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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 관련 논문 통계 분석에 의한 NIR 원격탐사의 기술 및 활용분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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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aper about NIR (Near-Infrared) remote sensing data and
systematically summarized the research and application fields of NIR. To do this, we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use of NIR in domestic journals, and SCI journals in the field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last 5 years. After selection, a total of 281 journals were analyz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classification was divided into subclasses and the dominant research trends were examined. As a result,
the researchers who wrote the papers made the highest score of about 60% or more at university. In the
field of application, 50% of land, 30% of environment, and 11% of disaster were distributed on SCI
journals. In Korea, on the other hand, 55% of land, 24% of environment and 10% of disasters were
distributed. In addition, 17% of the national land management and 8% of the geological / natural resources.
Disaster observation using NIR was used for landslide, drought, weather disaster and flood. In particular,
meteorological disasters are a result of study on Asian dust. However, there were no results of forest fire
detection in Korea.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it seems necessary to carry out additional and
active research on this. It is expected that this statistical analysis data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help
expand the NIR technolog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field in Korea in the future.
Key Words : Near-Infrared, technique, application

요약 : 본 연구에서는 NIR(Near-Infrared)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결과인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NIR의 기술 및 활용 연구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NIR 영상을 활용한 연구의 흐름과 방향을 정

립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5년간의 국내 저널들과 활용 분야 SCI저널, 기술 개발 분야 SCI

저널에 대하여 NIR 활용 연구에 관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선별작업 이후 총 281편의 논문에 대하여

Received May 23, 2017; Revised August 21, 2017; Accepted October 19, 2017; Published online October 31, 2017.
† Corresponding Author: Hyung-Sup Jung (hsjung@uos.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5-3, 2017, pp.889~900
http://dx.doi.org/10.7780/kjrs.2017.33.5.3.11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Article



1. 서 론

위성체 혹은 비행체 기반의 원격탐사 기법은 비접근

지역에 대해서 관측이 가능할뿐더러 넓은 영역에 대하

여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광역의 공간적 특성 분포는 원격탐사 기법이 가지

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며 이러한 장점에 의하여 다양

한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되어 왔다(Queensland Dept. of

Sci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andDept. of

Natural Resources and, Mines, 2014). 이러한 원격탐사 기

법은 크게 능동형 센서(Active sensor)와 수동형 센서

(Passive sensor)로 나뉜다. 능동형 센서의 경우 마이크로

파 대역의 전자기파를 활용하여 광선의 투과율이 높다.

이 때문에 구름에 의한 영향이 적어 위성 취득률은 높

다. 하지만 하나의 밴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는 지상의 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수동형 센

서의 경우 구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사

람이 색을 인식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지상의 특징을 관

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수동형 센서의 경우에는 사람이 인식하는 가시

광선 대역뿐만 아니라 NIR과 같은 적외선의 파장대역

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적외선 파장대역을 활용하

는 것은 가시광선 대역으로는 탐지할 수 없는 영역을 높

은 정확도로 관측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러

한 장점을 활용하여 지상의 지표 활용 현황, 수목 탐지,

수계 영역 탐지,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지상의 관측 영역

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Queensland Dept. of

Sci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andDept. of

Natural Resources and, Mines, 2014).

지금까지의NIR(Near-Infrared) 원격탐사활용기술들

과 적용 사례들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에 계속해서 NIR

과 관련된 원격탐사 연구의 활용성은 확대될 것이며 여

러 분야에서 실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

라 역시 이와 관련하여 광학 위성을 발사하여 운영 중이

며(KOMPSAT-3; KOMPSAT-3A; GEO-KOMPSAT-1), 지

금도 계속해서NIR을 활용하는 새로운 광학 위성을 운

영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GEO-KOMPSAT-1; 차

세대중형위성).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위성

체계 구축 과정에서NIR원격탐사 분야 연구들의 활용

분야를 정리하고 그것의 현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

기에 매우 필요한 연구이다.

