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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초분광 영상을 기반으로 산출된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2014년부터 2020
년까지 울주 천전리 각석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모니터링에 적합한 식생지수 선정을
위해 실내분석을 수행하였고, 생물오염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여 NDVI와 TVI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NDVI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보존처리 이후인 2020년 감소하였으나, TVI는 모니터링 시점에 따른 경향성
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향은 연도별 촬영조건에 따른 분광반사율 편차에서 기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NDVI는 TVI보다 분광반사율 편차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TVI의 활용을 위해서는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중심어 석조문화재, 식생지수, 초분광 영상, 모니터링, VNIR
ABSTRACT In this study, vegetation index, the vegetation index calculated based on hyperspectral

images was used to monitor Petroglyphs of Cheonjeon-ri, Ulju from 2014 to 2020. To select suitable
the vegetation index for monitoring, indoor analysis was performed, and considering the sensitivity
to biocontaminatio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and Triangular Vegetation Index
(TVI)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monitoring using the selected vegetation index, NDVI increased
from 2014 to 2018 and then decreased in 2020, after preservation treatment. On the other hand, TVI
was difficult to confirm the tendency during the monitoring. This difference was due to the variation
in spectral reflectance according to the photographing conditions by year. Therefore NDVI is less
sensitive to spectral reflectance deviation than TVI, so it can be used for monitoring. In order for
TVI to be used, however, in-depth study is needed.

Key Words Stone cultural heritage, Vegetation index, Hyperspectral image, Monitoring, VNIR

1. 서 론

이와 같은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로 선정된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국민적 관심

210-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표면에는 복합적인 오염이

도와 상징성이 크고 인위적, 자연적 요인 등으로 훼손도,

발생한 상태였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균열, 탈락, 박리,

노후도 등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 56건을 선

박락, 변색, 생물오염 등 다양한 훼손 유형에 의해 표면이

정하고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로 명명하였다. 이 문화재들

손상되어 있었고(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은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존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Heritage, 2009), 2014년 조사에서도 동일한 양상의 손상요

각 문화재의 보존현황에 따른 구조 변형 여부와 재료 열

인들이 관찰되었다.

화상태, 생물피해 등에 대한 주기적 정밀점검이 수행되었
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6).

언급된 손상요인 중 VNIR(400-1000 nm) 대역의 초분
광 카메라를 활용하여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변색과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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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과 변색이다. 이 중 생물로 인한 오염은 지속적으로

류와 시아노세균, 곰팡이, 세균도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성장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국외에서는 석조

다. 이 중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로 습기가 없고

문화재 표면의 생물오염 분석을 위해 형광 라이다와 같은

건조한 석조문화재 표면에도 무성생식이나 유성생식에

분광장비를 활용하여 생물을 모니터링하거나, 디지털 이

의한 방법으로 착생하여 생장할 수 있고, 지의산을 만들

미지 분석을 통해 변색을 진단하는 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어내 암석의 표면을 부식시킨다(Min, 1985; Han and An,

있다(Cecchi et al., 2000; Pantani et al., 2000; Vázquez et

1990).

al., 2011). 국내에서도 반사 분광학적 특성을 통한 진단과

석조문화재의 생물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은 손상지도

지상용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한 이미지 분석법을 석조문

작성, 그리드 설정법을 통한 모니터링, 이미지 분석을 이

화재 진단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Hyun and Park, 2010;

용한 훼손 양상별 분류를 수행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어

Chun et al., 2015; Ahn et al., 2020). 그러나 초분광 영상을

왔다(Jo and Lee, 2011; Park et al., 2013; Chun et al., 2014;

활용하여 석조문화재에 발생한 생물에 대한 중장기적 모

Lee et al., 2019). 또한 생물풍화를 알아보기 위한 정량적

니터링을 수행된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 방법으로 엽록소-a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색을 기준으

기하학적인 문양과 각자 등이 새겨진 울주 천전리 각

로 나누는 방법, 생물종을 동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석의 가치를 고려할 때 표면에 생장하는 생물은 손상을

(Oh, 2008; Kim et al., 2010; Kim et al., 2011; Kim et al.,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

2017; Park et al., 2020). 이와 같은 방법들이 갖는 한계점

다. 따라서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표면상태를 고려하여

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한 모니터링이 계획되었고, 2014년

오염과 무기물 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분석법이 필

부터 2020년까지 초분광 영상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자료

요한 실정이다.

