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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6개 국립공원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민감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공간해상도 1km×1km와 16일 단위의 MODIS NDVI와 기상청 

남한상세 기온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 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

감한 지역은 평균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지리산 국립공원(r=0.434)과 설악산 국립공원(r= 

0.415)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생태계의 민감성은 국립공원 내 식생유형 및 서식지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의 구상나무 군락지에서는 기온이 

증가하는 반면, 식생지수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구상나무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종임

을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기후변화, 산림생태계, MODIS, 시계열 분석, 지리정보체계, 원격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ensitivity of forest ecosystem to climate 
change using spatial analysis methods focused on 6 national parks. To analyze, we 
constructed MODIS NDVI and temperature of Korea Meteorologic Administration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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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1km spatial resolution and 16 days. And we conducted time-series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MODIS NDVI and temperature. A most sensitive region to climate change 
is Jirisa National Park(r=0.434) and Seoraksan National Park(r=0.415), there is the 
highest mea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sensitivity of forest ecosystem varied 
according to habitat characteristics and forest types in national park. In Abies koreana 
of Hallsan Nation Park, temperature has raised, but NDVI has decreased. these results 
will be based data of climate change adaption policy for protecting forest ecosystem. 

KEYWORDS : Climate Change, Forest Ecosystem, MODIS, Time-Series Analysis, GIS, 

Remote Sensing

서  론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IPCC)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

후변화로 인해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위기에 처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극한기후현상인 폭

염, 가뭄, 태풍, 홍수, 한파, 산불 등의 영향은 

일부 생태계의 취약성을 급속하게 진행시켜 국

가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IPCC, 2014; 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2014). 그 중에서도 산림생태계는 지

속적인 기온 상승 및 강우량 변화로 인해 식물 

개체수 및 종 다양성 감소 등 멸종위기에 놓인 

식물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Fan et al., 
2012; Tony, 2008).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생

태계 문제는 단순히 국가차원의 문제에서 벗어

나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

다.  

현재 이러한 산림생태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위성영

상 및 GIS 등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

능하여 생태계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Wakelin et al., 2015; Sapta 

et al., 2015; Fan et al., 2012). 이러한 측면

에서 최근에 관련된 연구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물 계절학적 변화(Park, 2013) 및 서식지 변

화(Lee et al., 2003), 식물 생산성 변화 

(Clark et al., 2008; Heumann et al., 2007; 

Potter et al., 2007)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계 현상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

거나, 현장조사정보와 연계하여 생태계 변화를 

보다 다각적으로 모니터링(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2014; 김남신, 2012) 하는데 활용되

고 있다. 이 외에도 생태계 모델링 분석(Yue et 
al., 2011; Bragin et al., 2017; Safaei et al., 
2018; Macfadyen et al., 2018)을 위해 다양

한 입력 자료로 활용하거나, 미래 기후에 따른 

생태계 취약성 평가(Kong et al., 2012) 및 이

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Liu et al., 2015)하

는데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계 파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Park et al., 
2013),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방안 마련이 연구되고 있다. 현재 기상청

의 기후변화 예측자료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

어 관련 연구 분야의 성과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및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USGS)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위성영상

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및 환경정책평가연구

원에서는 생태계, 수자원, 농업 등 총 8개 분야

에 대해 국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동시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정

보들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산림생태계

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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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국토 전반에 걸쳐 표출

된 연구들이 부족하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 및 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립공원의 일부 

산림 식생의 서식지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

는 실정이다. 특히, 아고산에 위치한 눈문비나

무, 분비나무, 구상나무, 주목 등 일부 종은 기

온 상승으로 인해 서식지 고립 및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Kim et al., 2011), 기후변화 취약 

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

을 실시 중에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취약 종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국립공원의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 관리체

계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국립공원 

6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국내의 산림생

태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인 파악

하기 위해 MODIS NDVI 영상과 기상청에서 제

공하는 기온정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민감성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국내 전 국토 및 주요 국립공원 6

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그림 1). 6개 

국립공원의 선정기준은 백두대간에 위치하며 지

리적으로 이격되어 있어 기후현상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 국립공

원을 선정하였다. 6개 국립공원에 대한 특성은 

표 1과 같다.