NIR를 활용한 연구 동향을 제시하는 리뷰 논문들은

지금까지도 다양하게 출판되었다. Gholizadeh et al.(2016)

는 원격탐사 자료로 수질(水質)을 추출하는 방법에 관

한 총설을 밝혔고, Kumar et al.(2015)는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하여 생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또

한Wójtowicz et al.(2016)은 원격탐사가 농업에 활용되는

총설을, 그리고 Xie et al.(2008)은 식생을 탐지하기 위하

여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하는 내용에 대한 총설을 출판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리뷰 논문들은 각 연구 분야

에서의 관심 속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원격탐사

자료 중NIR대역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

용이었다. 이 때문에NIR대역의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

하여 어떠한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전

반적인 활용 방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NIR을 활용한 연구 분야를 파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5-3, 2017

–890–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 분석을 위해 분류와 소분류로 구분하여 우세한 연구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논문 작성을 수행한 연구자들의 소속은 대학이 약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적용 분야의 경우 국외에서

육지 50%, 환경 30% 그리고 재해 11%의 분포를 나타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육지 55%, 환경 24%, 재해

10%의 분포를 보였다. 육지에 대한 국내 연구 사례는 임업과 농업이 각각 47%,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했다. 그 외에 국토관리(17%), 지질/자원과 관련하여 나머지 8%를 차지했다. NIR을 활용한 재해 관측은

산사태, 가뭄, 기상재해, 홍수 등에 활용되었다. 여기서 특히 기상재해는 황사에 관한 연구 결과로 국내의 실

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 사례 중 산불 탐지에 관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내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에 이에 관한 추가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통계적 논문 분

석 자료가 향후 우리나라의 NIR 기술 개발과 활용 분야 확장에 도움이 될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악하고 논문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소속을 파악하여, 현

재NIR를활용하여활발하게진행되는연구가무엇이고,

그분야의연구개발수준(신규개발-응용-현업)을통계적

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광학 위성

시스템을개발하고운용하는데에특히필요한속성들이

무엇인지를나타내는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학술지에서 발행된 논문과 국외 원격탐사

분야 SCI학술지에서 출간된 논문들을 수집하고 통계

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NIR활용 원격탐사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의 실효성을 분

석하여 향후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분석 절차

NIR(Near-infrared)대역의 파장은 가시광선 대역의

파장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 지표의 특

성을 파악하는데 적용되어 왔다. 최근의 NIR활용 현

황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NIR영

상 활용현황 조사 pool을 설정하였다. 국내의 학술지의

경우에는 연구 활동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

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SDL),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가R&D성과정보,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그리고 성과마루의 통합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

였다. 이상의검색시스템을활용하여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행된 연구 성과를 수집하여 분류하였다.

국외NIR영상 활용 조사의 대상이 될 SCI저널의 선

정은 저널의 성격과 Impact Factor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Remote Sensing Environment는 지구 자

원 및 환경에 대한 원격 감지의 이론, 과학, 응용 및 기술

에 대한 결과 발표와 함께 원격 탐사 공동체를 지원함

으로써 육지, 해양 및 대기 감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지구 규모에서 원격 감지에 대한 생물 물리학 및 정량

적 접근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심 영역은 농업, 임업,

생물 물리학, 생태학, 지구 및 환경과학, 지리 및 토지

정보, 지질학, 지구과학, 수문학 및 수자원, 이미지 처리

및 분석, 대기 과학 및 기상학, 해양학 등을 포함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또한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는 원격탐사분야 제 1 저널이자 활용분야

에서 활발하게 출판되고 있다. IEEE계열의 논문은 상

위 5%에 다수의 저널이 존재한다. 또한 역시 농업, 임업,

생물 물리학, 생태학, 지구 및 환경과학, 지리 및 토지

정보,지질학, 지구과학, 수문학 및 수자원, 이미지 처리

및 분석, 대기 과학 및 기상학, 해양학 등을 포함한다. 하

지만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와는 다르게 이상

을 관측하기 위해 활용되는 과학 및 공학의 이론, 개념

및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기술 개발 분야에 특화되어 IEEE계열 저널을

함께 선택하였다.

