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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가의 나이테 분석 장비에서 탈피하고 손쉽게 나이테 분석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스마트폰 촬영 이미지

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TRIO(Tree Ring Information)를 개발하였다. TRIO는 반 자동형 컴퓨터 프로그램이

며, 스마트폰 촬영 이미지를 활용해 1년 단위별 나이테 반경을 측정하고, 결과를 엑셀로 저장한다. 카메라 성능에 따른 결

과를 비교하기 위해 삼성 갤럭시 S10과 삼성 갤럭시 탭 S2로 기종을 달리하여 30개의 리기다소나무 원판의 4방위 이미지

를 취득하고 WinDENDROTM와 1년 단위별 나이테 반경을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삼성 갤럭시 S10과 S2 

모두 WinDENDROTM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S10의 R2 값이 0.976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RMSE는 0.4199

로 분석되어 매우 유사한 결과를 출력하였다. S2의 R2 값은 0.975, RMSE은 0.4232로 S10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TRIO는 WinDENDROTM와 매우 유사한 1년 단위별 반경 값을 분석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o solve the existing inefficient stem analysis process and expensive equipment cost problems, 
a method for detecting and analyzing tree rings using smartphone images was proposed and a semi-automated 
computer program (TRIO, Tree Ring Information) was developed. TRIO can measure the annual ring radius and save 
the results to Excel. Since TRIO uses smartphone images, the results may vary depending on the quality of the 
smartphone camera. Therefore, using the Samsung Galaxy S10 and Tap 2, 30 dics images of Pinus rigida were 
acquired and analyzed, and these were compared with WinDENDROTM. As a result of the study, both Samsung 
Galaxy S10 and S2 showed significant results with WinDENDROTM, and the R2 value of S10 had a high correlation 
as 0.976, and RMSE was analyzed as 0.4199, and very similar results were output. The R2 value of S2 was 0.975 
and the RMSE was 0.4232,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S10. Accordingly, the TRIO developed in this 
study analyzed the annual radius value very similar to WinDENDRO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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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최근 4차 산업혁명의 5대 핵심기술인 ICBMA(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기술이 일상생

활, 의학, 공학, 농업, 산림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

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

* Corresponding author
E-mail: dgkim96@knu.ac.kr
ORCID
Dong-Geun Kim https://orcid.org/0000-0002-9841-1187

에 따라 ICBMA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이 개발되고 있다.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은 컴퓨팅 분

야와 융합한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확대 및 발전이 이

루어지고 있다(Oh, 2013).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고해상

도 이미지, 자이로센서, GPS, 근접센서, 적외선 센서, 사

용 편의성 등의 이점을 이용하여 산림 분야에서도 스마

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Park, 2018). 

이 밖에도 스마트폰 촬영 이미지를 활용하여 수목의 

병을 구분하는 기술 개발과(Jeong and Yoe, 2018)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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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적용한 항공사진 분류를 통해 토지 피복을 구분

(Park et al., 2018; Jo et al., 2019; Kwon et al., 2019)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Jung and Sim(2012)은 수목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

고자 객체지향 설계 모델링을 이용한 GIS 및 스마트폰 

기반의 유비쿼터스 수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Park and Oh(2015)는 야외에서 수집한 식물 군집 조사 

자료를 종이 야장이 아닌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현장

에서 바로 입력해 분석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 전자 

야장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Park et al. (2013)은 토탈 스테이션과 스마트폰 간의 블

루투스 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지적 현황 측량 

및 측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

션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산림 분야 적용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산림 분야 적용 및 산림작업 환경개

선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수간석해 중 나이테 검출 작업은 주로 사람이 직접 눈으

로 측정하여 종이 야장에 기입 후, 컴퓨터로 재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좀 더 나아가 정밀분석을 위해 

WinDENDROTM 또는 LINTAB6 장비를 활용한다. 그러나 

장비의 가격이 고가이며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조사자의 

숙련도 및 컨디션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나이테 검출 작업은 효율적인 작업 및 장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Cho(1985)가 

조사자가 직접 측정한 자료를 입력받아 분석해주는 수간

석해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과 LINTAB6에서 측정

된 자료를 입력받아 분석하는 Window용 수간석해 프로그

램 개발(Lee et al., 2001)을 한 것 외에는 컴퓨터 비전 및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수간석해 자동화 분석 시스템 개발

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국외에선 Conner et al.(1998)이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

용한 나이테 검출 연구를 시작으로 DSLR 카메라 이미

지를 통해 나이테를 자동 분류하는 연구(Cerda et al., 

2007)와 R 프로그램 기반 자동 나이테 및 직경 측정 프

로그램이 개발되었다(Lara et al., 2015; Shi et al., 2019). 