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연도별 촬영 조건이 상이하기 때

초분광 이미징은 공간정보에 분광 기술을 더한 것으로

문에 측정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모니터링 방법이 요구되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밴드에 따른 2차원적 영상정보를

었다.

초분광 큐브 형태로 구성하여 대상체의 상태, 구성, 특징,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모니터링

변이 등을 도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Lee et al., 2019). 초

의 기술적 기반에 기여하고자,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울주

분광 영상은 분광밴드가 많고, 연속적이고, 파장폭이 좁

천전리 각석의 장기 모니터링 자료를 비교하였다. 우선

다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며(Kim et al., 2005), 이와 같은

장기 모니터링에 적합한 식생지수를 선정하기 위해 실내

특징을 활용함으로써 생물오염과 무기물이 병존하는 석

에서 취득한 초분광 영상을 활용하여 다양한 식생지수에

조문화재 표면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다.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후 선정된 식생지수를

특히 빛이 식생에 닿으면 스펙트럼의 일부가 반사되는

실제 현장자료에 적용하여 연도별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

데 식물의 반사도는 잎 표면의 특성, 내부구조, 생화학적

한 보존처리를 통해 표면오염물이 제거된 후 초분광 영상

성분의 농도 및 분포에 좌우되며 반사광의 분석을 통해

을 취득하여 이전 시점의 모니터링 자료와 비교하였고,

식물의 단위 면적당 식물량과 생리적 상태를 모두 평가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생지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수 있다(Penuelas and Filella, 1998).
석조문화재 표면에 서식하는 식생은 천이 과정을 통해

검토하였다.

생물막을 생성하는데, 이때 생물체가 생존하기 위해 빛에

2. 이론적 배경

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광합성 과정이 수행된다.
광합성은 특별한 광합성 색소가 있어야 하며, 광합성 색

석조문화재에 발생하는 생물열화는 생물학적 유기체

소는 엽록소(chlorophyll), 카로티노이드(carotinoid), 크산

가 역사적, 예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대상에 미치

토필(xanthophyll), 피코에리트린(phycoerythrin), 피코시아

는 물리적 및 화학적 손상이며, 일반적으로 석조문화재에

닌(phycocyanin) 등이 있다(Min, 2018).

서 발생하는 생물오염은 조류, 지의류, 선태류와 같은 하

이러한 광합성 색소들은 흡수하는 파장이 상이하다.

등생물이다. 이와 같은 하등생물들은 생물의 천이 과정에

엽록소에는 여러 종류의 색소가 있어 각기 다른 파장의

의해 발생하며, 암석의 기계적인 풍화를 가속하는 것으로

빛을 흡수하는데, 엽록소-a는 주로 청색, 보라색, 적색의

알려져 있다(Griffin et al., 1991; Lee et al., 2001; Min,

빛을 흡수하고 녹색 빛을 반사시키므로 녹색으로 보인다.

2018). 또한 우리나라의 석조문화재에는 다양한 생물이

엽록소-b는 주로 청색과 주황색 빛을 흡수하고 황록색을

서식하고 있는데, 이끼류와 지의류가 대표적이며 미세조

반사하여 황록색으로 보인다(Min, 2018). 이외 보조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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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료 및 방법

인 카로티노이드는 400-500 nm 대역의 흡수대를 가지고 주
황색을 띠며, 피코시아닌과 피코에리트린은 각각 630 nm와
550 nm에서 흡수대를 가진다(Lee et al., 2016).

3.1. 초분광 시스템 및 자료

1960년대 이래 원격탐사 자료로부터 식물의 생물리학
적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인자들을 밝혀내고자 하는 연

울주 천전리 각석 모니터링 자료는 VNIR(400-1000 nm)

구가 수행되어 다양한 식생지수가 개발되었다. 식생지수

대역의 초분광 영상이다. 이 영상은 하나의 이미지로 구

는 녹색식물의 상대적 분포량과 활동성, 엽면적지수, 엽

현되나 픽셀마다 고유의 분광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록소 함량, 엽량 및 광합성 흡수 복사량 등과 관련된 지표

VNIR 대역은 앞서 언급한 식생의 생물리적 특성으로 인

로 사용된다(Shin and Kim, 2003). 바이오매스 또는 잎면

해 나타나는 분광학적 특징 구분이 용이하다.

