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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위성은 지구표면 상태를 시간적으로 관찰하여 영상으로써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
한 영상을 분석하여 지구표면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특히 시간적으로 
축적된 영상을 이용하면 지표면의 변화양상 관측이 가능하다. 1984년 초부터 현재
까지 수많은 Landsat 위성영상이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위성영상들을 시계열적으
로 나열하여 지표의 변화를 관측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표면을 이루는 구성 
중 산림에 초점을 두어 임상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전 지구적으로 산림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국토의 68%가 산림으로 이루어져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
림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항공사진을 이용한 기존의 임상도 제작 및 
산림연구에 반하여, Landsat 위성영상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원격탐사는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실측자료의 비교분석과정이 필요하다. 강
원대 연습림은 자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위성영상과 실측자료의 비교분석이 가
능하다. 따라서 연구에 필요한 현장자료가 많은 강원대학교 연습림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andsat영상으로 연습림의 임상형태, 연도별변화, 나무의 
영급, 그리고 상록수와 낙엽수의 구분을 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Landsat영
상은 1984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겨울영상 여섯 개이다. 각 영상의 NDVI를 RGB
로 표현하여 임상형태와 시간에 따른 임상변화를 관찰하였다. 변화된 임상을 실제 
문헌기록들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영상에서 나타낸 정보를 다시 분류
하여 나무의 영급을 영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지도 연구하였다. 또한 영상분류로 연
습림내의 임상을 분류하여 상록수와 낙엽수의 면적대비를 구해보았다. 

1.3 연구목적
(1) Landsat 영상을 이용하여 연습림내의 임상형태와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2) NDVI의 결과영상으로 연습림 나무 영급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 영상분류로 연습림의 임상구분과 상록수, 낙엽수의 면적을 정량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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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지역 및 자료
2.1 강원대학교 연습림
  강원대학교 연습림은 북위 37°46´에서 37°51´ 사이 및 동경 127°47´에서 127°52´
사이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과 홍천군 북방면의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Fig. 2.1에서 빨간색 경계선이 강원대학교 연습림이다. 강원대학교
로부터 연습림 관리소까지는 남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춘천-홍천 
간 5번 국도를 따라 자동차로 30분 정도의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연습림의 
산계는 태백산맥의 서쪽 갈래인 가리산계로서 주봉인 대룡산(899m)을 정점으로 하
여 응봉(753m), 연엽산(850m), 구절산(750m)으로 연결된다. 연습림의 기반암은 
신생대 화강편마암계에 속하며 화강암 또는 이들의 변성암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토
양은 대부분이 양토를 형성하고 있다. 강원대 연습림의 총 면적은 3,057ha이다. 연
습림에는 Table 2.1에서 나타나듯이 잣나무림, 소나무림, 낙엽송림, 낙엽수림 등의 
임상이 분포되어 있고, 상록수림에 비해 낙엽수림이 2,293ha로 연습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종춘 외, 1999) 

   Figure 2.1 강원대 연습림의 위치(36km×3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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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기호 Ⅰ Ⅱ Ⅲ Ⅳ Ⅴ Ⅵ

강원대학교 연습림은 1963년부터 춘천농과대학 부속연습림을 시작으로 관리되어 
현재는 제 6차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부속연습림 영림계획구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 연습림의 산림경영 연혁은 Table 2.2와 같다. Table 2.3은 나무의 영급기준
이다.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10년 이하는 1영급, 20년 이하는 2영급, 30년 
이하는 3영급 등으로 나눈다. 

