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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nmanned Aerial Vehicle (UAV) imagery are being assessed for analyzing within field
spatial variability for agricultural precision management, because UAV imagery may be acquired quickly
during critical periods of rapid crop growth. This study refers to the derivation of barley and wheat growth
prediction equation by using UAV derived vegetation index. UAV imagery was taken on the test plots
six times from late February to late June during the barley and wheat growing season. The field spectral
reflectance during growing period for the 5 variety (Keunal-bori, Huinchalssal-bori, Saechalssal-bori,
Keumkang and Jopum) were measured using ground spectroradiometer and three growth parameters,
including plant height, shoot dry weight and number of tiller were investigated for each ground survey.
Among the 6 Vegetation Indices (VI), the RVI, NDVI, NGRDI and GLI between measured and image
derived showed high relationship with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espectively. Using the field
investigation data, the vegetation indices regression curves were derived, and the growth parameters were
tried to compare with the VIs value.
Key Words : Unmanned Aerial Vehicle(UAV), barley, wheat, vegetation indices

요약 : 무인항공기 영상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고해상도로 신속한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농업

관리를 위한 공간 변이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최적 식생지수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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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곡물자급율은 2015년 기준 23.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식용 맥류의

수요는 약 243만톤(보리 33만톤, 밀 210만톤)으로 국내

공급량 14만톤(보리 11만톤, 밀 3만톤)을 제외하고 229

만톤(보리 22만톤, 밀 207만톤)이 수입되고 있으며, 조

사료도 수요량 550만톤 중 18%에 해당하는 98만톤이

수입되고 있다(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Livestock

key statistics, 2015). 특히, 밀의 경우에는 수요량 210만톤

중 국내 공급량은 3만톤으로 약 1%에 불가하며 대부분

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식품부에

서는 맥류의 수급 불안 및 제분·가공업체 원료곡 확보

차질을 우려하여 동계작물 봄파종 추진, 동계 이모작 직

불금 확대, 농지임대차 허용 등 맥류 및 동계사료작물

의 안정적 수급, 곡물자급률 제고, 농가소득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

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주요 곡물생산국의 생

산량 감소와 곡물시장의 불안정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

하여 객관적인 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맥류 작황 추정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위성, 항공영상 등 원격탐사

기술을 이용한 농작물 생육이상 판별, 시계열 정보 생

산을 통한 작황 추정 모형 구축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Lee et al., 2011; Hong et al., 2012; Na et al., 2013,

2014). 맥류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로는 MODIS

NDVI를 이용하여 중국 산동반도의 겨울 밀 수량을 추

정하고 그 결과와 농업기후모형을 이용한 수량 추정 결

과의 비교 연구(Ren et al., 2008)와 미국 켄사스와 우크라

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식생지수 값과 밀 재배면적

비율을 이용하여 수량을 실험적으로 추정하는 모델 연

구(Becker-Reshef et al., 2010)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농업

에서 원격탐사는 작물, 토양, 물, 기후를 포함하는 농경

지 표면의 상태를 탐지(detect)하고 정량화(quantify) 함

으로써 농경지 및 농업환경에 대한 장·단기적인 관리

방안과 정책지원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Hong et al., 2004). 또한, 식물체 내 엽록소가 주로 적색

(Red), 청색(Blue) 파장은 흡수하는 반면 근적외선(Near

Infra Red, NIR) 파장은 반사하는 분광학적 특성을 이용

한 식생지수(Vegetation Index, VI)는 녹색 식물의 상대

적 분포량과 생육특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

용되어 왔다(Tomas and Gausman, 1977).

