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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드론 영상정보를 이용한 식생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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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vegetation chang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multi-temporal image focusing on the Samho Bridge 
in the Taehwa River. For data acquisition and correction, an ortho image was produced through GPS control surveying 
and image pre-processing for each data. Based on these data, qualitative analysis using image information, difference 
image, spectral angle mapper, and change analysis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chang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elatively well represented the change in wetland 
vegetation compared to the difference image and spectral angle mapper results, and was judged to be the most suitable 
for analyzing the environmental change in the study area.

As a result of analyzing multi-temporal environmental changes using drone images, it was found that the natural vegetation 
in the low-water bed decreased in September compared to July due to browning and the vegetation in bamboo forests and artificially 
managed high water bed increased due to growth after weeding. For the study area, out of the vegetation area of 108,046m2, 
the increase was 35,752m2, 33%, the constant was 29,112m2, 27%, and the decrease was 43,183m2, accounting for 40%. It is 
believed that when drone image are used for various areas, it is possible to analyze changes by seasonal influence of the wetland 
environment and whether or not artificially managed.

Key Words: Multi-temporal Image, Vegetation Change, Difference Image, Spectral Angle Mappe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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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심의 녹지는 넓은 의미로 인위적인 수단 또는 자연적으로

다양한식물에의해녹화된공간을말한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도시공원 및 수변공원 등은 도심을 이루는 주요한 녹화공간이

며, 우리생활에있어많은영향을미치는요소이다. 단순한녹

화공간을 넘어서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자연자

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 하천에 인공으로 조성된

구조물들을 생태환경으로 복원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연구대상지의태화강은최장발원지의개념으로울주군두서

면 내와리 백운산 탑골샘에서 발원하여 대곡천으로 흘러 대곡

댐, 사연댐을 거쳐울산의도심을관류하여동해의울산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총 하천연장 47.54km에 달하며, 상징적 발

원지로서 가지산 쌀 바위에서 발원하여 언양읍을 거쳐 사연댐

하구에서합류되는형태이다. 또한, 유역의개괄적인위치는동

경 129° 0‘∼129° 25‘, 북위 35° 27‘∼35° 45‘으로 유역의 형태는

서에서동으로걸친장방형으로북측분수계는치술령, 천마산,

백운산과 고헌산으로 이어지면서 그 능선들이 분수령을 이루

고있으며, 유역의 서쪽은가지산, 능동산, 신불산과 취서산등

비교적 높은 산들이 있고, 유역의 남쪽은 정족산, 남안산 등의

능선들로 분수계를 이루고 있다.

태화강 유역의 환경적 측면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보전 가치가 높

은 지역을 점진적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고있다. 특히무제치늪은 1998년 12월에지정되었으나, 습

지보호지역으로일원화하기위해환경부에서 2011년 3월 23일

에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해제하였으며, 현재는 2008년 12월

24일 지정된 태화강 하류 0.983km2가 울산광역시 생태․경관

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태화강 지역은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

한법률제 33조) 등으로 지정될만큼그문화및자연생태적

가치와중요성이매우높은지역이다. 하지만, 주변지역의급격

한토지이용변화와각종개발로인하여태화강습지와철새서

식지등에많은영향을주고있으며, 이에대한현황조사및식

생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태화강처럼넓은지역을신속하고정확하게모니터링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항공사진측량 및 위성영상을 주기적으로 촬영

하고 분석해야 하지만,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방법으로 드론사진측량을 이용하여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대

한영상을신속하게취득하고분석할수있는다양한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식생 및 환경변화 분석에 드론기술을 활용한 연구들을

진행하고있으며, 이에대한동향을살펴보면, 드론사진측량기

술을적용하여노천채굴방식의석회석광산내부에존재하는

생태복원지역에대한변화분석및모니터링에대한연구를제

시하였다(이동국 등, 2017). 특히 기존의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분석을 위하여 Nir (Near-

infrared) 밴드의 사용을 주로 사용하였다면, 드론촬영으로 생

성된 영상의 경우 RGB 밴드로 구성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nEGI(excessive green index)와 VARI(Visible Atmospherically

Resistant Index)를 적용하여 식생분포 지역을 추출하고, 변화

량을 분석하였다.