수종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낙엽수 견본림 미림목지 합계

면적(ha) 535 155 16 2,292.8 12 39 3057.8

Table 2.1 강원대 연습림의 임상 분포

영림계획 영림구 명칭
조사

년도

실행

기간 년수

제 1차
춘천 농과대학

부속 연습림
1963 1965~1974 10

제 2차
문교부 소관 강원대학

홍천국유림 영림구
1974 1975~1979 5

제 3차

문교부 소관 강원대학

부속연습림

홍천국유림 영림구

1979 1980~1984 5

제 4차

문교부 소관 강원대학

임과대학 부속 연습림

홍천국유림 영림구

1984 1985~1989 5

제 5차
강원대학교 임과 대학

부속연습림 홍천사업구
1989 1990~1999 10

제 6차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부속연습림영림계획구

1992

≀
1999

2000~2009 10

Table 2.2 강원대 연습림의 산림경영 연혁

Table 2.3 영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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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성센서 및 영상자료
(1) 위성 센서 
  1980년도 초에 발사된 Landsat-5 TM 센서는 가시광, 근적외선, 중적외선 및 열
적외선 영역에서 반사되거나 복사되는 에너지를 기록하는 광학센서 시스템이다. 
TM은 MSS보다 더 높은 공간, 분광, 시간 및 방사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다중분광
영상을 수집한다. TM은 7개의 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7개의 밴드중 1~3번 밴드
는 0.45~0.69μm 의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대이다. 4번 밴드는 0.76~0.90μm의 근적
외선 영역의 파장대로서 식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밴드이다. 5번 밴드는 
1.55~1.75μm의 중적외선 파장대이고, 6번 밴드는 10.4~12.5μm의 열적외선 밴드이다.  7
번 밴드는 2.08~2.35μm의 비교적 짧은 적외선 파장대이다. 
Landsat-7은 1999년 4월 15일에 발사되었고 ETM+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ETM+
센서는 Landsat-4호와 5호에 비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기능향상을 갖고 있는 
센서이다. 센서 시스템은 주사거울방식 분광계로서, 주사폭은 185km, 자료획득률은 
250개/일(31,450㎢/개), 고도는 705km의 태양동기궤도이다. 궤도 경사는 98.2°이
고 적도 통과시간은 오전 10시±15분이다. Landsat-7호의 ETM+센서의 특성은 
Table 2.4에 요약되어 있다. ETM+센서의 밴드 1에서부터 5, 7은 Landsat-4호와 5호의 
센서와 동일하다. 6번 밴드의 열적외선 파장대는 60m×60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Landsat-4호와 5호보다 향상되었다. 또한 ETM+의 8번 밴드는 15m×15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Panchromatic 영상자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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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파장
(μm)

공간해상도
(m) 분광특성

1 0.45~0.52 30×30
수체의 투과 능력이 뛰어나며, 토지이용, 토양 및 식생의 특성을 분석

0.45μ m 이하의 파장대는 대기 중 산란과 흡수에 큰 영향을 받음

2 0.52~0.60 30×30
청색과 적색 클로로필 흡수 밴드 사이의 파장대

활성도가 큰 식생의 반사도를 나타냄

3 0.63~0.69 30×30

활성도가 큰 식생의 적색 클로로필 흡수밴드이며, 식생을 구별함

토양 경계와 지질 경계의 구분에 유용하며, 대기 감쇄효과가 적으므

로 밴드1과 밴드2보다 높은 대조를 나타냄

4 0.76~0.90 30×30
영상 내에 나타나는 식생의 생물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농작물의 작황 상황 분석이나 토양과 농작물 및 육지와 수체의 구분

5 1.55~1.75 30×30

팽창이나 식물 내에 존재하는 물의 양에 민감

농작물의 가뭄 피해 분석이나 구름, 눈 및 얼음의 구분에 유용

수문학 연구에 중요한 정보 제공

6 10.4~12.5 60×60

지표면으로부터 방사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

지열, 열 이너시아 분석, 식생 분류 , 식생의 스트레스 연구 및
 토양 수분측정 등에 유용

산악지형의 지형학적인 정보 제공 가능

7 2.08~2.35 30×30
암석구별이 가능

열수변질 작용을 받은 지역을 구분하는 데 유용

8 0.52~0.9 15×15 Panchromatic band

                  Table 2.4 Landsat 센서의 밴드별 분광 특징 

(2) 위성영상자료 

  이 연구에 사용된 위성영상 자료들은 Fig.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춘천지역을 
포함하여 강원도 전반적인 부분과 약간의 서울지역을 포함한 부분이다. 이 연구에
서 모두 6개의 위성영상들이 사용되었다.(Table 2.5) 연구에 사용된 가장 오래된 
영상은 Landsat5의 1984년 11월 12일(Fig. 2.2)에 촬영된 영상이고 가장 최근영상
은 Landsat7의 2002년 3월 11일 영상이다. 자료의 출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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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2 획득자료 1984년 11월 12일 영상 (226km×202km)
   
