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1–

울폐산림의 엽면적지수 추정을 위한 적색경계 밴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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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Red-edge Band to Estimate Leaf Area Index in Close Canopy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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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number of spaceborne optical sensors including red-edge band has been increasing
since red-edge band is known to be effective to enhance the information content on biophysical
characteristics of vegetation. Considering that the Agriculture and Forestry Satellite is planning to carry
an imaging sensor having red-edge band, we tri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of red-edge
band. As a case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using red-edge band and tried to find the optimum band
width and wavelength region of the red-edge band to estimate leaf area index (LAI) of very dense tree
canopy. Field spectral measurements were conducted from April to October over two tree species (white
oak and pitch pine) having high LAI. Using the spectral measurement data, total 355 red-edge bands
reflectance were simulated by varying five band width (10 nm, 20 nm, 30 nm, 40 nm, 50 nm) and 71
central wavelength. Two red-edge based spectral indices (NDRE, CIRE) were derived using the simulated
red-edge band and compared with the LAI of two tree species. Both NDRE and CIRE showed higher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the LAI than NDVI. This would be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NDVI saturation problem that NDVI has not been effective to estimate LAI over very dense canopy
situ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five band widths of red-edge band in relation to LAI.
The highest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obtained at the red-edge band of center wavelength near the 720
nm for the white oak and 710 nm for the pitch pine. To select the optimum band width and wavelength
region of the red-edge band,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biophysical
variables, such as chlorophyll, nitrogen, water content, and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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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적색경계밴드(red-edge band)가 식물의 생물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적색경계밴드를 포함한 위성영상센서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농림업중형

위성에 적색경계밴드 탑재를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색경계밴드와 관련된 연구 현황과 활용 가치

Received September 24, 2017; Revised October 13, 2017; Accepted October 18, 2017; Published online October 31, 2017.
† Corresponding Author: Kyu-Sung Lee (ksung@inha.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5-1, 2017, pp.571~585
http://dx.doi.org/10.7780/kjrs.2017.33.5.1.10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Article



1. 서 론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 LAI)는 단위면적당 엽면적

의 합을 비율로 나타낸 지수로써 농업, 임업, 생태학, 수

문학 및 기상학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생물리적 변수다.

현지에서 LAI의 측정은 많은 인력과 비용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산림의 경우 직접적인 측정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LAI의 시공간적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원

격탐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위성영상

및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LAI를 추정하고자 하는 시도

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1999년부터는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위성영

상을 처리하여 전 지구 규모의 LAI를 산출물로 제작하

여 제공하고 있다(Myneni et al., 2002). 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한 LAI추정은 현지에서 측정된 LAI값과 영상신호

값(밴드 반사율, 분광지수 등)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

는 실험적 방식(Curran et al., 1992; Peddle et al., 1999)과 식

물 엽층에서 전자기에너지의 반사모형을 이용한 이론

적인 추정 방식(Kuusk, 1998)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

서도 산림이나 농지의 LAI분포지도 제작을 위하여 다

양한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실험적 관계식을 도출한

사례가 있다(Lee et al., 2003; Kim et al., 2012; Hong et al.,

2012).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는 일반적으로 식물의 엽량과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연히 LAI추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NDVI를 이용한 LAI추정은 대부분 농지,

초원, 건조지역 산림 등 식물의 피복율이 비교적 낮은

식생지역에서 효과적이며, LAI가 일정 수준 이상인 울

폐도가 높은 식생지역에서는 NDVI와의 관계성이 떨

어진다고 알려졌다(Turner et al., 1999). 이와 같이 LAI가

대략 4 이상의 울폐산림이나 집약 재배된 농작물에서

는 NDVI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포화문제(saturation

problem) 때문에 NDVI만으로 LAI를 추정하는데 한계

가 있다(Carlson and Ripley, 1997; Haboudane et al., 2004;

Lee et al., 2006). LAI추정에 대한 NDVI의 포화문제는

엽층아래 지표면의 신호, 대기영향, 그림자, 수관구조

등에 따라 복합적인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데(Baret et al.,

1992), 엽량이 많은 식생지역의 LAI를 추정하기 위해

NDVI가아닌다른분광지수의개발이시도되기도했다

(Gitelson, 2004).