이근상(2017)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로 취득한

NIR+RG영상을통하여NDVI와 SAVI(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구간별상록수 분포지역을 추출하고, Kappa 계수를 통

한 상록수 분포면적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김흥민 등

(2017)은 하천 부유쓰레기 탐지를 위하여 무인항공기를 사용

하였고, 취득된 영상에서 부유쓰레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

적인 밴드를 분류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RFD(River Floating

위하여 GPS 기준점 측량과 각 자료에 대하여 영상 전처리 과정을 거쳐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기 영상정보를 이용한 정성적 분석과 영상차, 분광각기법 그리고 주성분분석에 의한 변화분석을 수행하였다. 변화분
석결과, 주성분분석이영상차및분광각결과보다상대적으로습지식생에대한변화가잘나타나는것을알수있었으며, 
연구지역에 대한 환경변화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드론영상을 이용하여 다시기 환경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수부의 자연적인 식생의 경우 갈변현상에 의해 7월보다

9월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나무림과 인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고수부의 식생은 제초작업 후 생장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역에 대하여 식생 면적 108,046m2 중 증가는 35,752m2로 33%에 해당하였고, 불변은
29,112m2로 27%, 감소는 43,183m2로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양한 지역에 대하여 드론 영상을 이용할
경우 습지 환경의 계절적인 영향과 인공적인 관리 여부에 의한 변화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다시기 드론영상, 식생변화, 영상차 기법, 분광각 기법, 주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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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ris) 지수식을 개발하고, 반사강도별 분광특성을 추출하여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도심지역에 식재된 수목 높이값 측정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에서취득된스테레오영상을이용하여수목의높이값을측정

하였고, 점밀도가높은항공레이저측량자료와드론사진측량

영상을비교분석하여산림훼손지역에대한표고, 경사도, 재해

위험지역 및 복원계획의 활용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영승 등, 2016; 이수암 등, 2017). 그리고 신동윤 등(2016)

은 스마트기기의 카메라를 무인항공기에 탑재하여 렌즈왜곡에

대하여 카메라 검증을 거쳐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일반적으

로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의 장비를 드론장비에 적용하여 비측

량용 카메라의 정사영상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비교해 봄으로

써, 정확도 및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산림 및 식생분야에 UAV(Unmanned Aerial

Vehicle)에 다양한파장대의센서를탑재하여활용하는연구들

이 제시되고 있다(Licciardi et al., 2008). Yutaka et al.(2016)

은 하천의 지형과 식생변화를 모니터링하는데 UAV를 활용하

였고, Bendig et al.(2015)은바이오메스모니터링을위해 UAV

기반의다양한 식생지수들을 적용한결과들을 제시한바 있다.

또한 Rasmussen et al.(2016)은 곡물재배지실험지역을대상으

로 UAV를 이용하여 고도별 카메라의 식생지수 결과 값들을

제시하고영향성을분석하였고, Torres-Sanchez et al.(2015)은

UAV로 얻은 영상을 이용하여 밀밭에서의 시계열 식생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Zarco-Tejada et al.(2014)은 UAV로 취득

한 NDVI와 기상학적 요인들과의 상관성을 제시한 논문으로

무인항공기를이용한수목추출및식생환경분석에있어취득

된 영상을 이용하여 스테레오 정합을 통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를 생성하고, 이를 3차원 모델로 변환시키는 방법과 정사영상

제작과 함께 취득된 라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을 제안하였

다(Ritter, 2014).

