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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상형 원격탐사장비인 ADC(Agricultural Digital Camera)를 통해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값을 산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조기감별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선충에 감염된 임목의 잎은 시들음 현상을 보이게 되고, 이것은 NDVI의 감소를 유발하므로,

정상목과 감염목은 시기에 따라 NDVI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시기에 따라 임목의

NDVI 값의 변화량을 보여주는 DI(Detection Index)를 고안하여 감염목의 판별에 사용하였다. 2007년 5월부터 8월까

지의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감염목과 정상목의 DI 값을 산출한 후, GLM(General Linear Models)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6~8월 DI 값이 가장 낮은 유의수준(0.0001)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6~8월 DI 값으로 감염목과 정상

목의 집단 간의 차이를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한 결과, DI 값을 통한 감염목과 정상목의 분류정확도(Hit Ratio)

는 71.9%였고, 잭나이프(Jack-knife) 추정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73.5%의 정확도를 얻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DI는 감

염목과 정상목을 판별하는데 유용한 지수라고 판단되고,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arly detection of Pine Wilt Disease (PWD)

using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from ADC (Agricultural Digital Camera) imageries. The

PWD induces the different patterns of reduction of NDVI between healthy trees and infected trees, due to the

withered leaves on the infected trees. Based on these phenomena, the DI showing the NDVI variations of trees

by time series was employed to detect the infected tree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of DI level between normal

and infected trees, DIs of trees from May to August in 2007 were calculated and these were analyzed with

GLM (General Linear Models) in SAS 9.2. As a result, the difference of DI between in June and August shows

the most significant level (0.0001). The discriminant analysis was performed between normal and infected trees,

using the DI of June and August. As the result, hit ratio of trees and the accuracy of grouping with Jack-knife

method were shown 71.9% and 73.5%, respectively.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DI is effective to detect the

trees infected by the PWD and it is useful to prevent the P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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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나무재선충병(Pine Wilt Disease)은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에 의해 전파되는 병으로, 우

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포르투칼 등지의 Pinus 속

소나무류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Tzean and Jan,

1985; Mamiya, 1988; Yi et al., 1989; Mota et al., 1999;

손민호 등, 2006).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소나무

와 곰솔은 감수성 계통으로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되면

100% 고사되고 있으며(Zhao et al., 2008), 감염된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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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완전 고사될 정도로, 매개 후 고

사단계 까지 진행이 빨라 재선충 감염목의 조기진단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동수 등, 2003; 손민호 등,

2006; 김유승 등, 2008). 실제로 재선충병 저지에 실패한

일본은 60년 만에 소나무와 해송이 멸종 위기에 처했으며

(Mamiya, 1988; Kishi, 1995) 대만은 일부 지역을 빼고는

소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Enda, 1997). 

우리나라의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

서 처음 발생한 이후(Yi et al., 1989), 남부지방을 중심으

로 확산되며 매년 피해면적이 증가하여왔다. 산림청 통계

에 따르면 2008년까지, 11개 시·도, 54개 시·군·구에서

발생되었고, 2000년부터 2009년 까지 누적 피해 면적은 거

의 5만에 이르며, 이는 대전광역시의 전체면적과 맞먹는

다. 또한, 제거된 감염목은 190만 그루에 달한다(산림청,

2009).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3년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 실현을 목표로, 2011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각 지방별로 예찰·방제단을 운영

하며 초소를 설치하는 등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

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산림청, 2011).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및 북방수염하늘소의 자력에 의한

매개이동과, 태풍 등 자연 재해와 다른 병해충과의 합병으

로 인한 확산, 감염목 무단반출 및 불법이용 등의 이유로

피해지역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산림청, 2005),

강력한 이동제한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발생이

가능한 산림병해충이다. 최근에는 항공방재 등의 방법으

로 전체적인 감염목 발생본수와 발생면적이 감소하는 추

세이지만(산림청, 2010), 발생지역은 광범위해지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다. 실제로 포항시는 2006년 이후 재선충병에 의한 피

해가 전무하였으나, 2011년 초에 감염목이 발견되어 현황

파악과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재선충의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는 감염된 개체목을 조기발견한 후 벌채 및

