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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격탐사(remote

sensing)는

위성영상

및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등을 이용하여 지표면의 물리현상 및 대기, 기후 등의
다양한 현상을 관찰한다. 원격탐사를 이용한 관측 자료는 공간 데이터로 이루어지
며, 공간데이터는 대표적으로 벡터 데이터(vector data)와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로 분류된다(이희연, 2003). 벡터 데이터는 실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대상
물이나 현상을 점(point), 선(line), 면(polygon)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선과
면은 점들의 집합체로 표현된다. 벡터 데이터의 구조는 객체들의 지리적 위치를 방
향성과 크기로 나타내며, 객체들의 지리적 위치와 속성에 의해서 데이터 구조가 설
계된다. 벡터 데이터는 여러 종류의 지도로 표현되는 것이 대표적이며, 실측자료로
볼 수 있다. 래스터 데이터는 실세계의 객체를 흔히 격자(grid), 셀(cell) 또는 픽셀
(pixel)이라고 불리는 ‘최소지도화단위(minimum mapping unit)'들의 집합으로 나타
내는 것이다. 래스터 데이터 구조는 객체의 형상을 나타내는 셀의 최소크기이다. 규
칙적인 공간배열로 표현되는 래스터 데이터는 전체 면을 일정크기의 단위 셀로 분
할하고, 각 셀에 속성 값을 입력, 저장, 그리고 연산하는 구조이다. 대표적인 래스터
데이터는 도면자료를 스캐닝하거나 인공위성을 통해 수신하여 얻은 위성영상 자료
이다.
원격탐사는 지리학(Geography)을 비롯하여 토양분류학(Solid taxonomy), 수문학
(Hydrology),

농학(Agricultural

science),

산림학(Forestry)

및

해양학

(Oceanography)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지리정보시스템은 산림을 포
함한 지형정보 분야에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산림은 매우 중요
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총 국토면적(9,961,737 ha) 중 약
64%(6,488,483 ha)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림 또한 매우 중요하다(산림청,
2005). 그러나 지난 50여 년 동안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산림관리로 인해 산림 경
계의 부정확, 산림에 대한 자료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해왔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림의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디지털 방식의 효율적인
산림관리가 가능한 산림지리정보시스템(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FGIS)을 개발하였다. 디지털 방식의 지리정보시스템은 지금까지 사용된 종이도면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으로부터 얻은 위성영상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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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과 위성영상 사이의 상호관계 또는 연관성을
통해 앞으로 원격탐사를 이용한 산림연구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산림지리정
보시스템에 의해 구축되어 있는 수치임상도(1995-1996년 구축)를 실측자료로 활용
하고 위성영상 자료는 Landsat-5 TM 겨울영상을 기하보정 하여 활용하였다. 수치
임상도로부터 사용한 속성자료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임상과 나무의 나이
에 따라 구분되는 영급 데이터이며, 임상들로부터 상록수림을 추출하고 상록수림에
해당하는 영급을 위성영상에 적용하였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영급과 Landsat 위성영상의 비교를 위하여 영급이 커질수
록 엽량 및 엽면적지수 등이 높아져 녹색 반사율도 점차적으로 커지는 특성을 이용
하였으며, 위성영상에서 이와 같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식생지수(vegetation
index)를 이용하였다. 위성영상의 식생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규화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적용하였다.

3
-

2. 연구지역

본 논문의 연구지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를 중심으로 여주군, 음성군, 안성시, 이
천시 등 경기도 일부지역과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영주시 등 충청북도 일부지역,
그리고 경상북도 일부지역이 포함된다. 산림지역은 강원도의 설악산, 오대산, 삼악
산, 치악산, 두타산 등과 충청북도 제천시의 월악산, 경상북도 단양군의 소백산 등
이 포함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연구지역은 지리학적
위치로 북위 36˚33´ ~ 38˚18´, 동경 126˚58´ ~ 129˚1´(172 km×186 km)에 해당
한다.
설악산은 속초시와 양양군, 인제군, 고성군에 걸쳐 있으며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있다. 높이는 1,708 m이고 최고봉은 대청봉이며, 식생분포가 다양해 온대 중부지역
의 대표적인 원시림으로 꼽힌다. 소백산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과 경상북도 영
주시 순흥면 사이에 있으며, 높이는 1,439 m이고 최고봉은 비로봉이다. 소백산은
태백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소백산맥을 형성하는 산의 하나로써 온대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식생을 갖으며 낙엽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강원도의 산림은 전국 산림면적(6,400,301 ha) 중 약 21%(1,370,649 ha)를 차
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넓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도의 약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나머지 약 18%는 대부분 도심지와 나지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강원도와 그 일대는 온대 북부지대와 온대 중부지대, 온대 해안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수종으로는 강송,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밤나무와 대추나무, 참나
무, 느티나무, 향나무, 황벽나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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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강원 일대의 도심지와 산림지역