컴퓨터 비전 기술은 나이테 검출 및 카운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모

든 선행연구에선 이미지를 전문 스캔 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계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전문 스캔 장비는 고화질 이미

지를 출력할 수 있으나, 사용장소가 한정적이며, 고가라

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스마트폰

과 컴퓨터 비전 기술을 연계하여 개발한 나이테 검출 프

로그램 및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가의 나이테 분석 장비에서 탈피

하고 스마트폰 촬영 이미지를 이용한 나이테 분석 프로

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

로그램(Tree Ring Information; TRIO)과 기존의 프로그램

(WiDENDROTM)을 비교⋅분석하여 TRIO의 활용 가능성

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128개의 리기다소나무 원판을 대상으로 삼성 갤럭시 

S10(SM-G973N, Samsung, Suwon)과 삼성 갤럭시 탭 S2 

(SM-T715, Samsung, Suwon)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수집

하였다(Table 1). 98개는 이미지 필터링에 사용되었으며, 

30개는 정확성 검증에 사용되었다. TRIO는 MATLAB 

(ver. R2019b)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집된 이미지를 

토대로 나이테 검출 및 1년 단위별 반경을 분석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정확성 검증을 위해서 Regent사에서 개발

한 WinDENDROTM과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1) TRIO 프로그램

TRIO는 Figure 1과 같이 동작되며, 자세한 사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불러온

다. 2) 마우스를 이용하여 원판의 수(pith)를 더블 클릭한

다. 3) 나이테 분석 버튼을 눌러 1차적인 나이테 검출 이

미지를 출력한다. 4) 나이테 삭제 및 추가 버튼을 활용하

여 검출 오류가 일어난 부분을 수정한다. 5) 나이테 반경 

측정 버튼을 눌러 1년 단위별 반경을 측정하고, 엑셀로 

출력한다.

Model
Samsung Galaxy 
S10

Samsung Galaxy 
Tap S2

Manufacturer Samsung Samsung

LCD size 66.33 × 140.03mm 150 × 197.0mm

OS version Android 9.0 Pie Android 7.0 Nougat

Memory 8GB 3GB

Camera module 12 million pixels 8 million pixels

Resolution 3040 × 1440 2048 × 1536

Table 1. Specifications of samsung galaxy s10 and tab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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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hole process of TRIO.

(1) 이미지 수집 및 이미지 필터링

기존의 분석 장비들은 현미경 및 스캐너를 이용하여 고

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으나, 스마트폰은 기존 장비

들에 비해 낮은 화소의 사진을 출력한다. 효과적인 나이

테 검출을 위해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

하나 원판의 상태, 스마트폰 기종에 따른 카메라 성능 차

이로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는 조건이 까다롭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화질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 수(pith)를 

포함하는 조건에서 최대한 가까이 촬영하여, 98개의 리기

다소나무 원판 이미지를 수집하였으며(Figure 2), 효과적

인 나이테 검출을 위해 모폴로지 함수, 소벨 필터 및 가우

시안 필터를 활용하여 이미지 필터링을 수행하였다.

모폴로지 함수는 영역 모양의 표현과 묘사에 유용한 

경계선, 골격, 볼록 도형(convex hull)과 같은 영상 성분

을 추출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 그 중 열기와 닫기 

연산을 사용하였는데, 열기 연산은 구조 요소를 포함할 

수 없는 객체의 영역을 완전히 제거하는 합집합이며, 식 

1로 표현된다. 열기 연산의 효과는 객체 외곽선을 부드럽

게 만들며, 돌출부, 가느다란 연결선을 끊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Figure 2. Close-up shots for obtaining higher quality images 
and orientation of required image to detect and measure tree 
ring borders with TRIO.

∘ ∪ ⊆  (1)

닫기 연산은 합집합의 여집합이며, 식 2로 표현된다. 

좁은 끊김을 이어주고, 길고 좁은 틈을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동작을 통해 곰팡이, 상처, 목재의 

질감 등으로 나이테 출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

분을 형태학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모폴로지 연산을 적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폴로지 함수의 이미지 처

리 응용 방법은 Shi et al.(2019) 논문을 참고하였다.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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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벨 필터는 픽셀 값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나이

테)를 탐지하여 이미지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주는 연산

자로써 Sundari et al.(2017) 및 Shi et al.(2019) 연구에서

도 활용된 만큼 나이테 검출에 매우 적합한 필터링 함수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소벨 필터를 적용하여 나이

테를 검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우시안 필터는 목재의 질감, 상처, 곰팡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치들을 나이테가 가지는 픽셀값

의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 형태를 가지게 변형시켜준

다. 즉, 이미지를 뿌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

라 모폴로지로 복원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더 필터링함으

로써 순수한 나이테 이미지를 뽑아내기 위해 적용되었다.

