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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주목, 느티나무 그리고 단풍나무의 입면 NDVI 비교 분석

- 강원대학교 내 조경수목식재종을 대상으로 -

길 승 호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Analysis of Elevation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for Taxus cuspidata, Pinus densiflora, Zelkova serrata

and Acer palmatum

- Focused on landscaping trees 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Kil, Sung-Ho

Department of Ecological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by using a Nikon Coolpix S800c camera equipped with a NIR filter to

measure the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It was used for the measurement of the

three trees of Pinus densiflora, Taxus cuspidata, Zelkova serrata and Acer palmatum 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NDVI value of the surface of the building was compared and analyzed.

The average value of NDVI in August and September was high in all species. The NDVI distribution

of Taxus cuspidata was higher than the other trees. The NDVI distribution of Pinus densiflora and

Taxus cuspidata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seasonal differences, but The NDVI distribution of

Zelkova serrata and Acer palmatum were relatively low in May and June, which are leafless periods.

Previous studies related to NDVI value were generally analyzed using satellite imagery. However,

it was scarce related to study the NDVI value of each tree or study the changing process of NDVI

by time series. Previous studies have used NDVI values on the ground but this study used NDVI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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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ground section.

Future studies will be necessary to measure the NDVI value at different times for various species

and also to make efforts to generalize the measurement method. In addition, research related to various

field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NDVI and carbon stocks and the relationship with LAI needs

to be conducted.

Key Words：Vegetation Index, Ecological engineering, Photo analysis

I. 서 론

파리기후변화협약(2015. 12.) 이후 기후변화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식물은 기후

변화 영향 감축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주요한 에너지

원으로서 이용 가능하다(Shin and Kwon, 2014).

식물은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광합성 능력과 에너지 흡수량과 연관된

지표로 많은 식생지수(Vegetation Index)를 활용

하고 있다. SR(Simple Ratio), NDVI(Nor-

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EVI (En-

hanced Vegetation Index), GARI(Green Atmo-

spherically Resistant Vegetation Index), WDRVI

(Wide-Dynamic Range Vegetation Index), MTCI

(MERIS Terrestrial Chlorophyll Index) 등이 그것

이다(Jordan, 1969; Rouse et al., 1974; Huete et

al., 1996; Gitelson et al., 1996; Gitelson, 2004;

Dash and Curran, 2004; Vina et al., 2011). 이러한

지표들은 광합성 과정에 의해 흡수되는 가시광

선(특히 적색광)과 반사되는 근적외선의 비율을

토대로 연구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생지수로 위성영

상을 활용한 NDVI가 대표적이다. 국내 NDVI

연구는 토지이용 또는 토지피복 패턴 확인, 임

상구분, 병해충에 의한 삼림의 피해 확인, NDVI

를 이용한 순일차생산량 추정방법의 제안, 식생

지수와 미세먼지 발생량의 상관분석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Park and Jung, 1999; Lee

et al., 2003; Kim and Jeong, 2002; Yeom et al.,

2008; Shin and Beak, 2008; Kwon et al., 2012;

Lee et al., 2013).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위성영상을 기반을 둔 것으로 여러 한계점을 가

지고 식생 지수를 파악하고 있다. 위성영상 연

구의 한계는 구름이나 적설로 인한 간섭, 같은

지역을 촬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적 한계, 해상도

의 한계 등을 가지고 있다(Anderson and Gaston,

2013). 저해상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목 개체

별 식생 지수를 파악하기 힘들며, 비록 고해상

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도 해당 데이터를 획

득하기 위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반복적인 데이

터 수집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구름 간섭으로

인하여 특정 시기에 자료 획득이 어렵고 특정

시간에 촬영되는 위성영상의 특성으로 특정 시

기의 반복적 촬영에 제약이 많다.