National park Area(㎢) Elevation(m)

Seoraksan 397.8 765.56

Odaesan 326.8 888.21

Songnisan 276.1 465.27

Deogyusan 227.5 844.44

Jirisan 479.6 888.67

Halla 153.5 1030.4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ites 

FIGURE 1.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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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개

발행위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및 휴양, 정서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정하였다. 또한 백두산에서 이어져온 백두대

간 산줄기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적인 가치가 매

우 뛰어나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대한민국

의 기온이 온대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점차 변

화하면서 국립공원 내 생태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박창용 등, 2013). 특히 산림생

태계의 경우 기후변화에 취약한 일부 식물 종이 

멸종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김혁진 

등, 2011). 이것은 산림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

반적인 파괴로 이어질 수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지역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수행과정

본 연구의 과정은 그림 2과 같다. 국립공원의 

산림특성 파악을 위해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

도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기후 및 산림생태계

의 시계열 특성 변화에서 2000~2014년까지 

16일 단위, 공간해상도 1km의 남한상세 기온자

료와 MODIS NDVI 자료를 구축하였고, 각 픽

셀마다의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시

계열 분석에서 도출된 기온과 MODIS NDVI의 

추세자료에 대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상관

계수가 높은 지역을 기후변화에 민감한 산림생

태계 지역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6개 국

립공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산림생태

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에 대해 알아보았다. 

3. 공간자료 구축

1) 기온자료

기온자료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반

도 기후변화 예측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축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영국 기상청 해들리 센터의 전 

지구 예측모델인 HadGEM2-AO(coupled 

Atmosphere Ocean model of Hadley Centre 

Global Environmental Model version 2)에 

기후변화 강제력을 적용하여 135km 공간해상

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를 생산한다. 다음

으로 HadGEM3-RA (Atmospheric Regional 

climate model of HadGEM3)의 지역기후모델

을 활용한 지역 상세화 작업을 통해 12.5km 공

간해상도의 한반도 지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를 도출한다. 또한 기후변화 모델 값의 편

차 보정 및 고해상도 기후변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통계적 상세화 기법인 PRIDE 모델을 적

용하여 공간 해상도 1km 기반의 남한 상세 기

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최종 도출한다(박창용 

등, 2013; 기상청, 2011).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구축된 남한 

상세 기후 자료 중에서 2000년부터 2014년까

지의 기온 일단위 자료를 취득하였고, R을 이용

FIGURE 2. Stud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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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MODIS NDVI자료와 동일한 시간 간격인 

16일 단위의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2) MODIS NDVI 영상

MODIS는 영상보정, 대기, 육지, 극지, 해양 

등의 관측에 중요한 약 40개의 자료

(MOD1~MOD40)를 생산하는데, NASA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Hong et al., 2012). 그 

중 NDVI자료는 식생에 대한 근적외선과 가시광

선 영역의 복사 및 반사율에 기초한 것으로 식

생의 활력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태계의 현

황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Fan et al., 
2012). NDVI는 식(1)과 같이 적외선 영역과 

근적외선 영역의 밴드 조합을 통해 계산된다.

    

   
    (1)

여기서, 는 근적외선 밴드의 분광반사도

FIGURE 4. Position of MODIS NDVI data in this study

FIGURE 3. Construction process of climate data over south korea regions(KM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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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는 적외선 밴드의 분광반사도이다. 

NDVI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중

에서 육지의 물체들은 0~0.8 사이의 값을 가진

다(Park and Kim, 2009). 주로 식생의 계절

별, 특성 시기별 식생활동을 비교하여 광합성 

활동, 생장 주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Huete et al., 1999). 공간해상도는 250m, 

1km, 255km의 3가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6일 단위로 구축된 MODIS NDVI 자료 중 남

한상세 기후자료와 동일한 공간해상도인 1km 

자료를 활용하였고, ArcGIS 10.2 프로그램의 

Model builder 기능을 통해 MODIS 자료의 좌

표변환 및 동일한 공간범위 경계로 도출하였다

(그림 4). 

4. 시계열 상관분석

기온자료와 MODIS NDVI 자료를 활용하여 

각 픽셀별 시계열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방법은 ArcGIS 프로그램의 Composite 

band tool을 통해 345개의 기온과 식생지수 자

료를 각각 하나의 파일 자료로 합친 후 netCDF

로 변환하였다(그림 5). 그리고 R 프로그램에서 

netCDF 파일을 불러들여 x, y, t의 3차원 행렬자

료로 배열을 설정한 후(x: 751, y:601, t: 345) 

R 자료로 변환하였다. 이후 시계열 분석 기법의 

일종인 STL(Seasonal-trend decomposition 

procedure based on losses) 알고리즘을 활용

하여 각 픽셀별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였다. STL 

알고리즘은 원자료(raw data)를 추세자료(trend 

data)과 계절자료(seasonal data), 그리고 잔차

자료(remainder data)으로 분해하는 것으로(그

림 6) 식(1)과 같이 표현된다(Cleveland et al., 
1990). 