5
-

3. 기초 이론
3-1.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는 근본적으로 위치를 가진 정보이며, 이는 지도를 통해 표현된다. 최근
에 지도는 지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일상생활에 필수
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지도는 크게 일반도와 주제도로 나누어진다. 일반도는 지형, 토지이용, 수계, 도
로, 철도, 취락, 그리고 각종 공작물 등 지표면의 형태와 그 위에 분포하는 자연과
인문의 일반적인 사항을 공통으로 표현하여 각종 목적에 이용되는 다목적 지도이다
(두산동아, 2002). 일반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만들어내는
1/25,000 지형도, 1/50,000 지형도, 1/500,000 지세도, 1/1,000,000 전도 등이 있
다.
주제도는 특정 주제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표현한 지도이며 동일 축척의 일반
도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주제도는 지적도, 지질도, 토지이용도, 토질도, 토양도, 기
후도, 교통도, 관광도, 인구분포도, 하천도, 삼림도, 해도, 항공도, 군사도 등 그 종
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 외에도 세계전도, 반구도, 대륙도, 대양도, 국도, 지방도, 시
도도, 시군읍면도 등이 있다. 축척에 의한 분류로는 1/50,000 보다 큰 대축척도,
1/1,000,000 보다 작은 소축척도 등이 있다. 또한 지도의 작성방법에 따라서 실측
도와 편집도로 나뉜다.
생활이 보다 다양해지고 정보가 전문화 되면서 일반도의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물론 수십 종의 각종 주제도가 발간되어 시판되고 있고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리정보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 실세계에서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지도에서 점, 선, 면으로 축소되어 표현된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리정보와 비지리정보로 분류된다. 비지리정보는 지리정보시
스템에서 속성자료라고도 하며 지리정보에 연계되어 추가적인 정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속성자료가 지리정보와 구분되는 특징은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
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실세계의 공간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써, 공간 사상(earth entities)의 양이나 질, 사상 간의 관계를 표현하며 구체적으로
서술해주는 변수이다. 지리정보는 비지리정보와는 달리 입력 자료를 지리적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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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둔 좌표체계로 정의하고, 지도의 화상 표시 방식을 이용하여 광역공간정보
를 입체적, 가시적으로 제공하는 그래픽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엄정섭,
2004).
초창기 GIS의 발전은 아날로그 기반의 지리정보, 즉 종이지도 제작 방식에서 새
로운 지도제작 방식을 탐구하게 되면서 이루어졌다. 그 후, 종이지도를 디지타이져
(digitizer), 스캐너 등의 입력 장비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인식될 수 있는 수치지도
(digital map)로 변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 번 구축된 수치지도는 다양한 심
볼 표현방식을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연결하여 분류, 분석의
결과를 즉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GIS의 도입과 더불어 최근의 원격탐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등이 지도제작을 위한 핵심도구로 자리 잡고 있
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나, 공간 및 비공
간 데이터로 구성되는 다량의 지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여 검색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공간 및 비공간 데이터를 지도 형태로 표현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Table 1. 비지리정보와 지리정보의 차이점(엄정섭, 2004)
비지리정보

지리정보

위치좌표의 중요성

중요하지 않음

필수적

표현방식

문자 또는 그림

그림(컴퓨터 지도)이 필수적

점 또는 면 정보

면 정보

(미시적)

(거시적, 광역공간정보)
필수적 (정보의 스케일이 가변적:

중요하지 않음

상세한 대상물 정보에서

정보의 형태

축척

광역의 지역정보까지)
중첩가능 여부

불가능

GIS구축시 가능
* 점 (우물의 중심, 도로의 끝,

객체의 분류

* 문자
* 그래픽

삼각점 등)
* 선 (도로, 하천, 송전선 등)
* 면 (도시, 농토, 산지, 공단 등)

수집방법

조사대상 객체에 접촉

원격탐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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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학문 측면에서 지리정보와 전통적으로 연관을 가진 분야로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원격탐사(Remote Sensing),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위성측위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사진측량

(Photogrammetry), 공간데이터베이스(Spatial Database)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들 기술을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설물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하는 이론과 실습
이 지리정보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인공위성의 영상을 이용하는 원격탐사 자료는 국가 단위의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의 필수적인 자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위성영상은 항공사
진에 비하여 훨씬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다양한 스펙트럼 파장 및
색상증진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토지 모자이크를 추출할 수 있고 이러
한 특징은 인간의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공간적 특성을 추출하여 지도로 만드
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자체로만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공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원격탐사 시
스템 활용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Table 2. 지리정보의 주요 응용분야의 분류(엄정섭, 2004)
응용분야
자연환경

