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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북한 농업용수 수요량의 파악은 앞으로 다가올 농업 수자원 분야의 과제에 대처하고 통일 후의

수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농업용수 수요량 파악을 위한.

북한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며 위성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법의 활용은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시계열 영상을. MODIS

이용하여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논의 분포를 추출한 후 영상의 해상도에 의해 발생하, MODIS

게 되는 논 추출의 불확실성이 지형학적 인자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여

논 추출 결과를 보완하였다 또한 북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방법을 선정하.

고 시계열 영상을 이용하여 추출된 논 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전역의 연간 농업용수 수요MODIS

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립된 시계열 영상을 이용한 논 추출 방법 및 북한의 농. MODIS

업용수 수요량 산정 방법은 향후 북한의 농업용수 관련 연구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북한 농업용수 수요량 시계열 영상핵심용어 북한 농업용수 수요량 시계열 영상핵심용어 북한 농업용수 수요량 시계열 영상핵심용어 북한 농업용수 수요량 시계열 영상: , , MODIS: , , MODIS: , , MODIS: , , MODIS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북한 농업용수 수요량의 파악은 앞으로 다가올 농업 수자원 분야의 과제에 대처하고 통일 후의

수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농업용수 수요량 파악을 위한.

북한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법의 활용은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논벼의 경우에 물 관리 방식이 다른 작물과 상이하.

기 때문에 시계열로 작성된 위성영상의 계절 변화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재배지역을 판별할 수

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온 이들 영상들에 비하여 고분해능 위성센서인. MODIS(MODerate

를 이용하면 이틀마다 전 지구를 커버하기 때문에 광범위한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지역의 농작물을 반복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논 지역의 시간적 변이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한편 농업용수 수요량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원공의 개발과 수리시설의 설계 그리고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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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며 가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가뭄,

의 평가를 위한 주요 변수로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농업용수 수요량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편으로 향후 수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치이므로 제한된 자료,

로 농업용수 수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하여 북한 전역의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계열 영상을 이용하여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논의 분포를 추출하고MODIS ,

기존 연구의 지형학적 인자에 따른 논 추출의 불확실성 결과를 바탕으로 논 추출 결과를 보완하

였다 또한 추출된 논 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전역의 연간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

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2.2.2.2.

영상자료의 수집 및 전처리2.1

본 연구에서는 일본 동경대학교 사이트WebMODIS (http://webmodis.iis.u-tokyo.ac.jp 를 통해)

서 영상자료를 취득하였다 영상은 벼 재배시기를 고려하여 년부터 년까지 각MODIS . , 2004 2005

월에서 월 사이의 영상을 수집하여 기하 보정 등 전처리 실시하였다 단 구름의 영향이 많아3 10 . ,

양질의 영상을 수집하기 힘든 월의 영상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월별로7, 8 . 4～

개 영씩 총 개 영상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논 추출을 위해 영상 중 해상도가5 27 . MODIS

가장 높은 영상을 사용하였다250 m .

시계열 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분류2.2 MODIS

는 정규식생지수로 태양에너지의 반사량이 지형의 표면 경사 향 등에 따라 달라지는 현NDVI ,

상을 보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역지역의 식생 모니터링에 이용되고 있다(Lillesand, 1994).

영상은 해상도를 가진 번 밴드를 통해 식 로 를 산정할 수 있다MODIS 250 m 1, 2 (1) NDVI .




(1)

여기서, 은 밴드이고NIR(Near Infrared Ray) , 은 밴드이다RED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된 영상에 방법을 적용하여 각MVC

월별 영상을 작성하였다 방법은 동일한 공간해상력과 동일한 좌표체계를 가진 복수NDVI . MVC

의 위성영상자료를 중첩시켜 동일한 위치에 해당하는 각각의 픽셀 값을 비교하고 그 중에서 최대

값만을 선택하여 하나의 영상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황순욱 구름이 나타내는 식생지수( , 1997).

는 식생지역의 식생지수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방법을 이용하면MVC

낮은 식생지수를 나타내는 구름의 영향이 제거되어 상대적으로 식생이 반사하는 높은 값만을 취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작성된 월별 영상을 이용하여 무감독 분류를 실시하였다. NDVI .

지형학적 인자에 따른 논 추출의 불확실성 결과를 이용한 논 추출2.3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영상을 이용한 논 분류의 불확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무감독 분MODIS

류 결과 논으로 분류된 지역만을 따로 추출하여 고도와 경사에 따라 가지 경사 가지 고도, 35 ( 7 , 5

가지 의 경우에 따른 논 추출에 대한 불확실성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 결과 윤성한 등 와 를 적용하여 논의 면적을 산정하였. ( , 2007)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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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수정 후의 논 면적, 는 각 지형학적 인자,  는 각 지형학적 인자에 따른 추

출 논 면적,  는 각 지형학적 인자에 따른 평균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북한 지역의 농업용수량 산정2.4

본 연구에서는 논벼 재배 지역과 한발기준 년 빈도 조용수량에 대하여 공간 분포를 추정하고10 ,

이 두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수요량을 산정하였다 조용수량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영. .

농 방식별 각종 인자 용수구역별 평균 침투량 또는 실측 침투량 및 일부 기상 자료 일조시간 등, ( ) ( )

등의 자료는 획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용수 수요량 산정 방법을 적.

용하였다.