박근현 등(2016)은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이용 조사를

위한 무인항공기의 이용 실태 조사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

며, 기존의 여가활동 관찰기법(SOPARC)과 비교하여 무인비

행 장치를 이용한 결과와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결

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강다인 등(2018)은 도시 내 열환경

분석을위하여 무인항공기와 Landsat 8 열적외 영상과의비교

를통하여소규모녹지및도시내열환경분석에대하여다양

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동향을 기반으로 태화강 수계의

보존 가치가 있는 식생 범위를 지정하고, 연구지역에 대해 드

론을이용하여다시기드론항공영상정보를취득하였다. 취득

된 영상에대하여정사영상을제작하고, 다양한 기법을적용하

여 자연환경 식생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현지조사 및 기준점 측량

연구대상지인태화강지역에대한현지조사및촬영계획수

립, 드론 영상 촬영(2019년 07월 14일 / 09월 22일, 2회)을 실

시하였다(Fig. 1).

드론영상정보를이용하여식생변화분석을위한연구지역으

로 삼호교 주변의 습지대를 선정하였다. 태화강 수계의 도심지

내에서 삼호교 부근의 습지대를 드론 촬영지역으로 선정한 이

유는 첫째, 이곳의 환경 생태학적 보존의 가치가 매우 크기 때

문이다. 이 지역은 울산의 대표적 명소인 십리대숲의 시작이자

대나무숲의보존이잘되어진곳이기도하다. 또한귀화식물인

가시박(Sicyos angulatus L.)과 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var. elatior L. Desc.) 등이 자라고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들의
보금자리로 중요한 지역이다. 둘째, 태화강 유수 지장목 정비

공사로 인하여 습지 지역의 훼손 등이 이루어지면 기존 정밀

지형(영상) 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존

의 가치가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셋째, 구 삼호교의

경우 일제강점기인 1924년 군수산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세워진 출산 지역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교량이다. 이 교량은

문화제 제104호로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역사적 교량과 주변

습지환경과의 조화로운 지형정보구축을 위하여 본 지역을 선

정하게 되었다.

연구지역에 대한 지상기준점 측량을 위하여 2019년 7월 14

일 삼호교를 중심으로 태화강 양안에서 총 8개의 위치에 대한

지상기준점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취득된 드론영상에 대

Fig. 1. Flowchart and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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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치정밀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지상

기준점측량은 GPS를 이용한기준점측량방법으로서 사용된 장

비는 Leica사의 GS-15 GPS 측량기를 이용하였고, 지상기준점

측량성과는 드론영상의 기하학적인 위치보정을 위해서 사용되

므로 영상에서 식별이 가능한 차선이나 보도블록 모서리점의

평평한 지점(8점)을 선점하여 측량을 실시하였다(Fig. 2). X,

Y 좌표는 경위도 좌표에서 평면직각 좌표로 변환한 좌표이며,

정표고는 취득한 타원체고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KN

Geoid 14 지오이드고 모형을 적용하였다.

지상기준점측량성과는인근상시관측소를연결한후처리방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였으며, 지상기준점에 대한 RMSE

(Root Mean Square Error) 결과는 평면정확도(평균 0.034m)

와 표고정확도(평균 0.046m)로서 우수한 결괏값을 얻을 수 있

었다(Table 1).

2. 드론영상 취득

삼호교 인근 습지지역에 대한 드론 영상을 취득하고 데이터

를 처리하였다. 연구지역은 태화강 본류에 있는 척과천이 합류

하는 지역에 위치한 습지를 포함하며, 삼호섬에서 구삼호교에

이르는구간을연구대상지역으로선정하고촬영하였다(Fig. 2).

드론 사진측량은 항공기에 의한 항공사진측량을 보완할 수

있는 측량기법으로서 항공기에 의한 항공사진촬영에 비해서

촬영 준비 및 기상여건 등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소규모의 지

역을 저비용으로 촬영할 수있는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번 촬

영 시 촬영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이고 대규모 지역의 촬영

에는 적합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7월과 9월에 삼호섬에서 구삼호교 인

근지역의 습지지역을 2회 촬영하여 정밀 지형정보를 취득함으

로써 계절에 따른 변화가 발생하는 습지 지역의 단기모니터링

을 드론 사진측량 기법으로 실시하였다.

