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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공간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경제/문화/기타 활동 유지를 위해 개발 및 관리되어진다. 최근 도시공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한 안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시

구조물에 대한 신속 정확한 형태학적 특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에 못지 않게 주변의 다양한 식생이나 피복에 대한 분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공간내 존재하는 다양한 식생의 피복을 분석하기 위해 NIR 방사

자료를 활용하는 기초적 연구를 통해 근적외선 방사자료를 통한 피복분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다.

1. 서론
도시민이 주거하고 생활하는 도시공간은 안정적인

경제/문화/기타 활동 유지를 위해 다양하게 개발되

어지고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주변국가에서 발생한 지진

이나 원전사고 등에 따른 엄청난 사고결과로 인해

도시공간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

한 안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

한 도시 구조물에 대한 신속 정확한 형태학적 특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구조물

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에 못지 않게 주변의

다양한 식생이나 피복에 대한 분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공간내

존재하는 다양한 식생의 피복을 분석하기 위해 근적

외(NIR) 영역에 대한 방사(spectral)자료를 적용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였

다.

1.1. 이론적 배경
1.1.1 근적외선 방사자료

일반적으로 근적외선 파장대는 0.75∼3㎛를 의미

하며 빛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바깥쪽인 적외선 중에

파장이 가장 짧은 영역을 가리킨다.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 비해 적외선은 강한 열작용과 사진작용,

광전작용, 형광작용을 지니고 있으나 사진건판과 광

전관은 파장 1.2㎛만이 검출되며 의료용 사용되는

경우에는 3.5㎛까지의 근적외선이 사용된다.

1.1.2 식생의 분광반사특성
식물은 태양광선을 통해 광합성 작용을 하게되는

데 이때 특정한 대역의 파장 광선은 흡수하고 반대

로 광합성에 필요하지 않는 광선의 경우에는 반사하

게 된다. 특별히 식물의 활력이 좋을 때는 0.5㎛의

녹색광 파장대역에 대한 높은 반사특성을 가지고 있

으나 식물의 활력이 낮은 경우에는 근적외선 파장대

에서의 반사 특성이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적색광선

대역(0.85㎛)에 대한 반사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식물의 반사특성에 의해 식물의 건강정도

혹은 활력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일반적

으로 식생지수라고 지칭한다.

    
  

 (1)

여기서, NIRband는 근적외선 방사자료를 의미하

며, REDband는 가시광선대역의 Red 방사자료를 의

미한다.

방사자료의 식생지수(NDVI) 분석을 이용하면 근적

외선역과 적색광선역의 반사강도로부터 식생의 활력

도를 구할 수 있다. 식생지수(NDVI)는 근적외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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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가시광선(red band)정보가 있으며 그 차나 비

율을 계산함으로써 건강상태나 분포 상황을 알 수

있다. NDVI분석을 통한 값은 최대 +1 ∼ -1 범위

내에 분포한다. 활성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깝고, 활

성도가 떨어지는 식물은 -1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

는 식생지수 결과 값을 0∼255로 스케일링하도록 수

정된 NDVI 계산식(식2)을 사용하였다.

    
  

 × (2)

2. NDVI 산출

2.1 연구자료
연구자료는 그림 1에서와 같은 심겨진지 1주일이

경과된 수박샘플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자료(칼라 영상)

[그림 2] 연구자료(방사 영상)

2.2 NDVI 산출
NDVI 계산 결과 그림 3에서와 같이 식물의 활력이

나타난 곳의 최저값은 122, 최대값은 255로 나타났

으며 식생의 범위는 식물의 최저 활력도 값부터 최

대 활력도 값인 122∼255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이

다.

[그림 3] 식생분류결과(gray scale)

식생의 활력도를 분류한 결과는 그레일 스케일의

영상이며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오차가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이미지 프로세싱이 필

요하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활력도 분류 결과

에 포함된 각종 노이즈를 제거한다. 그림 4, 5, 6은

노이즈를 제거하는 단계별 영상이다.

[그림 4] 노이지 제거 1단계

[그림 5] 노이지 제거 2단계

노이즈 제거를 단계를 최종적으로 분류된 영상은

그림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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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식생분류결과(최종)

위의 결과는 영상의 픽셀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항목 SUM(pixel) 식생 비식생
원 영상 6,016,000 - -

NDVI분류영상 6,016,000 640,764 5,375,236
노이즈제거1단계 6,016,000 635,831 5,380,169
노이즈제거2단계 6,016,000 616,088 5,399,912

[표 1] 영상 분류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NDVI 분류영상은 식생으로

640,764개의 픽셀이 분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이

즈를 제거한 결과인 노이즈 제거 2단계에서는 식생

으로 분류된 픽셀의 개수가 616,088이었다. 또한 비

식생으로 분류된 결과도 표에서와 같이 나타났으며,

단계별 픽셀의 차이는 식생에서의 방사값과 지표에

존재하는 유사 방사값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VALUE 20 42 64 86 108 130 152 174 196 218

raw

[그림 7] 방사값의 분포(원자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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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방사값의 분포(원자료와 1단계자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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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방사값의 분포(원자료와 1, 2단계자료 중심)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방사값 130∼140 사이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표면에 분포한 방사값에 의한 노이즈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내 존재하는 다양한 식생

의 피복을 분석하기 위해 근적외(NIR) 영역에 대한

방사(spectral)자료를 적용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법

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표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생의 분포와

그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근적외선 방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지표면과 식생을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었다.

둘째, NDVI 분석자료는 최종적으로 원 영상에서

의 6,016,000개 방사값에 대해 640,764개의 방사값을

식생으로 분류하였으며, 122∼255의 값을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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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 130∼140 사이의 방사값

에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피복분석의 기초연구로서 근적외선 방사자

료에 의한 식생의 분류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결과의 다양한 활용과 접목을 위한

기초 결과를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추가

적인 연구를 통해 피복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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