적색경계밴드(red-edge band)는 식물의 반사율이 낮

은 적색파장대에서 반사율이 높게 증가하는 근적외선

파장대로 급격히 전환되는 중간 영역으로 대략 680 nm

에서 750 nm사이의 파장영역을 지칭한다. 적색경계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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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고자 한다. 수관울폐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림의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 LAI) 추정에 있어

서 적색경계밴드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LAI 추정을 위한 최적의 파장폭과 파장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LAI가 5 이상인 갈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시계열 분광반사 측정자료

를 이용하여 LA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광반사측정자료에서 5개의 파장폭(10 nm, 20 nm, 30 nm,

40 nm, 50 nm)과 71개의 중심파장(680 nm부터 750 nm까지 1 nm 간격)을 달리하여 모두 355개의 적색

경계밴드를 모의 생성했다. 적색경계밴드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개의 분광지수 NDRE(normalized difference

red-edge index)와 CIRE(chlorophyll index red-edge)를 산출하여 LAI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적색

경계밴드 기반의 분광지수인 NDRE 및 CIRE는 수관울폐도가 높은 갈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의 LAI와 높은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수관울폐도가 높은 국내 산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NDVI가 LAI와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0 nm부터 50 nm까지 적색경계밴

드의 파장폭 효과는 산림의 LAI와 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AI와 최대 상관관계를 보이는 적색경

계밴드의 중심파장은 갈참나무에서는 720 nm 부근, 그리고 리기다소나무에서는 710 nm 주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작물 및 산림의 식생정보 획득과 모니터링을 위한 최적의 적색경계밴드의 파장폭과 파장영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물리적인자(엽록소, 질소, 수분함량, 생체량 등)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드에서의 식물의 반사특성은 비교적 최근에 많이 연구

되고 있는데, 특히 식물의 엽록소 농도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Cho and Skidmore, 2006; Dash

and Curran, 2007; Herrmann et al., 2011). 또한 적색경계

밴드를 이용한 새로운 종류의 분광지수는 LAI추정에

있어서 울폐도가 높은 식생지역에서 보고되었던NDVI

포화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다(Herrmann et al., 2011; Delegido et al., 2013).

본 연구는 최근 식물의 생물리적 정보 획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경계밴드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로서, 수관울폐도가 높은 국내 산림의 특성을

감안하여 LAI추정에 있어서 적색경계밴드의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최근에 적색경계밴드를 포함하는

새로운 위성영상센서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서도 농지와 산림의 식생정보 획득과 모니터링을 위한

농림업중형위성에 적색경계밴드를 포함하는 탑재체를

계획 중에 있다. 국내 산림은 성공적인 조림사업과 강

력한 산림보호 정책에 힘입어 수관울폐도가 매우 높은

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NDVI를 비롯한 기존의 영

상만으로는 LAI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수관울폐도가 높은 국내 대표 수종을 대상으로

LAI추정에 있어서 적색경계밴드의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즉 LAI추정에 있어서 적색경계밴드의 포함여부,

파장영역, 파장폭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적색경계 밴드의 개발 및 활용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식물의 분광반사특성을 밝히

는 과정에서 적색경계밴드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

작했고, 특히 잎의 엽록소 농도와 관련하여 적색경계

밴드의 효과에 주목했다(Thomas and Gausman, 1977;

Horler et al., 1980).적색경계밴드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

로 실험실이나 야외분광반사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적

색경계밴드의 파장영역과 반사율 급변 파장영역의 기

울기 등을 분석하였다. 식물의 엽록소 농도, 생체량, 수

분함량에 따라 적색경계 부분에서의 반사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적색경계변곡점(red-edge inflection

point: REIP)의 위치를 이용하여 식물의 생물리적 인자

를 추정하고자 하였다(Dawson and Curran, 1998; Pu et

al., 2003; Cho and Skidmore, 2006). REIP란 적색파장대

에서 나타나는 식물의 엽록소 흡수 특성이 근적외선파

장대에서 산란 특성으로 인하여 반사율이 높게 전환되

는 변곡점으로 정의되며, 이는 매우 좁은 파장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측정된 분광측정자료나 초분광영상자료에

서만 계산이 가능하다.

적색경계밴드의 정확한 파장영역은 식물의 종류와

상태, 측정 환경, 그리고 센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게

나타나지만, 식물의 반사율이 급격히 변하는 영역으로

대략 680 nm-750 nm을 지칭한다. Fig. 1은 본 연구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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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ectral reflectance of several vegetation types and the wavelength region of red-edge band.



