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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eaf water content is one of important indicators that shows states of vegetation. It is
important to monitor vegetation water content using remote sensing for forest managemen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egree of water stress in Korean peninsula with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 to study the water content of vegetation canopy. We calculated the NDWI using SPOT/
VEGETATION S10 channel data over forest from 1999 to 2013. We calculated Simple Moving Average
(SMA) to remove temporal noises of NDWI in time series, and used standardized anomaly to investigate
temporal changes. We classified the NDWI anomalies into three scales (low, moderate, and high) in order
to monitor intuitively. We also investigated suitability of the NDWI as an evaluation criterion about water
stress of vegetation canopy by comparing and verifying forest fires damaged area over 150 ha.
Consequently, huge forest fire occurred 24 times during the study period. Also, negative anomalies
appeared in every forest fire location and their neighboring areas. In particular, we found huge forest fires
where NDWI anomalies were in ‘high’ scale.
Key Words : Water stress, NDWI, forest fire

요약 : 잎의 수분 함유량은 식물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써, 이를 원격탐사를 활용

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은 산림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식생 캐노피의 수분량을 연구하

는데 유용한 지수인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를 이용하여 한반도 산림의 water stress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SPOT/VEGETATION S10 채널자료를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하여 NDWI

를 산출하였고,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하여 단순이동평균, NDWI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

여standardized anomaly를 수행했으며, 직관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NDWI anomaly를 등급화 하였다. 또

한 피해면적 150 ha 이상의 대형 산불과 비교 검증을 통해, 산림 캐노피의 water stress 평가 인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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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와 해양의 온도 상승, 만년설과 빙하의 감소, 해

수면 상승, 온실가스 농도 상승 등 기후변화의 뚜렷한 징

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의

연간 평균 온도는 0.85 ℃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온도상

승 추세는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 전체적

으로 나타난다(Kim, 2014). 기상청(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1981-2010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

은 1.2 ℃ 상승하는 추세로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변화하

고 있으며, 급격한 변화는 산림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의 변화를 지속적으

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격탐사

기술은 단시간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주기적 조사가 가

능하며, 시공간적 변동성이 큰 지역에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한반도의 전체적인 산림 관리에 적합하다

(Yeom et al., 2008).

원격탐사를 활용하여 잎의 수분 함유량을 파악하는

것은 식물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로 이를

정량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산림관리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하다. 현재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산림지역에 대

한 연구는 주로 식생 캐노피의 활력 정도를 나타내는 식

생지수인Normalized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를 활용하였다(Yeom et al., 2008; NDMI, 2013; Kim and

Jang, 2013; Won et al., 2014). 식생지수에 관한 기존의 연

구들(Thomas et al., 2004; Dennison et al., 2005)에서NDVI

보다 식생의 수분량에 따른 분광 특성을 이용한

Normalized DifferenceWater Index (NDWI)가water stress

를 반영하는데 적합하다고 보고 된 바 있다. Horion et

al.(2005)은NDWI를 활용하여 벨기에의 2003년 여름 동

안의 건조 상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Gu et

al.(2007)은 NDVI, NDWI와 초원지대에서 발생하는 산

불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Lee et al.(2008)은

NDWI를이용한중국과몽골사막주변의식생수분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사막화의 경향 및 진행방향을 파악하

였고, Kim et al.(2013)은 내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NDWI

를 포함한 가뭄지수와 기온, 강수, 지면 알베도 등 종합

된 기후 및 지면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5년 동안

의NDWI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water stress를 파악하고

자한다. Standardized anomaly를사용하여지역적편차를

제거하여 각 지점에 대하여 시기에 따른 수분 정도를 파

악하였고, 보다 직관적인 시공간적 모니터링을 위해

NDWI anomaly를 등급화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산림

의 건조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불과의 비교를 통

해, NDWI anomaly의 적합성을 파악하였다.

2. 자 료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 지역인 32°49‘01“N~

42°29’11”N, 122°24‘35“E ~ 130°43’44”E이며, 시간적 범위

는 199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총 15년으로설정하

였다. 한반도는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를 포함하여 전체 산림의 약 40% 정도 침엽수림으로 이

루어져 있다. 침엽수림은 휘발성이 강한 정유물질(e.g.

송진)을 포함하고 있어 산불의 대형화가 다른 수종에 비

해 빈번하게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불 대형화의 가

능성이 높은 한반도 지역의water stress를 파악하기 위하

여 Satellite Pour l’Observation de la Terre / VEGETATION

(SPOT/VGT)의 S10 채널 자료Near Infrared (NIR), Short

Wavelength Infrared (SWIR)의 반사도를 사용하였다. S10

자료는 공간해상도 1 km2이며, 기하보정, 대기보정,

BRDF보정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10일 합성 자료이다.