시설물

인문환경

세 부 항 목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상, 해양환경, 수리 및 수문,
대기질, 수질, 토양, 일조장애, 경관 등
도로, 가스, 전기, 전화, 상수도, 하수도, 송전선 등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토지이용, 폐기물, 소음
및 진동, 악취, 전파장애, 관광, 위생 및 공중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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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림지리정보시스템 (FGIS,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산림은 분포면적이 광활하고 대부분 오지나 산악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공간
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구성 및 생육현상을 나타낸다. 산림은 또한 지형이나
토양, 기후조건에 따라 분포하는 수종이 다르고 생장차이가 크다. 따라서 산림정보
는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자료의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
라 그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를 갱신,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산림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항공사진이나 인공위성 자료
를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이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4%에 달하는 광활한 산림을 대상으로 원시적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산림관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산림경계 및 소유구분 불분명, 사업지
위치의 부정확, 산림에 관한 속성자료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
제점들로 인해 산불 및 산사태 등과 같은 산림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정확한 재해지
점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더 큰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발
생하게 되었다.
정부는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산림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산림관리
를 위하여 종이도면과 산림대장 등의 산림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였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정보 수집을 통한 지리 공간 정보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1995년
5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 공공GIS 개발 사업단의 5개 분야(산
림, 토지, 토양, 지하수, 지질)에 대한 GIS 구축을 수행하였다. 이를 연계하여 산림
청에서는 1995년부터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제 1단계 FGIS사업(1995-2001년)의 주된 내용은 산림공간정보 DB구축으로 임
상도, 임도망도, 산림입지도, 산림이용기본도, 국유림임소반도 등 총 5개 기본주제
도의 수치화 사업이 수행되었다. 또한 국유림 영림계획, 임도 노선선정 및 평가, 산
사태 위험지 분석, 적지적수선정 프로그램 등의 4개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기본 주제도는 임상(林相)에 관한 내용(나무 수종, 나이, 둘
레, 밀도 등)으로 이루어진 임상도, 산림 내 도로(임도)에 관한 내용(도로의 위치,
길이, 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임도망도, 산림입지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산림의
표고, 위치, 경사, 토양 색깔, 토양 건습도 등)로 구성된 산림입지도, 산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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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라 구분(보전임지, 준보전임지)한 경계 및 속성자료로 구성된 산림이용기
본도, 국유림에 대한 경계표시 및 속성자료로 이루어진 국유림임소반도 등 총 5개
의 주제도로서 이를 통틀어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산림기본주제도라 한다.
제 2단계

FGIS사업(2002-2007년)에서는 산림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리정보
의 활용, 인터넷 등을 통한 지리정보 유통 활성화 중심의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산림청, 2002).
본 논문에서는 5개의 산림기본주제도 중 나무의 수종 및 나이 등을 나타내는 수
치임상도를 사용하였으며, 수치임상도의 축척은 1/25,000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치임상도는 3차 전국산림자원조사(1986-1992년)의 결과로 만들어졌으며, 4차 조
사가 진행 중에 있다. 소나무림과 잣나무림 수종을 선택하여 상록수림을 나타내는
지역만을 추출하였고, 상록수림 지역에 해당하는 나무의 나이를 나타내는 영급 데
이터를 영상에 적용시켰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영급은 2005년 위성영상보다 약
10년 전에 구축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 영급 데이터에 10년을 더해주었으
며, 그 영급에 대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영급의 구분(산림청, 2002)
구분

기호

내

용

1 영급

Ⅰ

수령 1~1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2 영급

Ⅱ

수령 11~2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3 영급

Ⅲ

수령 21~3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4 영급

Ⅳ

수령 31~4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5 영급

Ⅴ

수령 41~5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6 영급

Ⅵ

수령 51~6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7 영급

Ⅶ

수령 61~7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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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공위성 영상자료

인공위성 Landsat은 미국지질조사소(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와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가 인공위성을 이용하
여 지구 자원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공동 계획, 발의한 것으로 Landsat 위성 시리
즈를 사용하고 있다. Landsat 위성의 주요한 목적은 안정된 지구 관측 자료의 수집
이다. 특히 적조의 조기발견에서부터 화산의 분화, 유빙 등의 관찰, 식물의 발육상
태, 토지의 이용 상황, 대기오염의 확산 등 지구의 현상을 조사하는 것이 Landsat
위성 시리즈의 주요 임무이다.
Landsat 시리즈는 Landsat-1이 발사된 이래 Landsat-2, 3, 4, 5가 차례로 발사
되었으며,

Landsat-6은

1993년

발사

직후

궤도

진입에

실패하였다.

현재

Landsat-7까지 발사되었고 Landsat-5, Landsat-7이 운용 중에 있다.
1984년 3월 1일에 발사된 Landsat-5 위성은 TM(Thematic Mapper) 센서를 탑
재하고 있다. TM 센서는 가시광선, 근적외선, 중적외선 및 열적외선 영역에서 반사
되거나 복사되는 에너지를 기록하는 광학센서이다. 1999년 4월 15일에 발사된
Landsat-7 위성은 ETM+ (The Enhanced Thematic Mapper Plus) 센서를 탑재
하고 있으며, 주사거울방식 분광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다.
Landsat-5 위성의 TM 센서에는 총 7개의 밴드가 있으며, 1번~5번 밴드, 7번
밴드는 30 m×30 m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1번~3번 밴드는 가시광역을 나타내
며, 4번, 5번 밴드는 근적외선 영역을 나타낸다. 6번 밴드는 120 m×120 m 해상
도의 열적외선 영역의 영상을 제공한다. Landsat-7 위성의 ETM+ 센서에는 TM
센서의 7개 밴드를 비롯하여 15 m×15 m 해상도의 전정색(panchromatic) 밴드가
추가되었고, 6번 밴드의 열적외선 밴드의 경우, 120 m×120 m 해상도를 가진
Landsat-5에 비해 60 m×60 m 해상도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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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andsat TM 센서의 밴드별 분광특성
밴드

wavelength

공간해상도

(μm)