용된 분광반사측정 자료로서 2009년 인천광역시 계양

산에 위치한 연구지역의 갈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그

리고 주변의 논과 옥수수밭에서 ASD사의 Field-spec분

광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분광반사곡선을 보여

주고 있다. 네 종류의 식물에서 가장 낮은 반사율을 보

여주는 적색파장대의 끝부분이 680 nm이고 반사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정점에 이른 파장이 대략 750 nm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적색경계밴드의 파장구간은 네 가지

식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적색경계밴드를 포함하는 인공위성 영상센서의 개

발은 상업용 지구관측위성에서 먼저 개발되었고, 최근

발사된 유럽위성을 포함하여, 향후 적색경계밴드를 포

함하는 영상탑재체가 증가할 전망이다(Table 1). 2008년

발사된 Rapideye위성은 5개의 밴드를 가진 다중분광센

서를탑재하고있는데, 690 nm~730 nm구간의적색경계

밴드를 포함하고 있다. 고해상도 상업위성인Worldview

는 2호 및 3호 위성은 705 nm~745 nm영역의 적색경계

밴드를 포함하는 고해상도 다중분광영상을 공급하고

있다. Rapideye와Worldview위성이 발사된 이후, 이들 영

상을 이용하여 식물의 생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적색경

계밴드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Dube et al., 2017; Mutanga et al., 2012; Ramoelo et al., 2012;

Sibanda et al., 2017a).

2015년과 2017년에 유럽우주국에서 발사된 Sentinels-

2A, 2B위성은 전 지구 규모의 농업 및 식생 정보 획득

과 모니터링을 주 목적으로 개발된 13개 밴드의 다중분

광센서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전의 상업용 위성에서 한

개의 적색경계밴드를 포함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좁은

파장폭을 갖는 3개의 적색경계밴드를 갖추고 있다. 또

한 올해 발사예정인Venμs도 약 20 nm의 좁은 파장폭을

가진 3개의 적색경계밴드를 포함한다. 좁은 파장폭의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한다면, 적색경계밴드를 포함한

다양한 식생지수 도출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REIP를

산출할 수 있다(Herrmann et al., 2011). 지금까지 발사된

이들 위성 외에도 향후 일본 및 이스라엘에 의하여 계획

하고 있는 위성에서도 적색경계밴드를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식생 정보획득과 모니터링을 위한 적색경계밴

드의 활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추

진 중에 있는 차세대중형위성사업의 하나로 농경지와

산림식생의 주기적인 관찰과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으

로 농림업중형위성이 계획 중에 있으며, 이 위성의 전

자광학탑재체에 적색경계밴드를 계획하고 있다.

식물관련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색경계밴드의 반사

율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적색경계밴

드 구간에서의 반사율 변화와 기울기를 이용하거나 적

색경계밴드를 포함하는 새로운 분광지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추세이다.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한 대표적인

분광지수는 이미 언급한 적색경계변곡점(REIP)이 있

으며, 정규식생지수와 유사한 수식으로 구성된 NDRE

(normalized difference red-edge index), 엽록소농도에 민감

하다고 알려진CIRE(chlorophyll index red-edge)(Gitelson

et al., 2003), MERIS위성자료에서 엽록소 정보를 획득하

기 위해 개발된MTCI(MERIS terrestrial chlorophyll index)

(Dash and Curran, 2007) 등이 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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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equipped with multi-spectral sensor including red-edge bands

Satellite Launch date # of MS bands Red-edge 
band type

Red-edge band 
(nm)

spatial resolution 
(m)

Rapideye Aug. 29 2008 5 broad band 690-730 nm 6.5 m
Worldview-2 Oct. 8, 2009 8 (MS) broad band 705-745 nm 1.84-2.4 m

Worldview-3 Aug. 13, 2014
8 (MS)
8 (SWIR)

12 (CAVIS)
broad band 705-745 nm

1.24-1.38 m (MS)
3.7-4.1 m (SWIR)
30 m (CAVIS)

Sentinel-2A
Sentinel-2B

June 23, 2015
Mar. 7, 2017 13 narrow band

697-713 nm
732-748 nm
766-794 nm

10 m (VNIR)
20 m (RE)
60 m (SWIR)

AOS planned 6 broad band 690-740 nm 3.2 m

VENuS planned 12 narrow band
690-714 nm
734-750 nm
774-790 nm

50 m (AC)
80 m (Aerosol)

100 m (RE)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하여 개발된 이러한 지수들은

식물의 생물리적 인자 추정, 식생 분류, 병충해로 인한

식물피해 탐지 등에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able 3는 현존하는 적색경계밴드 위성영상이나

모의 생성된 적색경계밴드 영상을 활용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엽면적지수, 생체량, 질소함유량, 수관엽록

소농도, 잎의 엽록소농도 등의 식물의 생물리적 인자 추

정에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한 분광지수가 기존의NDVI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Herrmann et al.,

2011; Mutanga et al., 2012; Ramoelo et al., 2012; Clevers and

Gitelson, 2013; Kross et al., 2015; Sibanda et al., 2015; Clevers

et al., 2017; Dube et al., 2017; Korhonen et al., 2017; Sibanda

et al. 2017a). 또한 토지피복과 작물 및 수종분류에 있어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한 지수를 이용했을 때 높은 정확

도를 보여주었다(Schuster et al., 2012; Immitzer et al., 2016;

Sibanda et al., 2017b). 적색경계밴드의 이용은 작물의 병

충해와 스트레스를 기존 NDVI보다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Eitel et al., 2011; Adelabu et al.,

2014). 적색경계밴드를 포함하는 위성영상의 공급이 현

재 초기 단계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적색경계밴드 영

상의 활용은 확대될 전망이다.

