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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6년도까지 계속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도시화가 되
었으며, 춘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의 도청소재지인 춘천은 1995년 춘천시와
춘천군이 합쳐져 도농복합형의 통합시가 되었다. 면적으로는 서울특별시의 2배에
가깝지만 대부분이 산지이다. 20년 전의 춘천시의 주요산업은 농업이었으나 현재
농가인구나 가구는 계속 감소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춘천시는 현재 레저도시 조성과 지역혁
신 발전을 목표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리고 고속 접근망을 개통하여 서울과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춘천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발전
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춘천의 발전에 유익한 정보가 될 것
이다.
도심의 성장을 파악하는데 과거와 현재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축적된 인
공위성 영상 자료를 이용한 원격탐사가 있다. 과거에 촬영된 위성 영상은 그 당시
의 모습과 정보를 담고 있다. Landsat 위성 영상은 토지피복분류와 식생분류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데 많이 활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Landsat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하
여 춘천시가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관찰하였고, 매 시기의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변화된 지역과 그 추이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1.1. 연구 목적

1984년도부터 2002년까지 촬영된 지구관측위성 Landsat 영상을 이용하여 춘천
지역의 도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춘천시의 도심확장 과정을 관찰 한다.
2) 춘천 주변 농지 및 자연녹지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3) 춘천 주요 도심지 녹지율 변화 관찰의 한계성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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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춘천시의 도심을 포함하고 있는 춘천지역 일대로,

경도 127 〬 37' E

~ 127 〬 50' E , 위도 37 〬 58' N ~ 37 〬 48' N 의 지리학적 위치를 갖고 동서로
19.4km 남북으로 19.4km이다(그림 1.1).
춘천시 전체의 면적은 1,116.43㎢, 인구는 252,019명(2002년)이다. 춘천시는 북
쪽으로 화천군, 서쪽으로 경기도 가평군, 남쪽으로 홍천군, 동쪽으로 인제군·양구군
과 접한다.
호반의 도시라고 불리는 춘천은 중심에 하천을 끼고 있으며, 북동쪽에서 소양강,
북서쪽에서 북한강이 흘러 분지 안에서 합류하여 남서류 하다가 홍천군과의 경계선
을 따라 서류하는 홍천강과 합류한다. 춘천 시내에는 소양호·춘천호·의암호가 있어
하류의 홍수조절과 발전 및 관광지등의 중요한 몫을 한다. 소양강과 북한강 사이에
우두평야와 샘밭 등 기름진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춘천시는 내륙지방에 위치하므로 기온의 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이나 지형의 영
향으로 강수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며, 호수로 둘러싸여 있어 안개 끼는 날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1월 평균기온 －5.2℃, 8월 평균기온 24.4℃, 연평균기온 10.6℃이
고,

최고기온

39.5℃,

최저기온

1,296.4mm이다(두산세계대백과).

－31℃의

기록이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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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지역 위성 영상 (2002년 04월 28일 Landsat-7, band1=blue,
band2=green, band3=red, 37737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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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격탐사
2.1. 원격탐사의 정의

원격탐사란 실제 관찰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접근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내는 기법이나 학문을 말한다.
원격탐사는 인공위성, 항공기, 비행선등에 탑재된 관측기기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파장에서 반사 또는 복사되는 전자기파 에너지를 통하여 대상물을 관측한 후, 이를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내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은 전자기
파 중 특정한 파장의 전자를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성질을 그 물질의 분광 특성이라고 한다. 물체의 분광 반사율은 물체의 종류에 따
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관측하여 멀리서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김영섭, 2004).

인공위성 광학원격탐사는 위성 내부에 광학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지표면의 물체
로부터 반사된 태양 광선이 센서에 입사함으로써 그 빛의 세기가 영상 자료의 형태
로 저장된다(그림 2.1).