훈증 처리하는 방법이 유일한 실정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산림지역이 광범위하며 산림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관찰

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육안으로 감

염된 개체목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김

응남과 김대영, 2008; 김유승 등, 2008).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재선충에 의

해 소나무가 고사되는 과정 중에 잎이 시들며 변색되는

특성에 착안하여 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하여 재선충피해지

역의 측정과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준

범 등, 2003; 김유승 등, 2008). 재선충에 감염된 임목은

식생활력도가 감소하고, 이러한 현상은 분광스펙트럼상의

근적외선 영역에서 분광반사값의 감소를 수반하게 됨으

로,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 등의 분광반사값으로부터 산

정되는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소나무재선충을 비롯한 병

해충의 피해목을 추출할 수 있다(Kelly, 2002).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비산거리

는 자연 상태에서는 100 m 정도(산림청, 2005; 손민호 등,

2006)이기 때문에, 대단위의 피해지역 군이 형성되는 것

은 아니며, 따라서 기존의 식생분류에서 이용되어 오던

Landsat TM 영상이나 SPOT 영상 또는 NOAA 영상과 같

은 중·저해상도를 가지는 위성영상으로는 한계점이 있

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김준범 등(2003)은 1 m

급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IKONOS 영상을 이용하여 피

해지역을 추출하였다. 또한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의 경우

획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상형 원격탐사기술을 이용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김응남과 김대영, 2008; 김유승 등,

2008). 김응남과 김대영(2008)은 지상형 원격탐사 장비를

통해 산림의 분광반사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시

계열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밝혔으며, 김유승 등(2008)

은 정상목과 감염목 간에 식생활력도의 차이를 분석해 냈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형 원격탐사 장비를 통해 측정된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이용하

여 DI(Detection Index)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재선충감염

목의 조기발견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와 재료

본 연구는 재선충에 감염됨 소나무의 식생지수 변화를

통해 감염목을 조기에 선별하기 위하여, 재선충 피해 가

능성이 높은 기존의 재선충 감염지역인 경상남도 진주시

와 사천시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Figure 1). 대상지

는 크게 3지역으로 소나무 단순림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

며, A와 B지역에서는 각각 세 장소를, C지역에서는 한 장

소를 선정하였다(Table 1). A지역은 진주시 금산면 지역

이고, B지역은 사천시 축동면 지역이며, C지역은 사천시

남양동 지역이다. 

현지조사는 2007년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에 걸쳐 총 7회 실시하였고, 분광반사 값의 교란을 방

지하기 위하여 남사면을 대상으로, 삼각대를 설치 후 일

반 디지털 카메라와 ADC(Agricultural Digital Camera)를

이용하여 피해 지역을 촬영하였다. 

측정장비로 가시광선 파장대역 빛 근적외선대역을 감

지하는 CMOS 센서를 장착한 지상형 원격탐사 장비인

ADC를 이용하였다. ADC의 센서는 근적외선(Near Infrared:

NIR), 적색(Red), 녹색(Green)의 3개 밴드로 이루어져 있

으며, 파장대는 500~1,050 nm를 감지한다. 카메라의 해

상도는 약 130만 화소이고 최대 해상도는 1280×980이다

(김유승 등, 2008). 촬영된 영상은 ENVI v4.7 Software(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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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Information Solutions, In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통계분석은 PC SAS

Program Version 9.2를 이용하였다.

2. 분석 방법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의 주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평년 기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로, 5월 중순에

우화하기 시작해서 6월 중순에 50% 정도가 우화하고, 7

월 중순쯤 우화를 마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동수 등,

2003). 또한, 국내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에 의한 피해는

6월에서 12월 사이에 전체 피해율 중 76.7%가 발생하였

다고 보고되었다(문일성 등, 2007). 그리고 11월은 솔수염

하늘소의 활동이 중지되는 시기로, 재선충의 추가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김응남과 김대영, 2008). 따라서 각각