3. 적색경계밴드반사율및분광지수모의생성

본 연구에서는 수관울폐도가 높은 산림의 엽면적지

수(LAI) 추정에 있어서 적색경계밴드의 효과를 분석하

고자, 선행연구에서 얻었던 야외분광측정 자료를 이용

하였다. LAI가 높은 울창한 산림에서 NDVI와 LA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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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tral indices using red-edge band reflectance

Spectral index using
red-edge band Formulation

NDRE 
(normalized difference

red-edge index)

ρNIR – ρRE
ρNIR + ρRE

CIRE 
(chlorophyll index 

red-edge )
– 1

ρNI
ρRE

MTCI 
(MERIS terrestrial
chlorophyll index)

ρNIR – ρRE
ρNIR – ρred

REIP 
(red-edge inflection

point)
700 + 40 { }[(ρ670 + ρ780) / 2] – ρ700

ρ740 – ρ700

ρ: reflectance
NIR: near-infrared band
RE: red-edge (RE) band
red: red band

Table 3.  List of studies using satellite red-edge band data

Applications Vegetation type Data Reference

Biophysical
variable

Leaf Area Index
(LAI)

potato Sentinel-2A Clevers et al.(2017)
boreal forest Sentinel-2A Korhonen et al.(2017)

wheat, potato Simulated Sentinel-2A
Simulated VENμS Herrmann et al.(2011)

corn, soybean Rapideye Kross et al.(2015)
P. teda, E. dunni
E. grandis Rapideye Dube et al.(2017)

Chlorophyll
potato Sentinel-2A Clevers et al.(2017)
maize, soybean Simulated Sentinel-2A Clevers and Gitelson (2013)

Nitrogen (N)
savanna, grass Rapideye Ramoelo et al.(2012)
maize, soybean Simulated Sentinel-2A Clevers and Gitelson (2013)

Biomass
grass land Simulated Sentinel-2A Sibanda et al.(2015)
grass land Worldview-3 Sibanda et al.(2017a)
wetland Worldview-2 Mutanga et al.(2012)

Classification
crop/tree Sentinel-2A Immitzer et al.(2016)
grass land Worldview-3 Sibanda et al.(2017b)
land use Rapideye Schuster et al.(2012)

Detection
stress detection Rapideye Eitel et al.(2011)
insect defoliation Rapideye Adelabu et al.(2014)



관계가 낮아지는 포화문제와 비교하여 LAI추정에 적

색경계밴드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향상 효과를 분

석하였다.

1) 수관의 분광측정자료

분석에 사용된 분광측정자료는 인천시 계양산에서

선정된 갈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대상으로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분광반사율, LAI, 녹색엽피복율(green

vegetation fraction: GVF)에 대하여 총 9회의 시계열 측

정을 실시하였다(Shin and Lee, 2010). 갈참나무(White

oak, Quercus aliena)와 리기다소나무(Pitchpine, Pinus rigida)

는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하는 수종이며, 측정에 사용된

나무는 수령이 30년 이상이고 80% 이상의 높은 녹색엽

피복율을 가지고 있다(Fig. 2). 시계열 분광반사율 측정

은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관 상단부로부터 약 20

m상공에서 연직으로 측정하였으며, 수관상단부의 시

야각(field-of-view, FOV) 지름은 약 3.5 m이다. 수관의

분광반사율은 ASD사의 FieldSpec-3 분광측정기에 10-

degree FOV렌즈를 사용하여 연직방향으로 10회 측정

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분광반사율 측정은 350

nm~2500 nm파장영역에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400 nm부터 1000 nm구간에서는 1 nm간격으로

반사율이 측정되었다. 시계열 분광반사율 측정 시 태양

-수관-센서 간의 기하조건의 변이가 최소가 되도록 측

정시간과 측정조건이 유사한 상태에서 측정을 수행하

였다(Fig. 2).

엽면적지수의 측정은 분광반사율 측정과 동시에

LICOR사의 LAI-2000 광학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LAI-2000은 개방된 공간과 수관하단부에 도달하는 태

양조도의 비를 이용하여 LAI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광학장비다. 두 나무가 30년 이상의 수령이고, 건강한

생육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LAI측정값

의 범위는 5에서 8사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Table 4).