  임상변화 관측을 위해서는 여름영상보다는 겨울영상에서 상록수와 낙엽수의 구분
이 뚜렷하기 때문에 겨울 영상만을 사용하였다. 1987년 4월 27일 영상과 1999년 
3월 27일 영상 및 2002년 3월 11일 영상은 겨울 영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겨울
영상과 유사성을 보여 사용하였다. Path-Row는 모두가 115-034이다.

Acquisition date path row sensor

1984-11-12 115 034 TM

1986-11-16 115 034 TM

1987-04-27 115 034 TM

1999-03-27 115 034 TM

2001-11-19 115 034 ETM+

2002-03-11 115 034 ETM+

Table 2.5 사용된 영상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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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원대학교 연습림 임상자료

  강원대학교 연습림에는 수 많은 산림경영계획, 현황도, 조림대장이 존재하여 이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자료들은 연습림을 관리하는 강원대학교 산림과학
대학 학술림 행정실에서 제공받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 경영계획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999년10월) - “제6차기(2000~2009
년) 영림계획 전산화 사업을 중심으로” 라는 소주제로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부
속 연습림에 대한 기존의 산림구획 8개 임반, 141개 소반을 32개 임반, 369개 소
반으로 세분화하여 집약적인 산림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자료이다. 이번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지역의 현황, 임상의 분포, 나무의 영급, 연습림내의 상
록수와 낙엽수의 구분, 벌채 및 조림실적이 실측된 자료이다.
  
 (2) 연습림 현황도 - 연습림의 임상도로서 연습림의 임반과 소반의 경계 및 임도
와 임반명, 소반명이 자세히 기재되어있다. 이 현황도는 16가지의 수종분포(낙엽수, 
잣나무, 낙엽송,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젓나무, 박달나무,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오
리나무, 현사시,방나무, 횬효림, 견본림, 제지, 사유림)가 나타나있는 임상도이다. 또
한 산림구획 시험지 및 시설물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연습림 현황도는 자료
처리 과정에서 위성영상으로부터 연습림 지역을 추출하는데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
라 자료분석 과정에서 구축된 영상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수종의 분포를 비교하는데 
이용되었다.  
 
(3) 연습림 조림대장 - 1972년부터 2002년까지의 임야소재지, 식재별 식재면적 및 
수종별 식재주수 등 조림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있는 장부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도별 임상의 변화를 파악할 때 이 조림대장과 비교하여 실측
자료와 영상이 나타내는 정보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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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3.1 위성영상 기하보정
  기하보정이란 영상에서의 기하학적 휘어짐을 바르게 보정해주는 것이다. 인공위
성의 센서는 지구의 비대칭 중력장, 태양과 달의 인력, 태양풍의 영향 등에 의하여 
위성이 흔들리게 되므로 탑재된 센서의 지향점이 변화하게 된다. 센서의 지향점의 
변화는 결국 촬영되는 물체의 위치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영상 자료에 나타나는 화소
의 좌표를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하보정과정을 거쳐야만 지리적으로 안정된 
영상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기하보정은 모든 원격탐사 영상 분석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전처리 과정이다. 기하보정방법은 이미 보정이 되어있는 지도와 보정
이 되어있지 않은 영상의 지상기준점을 일치시켜주는 것이다. 지상기준점은 영상과 
지도에서 분명하게 식별이 가능하여 영상좌표와 지도좌표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지점들로 선정하였다. 공간해상도가 30m인 Landsat 영상의 경우 고속도로의 교차
점, 소양댐과 춘천댐의 좌우코너와 소양대교의 코너, 동해바다의 방파제, 하천의 굴
곡지등을 이용하여 기준점을 선정하였다. 위성영상의 기하보정은 RMS error 가 두 
픽셀 이하의 정확도를 가지도록 하였다. Figure 3.1은 115-034 지역의 기하보정 
전과 후의 결과를 보여준다.  

