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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aimed to classify soil desalination area for cultivation using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of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 because the soil salinity affects the change of plant 
community in reclaimed lands. We measured the soil salinity and NDVI at 28 sites in the Saemangeum 
reclaimed land in June 2013. In halophyte and non-vegetation sites, no relation was found between NDVI and 
soil salinity. In glycophyte sites, however, we found that the soil salinity was below 0.1% and NDVI ranged 
from 0.11 to 0.57 which was greater than the other sites. So, we could distinguish the glycophyte sites from the 
halophyte sites and non-vegetation, and classify the area that soil salinty was below 0.1%. This technique 
could save the time and labor to measure the soil salinity in large area for agricultural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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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ap of soil desalination area in Saemangeum reclaim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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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and points of field survey in Saemangeum reclaimed land.

Introduction

간척지는 하구이거나 바다였던 땅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으로 육지화 하는 것으로 육지 토양과는 다른 이화학적 특

성을 가지고 있다 (Kim, 2009). 특히, 높은 토양 염농도는 

간척지를 농경지로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제약 조건이 

되어 왔다. 따라서, 간척지를 농경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염과 함께 간척지의 염농도 분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척지의 토양 염농도를 일시에 측정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특히, 연차와 계절별로 

변동하는 토양 염농도 특성을 고려할 때 측정 자료의 지속

적인 갱신을 고려해야 함으로 작업의 방대함과 함께 활용성

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Jung et al., 2003)

간척지의 식생 분포는 토양 염농도와 밀접한 상관을 가

지고 있는데, 간척 초기에는 내염성이 강한 염생식물과 나

대지가 대부분이나 제염이 진행되면서 비염생식물도 출현

하게 된다 (Lee et., 2003; Lee et al., 2013). 토양 염농도가 

높은 곳은 명아주과인 퉁퉁마디, 칠면초, 나문재 등이 우점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벼과 식물인 갈대, 억새, 망초, 

갯강아지풀 등이 우점하여 토양 염농도에 따라 식생의 분포

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Lee et al., 2003; Kim et al., 

2009; Kim, 2009). 또한, 간척지에 주로 우점하는 칠면초, 

나문재, 퉁퉁마디 등의 염생식물은 초장이 50 cm 이내이면

서 식물체 전체가 붉은 빛이 도는 자주색을 뛴다는 점에서 

1~2 m 이상 자라면서 생장기 동안 식물체가 녹색을 뛰는 

갈대, 억새, 망초 등의 비염생식물과 차별성을 갖는다 (Kim 

et al., 2009)

최근 원격탐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성영상을 이용한 식

생의 생물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인자들을 밝혀내

고자 노력해 왔으며 식생활력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식생지

수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Choi et al., 2005; Park et al., 

2006; Aldakhell, 2011). 이러한 식생지수를 바탕으로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토지피복과 그 특성을 일

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척지 토양의 염농도에 따라 식생분

포가 달라지는 점에 착안하여 새만금 간척지를 대상으로 고

해상도 위성영상의 식생지수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와 식생 분포 관계, 식생 분포와 토양 염

농도 관계를 분석하여 위성영상 NDVI를 통한 토양 염농도 

분포를 추정하고자 수행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조사지역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방조제 외측으로 새

롭게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구 (35°45′58.6″N, 126°3
6′40.5″E)를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Fig. 1). 새만금 

간척지는 1991년 11월 착공되어 김제, 군산, 부안을 연결하

는 방조제가 2010년 4월 준공되었으며, 2020년까지 총 면

적 401 km
2 
중 토지 283 km

2
와 담수호 118 km

2
를 개발할 계

획이다. 조사지역은 1968년 계화방조제가 준공된 후 간석지

를 형성하였으며 이 후 새만금 방조제가 2010년에 준공되며 

간척지로 구분되었다. 2010년까지는 바닷물의 유입이 발생

한 지역으로 2020년까지 원예단지, 복합곡물단지, 농촌도시, 

농촌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Saemangeum Ariu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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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s of vegetation classification in filed survey points.

Table 1. Specifications of RapidEye Level 1B product.