Raw data

Seasonal

Trend

Remainder

FIGURE 6. Components of STL functions 

(Cleveland et al., 1990) 

FIGURE 5. Composite band process of time-serie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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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여기서, 는 원자료, 는 추세자료, 는 

계절자료, 는 잔차자료이다.

한편, 원자료는 해마다 계절특성이 뚜렷하며, 

일정한 주기성을 지닌다. 따라서 시계열 변화는 

일정한 주기성을 배제하여 추세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TL 알고리

즘에서 도출된 결과물 중 추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온과 MODIS NDVI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1. 국립공원별 임상분포 특성

표 2은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에서 산림속

성인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지인 6개 국립공원에 대한 면

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침엽수림의 면적비율이 

모든 국립공원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HANP)은 침엽수림

이 80.87%로 활엽수림(15.65%)과 혼효림

(3.98%)보다 매우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다. 덕

유산(DENP) 및 지리산(JINP)도 침엽수림이 면

적비율인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속리산(SONP)은 침엽수림(36.01%)과 

활엽수림(30.69%), 혼효림(33.30%)의 면적비

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National park
Forest (area ratio, %)

Coniferous Deciduous Mixed

Seoraksan 45.64 16.29 38.07

Odaesan 54.46 14.57 30.97

Songnisan 36.01 30.69 33.30

Deogyusan 70.22 14.01 15.77

Jirisan 70.39 13.68 15.92

Halla 80.37 15.65 3.98

TABLE 2.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arks 

2. 시계열 분석 결과

1) 기온 변화

그림 7은 기온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다. 지도상에서 빨간색 지역은 경사(slope)가 

양(+)의 값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기온이 상승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파란색 지역은 음

(-)의 값인 지역으로 기온이 점점 하강하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낸다. 양의 경사는 최대 

0.005657이고 음의 경사는 최대 -0.006856으

로 분석되었다. 기온이 상승하는 지역은 오대산 

국립공원과 속리산 국립공원 사이에 위치한 지

역에서 나타났고, 기온이 하강하는 지역은 동쪽

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설악산 국립공원과 속리산 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은 기온이 점점 하강하는 지역이 대부

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7(a), 

(c), (d)). 오대산 국립공원은 지도상 오른쪽 

은 기온이 하강하는 지역, 왼쪽은 기온이 상승

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오

대산 국립공원과 반대 양상을 보였다. 

기온의 시계열 변화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

기 위해 ①번, ②번 지점의 픽셀에 대해 원자료 

및 추세(trend)자료에 대한 경사를 분석하였다

(그림 9(a)). ①번 지점의 기울기는 0.002449

로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세자료에서는 2000~2002년 사이 기온이 감소

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2003~2012년까지 급격

히 상승 및 정체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②번 

지점의 기울기는 –0.00325로 기온이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다. 추세자료에서는 2000~2001년

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가, 2002~2003년 

사이 급격하게 하강하였다. 이후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추세를 보였다. 이렇듯 기온은 단기간에

도 증가 또는 하강하는 변화가 많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급작스러운 이상기후현상이 발

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식생지수 변화

그림 8는 식생지수에 대한 시계열 변화를 분

석한 결과이다. 기온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빨간

색은 양의 경사지역으로 식생지수가 점점 증가

하여 산림생태계가 양호한 지역을 나타내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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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색은 음의 경사지역으로 식생지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산불 등 자연재해나 대규모 개발

행위로 인해 산림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역

을 의미한다. 양의 경사는 최대 0.0269, 음의 

경사는 최대 -0.0312로 나타났다. 식생지수가 

상승하는 지역은 동쪽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

어 있으며, 이 지역은 앞서 기온이 하강하는 지

역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7). 반

대로 식생지수가 하강하는 지역은 동쪽 해안선

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설악산 국립공원과 덕유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한라산 국립공원의 식생지수 변화는 