적 지수를 추정하기 위한 근적외선/적외선 비율 방법은

초분광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센서는 회전(rotating) 방

Jordan(1969)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으며, Rouse et al.(1974)

식의 가시광-근적외선 영역대(400-1000 nm) 초분광 카메

는 정규식생지수(NDVI)를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이는 다

라(VNIR Spectral Camera PS V10E, Specim, FIN)와 카메라

중분광 영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생지수가 되었

를 제어하는 컴퓨터로 구성된다. 카메라는 수평으로 180°

다. 그 밖에 현재까지 제안되고 있는 식생지수는 약 50여

회전이 가능하며, 가용 파장대역에서 258개의 밴드를 획

종 이상이 있다(Na et al., 2018). 이러한 식생지수는 문화

득한다(Figure 1A, 1B).

재 진단을 위해 활용된 사례가 있지만(Kim et al., 2016;

울주 천전리 각석의 자료는 2014∼2020년까지 2년 주

Lee et al., 2020), 중장기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부족하다.

기로 촬영되었다(Figure 1C). 2014년, 2016년, 2018년까지

이와 같은 식생지수는 산림이나 작물 모니터링 등 광

3건의 자료는 표면 오염물 모니터링을 위해 취득하였고,

역 조사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지상용 초분광 장비보다

2020년 자료는 2019년 보존처리가 수행된 이후 자료로서

위성 혹은 항공 촬영 영상에 활용된다. 따라서 석조문화

비교군으로 활용하기 위해 촬영하였다. 각각의 영상은 동

재 표면의 조류와 지의류 등 하등생물로 인한 오염 모니

일한 대상을 촬영하였으나, 측정일과 기하조건이 상이하

터링에 식생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용 초분광 장

다(Figure 1C).

비에 식생지수를 적용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또한 식생지수 선정을 위해 야지에서 복합적인 손상이

하며, 다양한 식생지수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성 평가가

관찰되는 암석을 수습하였고, 동일한 초분광 카메라로 촬

필요하다.

영하여 현장적용을 위한 선행연구에 활용하였다. 촬영은
실내에서 수행되었고 광원은 할로겐 램프(H1000, Fomax,

Figure 1. Status of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in Petroglyphs of Cheonjeon-ri, Ulju. (A)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B) Characteristics of hyperspectral camera sensors. (C) The monitoring date and the location of the sun on the image
acquisi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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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를 이용하였다. 이때 주변에서 유입되는 반사광의

촬영 기준점, 기하조건 등이 상이하다. 특히 운용 중인 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외부광을 차단한 환경에

분광 시스템은 원격탐사 분야에서 사용하는 인공위성이

서 촬영을 수행하였다.

나 항공 영상과 차이가 있다. 원격탐사 분야에서 활용하
는 위성이나 항공 초분광 영상은 공간정보와 기하조건에

3.2. 영상 보정
초분광 시스템으로 취득되는 영상은 각각의 픽셀에 대
응하는 고유한 분광 정보를 가지고 있어 손상요인들이 혼
재되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석자의 주관에 의한
오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태양을
광원으로 하는 야외 초분광 영상 촬영 현장상황을 고려할
때, 기상 조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광량의 변화 및
측정 시점별로 발생하는 카메라 위치의 오차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변수는 영상의 품질에 영향을 주며, 반사율의

대한 보조자료가 존재하나, 문화재 촬영을 위한 초분광
시스템은 기하조건에 대한 보조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및 기하조건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2014년을 기준으로 결합점을 생성하여 기하
보정을 수행하였다. 영상 간 기하보정 및 보간법의 적용
을 위해 L3Harris(USA) 사의 ENVI 5.6을 사용하였고, 식
생지수 산출 및 비교에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
다. 보정이 완료된 영상은 분석 정확도를 높이고자 불필
요한 영역을 제거하였다.