그림 2.1 인공위성의 자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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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andsat 위성

Landsat은 미국이 1972년에 처음 발사한 본격적인 지구관측 위성이며, 그 우수
한 관측능력으로 인공위성 원격탐사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Landsat은 1
호에서 5호 까지 발사되었고, 6호는 1993년 발사 직후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사된 7호는 1999년 4월 15일에 발사되어, 현재 Landsat 5호와 7호
가 운용중이지만, Landsat 7호는 영상촬영장치 일부(SLC)의 고장으로 영상에서 수
평 방향의 자료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엄정섭, 2004).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Landsat 5호와 7호의 양호한 영상만을 이용하였다.

Landsat-5호는 비행고도 705km, 궤도 경사각 98도의 태양동기궤도이고, 적도
통과 시각은 지방 평균시 오전 9시 39분이다. 16일 마다 지구 전체를 관측하고 17
일째 같은 지점의 상공에 되돌아온다(16일 회귀 궤도). Landsat-7호의 적도 통과
시간은 오전 10시~10시 15분으로 Landsat-5호와 다르고, 오전 10시 30분에 적도
를 남하하는 NASA의 다른 지구관측시스템 Terra와 같은 궤도를 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가시⦁적외 파장대에서 Landsat-7호의 30m 해상도 자료,
MODIS의 250, 500, 1000m 해상도 자료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취득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 이다(김영섭, 2004).

Landsat-5호에는

TM(Thematic

Mapper),

7호에는

ETM+(the

Enhanced

Thematic Mapper Plus)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TM 센서에는 총 7개의 band가 있
다. ETM+에는 15m 해상도의 전정색(panchromatic) 밴드가 추가되었고, 열적외
(band 6)영역의 해상도가 5호까지 120m 였던 것이 60m로 개선되었다. Landsat 5
호와 7호의 TM/ETM+ 센서의 각 밴드별 파장 및 영역 그리고 응용 분야는 표
2.1과 같다(엄정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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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ETM+
1

1

파장(μm)

영역

해상도

주로 응용 분야
물을 투과하도록 디자인, 해안선 mapping,

0.45~0.52

Blue

30m

토양 및 식생구분, 산림도의 mapping,
지표면관측

2

2

0.52~0.60

Green

30m

식생 반사의 녹색 피크를 통해 식생 구분

3

3

0.63~0.69

Red

30m

클로로필 A 흡수 영역을 관측함으로써 식생
구분

4

4

0.76~0.90 Near-IR 30m

식생, Biomass 양, 물의 구별,
토양의 수분구별

5

5

1.55~1.75

6

6

10.4~12.5

7

7

2.08~2.35

8

P

0.42~0.90

Mid-IR

30m

Thermal 120m/
-IR

60m

Mid-IR

30m

Panchro
matic

15m

식생과 토양의 수분 구별, 구름과 눈의 구별

온도의 mapping

식생의 수분 정도 구별,
광물과 광석 종류 구별

영상 합성으로 해상도 증가

표 2.1 Landsat 위성 센서의 관측 밴드와 주요 응용분야

TM과 ETM+의 자료는 신(scean)이라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신은 지상
에서 약 185km☓170km의 넓이이다. 각 신은 위성궤도에서 결정되는 패스(Path)와
중심위도로부터 결정되는 로우(Row)에 의해 규정된다. 이 시스템을 WRS(World
Reference System)라 한다. 자료는 통상 8mm 테이프 혹은 CD-ROM 으로 사용
자에게 제공된다. 한 개의 픽셀은 그 센서의 해상력과 거의 같은 넓이의 지상에서
의 반사휘도 강도를 파장대별로 기록하고 있고, 각 파장대의 강도는 8비트의 수치
(0~255)로 나타나 있다. 자료 송신에서 5호는 TDRS(Tracking and Data Relay
Satellite)를 통해 지상국으로 송신되었으나, 7호에서는 기록장치를 병용한 직접송
신방식으로 되어있다(김영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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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date