(2) 나이테 수정 및 반경 측정 알고리즘

원판 내에 많은 상처, 곰팡이 등이 있거나, 스마트폰이 

가지는 왜곡, 주변 밝기, 카메라 기종에 따른 성능 차이 

등에 대한 변수는 나이테 검출에 방해요소로 작용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검출 오류를 수정

하도록 선형 보간 함수를 적용한 식 3을 활용하여 나이

테 수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나이테 간격이 좁을 

경우를 대비해 확대, 축소 기능을 추가구현 한 후 식 3을 

적용하였다. 선형 보간법은 두 개 이상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위치한 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직선거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 점( , ), ( , 

)이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위치한 ( )의 값은 식 

3과 같은 비례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식 3 비례식을 풀

어 직선 사이에 존재하는 에 대한 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화면상에서 추가하고

자 하는 나이테를 선택하면 현재의   좌표를 바탕으로 

새로운 나이테의    좌표를 구하였다.






 
 =     ×


(3)

•   ,   : Tree ring coordinates output by TRIO

•  ,  : Tree ring coordinates to be added or deleted by 
applying a linear interpolation function

최종적으로 모든 수정작업이 완료되면 수(pith)에서부

터 수피내 나이테까지 1년 단위별 반경을 측정할 수 있

도록 식 4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나이테 검출 및 반경 측

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4)

•   : The radius of the nth tree ring user want to find.
•   : Radius within the bark from the pith entered 

by the user
•   : The length that  occupies in the image.
•  : Pixel length of the 

2) TRIO 프로그램의 정확성 검증

TRIO는 스마트폰 기종에 따른 카메라 화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삼성 갤럭시 S10과 삼성 갤럭시 탭 S2

을 이용하여 이미지 필터링에 사용된 98개 리기다소나무 

원판을 제외한 별도의 30개 리기다소나무 원판을 대상으

로 이미지를 취득하였다. 4방위에 대한 1년 단위별 반경 

측정값을 분석하였으며, IBM SPSS Statistics 25를 이용

하여 단순 회귀분석과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통해 WinDENDROTM와 TRIO간

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평균 제곱근 오차는 식 5를 따른

다. 또한 TRIO와 WinDENDROTM가 동일한 부분을 분

석하기 위해, 분석 전 연필을 이용해 방위를 표시하였다.

 









 
 (5)

•  : tree ring width determined with trio

•  : tree ring width determined with WinDENDROTM

• : number of measurements

결과 및 고찰

1. 이미지 필터링 

먼저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된 98개의 리기다소나무 원

판 이미지를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 후, 목재의 질감과 연

마작업 과정 중 나이테 부분에 발생된 상처를 모폴로지 

함수의 열기와 닫기 연산을 이용해 1차적으로 제거하였

으며[Figure 3(a)], 소벨 필터와 가우시안 필터를 활용하

여 깔끔한 나이테 이미지를 검출하였다[Figure 3(b)]. 소

벨 필터 및 가우시안 필터를 활용한 후 수월한 이진화 작

업을 위해 대비 제한 적응 히스토그램 평활화 연산을 적

용하여 모든 픽셀 값의 하위 1%와 상위 1%를 포화 처리

해 이미지의 대비를 증가시켰다[Figure 3(c)]. 

나이테가 검출된 이미지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시켜 나

이테 개수측정을 하기 위해 이진화를 수행하였다. 이진

화에 사용된 임계값은 이미지의 최대값과 최소값 합의 

중간값을 선택하였다[Figure 3(d)]. [Figure 3(e)]는 이진화

된 이미지에서 8-픽셀 연결성을 이용해 나이테의 경계선

을 추적한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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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ure 3. Results of the image filtering.

(a) Image with primary noise removed after applying morphology operation(close and open). (b) Image of tree rings 
detected using Sobel filter and Gaussian function. (c) Tree rings emphasized by using contract 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 operation. (d) Binarization image. (c) An image that tracks the tree-ring boundary using 8-pixel connectivity.

 

2. 나이테 수정 및 반경 측정 알고리즘

Figure 4와 같이 원판 내 많은 곰팡이, 상처, 연한 나이

테 등이 존재한다면 나이테 검출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중간에 나이테가 끊어져서 출력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으

며, 나무의 생장을 분석하는데 매우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테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수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Figure 5).

나이테 반경 측정 알고리즘은 사용자로부터 각 방위별 

수피내 반경 정보를 얻어 식 5를 활용하여 1년 단위별 반

경을 측정하도록 구현하였다. 

3. WindendroTM와의 측정값 비교

최종 개발된 TRIO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30개의 

리기다소나무 원판을 대상으로 WinDENDROTM의 1년 

단위별 반경 측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Figure 6, Table 

2와 같다. 

