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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원격탐사 기술의 국내 정밀 임업 가능성 검토: 
임업분야의 원격탐사 적용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우희성 1)·조승완 2)·정건휘 3)·박주원 4)†

Precision Forestry Using Remote Sensing Techniques: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of Remote Sensing Application in Forestry

Heesung Woo 1)·Seungwan Cho 2)·Geonhwi Jung 3)·Joowon Park 4)†

Abstract: This review paper presents a review of evidence on systems and technologies for recent
remote sensing techniques which were applied into forest and forest related sectors. The paper reviewed
remote sensing techniques that will have, or already having, a substantial impact on improving data
quality of forest inventory and forest management and planning. The aim of this review is to identify,
categorize and discuss Korean and international sources published primarily in the last decades. The
focus on remote sensing and ICT technologies examines issues related to their opportunities, limitation,
use and impact on the forestry. More specifically, this literature review has focused on laser scanning,
satellite imagery,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UAV) utilization in forest management and inventory
analysis.
Key Words: Precision forestry, remote sensing, satellite image, laser scanning, UAVs

요약: 본논문은현재산림분야연구에적용되고향후적용가능한원격탐사기술에대한국내외발행된 peer-

reviewed 논문의리뷰를바탕으로원격탐사기술의국내산림분야적용에대한가능성과한계점을서술하였다.

원격탐사기술은정밀한분석과정교한자료수집을바탕으로대단위산림면적분석에있어필수적이며, 정보

통신기술과의융합으로향후임업의새로운시대를열어갈핵심기술이다. 본리뷰논문에서는다양한원격탐

사기술가운데레이저스캐닝기술, 위성영상을이용한산림측정기술, 그리고무인항공기를이용한기존국

내·외연구사례를분석하여국내산림분야적용가능성에대한기회와한계점에대해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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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2010년

천리안(COMS) 위성, 2013년 아리랑 5호(Kompsat 3A)

의발사에이르기까지다양한다목적인공위성을보유

한위성강국대열에합류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차세

대 중형위성 개발이 시작되어, 2025년까지 500 kg정밀

지상관측위성 12기를추가발사할계획이며, 국토관측

위성, 방재위성, 기상위성, 해색위성, 환경위성, 농림위

성등많은위성이다양한임무를수행하기위해현재개

발되거나 계획 중에 있다(Jensen, 2005; Lee, 2019). 특히,

2023년 6월발사예정인차세대중형위성 4호(농림위성)

는산림부문에정밀한자료제공이가능할것으로예측

되며 대단위 산림 관측 및 산림재해 예측 시스템의 고

도화등위성에서제공하는양질의자료를활용한산림

분야적용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한시점이다.

위성및원격탐사시스템에서발생하는방대한자료

는지구전역에분포된산림을포함한대단위면적을이

해하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

오고있다. 지난 50년동안, 원격탐사기술은급진적으로

발달하였고오늘날대단위산림관리와효율적인국토

이용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센서기술의 경량화,

소형화와더불어과학의발전으로인한합리적가격이

형성되면서원격탐사기술은빠른속도로성장하였고,

그에따라생성된방대한자료는다양한센서를통해유

입되고있다.

이러한원격탐사기술의혁명은우리가숲을관리하

고 경영하는 데 사용하는 정보의 공간적, 시간적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원격탐사와 센

서기술을이용해수집된자료와분석도구는임업의정

밀화, 정교화방안의핵심적인기술이며이를이용한산

림관리에필요한관련정보를추출하는방법의개발은

많은산림분야의연구자가해결해야할우선적과제로

남아있다.

본 리뷰 논문은 기존 원격탐사 기술의 산림 부문에

다양한연구와관련된사례논문들의분석을통하여원

격탐사의산림분야이용에대한기술적분석기법의적

용가능성및한계점을제시해보고자하였다.

본연구는포괄적인원격탐사기술의일반적서술이

아니라하나의지표로서가치가있으며, 논문을통하여

국내원격탐사의주요시스템과기술을리뷰하였다. 이

리뷰논문은저널기사, 정책문서, 관련인터넷및인쇄

자료 등 다양한 매체에 걸쳐 지난 15년 내에 발행된 국

내및국제논문을중심으로분석하였으며논문을서술

에 필요한 원격탐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15년이후의일부문헌도리뷰에포함하였다. 리뷰논문

을 작성하기 위해 총 46편의 논문이 분석되었으며, 본

리뷰논문의가치는향후농림위성자료의산림분야활

용에하나의참고문헌으로서원격탐사기술의국내적

용가능성과다양성의확대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2. 연구방법

지난 15년동안 발행된 peer-review논문을 포함한 국

내및국제문헌을포함하여원격탐사를이용한산림분

야의적용연구를검색하였다. 원격탐사를이용한국내

산림분야연구중대부분은산림지역추출및광학영상

을 이용한 산림 식별 연구에 집중이 되어 있다. 따라서

원격탐사 적용 분야의 대표 논문을 선정할 때 최근 발

행된논문을우선적으로고려하였다. 본리뷰논문의특

성상국내·외연구의차이점을강조하기위해서체계적

(systematic) 리뷰 방법 보다는 선별적(selective) 리뷰 방

법을 선택하였고, 이 리뷰 논문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론적접근법에서는다음과같은논문선정기준이적용

되었다.