그리고 비교 검증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불

데이터 중 대형 산불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 ha (1 km2)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을 지칭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VGT-S10의 공간해상도

가 1 km2인 것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피

해면적이 150 ha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산불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연구기간 중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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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WI의 적합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연구 기간 중 대형 산불은 총 24회 발생하였으며 모든 발생 지점 및

인접 지역에서 음의 anomaly가 나타났다. 특히 NDWI anomaly의 등급이 ‘high’일 경우 대형 산불이 빈번

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형 산불은 모두 봄철(3월~4월)에 발생하였고, 본 연구

에서는 매년 봄철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방 법

NDWI는 식생 캐노피의 수분 함량에 따른 분광특성

을 이용한 것으로, NIR영역의 반사도와 SWIR영역의

반사도 차이를 이용한 지수다. 이것은Gao(1996)이 제시

하였으며, 그 식은 (1)과 같다.

                        NDWI =                           (1)

ρNIR은NIR영역의 반사도, ρSWIR는 SWIR영역의 반사

도를 뜻한다. Gao(1996)는 SWIR영역에서 1240 nm대의

반사도를 제시하였으나, Chen et al. (2003)와 Haung et al.

(2009)에 의하면 1600 nm대의 반사도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식생이 포함된 수분량을 파악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GT-S10 자료의

B3(0.78 ~ 0.89 μm), MIR(1.58 ~ 1.75 μm)을 사용하였다.

위의 식에 의해 산출된 NDWI는 사용된 채널자료가

전처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계열에서 많은

noise가 발생하였다. 이는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얇은 구

름 및 구름 그림자들의 영향과 에어로졸 및 미세 입자들

의 영향, 그리고 강수 이후의 지표에 남아있는 수분의 영

향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1). 이것을 보정하기 위하

여 단순이동평균(simple moving average)을 실시하였다,

단순이동평균은 기간이 길수록 과거자료의 영향을 많

아 받아 평활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noise

detection을 위해 사용되는 이동평균의 범위를 3개의 10

일 자료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지점별로 시간에 따

른 식생의 수분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NDWI에 대

한 anomaly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산림

을 보다 직관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anomaly값에 따라

등급화를 수행하였다. Anomaly값이 -0.4 ~ -0.7은 ‘low’, -

0.7 ~ -1은 ‘moderate’, -1 이하는 ‘high’로 설정하였다.

4. 결 과

Table 1은 1999년부터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5년

동안 발생한 피해면적 150 ha이상인 대형 산불에 관한

결과다. 해당 표에 나와 있는 anomaly값은 산불 발생일

ρNIR
_ ρSWIR

ρNIR
_ ρSW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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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est fire occurrence from 1999 to 2013

No. 발생일 발생지점 피해면적(ha) Anomaly 등급

1 2000.03.25 강원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 288.87 -0.94321 Moderate

2 2000.04.05 강원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254 -2.16158 High

3 2000.04.07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13343 -0.89537 Moderate

4 2000.04.07 강원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1420 -1.99058 High

5 2000.04.07 강원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1296 -2.40739 High

6 2000.04.07 강원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1210 -1.83534 High

7 2000.04.07 경북 영천시 고경면 삼귀리 239 -1.08802 High

8 2000.04.12 강원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4053.4 -1.67080 High

9 2000.04.12 강원 동해시 삼화동 2243.9 -1.67940 High

10 2001.04.19 경북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186.6 -1.02946 High

11 2002.03.11 강원 고성군 수동면 내면리 150 -1.12223 High

12 2004.03.10 강원 속초시 노학동 180 -0.77368 Moderate

13 2004.03.16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430 -0.94429 Moderate

14 2005.04.04 강원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973 -1.24006 High

15 2005.04.04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184 -0.52109 Low

16 2005.04.27 경남 함양군 병곡면 송평리 229 -0.86809 Moderate



전, 10일 합성자료를 대상으로 산출한 값이다. 연구기간

중 대형 산불은 총 24회 발생하였으며, 모든 지점에서 음

의 anomaly가 나타났다. anomaly에 따른 등급은 ‘High’가

12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며, ‘Moderate’

는 5건, ‘Low’는 6건 발생하였다. 연도별로 2000년도에 9

건으로 대형 산불이 가장 자주 발생하였으며, 2001년 1

건, 2002년 1건, 2004년 2건, 2005년 5건, 2009년 1건, 2011

년 4건, 2013년 1건 발생하였다. 지역적으로 강원도에서

13건 발생하였고, 경북에서 7번 발생하는 등 주로, 동해

안과인접한지역에서다수발생하였다. Fig. 1은 anomaly

값과 피해면적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 anomaly값

이 낮아질수록 피해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특히 1000 ha이상의 피해면적이 발생한 곳에서

anomaly값이 강원도 삼척 지점을 제외하고 모두 -1 이하

의 값이 나타난다.