점점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오대산 

국립공원과 속리산 국립공원 일부 지역에서 식

생지수가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번과 ④번 지점의 기울기를 분석한 결과(그

림 9(b)), ③번 지점은 점차 하강하는 경향

(slope= -0.00011)을 보였다. 추세자료에서도 

급격한 변화 없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으

로 나타났다. ④번 지점의 기울기는 0.00070으

로 식생지수가 증가하였다. 추세자료에서도 보

면 알 수 있듯이 2000년도는 식생지수가 약 

0.40이지만, 2014년에는 0.65로 큰 폭으로 상

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일

대 산림생태계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해 황폐

해졌다가, 산림복원 등의 행위로 생태계가 지속

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2000년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

생하여 총 23,448ha의 산림을 태운 사건이 있

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복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Kwon et al, 2012; Kang, 2003).

(a) SENP (b) ODNP

(c) SONP (d) DENP

(e) JINP (f) HANP

FIGURE 7. Results of time-series varia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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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NP (b) ODNP

(c) SONP (d) DENP

(e) JINP (f) HANP

FIGURE 8. Results of time-series variation of NDVI

Raw data Trend data

①

(slope = 0.002449)

②

(slope = -0.00325)

FIGURE 9. Results of time-series using ST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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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생태계의 민감성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민감성은 기온

과 식생지수 간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

다. 기온과 식생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은 기온과 식생지수

의 원자료(raw data)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로, 상관계수(r)가 0.7 이상인 지역이 대부

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기온과 식생지수 모두 

매년 반복되는 주기성을 지니고 있어 상관계수

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지역마다 상

관성의 정도는 상이하였다. 

대한민국의 주요 국립공원 6개 지역의 평균 

상관계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11(a)과 같다. 

국립공원지역 대부분의 상관계수는 0.7 이상을 

확인되었다. 오대산 국립공원의 평균 상관계수

가 0.813으로 가장 높았고, 덕유산 국립공원

(0.799), 설악산 국립공원(0.795)로 나타났다. 

속리산 국립공원(0.761)과 지리산 국립공원

(0.772)의 일부 지역에서는 상관계수가 0.5 이

하인 곳이 확인되었다. 

그림 12는 국립공원 내 주요 지점(그림 

10(a)~(f))에 대해 기온과 식생지수의 산점도

(scatter plot)를 분석한 것이다. ④번과 ⑥번의 

상관계수는 0.8 이상으로 매우 강한 상관성을 

보였고(④: 0.805, ⑥: 820), 반면에 ①번과 ③

번 지점은 각각 0.538과 0.663으로 비교적 상

관성이 낮았다. 

기온과 식생지수의 원자료에 대한 상관성 분

석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주기성에 대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추세자료에 대한 비교를 

통해 주기성 영향을 배제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13과 같이 기온과 식생지수의 추세자료를 

활용하여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동해안과 인접한 지역과 서해안, 남해안 일대

의 상관계수는 대체로 양(+)의 상관성을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강원도와 경상북도 내

륙지역은 음(-)의 상관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료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평균 양의 값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국립공원별로 평균 상관계수의 차이는 원자료보

다 비교적 컸다(그림 15(a)). 추세자료의 평균 

상관성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지리산 국립공

(a) Temperature

③

(slope = -0.00011)

④

(slope = 0.00070)

(b) NDVI

FIGURE 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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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0.434)이며, 설악산 국립공원(0.415), 덕유

산 국립공원(0.302)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한라산 국립공원(0.146)이었다. 한라산 국립공

원은 일부지역(남쪽지역)에서 음의 상관성

(-0.5 이하)으로 나타났으며,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3(f)). 즉, 한라산 국

립공원 북쪽지역과 남쪽지역은 기온변화에 따라 

산림생태계의 영향이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7(f)의 한라산 국립

공원의 기온변화에서 남쪽지역은 기온이 점차 

(a) SENP (b) ODNP

(c) SONP (d) DENP

(e) JINP (f) HANP

FIGURE 10. Correlation coefficients distribution of raw data between temperature and NDVI 

(a) Raw data (b) Trend data

FIGURE 11. Mean correlation coefficient (r) of raw and trend data by each national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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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일대는 기온상승의 

영향으로 인해 산림생태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2014)에서 제시한 대한민국의 기후변

화에 따른 취약생태계 전망을 살펴보면, 아고산 

지대에 분포하는 가문비나무와 구상나무 등의 

취약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한라

산 구상나무 군락과 설악산의 눈잣나무 군락은 

생장에 필요한 기후조건이 저온 다습한 것으로 

추정되어 기온상승은 이들 군락에 악영향을 미

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그림 7(f)

에서 남쪽의 기온상승 지역은 구상나무가 밀집

된 지역으로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고 할 수 있다(그림 14). 

