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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나무재선충병(PWN) 피해지의 선단지에 대해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예찰 

및 방제사업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단지를 중심으로 2016년 2월 15일부터 약 2주간 6개 구역 총 2,284 ha의 

면적에 대해 무인항공 촬영을 실시하여 GSD (Ground Sample Distance) 12 cm의 고품질 정사영상 6매를 제작하였다. 정

사영상을 바탕으로 1차 피해 의심목 분류를 실시한 결과 총 423본이 분류되었다. 그러나 촬영시기의 계절적 특성, 임상의 

다양성 등의 문제로 인해 적중률이 낮아짐에 따라 1차 분류 결과와 스냅사진, 비행정보 등을 활용하여 2차 재분류를 실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 의심목 423본 중 231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231본에 대해 대상지별 주제도를 제작하고 GNSS 

등을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23본의 피해 의심목을 추출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추출된 23본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기관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23본 모두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

충병 피해목의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활엽수림 14본, 침엽수림 4본, 소나무림 3본, 리기다소나무림 2본 등 다양한 임상

에서 피해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항공촬영에서부터 현장조사까지의 과정에 대해 효율성 분

석을 실시한 결과 2.3인의 인력으로 6일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preliminary survey and management support for Pine Wood Nematode (PWN) 
suppression. We took areal photographs of 6 areas for a total of 2,284 ha during 2 weeks period from 15/02/2016, 
and produced 6 ortho-images with a high resolution of 12 cm GSD (Ground Sample Distance). Initially we classified 
423 trees suspected for PWN infection based on the ortho-images. However, low accuracy was observed due to the 
problems of seasonal characteristics of aerial photographing and variation of forest stands. Therefore, we narrowed 
down 231 trees out of the 423 trees based on the initial classification, snap photos, and flight information; produced 
thematic maps; conducted field survey using GNSS; and detected 23 trees for PWN infection that was confirmed by 
ground sampling and laboratory analysis. The infected trees consisted of 14 broad-leaf trees, 5 pine trees (2 Pinus 
rigida), and 4 other conifers, showing PWN infection occurred regardless of tree species. It took 6 days for 2.3 men 
from to start taking areal photos using UAV (Unmanned Aerial Vehicle) to finish detecting PNW (Pine Wood Nematode) 
infected tress for over 2,200 ha, indicating relatively high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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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988년 최초로 발병한 소나무재선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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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N: Pine Wood Nematode)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

병 방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방제를 실시한 결과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고

온현상, 가뭄 등 기후적 요인과 고사목 존치, 피해목의 

무단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결합하여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et al., 2010).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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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산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황파악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Kim et al., 2003; Kim et al., 2011).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의 경우 고사목이 밀집되

어 있는 대규모 피해지역과 달리 고사목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우며, 선단지에 

대한 예찰의 경우 지상에서 인력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

고 있기 때문에 소요인력 수급 및 시간 측면에서 많은 어

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고산지역, 사각지역, 급경사, 

절벽 등의 위험지역은 예찰이 불가능하여 누락지역이 발

생하는 등 효율적인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다(Lee et al., 

2014).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지상의 인력중심

이 아닌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등 원격탐사기술을 적용

한 피해지역 예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다양한 공간통계학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나

무재선충병의 확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Kelly, 2002; 

Guo et al., 2005), Hoffer et al.(1995)은 산림병해충 피해

지역 평가를 위해 GPS 및 GIS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 주로 위성영상, 항공촬영 영상, 지상형 원

격탐사 장비 등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Son et al. 

(2006)은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을 추출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Kim et al.(2010)은 유인

헬기를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972본을 추출한 

바 있다. 또한 Jo et al.(2001a)은 인공위성영상과 GIS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을 추출하였

다.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에 대해서는 Jo et al.(2001b)이 

IKONOS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피해목 추출 방

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 무인항공기는 농업, 어업, 기상관측, 통신분야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Kim et al., 2014), 지도제작 

및 국토모니터링 등의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Lin, 

2008; Nagai, 2009; Bendea et al., 2010). 특히 재난, 재해 

등의 피해상황을 조기에 탐지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자 무인항공기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Turner et al., 2014). 우리나라의 경우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산림 내에서의 위치 정확도 분석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된 바 있다(Kim et al., 2016).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피해지를 중심으로 위

성영상 및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였으며, 선단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선단지는 피해 정도가 낮음에

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큰 지역으로서 예찰 및 방제

의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에 대한 예찰은 주로 지상

예찰 및 항공예찰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위성영

상 및 항공사진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

상예찰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항공예찰은 위치좌표를 갖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