한편, 지상에서 NDVI 연구를 진행한 연구들

도 있었다. 국내 연구로 Lee et al. (2015)은 고정

식 수동형 지상 광학 센서인 SRS(Spectral Re-

flectance Sensor)센서를 활용하여 배추를 비롯

한 농작물의 식생지수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국외 연구로 Huemmrich et al. (1999)은 아한대

숲에 고정형 분광반사계를 설치하여 식생지수

를 모니터링하고 위성 및 항공영상에서 산정한

식생지수와 비교하였으며, Valentine Lebourgeo-

is et al (2008)은 미국에서 사탕수수를 대상으로

보통의 RGB카메라와 개조된 Red-Edge 및 NIR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탕수수의 식생지수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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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동안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농작물 생육과

위성영상 자료의 보정을 위한 수단으로 지상

NDVI 연구들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평면적인 공간해상

도 분석에 초점이 되어 있고 인공위성 자료의

보정 수단으로 지상 광학센서를 활용하여 평면

공간해상도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

상 NDVI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수목의 형태는

원형, 난형, 원주형, 원추형, 능수형, 수평형, 불

규칙형, 배상형 등 다양하기(Choi, 2016) 때문에

평면으로 확인된 NDVI는 입면이 다양한 수목

형태의 NDVI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같은 나무에서도 어떤 잎에서는 식생 지수가 높

을 수 있으며 어떤 잎에서는 식생 지수가 낮을

수 있다.이는 같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잎의 생

육 상태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

면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미세한 생육상태를 확

인하기 위한 측정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상도

가 높지 않기 때문에 미세한 잎의 생육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카메라 센서 기술의 발달

로 인하여 식생 분석을 위한 근적외선 사진 분

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선 연구(Huemmrich et

al., 1999)에서 인공위성 자료를 보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광반사계가 활용되었다. 이는 식물

의 클로로필 색소 분광반사율 범위와 식물 세포

구조에 따른 분광반사율을 확인하여 인공위성

자료와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다. 한편, Choi et

al. (2005)는 분광반사계(Spectroscopic Reflecto-

meter)와 근적외선 디지털 카메라의 두 장치가

99% 이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

는데 근적외선 디지털 카메라와 분광반사계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근적외선 디지털 카메라의 활용을 통

해 NDVI가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적외선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하여 평면 공간해상도에서 확인이 불가능

입면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경수종의 입면 NDVI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

였다.

II. 연구 범위 및 방법

1.연구 범위 및 방법

입면 NDVI 연구에 사용된 수종은 활엽수는

느티나무 3개, 단풍나무 3개를 침엽수는 소나무

3개, 주목 3개를 선정하였다. 각 수종을 3개씩

선정한 이유는 같은 수종의 경우 비슷한 NDVI

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최소 3개체를 평균

하여 그 분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시간적 범위는 2016년 7월 10일부터 2017년

5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 촬영하였다. 촬영하

는 시간은 NDVI 측정 시 하루 중 14:00시를 기

준으로 2시간 전후로 평균값에 큰 차이가 없다

(Lee, 201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4:00시에 촬

영하였다. 촬영날짜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이중 느티나무는 잎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설정하였다.

Year Date

2016
Jul. 10, Jul. 24, Aug. 7, Aug. 28,

Sep. 8, Sep. 25, Oct. 17, Oct 30

2017 May 7, May 21, Jun. 4, Jun 18

Table 1. Photos date

Figure 1. Nikon Coolpix S800c camera with NIR Filter

본 연구에 사용된 카메라는 NIR Filter를 장

착한 Nikon Coolpix S800c 카메라를 이용하였

다. 여기서 Nikon Coolpix S800c 카메라와 NIR

Filter는 근적외선영역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여

식생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Figure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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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hoto Species Height Width No. Photo. Species Height Width

① Acer
palmatum 6.2m 6.4m ⑦ Pinus

densiflora 6.6m 5.2m

② Acer
palmatum 4.4m 4.5m ⑧ Pinus

densiflora 6.1m 5.7m

③ Acer
palmatum 5.4m 6.6m ⑨ Pinus

densiflora 2.8m 3.6m

④ Zelkova
serrata 5.5m 3.6m ⑩ Taxus

cuspidata 2.5m 2.8m

⑤ Zelkova
serrata 7.6m 6.5m ⑪ Taxus

cuspidata 2.7m 2.6m

⑥ Zelkova
serrata 9.4m 7.3m ⑫ Taxus

cuspidata 3.3m 3.5m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for species

Figure 2. Study site and tree location for taking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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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riginal pine tree photo (left) and converted pine tree photo (right)

느티나무 3개와 소나무 3개가 위치한 곳은 강

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약학대학, 동물생

명과학대학에 식재된 가로수 또는 조경수로 선

정하였다(Figure 2, Table 2 참조).