•정식 출판된 정부 보고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본리뷰에서대상으로하는원격탐사관련키워드

를중심으로Google scholar, Web of science, 한국교

육학술정보원의 연구 자료베이스를 이용하여 검

색하였다.

•국내연구는국문및영문으로작성된논문을중심

으로분석하였고, 국외논문은영어로출판된문헌

을중점적으로리뷰하였다.

•국내·외 논문 중 2000년 이후 출판된 논문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고, 원리 및 이론적 개념의 서술을

필요로하는논문은 2000년이전에출판된것을포

함하여분석하였다.

본리뷰논문은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 -

cation technology; ICT)을 적용한 산림 분야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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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의 탐지기술(Sensing technologies) 및 원격탐

사 기반 정밀 임업을 이용한 대단위 산림 인벤토리 추

정및자료고도화연구에대해검토하였다. 리뷰는 1차

국외 연구를 중점으로 분석하였고, 정밀 임업, 레이저

스캐닝기법, 위성영상, 무인항공기, 총 4개의카테고리

로분류된내용을 1차리뷰를중심으로국내연구를분

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4개 카테고리의 국내·외

문헌을분석하여국내연구의현황및한계점에대하여

국외의다양한연구사례를바탕으로서술하였다.

3. 레이저 스캐닝 기법(Laser scanning)

1) 항공 레이저 스캐닝 기법(Airborne laser scanning;

ALS)

다양한 정밀 임업의 기법 중 항공 레이저 스캐닝

(Airborne laser scanning; ALS)기법은 산림 자원의 측정

및평가에가장적합한방법이다(Fig. 1). 항공레이저스

캐닝(ALS)은 광 감지 및 범위 조정(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기술을 사용하는 능동 원격 감지 시스

템으로, 일반적으로항공기에장착된레이저스캐너와

센서로 구성된다. 항공 레이저 스캐닝은 레이저 펄스

(pulse)를지표면에투과한후, 반사된레이저펄스(pulse)

의도달시간을측정하여반사지점의공간위치좌표를

계산한다음지표면에대한지형정보를추출하는측량

기법이다. 따라서항공레이저스캐닝을이용할경우지

형지물및구조물에따라반사되는시간이상이하여건

물및지형지물의정확한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생성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식생 및 지형

지도의생성에사용되는항공레이저스캐닝은이산형

자료를 이용하며, 이용되는 스캐너는 초당 20만 펄스

(pulse)의 근적외선의 좁은 펄스(1,064 nm)를 사용한다

(Dash et al., 2016). 항공기에탑재된관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와위치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은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각 항공

레이저 스캐닝에서 방출된 레이저가 항공기로 수신된

정보를 x, y, z 좌표로 변환시킨다(Fig. 2)(Martin et al.,

2011). 송출된레이저펄스(pulse)는모든식생을관통하

여지면에서반사된펄스가센서에반응하여측정된다.

일단 식생으로부터 분리된 지면 상의 점(point)은 삼각

측량을 통해 수치지형모델(Digital terrain model; DTM)

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생성된 수치지형모델은 다

른 원격탐사 자료 보다 정밀한 산림 지형의 정보를 제

공하며, 이는경사, 사면등의입지와수문에대한자료

생성이 가능하다. 나아가 입지 혹은 수문 조건과 수목

생장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수

목의 점군(point clouds)에서 수치지형모델에서의 산림

지형높이값을차감하면해당지역수목의일반화된수

고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관고 모

델(Canopy height model; CHM)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숲과입목구조에대한유용한정보를포함하는의

미있는측정지표를생성할수있다. 이는현장조사정

보와의 연결을 통한 지표 보완 및 개발에 따라 산림 자

원에대한추정정확성과자료의질적인면을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다. 항공 레이저 스캐닝을 이용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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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he airborne laser scanning (ALS)
system.

Fig. 2.  Conceptual diagram of data collection methods
using airborne laser scanner.

04우희성(1067~1082)(별쇄10부)ok.qxp_원격35-6-2_2019  2019. 12. 30.  오전 10:57  페이지 1069



일반적으로대규모산림지역의분석(area-based analysis)

부터 개개목의 분석(individual tree analysis)까지 세분화

된방법으로적용된다(Fig. 3).

산림 측정에 항공 레이저 스캐닝이 도입된 이후

(Maclean and Krabill, 1986), 이기술은주로산림지역기

반 분석(area based analysis)을 통해 널리 적용되어 산림

임분 구조의 변화를 추정하는 공간적 분석에 이용되

었다. Nilsson(1996)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항공 LiDAR

시스템을 바탕으로 평균 높이가 12.5 m인 costal scots

pine임분을대상으로임목의수고와임분의재적의추

정 연구를 진행하였다. 계절에 따른 수관 울폐도의 변

화로인한토양에반사되는레이저면적의차이를보기

위해서 6월, 10월, 12월의세가지계절의자료를이용하

였다. 연구 결과, 토양에 반사되는 레이저 면적은 자료

수집의계절적변화에따른수관울폐도의영향을받는

다는것을증명하였다. 또한입목의재적측정외에도산

림지역의 분석기법에 응용되어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

(Ene et al., 2012), 산불연료구조분석(Arroyo et al., 2008),

LiDAR를이용한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 검증(Tang

et al., 2014), 활엽수지역의생물다양성(Hill andBroughton,

2009) 등을포함한다양한산림분야연구에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적용가능성을입증하였다.