의 촬영대상지에서 11월 현지조사를 통해 재선충의 피해

를 입은 감염목과 재선충의 피해를 입지 않은 정상목을

선별한 후, 선별된 임목을 각 시기에 촬영한 영상에서 구

분하여 정규식생지수(NDVI)를 산출하였다. 각 시기별로

얻어진 NDVI 값을 CI를 통해 보정하고, 보정된 NDVI 값

을 통해 DI를 산출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1) NDVI

일반적으로 왕성하게 생장하는 녹색식물은 근적외선

(0.7~1.15 µm) 입사량의 40~50%를 반사하고, 식물체내의

엽록소는 가시광선(0.4~0.7 µm)의 80~90%를 흡수하나,

활력을 잃고 마르면 근적외선 파장대역의 반사는 현저하

게 저하함과 동시에 가시광선 대역 0.85 µm 부근의 적색

광선 파장대의 반사는 높아진다. 말라버린 식물이 붉은색

으로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황의진 등, 2005;

최승필 등, 2006). 이러한 식생의 분광반사 특징을 이용하

여 Rouse 등(1973)은 식생의 활력을 수치화한 정규식생지

수(NDVI)를 고안하였다. NDVI는 녹색의 엽량과 엽록소

함량의 변화에 민감하며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Jensen, 2000).

(1)

식 (1)에서 계산된 식생지수는 최대 1, 최소 -1의 범위

내에 분포하며, 활력도가 높은 식생일수록 1에 가까운 값

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ADC를 통해 촬영된 영상에서

대상 임목의 수관부를 통해 NDVI를 산출하였다. 

NDVI
NIR RED–

NIR RED+
---------------------------=

Figure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Table 1. Description of study area.

Study
area

No. Elevation Slope
Sample 
Number

Latitude Longitude

A

A-1 71 2.4 10 35.195 128.169

A-2 75 3.3 10 35.194 128.170

A-3 117 18,9 9 35.199 128.172

B

B-1 21 5.1 4 35.115 128.081

B-2 20 5.6 10 35.118 128.076

B-3 21 3.1 10 35.116 128.078

C C-1 97 16.3 11 34.968 12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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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조정지수 (Calibration Index: CI)

ADC를 통해 획득된 영상들은 일반적으로 촬영당시의 상

황과 조건에 따라 노출(Exposure)오차와 조화(Balance)오차

가 발생한다. 이 두 가지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김유승 등

(2008)이 제시하였던 영상조정지수(Calibration Index, CI)를

사용하였다. ADC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사진을 찍는 순간

의 광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노출오차와 빛의 파장별 분

포량이 달라져 각각의 밴드별로 노출의 차이가 발생하는

조화오차가 발생하는데 이 두 가지 오차 중, 노출오차는 승

법적 오차이기 때문에 식생지수 자체로 보정이 가능하

지만, 조화오차는 식생지수 자체로는 보정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NIR와 Red Band간에 따로 보정이 필요하다. 김유

승 등(2008)은 일반적인 사진 촬영 시 노출 정도를 결정하

기 위해 사용하는 18% 회색보정판(18% Gray Card)을 이용

하여 Band간 보정을 실시하였다. 18% 회색보정판은 입사

광의 18%를 반사하는 무채색(회색)으로 이루어진 판으로

무채색은 적색, 녹색, 청색 밴드가 동일한 값을 갖기 때문

에 18% 회색보정판의 반사값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법으

로 가시광의 영상보정이 가능하다(조윤철, 2008).

ADC로 촬영한 영상은 시기에 따라 각 밴드 파장의 분

포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18% 회색보정판의 반사값을

통해 식 (2)와 같이 CI를 계산하여 정규식생지수(NDVI)

를 보정하였다.

(2)

Table 2는 현지조사 시기와 장소에 따른 CI 값이다. CI

를 적용하여 NDVI 값을 보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3)

NDVI
cal
는 각 촬영 시기와 장소의 CI를 통해 보정된

NDVI 값을 나타낸다. 