또한 전체 기간에 대한 활용 현황 조사는 사실상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의 최근

5년간의 누적된 데이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IR과 NDVI를 활용한 원격탐사 기술

의 활용도와 수요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

때문에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연구성과는 ‘NIR’,

‘NDVI’을 검색어로 하여 수집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수집자료는 NIR및 정규식생분포와 관련된 연구성과

물 전체에 대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얻어진 논문

의 초록과, 필요할 시에는 본문을 읽고 분류하는 선별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NIR원격탐사를 활용

한 연구에 대하여 분석 범위를 한정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논문 분류를 위하여 획득한 논문 자료

들을Microsoft Excel포맷으로 변환하여 분류를 수행하

였다. 각 분류자들의 회의를 통해 분류 체계를 수립하

였고, 분석자간 분석 품질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지속적

인 논의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총 281건의 논문이 세부

분류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세부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서 분석 대상이 되는 논문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하였

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Lee, 2006).

3. 논문 분류 체계

1) 저자 소속별 논문 분포

연구에 참여한 저자의 소속 기관에 관한 통계적 분석

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연구가 어느 소속에서 특히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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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소

속은 기관, 학교, 산업체로 분류하였다. 이로써 얻어진

통계 정보는 국내외의NIR영상 활용 해당 연구 분야가

연구 개발 단계인지 혹은 현업화 단계인지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제적

으로 국내의 기술개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

용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국내 논문의 경우 논문의 수

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분야 논문과 기술 개발 분

야의 논문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한편 국제 SCI논문

의 경우에는 현NIR관련 연구의 기술개발 방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논문과 활용 논문을 구분하여 통

계치를 산출하였다.

2) 적용 분야 분류 체계

분류의기준은한국연구재단에서제공하는학술연구

분야분류표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제공되는 학술연

구분야분류표의 체계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로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로써 대분류 8종, 중분

류 152종, 소분류 1,551종, 세분류 2,468종이 존재하였다.

그 중 분류 체계의 항목 중 우리는 자연과학, 공학, 농수

산해양학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분류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육지, 해양,

대기, 극지, 환경, 재해, 기타의 대분류 체계를 마련하

였다. 또한 대분류 육지와 해양, 재해에 대해서는 각각

5, 4, 그리고 5개의 항목으로 소분류 체계를 정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산재되어 있는NIR영상

활용 연구들에 관하여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고 해당 활

용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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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systems for NIR application

대분류 소분류 분류 기준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육  지

농업
공학-농공학-농업토목공학-농업수공/수문학
농수해양학-농학-농학일반-농학/농업정보
농수해양학-농학-농학일반-농촌/농업시설관리
농수해양학-임학-산림경영/경제-산림측정 평가
농수해양학-임학-산림경영/경제-산림/조수/서식지관리
농수해양학-임학-산림경영/경제-산림정책통계
자연과학-지질학-지질정보학-(해당없음)
자연과학-지질학-기타지질학-(해당없음)
공학-자원공학-자원/응용지질-(해당없음)
공학-토목공학-지도/GIS-(해당없음)
공학-토목공학-원격탐사-(해당없음)

임업

지질/자원

국토관리(지도제작)

기타

해  양

선박 공학-해양공학-해양토목/환경-해안/항만공학
공학-해양공학-해양토목/환경-해양토질및기초공학
공학-해양공학-해사및해양정보-해양정보
공학-토목공학-지도/GIS-(해당없음)
공학-토목공학-원격탐사-(해당없음)

조간대/연안

해수면

기타

대  기 해당없음

자연과학-대기과학-대기역학-(해당없음)
자연과학-대기과학-대기환경-(해당없음)
자연과학-대기과학-기타대기과학-(해당없음)
공학-환경공학-대기공학-(해당없음)
공학-환경공학-대기공학-대기오염물질측정/분석
공학-환경공학-대기공학-지구환경
공학-토목공학-지도/GIS-(해당없음)
공학-토목공학-원격탐사-(해당없음)