한편,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에는 무인항공

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농업분야에 활용

하려는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위성영상은 광범위한 지

역의 공간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에 비해 기상조건

의 제약으로 구름이 없는 영상을 획득하기 어려우며, 이

로 인해 제한된 시기의 자료 활용만이 가능하다. 또한,

높은 고도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영상자료

획득이 어렵고, 원하는 시기와 지역 영상을 얻는데 많

은 비용이 소요된다(Hassan et al., 2011). 이에 비해 UAV

는 영상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10 cm 안팎의

높은 해상도와 함께 원하는 시기의 영상 수집이 용이하

여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들녘단위(100~1,000 ha) 작

황추정 연구에 유용하다. UAV를 활용한 농업분야 연구

는 농업환경 감시 및 모니터링 연구(Herwitz et al., 2004;

Dieter et al., 2005; Jung et al., 2015)와 토지피복 분류와 관

련된 연구(Hassan et al., 2011; Fuyi et al., 2012; Feng et al.,

2015)를 시작으로 작황 분석 및 생육 추정에 관한 연구

로 확대되었다. Candiago et al.(2015)은 UAV의 다중분광

센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영상을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정밀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생성방안을 연구하였

고, Lee et al.(2015)은 UAV를 이용하여 헤어리베치를 풋

거름으로 재배하는 단지를 촬영하고, 영상에서 추출한

식생지수와 헤어리베치의 질소 생산량 비교를 통해 재

배단지 내 질소 생산량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추정하였

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채소의 안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5, 2016

–484–

하여 맥류 작황 추정식을 유도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 영상은 맥류 생육 기간인 2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

지 6회에 걸쳐 촬영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5개 품종(큰알보리, 흰찰쌀보리, 새찰쌀보리, 금강밀, 조품밀)

을 대상으로 휴대용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현장분광반사율을 측정하고 초장, 지상부건물중, 단위면적당 경

수 등 생육인자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6개의 식생지수 중 RVI, NDVI, NGRDI 및 GLI가 생육인자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현장 생육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식생지수와 생육인자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배 면적 및 단수 예측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채소 작황

과 관련된 연구에 UA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Na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보리와 밀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측정

한 분광반사율을 이용하여 생육단계별 분광반사특성

을 파악하고, UAV 영상을 이용하여 추출한 6종의 식생

지수와 현장 생육조사 자료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원격

탐사 기반의 맥류 작황 추정을 위한 최적 식생지수를 선

정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1) 대상작물 및 시험포장

대상작물의 분광반사율 측정 및 생육조사는 전북 완

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내 맥류 작황시

험 포장에서 수행하였으며, 대상작물 및 품종은 보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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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lit plot design for the experiments with two species and five varieties. The ‘B’ letter indicates Barley, while ‘W’ letter indicates
Wheat. The Number indicates other variety.

W1 : Keumkang

B1 : Keunal-bori B3 : Saechalssal-boriB2 : Huinchalssal-bori

W2 : Jopum



품종(큰알보리1호(B1), 흰찰쌀보리(B2), 새찰쌀보리

(B3))과 밀 2품종(금강(W1), 조품(W2))을 선정하였다

(Fig. 1). 시험포장은 면적 1,000 m2인 시험구를 난괴법 3

반복으로 배치하였으며, 반 건답 조건에서 맥류 표준 재

배법에 준하여 재배하였다. 그 외 품종별 재배조건은

Table 1과 같다.

2) 현장 분광반사율 측정 및 생육조사

분광반사율 측정은 휴대용 분광복사계(FieldSpec

Pro, ASD Inc)를 이용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에 실시하였다. 측정방법은 백색표준판을 이용하여 분

광복사계 보정을 실시한 후 작물의 초장 끝에서 약 50

cm 떨어진 위치에 Telescope를 고정하여 작물의 측정범

위를 정하고 작물에서 반사되는 태양복사에너지를 측

정하였다. 측정은 3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으

며 , 작물이 성장함에 따라 초장이 점점 길어지면

Telescope의 위치 또한 초장의 성장 길이만큼 올려

Telescope와 초장 끝의 거리가 항상 50 cm를 유지하도

록 하여 측정하였다(Fig. 2).

생육조사는 맥류의 생육단계인 출현기, 출현일수, 생

육재생기, 최고분얼기, 출수기 및 성숙기의 날짜를 조사

하고 초장, m2당 경수,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 수장,

유효경비율 등 기타생육인자와 m2당 수수, 영화수, 결

실립수, 결실비율, 천립중, 리터중 등의 수량구성요소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관련 항목에 대하여 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3) UAV 영상 촬영 및 전처리

UAV 영상 촬영은 현장 생육조사 시기에 따라 2월 하

순부터 6월 상순까지 6회에 걸쳐 수행하였으며(Table

2), 육안 판독을 위한 가시광선(Red, Green, Blue) 파장

카메라(IXUS/ELPH, Cannon, Japan)와 식생지수 산출

을 위한 근적외선(Red, Green, NIR) 파장 카메라(S110,

Cannon, Japan)를 번갈아 탑재하여 촬영하였다(Table 3).