삼성 갤럭시 S10과 삼성 갤럭시 탭 S2를 구분하여 비

교한 결과 S10과 S2 모두 값이 평균120164.584(

<0.05) 이므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평균 R2가 0.975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비표준화 계수 B값이 0.5 수준보다 높으므로 

WinDENDROTM와 TRIO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

으로 판단된다. RMSE 분석 결과, S10은 0.4199, S2는 

0.4232로 분석되어 TRIO와 WinDENDROTM간의 결과에 

대한 차이가 매우 근소하였으며, 기종 간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ara et al., 201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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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Image of failure to detect tree rings due to discoloration and narrow width tree rings. 
(a) Image of failure to detect tree rings due to discoloration. (b) An image that was unable to 

detect tree rings due to its narrow width.

(a) (b)

Figure 5. Correction of the detection error using the tree ring correction algorithm.

(a) An image with a tree rings detection error. (b) Image after applying the tree ring correction algorithm.

<S10 & WindendroTM> <S2 & WindendroTM>

W
indendro

T
M

W
indendro

T
M

S10 S2

Figure 6. Results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on samsung galaxy s10 and tap s2. 

S10: Samsung Galaxy S10
S2: Samsung Galaxy Tap S2 
**: α<.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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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 SE 

(constant) 0.33 0.15 2.240**
122714.769** 0.976

S10 0.981 0.003 0.988 350.307**

(constant) 0.18 0.15 1.187**
117614.399** 0.975

S2 0.980 0.003 0.987 342.950**

**: α<.05

Table 2. Results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on samsung galaxy S10 and Tap S2. 

(a) (b)

Figure 7. TRIO and WindendroTM cannot be analyzed when no rings are visible. 

(a) WindendroTM. (b) TRIO. 

 

러나 Lara et al.(2015)은 전문 스캔 장비만을 활용해 이미

지를 취득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으며, Cerda et 

al.(2007), Shi et al.(2019) 등 나이테 검출 소프트웨어 개

발 연구들은 모두 전문 스캔 장비에 의존하는 소프트웨

어 개발 연구에 그쳤다. 본 연구는 전문 스캔장비 없이 

휴대성 및 가격 측면에서 우수한 스마트폰만으로도 나이

테 검출 및 반경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

에 비해 활용적인 측면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스마트

폰 카메라 성능에 따라 연구결과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나이테 수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검출 오류 

부분을 수정할 수 있어, 기종에 상관없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WinDENDROTM와 TRIO 모두 검출 오류 부

분을 수정하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보고 판단 후에 수정

하는 방식이므로 Figure 7과 같이 나이테 색이 흐려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은 분석하지 못하는 단점이 나타났다. 

이 밖에도 TRIO는 리기다소나무를 대상으로 이미지 필

터링이 이루어졌으므로 1차적인 나이테 검출 작업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사용자

가 나이테를 수정하는 작업의 양이 늘어나므로 사용자에

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고가의 나이테 분석 장비에서 탈피하고 손

쉽게 나이테 분석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스마트폰 촬영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TRIO를 개

발하였다. TRIO는 반자동형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스마

트폰 촬영 이미지를 활용해 1년 단위별 나이테 반경을 

측정한 후, 엑셀로 출력하여 준다. 스마트폰 촬영 이미지

를 활용하는 만큼 TRIO는 스마트폰 기종에 따른 카메라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 갤럭시 S10

과 삼성 갤럭시 Tap S2를 이용해 30개의 리기다소나무 

원판의 4방위 이미지를 취득하고 타사 장비와 1년 단위

별 나이테 반경을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삼성 갤럭시 S10을 통해 취득한 이미지로 분석한 TRIO

는 WinDENDROTM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R2 값

이 0.976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RMSE는 

0.4199로 분석되어 매우 유사한 결과를 출력하였다. 삼성 

갤럭시 Tap S2를 이용한 TRIO 또한 타사 장비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R2 값은 0.975, RMSE은 0.4232로 

S10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이테를 검출하고 1년 단위별 반경

을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TRIO를 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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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WinDENDROTM와의 비교를 통해 정확성을 평가하

였다. 그러나 TRIO의 경우 리기다소나무를 대상으로 이

미지 필터링이 수행되었으므로, 수종별 맞춤형 이미지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이테 추가 및 삭제 작

업의 빈도가 증가하여 사용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추

후 전 수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개발한 TRIO는 전문적인 장비 없이 스마트폰을 활

용해 분석할 수 있으며, 정확성 또한 WinDENDROTM와 

비슷하므로 사용성 및 접근성이 좋고, 측정과 동시에 엑

셀 파일로 야장이 작성되므로 효율적인 장비로써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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