Figure 3.1 115-034지역의 기하보정 전과 기하보정 후 (226km×20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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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습림 현황도 기하보정

  위성영상이 나타내는 정보가 실측자료와 유사한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기
하보정한 위성영상을 기준으로 실측자료인 강원대학교 연습림 현황도를 기하보정하
였다. 강원대학교 연습림은 전체가 산림으로 덮혀있기 때문에 지상기준점 선정이 
매우 난해하였다. 봉명관리사무소와 산의 능선 및 사면에 대하여 야외조사 및 위성 
영상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지상기준점을 선정하여 기하보정을 하였다.(Fig. 3.2)

Figure 3.2 강원대 학술림과 연습림 현황도와의 기하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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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상분류법
  영상을 판독하여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분광특성에 대한 정보를 기존의 자료나 
현지조사를 통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영상분류란 위성영상에 포함된 여러 가지 
대상물의 구별을 목적으로 비교적 성질이 같은 픽셀그룹의 특징에 대응되는 명칭을 
지정하는 것이다. 분류된 영상은 통계자료나 현지조사와 상응하여 지역적으로 군집
을 이루게 된다. 영상분류의 방법에는 크게 무감독분류와 감독분류가 있다. 

(1) 무감독분류(Unsupervised classification) 
  무감독분류는 연구지역에 대해서 실측한 조사정보가 부족하거나 파장대별 반사특
성이 유사하여 감독분류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되어지는 분류기법으로, 
영상자체의 통계치를 이용해서 비슷한 반사 값을 가지는 화소들끼리 군집화 하는 
방법이다. 상대적으로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분류결과를 산출한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통상 사용되는 분류항목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2) 감독분류(Supervised classification) 
  감독분류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표의 정보를 현지답사를 통하여 미리 확정하고 이
를 이용하여 전체의 영상에서 분류하는 것이다. 대상지역의 환경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심대상영역(Region of Interest)을 지정하고 표본집단(Training set)을 
선정한다. 선정되지 않은 남은 지역은 컴퓨터에 의해 영상 내의 같은 성질을 가지
는 픽셀 값들을 군집화시켜 영상을 분류한다. 감독분류는 정확히 알고 있는 지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와 유사한 지역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어느 정도 신
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
러나 감독분류의 한계는 사용자가 지정한 샘플에 근거하여 클래스를 나누기 때문에 
표본집단이 영상이 지니고 있는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이번 연구에서는 영상에서 나타나는 상록수의 반사특성이 뚜렷하였고, 실측
한 조사정보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감독 분류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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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계열적 식생지수를 이용한 연습림 임상의 정성적 해석

 4.1 NDVI 
  식생지수(NDVI-No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는 단위가 없는 값으로
서, 녹색식물의 상대적 분포량, 식생의 건강상태, 농작물 생산량 추정, 녹색식물의 
활동성, 엽면적 지수, 엽록소함량, 엽량 및 광합성 흡수복사량과 관련된 지표이다.
NDVI는 식생의 시기적, 계절적 변화탐지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가뭄지수나 식물
의 총 생체량(Biomass)이나 녹지지수(Greeness)를 상대적으로 정량화한다. Landsat 
영상을 이용한 NDVI추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NDVI=
                            (식1)

(식1)에 의해 얻어진 NDVI는 -1<NDVI<1 의 값을 갖는다. 식생이 밀집한 지역일
수록 1에 가깝게 분포되고, 물, 구름, 눈에 대해서는 근적외 대역에 비해 가시역의 
파장이 강하게 반사되어 NDVI는 음의 값을 갖게 된다. 또한 암반이나 나지에 대해
서는 반사율이 거의 같아지게 되어 그 결과 NDVI는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식생
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영역은 식생이 갖는 수분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보통 
0.1~0.6 사이의 값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겨울에 낙엽수는 낙엽이 떨어지기 때
문에 낮은 식생지수를 가지며, 상록수들만 높은 식생지수를 가진다. 따라서 Fig. 
4.1과 같이 겨울철 NDVI 영상에서 나타나는 밝은 부분은 상록수림을 나타낸다. 이
와 같은 원리로 상록수와 낙엽수를 겨울 영상을 통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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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2001년 11월 19일 NDVI결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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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2 강원대학교 연습림 현황도와 겨울영상 NDVI 와의 비교 

Fig. 4.2는 실측자료인 강원대학교 연습림 현황도와 NDVI를 두 영상을 비교한 것으
로 연습림 현황도의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NDVI 겨울영상에서 밝게 반사되는 부
분이 일치 된다. 