사진 촬영은 해당 수목의 근원으로부터 정확

히 10m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Figure 3 참조)하

였으며 또한 모두 남향에서 수목을 바라보는 방

향으로 촬영 하였다. 촬영된 사진은 144장이며

모두 Adobe Photoshop CS6 Tool을 사용하여 수

목의 잎을 제외한 가지와 주변 환경에 찍힌 부

분은 제거하였다. Photoshop으로 배경, 줄기, 가

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통해 정교한 작

업을 진행하였다.

수목의 잎만을 남겨둔 72장의 느티나무와 소

나무 사진은 MATLA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

다. MATLAB에 사용된 코드는 촬영 당시 수목

의 반사광에서 가시광선의 녹색과 적색의 2가

지 파장대 중 적색의 밴드(Red)의 분광반사도

와, 근적외밴드(NIR)의 분광반사도를 이용한 코

드이다. 작성된 MATLAB 코드는 정규화식생지

수(NDVI)의 수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코드이며

0에서 255까지 값이 나타나도록 설정하였다. 정

규화식생지수의 계산결과는 그 값이 클수록 식

물의 활력도가 큰 것임을 나타낸다. 결과값은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였다.

결과의 해석은 IBM SPSS 21.0 Statistics Tool을

이용하였다.

III.결과 및 고찰

1.NDVI 시기별 평균값 비교

평균값 비교를 보면, 주목의 시기별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는 시기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느티나무와 단풍

나무는 7월부터 9월까지는 높았으나 10월, 5월

6월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느티나무와 단풍나무가 가을 잎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잎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식생활력

도(NDVI)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주목의

NDVI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소나무, 단

풍나무, 느티나무보다 지엽이 치밀하여 햇빛에

의해 산란된 Near-IR과 Red 광선의 측정값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

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는 측정시점에 따라 햇

빛 산란으로 인한 측정값 오차가 다소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NDVI 값을 얻은 것으로 해석

된다.

9월달 평균값은 소나무를 제외하고 대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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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Pinus densiflora, TC: Taxus cuspidata, ZS: Zelkova serrata, AP: Acer palmatum

Figure 4. Box plot of NDVI mean value and date for each tree

로 제일 높았으며, 10월달부터 감소하고 잎이 자

라나는 5월부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

만, 침엽수인 소나무와 주목은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느티나무와 단풍나무는

잎의 활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9월달 NDVI

평균값이 큰 이유는 잎의 활력이 최고로 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Jo et al.(2013)은 도시 상록 조

경수의 탄소저장 및 흡수 측정을 위해 수목의

굴취를 8월말에서 9월에 실시하는데 낙엽 전 식

생의 활력이 높은 시기에 측정하였다. 이는 Jin

et al.(2017)의 Remote sensing을 활용한 시기별

NDVI 측정값에서도 8월에서 9월사이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월과 9월 사이의 입

면 NDVI의 평균값도 다른 시기에 비해 제일 높

은 것으로 관측된 것으로 볼 때 선행 연구와 비

슷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별 전체 수종의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

Levene의 F 검정 결과 통계량 0.148이며 유의확

률이 0.980으로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ANOVA test에서 F 검정값은 0.870이

며, 유의확률이 0.506으로 시기별 NDVI의 평균

값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시기

별 조사된 전체 수종의 평균값은 큰 차이가 없

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3, Table 4 참조).

Mean

Levene statistic df1 df2 Sig.