국내산림분야에서의항공레이저스캐닝적용에는

Hwang et al.(2010)은 산림지역에서의 LiDAR자료의 첫

반사파(First return)와 최종 반사파(Last return)간의 높

이 차, 불규칙한 산림표면이 가지는 LiDAR자료 값의

표준편차, 점군(point clouds)의 분포특성을 통해 산림

지역을 탐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Lee et al.(2009)은

산림지역에서의 LiDAR측량의 정확도 평가를 실시하

였다. 지오이드모델을항공 LiDAR적용하여수치표고

모델을제작하였으며, 현장에서실시한정밀위치시스

템(GPS)의측량결과와의비교를통해정확도를산출하

였다. 그 결과, 활엽수나 혼효림의 임상을 가진 임분에

서는측량의오차가발생할수있으며측량의시기에있

어서계절적요인을고려하여야한다는연구결과가도

출된바있다.

Lee et al.(2008)은 LiDAR자료를 기반으로 생성한 수

치표고모델과수치표면모델(Digital surfacemodel; DSM)

의 높이차를 활용하여 생성한 nDSM자료를 통해 산림

내부와외부의수목개체수에따른밀도, 수고, 수관울

폐도 등의 산림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체수,

수종등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하여결과를비교하였다.

그 결과, LiDAR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우점 수종에

대한개체수추정은활엽수림이소나무림에비하여높

은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산림 내부에 비하여 산림 외

부에서높은밀도를보였으며수고와수관울폐도는산

림 내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LiDAR자료를통한산림구조분석시에는신호의투과

에따라오·분류가능성이있기때문에, 우점하는수종

의특성에대한고려, 지형및계절에대한고려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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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veloped forest stand height estimation model using LiDAR(a. forest crown cloud points b. forest digital terrain
model(DTM) c. forest stand height extraction using forest crown cloud points d. forest stand heigh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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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결론이도출되었다. Song et al.(2008)은토지피복

분류및지형에따른 LiDAR자료의분포특성에따라표

면모형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항공사진을

활용하여산림, 하천, 인공시설지로나누고이후지면점

분류(ground classification), 식생점분류(vegetation classifi -

cation), 인공시설지 분류(building classification)를 통해

최종 3차원모형을복원하였다. 이를통해토지피복및

지형변화가있는지역에서는토지피복별로영역을분

할하여처리를하는것이분류에더바람직하다는결과

가도출되었다. Park et al.(2011)은임분단위에서의수종

분류및재적추정을위하여 LiDAR자료를활용하였다.

임분의 주요 수종 분류는 LiDAR자료 강도와 높이 분

포를 활용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임분 바이오매

스는수종별로선형다중회귀분석후목재기본밀도및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외에

도 LiDAR자료는 산림재해분야에서도 활용되었는데,

Seo et al.(2019)은 LiDAR자료와 수치지형도를 함께 활

용하여 땅밀림 발생지점을 탐지하고 지형변화와 발생

규모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해당연구는기존의땅

밀림 발생지의 현장조사가 접근이나 안전상의 제한이

있었던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

할수있다.

항공레이저스캐닝을이용한개체목분석의연구는

임목의구조에대한세부적인정보를제공할수있는미

시적 단위의 정밀한 분석이다. 개체목 분석 기법은 일

반적으로항공레이저스캐닝기법에서수관의점(point)

자료를제거하여수관을제외한임목의구조에대한정

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지표는 임목의 특성

의직접적인측정이나수관크기나모양에기반한변수

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실증적 모델 구축에 이용된다

(Vauhkonen et al., 2010). 비록, 수관 울폐도가 높은 지역

내에서 위치 시스템(GPS)의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정밀임업에서의개체목분석적용은굉장히중

요한기술중하나이다(Nagler, 2001). 항공레이저스캐

닝을이용한개체목분석은산림분야에서실용가능한

분석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산림 내 모든 개체목의 성

장에 대한 추정 모델 개발의 정확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개체목분석은수목의크기, 모양및형태를특

징짓는데사용가능한측정지표의개발을통해임분에

서 개체목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수

단이다. 이는 임목의 성장과 목재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항공 레이

저 스캐닝을 이용한 개체목 분석 연구에는 Suárez et al.

(2005)의 임분 내 개체목의 수고를 추정하기 위해 항공

사진과항공 LiDAR자료를이용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LiDAR시스템의 장단점을 수정

하고디지털항공사진과의융합분석을제시했다. 입목

의수고는개발된수치지형모델과임분상의모델두펄

스(pulse)값의차이로분석되었다. EuroSDR(유럽공간자

료연구)와 ISPRS(International Society of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가주관하는개체목추출프로젝트

의 목적은 주로 레이저 스캐너 자료를 기반으로 임목

의추출에대한정확성과적용가능성을평가하는것이

었다. Kaartinen et al.(2012)는원시림조건과다양한레이

저점밀도로분석한방법의품질에큰변화를보고했다.