문에 현황파악 수준에서 실시되는 단점 있다. 또한, 위성

영상의 경우 관련기관의 협조와 더불어 주기가 비교적 

길고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의 영

상을 확보하는데 제약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의 확보 어려움, 항공예

찰의 자료수준, 지상예찰의 제약사항 등을 극복하고자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빠른 시간내에 위치좌표를 갖고 

있는 정사영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봄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기를 고려한 신속한 예찰을 위해 효율

적인 영상분류 방법을 통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적중률

을 평가하여 무인인항공기를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 선

단지 예찰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에 대해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촬영, 정상영상 

제작, 영상분류 및 필터링, 현장조사 기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5년 12월 소

나무와 잣나무 고사목이 최초로 발견·신고되어 시료채취

를 통한 검경을 실시한 결과 2016년 1월 15일 소나무재

선충병 감염이 확진된 지역이다. 대상 지역은 소나무재

선충병 피해가 처음 확인된 지역으로서 전체 피해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서 봄철 매개충의 우화로 인해 추

가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빠른 시간내의 예찰, 방제가 완

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와 경계

를 이루는 지역으로서 추가 피해를 고려하여 선단지를 

대상으로 접근이 어렵고 면적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무인항공기 예찰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예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진 판정이 이루어

진 시점으로부터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인허가 및 계

획 수립을 바탕으로 2016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촬

영, 영상제작, 영상분류, 현장 조사의 단계를 적용하였다. 

전체 조사과정은 Figure 1과 같이 대상지 선정, 무인항공

기 촬영, 정사영상 제작, 1차 영상분류, 2차 영상분류, 피

해 의심목 주제도 제작, 현장조사 및 최종 피해 의심목 

주제도 제작의 단계에 의해 수행되었다. 

1. 대상지 선정

연구 대상지인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진 지

역을 중심으로 GIS 분석을 통해 약 2∼3 km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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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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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process.

Figure 2. UAV photographing site locations and 
boundary areas of PWN infection.

소나무림과 잣나무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상지

를 선정하였다. 대상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과 전동

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등

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무인항공기의 경우 최대 1회 50분 

비행에 약 700 ha의 면적까지 촬영이 가능하나, 자료의 

품질 및 효율성을 위해 1회 촬영에 약 400 ha의 면적 이

내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대상지 내의 지형여건과 소나

무림 및 잣나무림의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6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상지역의 요약정보는 

Table 1, Figure 2와 같다. 

2. 항공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촬영을 위해 사용된 무인항공기는 Trimble 회사의 

UX5이며, 주요 특징으로는 항공측량을 위해 제작된 산

업용 고정익 무인항공기로서 빠른 속도로 50분 동안 순

항 비행이 가능하다. 무인항공기의 주요 제원은 Table 2

에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구조는 Figure 3과 같다. 

또한, 사전에 대상지 현황분석, 현장답사, 비행계획 수

립을 통해 촬영을 실시할 경우 촬영 과정에서는 비행자

세 및 비행경로 정보, 촬영 이미지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사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정사영상 제작은 대상지별로 각각 이미지를 한 장의 이

미지로 정합하는 과정으로 Inpho UASMaster 7.1 소프트

웨어를 활용하였다. 

Site Survey site Area(ha)
SJ01 Nogok-ri, Jeonui-myeon, Sejong-si 355
SJ02 Migok-ri, Jeondong-myeon, Sejong-si 372
CJ01 Gongbuk-ri, Osong-eup, Chungju-si, Chungchongbok-do 364
CJ02 Dongnim-ri, Oksan-myeon, Chungju-si, Chungchongbok-do 381
CJ03 Jangdong-ri, Oksan-myeon, Chungju-si, Chungchongbok-do 438
CA01 Baekja-ri, Susin-myeon, Cheonan-si, Chungchongnam-do 374
Total 2,284

Table 1. The location and size of study sites.

Item Spec. Item Spec.
Type Fixed wing Cruise speed 80 km/h
Weight 2.5 kg Resolution(GSD) 2.0 cm to 19.5 cm
Wingspan 100 cm Area coverage 70% to 90%
Endurance 50 minutes Shooting area 1,600ha/day(350m)

Table 2. Specification of U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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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ircraft body ② Leading edge ③ Payload bay ④ Battery
⑤ Camera ⑥ eBox ⑦ Pitot tube ⑧ GPS antenna
⑨ Mode button ⑩ Download cable connector ⑪ Elevon Servos ⑫ Inboard elevon
⑬ Outboard elevon

Figure 3. Components of UX5.