Fig. 2는 2000년 3월 21일~ 3월 31일NDWI anomaly에

등급화를 적용한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북한의

개마고원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음의

anomaly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연구기간

중 25%에 해당하는 6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다. 대

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 중 삼척에서 anomaly 등급은

‘Moderate’가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4곳에서 anomaly

등급이 ‘High’가 나타났다. 하지만 삼척 역시 발생지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접 픽셀에서 다른 산불 발생지점과

마찬가지로 ‘High’가 나타났다. Fig. 3은 동일기간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점에 대하여 anomaly의 변화를 나타낸

다. 각 그래프의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대형 산불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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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No. 발생일 발생지점 피해면적(ha) Anomaly 등급

17 2005.04.28 전북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150 -0.60736 Low

18 2005.04.28 강원 양양군 현남면 입암리 168.26 -0.57926 Low

19 2009.04.06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407 -0.05341 -

20 2011.03.30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186.7 -1.56357 High

21 2011.03.30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68 -0.69896 Low

22 2011.04.01 경북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186.3 -1.06257 High

23 2011.04.01 경북 영덕군 남정면 회리 175.5 -0.63970 Low

24 2013.03.09 울산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208 -0.64716 Low

Fig. 1. Anomaly and damaged area for forest fire. Fig. 2. From Mar. 21st to Mar. 31st in 2000, spatial distribution
for NDWI anomaly (SC: Samchuk, YC: Yungchun, GS1:
Gosung1, GS2: Gosung2, GN: Gangneung, WJ: Wonju).



생한 지역을 나타내며, 오른쪽 상단은 발생일자를 나타

낸다. 영천, 삼척을 제외한 4곳에서 모두 산불이 발생한

2000년도에 가장 낮은 anomaly가 나타났으며, 모두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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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ach graph represents anomalies of forest fire occurred in early April 2000 in regions including: (a) Wonju, (b) Gangneung (c)
Goseong1 (d) Goseong2 (e) Samcheok ,and (f) Yeongcheon.

Fig. 4. From Apr. 1st to Apr. 11th in 2001, spatial distribution
for NDWI anomaly is shown (UJ: Uljin).

Fig. 5. NDWI anomaly time series for forest fire occurrence
place in mid April, 2001.



하의 anomaly값이산출되었다. 하지만영천의경우 2010

년에 가장 낮은 anomaly값이 나타났다.

Fig. 4는 2001년 4월 1일 ~ 4월 10일 NDWI anomaly에

등급화를 적용한 한반도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이 시기에는 경북 울진에서 186.6 ha의 피해면적이

발생하였고 발생 지점의 등급은 ‘High’가 나타났다. 산

불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동해안 인집지역으로 길게

‘High’ 값이 분포하고 있으며, 실제 산불진행 방향 또한

동일하게 나타났다. 동일 지점에서 2010년과 2013년에

낮은 anomaly가 나타났지만 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

다(Fig. 5).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형 산불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

NDWI의 anomaly가 한반도water stress를 적절히 반영하

고 있는지 시공간적 분포를 통해 확인하였다. Anomaly

분석 결과, 산불이 발생하기 전, 발생 지점 및 인접한 지

역에서 모두 음의 anomaly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1000 ha

이상의 초대형 산불일 경우 -1 이하의 anomaly값이 나타

났다. 또한 연구 기간 중 대형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에 한반도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anomaly가 분포하

고 있었으며 특히 anomaly의 등급이 ‘High’일 경우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으로

한반도 산림의 수분량에 따른 산불의 위험 정도를 대략

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산림의 건강상태에 따

른 정책 수립 및 산불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연구기간이 15년으로 한반도

산림의 수분상태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등급을 3단계로단순하게표현하여정밀한분

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음의 anomaly가 강하게

발생하여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 나타났

으며, 음의 anomaly가 약하게 나타나는 곳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는 산불 발생 원인이 대부분 입산

자 실화에 의한 것이며 산불의 대형화가 산림의 수분량

뿐만 아니라 증발산, 상대습도 등 다양한 기상인자의 영

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NDWI가

산림 캐노피의 water stress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이며, 향후 연구에서 증발산, Gross Primary

Production (GPP, 일차총생산량) 등의 생태변수들과 함

께 평가를 필요로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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