그림 15과 그림 16은 국립공원 내 주요 지점

에 대해 기온과 식생지수의 추세변화 및 산점도 

분포를 나타낸 결과이다. ①번 지점은 기온과 

식생지수의 추세변화 패턴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계수도 0.558로 비교적 상관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번 지점에서는 기온과 

식생지수의 추세변화가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2001~2002년 사이 기온의 추세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식생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반대로 2005~2012년에는 기온이 상승하였으

나 식생지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추세

변화의 차이로 인해 상관계수가 -0.293으로 낮

은 상관성을 보였다. ③번 지점 또한 

2008~2014년 사이는 기온과 식생지수의 추세

변화가 반대양상을 보였고, 상관계수도 -0.223

으로 낮았다. ④번과 ⑤번 지점은 기온과 식생

지수의 추세는 유사하여 상관성이 높았다(④번 

: 0.616, ⑤번 : 0.564). 마지막 ⑥번 지점은 

2003~2014년 사이 기온은 일정한 추세를 보

이는 반면에 식생지수의 변화는 큰 것으로 확인

되었고, 상관계수도 -0.353으로 낮았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공원 내 위치에 

따라 기온변화로 인해 산림생태계가 반응하는 

민감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생

(a) ① site (r=0.538) (b) ② site (r=0.747) (c) ③ site (r=0.663)

(d) ④ site (r=0.805) (e) ⑤ site (r=0.702) (f) ⑥ site (r=0.820)

FIGURE 12. Scatter plot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raw data between temperature and 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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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에 포함된 식생유형 및 서식지의 특성, 주

변의 공간 환경 등의 영향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산림개발로 인한 훼손과 이를 극

복하기 위한 산림복원사업, 그리고 산불과 산사

태와 같은 자연재해 등의 타 요인들이 산림생태

(a) SENP (b) ODNP

(c) SONP (d) DENP

(e) JINP (f) HANP

FIGURE 13. Correlation coefficients distribution of trend data between temperature and NDVI 

FIGURE 14. Distribution of Abies k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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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향후 추

가적인 분석을 통해 증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기후변

화에 민감한 산림생태계 지역을 파악함으로서 

앞으로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정책을 마

련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적인 자료

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a) ① site (b) ② site

(c) ③ site (d) ④ site

(e) ⑤ site (f) ⑥ site

FIGURE 15. Variations of trend data of temperature and NDVI by each sites

(line: temperature, dot: NDVI)

(a) ① site (r=0.558) (b) ② site (r=-0.293) (c) ③ site (r=-0.223)

FIGURE 16. Scatter plot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raw data between temperature and 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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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태계의 식생지수가 점차 감소하는 지역의 

파악과 원인을 진단함으로서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세부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파괴된 산

림지역의 피해범위 산정과 복원효과를 파악할 

수도 있어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유

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원격탐사 및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산림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림생태계의 기후변화 

민감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6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간해상도 1km×1km와 16일 단위

로 구축된 MODIS 식생지수(NDVI) 영상과 기

상청의 남한상세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 

분석 및 상관성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6개 국립공원은 대부분 침엽수림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 침엽수림이 80.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속리산 국립공원

은 침엽수림 36.01%, 활엽수림 30.69%, 혼효

림 33.30%로 비슷한 면적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시계열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온변

화는 오대산 국립공원과 속리산 국립공원 사이

에 위치한 지역에서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동쪽의 해안선(동해안)을 따

라 기온이 하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온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가 

아닌 시기마다 상이한 기온변화 패턴을 보였다. 