연구결과일반적으로개체목의크기가큰나무일수록

위치정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국내연구사례를살펴보면, Kwak et al.(2005)은LiDAR

자료를 활용하여 개체목에 대한 수관측정 펄스(pulse)

와지표면의펄스(pulse)값간의차이를통해수고를추

정하였다. 또한추출된수고자료를이용하여개체목의

흉고직경(Diameter breast height; DBH)을 추정하였다.

추정된수고및흉고직경값을이용하여개체목재적을

산출하고이를기반으로단목바이오매스와임분바이

오매스를산출하였다.

Chang et al.(2006)은 LiDAR자료를 기반으로 수치표

면모델자료와수치지형모델자료를제작하고두자료

의높이차를활용하여만든 nDSM자료를통해산림지

역을추출하였다. 이후유역분할알고리즘을적용하여

수목에대한개체분할을실시하였다. 분할된개체목에

대하여 산출한 수고와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R2은 0.83, 5% 유의수준 내에서 추정치와 측정치 사이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oo et al.(2007)은

LiDAR의 수치표면모델과 수치표고모델의 높이차를

이용하여제작된수관고모델자료에서필터링(filtering)

기법을통해수관의중심과수고를추출하여개체목을

식별하는연구를진행하였다.

항공레이저스캐닝을이용한국내연구의한계점을

보면, LiDAR를이용한임분단위의수치표고모델및수

고 추정 모델의 사례연구가 있으나, 다양한 사례의 연

원격탐사 기술의 국내 정밀 임업 가능성 검토: 임업분야의 원격탐사 적용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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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부족한실정이다. 또한다양한사례의임분단위연

구에비해입목단위(individual tree)의추정연구는부족

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항공레이저 스캐닝 자료의 확

보와접근성측면에서국외와비교하여제약되는국내

의현실을반영하며, 또한항공레이저스캐닝분야의연

구가민간기업주도가아닌국가기관의국한된시범사

업의일시적인사례연구로서의한계점을시사한다.

2) 지상레이저 스캐닝(Terrestrial laser scanning; TLS)

임업용으로 개발된 레이저 스캐닝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항공플랫폼을사용한다. 항공플랫폼을이용한

방법은 주로 규모가 큰 지역을 측정할 때 적합하다. 하

지만개체목, 소규모산림지역의측정(임·소반단위), 또

는 입목 특성의 매우 상세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지상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Terrestrial laser scanning; TLS)은

매우효과적인자료측정방법이다. 일반적으로지상레

이저스캐닝시스템은주로삼각대위에설치가되어주

변환경을측정하는데, 이는기본적으로항공레이저스

캐닝의기술적배경과동일하다. 이러한장비들은아주

정교하고 정확한 점군(point clouds)을 수집할 뿐 아니

라, 동시에 영상을 표현하고 수집된 점군(point clouds)

에색을적용하여시각화할수있다(Fig. 4).

이기술은주로건축토목공학산업에서 3차원으로

주변환경을표현하는데사용된다. 최근들어서, 이동이

가능하고휴대가가능한레이저스캐너가개발이되고,

이러한기술의발전은임업분야의적용이더욱용이하고

쉽게변화되었으며, 임업의적용가능성을확장시켰다.

지상레이저스캐닝시스템장비는주로차량에부착되

거나사람이직접이동하여사용하는데, 이러한형태의

지상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은 이동중이거나 움직이는

물체와 관련된 동적 점군(dynamic point clouds)의 생산

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삼각대 설치 방법과 비교하

여 이동 가능한 지상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 장비는 주

로스캔반경이작고, 정확도가낮다. 아울러점군(point

clouds) 수집에있어정교함이부족하나대규모지역의

신속한자료수집과부착형지상레이저스캐닝시스템

보다산발된대상지에대한이동성이용이한장점이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특정 지역의 산림자료 수집 시,

상층과하층을포함한대규모지역의정밀한식생분포

및산림의다양한환경의정보가반영된정교한자료수

집과시각화가가능하다. 이러한지상레이저스캐닝시

스템과 점군(point clouds) 자료는 엽면적 지수, 산림 병

해충 분포, 입목 개체목 특성 분석, 산림 바이오매스와

생태계 분석 분야에 널리 사용된다. 지상 레이저 스캐

닝 시스템의 산림 적용 관련 국외논문에서는, Simonse

et al.(2003)는 수치지형모델에서 수고를 제거하고 2D

Hough변환및점군(point clouds)를이용한입목탐지와

흉고직경의측정을수행하였다. 이방법은 Aschoff and

Spieker(2004)에 의해 다양한 수고를 지닌 임분에서 직

경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했다(Aschoff and

Spiecker, 2004). Gorte and Winterhalder(2004) 그리고

Pfeifer et al.(2004)는 3차원 공간에 점군(point cloud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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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orest inventory measurement using terrestrial laser scanning and LiDAR system(a. point
clouds collecting using terrestrial laser scanning sensor(e.g LiDAR sensor), b. diameter
extraction from reconstructed point cloud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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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하여개개목의형태적골격을생성했으며, 여기서