또한 영상 내의 대리보정(vicarious correction)을 위하여

Fig. 3과 같이 각각 3%, 5%, 11%, 22%, 33%, 44%, 55%의

균일한 반사율을 가지는 타프(tarpaulin; tarp)를 설치하

였다. 촬영에 사용된 UAV(eBee, Sensefly, Swiss)는 고정

익으로 공간해상도는 5cm이며, 낱장으로 촬영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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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eld campaign. Fig. 3. Tarp target.

Table 1. Details of growing condition
Species Variety Seeding Date Seeding Rates(kg/10a) Ridge Width(cm) Seeding Width(cm) Growing condition

Barley
Keunal-bori 10/20 17 150 120

Cropping after rice
harvest

Huinchalssal-bori 10/20 16 150 120
Saechalssal-bori 10/20 16 150 120

Wheat
Keumkang 10/20 16 150 120

Jopum 10/20 16 150 120



은 UAV 운영 프로그램(eMotion, Sensefly, Swiss)을 통해

촬영당시 비행체의 위치정보 및 자세 등 표정요소와 결

합한 후, 전처리 프로그램(Postflight Terra3D, Pix4D,

Swiss)을 이용하여 영상 접합을 수행하였다(Fig. 4). 접

합된 영상은 보정용 타프의 값을 이용하여 반사율 영상

으로 변환한 후 관계식을 이용하여 식생지수를 산출하

였다.

4) 식생지수 선정

식생지수는 식물의 상대적 분포량과 활동성, 엽면적

지수, 엽록소함량, 엽량 및 광합성 흡수복사량(APAR)

등을 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척도로서 관측된 각 파

장대 영상간의 비, 차, 선형조합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하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최초의 식생지수는 Jordan(1969)에 의해 발표된 단순식

생지수(RVI)로 적색과 근적외선 파장대 반사값의 비로

나타낸 것이다. Rouse et al.(1974)은 적색과 근적외선 파

장대 반사값의 차이를 구하여 식생의 반사 특성을 강조

하고 이를 두 반사값의 합으로 나누어 일반화한 정규화

식생지수(NDVI)를 제시하였고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 현재까지 제안되고 있는 식생

지수는 약 50여종 이상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UAV에

탑재된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카메라의 분광해상도(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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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AV system and taking off for a mission.
(a) eBee and IXUS/ELPH, S110 digital camera (b) eBee launch

Table 2. Data-collecting dates
Data collection Date

In-situ measuring 2/20 3/20 4/10 5/1 5/20 6/20
Field campaign 2/25 3/21 4/11 4/29 5/20 6/17

UAV imagery acquisition 2/25 3/21 4/11 4/29 5/20 6/17

Table 3.  Specifications of IXUS/ELPH, S110 digital camera
Category IXUS/ELPH S110

Resolution 16 MP 12 MP
Flight altitude (4cm/pxGSD) 130 m 115 m

Sensor size 6.16 × 4.62 mm 7.44 × 5.58 mm
Pixel pitch 1.33 um 1.86 um

Image format JPEG JPEG and RAW
Settings Only automatic Fully configurable

Nominal flight time 45 minutes 40 minutes
Bands R-G-B R-G-NIR



5)를 고려하여 현재 위성영상 및 UAV에 실용화되고 있

는 식생지수를 선정하였다(Table 4).

