 평양 일대의 저기복 

의 구릉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따라서 경지의 개간은 주로 평야 구롱대에 남아 있는 일부 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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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평양지역의 지표피복 변화(단위 km2) 

깅윤〈rL TM ( 1992 ) ETM (2002) 변화량(%) 

산림 37 12 35 2784 95 -35 

경지 5951 95 7304 39 +28 

시가지 729 302 800 084 +9 

나대지(사질) 38 1 26 1 368.4297 -3 

수체 146246 178 85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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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2년 토지피복 〈그림 4 > 1 992년 토지 피복 

평양시의 경우 92년에 비해 도시지 순천군 지역의 산록완사변을 따라 진행되었다 과강동군 

역 분류항목이 단순해졌는데 이는 시가지와 주변부의 녹지 공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그림 4 

분류항목 중에서 나대지 에 해당되는 지역이 해안가에도 나타나는데 이는 분류목적상 농경 5 ) 

지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간척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불안정지수 수치고도모텔을 이용한 사면불안정 지수를 분석한 결과〈그림 8 9). 평양지역의 

가 3인 지역은 평양을 중심으로 북동‘ 동， 남동 사면을 따라 분포하며 서해안의 은율 지역에도 

토지이용과 경사도를 중첩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면불안정 지역은 주로 평양 평 일부 나타난다 

이는 대통강을 따라 중상류로 가면서 하도에 발달된 하중도 야 후변에 위치한 내륙지역들이다 

및 토사퇴적으로 인한 망상하도들이 발달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의주 평야지역은 압록강에서 이동되어 토사가 

압록강하류 신의주 지역 

신의주는 압록강의 하구에 발달한 도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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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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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사연불안정 지 수 

環境論짧 第43卷 (2005 )

“ ‘ " " ν ‘~ ... ..,.. 

〈그림 7) 경사분포도 

8.>2 

〈그림 9) 사면불안정 지역 

조류의 영향으로 중국 단둥과 신의주 쪽의 하구와 내만 지역에 쌓여 발달한 삼각주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0) 이 지역의 서해안쪽에 위치한 용천 용암포 일대의 충적지와 평야는 

지난 빙기때의 침식과 간벙기 때의 해진에 의한 퇴적 과정으로 형성되었고 그 주변의 낮은 구 

릉지는 일반적인 용화침식으로 형성되었다 압록강은 통북 서남 방향의 대규모 단층선을 따라 

발달해 있는데 이 단층선은 백두산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의주의 북동지 역 은 800m의 이 

상의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곳곳에 단층선이 교차하는 지역에 구성 ， 삭주‘ 용연과 같은 

분지형 곡저평야가 발달해 있다. 압록강은 격자형으로 하도가 발달되어 있으며 수풍댐의 영향 

으로 중상류에 비해 하류지역에 토사 퇴적이 많아 하중도와 망상하도들이 보다 잘 발달되어 있 

다‘ 신의주와 의주는 하천 지형발달과정에서 형성된 주로 단구면상에 입지한 도시들이다. 

1 3년간의 천연색 영상을 비교해 보면〈그림 11 (2 ). 산지와 농경지는 약간의 변화만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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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0 씨bl'1W l. :. 〈그림 10> 압록강 하류의 지형과 도시 

〈그림 11) 천연색 영상 TM 1988. 9. 25일 〈그림 12> 천연색 영상 ETM 200 1 9 2 1 일 

며 지역적으로 삭주와 대관 지역에서는 경지가 크게 확대되고 산림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용암포 일대의 간척지는 농경지로 개간되어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민부 외 

2003a: 2003b) . 

토지피복 변화에서 산림지역은 13% 증가했으며 경지는 11 % 감소하였다〈표 4) 반면에 시가 

지는 32%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북한의 주요 육로 수출입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사정이 좋아 도시지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산지 내륙의 곡 

저평야 지역에서는 산링과 경지의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14) 

두 시기의 피복분류에서 농경지와 산림지역의 전체적인 변화량은 적지만 산지지역에서 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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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의주지역의 지표피복 변화 

(단위 km2 ) 

펴말〈rL TM (1988 ) ETM (2001) 변화량(%) 

산림 1967.06 2224.89 +13 

경지 3242.88 289 1. 19 - 11 

시가지 49.3596 65 2527 +32 

나대지(사질) 15.4872 11 11 32 -29 

수체 73.9917 97 .5204 +3 1 

〈그림 13) 1 988년의 토지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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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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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경사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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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그림 17 ) 사면불안정 지수 〈그림 18) 사면불안정 지 역 