Sensor

Path

Row

1984년11월12일

L5_TM

115

34

1987년04원27일

L5_TM

115

34

1989년06원03일

L5_TM

115

34

1994년06원01일

L5_TM

115

34

1997년06원16일

L5_TM

116

34

1999년03원27일

L5_TM

115

34

2000년09원29일

L7_ETM+

115

34

2002년04원28일

L7_ETM+

115

34

표 3.1 사용된 영상

Ⅲ. 자료처리
이 연구에 사용된 위성 영상은 path 115 row 34 7개의 영상과 path 116 row
34 1개의 Landsat TM/ETM+이다(표 3.1). 춘천 지역의 시기적 변화에 대한 관찰
을 하기 위하여, 원시 영상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지리적으로 기하보정을
해주었고, 영상을 분류하여 도심을 추출하고 인공구조물과 녹지를 분류하였다.

3.1. 기하보정 (Geometric Correction)

인공위성에서 얻어진 원시 영상은 기하학적 휘어짐의 영향을 받는다. 기하학적
왜곡의 이유에는 지구곡률 및 자전, 위성의 고도나 자세 등이 있다. 영상에서 기하
학적 휘어짐은 영상 내 공간의 상대적인 위치 변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휘어짐을
바로 잡아 주고 지형도와 같은 크기의 투영값을 갖도록 변환해 주기 위해 영상에
지리적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엄정섭, 2004).
이러한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지상기준점(GCP:Ground Control
Point) 보정 방법을 이용하여 영상을 기하보정을 실시하였다. 비교적 최근영상인
2002년 04월 28일 영상을 그림 3.1의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보정해 주었고, 이 영
상을 기준으로 나머지 영상들에 대해서도 기하보정을 실시하였다.
지상 기준점 선정에 있어서는 그림 3.2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성 영상의 해상도를
고려해 주로 대형 인공 구조물인 제방이나 교량의 끝, 도로 교차점 등 선정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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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신당 약 20여개의 지상기준점을 선정해 1.24의

RMS 에러 값을 가졌고, 수

치지도를 이용해 기하보정을 실시한 영상을 기반으로 다른 위성영상을 기하보정 할
때도 약 20여개의 지상기준점에 0.35의 RMS에러 값을 얻었다. 기하보정을 통해
그림 3.3의 원시 영상에서 그림 3.4의 지리적 위치를 갖는 영상을 얻었다.

그림 3.1 기하보정에 사용된 수치지도

그림 3.2 선정된 대표적인 지상기준점

그림 3.3 기하보정전 115-34 영상

그림 3.4 기하보정후 115-34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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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상 분류(Classification)

영상의 분류란, 영상을 이루는 각각의 화소들 중 비슷한 분광특성을 가지는 것
끼리 집단화 시켜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구성된 각각의 집단을 class라고 하고, 이
class내의 여러 가지 화소 집단이 합쳐져 하나의 정보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
게 합쳐진 하나의 정보 집단을 군집화시켜 영상 전체에서 통계치 계산을 통해 분류
하게 된다(채효석, 2004).

영상분류방법은 크게 감독 분류(Supervise Classification)방법과 무감독 분류
(Unsupervised Classification)방법이 있다. 감독 분류는 사용자가 영상 내에 같은
성질을 가지는 화소 값들을 군집화 시켜 분류 하는 방법이다. 지표의 정보를 현지
답사를 통하여 정보 집단(training sample)의 일부 위치나 분광 특성을 정확히 알
고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무감독 분류는 파장별 반사특성이 유사하여 감독분류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거나 현지답사를 하기 어려운 지역에 적용되어지는 분류기법으로, 영상 자체의 통
계치를 이용해서 비슷한 반사 값을 가지는 화소들끼리 군집화하는 방법이다.
무감독 분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판단이나 경험은 전혀 요구되지 않
고, 단지 작업 후 분광집단을 정보 집단으로 전환해주는 과정에서만 사용자가 개입
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각각의 집단은 초기 기준점을 임의로 위치시켰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엄정섭, 2004).
그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감독 분류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영상을 분류하
였다. 정확하게 표본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밴드를 조합하였다.
예를 들어 red, green, blue를 각각 b3, b2, b1 로 설정해 주면 천연색의 영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녹지와 농경지 구분에 있어서 근적외 영역인 식생을 잘 나타내주
는 b4를 이용하여 각각 b2, b4, b1의 조합을 하였다. 이렇게 하면 식생의 정도에
따라 green의 영역이 밝기가 달라져 식생 구분에 용이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b5, b7을 이용하여 도심의 인공구조물 구분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몇 차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선정된 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선정에 있어서 선정된 집단은 순수한 그 집단의 정보만을 나타내야 한다.
선정한 집단에 조금이라도 다른 집단의 특성 정보가 포함되면 영상 분류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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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인 총 4개의 대표가 되는 표본 집단(Urban area, Agricultural land,
Green

