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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ine wilt disease has greatly damaged pine forests not only in East Asia including South
Korea and China, but also in European region. The damage caused by pine wood nematode
(Bursaphelenchus xylophilus) is expressed in bundles within stands and rapidly spreading, however,
present field survey methods have limitations to detecting damaged trees at regional level. This study
extracted the damaged trees by pine wilt disease using time series hyperspectral aerial photographs, and
analyzed their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Hyperspectral aerial photographs of 1 meter spatial resolution
were obtained in June, September, and October. Damaged trees by pine wilt disease were extracted using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and Vegetation Index green (VIgreen) of the September
photograph. Among extracted damaged trees, dead trees with leaves and without leaves were classified,
and the spectral reflectance values from the photographs obtained in June, September, and October were
compared to extract new outbreaks in September and October. Based on the time series dispersion of
extracted damaged trees, nearest neighbor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damaged trees within the region where hyperspectral aerial photographs were acquired. As a result,
2,262 damaged trees were extracted in the study area, and 604 dead trees (dead trees in last year) with
leaves in relation to the damaged time and 300 and 101 newly damaged trees in September and October
were classified. The result of nearest neighbor analysis using the data shows that aggregated distribution
was the dominant pattern both previous and current year in the study area. Also, 80% of the damaged
trees in current year were found within 60 m of dead trees in previou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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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학명 추가)이 목질

내의 세포 속에서 서식하여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

과 양분 이동을 방해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

현재 일본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

아 지역과 유럽의 소나무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Mota et al., 1999; Ichihara et al., 2000; Zhao et al., 2008). 우

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급속

히 확산되었다가 집중적인 방제활동으로 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나 2011년부터 다시 확산되어 증

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소나무재

선충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 Monochamus saltuarius, 솔수

염하늘소 Monochamus alternatus)의 성충 우화기 이전에 피

해고사목에 대한 전량방제가 실현되지 못하였고 여름

철 이상고온 및 가뭄이 발생하면서 매개충의 개체수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목이 급격히 증가된 것으

로 추정되었다(KFS, 201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사목

조사활동은 현지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는 임분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현되고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현장조사

방법은 광범위한 지역 및 고산지, 급경사지, 절벽과 같

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피해목 탐지에 한계가 있

다(Kim and Kim, 2008; Kim et al., 2008). 또한 피해발생

초기에는 고사목 단목의 점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

속한 피해지 파악과 정확한 확산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Kim et al., 2010). 그에 반해, 항공사진 및 고해상도 영상

과 같은 원격탐사 자료는 광역성, 신속성, 동시성 및 경

제성이라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o et al.,

2001)원격탐사 자료의 활용은 위와 같은 현장조사 방

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

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규모와 감염목 위치정보 등

에 대한 대면적 예찰을 위해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소

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탐지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

내에서는 고해상도 IKONO영상을 활용하여 소나무재

선충 피해지역 추출 연구( Jo et al., 2001), 항공사진 및 현

지조사를 통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의 공간분포 유형

분석 연구(Son et al., 2006) 등이 진행된바 있다.

소나무재선충이나 시들음병을 야기하는 병원균에

감염된 임목은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원할 하지 못하여

식생의 활력이 감소하며 임목의 잎 색이 변색되는데 이

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참나무

시들음병을 모니터링하는 연구(Kelly, 2002),휴대용 근

적외선카메라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의 식생지수를 산

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탐지하는 연구(Kim

et al., 2008; Kim et al., 2011) 등과 같이 다중 분광 자료를

이용한 식생의 병해충 피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

기존 식생분석에 많이 사용되어진 다중분광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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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의 소나무림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에 의한 피해는 임분 내에서 다발적으로 발현되고 급진적으로 진행

되고 있으나 기존의 현장조사 방법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피해목 탐지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

계열 초분광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추출하고, 추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소나무재선

충병 확산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6월, 9월, 10월에 1 m 공간해상도의 초분광 항공사진을 취득하였다.