극  지 해당없음

자연과학-지구과학-환경지구과학-환경수리학
공학-토목공학-수공학-수문학
공학-토목공학-수공학-수자원시스템학
공학-해양공학-해사및해양정보-해양정보
자연과학-지구과학-환경지구과학-자연재해방재학
공학-토목공학-지도/GIS-(해당없음)
공학-토목공학-원격탐사-(해당없음)



4. 논문 분석 결과

1) NIR 원격탐사 기술

본 연구에서 분석한NIR활용 원격탐사 기술은 크게

NDVI, EVI(Enhanced Vegetation Index) 등의 식생 관련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우세하였다(Galvao et al., 2011;

Peng and Gitelson, 2012; Lagomasino et al., 2014; Liu et al.,

2014; Gamon et al., 2013; Yang et al., 2013; Wang et al., 2014;

Van Trung et al., 2013; Jiang and Weng, 2013; Bastarrika et

al., 2011; Hwang and Um, 2015). 식생 관련 지수를 활용

한 원격탐사 기술은 다시 연구의 목적을 식생 자체에 두

는 경우와 그것을 활용한 다른 분석 결과 도출 사례가

존재하였다.

Galvao et al.(2011)은 건기 열대우림의 EVI 변동을

MODIS와 초분광 영상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Kim et

al.(2011)은KOMPSAT-2호 위성영상에서 획득된NDVI

를 이용하여 시계열적 탄소 저장량 변화를 추정하였다.

Gitelson et al.(2012)는 Landsat위성에서부터 얻은 데이

터를 바탕으로 작물의 일차 총 생산량 (Gross primary

Production)을 추정하였다 . 한편 Yang et al.(2013)은

MODIS에서 획득된 시계열NDVI자료를 활용하여 산

사태를 탐지하였으며 Jiang and Weng(2013)과 Jung et

al.(2011)은 NDVI를 활용하여 LST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Agam et al., 2007). 또한 Karami et al.(2012)는

NDVI의 다중 버퍼 크기와 수질 사이에 가변적인 관계

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식생 관련 지수를 활용해

서 다른 영역에 대한 간접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

고 있었다.

이 외에도 기타 분광 특성을 활용하여 지구 특성을

산출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여럿 수행되어 왔다(Lobo

et al., 2015; Gomez et al., 2015; Bastarrika et al., 2011; Han et

al., 2014; Singh and Shanmugam, 2014). Lobo et al.(2015)는

아마존 강에서의 금 채굴에 의한 강물 혼탁도 변화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Bastarrika et al.(2011)은NDVI외

에 NBR(Normalized Burn Ratio), BAI (Burn Area Index)

등의NIR기반 지표 추가 활용하여 산불 영역을 탐지하

였다. Han et al.(2014)는 청빙의 분광 특성을 기반으로 정

규청빙지수를 고안하고 기상 자료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Van Trug et al.(2013)은 SAR(Synthetic Aperture

Radar)의 편파자료와 NDVI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수

위에 따른 지표 상태 변화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여 다

중 센서의 활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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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대분류 소분류 분류 기준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환  경 해당없음

자연과학-생물학-환경생물학-(해당없음)
자연과학-생물학-환경생물학-분포생물
자연과학-생물학-환경생물학-해양생물
자연과학-생물학-환경생물학-부유생물
자연과학-지질학-환경지질학-(해당없음)
자연과학-대기과학-대기환경-(해당없음)
농수해양학-조경학-환경생태/복원-(해당없음)
공학-토목공학-지도/GIS-(해당없음)
공학-토목공학-원격탐사-(해당없음)

재  해

산사태 공학-해양공학-해사및해양정보-해양정보
농수해양학-임학-산림경영/경제-산림측정 평가
공학-환경공학-대기공학-대기오염물질측정/분석
자연과학-지구과학-환경지구과학-자연재해방재학
자연과학-지질학-화산학-(해당없음)
공학-토목공학-수공학-관개배수학
공학-토목공학-수공학-수자원방재학
공학-토목공학-지반공학-(해당없음)
공학-토목공학-지도/GIS-(해당없음)
공학-토목공학-원격탐사-(해당없음)