증발산량 산정 방법- : FAO Blaney-Criddle

침투량- : 5 mm/day

유효우량 산정 강우 일정비율법- :

관리용수율 적용- : 20%

기상자료 북한 지역 개 기상측후소 자료 기온 강수량- : 27 ( , )

연구 결과연구 결과연구 결과연구 결과3.3.3.3.

시계열 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분류 결과3.1 MODIS

남한에 적용한 토지피복 분류 과정을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 전역에 대한 토지 피복 분류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산림지역이 로 북한의 토지 피복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80.8% ,

나타났으며 밭이 논이 약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북한의 경지면, 8.3%, 10.3% (Fig. 1).

적 중 논과 밭의 면적비는 정도 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동완 등 밭의 경우 소3 : 7 ( , 1998),

규모로 산재해 있는 양상을 나타내 해상도를 가진 영상으로 추출해 내기에는 한계250 m MODIS

가 있어 상대적으로 논보다 적은 셀이 추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북한 지역의 토지피복분류 결과 Fig. 2 지형학적 인자를 고려한 논 추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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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성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논추출면적 4.1 11.4 27.9 63.4 52.9 140.7 0.4

지역 남포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양 양강도 합계

논추출면적 19.0 83.3 94.8 31.7 0.04 530.0

Table 1 시군별 논 추출 면적 단위( : 10
3
ha)

지형학적 인자에 따른 논 추출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추출 결과3.2

시계열 영상을 이용하여 추출된 논의 지형학적 인자에 따른 분포는 와 같다 북MODIS Fig. 2 .

한의 경우 추출된 논의 약 가 고도 경사 이하 지역에 분포하였으며 특히 지형조건84.8% , BⅢ

인 지역에서 추출된 논 지역 셀의 약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논 지역 셀I-A 58.6%

을 포함하는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도 지역에 논 지역 셀이 약 가 존재하는. 6.8%Ⅴ

것으로 나타나 남한의 대상지역 약 에 비해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07%) .

지형학적 인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한 식 를 추출된 논 지역 셀에 적용하여 시 도별 논(2)

면적을 산정한 결과는 과 같다 산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 전역에 존재하는 논의 면적Table 1 .

은 약 천 로 나타났다 그 중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 지역이 약 천530.0 ha . 193.6

차지하였고 평안남북도 지역이 약 천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 지ha(37%) , 178.1 ha (34%)

역의 논 대부분이 서해안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개마고원 지대에 있는 자강도.

나 양강도 지역의 경우 천 미만으로 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 ha .

북한 지역의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3.3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과정을 거쳐 산정한 북한의 기상 측후소별 연간 조용수량을 에 나Fig. 3

타내었다 산정 결과 남포의 연간 조용수량이 약 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신포 김책을. , 1,203mm , ,

중심으로 한 함경남도 지역의 조용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용수량을 가장 적게 필. ,

요로 하는 지역은 원산으로 연간 조용수량이 약 로 나타났다 추정된 북한 지역의 한발 기926mm .

준 년 빈도 조용수량 공간 분포 결과와 시계열 영상을 이용하여 추출한 북한 전역의10 MODIS

논 추출 결과를 이용하여 북한의 연간 농업용수 수요량을 산정하였으며 북한 전역에 대한 시 도,

별 농업용수 수요량을 산정한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Table 2 .

논 면적을 고려한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결과 북한 전역에 필요한 농업용수 수요량은 약,

백만 으로 남한 백만 논 면적 약 천 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5,499.3 /yr (13,270 /yr, 1,150 ha) 41.4%㎥ ㎥

나타났다 건설교통부 이를 시 군별로 살펴보면 가장 넓은 논이 존재하고 있는 황해남도( , 2001). ,

의 경우 약 백만 의 농업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값을 나타냈으며 그1,516.7 /yr ,㎥

다음으로 평안남북도가 각각 백만 백만 의 농업용수 수요량을 나타내 서해1,029.1 /yr, 859.9 /yr㎥ ㎥

안 지역의 농업용수 수요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벼 재배에 극히 제한적인 환경여건을.

가지고 있는 양강도 지역의 경우 논벼의 재배가 가능한 논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영상을 이용하여 북한의 논 지역을 추출하고 북한에 적용 가능MODIS

한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방법을 이용하여 북한 전역의 연간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북한.

에 적용하여 북한 전역에 대한 토지 피복 분류를 실시한 결과 북한 전역에 존재하는 논의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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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천 로 나타났다 그 중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 지역이 약 천 로 북한530.0 ha . 193.6 ha

논 면적의 약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마고원 지대에 있는 자강도나 양강도 지역의37% ,

경우 천 미만으로 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전역에 필요한 농업용수1 ha .

수요량을 산정한 결과 약 백만 로 남한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5,499.3 /yr 41.4% .㎥

시 군별로 살펴보면 가장 넓은 논이 존재하고 있는 황해남도의 경우 약 백만 의 농, 1,516.7 /yr㎥

업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값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립된 시계열 영. MODIS

상을 이용한 논 추출 방법 및 북한의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방법은 향후 북한의 농업용수 관련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3 측후소별 순용수량 및 조용수량 산정 결과

지역
농업용수수요량

(10
3
/yr)㎥

개성 41,492

강원도 110,551

함경북도 139,568

함경남도 658,514

황해북도 571,745

황해남도 1,516,690

자강도 3,920

남포 220,775

평안북도 859,874

평안남도 1,029,110

평양 347,100

양강도 -

합계 5,499,339

Table 2 시도별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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