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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경남 거제시 연 면 지역의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피해발

생 선단지를 보다 효율 으로 추출하기 하여 IKONOS 1m 상의 공간해상도와 Landsat TM 

상의 band 3, 4와 동일 장 역이면서 식생과 같은 산림분야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4m 

상의 Red(0.63～0.69)밴드, NIR(0.76～0.90)밴드를 활용하 다. 그 결과 IKONOS 4m 상의 식생

밴드(NIR band)를 이용한 히스토그램 분석이 가장 효과 이었으며, 이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지조사에서 총 22개의 sample 지 에서 15개의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을 추출

함으로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추출뿐만 아니라 산림병해충 피해연구에 

한 고해상도 성 상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소나무재선충, 피해 선단지역, IKONOS, GPS

ABSTRACT

In this study, high spatial resolution of IKONOS 1m image and Red(0.63～0.69) band, NIR(0.7

6～0.90) band in 4m image, which are the same wavelength range as Landsat TM band 3, 4, were 

used for extraction of the front areas of B. Xylophilus in Geuje island where is located in southern part 

of Korea. Moreover, since they have higher spatial resolutions than Landsat TM, they have been 

used for lots of studies in the field of forest and vegetation. In the results, it was validated by GPS 

field survey, spectral histogram analysis of IKONOS NIR band was significant available method for 

extracting the front areas of B. Xylophilus. In this study, 15 points were verified as real damaged 

trees of 22 sample points extracted from GPS field survey. This study was not only extracted the 

damaged trees by B. Xylophilus but also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using IKONOS image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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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forest damages by any disease and insect pests.

KEYWORDS: Bursaphelenchus Xylophilus, Frontpart of Damaged Area, IKONOS, 

Global Positioning System

서    론

소나무재선충은 병원성이 매우 강하여 피

해가 발생한 임지를 방치하면 5～6년 내에 임

내에 있는  소나무를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으로 침입하면 그 피해가 극심하

여 재까지 어느 병해충 피해에서도 볼 수 

없던 무서운 력을 지니고 있는 산림병해충

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지역을 심으

로 경남 함안, 진주, 통  등으로 확산되고 있

으며 발생구역 면 이 2001년 재 약 2,000ha

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지역의 악과 피

해확산방향의 측에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

에 일부 방제는 하고 있으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피해면 이 계속 확산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의 피해상황을 조속한 

시간 내에 주기 으로 악하고 이를 기 로 

피해확산 양상을 빠른 시기에 측하여 시기 

한 방제 략을 수립하기 해서는 공간

분포 특성조사에 효율 인 성 상과 GIS와 

같은 공간정보기술의 도입이 실하다.

최근 성 상자료는 역성, 신속성, 동시

성  경제성이라는 다양한 장 을 바탕으로 

원격탐사에 한 필요성과 심이 문가들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크게 높아지

고 있다. 한 성 상자료와 GIS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 기법의 활용 가능성이 산림 병해

충 분야에서도 입증되어 이 분야에 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두천(1998)은 

경남 남해군 일 의 침엽수림을 상으로 

Landsat TM 상을 이용하여 감독분류기법으

로 솔껍질깍지벌  피해지역을 추출하 고 오

동하(1998)는 강원도 홍천지역을 상으로 

Landsat TM 상과 수치지도자료를 이용하여 

밴드간 비연산, cosine 보정  Minnaert 보정

을 통하여 솔잎혹 리 피해지역 분류  공간

 변화를 분석하 다. 한 양경락(1999)은 

Landsat TM 상을 이용하여 ratio와 spatial 

filtering 기법으로 경북 양군의 솔잎혹 리 

피해지역을 추출한 바 있다. 한편 조명희 등

(2001a; 2001b)은 경남 추 도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을 추출하기 하여 Landsat 

TM 상을 이용하여 감독분류, 히스토그램분

석, NDVI등과 같은 다양한 상처리 기법을 

용한바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부분  

Landsat TM 상을 이용하여 산림병해충 피

해지역을 탐지하여 왔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규모 피해지역이었기 때문에 Landsat TM 