zone,

(urban_low,

Water

body)을

urban_apt,

선정하기

blue_roof,

soil,

위하여

13개의

paddy1,

순수한

paddy2,

세부

vinyl

집단

house,

green_bright, green_medium, green_dark, green_fallen, water1, water2)을 먼
저 선정하였다(그림 3.5). 그리고 연구의 목적에 맞게 4개의 집단으로 다시 군집화
하여 재분류 하였다. 표 3.2는 선정한 표본 집단의 종류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urban_low는 일반적인 도심을 말한다. 도심의 저층 건물과 단독주택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urban_apt는 90년대 이후에 볼 수 있는 고층 건물이다. 고층 건물의 특
징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그림자를 볼 수 있다. blue_roof는 도심 중에서 공장 단
지에 있는 조립식 건물로써, 주로 파란 지붕으로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soil은 학
교의 운동장이나 공사 지역의 절토면을 의미한다. 농지에 있어서 식생밀도에 따라
paddy_1, paddy_2로 나누었고, 비닐하우스 지대를 vinyl_house로 하였다. 비닐하
우스는 천연색으로 보았을 때는 도심과 구분이 쉽지 않으나, b4를 이용하여 밴드조
합을 하면 식생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었다. 자연녹지는 밝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여름철 식생지수가 높은 활엽수가 bright, 중간 밝기의 식생을
나타내는 녹지를 medium, 그리고 침엽수나 높은 산의 뒤편에 그림자 진 곳을 dark
로 지정하였다. 강과 호수는 의암호의 진한 청색의 물을 water_1으로 선택했고, 소
양호의 녹색빛을 띄는 물을 water_2로 지정 하였다.
각 표본집단의 통계치 계산에 있어서는 영역 내 모든 pixel을 사용하였고, 감독
분류 방법 중 Minimum distance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TM 센서는 band 1-7까지,
ETM+센서는 band 1-7과 panchromatic band 모두 이용하였다. 13개의 집단을
선정하여 분류한 영상을 나타내었다(그림 3.6b). 그리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도심,
농경지, 자연녹지, 호수 4가지로 다시 집단화시킨 분류 영상을 나타내었다(그림 3.6
c). 표 3.3 ~ 표 3.6은 이러한 결과로 각각의 영상마다 얻어진 분류의 결과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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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urban_low
urban_apt

일반적인 도심, 저층 건물
고층 아파트 단지

area

blue_roof

지붕이 파란, 공장지대

soil
paddy_1

학교운동장, 구조물 건설준비지역
일반적인 농경지

paddy_2

밀도가 높은 농경지

vinyl_house
green_bright

비닐하우스 지대
밝은색을 띄는 녹지

Green

green_medium

중간정도 밝기를 띄는 녹지

zone

green_dark
green_fallen

어둡게 보이는 녹지
겨울영상 활엽수 지대

Water

water_1

의암호의 물

body

water_2

소양호의 물

Agriculture
land

표 3.2 선정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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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3.5 선정된 트레이닝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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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nchromatic band를 합성한 영상