(m)

분광특성
수괴에 대한 침투력이 높음

1

0.45~0.52

30×30

해저지형, 연안, 해색 연구
식생과 토양, 암석과의 경계면 구분

2

0.52~0.60

30×30

3

0.63~0.69

30×30

식생의 녹색 반사 이용
식생의 발육상태 확인
식생 종류 구분 가능
토양과 수목지역 구분
식생 종류 및 상태 파악

4

0.76~0.90

30×30

물과 육상경계면 구분
토양의 수분함량 측정
수목의 종류 및 수분 상태 확인

5

1.55~1.75

30×30

토양의 수분함량 확인
구름, 눈, 얼음의 구분

6

10.4~12.5

120×120

(60×60)

지표면 온도 측정
수면의 온도 측정
구름 구별
암상 및 광상 구분

7

2.08~2.35

30×30

수목 및 토양 내 수분함량에 민감
band5와의 비율을 이용한 광상연구

8

0.52~0.9

15×15

전정색 밴드(Panchromatic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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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사용된 Landsat-5 TM 영상은 Path 115, Row 034에 해당하는 2005년
11월 22일에 촬영된 영상이다. 11월 영상을 사용한 이유는 상록수와 낙엽층의 구
분이 뚜렷하여 식생지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생
관찰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영상(6, 7, 8월 영상)의 경우, 구분되어 있는 나무의
수종 외에 잡초 등과 같은 활잡목의 식물들도 녹색 반사를 하기 때문에 수종에 따
른 정확한 식생지수를 확인할 수 없다. 3월, 4월 영상에서는 기온에 따라서 활잡목
의 생장 시기가 달라 센서에 반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하기 때문에
계절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식생지수의 값을 알기 어렵다. 12, 1,
2월 영상의 경우, 산에 쌓이는 눈으로 인해 식생의 정확한 반사값을 측정할 수 없
다(전경미, 2005). 따라서 식생지수를 관찰하기에는 11월 영상이 계절적으로 아주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PATH
115

ROW
034

Fig. 2. 2005년 11월 22일 115-034 영상 (band 7, 4, 1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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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4-1. 위성영상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

기하보정이란, 영상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하학적 왜곡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영상좌표계와 지리좌표계 사이에 대응되는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을 이용하며, 영상 화소의 영상좌표에 지리좌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GCP 선정
이라고 한다. 영상좌표와 지리좌표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점들을 선별하여 이미
보정이 되어있는 지도와 보정이 되어있지 않은 영상의 지상기준점을 일치시켜 지리
적으로 안정된 영상자료를 확보한다. 기하보정은 모든 원격탐사 영상 분석의 기초
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전처리 과정이며, 좌표계 및 지도투영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115-034 지역은 강원도 전반과 경기도 일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일부를 나타
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상기준점은
춘천시를 중심으로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등 도심지역을 중점으로 선정하였다. 산
림지역의 경우 정확한 지상기준점을 선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상에서 확인되는 고속
도로의 교차점, 하천의 뚜렷한 굴곡지대 등을 지상기준점으로 선정하여 기하보정을
수행하였다.

Fig. 3. 115-034 지역의 기하보정 전과 후 (2005년 11월 22일_RGB 합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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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규화식생지수(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식생지수는 위성영상으로부터 식생의 분포와 상태, 활동성 등을 수치적으로 표현
하기 위하여 고안된 지수로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식생지수 중 정규
화식생지수(NDVI)를 이용하였다. 이는 지구표면에서 식물과 식물이 아닌 물체들의
분광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식물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밴드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
법으로, 녹색식물의 상대적 분포량과 활동성, 식생의 건강상태, 농작물 생산량 추정,
엽면적지수, 엽록소함량, 엽량 및 광합성 흡수복사량(APAR) 등과 관련된 지표로 사
용되며, 단위가 없는 복사 값이다(이희연, 2002).
식생지수 산출의 원리는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에서 녹색 식물의 반사율 차이
가 크게 나는 것을 이용하여 특정 분광대의 영상에 일정 수식을 적용하고 식생의
상태를 나타내는 새로운 영상을 얻는 것이다. 근적외선 파장영역에서 식물의 반사
특성은 식물의 종류, 엽량, 수관밀도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식물의 특성
이 식생지수에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색과 근적외선 영역의 파
장대에서 관측되는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식생지수를 얻을 수 있다. 위성영상에서
식생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식물 상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생물리적 변수들에 의해 최대한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
적, 공간적으로 일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태양각도, 촬영 각도, 대기상태 등과 지
형적 효과, 토양 변이, 그리고 고사된 식물이나 가지 줄기 등의 목질부 등의 용인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효과 및 외부효과를 정규화 하거나 모의할 수 있어
야 한다.
1974년에 현재 NDVI로 알려진 정규화식생지수를 개발되었다. 정규화식생지수
(NDVI)는 널리 채택되었고 최초의 Landsat MSS 디지털 영상자료에 적용되었다.
정규화식생지수는 녹색의 엽량과 엽록소 함량의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한 NDVI 추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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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로부터 얻어진 NDVI는 -1<NDVI<1의 값을 갖는다. NDVI는 근적외선 영역
에서 강하게 반사하고 가시광역 영역에서 약하게 반사된다. 식생이 밀접한 지역일
수록 1에 가깝고, 물, 구름, 눈에 대해서는 근적외선 대역에 비해 가시광역의 파장
이 강하게 반사되어 NDVI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암반이나 나지에 대해서
는 반사율이 거의 같아지게 되어 NDVI는 0에 가까운 극소의 값을 가진다.
Figure 4는 2005년 11월 22일 Landsat-5 TM 영상에 (식1)을 적용한 NDVI 영
상이다. 이 영상의 NDVI는 -0.5<NDVI<0.8 범위로 나타나며, 2005년 11월 NDVI
영상은 -0.5<NDVI<0.8 범위 안의 지수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나타난다. 식생
이 많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지수 값이 크고 선명한 적색을 나타내며,