3) 탐지 지수(Detection Index: DI)

ADC에서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산정한 정규식생지수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한 탐지 지수(Detection Index: DI)를

고려해 보았다. NDVI 값은 촬영 대상지의 지형, 경사, 표

고, 향 등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성춘자와 정종

철, 2003; 김영표, 2008), 감염목과 정상목의 판별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DI는 전월

대비 당월의 NDVI
cal

 값의 변화량으로 정의되며 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4)

α: Later month, β: Former month 

DI는 NDVI
cal
로부터 산출되고, 양의 값을 가지면

NDVI
cal

 값이 전월에 비해 감소한 것이고, 반대로 음의 값

을 가지면 NDVI
cal

 값이 전월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DI가

특정 임계값 이상의 수치를 보이면 식생의 활력이 급격히

감소된 것이므로, 수목의 생리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4) 최적 탐지기간 설정

본 연구에서는 개체목의 NDVI
cal 
값의 변화를 통해 감염

목을 조기 감별하여 추가 감염에 의한 피해를 저지하는 것

이 목적임으로, 재선충의 감염가능성이 높지만 본격적인

피해가 나타나기 전인 5월부터 8월까지 각 조사목의 DI 값

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DI는 전월대비 NDVI
cal 
값의 변화

량으로 정의되었으므로, 5~6월, 6~7월, 7~8월, 5~7월, 6~8

월, 5~8월, 이렇게 총 6시기의 DI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감염목 집단의 DI 값과 정상목 집단의 DI 값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시점이 DI를 통해 재선충의 감염여부를 판

단하기에 최적의 시기임으로 이 시기를 찾아내기 위해 6시

기의 DI 값을 가지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감염목

과 정상목의 표본수가 26과 38로, 두 집단의 표본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불균형자료(Unbalanced Data) 형태를 가지

기 때문에, 분산분석의 하나인 GLM(General Linear

Models)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병선과 이성백,

2003).

5) 감염목 판별

Fisher(1936)에 의해 개발된 판별분석은 집단간의 차이

CI
Average  value  of  NIR  Band

Average  value  of  Other  Band
---------------------------------------------------------------------------------=

NDVI
cal

NIR

CI
---------- RED–

NIR

CI
---------- RED+

----------------------------=

DIα β–

NDVI
calα

NDVI
calβ

–

NDVI
calα

--------------------------------------------------- 100×=

Table 2. CI obtained from ADC photograph.

대상지 번호
Calibration Index

May Jun Jul Aug Sep Oct Nov

A

A-1 0.953 1.105 0.977 1.004 1.028 0.952 0.984 

A-2 1.029 0.992 1.005 1.200 1.108 0.915 1.031 

A-3 0.995 1.058 0.961 1.074 0.944 1.072 0.992 

B

B-1 0.957 0.992 1.027 1.009 1.057 0.877 0.971 

B-2 0.962 0.993 1.024 1.027 1.055 0.874 0.966 

B-3 0.980 1.022 1.009 0.904 0.832 0.710 0.755 

C C-1 0.967 1.017 1.135 1.045 1.102 1.015 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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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변수(독립변수)를 통

하여 이들의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으로 집단 구분

함수식(판별식)을 도출하고, 각 대상들이 속하는 집단을

예측하고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다. GLM분석을 통해 감

염목과 정상목의 차이가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시기의 DI

값을 통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DI 값이 감염목과 정상

목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판별분석의 두 가지 주요 가정은 각각의 모집단이 다변

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ity)를 이룬다는 것과, 각

각의 모집단의 공분산 행렬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Kolmogorov-Smirnov 값을 통해 모집단의 정

규분포를 검증하고 Levens's test와 Brown and Forsythe's

Test의 결과로 공분산 행렬의 동일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

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Figure 2와 같다. 

결과 및 고찰

1. NDVI값 변화분석

5월부터 11월 사이에 감염목과 정상목의 NDVI
cal

 값의

변화량을 상자그림(Box plots)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3). 상자그림에서 상자의 Lower limit과 Upper

limit는 각 자료의 25번째 백분위값(percentile)과 75번째

백분위값을 의미한다. 또한 상자와 연결된 선을 Whisper

이라고 하며, 각각 90번째 백분위값과 10번째 백분위값을

의미하며, 상자 안의 실선은 중앙값(Median)을 나타낸다. 