(b) 13개 집단을 색으로 표현한 분류 영상

(c) 4개의 집단으로 다시 집단화 한 영상

그림 3.6 천연색 영상과 분류한 영상 (Landsat-7, 2002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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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times
1984년11월12일
1987년04월27일
1989년06월03일
1994년06월01일
1997년06월16일
1999년03월27일
2000년09월29일
2002년04월28일

urban_low
857
1161
1038
1409
1871
1386
1449
1679

Urban area
blue_roof
urban_apt
12
203
237
751
747
487
32
1504

soil
309
284
419
990
445
250
134
142

Total
1166
1445
1458
2412
2520
2625
2819
3358

표 3.3 도시 면적의 결과값
Acquisition times
1984년11월12일
1987년04월27일
1989년06월03일
1994년06월01일
1997년06월16일
1999년03월27일
2000년09월29일
2002년04월28일

paddy1
4155
6159
1751
1462
1433
5415
3378
2548

Agricultural land
paddy2
3745
2098
5457
4587
4986
582
982
5305

vinyl_house
64
96
96
879
1954
100
638
161

Total
7965
8354
7305
6929
7819
6098
5998
7973

표 3.4 농경지 면적의 결과값
Acquisition times
1984년11월12일
1987년04월27일
1989년06월03일
1994년06월01일
1997년06월16일
1999년03월27일
2000년09월29일
2002년04월28일

green_1
727
5318
8356
7311
1948
7892
13277
10918

Green zone
green_2
green_3
6087
7077
450
5692
2560
9980
14400
695
7956
1535
6278
2207
11021
1175
2187
2957

green_4
12678
14468
6237
4148
13496
10720
1545
8421

Total
26588
25947
27151
26574
25456
27117
26984
24471

표 3.5 자연녹지 면적의 결과값
Acquisition times
1984년11월12일
1987년04월27일
1989년06월03일
1994년06월01일
1997년06월16일
1999년03월27일
2000년09월29일
2002년04월28일

Water body
water_1
1369
1499
826
1194
989
1511
1511
1511

water_2
648
491
993
628
952
385
425
423

표 3.6 강∘호수 면적의 결과값

Total
2018
1991
1819
1822
1942
1897
193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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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해석
4.1 도시성장

8개의 영상 분류 결과를 이용하여 도시의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전체 도심

면적은 1984년도에 1166ha에 불과했지만, 2002년도에는 3358ha로 약 세배가 증
가된 양상을 알 수 있다(그림 4.1). 도심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인구증
가에 따라 주거지면적도 증가한다. 시기별 영상에서 나타난 도심 성장을 인터넷 국
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춘천지역 아파트 건설 자료(www.kbstar.com)와 비
교해 본 결과 춘천지역의 주거지는 도심 중심에서 외곽 쪽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상분류를 통해 얻어진 전체영상의 도심 면적 증가를 매 시기별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도심 면적의 증가는 주요도심 내의 증가가 아닌 연구지역 전체의 도심의 증
가이다. 그리고 도시 중심으로부터 외곽으로 확장하는, 눈에 띄는 도심의 성장을 관
찰하기 위하여 강 건너 소양강 북쪽의 우두동 지역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주요 도심을 구획지어 도시성장의 추이와 시기별 확장 지역을 살펴보았다.
영상에서 나타나는 도시면적의 증가는 새로운 지역에 도심이 들어선 모습을 보이
고,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절토면이 보이기도 하며, 다음 시기의 영상에서는 그
지역에 인공구조물이 건설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각 시기별로 도심의 확장을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도심 면적 증가 그래프(단위 :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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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의 전체 도심의 면적은 857ha이다. 이 영상을 기준으로 1989년부터 이전
시기의 영상과 비교하여 도시 성장을 관찰 하였고, 그림 4.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요 도심을 구획지었다.

그림 4.2 1984년 주요도심지 구획(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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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 내에서, 1984년과 1989년 사이에 영상 전체적인 도심면적은 292ha 증가
하였고, 주요도심을 구획지어 나타내었다(그림 4.3). 특히 이 시기에는 후평동 지역
의 도심으로의 면적의 증가를 보여준다. 후평동의 개나리아파트, 세경아파트, 후평
주공 4차∘5차 아파트가 건설된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1984년에는 산림
이나 절토지로 보이는 곳들에 인공구조물이 건설된 것을 천연색 영상과 분류 영상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4, 그림 4.5).