GVF는 분광반사율 측정과 동시에 디지털카메라로

FOV에 해당하는 수관을 연직사진을 촬영한 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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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ee canopy conditions of two forest species of white oak (a) and pitch pine (b) used in this study for the time-
series measurements of spectral reflectance and LAI.

Table 4.  Time-series measurements of leaf area index (LAI) and green vegetation fraction (GVF) of white oak and pitch pine along
with the canopy reflectance measurements

Species Variable
Date

Apr 23 May 22 Jun 11 Jun 24 Jul 22 Aug 17 Sep 01 Sep 24 Oct 12

White oak
LAI 3.03 5.85 6.88 7.12 7.34 6.71 6.16 6.09 5.82

GVF (%) 31.97 94.29 90.81 90.40 98.30 94.80 96.10 94.45 97.71

Pitch pine
LAI 5.68 5.64 5.97 6.62 8.36 8.05 6.77 7.62 7.43

GVF (%) 87.34 81.69 88.69 90.56 95.78 91.14 94.85 96.91 97.02



진을 스크린 판독과정을 통하여 가지와 그림자 부분을

제외하고 녹색 잎으로 덮여 있는 비율을 측정하였다. 활

엽수인 갈참나무는 4월 측정 시점에는 잎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GVF가 30%에 불과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상록침엽수인 리기다소나무는 초기 측정

시점부터 80% 이상의GVF를 가지고 있다.

2) 적색경계밴드 반사율 모의 생성

분광반사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적색경계밴드 반사

율을 모의 생성하였다. 적색경계밴드의 반사율을 모의

할 때 파장폭(Δλ)과 중심파장(λcenter) 두 가지를 고려하였

다(Fig. 3). 적색경계밴드의 중심파장은 적색경계밴드

파장영역인 680 nm부터 750 nm까지 1 nm간격으로 설

정하였다. 적색경계밴드의 파장폭은 적색경계밴드를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 센서의 파장폭이 약 20 nm

(Sentinel-2A와 Venμs), 40 nm(Rapideye와Worldview), 50

nm(AOS)임을 참고하여 10 nm, 20 nm, 30 nm, 40 nm, 50

nm의 총 5개의 파장폭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적색경계

밴드의 중심파장이 700 nm이고 파장폭이 10 nm인 경우

파장영역은 695 nm~705 nm이고, 중심파장이 700 nm이

고 파장폭이 40 nm인 경우 파장영역은 680 nm~720 nm

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각의 파장폭마다 680 nm~750

nm범위의 중심파장으로 모의된 적색경계밴드의 개수

는 71개이고, 최종적으로 총 355개(5개 파장폭×71개 중

심파장)의 적색경계밴드가 모의 생성되었다.

355개의 적색경계밴드를 모의하기 위해, 적색경계밴

드를 포함하고 있는 Rapideye와 Sentinel-2A의 적색경계

밴드 분광반응함수(spectral response function: SRF)를 적

울폐산림의 엽면적지수 추정을 위한 적색경계 밴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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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ta processing scheme to analyze the effect of red-edge band.



용하였다. SRF는 해당 파장영역에서 1에서 0.9로 점차

적으로 감소하는 데, 이를 참고하여 중심파장과 파장폭

이 다양한 각각의 적색경계밴드의 파장영역에서 SRF

가 1에서 0.9로 감소하도록 설정하여 적색경계밴드 반

사율을 모의 생성하였다(Eq. 1).

ρRE = 

(λstart = λcenter – , λend = λcenter +       )       (1)

3)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한 분광지수 생성

모의 생성된 적색경계밴드 반사율(ρRE)을 이용하여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한 분광지수인 NDRE와 CIRE를

모의했다(Fig. 3). NDRE와 CIRE는 근적외선 밴드와 적

색경계밴드의 반사율의 비로 구성된 분광지수이다. 적

색경계밴드의 반사율은 앞에서 모의 생성된 355개의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했고, 근적외선밴드의 반사율은

Rapideye의 근적외선 밴드에 해당하는 파장영역을 사용

했다. Rapideye근적외선밴드는 760 nm~850 nm범위에

해당하는데, 타 상용위성의 근적외선밴드의 파장영역

과 거의 동일한 일반적인 파장영역이다. 참고로 Landsat

ETM+과 KOMPSAT 2호기 및 3호기의 근적외선밴드

의 파장영역은 760 nm~900 nm이다. 근적외선밴드의

반사율과 적색경계밴드의 반사율을 이용하여 모두 355

개의NDRE와 CIRE가 산출되었다.