9월 영상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NDVI)와 Vegetation Index green(VIgreen)을 이

용하여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피해목을 잎이 있는 고사목과 잎이 없는 고사목으로 구

분하였으며, 6월, 9월, 10월 영상의 분광반사값을 비교하여 9월과 10월에 새로 발생한 피해목을 추출하였

다. 추출된 피해목의 시계열 분포를 토대로 공간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초분광 항공사진 촬영지역 내 소

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확산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총 2,262본

이 추출되었으며, 피해시기에 따라 잎 있는 고사목(작년 피해목)은 604본, 9월과 10월에 새로 발생한 피해

목은 각각 300본, 101본으로 분류되었다. 구축된 자료를 이용한 공간 분포형 분석 결과, 작년 피해목과 당년

피해목 모두 집중분포 형태로 나타났으며, 최근거리 분석 결과, 당해년도 고사목의 약 80%는 전년도 고사목

주변 60 m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8개 밴드의 비연속적인 분광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미세한 변화를 탐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초

분광 자료는 수백 개의 좁고 연속적인 분광 정보를 가

지고 있어 미세한 분광반사 특성의 변화를 탐지하는 것

이 가능하다. 국내외에서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의 탐지 및 식생수분 스트레스 관계 연

구(Uto et al., 2008; Pu et al., 2008), 초분광자료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분광반사 특성 분석(Kim et

al., 2013; Lee et al., 2014) 등과 같이 초분광 자료를 이용

한 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는 단시기 자료를 통한 감염목의

탐지 및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정확한 확인과 확산 특성 분석을 위

해서는 동일지역의 시계열 변화 탐지가 이루어져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초분광 항공영상의 식

생지수를 기반으로 피해시기 별 소나무재선병 피해목

을 추출하고, 추출된 피해목의 시계열 분포를 토대로 공

간분포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탐

지 및 확산특성 연구에 있어서 초분광 항공영상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

는 경상남도 거제시 일대(우상단 128° 42′ 32″E, 34° 56′

06″N, 좌하단 128° 40′ 37″E, 34° 54′ 52″N) 655ha를 대상

으로 하였다(Fig. 1). 대상지내 산림면적은 580ha이고, 대

축척임상도(1:5,000축척) 기준 소나무림 15%, 해송림

21%, 혼효림 22% 나머지는 참나무류 및 기타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제시는 남해안에 위치한 섬으로 온대

해양성 기후지역이며 연평균기온 14.2℃, 연평균 강수

량 2,007 mm, 평균 습도 63.7%이다. 여름철 국지적인 집

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2) 시계열 초분광 항공영상

초분광 항공영상은 CASI-1500 카메라로 촬영되었으

며, 촬영 기간은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

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6월에서 10월까지 월단위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촬영 방법 및

자료 취득에 있어서 기상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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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site.



문에 기상상태가 촬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흐림 또는

비)에는 촬영일자를 변경하여 촬영하였다( Table 1). 초

분광 항공사진의 분광범위는 380 nm~1,050 nm이고 공

간해상도는 1 m, 분광해상도는 14.4 nm로 48밴드로 이

루어져있다. 9월 초분광 항공영상 촬영 시 공간해상도

25 cm항공영상(3밴드, blue, green, red)을 동시에 촬영하

여 참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촬영된 초분광 항공영상은

방사보정(radiometric corrections), 대기보정(atmospheric

corrections),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s) 순으로 전

처리 과정을 거쳐 정사영상으로 만든 후 분석에 사용되

었다.

3) 피해목 추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추출은 세 단계에 걸쳐 이루

어졌다. 1단계에서는 9월 영상을 이용하여 식생지수 중

기존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NDVI)를 이용하여 비식생지역과 식

생지역으로 구분하고 비식생지역은 추출하여 제거하

였다. NDVI는 Eq. 1과 같이 계산되었다(Rouse et al.,

1974). NDVI는 적색 파장대역과 근적외선 파장대역의

분광반사값을 이용한 식생지수로 초분광 자료에 적용

하기 위하여 특정 밴드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밴드는 적

색 파장대역과 근적외선 파장대역의 분광반사값의 굴

곡점에 해당하는 된다. NIR801은 801 nm의 분광반사값,

Red672는 672 nm의 분광반사값을 의미한다.

                     NDVI =                       (1)

2단계에서는 비식생지역이 제거된 영상을 이용하여

Vegetation Index green(VIgreen) 계산하였다. VIgreen은녹

색 파장대역과 적색 파장대역의 분광반사값을 이용한

식생지수로 Eq. 2와 같다(Gitelson et al., 2002). Green557은

557 nm의 분광반사값을 의미한다.