홍수

가뭄

산불

기상재해

기타

기  타 해당없음 기타 분류가 용이하지 않는 활용 분야



2) 저자 소속별 논문 분포

(1) 국 외

Fig. 1(a)와 Fig. 1(b)는 각각 활용분야 SCI논문의 제1

저자의 소속의 비율과 논문의 작성에 참여한 전체 연구

자의 소속 분포를 나타낸다. 두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대학의 소속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NIR을 활용한 연구와 논문 작성에 대학이 가장 높은 관

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저자의 비율과 전체

저자의 비율을 비교해 볼 때에 대학에 소속된 저자의 분

포가 제1저자를 나타낸 분포에서 더욱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반대로 기관

에 소속된 연구자의 비율은 제1저자인 경우가 전체 저

자 분포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

상은 대학에 종사하는 저자가 다른 소속을 가진 저자보

다NIR을 활용한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Fig. 1(c)와 Fig. 1(d)는 각각 기술개발 SCI논문의 제1

저자의 소속의 비율과 작성에 참여한 전체 연구자의 소

속 분포를 나타낸다. 두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대학의

소속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

은 산업체의 소속을 가진 저자의 비율이 특히 낮다는 점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관산학 관계를 고려할

때에 산업체의 연구 및 기술 활용 방향이 현업화에 맞

춰있다고 생각할 때 기술개발 분야 논문이 활용분야에

비해서는 기술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춘 학술지이기 때

문에 발생한 것으로 고려된다.

(2) 국 내

Fig. 2은 최근 5년 간 NIR활용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출판된 국내 연구 논문의 제 1 저자 소속 분포와 전체 저

자의 소속 분포를 나타낸다. 활용분야의 국외 논문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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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ortion of the affiliation on SCI journals (a) the first authors of application journals (b) the authors in the paper of application
journals (c) the first authors of development journals (d) the authors in the paper of development journals.

Fig. 2.  The portion of the affiliation on Korean journals (a) the first authors (b) the authors in the paper.



저자의 기관 혹은 산업체 소속은 전체중 약 35%, 국내

논문 제1저자의 같은 소속은 전체 중 약 32%로 국내 논

문 제1저자의 기관 혹은 산업체 소속 비율이 근소하게

낮은 양상을 보였다. 공동저자의 경우에도 활용분야 국

외 논문과 국내의 기관 혹은 산업체 소속 비율이 각각

40%와 34%로 국외 기관의 경우 높았다. 하지만 역시 거

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현상은NIR활용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적

연구 수준을 좇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고 앞으로NIR

과 관련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함으로써 기관과 산업

체의 실질적인 활용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적용 분야 분류 체계

(1) 국 외

국외의 경우 활용분야와 기술 개발 원격탐사 학술지

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연구 결과를 수집한 후 조사하

였다. 활용분야 학술지의 경우 총 139건의 선별된 NIR

활용 논문을 확보하였으며, 기술 개발 분야 원격탐사 학

술지에 대하여 조사와 선별 작업을 거친 결과 총 46건

의 논문을 확보하였다. 해당 분류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

석하여 국외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더 나은 연

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Fig. 3은 그 과정에서 얻은

활용분야 국외 학술지의NIR활용 연구 현황의 분포를

나타낸다.