그림 4.3 1989년 06월 03일 영상 춘천지역 도시 성장 벡터 표시
(1984년=black, 1989년=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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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984년과 1989년 후평동 지역 도심증가 천연색 영상
(A) 개나리아파트, (B) 세경아파트, (C) 후평 주공4차, (D) 후평 주공5차

그림 4.5 1984년과 1989년의 후평동 도심증가 분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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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과 1994년 사이에 전체도심 면적이 954ha 증가하여, 비교적 큰 도시 성
장을 보여주고, 주요도심을 구획지어 이전시기와 비교하였다(그림 4.6). 특히 퇴계
동에 도심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많은 주거단지가 건설 되었다. 퇴계동에는 도심 외
곽에 금호아파트와 한주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 그린타운 등이 건설 되었다. 강남
동에는 공지천 부근 온의금호타운과 럭키아파트도 건설되었다(그림 4.7). 분류 영상
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구조물을 건설하기위한 절토면도 많이 관찰되었다(그림
4.8).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1984년도에서 2002년 사이 춘천시의 도시 변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로 보인다.

그림 4.6 1994년 06월 01일 춘천지역 도시성장 벡터 표시
(1989년=black, 1994년=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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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1989년과 1994년 퇴계동 도심증가 천연색 영상
(A) 온의동 금호타운, (B) 현대 아파트, (C) 퇴계동 그린타운(D) 퇴계동 금호타운

그림 4.8 1989년에서 1994년 퇴계동 도심증가 분류 영상
(절토지역 노란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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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과 1997년에 전체 도심 면적은 108ha 증가를 보인다. 1997년 영상의
주요도심을 구획지었고(그림 4.9), 석사동의 큰 도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1994년도에는 자연녹지인 지역이 1997년에는 구조물을 세우기위한 절토지로 많이
나타났다(그림 4.10). 그림 4.11의 분류 영상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석사동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후평동과의 연결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9 1997년 06월 16일 영상 춘천지역 도시성장 벡터 표시
(1994년=black, 1997년=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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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1994년과 1997년 석사동 도심증가 천연색 영상

그림 4.11 1994년과 1997년의 석사동 도심증가 분류 영상
(절토지역 노란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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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과 1999년에는 105ha의 전체 도심 증가를 보였다. 그림 4.12에 1999년
영상의 주요도심을 구획지어 나타내었고(그림 4.12), 이전 시기에 석사동과 후평동
의 연결 지역인 절토지에 아파트와 상가지대가 형성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
림 4.13). 그리고 1997년에 자연녹지였던 지역이 1999년에 주요도심으로 포함되면
서 절토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그림 4.14). 이 시기에는 석사동에 두산아파
트, 그랜드아파트, 진흥아파트 등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림 4.12 1999년 03월 27일 영상 춘천지역 도시성장 벡터 표시
(1997년=black, 1999년=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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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1997년과 1999년 석사동 변화 천연색 영상
(A) 진흥아파트, (B) 두산아파트, (C) 그랜드아파트

그림 4.14 1997년과 1999년 석사동 변화 분류 영상
(절토지역 노란색으로 표시)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194ha의 도심의 증가가 있었으나, 확연하게 증가한 지
역을 영상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도심으로 포함된 석사동에 퇴계 주공 2,
3, 4단지가 건설된 것을 아파트 건설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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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영상 전체에서 539ha의 도심 증가를 보인다. 이때
주요도심에서의 큰 면적의 증가는 볼 수 없다(그림 4.15). 그러나 주요도심에서 떨
어진 동내면 지역이 도심으로 많이 분류되었다. 특정하게 증가한 도심을 구획할 수
는 없지만, 동내면에 해당하는 학곡리, 신촌리, 사암리 일대가 도심으로 변화한 것
을 볼 수 있었다(그림 4.16). 분류한 영상에서도 2000년도에 농경지였던 지역이
2002년도에 도심으로 많이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7).