<PWN wood (Pinus densiflora)> <PWN wood (Pinus koraiensis)>

Figure 4. Index of PWN inspected wood in winter.

3.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의심목 분류

항공촬영으로 제작된 정사영상은 GeoTIFF 이미지 자

료로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경우 붉은색 계열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Kim et al., 2013). 이와 같은 특징

을 활용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분류를 실시할 경우 

주변의 낙엽수, 농경지, 흙 등 색상값이 유사한 지역과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Figure 4와 같이 사전에 제작된 인덱스를 활용하여 정

사영상 상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의심목을 대상으로 

색상, 패턴, 질감 등을 활용하여 육안식별 방법으로 1차 

영상분류를 실시하였다. 

한편,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정사영상 상에서 잎이 

탈리되지 않은 참나무류 및 수세가 약해진 리기다소나무

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소나

무재선충병 피해목 분류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따라

서 1차로 분류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비행경로 정보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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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scope Clinometer GNSS

Figure 6. Field survey instruments.

냅사진을 활용하여 2차 영상분류 및 필터링을 실시하였

다. 무인항공기 촬영시 횡중첩과 종중첩을 80%로 설정하

였기 때문에 피해 의심목 1개체에 대해서 동, 서, 남, 북

의 방향에서 각각 4회로 총 16매의 영상이 제작됨에 따

라서 대상목의 입체적 확인이 가능하다(Figure 5). 따라

서 스냅사진으로 피해목을 확인할 경우 다양한 방향에서 

수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상목의 수관 및 수형 등을 

고려하여 2차 영상분류 및 필터링을 실시하였다. 

1st

2nd

3rd

4th

<Damaged tree>

<Flight path>

1st

<Damaged tree>

2nd

<Damaged tree>

3rd

<Damaged tree>

4th

<Damaged tree>

Figure 5. Positional changes of the object (infected tree) with 
increasing overlapping ratio and shooting number.

4. 현장조사

1차 영상분류 및 2차 영상분류, 필터링의 과정에서는 

소나무, 잣나무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심목을 포함하

여 영상판독이 불가능한 입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확인하였으

며, 이는 적중률 평가 자료로 활용되었다. 현장조사는 2

인 1조로 구성하여 Figure 6과 같이 Field scope,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클리노미터 등의 장

비를 활용하였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고사목에 대해서는 

수종, 수고, 흉고직경 등에 대한 속성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주제도를 제작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정사영상 제작

UX5를 이용하여 촬영된 이미지는 촬영 고도 및 면적

에 따라 jpg 이미지가 약 300매 내외로 생성되며, 촬영된 

이미지를 대상으로 UASMaster S/W를 활용하여 정사영

상을 제작하였다. 

정사영상의 제작 과정은 이미지 합성과 정사영상 제작 

두 단계로 구성되며, 이미지 합성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파노라마 사진을 제작하는 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사진 2

장에 대해 동일한 포인트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인식하

여 2매의 사진을 1장으로 합성하게 된다. 이미지 합성이 

완료된 후에는 이미지에 좌표체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

미지에서 발생한 왜곡을 보정하는 단계로서 합성된 이미

지와 GCP(Ground Control Point)를 활용하여 정사영상을 

제작하게 된다(Figure 7). 

세종특별자치시 선단지를 중심으로 각 대상지별 촬영

을 실시한 결과 총 1,805매의 이미지를 생성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정사영상 6매를 제작하였다(Table 3, Figure 

8). 또한 정사영상의 GSD(Ground Sample Distance)는 12 

cm이고, 총 촬영면적은 2,284 ha로 분석되었다.

Figure 7. Process of producing ortho-image.

Sites
Images
(shot)

Ortho-image
(piece)

GSD
(cm)

Area
(ha)

SJ01 352 1 12 355

SJ02 283 1 12 372

CJ01 368 1 12 364

CJ02 240 1 12 381

CJ03 315 1 12 438

CA01 247 1 12 374

Total 1,805 6 - 2,284

Table 3. Main outputs from producing ortho-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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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leted ortho-images for the 6 study areas.

2. 대상지별 피해 의심목 분류

1) 피해 의심목 1차 영상분류

1차 영상분류 단계는 겨울철에 촬영을 실시한 점을 고

려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을 비롯하여 겨울철 

낙엽이 탈리되지 않은 참나무류, 명확한 판독이 불가능

한 임목을 포함하여 영상분류를 실시하였다(Figure 9). 