상의 용이 가능하 던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산림병해충 피해규모와 그 분포패턴에 

따라 다양한 성 상 활용의 필요성이 두

되고 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 선단지는 고사

목이 집되어 있는 규모 피해지역과는 달

리 고사목이 산발 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

에 이를 추출하기 해서는 보다 고해상도의 

성 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남 거제시 연 면 

인근 지역을 상으로 고해상도 IKONOS(1m, 

4m) 상을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 선단지를 보

다 효과 으로 추출하기 한 분석기법을 제시

함과 동시에 상의 특징에 따른 병해충 피해지

역 추출가능 범 를 규명함으로서 산림 병해충 

찰 업무에 있어서 고해상도 성 상의 활용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료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거제도 서쪽에 

치하고 있는 연 면 지역의 소나무재선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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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location of study area

선단지를 추출하고자 2000년도 IKONOS 상

(2000년 2월 13일 촬 ), 1/25,000 임상도, 

1/5,000 수치지형도  GPS를 이용한 지조사 

자료와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IKONOS 상은 1m panchromatic, 4m 

multispectral 상 그리고 pan-sharpened 상

이다. pan-sharpened 상은 4m 다 분  데

이터와 1m 정색 데이터를 융합한 제품으로 

정색 상의 공간해상도를 유지하면서 다

분 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성 상자료

이다.

임상도  수치지형도는 Arc/Info GIS tool

을 이용하여 연구 상지역의 각 layer별 주제

도를 작성하여 DB화하 는데 이는 연구 상

지역의 산림생태  지형특성을 분석하여 소

나무재선충 선단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해서 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 선단지를 추출하기 

하여 고해상도 IKONOS 상을 1:5,000 수치

지형도에서 GCP(ground control point)를 추

출하여 ERDAS Imagine 8.5로 기하보정

(geometric correction)을 실시하 으며 각 

상별(panchromatic, multispectral data)로 다양

한 상처리기법을 용해보았다. 토지피복분

류는 기존의 감독분류 기법 에서 최 우도법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MLC)을 

용하여 총 12개의 클래스로 토지피복형태를 

분류하 으며 연구 상지역인 소나무지

역만을 마스킹(masking)처리하여 Red와 NIR 

밴드를 상으로 히스토그램  NDVI 패턴분

석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처리

기법을 통하여 추출된 소나무재선충 선단지에 

한 분류정확도 검증을 해서 지조사를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 피해로 인한 고사목을 

22개 지 에서 선정한 후 GPS 측량을 실시하

여  자료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 다. 그림 

2는 본 연구의 수행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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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result of landcover modeling(IKONOS 4m 
image, Feb. 13, 2000)

FIGURE 2. The study flow

결과  고찰

▶ IKONOS 상을 이용한 소나무재선충 

선단지 추출

소나무재선충의 피해는 기단계에서는 소

나무 본수별로 선단지를 형성하다가 차 

단  지역으로 확산되므로 기의 선단지 발

견  방제가 매우 요하다. 따라서 IKONOS 

상과 같이 보다 고해상도의 상을 이용한 

선단지 추출이 바람직하다.

그림 3은 거제도 연 면 오비리마을 주변

지역의 IKONOS 1m, 4m 상을 기존의 감독

분류 기법 에서 MLC 기법을 용하여 토지

피복분류를 실시한 결과로서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그림자지역 등을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IKONOS 상이 가지는 세분화된 

DN(digital number)값으로 인하여 반 으로 

낮은 토지피복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등 분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 기존의 감독분류기법을 

용한 결과 소나무재선충 선단지는 추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독분류방법이 본 연구에

서는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나무 군락지만을 집 으로 분

석하기 하여 vector coverage를 이용하여 소

나무림만을 마스킹 처리함으로서 기타 다른 

지역과 분리한 후, Red와 NIR밴드를 이용하여 

NDVI를 구함으로서 연구지역의 식생활력도를 

악함과 동시에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 다. 