그림 4.15 2002년 04월 28일 영상 춘천지역 도시성장 벡터 표시
(1999년=black, 2002년=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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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2000년과 2002년 동내면 변화지역 천연색 영상

그림 4.17 2000년과 2002년 동내면 변화지역 분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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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경지와 자연 녹지의 변화

주로 인공구조물로 이루어진 도심의 분류에서는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반면에, 농경지와 자연녹지의 분류에 있어서는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히 겨
울철 낙엽이 진 활엽수 지대와 농작물을 수확한 농경지의 토양의 노출 정도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가 어려웠다. 그러나 여름영상에서는
대체적으로 농경지보다 자연녹지의 식생지수가 월등히 높아 구분이 용이하였다. 따
라서 여름영상 중에서도 비교적 같은 시기인 6월에 촬영된 여름영상만을 이용하여
농경지와 자연녹지의 시간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연구에 이용한 세 영상은

1989년 06월 03일, 1994년 06월 01일, 1997년 06

월 16일에 촬영한 영상이다. 1989년에 총 7304ha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그 중
비닐하우스의 면적은 96ha를 차지했으며, 자연녹지의 면적은 27133ha로 분류되었
다. 1994년이 되어서, 전체 농지 면적은 6928ha로 336ha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
다. 일반 농지가 감소한 반면에 비닐하우스는 879ha로, 1989년에 비하여 약
783ha의 큰 증가를 보였다. 자연녹지의 면적은 26,554ha로 579ha 줄어들었다.
1997년이 되어서, 전체 농지 면적은 8343ha로 1994년에 비해 1415ha 증가하였
고, 비닐하우스의 면적도 1954ha로 1075ha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자연
녹지의 면적은 24935ha로 1619ha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8을 보면, 농경지의 면적은 앞 절 4.1의 도시성장에서 가장 급격한 모습
을 보인 1994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1997년에 다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에 자연녹지의 면적 1994년과 1997년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도시가 성장
함에 따라 농지와 자연녹지가 도심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7년에 농
경지의 증가는 자연녹지가 농경지로 형성됨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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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1989년, 1994년, 1997년 농경지와 자연녹지면적 변화

4.3 주요 도심 내 녹지율 변화 관찰

춘천시 주요 도심에서의 녹지율을 조사해보았다. 녹지율이란 도시면적에서 가로수,
공원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환경 친화적 도시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Landsat위성의 30m 공간해상도 영상으로 다양한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춘천
시를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Landsat 위성영상의 해상도로 도심의 가로수와 같
은 적은 면적에 해당하는 녹지를 관찰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는 대략적으로만 분석하였다.
분류한 영상과 천연색 영상을 이용하여 매 시기의 영상에서 춘천시 주요도심을
구획지었다(그림 4.19). 주요도심이라 함은 앞 절 4.1의 도시성장에서 나타내었던
도심을 구획지은 것과 같은 뜻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요 도심내의 녹지 면적을 이
용해 비율을 구해보았다. 구획지은 도심 내에서 농경지로 분류된 부분은 협소한 지
역에 식생밀도가 크지 않은 녹지라고 판단되어 도심내의 녹지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4.2절 농경지와 자연녹지의 변화에서 언급된 영상분류의 계절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영상을 이용하였다. 겨울에 촬영된 영상에서 문제가 되
었던 낙엽이 진 활엽수 지대와 경작한 농경지를 구획지은 주요도심 내에서는 모두
녹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모든 영상을 이용하여 녹지율을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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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천연색 영상과 분류 영상을 비교하여 주요도심을 구획지음 (Landsat 7
2002년04월28일)
Acquisition Time

Construct(ha)

Green area(ha)

Rate(%)

1984년11월12일
1987년04년27일
1989년06월03일
1994년06월01일
1999년09월29일
2000년09월19일
2002년04월28일