4.2 시계열적 11월 NDVI 분석
  연도별로 11월에 얻어진 NDVI 결과 영상들을 RGB 밴드로 각각 조합시켜 임상
의 위치와 변화를 파악해 보았다. 실측자료로는 연습림의 제6차기 연습림 영림계획
기록과 연습림현황도가 사용되었다. Fig. 4.3은 겨울영상 중에 11월영상만 조합시킨 
영상이다. 11월의 영상만 조합한 이유는 다른 계절의 영상에서 나타나는 상록수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Red 밴드에는 1984년 11월 12일 영상, Green 밴드에
는 1986년 11월 16일 영상, Blue 밴드에는 2001년 11월 19일 영상의 NDVI를 조합하
였다. 연도는 다르지만 모두 11월에 촬영되어 계절적 식생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를 최소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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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R) 84년도에만 상록수인 부분

1986 (G) 86년도에만 상록수인 부분

2001 (B) 01년도에만 상록수인 부분

1984+1986 (R+G) 86년 이후에 벌채된 상록수

1986+2001 (G+B) 84년 이후에 조림된 상록수

1984+1986+2001(R+G+B) 84~01년도까지 변함없는 상록수

Figure 4.3 11월에 촬영된 식생지수 결과 영상을 RGB에 조합시킨 
영상.(R:1984년11월12일, G:1986년11월16일, B:2001년1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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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에서 하얀색부분(R+G+B)은 1984년부터 2001까지 변함없이 상록수임을 
알 수 있다. 하늘색부분(G+B)은 1984년에는 없었던 상록수가 1986년부터 나타나
는 지역이다. 따라서 1984년에는 갓 조림된 상록수라고 할 수 있다. 노란색부분
(R+G)은 1984년과 1986년에는 상록수로 존재하였으나 1986년~2001년 사이에 
벌채되어 버린 지역이다. 붉은 부분(R)은 1984년에만 강하게 반응했던 상록수림이고 
1984~1986년 이 전에 벌채되어 2001년도까지 상록수가 없는 부분이다. 붉은 부분
은 Fig. 4.3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녹색부분(G)은 1984년에는 없다가 1986년에
만 상록수였다가 또다시 2001년에는 사라진 상록수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이러
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Fig. 4.3에서 녹색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파란색 
부분(B)은 1984년도와 1986년에는 상록수가 아니었다가 1986년~2001년도에 상
록수를 조림한 지역이다. 파란색 패턴은 Fig. 4.3에서 몇 군데 찾아 볼 수 있다. 

4.3 시간차를 좁힌 시계열적 겨울 NDVI 분석
  위에서 연도별로 11월 영상을 조합해 본 결과 1986년과 2001년 사이에 15년의 
시간차가 생긴다. 이 시간차를 줄여 보기 위하여 위의 색 조합에서 1999년 3월 영
상을 녹색밴드에 넣어 보았으며 그 결과는 Fig.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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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R) 84년도에만 상록수인 부분