식생지수의 변화는 대부분 감소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부 식생지수

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개 국립공원 지역의 기온과 식생지수 간 상

관성 분석결과에서는 원자료의 경우 기온과 식

생지수의 유사한 계절 주기성으로 인해 대부분 

지역에서 0.5 이상의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국립공원별로 평균 상관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

았다. 반면, 시계열 추세자료의 경우, 국립공원

별로 평균 상관계수가 있었다. 특히, 한라산 국

립공원은 0.146으로 가장 낮았으며, 구상나무 

군락지에서는 기온과 식생지수 간의 음의 상관

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곳은 선행연

구 자료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구상나무 군락

이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

을 뒷받침하는 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생태계의 민감성

은 식생유형 및 서식지의 특성 등으로 인해 상

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정부

의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림지역을 지도형태로 파악할 수 있

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생 종 및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보

(d) ④ site (r=0.616) (e) ⑤ site (r=0.564) (f) ⑥ site (r=-0.353)

FIGURE 1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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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기 위한 연구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본 연구는 위성영상 및 GIS 공간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민감 지역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민감 지

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인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지 파악하기 모

호하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 산

림훼손에 대한 영향으로 산림생태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적인 요인과 현장조

사 등에 의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기후변화로 인해 취약한 식생 종 및 유형을 파악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Bragin, N., S. Amgalanbaatar, G. Wingard, 

and R.P. Reaing. 2017. Creating a model 

of habitat suitability using vegetation and 

ruggedness for Ovis ammon and Capra 

sibirica (Artiodactyla: Bovidae) in 

Mongolia. 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 10:390-395.

Clark, D.B., P.C. Olivas, S.F. Oberbauer, 

D.A. Clark and M.G. Ryan. 2008. First 

direct landscape-scale measurement of 

tropical rain forest Leaf Area Index, a 

key driver of global primary productivity. 

Ecology Letters 11:163-172.

Cleveland, R.B., W.S. Cleveland, J.E. McRae 

and I. Terpenning. 1990. STL: A 

seasonal-trend decomposition procedure 

based on loess. 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 6(1):3-73.

Fan, Z.M., and J. Li, T.X. Yue. 2012. 

Changes of climate-vegetation 

ecosystem in loess plateau of China. 

Procedia Environmental Sciences 13:715 

-720.

Heumann, B.W., J.W. Seaquist, L. Eklundh 

and P. Jonsson. 2007. AVHRR derived 

phenological change in the Sahel, Sudan, 

Africa, 1982-2005. Remote Sensing 

Environment 108:385-392.

Huete, A.R., C. Justice, W.V. Leeuwen. 

1999. MODIS Vegetation Index (MOD13) 

Algorithm Theoretical Basis Document 

Version 3. 

Hong, S.Y., J. Hur, J.B. Ahn, J.M. Lee,  

B.K. Min, C.K. Lee, Y. Kim, K.D. Lee 

and S.H. Kim. 2012. Estimating rice 

yield using MODIS NDVI and 

meteorogical data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8(5): 

509-520 (홍석영, 허지나, 안중배, 이지민, 

민병걸, 이충근, 김이현, 이경도, 김선화, 김건

엽, 심교문. 2012. MODIS NDVI와 기상자료

를 이용한 우리나라 벼 수량 추정. 한국원격

탐사학회지 28(5):509-520.)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 2014.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Summary for Policymakers. pp. 27-30.

Kang, S.H. 2003. A study on the flood 

damage assessment by Typhoon RUSA 

in the East Coast of Kangwon Prefecture 

following the 2000 large scale fire 

disaster focused on the watershed of 

oship river, Samecheok City.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17(4): 

70-75 (강상혁. 2003. 2000년 강원도 동해

안지역 대규모 산불화재가 태풍루사 홍수피해

에 미친 영향-삼척시 오십천을 중심으로. 한

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집 17(4):70-75.)

Kim, H, J. Hong, S.C. Kim, S.H. Oh and J. 

Kim. 2011. Plant phenology of 

threatened species for climate change in 

sub-alpin zone of Korea. Korean Journal 

of Plant Resources 24(5):549- 556 (김

혁진, 홍정기, 김상철, 오승환, 김주환. 2011. 



MODIS NDVI 및 기후정보 활용 산림생태계의 기후변화 민감성 분석 / 송봉근· 박경훈 17

한반도 아고산지대내 기후변화 취약식물종의 

식물계절성 변화 연구-덕유산 정상 지역을 

중 심 으 로 - . 한 국 자 원 식 물 학 회 지 

24(5):549-556.)

Kim, N.S. 2012. Detection of vegetation 

dieback area in the subalpine zone of 

Mt. Baekdu using MODIS time series 

dat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7(6):825-835 (김남신. 2012. 

MODIS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백두산 아고산

대 식생 고사지역 탐지. 대한지리하회지 

47(6):825-835.)

Kong, W., S. Lee, H. Park and J.A. Yu.  