631
875
971
1146
1228
1278
1332

374
377
345
344
548
564
563

37
30
26
23
30
30
29

표 4.1 주요도심 내 분류표

그림 4.20 주요도심 내 녹지 비율 그래프(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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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의 주요 녹지는 춘천의 가운데 위치한 봉의산이고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외곽으로 녹지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4.1과 그림 4.20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1984년의 주요도심의 면적은 1005ha
이고 녹지의 면적은 374ha로 37%의 높은 녹지 비율을 보인다. 1987년의 주요도심
은 247ha 증가하였으나 녹지면적의 변화는 거의 없어서 녹지 비율이 30%로 떨어
졌다. 1989년에 도심은 64ha 증가하였고, 녹지는 32ha 감소하여 녹지비율이 26%
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1994년에 도심은 175ha 증가하였으나 녹지면적은 거
의 변화가 없어서 녹지비율은 23%로 가장 낮은 비율로 떨어졌다. 1999년도 영상
부터 석사동 지역과 후평동 지역이 도심으로 연결되면서 녹지를 포함하게 된다. 이
에 따라 도심은 1777ha로 273ha 증가하였고, 녹지도 204ha 증가하여 30%로 녹지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2000년과 2002년에도 각각 1843ha와 1896ha의 도심 면적
을 갖고, 364ha의 거의 비슷한 녹지 면적을 포함하여 30%의 녹지비율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춘천시 주요 도심내의 녹지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서 말한 도심 내의 농경지로 분류된 부분이 식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
로 분류하였지만 정확하게 녹지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정확한 표본 집단을 선택
하였다고 해도 해상도의 문제로 도심내의 녹지가 다 추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도심 내의 녹지비율에 있어서는 2005년 12월에 발사 예정인 Kompsat-2호의
1m의 고해상도 자료와 4m의 Red, Green, Blue 그리고 근적외 영역의 센서 또는
Kompsat-2호와 매우 흡사한 해상도의 IKONOS 영상으로 더욱 정확하고 활발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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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춘천시는 지난 20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Landsat 위성영상분류의 결과로
1984년도에

1166ha에

불과하던

춘천지역

도심이

가장

최근인

2002년에는

3358ha로 약 3배정도 증가하였다. 도심을 이룬 지역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9년
까지는 후평동이, 1997년까지는 퇴계동이 도심을 많이 이루었다. 그리고 2000년까
지는 석사동에 많은 도심을 형성하는 변화를 볼 수 있었고, 2002년까지는 동내면
지역이 도심으로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도시 성장이 이루어진 시
기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이고, 매 시기별로 도시성장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
었다.
농경지와 자연녹지 변화에 있어서는 낙엽이 진 자연녹지와 농작물을 수확한 농경
지와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겨울영상으로 농경지 변화를 관찰하는데 정확성
이 떨어졌다. 여름영상만을 이용한 농경지 변화 관찰에서 1989년에서 1994년까지
농경지와 자연녹지의 면적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농경지의 면적이 다
시 증가하고, 자연녹지의 면적은 계속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급격한 도시성장
을 이룬 시기에 일시적으로 농경지가 도심으로 변하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시 자연녹지가 농경지로 형성됨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농경지 중에서도 1989
년에 비해 1997년에 비닐하우스 농가가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요 도심의 녹지비율에 있어서는 1984년 영상에서는 37%로 비교적 녹지를 많
이 포함하였다. 도심이 성장함에 따라 주요 도심 내의 녹지비율이 낮아져 1994년
에는 녹지비율이 23%로 떨어지게 된다. 1999년 영상에서부터 석사동과 후평동이
연결됨에 따라 녹지를 포함하게 되어 이후 영상에서도 30%대의 녹지비율을 유지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Landsat 위성의 TM/ETM+ 센서를 이용한 영상분류기법으로 춘
천시의 도시 변화의 특성과 시간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Landsat 위성의
30m 공간해상도에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정확한 관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Kompsat-1의 6.6m 공간해상도 위성영상과 Spot-5, IKONOS
그리고 앞으로 발사될 우리나라의 다목적 위성 Kompsat-2 등의 1m급의 공간해상
도를 제공하는 자료의 시기적 축적은 도시 및 지표의 관찰을 하는 연구에 많은 정
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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