먼저 정상목의 NDVI
cal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계절의 흐

름에 따른 식생활력도의 변화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이전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NDVI 값의

시계열적인 분석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식생의

NDVI 값은 일반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상

승해서, 8월에 년 중 최대값을 갖고, 9월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이규성, 1994; 신수현 등, 2004; 김광섭과

김종필, 2010). Figure 3의 (a)를 보면 ADC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월평균 NDVI
cal

 값도 위성영상을 통해 얻어진

NDVI 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ADC를 통해 얻어진 NDVI
cal

 값은 계절별 식생의 활

력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Figure 3의 a와 b를 비교해보면, 5월과 6월에는 감염목

과 정상목 간의 식생활력도 값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

만, 정상목의 NDVI
cal

 값은 6월 이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

다가 11월에 조금 감소하는 반면, 감염목의 NDVI
cal

 값은

Figure 2. Methodology for feasibility test from ADC photograph.

Figure 3. NDVI
cal

 from May to November (a) Normal trees, (b) PWD-trees.

Table 3. Variation of NDVIcal from May to November Normal trees and PWD-trees.

Variables
 NDVI

cal

May Jun Jul Aug Sep Oct Nov

Normal Tree(a) 0.645 0.644 0.637 0.664 0.657 0.656 0.622 

PWD Tree(b) 0.620 0.666 0.620 0.627 0.605 0.573 0.523 

(a)-(b) 0.025 -0.022 0.017 0.037 0.052 0.083 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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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Table 3을 통

해 NDVI
cal

 값의 수치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재선충 감염

이 시작되는 5월부터 7월까지는 감염목과 정상목 간의

NDVI
cal

 평균값의 차이가 0.03 이내로 미미한 차이를 보이

지만,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진행되는 7월 이후에는 임목

의 피해가 진행될수록 NDVI
cal

 값의 차이가 커지면서 11

월에는 약 0.1 정도의 NDVI
cal

 값의 차이를 보인다. 위의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 재선충 감염이 주로 여름에 이루

어지고, 감염에 의한 증상이 가을에 나타는 전형적인 피

해현상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김동수 등, 2003;

문일성 등, 2007), 김응남과 김대영(2008), 김유승 등(2008)

이 근적외선카메라를 이용하여 재선충 감염목을 연구했

던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상자

료는 식생의 활력과 감염목의 피해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2. 판별분석을 위한 최적시기 분석

Table 4는 5월부터 8월까지 얻어진 각 DI 값에 대한

GLM분석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감염목과 정상목의

5~6월, 6~8월의 DI 값이 유의수준 0.0004과 0.0001에서

각 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6~8월 DI 값이 더 높은 F value를 가지므로 감염목

과 정상목의 집단의 구분(혹은 분별)은 6~8월 DI 값을 통

해 판별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6~8

월 DI의 Levens's test와 Brown and Forsythe's Test의 값

이 0.1177과 0.0883으로, 0.05 유의수준에서 분산이 동일

하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두 집단이 동일분산임

을 알 수 있다.

3. DI 값의 변화분석

Figure 4는 6월와 8월의 NDVI
cal

 값으로부터 도출된 DI

값의 분포를 나타낸다. Figure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

상목의 DI 값은 주로 음의 값을, 감염목의 DI 값은 주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정

상목의 NDVI
cal

 값은 6월에 비해 8월에 높아졌고, 감염목

은 6월에 비해 8월에 낮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Table 5는 정상목과 고사목의 6~8월 DI의 기술통계 값

을 보여준다. Table 5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상목의 분산

보다 감염목의 분산이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염목과 정상목 집단의 Kolmogorov-Smirnov 값이

p>0.05를 만족함으로, 0.05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의 자료

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DI 값의 판별분석

6~8월 DI 자료가 각각 정규분포를 이루고 공분산 행렬

이 같으므로 판별분석시에 합동공분산 행렬을 사용하였

다. Fisher(1936)의 판별식에서 각 집단별 z 값과 합동공분

산에 의해 계산되는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Table 4. Results of GLM analysis from May to August. 