식생분포가

적은 지역일수록 지수 값이 작은 선명한 청색을 나타낸다. 선명한 청색으로 나타나
는 곳은 강이나 호수임을 알 수 있고, 청록색(cyan)을 나타내는 지역의
도심지나 도로이다.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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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2005년 11월 22일 NDVI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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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좌표변환과 상록수림 추출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수치임상도와 위성영상 간의 원활한 분석을 위하여 수치임
상도에 위성영상과 같은 좌표를 생성해주어 좌표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영
상과 같은 좌표계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좌표변환 방식은 좌표 정보의 기본이 되
는 소스데이터(source data)를 이용하여 새로운 좌표계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 작
업은 GIS 프로그램인 ArcView를 사용하였다. 소스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여
사용해 온 Bessel 준거타원체의 TM(Transverse Mercator) 좌표계를 기본으로 하
였고 이 소스데이터를 변환하여 생성한 새로운 좌표계는 WGS 84(World Geodetic
System 1984) 지구타원체의 UTM(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좌표계이며,
투영원점으로는 중부원점을 사용하였다. Table 5에 좌표변환에 사용된 좌표계의 특
징을 나타내었다.

Table 5. 좌표변환에 사용된 좌표계의 특징
구분

기본 소스데이터 좌표계

변환 할 새로운 좌표계

기준계

Tokyo Datum

WGS 84 Datum

지구타원체

Bessel (1841)

WGS 84 (1984)

서부 (38˚, 125˚)
중부 (38˚, 127˚)
투영 원점

동부 (38˚, 129˚)
울릉 (38˚, 131˚)

⇨

(38˚, 127˚30´ )
UTM 52(51.75) zone

제주 (38˚, 127˚)
좌표체계

TM

UTM

중앙자오선의 축척계수

1.000

0.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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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View에서 사용한 좌표변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영변환 기능을 시작
하기 위하여 ArcView의 Extension에서 Projection Utility Wizard를 실행한다.
Utility가 실행되면 변환 또는 생성하고자 하는 좌표계를 불러와 좌표변환을 시작한
다. 첫 번째는 기본 소스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좌표계를 생성해 줄 데이터에
기본 투영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써 입력되는 투영정보는 Table 6과 같다. 기본 소
스데이터의 내용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성영상마다 서로 다른 좌
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정보를 선택하여야 한다.
Table 6에서 명시한 기본 소스데이터 좌표계의 내용처럼 Tokyo Datum의 TM
좌표체계를 선택하였고, WGS 84 Datum으로 변환하고자 Tokyo_To_WGS_1984_3
을 선택해 주었다. 그리고 Central Meridian의 값을 보면 127.002890277로 설정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부원점(127˚)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경도 상 약
10.405초(=0.002890277) 정도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치임상도와 위성영상
은 약 300m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경도보정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경도보
정을 위해 Central Meridian의 값을 기존의 경도 값에 10.405초(=0.002890277)를
더하여 입력한다.
두 번째는 위에 입력한 기본 소스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이다. 생성할 새로운 좌표
계에 대한 투영정보를 데이터에 입력해야 하며, 그에 대한 내용은 Table 7과 같다.
각 나라 또는 지역마다 상이한 준거타원체와 Datum을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적
수준의 표준이 없었으며, 또한 국가마다 사용하는 지구타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대한 좌표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도 있다. 따라서 세계 측지측량연
맹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계산하기 위한 새로운 3차원의 좌
표체계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WGS 84 좌표체계이다. 이는 지구질량의 중심에서
중력이 0이 되는 등중력면을 지구 표면의 위치와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는 Tokyo Datum의 Bessel 타원체 및 TM 좌표계
또는 WGS 84 타원체 및 UTM 좌표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2007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게 선택된 GRS 80 타원체 및 UTM 52 zone 좌표계를 사용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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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좌표변환에 사용된 기본 소스데이터(투영정보)