변화를 유발한다. 이 외에도 기기에서 발생하는 암전류,

4. 연구 결과

상대습도 등이 영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초분광 영상에 대한 방사
보정과 기하보정을 수행하였다. 방사보정을 위해 모든 영

4.1. 식생지수 선정

상은 White reference를 함께 촬영하였다. 이때 99%의 반

2014년을 기준으로 울주 천전리 각석의 표면에서는 주

사율을 가지는 SpectralonⓇ Targets(Labsphere, USA)을 이

로 조류, 지의류로 인한 손상이 관찰되며, 국소부위에서

용하였으며, Dark reference는 카메라 셔터를 닫고 촬영하

선태류에 의한 생물오염이 확인된다(Figure 2A∼C). 중앙

여 획득하였다. 이후 White reference의 반사율 값을 99%

에는 우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오염이 나

로 하는 상댓값으로 변환하였다.

타나고(Figure 2D), 각석 상부에는 관목과 초본류의 생장

울주 천전리 각석의 모니터링을 위한 초분광 영상은

이 확인된다(Figure 2E). 특히 각석 하단과 좌⋅우측에 녹

동일한 대상을 촬영하였으나, 측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색 조류, 지의류, 자색 조류 등의 복합적인 오염이 관찰되

Figure 2. Current status and biological pollution of Petroglyphs of Cheonjeon-ri, Ulju. (A) Status of Petroglyphs in
Cheonjeon-ri, Ulju. (B, C) Pollution caused by algae and lichen. (D) Biological pollution in areas where moisture is
maintained. (E) Shrubs and herbaceous plants at the top of petroglyphs. (F) Site A. (G) Site B. (H) Spectral characteristics
of surface conta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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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면과 가까운 부분에 생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초분광 영상에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이 같은 생물오염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초분광 영상에서

이 때 각 식생지수는 서로 상이한 산출값의 범위를 가

나타나는 분광 곡선의 형태 및 특징이 상이하다(Figure

지므로 식생지수 비교를 위해 –1∼1 사이의 정규성을 띠

2H).

도록 재가공하여 산출값의 범위를 통일하였다. 또한 시각

분광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활용하는 식생지수에 대하여

적으로 용이한 비교를 위해 color index를 삽입하였다.

Zarco-Tejada et al.(2004)는 구조적 지수와 엽록소 지수를

각각의 생물오염은 상이한 분광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분하여 제안하였고, Kim et al.(2012)은 앞서 제안된 식

식생지수 산출 시 사용되는 파장에 따라 특정 생물에 대

생지수와 추출된 식생의 Endmember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하여 적합한 식생지수를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산출된 식생지수의 정밀한 비교를 위해 지의류와 조류 영

한 Chun et al.(2015)은 NDVI를 활용하여 숭례문 육축을

역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지의류와 조류의 혼합 오

진단한 사례가 있다.

염이 발생한 영역은 site A(Figure 2F), 조류로 인한 생물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식생지수 중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Modified

염이 관찰되는 영역은 site B로 설정하였고(Figure 2G), 영
역을 지정하여 비교하였다(Figure 4).

Chlorophyll Absorption in Reflectance Index 1 (MCARI 1),

산출된 식생지수를 비교한 결과, 일부 영역에서 차이

Modified Triangular Vegetation Index 1 (MTVI 1), Optimized

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NDVI의 경우 site A에서

Soil-Adjusted Vegetation Index (OSAVI), Renormalized

지의류가 저평가되어 암석과 유사한 값으로 분포하는 것

Differene Vegetation Index (RDVI), Gitelson & Merzlyak,

이 확인된다. TVI는 site A에서 상대적으로 지의류 영역이

Modified Chlorophyll Absorption in Reflectance Index

잘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지만, site B에서 조류로 인한 오

(MCARI), Triangular Vegetation Index (TVI), Zarco- Tejada &

염이 저평가되는 것이 확인된다. ZM은 산출된 값이 매우

Miller, Gitelson and Merzlyak를 선정하고 비교하였다. 각

협소한 분포를 보여 모니터링을 위한 식생지수로 활용이

식생지수에 대한 산출식은 Table 1과 같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종합하면, 울주 천전리 각

식생지수 선정을 위한 단계에서는 야외에서 수습된 암
석을 활용하였다. 실내에서 수행된 사전테스트를 통해 총

석의 장기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생지수는
NDVI와 TVI로 판단된다.