이들 결과와 함께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하여 

NIR밴드의 픽셀 value 값의 분포 특성을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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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extraction of images of the front damaged areas of B. 
Xylophilus by IKONOS

FIGURE 4. Correlationship between the NIR 
DN value of IKONOS 1m and 4m images

한편 GPS를 이용한 지조사에서 측정된 22

개 지 의 고사목  자료를 기 으로 

IKONOS 1m, 4m 상의 NIR 밴드 DN값을 비

교하 는데 그 결과 그림 4에서 보듯이 약 90%

의 상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에서 4m 상의 NIR 밴드 DN값을 살펴보면 

소나무재선충이 부분 190-210, 250-300구간에

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KONOS 1m, 4m 상

의 NIR 밴드 DN값을 각 픽셀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 는데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의 A는 거제도 오비리 지역에서도 

소나무재선충 선단지가 집 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본 연구의 세부연구 상지

역이다. 지조사자료를 IKONOS 1m, 4m 

NIR 밴드에 용하여 히스토그램 분석을 실시

한 결과 마스킹 처리를 하지 않은 그림 5의 B

의 1m 상에서 소나무재선충 선단지는 ①지

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지조사 자

료를 통하여 피해목의 공간  분포 치를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②지역은 실제 피해목

과 비교․분석한 결과 다소의 오차를 포함하

여 과  분류되어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은 

부분 구릉지의 잡목과 과수원지역으로서 2월

이라는 계  향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고

사목과 비슷한 분 특성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한 1m 픽셀 값의 지나친 정

확도로 인하여 더욱 많은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반면 IKONOS 4m 상의 그림 5의 

C에서 ①지역이 소나무재선충 선단지로 추출

되었는데 4m의 공간해상도로 인하여 1m 상

에서 보다 비교  고사목의 수가 게 나타났

다. ②지역은 1m 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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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차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편 그림 6은 마스킹 처리된 4m 상처리 결

과를 지조사 때에 수집된 22개의 checkpoint와 

비교한 결과로서 15개 지 이 소나무재선충 선

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조사당

시 세부연구 지역에는 약 70여 그루의 고사목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는데 A지역에서 

나타난 선단지는 그 의 일부인 것으로 단된

다. 이와 같이 4m NIR 상에서 높은 정확도가 

나온 것은 소나무 군락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마스킹 처리하여 사 에 연구 상 범 를 보다 

세분화함으로서 히스토그램 분석이 용이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IKONOS 1m 

상의 경우 픽셀 값의 높은 정확도와 다량의 

데이터로 인하여 소나무재선충 선단지로 추출된 

지 들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수반되었는데 이는 4m 상과 마찬가지로 마스

킹 처리를 하고 상분류를 하여도 유사한 결과

가 나왔다.

FIGURE 6. Validation of the extracted 
damaged trees by B. Xylophilus with 
the result of GPS field survey

따라서 소나무재선충 선단지를 추출하기 

해서는 IKONOS 상과 같은 고해상도의 상

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Landsat TM 

band 3, band 4와 동일한 장 역임과 동시에 

식생과 같은 산림분야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

는 Red(0.63～0.69)밴드, NIR(0.76～0.90)밴드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산림병해충에 하여 

으로 연구할 경우 이들 밴드를 활용함으

로서 병해충의 피해범   식생의 상태 등을 

보다 효과 으로 악할 수 있다. 한편 고해상

도 IKONOS 상의 경우 공간해상도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상도에 따른 픽셀 값의 변화와 정확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본 연구

에서는 마스킹 처리된 IKONOS 4m 상의 식

생밴드(NIR band)를 상으로한 히스토그램 분

석이 소나무재선충 선단지역 추출에 있어 토지

피복 등과 같은 상분류기법 보다 효과 임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지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성원격탐사 기법과 GIS의 

다양한 공간분석 기법을 종합 으로 활용함으

로서 소나무재선충 뿐만 아니라 산림병해충 

리를 한 기반 조성과 DB 구축의 기 를 

확립할 수 있게되어 리 방법의 정보화를 가

능하게 할 것으로 상된다. 향후 보다 다양한 

지자료와 다 시기별 성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분 특성  분류정확도 평가 등과 같

은 산림병해충에 한 심층 인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더욱 정확하고 종합 인 분석이 가

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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