                  VIgreen =                    (2)

초분광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Kim et al., 2013)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의 분광반사값

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적색 파장대역에서 가장 크게 나

타나고,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는 그 변화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색과 녹색 파장대역의 분광반사값을

이용한 식생지수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추출에 적

용하였다.

VIgreen를 이용하여 식생지역 중 소나무재선충병 피

해목 후보로 추출한 후 면적이 10 m2 이하인 지점만을

추출한 후 육안 검증을 통하여 비식생 및 오분류에 해

당되는 부분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3단계, 9월 영상을 기반으로 추출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6월과 10월에 촬영된 영상과 비교하여 6월에

고사되어 있는 나무는 작년 피해목, 6월에는 피해가 탐

지 되지 않았으나 9월에 발생된 피해목은 9월 신규 피

해목으로 구분하였고, 영상 전체의 육안 분석을 통하여

6월, 9월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10월 영상에서 발

견된 피해목은 10월 신규 피해목으로 추가하여 피해목

의 시계열 분포 자료를 구축하였다. 기존 실험 결과 소

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성목 소나무는 2개월 이후 그 변

화가 탐지되기 시작했으므로(Kim et al., 2013; Lee et al.,

2014) 6월, 9월과 10월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6월과 9월

두 시기에 모두 존재하는 잎 있는 고사목은 2013년(작

년)에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었다고 판단하였고, 9월

과 10월에 새로 나타나는 고사목은 2014년(당년)에 감

염된 소나무로 판단하여 시계열 피해목 분포 자료로 구

축하였다.

4) 피해목 분포 및 확산 특성 분석

소나무재선충병확산특성분석을위해소나무재선충

병으로 추출된 피해목 전체를 대상으로 공간 분포형을

분석하였고, 시계열 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거리에 따른

피해목의 각 시기별 발생 빈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최단거리 분석(nearest neighbor distance)

법을 적용하였다(Clark and Evans, 195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공간 분포형은 Eq. 3을

통해 계산되어진 평균 최단거리 Z값에 따라 판정된다.

NIR801
_ Red672

NIR801 + Red672

Green557
_ Red672

Green557 + Red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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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cquisition of hyperspectral aerial imagery
Round Date Elevation Additional data

1st 2014.06.14 1,000 m LiDAR
2nd 2014.09.05 1,200 m aerial photograph (25 cm)
3rd 2014.09.19 1,500 m -
4th 2014.09.24 1,500 m -



Z값이 -1.96보다 작으면 집중분포, -1.96~1.96이면 임의

분포, 1.96보다 크면 균일분포를 의미한다.

                         Z =                           (3)

                       d(NN) = ∑
N

i= 1
( )                         (4)

                            d(ran) = 0.5                              (5)

                          SEd(ran) =                            (6)

d(NN)은 추출된 고사목의 평균 최단거리(Eq. 4),

d(ran)은 고사목 분포가 임의일 때 예상되는 평균 거리

(Eq. 5), SEd (ran)은 임의 분포일 때 최단거리 값에 대한 표

준오차이다(Eq. 6). 이때, N은 전체 피해목 수, i와 j는 각

피해목의 고유번호, Min(dij)는 피해목간 최단거리, A는

분석 면적을 의미한다.

두 시기(t1, t2) 사이의 피해목간 거리에 따른 발생 빈

도분포는 2014년 피해목과 2013년 피해목간의 최단거

리, 2014년 10월 피해목과 9월 피해목간의 최단거리를

계산한 후 모든 피해목간 최단거리, 즉 Min(dt1t2)자료를

이용하여 빈도분포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피해목 분포 추출

초분광 항공영상은 Fig. 2와 같이 6월 14일, 9월 16일,

10월 24일에 촬영되었다. 7월과 8월에는 여름철 장마로

인하여 촬영하지 못하였다.

취득한 초분광 항공영상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정사

영상으로 만들었으나 산림 내에 Ground Control Point

(GCP)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 간 개체목의

일대일 매칭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개체목을 확

인 할 수 있는 2.5 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이 동시에 촬

d(NN) _ d(ran)
SEd(ran)

Min(dij)
N

A
N

N2

A

0.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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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series hyperspectral aerial photograph.