과 개간지역의 분포에 변화가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사면불안정 지수에서는 고도와 경사도가 높은 산간지대에 3의 분포가 높지만 토지피복과 중 

첩 분석을 한 결과 농경지와 산림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산간분지 지역 즉 삭주， 의주군 

덕현 일대 ， 구성지역에서는 사면불안정에 따른 침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 18) 이러한 지역에서는 우기에 지표 유출수를 따라 토사들이 하상으로 이동되어 인근에 하 

중도나 망상하도를 형성하게 된다 

W 고해상도 Qu ickb i rd 영상분석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대규모 산지지역의 경지확대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동안 

농경지 개간에서 제외되었던 잔여구릉지들을 대상으로 개간을 강화하였다 연구 결과 이러한 

개간 활동에 따라 평양 지역은 북동‘ 동， 남동 사변을 따라 분포하며 서해안의 은율 지역에서 

불안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동강의 중상류지역에서 지표침식으로 인한 망상하 

도들이 발달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이민부 외. 2005c) 

영변지역에서의 사면불안정 지대는 농경지 주변보다는 산록구롱대나 곡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가지 확대지역에서 나타났다 신의주 일대의 산간분지 지역인 의주. 삭주군 덕현 일대 ， 

구성지역에서는 사면불안정에 따른 침식의 가능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에 대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Quickbird 영상을 이용하여 평양-남포 지역의 해안 지역을 

분석한 결과〈그림 19). 고해상도 영상에서 확인된 침식으로는 점의 형태로 진행된 침식 ( pit 

erosion) . 선형 침식 (l inear erosion ). 두부 침식 (headward eros ion )의 3가지로 나타났다〈그림 20 

21 ) 점의 형태는 산지나 수로를 따라 파놓은 웅덩이 주변을 따라 나타난다 수로는 간단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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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연구 지역 (A 구릉지 개간지 분석 B : 지표 침식지 분석) 

‘~， 
’ ;싣 L 

I、、/~.~"
’\/.Y~ ‘ 

“‘’ 
〈그림 20) 신덕리 A 지역의 지표침식 분포도 〈그림 21) 신덕리 B 지역의 지표침식 분포도 

비를 이용한 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수로의 형태가 불규칙하고‘ 수로와 인접한 

관개용으로 보이는 물웅덩이도 불규칙한 모양과 분포패턴을 보여준다 점형태는 직경 [ - 19m 

정도이며， 형태도 다양하다 선형침식은 구릉산지와 낮은 경사지가 접하는 지점에서 망상의 세 

류를 이루면서 다시 합쳐져서 우곡을 이루고 있다 선형침식은 낮은 경사지를 따라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고루 분포하였다 두부침식은 곡지나 구릉열의 하단부에서 절토면을 따라 분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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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북한지역에서의 환경변화 과정분석은 연구대상 지역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위성영상에 

주로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8년부터 2002년까지의 해상도 30m의 Landsat TM 및 ETM 

영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지역은 2m 해상도의 2004년도 Quickbird 영상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보완하였 

다 북한에서는 특히 서부지역에서는 1980년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규모의 간척이나 구 

릉지 개발이 선호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로 구릉지의 삼림이 제거되고 경사면이 노출되면서 사 

면불안정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사면의 형태와 경사도에 따른 불안정 지수는 11-53까 

지이며 경사도가 높을수록 불안정 지수는 높아진다. 불안정 지수는 다시 안정 (stable) , 약간 불 

안정 (moderate unstable) , 매우불안정 (highly unstable)의 3가지로 분류하고 코드 1-3의 값을 주어 

분포도를작성하였다. 

산지에서 삼림이 울창하고 인공적인 훼손이 없을 때는 산지 경사도와 사면불안정 정도간의 

관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지확대에 따른 삼림훼손으로 지표피복 노출이 증가하 

여 사면불안정 정도가 높아지면서 상관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은 

률지역과 같이 사면불안정도가 높은 곳에서는 토사유출에 따라 인접한 하도에는 토사누적에 의 

한 망상하도의 발달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공적인 요인에 의한 사면불안정도의 증가는 최 

종적으로 해안 간석지 형성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위성영상 분석에 의한 환경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지도화하였다 차후로 

Quickbird와 같은 정밀위성으로 사례지역들을 재검정하고 직접 방문에 의한 확인까지도 가능하 

다면 정 량분석의 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본다. 차후 사면불안정도에 대한 수리적모델을 

북한 지역에 적용하고 또한 모델정립을 통하여 지형조건， 삼림훼손정도와의 상관관계까지도 밝 

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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