9가지 식생지수 공식을 적용하였고, 각각의 결과를 그레
이스케일 이미지로 표현하였다(Figure 3). 이때 식생지수

4.2. 장기 모니터링 결과 비교

산출값에 대하여 생물오염부와 비오염부의 비율을 산출
하여 비교하였고, 생물의 종류에 따른 편차가 낮을 때 모
니터링이 용이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NDVI, TVI, ZM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식생
지수는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 자료 중 2018년

장기 모니터링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내 실험을 통해 선정된 식생지수를 2014∼2020년까지
4회에 걸쳐 구축된 초분광 영상 자료에 적용하여 비교하
였다. 각 식생지수는 사전 검토 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Table 1. Vegetation index formula for monitoring Petroglyphs of Cheonjeon-ri, Ulju
Vegetation index

Formula

Reference

NDVI

NDVI =       

Rouse et al. (1974),
Chun et al. (2015)

MCARI1

MCARI1 =         

Haboudane et al. (2004)

MTVI

MTVI =         

Haboudane et al. (2004)

OSAVI

OSAVI =          

Rondeaux et al. (1996)

RDVI

  
RDVI =    

Haboudane et al. (2004)

Gitelson & Merzlyak

GM =  

Gitelson and Merzlyak (1996)

MCARI

MCARI =           

Daughtry et al. (2000)

TVI

TVI =         

Broge and Leblanc (2001)

Zarco-Tejada & Miller

ZM =  

Zarco-Tejada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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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egetation index pre-test results.

Figure 4. Comparison results of selected vegetation index.
산출결과를 재가공하였다.

위가 없다. 적색(680 nm)과 근적외선 영역(800 nm)에서의
반사도를 사용해 계산되고, Rouse et al.(1974)에 의해 처

4.2.1. NDVI

음 제안되었다. 정규화 식생지수는 -1에서부터 1까지의

정규화 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범위를 가지며, 증가하는 양수(+) 값은 녹색식물의 증가

Index, NDVI)는 녹색식물의 상대적 분포와 활동성, 엽면

를 의미한다. 반대로 음수(-) 값은 물, 황무지, 얼음, 혹은

적지수, 엽록소의 함량 등과 관련한 지표로 사용되며 단

구름과 같이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나타낸다(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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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어, 보존처리 전⋅후

et al., 2003).
NDVI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결과, 평균값은 2014년

비교에 식생지수의 활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0.19, 2016년 0.25, 2018년 0.25, 2020년 0.21로 나타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식생지수가 증가하며, 2018년

4.2.2. TVI

에 정체되고, 2020년은 보존처리로 인해 NDVI 값이 낮아

TVI는 엽록소에 의한 빛 흡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녹색

지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정밀한 비교를 위해 site

영역의 반사도 및 적색과 근적외선 반사도 간의 상대적

A와 site B를 함께 비교한 결과, site A의 지수는 0.22에서

차이에 대한 함수로서 색소에 의해 흡수된 복사에너지를

0.28로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2020년 보존처리 이

의미한다. 이 지수는 스펙트럼 공간에서 녹색의 최대점,

후 0.22로 다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된다. Site B도 마찬가

엽록소 흡수에 의한 최소점, 근적외선 영역으로 정의된

지로 0.27에서 0.34로 증가 경향을 보였으며, 보존처리 이

삼각형의 면적으로 계산되며, 이는 적색 반사율을 감소시

후 0.23으로 확연하게 생물 활력도가 낮아진 것이 확인되

키는 엽록소 흡수와 근적외선 반사도 증가를 유발하는 다

었다(Figure 5).

량의 잎 조직이 삼각형의 전체 면적을 증가시킨다는 사실

그러나 이러한 식생지수의 평균값은 시각적인 변화를

에 근거한다(Broge and Leblanc, 2001).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때 생물의

TVI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결과, 평균값은 2014년

밀집도가 높은 영역인 site A와 site B에서는 모니터링 결

0.16, 2016년 0.20, 2018년 0.17, 2020년 0.49로 나타난다.