Fig. 3. Forest and non-forest area classification using NDVI.
NDVI NDVI < 0.4



영된 9월 초분광 영상을 기준으로 피해목 추출 및 공간

분포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3은 9월 영상을 이용하여 NDVI를 계산한 후 0.4

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비식생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출

한 결과이다. 원 영상에서는 촬영 스트립간 분광반사값

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지수화 했을 때 그 차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0.4는 경험적 수

치로 9월 초분광 항공영상에서 비식생지역인 도로, 수

계지역 및 나지와 식생지역을 가장 잘 구분하는 기준값

이었으나, 일부 비식생지역이 고사목과 같이 0.4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어 완벽하게 식생지역과 비식생지역을

구분하지는 못하였다.

식생지역에서 피해목을 추출해내기 위하여 비식생

지역이 제거된 영상의 VIgreen을 계산하여 경험적으로

VIgreen이 0에서 0.2 사이의 값을 기준으로 소나무재선

충병 피해목 후보로 추출하였다. VIgreen은 녹색과 적

색 파장대역의 분광반사 값을 이용하여 산출한 식생지

수로 식생의 변화를 NDVI와 같이 NIR 파장대역의 분

광반사값을 이용한 식생지수보다 민감하게 탐지하여

식생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추출할 수 있었

다. Kim et al.(2013)은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의NIR 파장

대역의 분광반사값을 시계열로 비교할 경우 그 변화가

일정하지 않아 식생의 민감한 변화를 탐지하는 데는 적

합하지 않다고 바와 같은 결과이다. 연구대상지 내 소

나무재선충병의 피해목은 2,262본이 분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4).

2) 피해목의 시계열 분포

추출된 피해목은 각 영상의 시기별 분광반사 패턴을

비교하여 잎 없는 고사목, 잎 있는 고사목, 9월에 새로 발

생한 피해목과 10월에 새로 발생한 피해목으로 구분하

였다. 6월, 9월, 10월 촬영시기에 따른 피해목의 초분광

영상에서의 분광반사율 패턴은 Fig. 5와 같이 나타났다.

잎 없는 고사목(A)은 작년 혹은 그 이전에 소나무재

선충에 의한 피해를 받는 나무로 시기별 초분광 영상을

살펴보면 6월 14일에는 붉은색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옅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

충병에 걸린 나무는 수분과 양분이 잎에 전달되지 못해

갈변한 잎이 달려있을 때는 붉게 보이다가 고사가 진행

됨에 따라 잎이 떨어져 얇은 가지만 남게 된다. 즉, 잎 없

는 고사목은 이미 피해가 많이 진행되어 6월에는 갈변

된 잎이 나무에 달려있었으나 9월에는 잎이 떨어져 소

나무 수관 아래쪽 식생이 투과되어 영상에 취득되기 때

문에 10월 영상에서는 붉은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이다. 잎 있는 고사목(B)의 시기별 영상을 살펴보면 작

년에 받은 소나무재선충 피해로 인하여 6월에 잎이 갈

변되다가 9월에 피해가 나무 전체로 확산되어 붉게 나

타나고 10월에 갈변된 잎이 떨어져 다시 옅어졌다. 분광

반사율의 패턴을 살펴보면 세 시기 모두 정상목의 분광

반사율 패턴과 달리 적색 파장대역에서 분광반사값이

높은 패턴을 나타냈다. 9월 발생 피해목(C)은 6월 영상

에서는 피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9월 영상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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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of damaged trees.



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더욱 피해가 진행된 것

으로 나타났다. 분광반사율 패턴을 살펴보면 6월 영상

에서는 정상목의 분광반사율 패턴을 보이나 9월 영상

에서는 적색파장대역의 반사율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

하며 근적외선파장대역에서의 반사율이 점차 감소하

는 변화가 나타났다. 10월 발생 피해목(D)은 6월과 9월

영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분광반사율의 차이 또한

거의 없었으나 10월 영상에서는 피해가 탐지되면 적색

파장대역의 반사율이 증가는 변화가 나타났다. 근적외

선 파장대역에서는 분광반사율의 감이 증가했다가 다

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적인 변화 특성을 추출

하지 못했다. Kim et al.(2013)에 따르면 근적외선 파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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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oral distribution of damaged trees.