3차원 구조 요소와 연결 분석을 이용해 임목의 줄기와

가지를 추출했다(Thies et al., 2004). 또한 , Pfeifer and

Winterhalder(2004)는점군(point clouds)를이용하여 3차

원 임목 수형에 적합한 곡선 혹은 직선의 실린더를 적

용하여 임목 수간을 추출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Thies

and Spiecker(2004)는상기개발한방법론을바탕으로정

확한 점군(point clouds) 자료의 확보를 위한 스캔 횟수

에대한사례연구를실시하였다. 그결과, 다중스캔시

52%의입목을임분내에서정확하게추출한반면, 단일

스캔의경우 22%의정확도를보였다. 또한높은정밀도

로임목의위치를탐지하였으나, 흉고직경값은현장조

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레이저 스캐너 자료 처리 결과

약 3.5 cm의표준편차를보였다.

국내사례를 살펴보면, Park and Lee(2008)은 지상 레

이저스캐닝시스템의산사태사전모니터링활용성탐

색을위하여시범사면의인위적변위전후의지상레이

저스캐닝시스템기반수치표고모델의연산을통해변

위의정확도평가를수행하였다. 아울러무타겟토털스

테이션을이용한점군(point clouds) 정보를바탕으로개

발된 수치표면모델과 수치표고모델의 추출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지상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은

수 mm의미세한변위를높은정확도로관측이가능하

였고, 동시에신속한사면지형정보획득이가능하였다.

Won et al.(2016)은지상레이저스캐닝시스템의산사

태 토석류 발생규모 산정 및 흐름 특성 예측의 유용성

검토를 위해 토석류 발생 실험 전후의 지상 레이저 스

캐닝 시스템 기반 수치표고모델을 활용하여 지형변화

분석과 종·횡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량적인

토석류 유역의 침식규모 산정이 가능하였으며, 종·횡

단면도 추출 시 현장측량 대비 지상 레이저 스캐닝 시

스템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Seo et al.(2016)은 산사태

피해지의토사유입량의정량적분석을위하여지상레

이저스캐닝시스템자료를바탕으로산사태피해계류

와 일반 산지의 토사 유입량을 상호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산사태피해계류의토사유입량이일반산지에비

해 1.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토사 유입량 추정

시 기존 측량 장비 대비 지상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 장

비의 활용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해외 연구와 국내 연

구의 경향을 비교해 보면, 국내 연구는 사진측량기법

(photogrammetry)을 이용한 수목 추출 및 측정 기술에

대한연구가미미하고산림토양사면적용등의연구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본 리뷰의 분석 결과, 국내에서의

지상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한 산림분야의 3차

원 지도 제작 및 산림 인벤토리 구축 분야에 대한 다양

한시도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4. 위성영상(Satellite images)

위성영상자료는오랫동안기후, 식물, 토지이용변

화를감시하고대단위면적의지상자료를측정하고모

니터링하는데많이이용되고있다.

1972년 지구 관측 임무를 맡은 최초의 민간 위성인

랜드샛 1호가발사된이후, 위성영상자료기반의지구

시스템과식물의구조파악을위한적용방법에연구가

원격탐사 기술의 국내 정밀 임업 가능성 검토: 임업분야의 원격탐사 적용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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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ASA Landsat 8 and European Space Agency Sentinel-2.
Source: https://www.eos.com/landsat-8/ and https://www.sentinel.esa.int/web/sentinel/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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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었다. 이러한연구는주로미항공우주국(NASA)

와유럽우주국(ESA) 등정부기관이제공하는인공위성

자료를이용하여진행되었다. 지난 40년간국제적으로

위성을활용하는기관수가급증하였고, 이는높은해상

도의위성영상, 관측지역빈도수증가, 정교한센서, 그

리고위성자료의이용비용감소효과로이어졌다.

최근위성영상자료의확산은진보된시각화기술을

활용하여NASA’sEarthExchange와Google’sEarthEngine

과 같은 병렬 처리 시설을 분배하는 처리 및 분석 기법

의혁명을촉발시켰다. 최근에는미항공우주국(NASA)

의 랜드셋 8호와 유럽우주국(ESA)의 센티넬 2호가 완

벽히 가동되면서, 일주일의 두 번에 걸쳐 지구 전체 범

위의 촬영이 가능하다(Fig. 5)(Wulder and Coops, 2014).

이러한 위성영상 이미지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탄소흡

수및기후변화, 탄소순환, 식물의역학같은글로벌시

스템의이해에있어상당한발전을촉진시켰다.

위성센서의자료는최소한 25년동안산림자원평가

에사용되어왔으며, 많은국가에서국유림재적과임분

의 수종 파악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Tomppo

et al., 2010).