Product attribute RapidEye Level 1B
Sensor type Multi-spectral push broom image
Image file format NITF 2.0
Product orientation Spacecraft/sensor orientation
Spectral bands Blue 440-510nm

Green 520-590nm
Red 630-685nm
Red edge 690-730nm
NIR 760-850nm

Pixel size 6.5m
Product size Swath width 77km / length 50-300km
Bit depth Unsigned 16 bit
Horizontal datum WGS84
Map projection -

식생군집 조사지점 선정 및 토양염농도 측정   2013년 

6월 20일 계화간척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칠면초, 퉁

퉁마디, 나문재, 갯질경이가 혼합되거나 단일 분포한 지역은 

염생식물 군집으로 분류하였고 반대로 개망초, 갈대, 억새, 

띠, 갯강아지풀이 분포한 지역은 비염생식물 군집으로 분류하

였다 (Fig. 2). 그 외 식생이 존재하지 않거나 식생의 분포밀

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비식생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토양시료 채취는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를 고려하여 식생의 

군집이 균질한 지역을 선택하여 표토 (0~20 cm)를 채취하였

으며, 시료 채취 후에는 GPS (Timble, Geo Explorer 2005 

series, USA)를 이용하여 WGS84 경위도 좌표를 기록하였고 

각 지점의 명칭(P1~P28)을 설정했다. 채취한 시료의 염농도 

측정은 그늘에서 건조 후 2 mm 체로 쳐서 증류수와 1:5 비율

로 혼합하여 진탕 후 전기전도도 측정기 (ORION 520A, USA)

로 EC (Electronic Conductivity, dS m
-1
)로 측정하였다. 토

양 염농도 (%)는 측정된 EC (dS m
-1
) 값에 0.064를 곱해서 계

산하였다. 토양 수분 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우량 유무

에 대해서는 조사지점과 직선거리로 약 10 km 떨러진 기상

청 부안자동기상관측소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RapidEye 위성영상과 NDVI   RapidEye 위성영상은 2008

년 독일에서 농업환경 관측을 목적으로 발사되었으며 5개의 

위성이 하루에 약 5번 주기로 운행하여 시간해상도가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Hong et al., 2012; Kim, 2013).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영상은 6월 2일 영상으로 센서보정과 정사보

정이 이루어진 Level B1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Table 1) 좌표

체계를 WGS84 경위도로 변환하여 NDVI를 산출하였다. Level 

B1 위성영상은 Atcor model을 이용하여 대기보정을 실시하

였으며, 영상의 전처리 및 NDVI 산출을 위해서 Leica사의 

Erdas Imagine 9.1 및 ERIS사의 Arcgis Arcinf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NDVI는 식생의 활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식생이 가지고 있는 분광반사특징인 

적색영역파장과 근적외선영역파장을 이용하여 식 (1)과 같

이 계산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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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udy step using RapidEye imagery and filed survey data.

Fig. 4. Spectral profiles of each field survey points from RapidEye satellite image.

여기서, NIR은 근적외선밴드의 스펙트럼 반사이며, Red

는 적색밴드의 스펙트럼 반사이다. NDVI를 산출한 후 조사

지점과 중첩하였을 때 조사지점이 픽셀 내에 존재하지만 중

앙에 위치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친 경우 대표성이 의심되기

에 주변 3x3 window NDVI를 평균하여 비교하였다. 

식생군집별 토양염농도와 NDVI의 관계 분석   조사

지점의 식생군집과 토양 염농도 및 위성영상으로 계산한 

NDVI 값을 상호 비교․분석 하였으며, 분석내용은 군집별 

NDVI 값을 통계량을 계산하여 염생식물 및 비염생식물과 

비식생지역의 NDVI특성을 파악하였고 현장조사를 통한 토

양시료의 염농도를 측정하여 NDVI특성과 비교하였다. 최종

적으로 토양 염농도를 반영할 수 있는 특정 NDVI 수치에 대

해서 임계값을 설정한 후 새만금 계화간척지의 제염상태를 

지도화 하였다(Fig. 3).

Results and Discussion

식생군집에 따른 NDVI   각 조사지점과 식생군집에 따

른 NDVI는 –0.320~0.565의 범위를 나타내며(Fig. 4) 세부

적인 사항은 Table 2와 같았다. 총 28개의 조사지점에서 현

장조사 결과, 염생식물군집 (P4~P14, P16, P18, P21)이 나타나

는 지역은 14곳이며, 비염생식물군집 (P1~P3, P17, P24~28)은 

9곳, 나머지 5곳은 비식생지역 (P15, P19, P20, P22, P23)로 

분류되었다. 단일지점 NDVI와 3개의 픽셀 격자의 평균 NDVI

는 미세한 수치 차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현장조사지점

이 식생 종에 따른 군집별 대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단일지점 NDV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각 군집별 

NDVI의 범위는 염생식물은 –0.288~0.047, 비염생식물은 

0.108~0.565, 비식생지역은 –0.320~-0.206로 염생식물 군

집과 비식생지역의 경우 음의 값을 보여주고 비염생식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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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DVI and soil salinity of each field survey point by vegetation group (NDVI : June 2, 2013 and Soil salinity: June 20, 
2013).