5.755 3 68 .001

Table 3.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s

Class. SS df MS F P-value

Between
groups

4177.167 3 1392.389 16.600 .000

Within
groups

5703.789 68 83.879

Total 9880.955 71

Table 4. AN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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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Pinus densiflora, TC: Taxus cuspidata, ZC: Zelkova serrata, AP: Acer palmatum

Figure 4. Box plot of NDVI mean value for each tree

2.수종별 NDVI 평균값 비교

시기에 관계없이 수종별 NDVI 평균값은 소

나무(213.62), 주목(229.95), 느티나무(213.06),

단풍나무(212.18)로 나타났다. 주목이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단풍나무가 평균값이 가장 낮았

다. 하지만,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의 평균

값 차이는 크지 않았다.

Sin et al.(2010)의 연구에서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영상을

활용한 NDVI 값을 추출한 결과 침엽수에 비해

활엽수 NDVI 평균값이 높았으며, Jin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Landsat 영상과 MODIS 영

상을 활용한 NDVI 값은 침엽수에 비해 활엽수

NDVI 평균값이 낮았다. 이렇듯 위성영상을 활

용한 NDVI 값은 영상 분류 작업, 취득시기, 분

석 방법 등에 의해 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침엽수와 활엽수 구분을 통한 NDVI 값의 비교

는 좀 더 고려되어야할 대상이다. Yang and Kim

(1999)의 연구결과에서 근적외선 디지털 카메라

를 활용한 떡갈나무와 삼나무의 NDVI 값은 삼

나무의 NDVI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위 연구는 특정 시점에 찍은 영상을 분석한

것으로 시기별로 각 수종을 3개씩 찍어 평균을

낸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수종별 NDVI의 평균값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 Levene의 F 검정 결과 통계량 5.755이

며 유의확률이 0.001으로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NOVA test에서 F 검정값은

16.600이며, 유의확률이 p < 0.01으로수종별 NDVI

의 평균값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NIR Filter를 장착한 Nikon Coolpix

S800c 카메라를 이용하여 강원대학교(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교내의 소나무 3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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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느티나무 3주, 단풍나무 3주를 선정하여 겨

울철을 제외한 수목의 입면 NDVI 값을 비교 분

석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8월과 9월의 NDVI의 평균값이 모

든 수종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목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단풍나무가 가장 낮은 수

치를 보였다. 소나무와 주목은 계절별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느티나무와 단풍나무의

NDVI 평균값은 7월부터 10월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잎이 적은 시기인 5월과 6월에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측정시기에 따라 햇빛에 의한 산

란으로 측정값의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적외선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차후 연구에서는 햇빛으로 인한 센서 측

정값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특정 범위의 광도를

찾고 주변 지형 및 지물로부터 독립된 장소를

찾아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NDVI와 관련된 연구는 일반적으로 위성영상

을 활용한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수목 하나하

나의 NDVI 값을 연구하거나 시기별로 NDVI의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많지 않다. 기존 연

구들이 평면적인 NDVI 값을 활용한 것이 많았

다면 본 연구는 입면 NDVI 값을 활용한 점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지상에서 실시하는

NDVI 연구에 있어서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

될 수 있으며 UAV(Unmanned Aerial Vehicle)을

활용한 NDVI 공간영상과 더불어 상호보완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진을 찍은 후 Photoshop

으로 배경, 줄기, 가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

으로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에 그 과정에서 잎의 일부분을 제거하였을 수도

있으며 제거해야할 대상인 배경, 가지, 줄기 중

일부분이 남겨두었을 수도 있다. 발생가능한 데

이터 오차를 막기 위한 방법이 고안될 필요가

있으며, 수목의 입면을 촬영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량

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한 작업 과정의 수정 및

보완이 앞으로 남겨진 연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에서 각 사진당 최소값과 최

대값을 구하여 확인하였지만 거의 대부분 0.15

이하의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다양한 수종에 대한 시기별 NDVI 측

정이 필요하며 측정방법도 일반화하기 위한 노

력도 필요하다. 특히, 위성영상 데이터를 활용

한 평면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NDVI 값과

현재 측정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차이점 분석

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NDVI와 탄소

저장량과의 관계 LAI(Leaf Area Index)와의 관

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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