DI
Sample
Number

Levens's 
test

Brown and 
Forsythe's 

Test
F value Pr > F

May~Jun 64 0.8444 0.7032 13.96 0.0004

Jun~Jul 64 0.2648 0.4651 5.08 0.0278

Jul~Agu 64 0.2228 0.2704 0.01 0.9233

May~Jul 64 0.3474 0.5158 0.19 0.6647

Jun~Agu 64 0.1177 0.0883 23.36 <.0001

May~Agu 64 0.0989 0.0493 1.14 0.2895

Figure 4. (a) Distribution of DI between June and August, (b) Result of conversion to normal distribution.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DI on normal trees and PWD-trees from Jun~August. 

Variables N Mean Min Max Standard Deviation Value of Kolmogorov-Smirnov

Normal Tree 38 -3.65 -20.89 7.75 6.518 0.12(p>0.05)

PWD Tree 26 5.35 -8.40 18.84 8.370 0.14(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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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는 1.51이며, F값은 23.36이다. 이에 대한 유의도

는 0.0001보다 작으므로 0.0001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 간

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위의 GLM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이때 유도된 피셔의 판별식(Fisher

Discriminant Function, 식 (5)과 판별점수(Cutting Score,

식 (6)는 다음과 같다.

(5)

(6)

각 임목의 DI 값을 판별식(식 5)에 대입한 후, 계산된 결

과를 판별점수(M)과 비교하여, Y
γ
이 M보다 작으면 정상

목으로 분류되고, M보다 크면 감염목으로 분류된다. 위의

판별식을 각 임목에 적용한 분류 결과를 Table 6에 정리

하였다. 

결과를 보면 정상목은 총 38그루 중 4그루가 오분류 되

었으며, 감염목은 26그루 중 14그루가 오분류 되었고, 종

합적인 분류 정확도는 71.9%이다. 다음으로 잭나이프(jack

knife) 방법에 의해 검정표본을 늘려서 현재의 판별식이

어느 정도 유의한지 검정했다. 이 경우 오차율추정치(Error

Count Estimate) 분산이 커지는데, 이 분산을 줄이기 위해

오차율추정치 스무딩(Smoothing)방법을 사용하였다.

Table 7을 보면 정상목은 약 8.6%, 감염목은 약 52.7%

가 현재 판별식에 의해 오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

인 오분류율은 26.5%정도 이다.

결 론

기존의 연구들을(김유승 등, 2008; 김응남과 김대형,

2008) 통해 휴대용 근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재선충

감염목을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재선충 감염으로

인한 본격적인 피해가 진행되는 9월 이전에 감염목의 조

기감별에 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체목

의 NDVI
cal
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DI(Detection Index)

를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DI 값을 통해 감염목과 정상목

을 구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6월과 8월 사이이며, 이

시기의 NDVI
cal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값

을 통해 산출된 DI 값으로 유도된 피셔의 판별식 결과는

종합적으로 71.9%의 분류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잭나이

프 방법에 의해 검정표본을 늘렸을 때의 정확도는 73.5%

를 나타냈다. 분류항목별 정확도를 보면 상대적으로 정상

목에 비해 감염목의 분류정확도가 낮은데, 이는 재선충 감

염이 8월 이후에 이루어진 임목의 경우 6~8월 사이에 식

생의 활력도가 감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시기의 DI 값

이 정상목에 가깝게 산출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

구에서는 11월 현장조사를 통해 감염목과 정상목을 구분

하고, 감염 시기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으므로, 재선충

감염에 의한 증상이 8월 이후에 나타난 임목의 경우 감염

목의 에러 비율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감

염목의 감염 시기에 대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더 높은 분

류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상형 원격탐사 장비의 경우, 휴

대가 간편하고 촬영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비전문가에 의

해 쉽게 활용이 가능하며, 피해지역 및 피해 예상지역의

감시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 시, 인적 자원 및 예산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입한 DI는 재선충 감염에 따른 임목의 생리적

인 피해 현상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6~8월 DI 값

을 통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분류정확도가 70% 이

상으로써, 감염목과 정상목을 조기에 감별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수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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