드론영상촬영장비는 DJI사의 Phantom3를 사용하였으며, 본

장비는 12백만 화소의 카메라 일체형 장비로서 범용적으로 많

이 사용되고있는드론이다(Table 2). 4개의 로터를 가지고있

는 회전익 비행체로서 배터리 하나당 비행시간은 25분 정도로

서 비교적 양호한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다(Fig. 3).

촬영지역은 삼호섬에서 구삼호교 인근의 습지지역이며, 길

Fig. 2. Drone photogrammetry and GCP surveying.

Table 1. Ground control point (RMSE)

GCP� No. X� (m) Y� (m) H� (m)

GCP_01 328,707.041 224,815.745 34.592

GCP_02 328,750.046 224,774.513 35.865

GCP_03 328,786.218 224,717.308 36.157

GCP_04 328,648.272 224,898.940 32.586

GCP_05 328,634.595 224,998.165 33.997

GCP_06 328,634.595 224,998.165 33.997

GCP_07 328,539.633 224,400.464 38.846

GCP_08 328,478.135 224,481.778 37.594

Horizontal� accuracy� (m) Vertical� accuracy� (m)

Min 0.021 Min 0.026

Max 0.038 Max 0.050

Ave 0.033 Ave 0.043

RMSE 0.034 RMSE 0.046

Table 2. Drone specifications(Phantom3)

Phantom� 3

Weight 1,280g Speed 16m/s

Altitude 6,000m Flight� time 25minutes

Image� size 4,000×3,000pixels Shutter� speed 1/8,000sec

Dates 2019.� 07.� 14 2019.� 09.� 22

Flight� altitude 30m 30m

Ground� resolution

(m/pixel)
0.02 0.02

Mission� time 10∼11� am 10∼11� am

Illumination Clear Clear

Wind(m/s) 1.0∼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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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00m, 폭 350m의 면적 0.23km2 구간이다. 본 지역을 촬영

하기위해서는 3회정도의비행이필요하므로삼호교를중심으

로좌측 2개 노선과우측 1개 노선(총 3개)의비행플랜으로나

누어 비행계획을 수립하였다(Fig. 4).

촬영계획은 100m, 총 15코스, 비행 행장 9,718m로 비행계획

을 수립하였으며, 종중복과 횡중복을 각각 80%가 유지되도록

촬영계획을수립하였고, 5cm 공간해상도의정사영상과 0.5m의

격자 DEM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드론 항공영상 촬영은 비행속도 14km/h의 속도로 4초당 1

매의 사진을 촬영하여 총 3차례에 나누어 촬영하였다. 편류측

정, GPS간섭측정등의테스트비행을 포함한순수촬영시간

은 1시간 15분이며, 배터리교체시마다드론의과열을방지하

기 위해 20분의 시간을 두고 비행을 하였다. 7월과 9월 2회 촬

영 시 동일한 촬영계획에 의해 촬영을 함으로써 촬영 방법에

따른차이를최소화하고자하였으며, 촬영에 의해 취득된영상

은 1회 촬영 시 480매로 총 960매이다.

3. 영상전처리

드론 항공영상 데이터 처리는 Agisoft의 Photoscan을 사용

하였고, Photoscan은촬영된낱장의항공사진을토대로항공삼

각측량을 통한 정사영상제작, DEM(Digital Elevation Model)/

DSM(Digital Surface Model) 제작이 가능한 상용프로그램으

로서드론항공영상 데이터처리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있다.

한번에많은이미지를불러왔을때는매칭하는데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삼호교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

누어 데이터 처리를 하였고, 촬영된 각각의 영상은 GPS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시의 주점을 확인하면서 진

행하였다.