현재 운용 중인 Rapideye의 적색경계밴드 기반의 분

광지수가 울폐산림의 엽면적지수 추정에 효과적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Rapideye의 적색경계밴드와 근적외선

밴드의 반사율을 모의 생성한 후 NDRE_R과 CIRE_R

을 산출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규식생지수(NDVI_R)도 산출하여 LAI와 비교

하였다. 또한 적색경계밴드 파장영역의 반사율 측정자

료를 이용하여 REIP를 계산하였다. 각각의 분광지수와

REIP의 계산식은 Table 2에 있다.

4. 결과 및 토의

1) 적색경계밴드의 파장폭

먼저 적색경계밴드의 파장폭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10 nm부터 50 nm까지 5종류의 파장폭으로 모의

생성한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NDRE와

CIRE분광지수와 LA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Fig. 4).

두 분광지수는 갈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에서 모두 양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적색경계

밴드의 파장폭에 따른 분광지수의 변이는 LAI와의 관

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적색

파장밴드의 중심파장 위치에 따라 파장폭에 따른 분광

지수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만, 최대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파장에서는 파장폭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두 개의 분광지수가 최대상관계수를 보여주는 적

색경계밴드 중심파장 부근에서 LAI와 상관관계의 차

이가 파장폭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적색경계밴드의 파장폭은 울폐산림의 LAI추정에 있

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λend
λ=λstart ρλ×SRFλ

∑λend
λ=λstart SRFλ

Δλ
2

Δλ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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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LAI and spectral indices using simulated red-edge band with various center wavelength and
band width for white oak and pitch pine.



LAI와 NDVI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NDVI산출에 밴드의 파장폭은 LAI와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Elvidge and Chen, 1995; Lee et al.,

2004). 즉NDVI산출에 필요한 적색파장밴드와 근적외

선파장밴드의 파장폭을 다양하게 모의 생성하여NDVI

를 산출한 후 LA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두 밴

드의 파장폭에 관계없이 유사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현

재 적색경계밴드를 가지고 있는 위성센서는 크게 40-50

nm파장폭을 가진 Rapideye그리고Worldview와, 약 20

nm파장폭의 다수의 적색경계밴드를 가진 Sentienl-2A

가 있지만, 적색경계밴드의 파장폭은 LAI추정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파장폭이 상

대적으로 좁은 밴드는 영상신호의 광학적 성질을 떨어

뜨리는 단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센서를 설계할 경우, 가

능한 파장폭을 넓게 하는 게 영상의 신호대잡음비를 높

여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2) 최적의 적색경계밴드의 위치

적색경계밴드의 파장폭이 LAI와 관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적색경계밴

드를 갖고 있는 대표적 위성센서인 Rapideye를 기준으

로 파장폭이 40 nm인 적색경계밴드만을 대상으로 최적

의 파장영역을 찾고자 하였다. 즉 중심파장이 680 nm부

터 750 nm까지 1 nm간격으로 모의생성된 71개의 적색

경계밴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분광지수(NDRE, CIRE)

와 LA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Rapideye와

일치하는 파장영역의 반사율을 이용하여Rapideye에 해

당하는 분광지수(NDRE_R, CIRE_R, NDVI_R)와 LAI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Fig. 5). 여러 개의 적색경계밴

드를 가정하여 분광측정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REIP를

도출하였고 LAI의 관계를 함께 분석하였다.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한NDRE및 CIRE와 LAI의 상

관관계는 0.5에서 0.8사이의 범위로 상관관계가 적색경

계밴드의 파장영역에 따라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울폐

산림의 LAI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적색경계

밴드의 중심파장은 갈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에서 다

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

되는 정규식생지수(NDVI_R)와 갈참나무의 LAI의 상

관관계는 0.48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즉 갈참나무의

LAI가 5.8이상의 높은 값을 갖는 울폐산림 상황에서

NDVI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기존의NDVI포화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한 분광지수인

NDRE와 LAI의 상관관계는 적색경계밴드의 중심파장

이 적색파장에 인접한 680 nm에서는NDVI와 비슷하게

낮지만, 중심파장이 723 nm에서 최대상관계수(r=0.762)

를 보여주고 있다. 중심파장이 750 nm로 근적외선파장

에 인접할수록 LAI와의 상관관계가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준다. 다른 분광지수인 CIRE의 역시 적색경계밴드

의 중심파장이 722 nm일 때 최대 상관관계(r=0.765)를

보여준다. 즉 갈참나무와 같이 녹색엽피복율(GVF)이

90% 이상인 울폐산림에서 적색경계밴드를 사용한 분

광지수를 사용할 경우, 상관계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LAI추정에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갈참나무에서

LAI와 최대상관관계를 보여준 적색경계밴드의 중심파

울폐산림의 엽면적지수 추정을 위한 적색경계 밴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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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LAI and spectral indices using simulated red-edge band with various center wavelength and
fixed band width (Δλ=40 nm) for white oak and pitch pine.