Fig. 5. Temporal reflectance change of damaged trees. (A) dead trees without leaves, (B) dead trees with leaves, (C) newly damaged
trees in September, and (D) newly damaged trees in October.



역의 분광반사율 변화는 피해 진행 상황에 따라 일관되

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시계열 분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잎 있는 고사목

과 9월에 새로 발생한 피해목, 10월에 새로 발생한 피해

목의 공간분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잎 없는 고사목의 경

우 소나무재선충의 감염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2013년에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어 피

해를 잎은 나무(잎 있는 고사목)는 604본, 2014년 감염

되어 9월에 피해가 탐지된 나무는 300본, 10월에 피해가

탐지된 나무는 101본이 추출되었다(Fig. 6).

3) 피해목의 공간 분포

2013년(잎 있는 고사목)과 2014년(9월, 10월에 새로

발생한 고사목)에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분

포 자료를 이용하여 분포형을 분석해본 결과 2013년의

Z값은 -16.8이고 2014년의 Z값은 -15.5로 나타났다. 이

는 두 시기 모두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목은 집중

분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이 2014년보다

피해목의 집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시기의 피

해목 중심점의 위치를 분석해본 결과 2014년 피해목의

중심이 2013년 피해목의 중심보다 남서쪽으로 554.6 m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7). 이는 소나무재선충에

의한 피해목의 확산이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2014년 피해목 기준으로 2013년 피해목과의 최단거

리에 따른 발생 빈도분포 분석결과 약 80% 정도가 80 m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9월 피해목

기준으로 10월 피해목의 최단거리에 따른 발생 빈도분

포 분석결과 약 80% 정도가 60 m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8).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에 의해

확산되기 때문에 신규 피해목의 발생 범위는 솔수염하

늘소의 비행가능 거리와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추정

된다. KFRI(2004)은 자연상태에서 솔수염하늘소의 비

산거리는 약 100 m로 보고하였고, Takasu et al.(2000)은

모형 분석을 통해 솔수염하늘소의 년 간 단 범위 확산

(short-range dispersal) 범위는 약 50 m로 추정하여 본 연

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확산정보 도출을 위한 시계

열 영상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다.

우선, 시계열영상 분석의 자동화 기술개발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한다. 산림은 복잡한 지형특성 및 명확한 GCP

취득이 어려워 영상의 정사보정에 한계가 있고 그로인

하여 시계열 영상 간의 개체목 일대일 매칭이 어렵기 때

문에 아직까지 자동화된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

서 향후 지형 보정과 같은 영상의 전처리 부문 연구와

각 시기에서 탐지된 피해목의 위치 비교 자동화 연구를

보완하면, 전국 단위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측을 위

해 원격탐사 자료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계열 영상 정보 취득을 위해 영상 촬영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유인항공기를 통

한 항공사진과 위성에서 촬영되는 위성영상의 활용이

가능하나, 향후 소형무인항공기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면 핵심보전지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주요 선단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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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entroid change of damaged trees.



역에 대한 풍부한 시계열 자료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초분광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추출하여 피해시기에 따른

피해목의 분포도를 구축하고 피해목 발생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비산림지역과 산림지역의 구분에

는 NDVI의 0.4가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였고, 산림지역

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추출에는 VIgreen의

0에서 0.2사이의 값이 가장 적합하게 나타났다.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해 2013년 고사목, 2014년 9월, 10월 발생

피해목과 같이 피해시기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공간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피해시기별 피해

목 정보를 이용한 공간 분포 특성 분석 결과, 소나무재

선충에 의한 피해목은 집중화 되어있는 형태로 분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3년과 2014년 피해목 간 최

근거리에 따른 발생 빈도분포 분석에서는 2014년 신규

발생한피해목은약 80% 정도가 2013년기발생한피해목

을 기준으로 80 m 거리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시계열 초분광 항공영상을 통해서 피해

목의 분광특성 변화를 탐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

목의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발생시기별

피해목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대면적 지역에 발생한 피

해목의 전체적인 확산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정보는 향후 피해목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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