Vegetation group NDVI 3x3 Average NDVI Salinity (%) Point name Latitude Longitude

Glycophyte

0.293 0.281 0.006 P1 35°46′36.30″ 126°37′22.00″
0.25 0.270 0.006 P2 35°46′42.85″ 126°37′22.20″
0.565 0.522 0.006 P3 35°46′27.06″ 126°37′27.59″
0.108 0.096 0.004 P17 35°45′53.95″ 126°35′54.10″
0.343 0.300 0.004 P24 35°46′21.57″ 126°37′1.46″
0.41 0.432 0.008 P25 35°46′19.91″ 126°37′29.19″
0.301 0.354 0.005 P26 35°46′8.42″ 126°37′29.09″
0.243 0.239 0.003 P27 35°46′5.06″ 126°37′16.59″
0.156 0.111 0.003 P28 35°46′2.45″ 126°37′1.14″

Halophyte

0.047 -0.019 0.544 P4 35°46′52.97″ 126°37′17.60″
-0.167 -0.157 0.364 P5 35°46′39.04″ 126°37′3.25″
-0.026 -0.024 0.281 P6 35°46′28.20″ 126°37′7.60″
-0.081 -0.074 0.544 P7 35°46′33.42″ 126°37′4.55″
-0.206 -0.202 0.335 P8 35°46′31.64″ 126°36′48.99″
-0.288 -0.307 0.245 P9 35°46′32.67″ 126°36′39.25″
-0.236 -0.226 0.360 P10 35°46′22.07″ 126°36′14.79″
-0.162 -0.146 0.013 P11 35°46′25.91″ 126°36′3.22″
-0.119 -0.165 0.102 P12 35°46′23.01″ 126°35′57.50″
-0.151 -0.124 0.004 P13 35°46′27.32″ 126°35′47.37″
-0.26 -0.257 0.324 P14 35°46′30.50″ 126°35′35.67″
-0.228 -0.243 0.006 P16 35°46′18.83″ 126°35′33.51″
-0.245 -0.248 0.064 P18 35°46′15.39″ 126°35′46.01″
-0.205 -0.213 0.272 P21 35°46′51.08″ 126°35′29.28″

Non-vegetation

-0.309 -0.316 0.512 P15 35°46′29.00″ 126°35′25.86″
-0.320 -0.328 0.492 P19 35°46′36.23″ 126°35′38.22″
-0.311 -0.292 0.005 P20 35°46′43.72″ 126°35′34.99″
-0.298 -0.286 0.004 P22 35°46′53.16″ 126°35′23.85″
-0.206 -0.159 0.323 P23 35°47′6.32″ 126°35′19.85″

집은 양의 값을 보였다. 

Lee at el. (2007)은 갈대와 칠면초를 대상으로 휴대용 분

광반사기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염생식물 및 비염생식물

은 근적외선영역에서 반사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일반적인 

식생의 특징을 반영하며 NDVI 산출시 모두 양의 값이 보였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apidEye 위성영상에서 추

출한 염생식물의 NDVI가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염생식

물의 군집밀도가 낮고 초장이 짧아 토양의 분광반사도가 간

섭하게 되어 음의 값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위성영상

에서 추출한 군집 및 밴드별 평균 DN (Digital Number)은 

Fig. 4와 같았다. 염생식물 군집과 비식생 지역의 분광특성

은 밴드별로 DN이 증가하는 비염생식물 군집과 다른 경향

을 보였는데, 가시광선영역에서 적외선파장영역으로 이동

할수록 DN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토양의 분광특성을 보이지 

않고 적색파장영역에서 최대치가 나타난 후 근적외선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물의 분광반사 특성

과 가까운데, 영상 촬영 일주일 전인 5월 27일 하루 동안 92 

mm의 강우가 내려 측정 지점에 전반적으로 토양 수분 함량

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Pack et al., 2003; Rye et 

al., 2008). 일부 염생식물 군집에서 NDVI가 양의 값을 나타

난 조사지점도 있었는데, 현장조사와 함께 촬영한 사진(Fig. 

6)을 판독한 결과 이는 염생식물의 군집밀도가 다른 염생식

물 자생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NDVI는 주로 엽록소의 분광반사 특성에 초점을 맞춘 

식생지수로써 잎에 포함되는 엽록소 함량에 따라 결정되며, 

칠면초와 퉁퉁마디 같은 염생식물은 엽록소보다는 홍조소

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포하고 있어 NDVI가 낮게 나오는 것

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비식생지역과 염생식물 군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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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NDVI distribution map using RapidEye satellite 
image in Saemangeum reclaimed land.