1999 (G) 99년도에만 상록수인 부분

2001 (B) 01년도에만 상록수인 부분

1984+1999 (R+G) 99년과 01사이에 벌채된 부분

1999+2001 (G+B) 99년 이후에 조림된 상록수

1984+1999+2001(R+G+B) 84년부터 01년도까지 변함없는 상록수

Figure 4.4 NDVI 겨울영상 3개를 RGB에 조합시킨 영상
(R:1 984년 11월 12일, G: 1999년 3월 27일, B: 200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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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Red 밴드에는 가장 오래된 겨울영상인 1984년 11월 12일 영상, Green 밴드
에는 1999년 3월 27일 영상, Blue 밴드에는 2001년 11월 19일 영상을 조합하였
다. Fig. 4.4도 Fig. 4.3과 같은 패턴으로 식생이 반응함을 알 수 있고, 하얀색 부분
은 거의 변하지 않고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4.3에서 노란색 부분(R+G)은 Fig. 
4.4에서 붉은색(R) 패턴으로 변화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1986년까지는 상
록수였으나 1986년~1999년 사이에 벌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4.3
에서의 파란색(B)부분은 Fig. 4.4에서 하늘색(G+B)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은
1986년~1999년도에 상록수로 조림된 부분이다. Fig. 4.4에서 나타나는 녹색부분은 
Green 밴드에 1999년 3월 27일 영상이 조합되어 11월에 비하여 따뜻한 날씨이기 
때문에 먼저 피어난 활잡목의 잎사귀가 Band4 센서에 반응한 것으로 상록수에 의
한 결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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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임반의 위치 

4.4 NDVI와 실측자료의 비교 분석

  시계열적 겨울 NDVI결과 영상을 바탕으로 강원대 연습림의 구체적인 지목을 살펴
보기 위하여 몇 몇 임반의 위치를 확대하여 임상자료와 비교해보았다.(Fig. 4.5) 
Fig. 4.6은 32임반을 보여 준다.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 
모두 합쳐진 색상으로써 모든 겨울영상에서 그대로 상록수 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강원대 연습림 제 6차기 영림계획에 의하면 이 지역은 32임반 카 소반으로서 평균
나이가 70년생 이상인 잣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
적인 잣나무 채종림(씨앗 채취용 나무)이다.  Fig. 4.7은 31임반으로서, 가 소반의 
노란색(R+G)으로 보이는 부분은  1980년대와 1999년 이후까지 상록수가 존재 하
였으나, 1999년~2001년도 사이에 벌채되어버린 지역이다. 가 소반의 나머지 흰색 
부분은  잣나무 40년생, 나 소반은 잣나무가 25~40년생, 다 소반 역시 잣나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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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32 임반

Figure 4.7 31 임반
년생, 라 소반은 잣나무 70년생, 자 소반 또한 잣나무 25~40년생으로 6차기 영림
계획에 기록되어있다. Fig. 4.8은 8임반이다. 여기에서 붉게(R) 보이는 부분은 
1984년도에는 상록수였으나 지금은 헬기장으로 변해있는 부분이며 8임반 (더운짐
내기)에서 붉게 보이는 부분은 1997~1998년도에 벌채가 되어 지금은 나지인 부분
이다. 

      32 임반 카 소반-상록수 평균나이 70년생 잣나무채종림

         31임반 전체적인 잣나무림

가, 나, 다, 라, 자 소반은 대부분 잣나무 상록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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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8 8임반 

                             Figure 4.9 2 임반

Fig. 4.9에서 2임반의 라, 마, 바 소반의 경우 낙엽수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잣
나무 45년생이 분포되어있는 지역으로서 하얗게(R+G+B)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성영상에서 보여주는 정보들이 강원대 연습림 현황도 
및 제 6차기 영림계획에 기록된 현장자료들과 매우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8임반 (더운짐내기) 