Name

Parameter

Datum

투영정보를 입력할 목록

기본 투영정보 입력 내용

coordinate system

projected

name

custom

unit

meter[9001]

base projection

Transverse_Mercator[43006]

Central_Meridian

127.002890277

Central_Parallel

38

Scale_Factor

1

Geographic coordinate system

GCS_Tokyo[4301]

False easting

200000

False northing

500000

Geographic Transformation

Tokyo_To_WGS_1984_3

Table 7. 변환하여 생성할 새로운 좌표계에 대한 투영정보

Name

투영정보를 입력할 목록

변환할 투영정보 입력 내용

coordinate system

projected

name

WGS_1984_UTM_Zone_52N[32652]

unit

meter[9001]

Parameter

특별히 설정하는 것이 없으며, 설정된 parameter를 확인한다.

Datum

설정하지 않는다.

20
-

Fig. 5. 좌표변환 시, 경도보정 전과 후의 차이
(yellow line: 경도보정 전, red line: 경도보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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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방법으로 변환된 좌표를 얻은 데이터를 위성영상과 비교해보면 거의 일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5). 경도보정 전과 같이 약 10.405초의 보정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성영상에서 약 300m의 오차, 즉 영상의 픽셀 약 10개 정도가
정확한 위치가 아닌 좌측으로 밀려나 나타난다. 이와 같은 오차는 위성영상에서 에
러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수치임상도에 좌표 정보를 입력한 뒤, 해당 도엽별로 나눠져 있는 임상도들을 하
나로 모아 위성영상과의 지리적인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수치임상도
는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115-034 영상에서 벗어나는 면들은 오차 값을 가지게
되므로 제외시켰다. 식생지수를 확인하기 위해 소나무림과 잣나무림으로 구성된 상
록수림만을 추출하여 영상에 적용하였다. Figure 6은 115-034 영상에 해당하는
상록수림의 분포정도를 나타내며, Figure 7은 상록수림의 영급 분포에 해당하는 그
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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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림

잣나무림

Fig. 6. 2005년 11월 22일 RGB 합성영상과 상록수림
(예시-하단 좌측: 춘천시, 우측: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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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7영급

Fig. 7. 상록수림의 영급 분포 (예시-하단 좌측: 춘천시, 우측: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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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영급과 평균 NDVI 통계 값 비교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수치임상도로부터 추출한 상록수림 지역의 영급 데이터를
NDVI 영상에 적용하고 이 영상의 각 영급에 해당하는 픽셀들이 나타내는 식생지수
값을 통계처리 하여 ‘평균 NDVI 통계 값’으로 나타내었다.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
영급의 급수가 높아질수록 엽량 및 엽면적지수 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녹색 식물
이 나타내는 반사율 또한 점차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낸다. 영급 별로 나타내는 식
생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 값 또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되며, 영급의 급수가
높을수록 식생지수도 높아지는 상관성을 가진다. 이처럼 수치임상도의 영급이 위성
영상과 상관성이 있는지, 또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평균 NDVI 통계 값을 통해 비
교 분석하였다.
강원도 상록수림 지역 식생의 일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22일 영상에 (식1)을 이용하였고, 0~1, 0.1~1, 0.2~1, 0.3~1 범위의 NDVI 값을
적용하였다. 물, 구름, 눈 등은 근적외선 대역(0.76~0.90μm, band 4)의 파장에 비해
가시광역(0.45~0.69μm, band1, 2, 3)의 파장이 강하게 반사되어 0 이하의 식생지
수를 나타내므로 0 이상의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0.3보다 큰 값의 NDVI를
나타내는 영상에서는 아주 높은 고밀집의 식생만을 나타내어 영급이 낮은 지역과
비교가 잘 되지 않으므로 0<NDVI<1, 0.2<NDVI<1, 0.3<NDVI<1의 범위를 적용하
였다. 그리고 각 범위 별 위성영상을 보면 지정한 NDVI 범위의 최소값이 커질수록
영상의 음영지대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8). 인공위성이 촬영
한 위성영상들은 촬영시간 및 각도, 스캔 방식, 태양의 위치 및 기후 등에 의해 영
향을 받으면서 구름이 포함되거나 음영지대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
히 음영지대는 산림지역 관찰 및 연구 시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일종의 그
림자라고도 하며, 위성의 촬영 각도 및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위성영상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 사용된 수치임상도의 영급 데이터처럼 영상에 사용되는 실측자료의 경
우, 영상 내의 음영지대도 식생 분포지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확한 식생지수 파
악이 어렵다. NDVI의 값이 클수록 식생 분포지역의 구분이 확실하며, 음영지대는
0에 가까운 극소의 값이나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NDVI 범위의 최소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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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면 영상에서의 음영지대가 줄어들면서 식생지역의 구분이 더욱 뚜렷해지고 해
당 지역의 NDVI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Figure 8은 2005년 11월 22
일 영상에 식생지수의 최소값을 변화시키며 적용한 NDVI 영상이며, Table 8은 각
영급에 해당하는 영상의 픽셀들이 가지는 영급 별 평균 NDVI 통계 값을 정리한 것
이다.