Fig. 3(a)는 활용분야 학술지의 구축된 대분류에 따른

논문 연구 주제 현황을 나타낸다. 총 139건의 NIR활용

논문 선별 결과 중에서 육지가 전체 중 47%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그것을 이어 환경이

34%, 재해가 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해양, 대기, 극

지 등의 연구 분야는 전체 중 5% 미만의 연구결과를 보

였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에 비록 NIR을 활

용하여 주로 적용이 가능한 분야가 육지 혹은 환경이기

는 하지만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

을 의미한다. 이는NIR을 활용한 연구 중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정규식생분포(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3(b)는 활용분야 학술지의 구축된 대분류에 따른

논문 연구 주제 현황 중 특히 육지와 관련된 세부 분류

를 나타낸다. 임업 관련 분야가 38%로 육지 대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후에는 농업이 26%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현상은 NIR이 식물의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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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ortion of the application area on the application SCI journals (a) the big class level (b) the sub-class level of the land (c)
the sub-class level of the hazards.



록소에 대하여 반사도가 높아 정규식생분포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이어서 국토 관리가 25%의 비율을 차지했다.

국토 관리 분야에서는 주로 여러 밴드를 활용하여NIR

활용 연구에 필요한 기준 자료를 형성하거나 지표 활용

(Land use)을 분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Fig. 3(c)는 활용분야 학술지의 구축된 대분류에 따른

논문 연구 주제 현황 중 특히 재해와 관련된 세부 분류

를 나타낸다. 재해 분야는 식생정규분포와 산불 탐지에

대한 연구가 전체 중 70% 차지하며 특히 활발하게 이루

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Meng et al.(2015)는 정

규식생분포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산불의 심각성과 발

생 전후의 토지 수분량에 따른 산불 이후 숲의 회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특히 우

리나라와 같이 산지가 많고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히 발

생하는 지역에 적절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Fig. 4(a)는 기술 개발분야 학술지의 구축된 대분류에

따른 논문 연구 주제 현황을 나타낸다. 기술 개발분야 학

술지는 61%로 활용분야 보다 더욱 높은 비중으로 육지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재해 관련 연구 비중은

20%를 차지하여 역시 활용분야의 비중보다 컸으며, 이

와 반대로 환경관련 연구는 17%로 활용분야 학술지의

비중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다. 기술 개발분야 논문이 활

용분야 논문에 비하여 적용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치

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제적인NIR분야 연구는

육지 탐지와 관련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NIR을 활용한 재해 지

역 탐지 사례보다 재해 지역 관측 기술의 개선을 통한

재해지역 탐지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NIR을 활용한

재해 지역 탐지가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b)는 기술 개발 분야 학술지의 구축된 대분류

에 따른 논문 연구 주제 현황 중 특히 육지에 관한 세부

분류 분포를 나타낸다. 국토관리와 관련된 연구가 25%,

지질자원과 관련된 연구가 4%의 비율을 차지하여 활용

분야 학술지의 분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상과는 다르게 농업 분야가 43%, 임업 분야가

14%로 특히 활용분야의 분포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

였다. 농업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미루어볼 때에 최근 육지 분야 관측의 알고리즘 개선 수

요가 농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전 세계적인 식량 문

제와 기온 변화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Brown, 2015).

Fig. 4(c)는 기술 개발 분야 계열 학술지의 구축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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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ortion of the application area on the development SCI journals (a) the big class level (b) the sub-class level of the land
(c) the sub-class level of the hazards.



분류에 따른 논문 연구 주제 현황 중 특히 재해 분야의

연구 사례 분포를 나타낸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는 산사태와 관련된 연구로 4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가뭄과 관련된 연구로 전체 중 22%를 차지하였

다. 산사태와 관련된 연구는 활용분야 에서 수집된 논

문 중에 분류되지 않은 사례인 것으로 보아 최근 이와

관련된 기술 개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국 내

국내의경우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의연구결과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NIR영상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2015년 사이에 출판된 결과를 검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활용한 키워드는 역시 NDVI와 NIR이다. 이 검

색 엔진을 활용하여 국내의 논문뿐만 아니라 동일 기간

동안 수행된 연구개발 사업의 보고서 또한 함께 조사하

였다. 이를 통해 얻은 논문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시

하는 연구성과에 대하여 원격탐사와 관련도가 높은 연

구를 선별하였다. 그 결과 총 82건의 국내 논문과 14건

의 연구 보고서를 선별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의NIR영상 활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에NIR을 활용한 연구의 방향과 주로 활용할 소속들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고자 한다. Fig. 5는 그 과정에서 얻

은 국내NIR활용 연구 현황의 분포를 나타낸다.