장은 Rapideye 적색경계밴드의 중심파장인 710 nm와

다소 차이가 있다. Rapideye의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하

여 산출된 NDRE_R와 CIRE_R은 최대상관계수보다

다소 낮지만 NDVI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

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3개의 적색경계 파장에서의 반

사율을 이용하여 산출된 REIP역시 LAI의 상관관계 역

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적색경계밴드의 반

사율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분광지수들은 모두 기존의

NDVI보다 높은 상관관계로 한층 개선된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LAI추정에 있어서 적색경계밴드가 매우 중

요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기다소나무는 갈참나무와 마찬가지로 높은 엽면

적지수 분포(5.7~8.4)를 가지고 있고,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하여 산출된 두 개의 분광지수(NDRE, CIRE)가 가

장 높은 상관계수(0.827, 0.819)를 보여주고 있다. 리기다

소나무에서도 NDRE및 CIRE가 NDVI보다 높은 상관

계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NDVI도 상당히 높은 상관계

수(r=0.812)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만으로는 리기다

소나무에서는 LAI추정에 있어서 적색경계밴드의 효

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Table 4의 시계열 측정자료에서 리기다소나무

의 녹색엽피복율(GVF)은 갈참나무와 달리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갈참나무는 초기에 개

엽시기가 지나면 관측 대상인 수관의 윗부분이 대부분

녹색 잎으로 덮어지지만, 리기다소나무는 짧은 침엽

때문에 가지, 줄기, 그림자 등 때문에GVF가 낮게 나타

난다.특히 5월 22일 측정 시점은 소나무의 개화시기이

므로 노란색의 꽃이 만만하여 GVF가 4월보다 오히려

낮게 측정되었다. 6월 측정부터는 리기다소나무도 새

로운 잎이 생장하면서 엽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GVF

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Fig. 6은 녹색엽피복율(GVF)과

엽면적지수(LAI)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데, 갈참나무

와 리기다소나무의 관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갈참나무에서는 모든 측정에서GVF가 90% 이상

의 거의 완전피복(full canopy) 상태이므로 GVF와 LAI

의 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리기다소나무에

서는 GVF가 측정시점에 따라 증가하고 그에 따라 LAI

가 함께 증가하는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NDVI

는 기본적으로 녹색식물의 피복율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분광지수이므로, 리기다소나무에서NDVI와 LAI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녹색엽피복율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리기다소나무에서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한 분광지

수인 NDRE와 LAI의 상관관계는 중심파장이 706 nm

인 적색경계밴드를 사용했을 때 최대상관계수(r=0.827)

를 보여준다. 또 다른 분광지수인 CIRE와 LAI의 상관

관계는 적색파장에 가까운 680 nm의 인근에서 0.78이

상을 보이다가, 중심파장이 712 nm인 적색경계밴드를

사용했을 때 최대상관계수(r=0.819)를 보여준다. 결국

리기다소나무에서 LAI와 최대상관계수를 보이는 중심

파장은 706 nm와 712 nm(r=0.819)로 Rapideye적색경계

밴드의 중심파장인 710 nm와 매우 근접하고 있으며, 따

라서 NDRE_R및 CIRE_R과 LAI의 상관계수 또한 최

대값에 근접한다.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5-1, 2017

–580–

Fig. 6.  Relationship between green vegetation fraction (GVF) and leaf area index (LAI) from the time-series
measurements on white oak (a) and pitch pine (b).



리기다소나무와 갈참나무에서 LAI와 최대상관계수

를 보이는 적색경계밴드의 파장영역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다른 연구에서도 이미 최적의 적색경계밴

드의 파장영역이 분석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밀, 옥수수 등 작물의 LAI및 엽록

소함량 등 생물리적 인자와 최대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적색경계밴드의 파장영역이 작물별로 상이하게 나타

나는데, 이는 작물의 잎의 구조와 재배 형태 등에 따라

적색경계밴드 파장영역에서의 반사율 전환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Herrmann et al., 2011). 적색경계밴드

의 최적 파장영역은 결국 분석대상인 식물의 종류와 생

물리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산림의 엽면적지수만을 대상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농작물의 비롯한 여러 종류의 식생을 대상으로 엽

록소함량, 수분함량, 생체량 등에 대한 적색경계밴드의

효용성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3) 적색경계밴드 기반 분광지수를 이용한 LAI 추정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하여 산출된 분광지수인NDRE

및 CIRE가 울폐도가 높은 갈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의

LAI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상관계

수는 두 변수의 1차 선형적 관계만을 나타내는 척도일

뿐, 두 변수의 실질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Fig. 7은

두 곳의 산림에서 측정된 LAI와 최대상관계수를 보여

준NDRE및 CIRE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두 곳의 산림에서 모두 1차식을 이용했을 때보다 2차

식을 적용하여 추정식을 도출했을 때 높은 결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증가효과는 적색경계밴드를 이

용한 두 개의 분광지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차식을 적용했을 때 결정계수가 0.5~0.6 정도이지만,

울폐산림의 엽면적지수 추정을 위한 적색경계 밴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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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atter plot between LAI measurements data and spectral indices using simulated red-edge band for white
oak and pitch pine.