하지만광학위성영상자료의수집은레이더와LiDAR

등의능동감지기술과는달리지표면으로부터반사된

전자기 복사에너지에 의존한다. 이는, 대기 현상 및 주

변 조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를 추

출하기위해복잡한보정이필요하다. 이러한제약에도

불구하고 최신 위성영상 자료는 광학영상기술의 발달

과함께고해상도의자료를제공하며더욱정밀한관측

이가능하게발전되었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해외 연구 사례를 보면 Jaiswal

et al.(2002)은 위성영상과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자료를 기반으로 산불피해지

역및위험지역을분석하였다. 위성영상자료를이용하

여산불의식별및산불피해지역의추출및빈도를분

석하고, 산불위험지역을추정하기위해지리정보시스

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불 유발 요인을 통합 및 분석

하여산불위험추출모델을개발하였다.

Chung and Le(1984)은산불연무의대기영향을파악

하기위해위성영상을이용한산불연무탐지연구를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환경서비스 위성영상으

로 기상정보와 대기인자의 자료를 연계하여 정밀조사

하고 false color기법을활용하여산불연무와구름을구

분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산불의 강도가 심한 지역은

많은연무를유발하며대기환경에많은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Mohammadi et al.(2019)은위성영

상과 Support Vector Machine(SVM)기법을 이용하여 산

림지역의 토지변화를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7년

도의 랜드셋 7호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토지의 시계열

적 변화를 탐지하였고, 그 결과 SVM기법이 토지 변화

를 추정하는 데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국가의토지변화를추정하는데위성영상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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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 example of forest volume estimation model using satellite images (a. satellite images in Danyang-
gun, b. volume predic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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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지변화추정활용에대한중요성을입증하였다.

국내의 위성영상을 이용한 산림분야 연구를 보면,

Chang et al.(2012)은고해상도위성영상을활용한수관밀

도추정효용성을검증하고자아리랑 2호(KOMPSAT-2)

영상에 판별 분석 기법과 산림 비율 기법을 각각 적용

하여 추정된 수관밀도 결과를 현장 조사 및 영상 판독

을 통해 제작한 참조자료와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판별 분석 기법은 약 60%, 산림 비율 기법은 약 83%의

정확도를보였다. 이처럼전체정확도는높은수준이나

세부정확도는낮아실용성확보를위하여추가적인알

고리즘개발필요성을제시하였다.

또한위성영상자료를이용한대단위면적의산림바

이오매스추정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Fig. 6). Lee

and Ru(2012)는 LiDAR자료와고해상도위성영상을이

용하여산림바이오매스를추정하였다. 연구결과, 객체

목의 수고자료를 이용하여 임상별 산림 바이오매스와

이산화탄소흡수량산정모델을개발하였고, 바이오매

스추정값과현장조사와의유사성은평균 90% 이상으

로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Yim et al.(2009)은 위성영상

자료및국가산림자원조사자료를이용하여산림바이

오매스를 추정하였다. 바이오매스 추정에는 회귀모형

과최근린기법(k-Nearest Neighbor)을사용하였고, 적용

된 방법별 추정된 바이오매스 결과 간 비교를 위해 교

차대조법을 이용하여 평균제곱근편차 (Root Mean

Square Error)와 평균편의(Mean Bias)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두 방법 모두 유사한 평균제곱근편차와 평균 편

의를나타내정확성에서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

났다.

Kim(2004)는 랜드셋 TM위성영상을 이용한 임상별

온도분포를 연구하였다.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임상구

성을 임상, 영급, 경급별로 분류하고, 분류별 온도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영급과 경급이 큰 지역에

서산림표면의온도가평균보다낮은경향을보이는것

을발견하였다.

위성영상을이용한산림분야적용연구는다른원격

탐사와비교하여국내에서보다활발한연구가진행되

는것으로파악되었다. 아울러국내연구에서광학영상

을이용한산림분야연구가합성개구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 및 다른 원격탐사 기술을 이용한

연구들에비해비교적다양하게진행되었다. 향후국내

에서는광학위성영상을통한분석보다좀더다양한외

부인자및원격탐사자료를활용한복합적분석이필요

할것으로판단된다.

5.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는 최근

센서의 경량화 등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분

원격탐사 기술의 국내 정밀 임업 가능성 검토: 임업분야의 원격탐사 적용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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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Unmanned aerial vehicles equipped with multi spectral sensors.
Sourc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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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적용이이루어지면서이를이용한다양한연구가

진행되고있다. 기존의원격탐사는인공위성과유인항

공기를 이용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무인항공기의 배

터리대용량화및이륙모터의발달로비행시간이늘어

나고부착가능한다양한센서를통하여실시간으로다

양한자료수집이가능하게되었다(Fig. 7). 센서하드웨

어 제조업체들은 무인항공기의 발전과 함께 무인항공

기 전용 센서를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수많은 신

생기업들이무인항공기로부터원격탐사를위한새로

운기회를제공하고있다. 현행무인항공기는항공법에

따라무인항공기사용이제한된다. 일례로, 주간시간에

제한된 운행가능, 운영자의 시야 범위 내 운행제한 등

이 있으며, 이는 산림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즉

각적인 무인항공기 적용에 제한 요소가 된다. 이에 무

인항공기 전문 운영자격증을 국가단체에서 발급하며,

전문무인항공기운영자는항공법에따라인가를신청

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무인항공기 사용 제한을

완화할수있는자격등의조치가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이용에대한사회적요구증가, 기술적

진보, 잠재적이익에따라무인항공기의이용에대한많

은규제가완화되고있으며, 기술적발전이나입법적발

전이무인항공기의확대이용을위한촉매제가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정밀 임업에 있어 점점 더 중요

한역할이기대되고있는것은사실이다.