촬영된낱장의영상은항공삼각측량의타이포인트와패스포

인트를 정합하는 과정과 같은 원리로 각 사진의 매칭 점을 찾

는 align photos 단계를수행하였으며, 삼호교 부분의영상정합

결과 11,075,121점의 point cloud가 산출되었다(Fig. 5).

최종적으로삼호교지역에대해서 2019년 7월 25일과 9월 22

일 각각촬영된드론영상에대한기하및정사보정처리를완

료한 정사영상을 각각 나타내었다(Fig. 6).

Ⅲ. 연구결과

1. 다시기 영상정보를 이용한 식생변화의 정성적 분석

삼호섬과삼호교인근고수부지 2개지점에대하여 2019년 7

월과 9월에 각각 촬영된 드론 영상에서 발생하는 연중 환경변

화에 대하여 정성적 분석을 하였다. Fig. 7에서는 삼호섬에 대

한 두시기의영상을확대하여분석하였으며, 7월의 식생이 전

Fig. 3. The UAV used this study(Phantom3).

Fig. 4. Drone aerial photography plan. Fig. 5. Drone aerial photograph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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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활발하게생장하고있으며, 수애선부근에녹조또는

수생식물로판단되는식생이번성하고있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 대나무림의 경우 7월에는 개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옅은

녹색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고, 9월에는 식생의 번성이 유지

되고 있었으며, 주변 초지의 경우 갈변현상으로 인해 식생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삼호교 인근 고수부에 대한 영상이며, 고수부의 경

우 7월촬영당시제초작업으로인해식생의밀도가낮음을알

수있었으며, 저수부자연습지의경우상대적으로식생의밀도

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9월에는 고수부식생이성장

하여 밀도가 높아졌으며, 저수부 자연습지의 식생은 갈변현상

으로 밀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드론영상을이용하여삼호섬과삼호교주변습지

를 7월과 9월에관측한결과, 수목과인공적인관리가이루어지

는 고수부 식생의 경우 7월보다 9월의 식생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적인 저수부의 식생(초본)은 갈

변현상으로인해 7월보다 9월에식생밀도가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이러한시계열적인경향을습지식생에대한분

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되며, 개엽 또는 갈변

현상이나타나는봄과가을에집중적인촬영을통해연중시계

열 패턴 기반의 종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영상차(Difference Image)에 의한 식생변화 분석

드론 영상은 적색(Red), 녹색(Green), 청색(Blue)의 3개 밴

드로 구성된 자연색 영상이다. 자연색 영상은 밴드(분광해상

도)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토지피복을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상 자체를 이용하는 다양한 변화분석 기법을

적용한 후 비교를 통해 가장 적합한 변화 분석 기법을 제시하

였다.

우선, 영상차 기법은 가장 일차적인 변화분석 기법으로 각

화소에 대한 밝깃값 변화를 이용한 방법이다. 이 기법은 두 시

기의영상의밝깃값차를구한후임계값을적용하여변화지역

을 추출하는 방법이다(Fig. 9).

이 방법은 영상의 특성상 배경 영역의 명도 값과 객체 영역

의 명도 값과의 차를 평가하기 때문에 식생 변화의 밝깃값에

의한분석이 가능하다. 영상의 밝기 변화가 일정한 곳에서는 0

에 가까운값, 영역의 경계와같이밝기 변화가 급격한곳에서

는 높은 값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본논문에서는영상차에의한변화분석기법분석결과, 밝깃

값이수체의반사로인해하천이가장많이증가하였고, 9월촬

영 당시 젖은 노면으로 인해 도로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촬영 당시 광량 및 환경 조건으로 인해 실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상차기법을이용하여실제변화가발생한

2016.� 7.� 25. 2016.� 9.� 22.

Fig. 6. Ortho-image.

2019.� 7.� 25. 2019.� 9.� 22.

Fig. 7. Drone image (Samho Island).