(a) 0<NDVI<1

(b) 0.1<NDVI<1

(c) 0.2<NDVI<1

(d) 0.3<NDVI<1

Fig. 8. 2005년 11월 22일 NDVI 범위 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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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순서대로 영상의 음영지대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d)영상과 같이 고밀
집의 식생지역이 적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영지대 또는 강이나
호수, 도심지와 같이 식생의 분포가 극소인 지대는 확연한 검정색으로 나타난다. 검
정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NDVI는 null cell(non-data)로 간주하여 0의 값을 가지
도록 통계처리 하였다.

Table 8. 영급 별 평균 NDVI 통계 값
0<NDVI<1

0.1<NDVI<1

Non-Null

0.2<NDVI<1

Non-Null

1

0.241

6,289

0.266

5,580

0.313

3,987

0.382

2,041

2

0.233

1,061,096

0.265

910,350

0.319

627,768

0.389

328,956

3

0.247

2,287,689

0.275

2,007,891

0.322

1,472,179

0.383

826,833

4

0.253

1,212,288

0.284

1,058,576

0.329

798,725

0.388

471,898

5

0.255

782,809

0.286

684,773

0.329

521,603

0.388

307,728

6

0.253

132,071

0.285

115,035

0.327

87,880

0.385

51,713

7

0.257

34,918

0.287

30,626

0.330

23,473

0.387

14,075

cell data

NDVI

Non-Null

NDVI

cell data

NDVI

Non-Null

영급

cell data

NDVI

0.3<NDVI<1

0.40

cell data

0<NDVI<1
0.1<NDVI<1

0.38

0.2<NDVI<1
0.3<NDVI<1

0.36
0.34
0.32

NDVI

0.30
0.28
0.26
0.24
0.22
0.20
1

2

3

4

영

5

6

급

Fig. 9. 영급 별 평균 NDVI 통계 값 분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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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NDVI 통계 값(Table 8)과 그래프(Figure 9)의 비교 결과, 강원도 상록수림
지역의 일정한 NDVI 범위에 해당하는 식생지수 분포 양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0.2<NDVI<1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는 NDVI 영상과 영급이 잘 맞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0에서 1사이와 0.1에서 1사이의 평균 NDVI 통계 값을 확인해 보
면 녹색 식물의 반사율이 제일 낮아 1영급의 식생지수 값도 제일 작게 나타나야 하
지만 2영급 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11월
22일 NDVI 영상에 각 영급 별로 가지고 있는 식생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영상의
분산도(scattergram)를 확인하였다.

Fig. 10. 2005년 11월 22일 NDVI 영상의 식생지수 scatter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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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도의 Data Frequency는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에 대한 빈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적색에 가까울수록 데이터 개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지만 이는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데이터의 값 자체가
큰 지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Figure 10을 보면 0에서 0.2사이에 해당하는 NDVI 값에 대한 1영급의 데이터가
다른 영급 데이터들에 비해 낮은 빈도로 분포하는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다른 영
급들은 1영급에 비해 0에서 0.2사이의 NDVI 값들이 매우 고르게 분포한다. 1영급
과 다른 영급들 간의 데이터 빈도의 차이가 커 1영급의 0에서 0.2사이의 NDVI 값
은 에러 데이터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0<NDVI<1 범위와 0.1<NDVI<1 범위의
NDVI 영상은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영급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0.3에서 1사이의 평균 NDVI 통계 값과 그래프를 보면 다른 NDVI 범위의 식생
지수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들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0.3<NDVI<1 범
위의 영상에서는 음영지대가 많이 줄어들고 식물의 고밀집 지역만을 나타내기 때문
이다. 작은 값의 NDVI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제거할 경우, 음영지대를 제거하고 식
생분포가 높은 지역을 구분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식생관찰이 필요한 지역까지 음영
지대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포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0.3<NDVI<1 범위의 NDVI 영상도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영급과 잘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0.2에서 1사이의 평균 NDVI 통계 값과 그래프를 보면, 다른 분포도에 비해 상당
히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1영급의 NDVI가 제일 작은 값을 보이며 영급의 급수가
커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NDVI의 값이 커지는 높은 상관성을 보여준다. 이 NDVI
분포 경향으로도 위성영상에 영급이 잘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
한 검토 및 에러 데이터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의 분산도를 재확인 하였
다.
그 결과 2005년 11월 22일 NDVI 영상의 분산도 중 식생지수의 높은 값을 나타
내는 분산대역에서 데이터의 빈도가 매우 적고 다른 NDVI 값들에 비해 상당히 높
은 값을 가지는 에러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분산대역의 값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Outlier Removal을 사용하였다. Outlier Removal이란, 위성영상
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지수들에 대한 일종의 에러 데이터를 보정, 제거하는 방법
이다. Outlier Removal을 이용하여 에러 값을 제거한 결과(Figure 11), 최대 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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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보정되어 약 0.6으로 확인되었다.