무인항공기의이용에있어기존항공플랫폼과비교

하여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운행 비용이다. 저렴한 비

용과유연한자료수집은무인항공기의다양한분야에

대한적용을급속도로확대시키고자료를수집할수있

는빈도가크게증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 무인항공기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수많은 연구팀이 항

법시스템개발, 통신, 소프트웨어및센서통합에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과 관련된 기타 무

인항공기어플리케이션에는산림현황, 산불모니터링

및환경모니터링, 생물다양성분석및토지이용분류

가포함된다(Fig. 8). 소형화된센서와발전된컴퓨팅파

워의등장으로소규모영역에서의높은해상도와낮은

비용으로광도측정제품의생산이용이해짐에따라, 광

도측정은무인항공기플랫폼과결합될때산림분야의

다양한분석을가능하게한다.

적절한 장비를 갖춘 무인항공기는 중복된 2차원 사

진으로부터 3차원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이

미지를수집할수있으며, 이러한이미지들은수치지형

모델과수치표면모델을제작하는데널리사용되어많

은산림분야적용에유용하다.

임업적 관점에서, 산림의 고밀도 점군(point clouds)

을 생산하기 위한 사진측량(photogrammetry)의 적용은

훨씬더낮은비용으로항공레이저스캐닝의이익에필

적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많은 잠

재력을지닌분야다. 하지만, 산림적용에서제약되는것

은 수관이 뒤덮인 영역의 자료 수집 시 지형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영역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수치지형모델이구축된경우, 이러한단점의개선

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면의 점군(point clouds)의 추

출이가능하다. 산림분야에서무인항공기에대한잠재

적인응용이광범위하기때문에, 산림분야에무인항공

기서비스를개발하고제공하는많은시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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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etermination of forest fire severity using UAV and multispectral images (a. photograph plan, b. acquisition of
multispectral images using UAV, c. image preprocessing (radiometric calibration, geometric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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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에 가능한 무인항공기의 적용에는 지도화,

산림병해충 탐지, 사진측량(photogrammetry)을 이용한

임분 시각화 및 임분 특성 분석, 산림자원의 LiDAR자

료추출, 산림미이용바이오매스추정, 기상및재해에

따른손실평가등이포함된다. 해외에서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산림 분석의 예로는, 호주 타즈매니아 대학 연

구팀은산림측정용무인항공기를개발하는데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Wallace et al.(2012)는 제한된 비행 범

위(200 m)를가진옥토콥터무인항공기에레이저스캐

너와 광학 비디오 카메라를 탑재하고, 이를 이용해 매

우밀집된점군(point clouds)(m2당 65점)를수집했다. 수

집된점군(point clouds)은나무높이, 위치및수관폭을

추출하는데사용되었다. 또한동일한장치를사용하여

임목의 성장을 모니터링하고 유칼립투스 임분의 수고

높이를 측정했다. Dandois et al.(2015)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점군(point clouds)을 수집하여 산림 수관의 3차

원 지도를 구축하였다. 3차원 지도화를 위해 structure

from motion(SFM) 알고리즘을사용하였고자료의질을

향상시키기위해무인항공기고도와이미지중첩, 날씨

등의 인자를 이용하여 수관의 3차원 다중 점군(point

clouds) 지도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명의 차이 고

도등은산림의수관부지도제작에서통계적으로유의

미한영향을미치지않은것을알수있었다.

국내무인항공기를활용한산림관련연구는산사태,

산림병해충과같은산림재해그리고개체목, 수관폭, 엽

면적 지수와 같은 산림속성정보를 추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가운데산림병해충의탐지, 방제와관련

된 연구가 주를 이었고 다른 연구들은 초기 탐색 단계

로보였다. 무인항공기를이용한국내의산림재해관련

연구는다음과같다. Lee et al.(2019)은무인항공기촬영

영상을이용하여감독분류기법적용을통한소나무재

선충병 의심목 탐지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무인항공기

기반 고해상도 영상에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와 SVM(Support Vector Machine) 기법을각각적용하고,

각 기법의 병해 의심목 탐지 결과 간 정확도 산출과 현

장 조사를 통한 정확도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의

심목 탐지 정확도 결과, 적용한 기법 모두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고, SVM이 ANN보다 전체 정확도가 높

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 의심목 탐지

에대한무인항공기와감독분류기법의활용성을확인

하였고, 무인항공기촬영영상의분류정확도향상을위

한 오차요인의 최소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Kim et al.