Fig. 5(a)은 국내의NIR활용 연구 현황의 분포를 나타

낸다. 전체 연구 중 육지의 경우 55%의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그 이후로는 환경의 24%, 재해가 10%

그리고 대기, 해양, 극지에 관한 연구의 비율이 각각 3%,

2%, 1%였다. 전체적인 연구 분야의 분포는 국외의 경우

와 유사하였다.

Fig. 5(b)는 국내의 NIR활용 연구 현황 중 특히 육지

와 관련된 세부 연구 현황을 나타낸다. 전체 중 절반에

가까운 47%의 경우가 임업과 관련된 연구였다. 우리나

라 국토에 산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높은 비율로 임

업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

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

국 농업국가에 비하여 경작지의 넓이가 작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원격탐사를 활용한 광역의 연구가 진행되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외의 사례에 비하

여 지질과 자원에 대한 연구 비중이 높다. 이는 최근의

광물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해외 지질자원 의존율이 높

은 국가들이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NIR 관련 논문 통계 분석에 의한 NIR 원격탐사의 기술 및 활용분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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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portion of the application area on Korean journals (a) the big class level (b) the sub-class level of the land (c) the sub-
class level of the hazards.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Jung et al., 2015). 국토관

리의 경우 국외의 연구 사례에 비하여 낮은 양상을 띠

었는데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다 활발한 연

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Fig. 5(c)은 국내의 NIR활용 연구 현황 중 특

히 재해와 관련된 세부 연구 현황이다. 산사태와 관련

된 연구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 교통과 관련된 기반 시설들이

산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국외의 사례와는 다르게 기상재해에 관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였다. 이 사례는 특히 황사와 관련

된 연구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국제 지리적 특성이 반영

된 연구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에NIR을 활용한 기상재해 매핑과 피해 영역 산출에

대하여 국내에서 잘 적용되고 높은 활용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국외의 연구에서는 활발하

게 수행되었던 산불과 관련된 연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의 대부분이 산지로 뒤덮여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

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국외의 연구 사례를 고

려해 볼 때에NIR을 통하여 산지의 토지 수분량과 산불

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토를 관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5. 결 론

최근 5년간의 국내 학술지와 SCI저널에 출간된 논문

들을 분석한 결과NIR과 관련하여 여러 식생 지수 활용

연구, 분광 특성 활용 연구 등 다양한 종류의 연구가 수

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자

들의 소속은 대학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에는 기관 마지막으로는 산업체였다. 국내에 발행된

논문에서 산업체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참여한 비율이

국외 SCI에 비하여 낮은 것을 미루어 볼 때, 국내의 연

구 상황은 아직까지 국외에 실정에 비하여 현업화가 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 분야를 중심으로 출간된 논문을 분류한 결과 국

외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연구에 대해 육지 50%, 환경

30%, 재해 11%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양

상은 국내의 상황과도 비슷했다. 국내는 육지 55%, 환

경 24%, 재해 10%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육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NIR을 가장 활발

하게 활용하는 분야가 식생 탐지와 관련되었기 때문으

로 보인다. 육지의 관한 국내 연구 사례 중에 임업과 농

업이 각각 47%와 2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국토관리(17%), 지질/자원과 관련하여 나머지 8%

를 차지했다. NIR을 활용한 원격탐사 자료는 산사태,

가뭄, 기상재해, 홍수 등의 재해에 활용되었다. 여기서

특히 기상재해는 황사에 관한 연구 결과로 국내의 실정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 사례 중

산불 탐지에 관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내의 실

정을 고려해 볼 때에 추가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출간된NIR관련 논문의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

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국제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NIR을 활용하는 위성체를 새로

이 개발하고 운용하기 이전에 기초 연구로써 활용이 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서로 유기적인 형

태로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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