2019.� 7.� 25. 2019.� 9.� 22.

Fig. 8. Drone image (high water channel). Fig. 9. Vegetation change by difference image.



김용석․양건석 : 시계열 드론 영상정보를 이용한 식생변화 분석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1호(2021년 3월)� � 7

습지 식생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특징점추출을통하여영상의분류정확도를높여

서 분석한다면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3. 분광각 기법(Spectral Angle Mapper; SAM)에 의

한 식생변화 분석

분광각 기법은 영상에서 화소 값(밝기)의 차이가 실제 피복

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닌 입사광량 및 촬영조건의 차이로 인

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으로, Fig. 10과

같이화소의밝깃값차이대신각밴드간의밝깃값패턴을벡

터로나타내고, 두벡터간의차이를각으로표현한후, 그 각에

대한 임계값을 부여하여 변화를 탐지하는 기법이다.

SAM은 대기보정된 픽셀을 이용해 이들과 참조스펙트럼과

동일한 n차원에서 비교한다. 참조스펙트럼은 현장에서 측정하

고 수집한 분광복사계에 의한 값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SAM은 n차원에서 실험데이터(r)와 초분광 영상 픽셀 측정벡
터(t) 사이의 각도(α)를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각도를 만들어내
는실험자료 클래스에이값을할당한다. 단순히 2차원으로 본

다면, 미지의 물질 t가 물질 k의 스펙트럼보다 참조스펙트럼 r
에 보다 더 유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

서, r과 t 사이의라디안각도가더작다는것이며, 이를수식으
로나타내면 다음식 (1)과같으며, 분광각 분석에적용하였다

(Jens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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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 = n차원에서의 실험데이터
t = 초분광 영상 픽셀 측정벡터

SAM 결과는 라디안 각도를 임계값으로 분류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임계각이낮으면실험자료와매치되는픽셀이적을

수있지만, 각이작은만큼실험자료와더욱잘일치한다고볼

수 있다. 임계값이 높으면 공간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중첩되는 픽셀은 낮은 임계값을 했을 때보

다 실험 자료와 잘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SAM은 최대각

(maximum angle)을조절하는임계값만을요구하기때문에적

용이쉽고영상의밴드수나클래스수에제한을받지않는특

징이 있다(Cho et al., 2010).

분광각에 의한 분석 결과, 여전히 수체(하천)에서 변화(감

소)가 크게발생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고, 식생에 대한 변화

가 전 지역에서 잡음(Noise)의 형태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지역과 같이 실제 식생의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에 의한 식생변화 분석

주성분기법은원격탐사영상을원영상에있는대부분의정

보를 나타내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들의 집합으로 변환

하는 기법이다(Licciardi et al., 2011). 이 기법은 각 영상을 구

성하는화소값이통계적으로가장잘표현되도록영상의분광

축을 변환시킴으로써 유사한 분광(색) 특성을 갖는 화소들을

그룹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PCA는 원 영상에 있

는 대부분의 정보를 나타내는 변수들의 조합에 의해 주성분을

만드는 방법으로 초기 소수 주성분 밴드로 원 영상 분산의 최

대비율을설명할수있는특징이있기때문에식생분류가비교

적 잘 제시된다. 하지만 영상의 품질이 낮거나 비교 시점의 반

사량에 의한 왜곡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류 정확도가 SAM 기

법 보다 낮게 제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Fig. 11은 주성분분석기법과이를이용한변화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변화분석결과, 주성분분석과 SAM분석결과보

Fig. 10. Vegetation change by SAM. Fig. 11. Vegetation change by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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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대적으로습지식생에대한변화가두드러지게(상세하게)

나타나는것을알수있었다. 본연구에서는이들중주성분분

석을 이용한 변화분석 기법이 연구지역에 대한 식생변화를 분

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시기 영상정보를 이용한 식생변화의 정량적 분석

위 3가지 분석 기법 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시된 주성분

분석을기반으로정량적분석을하였다. 연구대상지에대한식

생을 분석하기 위하여 드론 정사영상에서 식생영역을 수치도

화를 통하여 추출하였다(Fig. 12~Fig. 13).