2012. Ecosystem vulnerability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 due to 

climate change.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3(1):51-69 (공우석, 이

슬기, 박희나, 유정아. 2012. 기후변화에 따

른 지자체의 생태계 취약성 평가. 한국기후변

화학회지 3(1):51-69.)

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2014.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ecosystem environment security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focused on 

the examination and prospect of 

vulnerable ecosystem in terms of climate 

change-. Report of 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pp. 2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기후변화 취약생태계 분석 및 전망

을 중심으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2

쪽).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KMA). 

2011. Report about prospect of climate 

change over Peninsula. Report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기상청. 

2011.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기상청 

보고서.)

Kwon, C.G., S.Y. Lee and H.P. Lee. 2012. 

Analysis of forest fire occurrences and 

damage in Samcheok. Proceedings on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444-447 (권춘근, 이시영, 이

해평. 2012. 삼척시의 산불발생 및 피해 분

석.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44-447).

Lee, M.B., N.S. Kim, H.S. Choe and K.H. 

Shin. 2003. An analysis on spatio- 

temporal changes of land cover focusing 

on NDVI using GIS and RS in Pyeongbuk 

Province, Northwest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pgraphical Society 

38(5):835-848 (이민부, 김남신, 최한성, 

신근하. 2003. GIS와 RS를 이용한 토지피복 

및 식생 분포의 시·공간적 변화–평안북도 서

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8(5):835-848).

Liu, J., G. Kattel, H.P.H. Arp and H. Yang. 

2015. Towards threshold-based 

management of freshwater ecosystem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Ecological 

Modelling 318:265-274.

Macfadyen S., G. McDonald and M.P. Hill.  

2018. From species distribution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Knowledge 

gaps in managing invertebrate pests in 

broad-acre grain crops. Agriculture, 

Ecosystems and Environment 253:208- 

219.

Park, C.Y., Y.E. Choi, Y.A. Kwon, J.I. Kwon 

and H.S. Lee. 2013. Studies on changes 

and future projections of subtropical 

climate zones and extreme temperature 

events over South Korea using high 

resolution climate change scenario based 

on PRIDE mode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9(4):600-614 (박창용, 최영은, 권영아, 

권재일, 이한수. 2013. 남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아열대 기후대 및 극한기



Analysis of Climate Change Sensitivity of Forest Ecosystem using MODIS Imagery and Climate Information18

온사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

회지 19(4):600-614). 

Park, J.S. and K.T. Kim. 2009. Evaluation 

of MODIS NDVI for drought monitoring 

focused on comparison of drought index. 

The Journal of GIS Association of Korea 

17(1):117-129 (박정술, 김경탁. 2009. 가

뭄모니터링을 위한 MODIS NDVI의 활용성 

평가: 가뭄지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GIS학회지 17(1):117-129).

Park, S.Y. 2013. Satellite-Measured 

vegetation phenology and atmospheric 

aerosol time series i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8(4):497-508 (박

선엽. 2013. 위성기반의 한반도 식물계절학

적 패턴과 대기 에어로졸의 시계열 특성 분

석. 대한지리학회지 48(4):497-508).

Potter, C., S. Klooster, A. Huete and V. 

Genovese. 2007. Terrestrial carbon sinks 

for the United States predicted from 

MODIS satellite data and ecosystem 

modeling. Earth Interactions 11.

Safaei, M., M. Tarkesh, H. Bashari and M. 

Bassiri. 2018. Modeling potential habitat 

of Astragalus verus Olivier for 

conservation decisions: A comparison of 

three correlative models. Flora 242:61- 

69.

Sapta, S., B. Sulistyantara, I.S. Fatimah and  

A. Faqih. 2015. Geospatial approach for 

ecosystem change study of Lombok 

Island under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Procedia Environmental Sciences 

24:165-173.

Tony, P. 2008. Conceptual framework for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cosystem impacts of climate change. 

Ecological complexity 5:329-338.

Wakelin, S.L., Y. Artioli, M. Butenschon, 

J.I. Allen and J.T. Holt. 2015. Modelling 

the combined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direct anthropogenic drivers on the 

ecosystem of the northwest European 

continental shelf. Journal, of  Marine 

Systems 152:51.63.

Yue, T.X., Z.M. Fan and C.F. Chen. 2011. 

Surface modelling of global terrestral 

ecosystems under three climate change 

scenarios. Ecological modelling 222: 

2342-2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