이는 선단지의 특성상 명확한 영상판독 불가로 인해 소

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이 누락될 경우 2차 피해가 더

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감

염 의심목을 중심으로 명확한 영상 판독이 불가능한 활

엽수까지 포함하여 총 6개소 2,284 ha에 대해 1차 영상분

류를 실시한 결과, SJ01에서 57본, SJ02에서 64본, CJ01

에서 63본, CJ02에서 92본, CJ03에서 56본, CA01에서 91

본으로 총 423본이 추출되었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소나무, 잣나무의 고사

된 피해 의심목을 포함하여 일부 잎이 탈리되지 않은 참

나무류 중에서 영상판독이 명확하지 않은 입목을 포함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적중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차 영상분류 및 필터링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되었다.

<PWN tree (Pinus densiflora)>

<Oak tree (Quercus palustris)>

Figure 9. Ortho-images of PWN infected pine and oak trees.

2) 피해 의심목 2차 영상분류 및 필터링

무인항공기 촬영 결과물로 정사영상 이외에 대상지의 

스냅사진과 비행경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비행경

로 정보에는 비행경로에 따른 각 스냅사진의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에 대한 스

냅사진 확인 및 확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1차로 정사영상

에서 분류된 피해 의심목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비행경

로 정보를 확인하고 동, 서, 남, 북 방향에서 촬영된 스냅

사진을 활용하여 2차 영상분류를 실시하였다. 또한, 활엽

수와 침엽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글, 다음, 네이버 포털

에서 제공하는 위성영상을 시기별로 조회하여 필터링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각 대상지의 1차 영상분류를 바탕으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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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류 및 필터링을 적용한 결과 SJ01에서 18본, SJ02

에서 40본, CJ01에서 29본, CJ02에서 57본, CJ03에서 32

본, CA01에서 55본으로 분류되어 총 231본으로 요약되

었다. 이는 명확한 영상판독이 불가능한 개체를 포함하

여 영상분류를 실시한 1차 영상분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약 55%가 감소한 것으로 Figure 10과 같다. 

Figure 10. The 2nd classification of the 
trees suspected for PWN infection.

3)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1차 영상분류와 2차 영상분류 및 필터링을 통해 피해 

의심목으로 선발된 개체에 대해서는 적중률 평가를 위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시료

채취를 위한 현장 재방문, 방제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

사 등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급경사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는 Field scope를 활용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영상분류를 통해 추출된 의심목은 수세

가 약해 고사된 리기다소나무, 갈변된 잎이 탈리되지 않

은 참나무류로 확인되었으며, 소나무 및 잣나무 등 소나

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은 최종 23본으로 나타났다(Table 

4). 다만, 조사 대상지 CJ03의 경우 골프장 내에 피해 의

심목이 39본이 위치하고 있으나, 사유지의 출입 문제로 

인해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에서 제외

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검출된 피해목 23본에 대해서는 시료

를 채취하여 소나무재선충병 1차 검경기관인 한국임업진

흥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에서 검경을 실시하였

다. 검경은 시료에서 베르만법(Van Bezooijen, 2006)으로 

선충을 추출한 후 광학현미경(Leica DM500, 400배율)을 

활용하여 B. mucronatus와 B. xylohilus의 형태학적 차이

를 통해 동정하였다. 그 결과 총 23본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1). 

Site
1st 

classification
2nd 

classification 
Field 

inspection

SJ01 57 18 3

SJ02 64 40 7

CJ01 63 29 11

CJ02 92 57 0(39)

CJ03 56 32 2

CA01 91 55 0

total 423 231 23(39)

Table 4. Classification of PWN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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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WN detection ratio of each 
classification process.

3.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선단지 조사의 효율성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에 대해 

효율적인 예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인항공기 촬영, 

정사영상 제작, 영상분류(1, 2차), 현장조사의 과정을 거

친다. 전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은 Table 5와 

같다. 총 2,284 ha에 대해 2일에 걸쳐 3인이 촬영을 실시

하였다. 정사영상 제작은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화 작업

으로서 소요인력 및 시간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총 4단계

에 걸쳐서 6일 동안 14인이 투입되었다. 단, 기온 및 풍속 

등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지연되는 시간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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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ntents Time (day) Manpower Total

Aerial photography 6 sites of aerial photography (2,284 ha) 2 3 6

Ortho-image production 6 pieces of ortho-image - (1) - (1) - (1)

Classification of PWN
1st classification (423)
2nd classofication (231) 

1 2 2

Field survey
Detected of suspected PWN (231) to infected 
PWN (23)

3 2 6

Total 6 - 14

Table 5. Efficacy analysis of UAV forecasting for PWN detection.