식생변화를더욱명확히분석하기위하여주성분기반변화

분석결과중식생영역만을추출하였다. 그결과, 정성적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저수부의 자연적인 식생(초본)의 경우 갈변

현상에의해 7월보다 9월에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 대나무림

과인공적으로관리되고있는고수부의식생은제초작업후생

장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계절적인 영향과 인공적인 관리 여부에 의해 식생의 종구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변화의증감을정량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주성분분석

에의한변화를비율로변환시킨후, Table 3과 Fig. 13∼Fig. 14

와같이임계값을부여하여증가, 불변, 감소의 3개등급으로구

분하였다. 그결과, 총식생면적 10,8046m2 중, 증가는 35,752m2

(33%)에 해당하고, 불변은 29,112m2(27%), 감소는 43,183m2

(40%)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식생변화 분석에대한신

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기반을 둔 데이

터를 확보하는 것과 향후, 3월 6월, 9월로 시기와 환경을 명확

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드론 영상에 의한 식생변화를 구분하기 위하

Fig. 12. Vegetation area extraction (digital mapping).

Fig. 13. Vegetation area change analysis based on PCA.

Fig. 14. Change classification by applying threshold.
Red, increase; green, unchanged; blue, decrease.

Table 3. Grade change (threshold setting and grade)

Division Threshold Area� (m2)
Area� ratio�

(%)

Increase
20%� <� Rate� of�

change� <� 100%
35,752 33

Unchanged
—20%� <� Rate� of�

change� <� 20%
29,112 27

Decrease
—100%� <� Rate� of�

change� <�—20%
43,183 40

Sum 108,0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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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구지역을삼호섬일원으로선정하였으며, 이 지역에 대한

영상정보구축을하였다. 연구지역에대하여 Phantom3 드론을

이용하여 700m × 350m 면적을 대상으로 종중복과 횡중복을

각각 80%가 유지되도록 촬영하였고, 5cm 공간해상도의 정사

영상과 0.5m의격자 DEM을구축하여식생변화에대한분석을

수행하였다.

2019년 7월과 9월에 걸쳐 2차례의 드론사진측량을 통하여

기초자료 수집 및 정상영상 제작, 그리고 3차원 입체영상정보

를 구축하였다. 여름과 가을에 취득된 다시기 영상을 통하여

이지역에대한식생의정성적변화를파악할수있었으며, 7월

보다 9월에 자연적인 식생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고

수부의 인공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식생은 오히려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연중 계절에 따라 식생지

역의면적이크게변화하지는않았지만, 계절그리고인공적인

관리 여부에 의해 식생의 번성 및 활력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변화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상차기법, 분광각

기법, 주성분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 중 주성분 분석을 통한

결과가영상을구성하는화소값이통계적으로가장잘제시되

었고, 영상의 분광축을 변환시킴으로써 분류하고자 하는 식생

의 변화에 대한 분광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드론영상을 이용하여 식생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수부의 자

연적인 식생(초본)의 경우 갈변현상에 의해 7월보다 9월에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나무림과 인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고수부의식생은제초작업후생장으로인해증가한것으로나

타났다. 그리고 식생 면적 108,046m2 중 증가는 33%, 불변은

27%, 감소는 40%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드론 영상을 이용할

경우, 습지 환경의 계절적인 영향과 인공적인 관리 여부에 의

한 변화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연구에서는드론을이용한식생분류및모니터링에있

어서 주기적인 데이터 수집과 함께 식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있는다양한분광밴드를적용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특히,

초분광센서를이용한다면더많은밴드조합에의한식생분류

가가능할것이고, 활용성이뛰어난드론의영상정보와의중첩

을 통하여 정밀한 식생변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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