Fig. 6. Comparison of distribution density and NDVI value in two halopyte communities.

Table 3. Statistics of NDVI and soil salinity by vegetation group.

Vegetation group Index Average Standard deviation Maximum value Minimum value

Glycophyte
NDVI 0.296 0.136 0.565 0.108

Salinity(%) 0.005 0.002 0.007 0.003

Halophyte
NDVI -0.166 0.095 0.047 -0.288

Salinity(%) 0.247 0.185 0.544 0.004

Non-vegetation
NDVI -0.289 0.047 -0.206 -0.320

Salinity(%) 0.267 0.251 0.512 0.004

NDVI가 중복되는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지만 

비염생식물은 초장의 길이가 길고 엽면적과 엽록소 함량이 

염생식물 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비염생식물 군집이 

나타나는 지역을 NDVI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ouad, 2003; Aldakhell, 2011).

식생군집별 토양염농도 상태   각 조사지점의 토양 염

농도와 NDVI의 통계량을 계산한 결과(Table 3) 비염생식물 

군집의 토양 염농도는 평균 0.005%로 나타났고 표준편차가 

0.002로 낮은 변동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비염

생식물 군집은 제염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작

물의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염생식물 군집

과 비식생지역은 각각 평균 0.247%, 0.267%로 비염생식물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토양 염농도를 나타냈다. 또

한, 각 표준편차는 0.185, 0.251로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

나 일관된 경향을 찾을 수 없었다. Lee at al. (2003)는 간척

지에서 토양 염농도가 식생의 분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

데, 염생식물에 속하는 퉁퉁마디, 갯질경이, 칠면초가 자라

는 토양의 염농도는 약 1.2%, 비식생지역은 이와 비슷하거

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염생

식물 군집과 비식생지역의 토양 염농도는 1% 미만인 결과를 

보였으며 다양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는 토양 염농도의 분

포가 미세지형의 조건, 지하수 및 토성, 연차와 계절별로 시

공간적 변이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ohn et al., 2009; 

Sohn et al., 2010). 이처럼 염생식물 군집과 비식생지역의 

경우 토양 염농도의 변이가 커서 NDVI와 토양 염농도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Fig. 7). 하지만 비염생식물 군집의 

토양 염농도와 NDVI 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염생식물 군집

의 NDVI 범위는 0.108~0.565로 다양하였으나 염생식물 군

집과 비식생지역보다 높은 값을 유지하였으며, 토양 염농도

도 모두 작물 생육에 큰 지장이 없는 토양 염농도 0.1% 미만

(Tanji, 1990; Sohn et al., 2010)으로 그룹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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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scatter plot of NDVI and soil salinity by vegetation 
group.

Fig. 8. Classification of soil desalination areas using NDVI of 
RapidEye imagery in Saemangeum reclaimed land.

작물생육 가능 지역 분류   비염생식물 군집의 경우 NDVI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0.16을 임계 값으로 선정하였다. 

비염생식물 군집의 토양 염농도가 0.1% 미만이었기 때문에 

NDVI 수치가 0.16이상인 지역을 토양 염농도 0.1% 미만 지

역으로 하는 토양 염농도 분포도를 Fig. 8와 같이 작성하였

다. 6월 2일 비염생식물의 분포는 기존의 계화방조제 주변

에 주로 분포되었는데, 이는 조간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척지 내부에서도 

미세지형의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비염생식물이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형이 높은 곳은 지하

수위 상승의 영향이 적으며, 강우에 의한 제염 속도 또한 빠

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성영상에서 표토의 토양 염농도

가 0.1% 미만으로 분포되어있는 면적은 약 114 ha 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후 간척지의 농업적 활용을 위한 기초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

새만금 간척지를 대상으로 간척지 식생을 분류하고 고해

상도 위성영상의 NDVI와 현장조사를 통한 토양 염농도를 

분석함으로써 토양 염농도의 공간적 분포를 추정하였다. 염

생식물 군집과 비식생지역은 NDVI가 음의 값을 보여 양의 

값을 보인 비염생식물 군집과 구분되었으며, NDVI와 토양 

염농도 간의 뚜렷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비염생

식물 군집의 경우 NDVI가 0.11~0.57로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토양 염농도 값도 작물 생육에 큰 지장이 없는 0.1% 미

만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간척지 

계화지구에서 토양 염농도 0.1% 미만의 면적을 114 ha로 추

정할 수 있었다. 식물 군집별 토양 염농도 값과 위성영상 

NDVI와 비교․분석을 통해 넓은 범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토

양염농도 분포를 추정하는 본 기술은 향후 간척지 제염 단

계에 따른 내부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토양 염농도 변동 조

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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