2차식을 적용했을 때 결정계수가 0.8 이상으로 매우 높

게 개선되었다.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한 분광지수인

NDRE및CIRE를 이용하여 국내 산림의 LAI추정을 위

한 실험적 모델을 개발한다면, 2차식 추정모델이 더 적

합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국내 산림 및 농지에 적합한

LAI추정식을 개발한다면, 적색경계밴드외에서 LA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시광선 및 단파적외선(shortwave

infrared) 밴드의 반사율도 함께 추가하여 정확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적색경계밴드를 사용한 분광지수만

으로도 울폐산림의 LAI추정에 높은 결정계수를 얻을

수 있다면, 이는NDVI와 같은 기존의 식생지수를 이용

했을 때 보다 한층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LAI

추정에 적색경계밴드가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2008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적색경계밴드 위성영

상을 이용한 여러 연구에서 식물의 생물리적 변수(엽면

적지수, 엽록소함량, 수분함량, 생체량 등)의 추정, 작물

분류, 병충해 모니터링 등에 적색경계밴드의 효과가 보

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야외 분광반사측정 자료로

부터 모의 생성된 적색경계밴드를 이용하여 산출된 분

광지수인NDRE및 CIRE가 수관울폐도가 높은 갈참나

무와 리기다소나무의 LAI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얻었다. 이는 수관울폐도 높은 국내 산림에서 기존에 널

리 사용되는 NDVI가 LAI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갈

참나무에서는NDVI와 LAI의 상관관계가 낮은 반면에

NDRE및 CIRE와의 상관계수는 높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자료는 현지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측정 표본의 수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도출된 결과만으로 LAI추정에 있어서 적색경계밴

드의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LAI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LAI값이 다른 여

러 지점을 대상으로 위성영상이나 항공영상에서 추출

한 밴드반사율 또는 분광지수를 이용하여 LAI와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소수의 한정된 측

정자료지만, 동일 수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시

계열 현지 측정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얻

었으며 이를 토대로 LAI추정에 있어서 적색경계밴드

의 효과를 분석했다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LAI는

농업 및 임업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생태, 기상, 수자원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정확하고 적절한 시공간적 매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적

색경계밴드가 추가됨으로써 기존의 식생지수(NDVI

등)가 보여주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농작물 및 산림의

엽면적지수 추정에 정확도와 효용성을 높일 수 있으리

라 판단된다.

위성의 전자광학탑재체 개발에 있어서 파장밴드의

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예산 및 기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 요소다. Rapideye및Worldview와 같이 한 개의

적색경계밴드를 가진 탑재체를 개발할 경우, 적색경계

밴드의 파장폭과 파장영역이 중요 관심 사항이다. 본 연

구에서는 적색경계밴드의 파장폭은 울폐산림의 LAI와

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

광밴드의 파장폭은 영상신호의 광학적 성질과 비례하

기 때문에, 양질의 영상신호값을 얻으려면 적색경계밴

드의 폭은 다른 위성센서와 마찬가지로 40-50 nm의 파

장폭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산림의 LAI와 최대상관

계수를 보이는 적색경계밴드의 중심파장은 갈참나무

와 리기다소나무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또한 적용된 분

광지수에 따라 또 차이가 있다. 중심 파장이 대략 706

nm에서 723 nm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

석 대상인 엽면적지수가 아닌 다른 생물리적 변수 추정

에 최적인 파장영역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적색경계밴드의 파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LAI

외에 잎의 엽록소 및 질소함량, 수분함량, 생체량 등 다

른 생물리적 변수와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밴드

영역이 결정되어야 한다.

식물의 생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적

색경계밴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에 적색경계밴드를 가진 영상센서를 탑재한 지구관측위

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세대중

형위성사업의 하나로 농림업위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농작물 및 산림 식생의 정확한 정보추출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적색경계밴드를 포함하는 탑재체를 적극 고려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목의 수관부 분광반사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적색경계밴드 반사율을 모의 생성하여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5-1, 2017

–582–



LAI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적

색경계밴드 위성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사된 유럽의 Sentinel-2

위성영상은 3개의 적색경계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들의 효과를 분석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효용가치

가 높은 적색경계밴드의 사양 결정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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