 8임반-마소반-5    97~98년 벌채, 현재 나지

     2임반- 라, 마, 바 소반 

   상록수70년대 잣나무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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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식생지수 결과영상의 정량화
  강원대학교 연습림 영급을 시계열적 식생지수 영상을 이용하여 분류하고, 면적을 
정량화 하고자 하였다. 영급별 영상분류를 하기위해서 NDVI 결과영상을 각 밴드로 
넣어 통합하여 하나의 래스터 자료로 변환하였다. 표본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 
네 개의 NDVI 영상들을 Red, Green, Blue 밴드에 조합하였다. Green 밴드에는 
1986년 영상과 1999년 영상을 번갈아 조합하여 Table 4.1과 같이 표본집단을 선정
하였고, MD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앞 절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수령이 25년 이상 된 
상록수를 “3영급 이상”, 최소수령 10~25년인 상록수는 “3영급”, 10년 이하의 상록수
는 “1영급”, “1984~1986년 사이에 벌채된 부분”, “1986~1999년 사이에 벌채된 부
분”, “1999~2001년도 사이에 벌채된 부분”, 녹색으로 나타난 곳은 “1999년도에 먼
저 피어난 낙엽수” 부분, 1984년부터 2001년도까지 변함이 없는 “낙엽수”로 구분하
였다. Table 4.1에 나타나듯이 영상으로 분류된 낙엽수의 면적은 1378ha이다. 그러
나 현장자료에 나타나는 면적은 2236ha로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식생지수를 구
하는 과정에서 식생이 안 나타나는 그림자 진 부분은 값이 0이므로 영상분류 결과 
값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Fig. 4.10에서의 어두운 부분의 면적이 생략
되었다. 25년 이상 된 상록수림은 3영급 이상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약 40ha정
도로 파악되었다. 실측자료와 비교하여보면 큰 오차가 생긴다. 3영급은 10년 이상 
20년 이하인 상록수를 가리킨다. 실측차료와 약30ha의 오차가 있다. 1영급은 10년 
이하의 갓 조림된 상록수이다. 1영급을 살펴보면 실측자료에서 1영급의 상록수들은 
센서에 잘 반응하지 않는 1년~5년 사이의 상록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 1984~1986년 사이에 벌채된 부분은 약130ha이며 1986~1999년 사이에 벌
채 되어버린 부분은 약37ha이다. 1999년과 2001년 사이에 벌채 되어버린 부분은 
약18ha로 정리할 수 있다. 식생지수 결과 값에서 1999년에 먼저 피어난 낙엽수는 
129ha이다. 그러나 실측자료에서는 먼저 피어나는 낙엽수에 대한 자료는 없기 때문
에 비교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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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시계열적 식생지수 영상을 이용한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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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값을 보면 영상분류결과 값과 실측자료 면적과의 오차가 있다. 위성영상으로 
상록수와 낙엽수의 분포를 정성적으로 구분하기는 용이하지만, 면적대비에 의한 정
량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취약점을 보인다. 이것은 영상분류에서 어두운 부분의 면
적을 구할 수 없고, 면적을 ha단위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Landsat센서의 공간적, 시
간적 해상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밀한 임상연구를 위해서는 계절적 영
향이 크지 않은 겨울영상들의 축적이 필요하다. 많은 영상축적이 가능하면 2영급 
내지 3영급, 4영급 그 이상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록수 중에서도 잣나무와 소나무 등을 구분 지으려 하였으나 ETM+의 해상도와 
7개의 밴드로는 부족하다. 공간해상도가 좋아지고 밴드 수가 다양해진다면 ha단위
의 면적이 지금보다 더 정확히 설명될 수 있으며 수종의 파악도 가능할 것이다. 따
라서 위성영상을 통한 임상의 형태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Landsat의 한계를 극복해 줄 Hyperspectral 다중분광 센서나 고해상도의 센서가 필
요하다. 

3영급

이상
3영급 1영급 84~86벌채 86~99벌채 99~01벌채

99년 

낙엽수
낙엽수

영상분류결과

면적(ha)
40 159 63 130 37 18 129 1378

현장자료

면적(ha)
277 187 18 37 43 6 알수없음 2236

Table 4.1 영급에 따른 면적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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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상분류를 통한 연습림 임상의 정량적 해석
  각 영상의 모든 밴드를 이용하여 영상을 분류함으로써 상록수와 낙엽수의 면적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여름영상을 제외한 겨울특성을 지닌 6개의 영상을 이
용하였다. 영상분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본집단을 선정하였다.

5.1 영상 분류
  표본집단은 직접 연구지역을 방문하여 자료를 선정하였고(Fig. 5.1), 겨울영상에
서 확연히 구분되는 상록수림과 낙엽수림지대를 구분하여 표본집단을 지정해 주었
다. 

 Figure 5.1 표본집단 선정을 위한 필드지역 사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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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집단(Training set)은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상록수림(conifer), 낙
엽수림(deciduous), 그리고 북쪽사면에서 낙엽수의 그늘진 사면(broad_shadow)으
로 분류하였다. 또한 강원대학교 연습림 현황도와 비교하여 실측문헌과 일치하도록 
지정해주었다.  Fig. 5.2영상은 1987년 4월 27일 에 촬영된 영상의 모든 밴드를 이
용한 분류 결과이다. NDVI는 두 개의 밴드연산을 통하여 식생지수를 구하는 반면
에, 영상분류법은 Landsat의 모든 밴드를 이용한다. 영상분류방법 중에서는 최단거
리분류법[MD; Minimmum Distance]을 사용하였다.  