과 비교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존처리 이후

전체 산출값을 활용한 평균의 비교 결과, 경향성이 보이

Table 2. NDVI value results for 2014-2020
Yaer

NDVI (mean)
Total

Site A

Site B

2014

0.19

0.22

0.27

2016

0.25

0.26

0.32

2018

0.25

0.28

0.34

2020

0.21

0.22

0.23

Figure 5. Long-term monitoring results of NDVI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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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Table 3). 특히 보존처리 이후인

5. 고찰 및 결론

2020년 모니터링 결과, 2018년에 비해 식생지수가 0.17에
서 0.49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밀한 관찰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울주 천전리 각석의 표면에 서식하는

수행된 site A와 site B의 관찰 결과에서 site B는 식생지수

생물의 모니터링을 위해 식생지수를 적용하는 연구를 수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site A는 2020

행하였다. 먼저 모니터링 현장에 적합한 식생지수 선정을

년 보존처리 후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ure

위해 사전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NDVI, TVI, ZM이 선정

6). 이는 울주 천전리 각석의 보존처리 결과와 상반되므로

되었다. 선정된 식생지수를 울주 천전리 각석의 2018년

TVI는 모니터링에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영상에 적용한 결과, ZM은 모니터링에 부적합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TVI를 산출하는 공식에서 기인하는

NDVI와 TVI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하조건과 측정조건이 상이한 영

NDVI와 TVI는 각각 조류와 지의류에 대한 민감도에서

상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측정시기마다 영상의 분광반사

차이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연도별 초

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분광반사도는 방사보정을

분광 영상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통해 다소 보정이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보정되지 않는다.

NDVI 분석 결과, 식생지수는 2014∼2018년까지 증가

따라서 분광반사도의 변화는 TVI 산출값의 차이를 유발하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2020년 보존처리 후 낮아지는 것

게 되며, 이전 모니터링 시점보다 분광반사도가 낮을 경우

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의류 영역의 경우 NDVI

생물오염도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값이 저평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각 연도별 비교 결

Table 3. TVI value results for 2014-2020
Year

TVI (mean)
Total

Site A

Site B

2014

0.16

0.21

0.28

2016

0.20

0.23

0.27

2018

0.17

0.18

0.24

2020

0.49

0.19

0.23

Figure 6. Long-term monitoring results of TVI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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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하

건의 차이와 분광반사율 편차를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며,

지만 정밀한 관찰을 위해 지정한 site A와 site B에 대한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분석 결과 전체영역을 비교한 것보다 식생지수의 증가와

된다.

감소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VI 분석 결과, 보존처리 이후인 2020년이 오히려

사 사

2014년보다 식생지수가 증가하고 있어 NDVI의 결과와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site A와 site B의 비교 결과에

이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융

서는 식생지수가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

복합연구(R&D)”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명기하

이 확인되어 모니터링 시점에 따른 경향성을 찾을 수

며, 기관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없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의 차이는 분광반사율의 차이에서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식생지수 산출을 위해 사
용된 울주 천전리 각석의 초분광 영상은 연도별 촬영조건
이 모두 상이하며, 촬영조건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분광반
사율의 변화를 야기한다. 각 영상의 분광반사율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방사보정과 기하보정을 수행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분광반사도의 변화로 인해 연도별 영상 간 편차
가 발생한다.
이때 각 식생지수는 산출되는 공식의 특성에서 분광반
사도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진다. 즉, NDVI는 산출과정에
서 사용되는 파장의 합을 분모로 사용하여 지수 형태로
가공되지만 TVI는 사용되는 파장의 분광반사율의 증감
에 따라 산출값이 변화하게 된다. 그 결과, NDVI는 비교
적 분광반사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으
나, TVI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NDVI는 측정조건이나 기하조건을 맞추기 어
려운 환경에서 취득된 초분광 영상으로 식생의 활력이나
분포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TVI는 지의류에 대한 민감도가 NDVI보다 높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모니터링이나 진단
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에 식생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염이 집중된 영역을 특정하여 비교하
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NDVI를 활용
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site A와 site B의 비교 결과, 전체
면적의 산출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생지수의 증감이 명
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니터링을 위해 영상
전체를 활용하는 것보다, 오염이 발생한 영역을 특정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방증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울주 천전리 각석과 같은 야외
석조문화재에 대한 중장기적 모니터링에 식생지수의 활
용이 가능하였다. 다만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화연구를 통해 광원으
로 사용되는 태양이나 초분광 센서에서 발생하는 기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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