Fig. 11. NDVI 영상의 scattergram을 이용한 에러 데이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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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2005년 11월 22일 0.2<NDVI<0.6 범위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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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0.2<NDVI<0.6 범위의 영급 별 평균 NDVI 통계 값
0.2<NDVI<0.6
영급

NDVI

유효픽셀개수

1

0.313

3,980

2

0.318

626,463

3

0.323

1,469,926

4

0.328

797,570

5

0.329

520,746

6

0.327

87,741

7

0.330

23,443

0.34
0.2<NDVI<0.6
0.34

0.33

0.33

NDVI

0.32

0.32

0.31

0.31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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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0.2<NDVI<0.6 범위의 영급 별 평균 NDVI 통계 값 분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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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NDVI<0.6 범위의 평균 NDVI 통계 값(Table 12)과 그래프(Figure 13)의 비
교 결과, NDVI의 최대값을 보정한 0.2<NDVI<0.6 범위에서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영급과 2005년 11월 22일 NDVI 영상의 상관성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0.2에서 0.6 사이의 평균 NDVI 통계 값을 0.2에서 1 사이의 값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에러 데이터로 제거한 분산대역 0.6에서 1 사이의 값들이
수치적으로 다른 식생지수에 비해 매우 높은 값임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갖는 데이
터의 양이 적어 NDVI 영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0.2<NDVI<1 범위와 0.2<NDVI<0.6 범위의 각 영급 별 데이터들은 수치적으로나
분포 양상으로나 두 범위가 나타내는 영급과 위성영상 간의 상관성은 매우 유사하
지만 에러 데이터를 제거한 0.2<NDVI<0.6 범위에서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영급을
관찰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영급 별 특정지역에 대한 정확한 식생지수의 수치를 얻거나 여러 가지 밴드
조합에 따른 반사값 등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구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위성영
상의 정밀한 대기보정과 지형보정 등의 자료처리가 필요하며, 또한 수치임상도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산림공간정보의 속성자료들을 수시로 갱신, 보완해야한
다.
4영급 이상의 영급부터는 식생지수의 편차가 거의 없는데 이것은 4영급 이상의
나무, 즉 나무가 41년생이 지나게 되면 녹색 식물반사율에 영향을 미치는 엽량 및
엽면적지수 등의 성장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성영상으로 관찰했을 때, 4영급 이상의 나무들, 혹은 그에 상응하는 식생들은 서로
거의 비슷한 녹색 식물반사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6영급의 NDVI는 모든 범위에서 5영급에 비해 조금씩 작은 값을 나타낸다. 6영급
의 식생지수 값이 5영급에 비해 작은 이유는 6영급이 있는 지역이 2005년 11월
22일 영상에서 대부분 음영지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영급
들도 이 영상에서 음영지대에 속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이 녹색 식물반사율을
나타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모
든 범위에서 6영급의 NDVI 값이 5영급의 NDVI 값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것은 6
영급 지역이 음영지대로 인식되는 영상의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이상이라 할 수도
있고,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수치임상도 속성자료 중 6영급 데이터 자체의 오류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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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영급과 Landsat-5 TM 영상의 식생지수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최소 NDVI 값 0.2 이상부터 최대 NDVI 값 1의 범위 내에서 영급이 증가 할
수록 그에 따른 식생지수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급과 위성영상
간의 상관성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최대 NDVI 값은 0.6으로 보정되었다.
0과 1, 0.1과 1사이의 NDVI 범위는 에러 데이터로 추정되는 0에서 0.2사이의
값들로 인해 1영급의 NDVI 값이 2영급에 비해 높게 나와 위성영상과 영급 간의
정상적인 분포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0.3에서 1사이의 NDVI 범위는 관찰이 필요한
식생지역까지 음영지대(null-cell)로 인식하여 고밀집 식생지역에 편중된 결과를 나
타냈기 때문에 인식해 정상적인 분포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웠다. 0.2에서 1
사이의 NDVI 범위의 영급 별 분포 양상은 영급이 커질수록 식생지수 또한 점차적
으로 커지는 상관성을 보였다. 이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위성영
상에 나타나는 NDVI 값들의 분산도(scattergram)를 확인하고 에러 데이터로 추정
되는 값들을 제거하였다. Outlier Removal을 이용하여 에러 데이터를 제거한 결과
NDVI의 최대값은 0.6으로 보정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2005년 11월 22일 NDVI
영상과 수치임상도의 영급은 최소 NDVI 값 0.2 이상부터 최대 NDVI 값 0.6까지의
범위에서 신뢰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수치임상도의 영급 데이터는 전체적으
로 정확한 구성되어 있어 영상이 나타내는 NDVI의 통계 값을 구하는데 매우 용이
하였다. 이처럼 임상도뿐만 아니라, 산림입지도 및 산림기본이용도 등의 산림지리정
보시스템에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산림정보가 구축된다면 인공위성을 이용한 산사
태 위험지 분석, 산불 진행 방향 예측과 같이 산림에 관한 여러 가지 분야의 적용
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산림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므로 완벽한 자료가 구
축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작은 구름 하나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공위성
광학영상의 공간해상도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리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연구
및 효율적인 활용과 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의 축적은 앞으로 원격탐사를 이용한
산림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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