    Figure 5.2 영상분류 결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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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영상분류에 따른 시간적 면적변화
  영상분류를 통한 연습림 내의 상록수의 면적과 낙엽수의 면적이 어느 정도로 분
포하는지 알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영상 중에서 영상분류를 이용해 면적을 구하
여 연도별 면적대비를 파악하였다. 분류에 사용된 영상은 모두 6개로 MD 분류방법
을 사용하였다. 여름영상의 경우 녹음이 짙어 분류가 잘 되지 않으므로 식생의 구
분이 뚜렷한 겨울영상만을 사용하였다.
Fig. 5.3에서 나타난 그래프는 연도별로 상록수(evergreen), 낙엽수(deciduous tree)
의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보면 1987년 4월과 2002년 3월에서 낙엽수 
면적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3월과 4월이 11월에 비하여 기온이 높아 먼
저 피어난 활잡목의 잎들이 Band4 센서에 반응하여 영상에 작은 픽셀그룹으로 나
타나는 것이다.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픽셀이 분류되면서 낙엽수의 면적이 크게 
나타난 오류일 수 있다. 따라서 기온이 비슷한 11월 영상만으로 면적대비를 재배열
하여 Fig. 5.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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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겨울영상 연도별 상록수와 낙엽수의 면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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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11월 영상별 상록수, 낙엽수의 면적변화

분석결과, 1984년에서 1986년 사이에 낙엽수의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불과 2년 사이에 상록수의 면적이 200ha 가량 감소하고 낙
엽수의 면적이 200ha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조림대장의 조림실적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오차를 보였다. 영상에서 확인된 낙엽수 면적의 변화를 조림
대장에서 낙엽수 조림실적과 상록수 벌채기록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조림
대장에는 이 시기 낙엽수 조림실적은 약 21ha, 상록수 벌채기록은 약 13ha에 불과
하였다. 이것은 영상분류에서 그림자가 진 상록수와 그림자가 진 낙엽수의 구분이 
원만하게 되지 못한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같은 11월 영상이지만 연도에 따
라 기온의 차이에 의해 활잡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잡초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겨울 영상인 12월~2월 영상
이 필요하지만 기후조건으로 인해 관측 가능한 영상의 축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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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427_영상분류        19870427_식생지수                     
Figure 5.5 영상분류 영상과 NDVI영상의 비교

5.3 영상분류와 식생지수와의 비교분석
  Fig. 5.5는 영상분류 결과영상과 NDVI 결과영상을 비교하여 상록수가 제대로 분
류되었는지, 식생의 반응이 잘 나타났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상이다. 
1987년 4월 27일 영상분류 영상에서 녹색부분은 NDVI영상에서의 밝은 색 부분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 두 영상은 상록수 부분과 NDVI의 근적외선에 의한 상록수 반
응이 일치하여 나타내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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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시계열적 Landsat 영상으로 강원대 연습림의 임상변화를 연구해 본 결과, 늦가을
에서 겨울영상의 NDVI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하여 연습림의 임상형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3영급 이상의 상록수, 3영급 상록수, 1영급의 상록수, 1984~1986년 
사이에 벌채된 부분, 1986년~1999년 사이에 벌채된 부분, 1999년~2001년 사이에 
벌채된 부분 및 낙엽수의 분포를 정성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Landsat 
위성영상으로 상록수와 낙엽수지대의 정량적인 면적대비는 불가능했다. 그러한 이
유는 Landsat 영상이 가진 해상도의 한계이기도 하다. 또한 영상분류를 할 때에 면
적대비에서는 3월, 4월의 기온에 따라서 활잡목이 먼저 자라나서 센서에 반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오차가 생길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위성영상을 시계열적으로 나열해 본다면 임상의 변화
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전 국토의 산림에 확대 적용한다면 
전국의 임상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공위성영상의 많은 축적은 원격탐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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