본 연구에서는 폭설로 인해 지연된 촬영날짜가 약 4일 

정도로 소요되었으며, 이는 무인항공기 운용에 있어서 

불가결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촬영을 제외한 모

든 단계에서의 작업은 컴퓨터의 자동화, 현장조사팀의 

구성 및 운용 등의 측면을 최적화하여 소요시간 및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무인항공기에 초분광카메라 및 근적

외선카메라 등을 탑재하여 산림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NDVI 분석(Lehmann, J.R. et al., 

2015), 스펙트럼 분석(Näsi, R. et al., 2015) 등을 실시하

여 산림지역에서의 적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서는 RGB 영상으로 육안식별을 통해 피해의심목을 검출 

하였으나 향후 근적외선 영상 등을 활용한 자동화 분류

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활용성 및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분포 특성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조사를 계획할 당시 임상도에

서 소나무림과 잣나무림을 대상으로 촬영계획을 수립하

였으나, 촬영 전 현장답사 결과 소나무림과 잣나무림 이

외에 활엽수림 및 침활혼효림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

해 의심목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임상도를 활용하여 수립한 비행계획을 수정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을 실시

하였다.

최종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진을 받은 피해목을 중

심으로 임상도를 분석한 결과 활엽수림(H)에서 14본, 침

활혼효림(M)에 4본, 소나무림(D)에 3본, 리기다소나무림

(PR)에 2본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

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림(D) 또는 잣나무림(PK)에

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포함

하고 있는 모든 임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12). 

한편, 현장조사 결과 선단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은 한 개체만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2본 이상

이 인접하여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

서 선단지 내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진행되고 있

으며, 선단지는 곧 피해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단지의 경우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피

해목의 조기 제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선단지를 중심으로 항공

예찰을 실시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항공촬영을 위

한 대상지 선정은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약 2∼3 km 

떨어진 지점 1 km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총 6개 지역 2,284 ha에 대한 항공예찰을 실시하였다. 

항공촬영을 통해 지역별로 총 6개의 정사영상을 제작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차로 육안식별을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의심목 총 423본을 분류하였다. 하지만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잎이 탈리되지 않은 참나무 

및 수세가 약해진 리기다소나무 등과 식별이 어려워 스

냅사진과 비행경로 정보를 활용하여 2차 영상분류 및 필

터링을 하였으며, 1차로 분류된 423본 중 231본이 피해 

의심목으로 검출되었다. 

2차 영상분류를 통해 검출된 피해 의심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23본의 소나무재

선충병 피해목을 추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검진을 의뢰

한 결과 23본 모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시에 최초로 소나

무재선충병이 확인되었으며,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추

가 발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에 대해 항공예찰을 실시한 선

행연구 사례와 비교하였을 경우 피해지는 약 70% (Korea 

Forest Service, 2014)의 검출률을 보였으나, 선단지의 경

우 약 10%의 검출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단지의 특성상 피해목이 점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개

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목이 군집하고 있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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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PWN distribution by forest type.

지에 비해 피해 의심목을 검출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선단지의 경우 누락목에 의한 2

차 피해를 우려하여 1차 영상분류 및 2차 영상분류의 과

정에서 과도한 분류를 실시한 점도 기인한 것으로 사료

된다.

기존의 선단지 예찰은 인력에 의한 지상예찰을 실시하

였으며, 피해 대상지의 면적이 넓고 감염목의 예상위치

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과 소요인력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선단지 조사의 효율성에 대한 선행 연구사례는 

많지 않으며, Korea Forest Service(2014)에 따르면 소나

무재선충병 피해지에 대해서 인력에 의한 지상예찰을 실

시할 경우 40 인/235 ha·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와 현장조사를 병

행한 결과 6일 동안 8인의 인력을 통해  2,284 ha의 면적

에 대한 예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조사를 

병행하였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검출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진이 확인된 대상지의 임상을 분석

한 결과 소나무림을 포함하여 활엽수림, 침활혼효림, 리

기다소나무림 등 다양한 임상에서 피해목이 검출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실시할 

경우 소나무 및 잣나무가 포함되어 있는 임지에 대해서 

면밀한 예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선단지 예찰을 

실시한 결과 기상 및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 많은 문제

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지표면에 쌓여 있는 눈은 촬영과

정 및 영상제작, 현장조사 단계에서 모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겨울철 잎이 탈리되지 않은 참나무류

와 수세가 약해진 리기다소나무는 정사영상 상에서 소나

무재선충병 피해목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목 분류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제외한 정사영상만을 활용하여 피해목

을 분류 하였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검출에 

대한 적중률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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