(2017)은소나무재선충병선단지에서의무인항공기활

용가능성을확인하고현장조사기법방안을제시하고

자무인항공기로촬영한선단지의고해상도영상을바

탕으로 육안 판독을 통해 추출된 피해 의심목 탐지 결

과와현장조사결과를비교하였다. 그결과, 선단지에서

의의심목탐지검출률은약 10%로낮은수준이었으나

이는 선단지 특성 상 의심목 검출 제약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비용효율적이면서피해목검출률을

향상시키기위해기존지상예찰방식에무인항공기활

용을병행하는것을제안하였다. Lee et al.(2019)는소나

원격탐사 기술의 국내 정밀 임업 가능성 검토: 임업분야의 원격탐사 적용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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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orest inventory assessment integrated UAV and photogrammetric methods (a. point clouds data collection
using stereo camera equipped on UAV, b. gathering forest inventory data through under canopy flying, c.
reconstruction forest stand using point clouds data and photogrammetric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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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선충의매개충인솔수염하늘소의다양한무인항

공기별 방제효과를 비교하고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으로 사용되는 회전형 무인항공기와 무인헬기의 약제

살포후의방제효과, 수관위치별잔류량을조사하였다.

그결과, 무인헬기가회전형무인항공기에비해방제효

과가높았고, 무인헬기는수관위치별방제효과에차이

가없었으나회전형무인항공기수관중부에서효과가

높은것으로나타났다.

Lee et al.(2016)은접근성이제한되는산림훼손지역의

복원계획및설계에활용될기초자료생성을위한무인

항공기활용가능성을탐색하고자연구지역의훼손후

무인항공기 기반 정사영상과 수치표고모델 그리고 훼

손전항공 LiDAR자료를이용하여성·절토량분석, 경

사 및 기울기 변화 분석, 재해위험지역 분석을 수행하

였다. 재해위험지역분석결과에서는사면슬라이딩, 사

면붕괴, 산사태등재해발생시산림훼손피해예상지

역예측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Lee et al.(2018)은도

로변산사태발생위험지역의무인항공기기반지형자

료활용과적용가능성을탐색하기위해, 무인항공기로

획득한 영상으로 가공한 정사영상 및 수치표면모델로

추출한산사태위험도분석결과와국내기존수치지도

자료로 획득한 분석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인항공기를 통해 소규모산지 재해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비용효율적인최신정보제공이가능할것으로평

가하였다. Bang et al.(2018)은 기존 항공사진의 수고 산

정 방식으로 대안으로 무인항공기의 활용성을 탐색하

기 위해 무인항공기 촬영 영상 기반 수치표면모델과

1:1,000 수치지도로 제작된 수치표고모델로 산출한 수

고와항공사진으로산출한수고를상호비교하였다. 비

교결과, 최대수고는 0.2 m, 최저수고는 0 m, 평균수고

는 0.5 m의 차이가 나타나 무인항공기 영상을 통해 신

뢰성있는수고산출이가능함을확인하였다.

하지만무인항공기를이용한연구는기술·환경적측

면에서개선이필요한부분이존재한다. 무인항공기의

현재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배터리 용량의 한계로

20~30분수준의짧은체공능력에대한단점이있다. 이

러한 비행시간의 제한은 비행제공시간과 더불어 회귀

에이르는시간까지고려할때무인항공기의비행이가

능한공간의제약에영향을미친다. 또한, 산림지역에서

의 무인항공기 운용 시 추락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

림지역내에서불시착하게된다. 이때기계적결함이발생

한무인항공기에의한산불위험발생가능성이있으며,

실제로산불사례가제시되고있다(Réstas, 2006).

산림분야의 무인항공기의 다양한 적용을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임분 내 비행

(under canopy) 등다양한산림인벤토리구축방법의사

례연구가필요하다(Fig. 9).

6. 결 론

원격탐사기술은지구전역에분포된산림을포함한

대단위면적에서발생하는자연현상에대한현황파악

과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중요한기술이다. 산림분

야에서도센서의경량화등기술적발달로인하여방대

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해지고, 이를 이용 및 분석할 수

있는정밀임업이세계적으로많은관심을받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정밀임업의핵심기술인원격탐

사기술의산림분야에대한다양한적용가능성을검토

해보고, 국내·외연구사례의리뷰를통해향후국내의

정밀 임업이 지향해야 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총 46

편의 peer review paper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는

위성영상 중 광학영상을 중심으로 입목, 임분 등 규모

별산림지역의산림특성을파악하는연구가지배적인

반면 사진측량(photogrammetry) 및 3차원 분석은 부족

한실정으로나타났다. 특히국외의연구와비교하여지

상레이저 스캐닝, LiDAR기술 등의 적용이 비교적 미

미하였다. 무인항공기의산림분야적용연구에서도대

다수연구가광학영상을이용한분석에중점을두었고,

그외의점군(point clouds)을이용한 3차원및산림인벤

토리 관련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바와같이향후국내에서의정밀임업의활성화

를위해서는다양한자료를이용한산림분야의적용가

능성에 대한 기초 연구와 정밀 임업에 사용 가능한 자

료 획득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기술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정밀임업의발전을위해서는자료의사유화가아

닌다양한사용자가이용할수있는산림분야에적용가

능한자료이용및구축방안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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