3. 결과 및 고찰

1) 맥류 분광반사특성

분광반사곡선은 작물 성장에 따른 물 스트레스나 식

물의 생체량 및 증발산량, 그 지역의 식생정보 등을 정

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생의 반사특성은 물, 토양과는 달리 작물

및 파장대역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을 갖는다. 즉 가시

광선 영역에서는 작물에 포함된 색소가 파장대역에 반

사율에 영향을 미치며,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식생의 녹

색 잎이 매우 적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반사가

크게 증가한다. 이는 엽록소가 가지는 고유의 분광반사

특성으로 엽록소에 의해 녹색을 띄는 식생의 경우 녹색

파장영역(500~600 nm)에서 약간 높은 반사율을 보이

고, 적색 파장영역(600~700 nm)에서는 반사율이 낮아

지며, 근적외선 파장영역(800~1000 nm)에서는 약 40~

50%의 높은 반사율을 나타낸다(Curren, 1983). 또한 중

적외선 영역에서는 수분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되

므로 작물의 수분 함량이 이 영역에서의 반응을 지배하

게 된다. 이와 같이 분광반사곡선 기울기의 변화특성을

알면 그 작물이 갖고 있는 식생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분광반사곡선의 도함수를 이용한 1차 도함수법

은 스펙트럼 기울기로부터 작물의 생육단계에 가장 영

향을 미치는 파장을 찾아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현장

에서 측정한 보리와 밀의 품종별 생육단계에 따른 분광

반사곡선과 분광반사율을 1차 도함수로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맥류의 분광반사특성은 작물이 성장함에 따라 최대

반사율은 증가하다가 4월 29일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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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ectral responses of IXUS/ELPH, S110 digital camera(senseFly Ltd, 2014).
(a) IXUS/ELPH (b) S110

Table 4. Various vegetation indices related to vegetation cover and chlorophyll content
Name Type Equationa Reference

RVI (Ratio vegetation index) Red-NIR Rn/Rr Jordan (1969) and Pearson and Miller (1972)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Red-NIR (Rn
_ Rr)/(Rn + Rr) Rouse et al. (1974) and Tucker (1979)

TVI (Triangular vegetation index) Vis-NIR 0.5[120(Rn
_ Rg) _ 200(Rr

_ Rg)] Broge and Leblanc (2000)
CVI (Chlorophyll vegetation index) Vis-NIR Rn·Rr/Rg2 Vincini et al. (2008)

NGRDI (Normalized green red
difference index) Vis (Rg

_ Rr)/(Rg + Rr) Tucker (1979)

GLI (Green leaf index) Vis (2·Rg
_ Rr

_ Rb)/(2·Rg + Rr + Rb) Louhaichi et al. (2001)
a Rλ the reflectance at wavelength λ ; Rn, Rr, Rg, and Rb are the reflectances for NIR, red, green, and blue bands, respectively.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물별로 살펴보면, 보리는

생육 초기에 밀보다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지만 중기로

갈수록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에 밀은 생육 초기에는 낮

은 반사율을 보이다 중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

을 나타내었다. 또한, 보리와 밀 모두 가시광선 영역의

450 nm와 650 nm 파장대에서 매우 낮은 반사특성을 나

타내었다. 이 낮은 반사는 두 개의 엽록소 흡수 영역에

대응하는 것으로 광합성 작용이 활발해지며 클로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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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ectral reflectance and first derivative of crops during the growing period.
(b) first derivative(a) Spectral reflectance

W2

W1

B1

B2

B3



농도의 증가를 가져와 이들 파장대의 입사에너지를 대

부분 흡수하기 때문이다.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최대 반

사는 엽록소 흡수 영역 사이의 540 nm 파장대에서 발생

하였으며, 가시광선 영역에서 근적외선 영역으로 변화

하는 700 nm 파장대에서는 작물의 성장이 왕성해지면

서 근섬유조직이 발달하게 되어 반사는 현저하게 증가

하였다. 즉,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가시광선 영역에 비하

여 매우 높은 반사와 투과, 매우 낮은 흡수를 나타내는

특성을 보였다. 한편, 920~980 nm 파장 범위에서 미세

한 수분흡수 밴드가 존재하여 반사율이 일시적으로 감

소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잎에 함유되어 있는 수

분의 영향으로 만약 가뭄과 같은 물 스트레스가 발생한

다면 980 nm 파장대의 반사율은 건강한 작물의 반사율

저하보다 적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생육 후기인 5

월 20일의 경우 밀의 분광반사곡선은 식생의 반사특성

(S자 형태)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리는 식생의 반사특성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보리가 밀에 비해 일찍 성숙

기에 접어들면서 엽록소 생산이 감소하여 엽록소 흡수

영역에서 흡수가 약화되고 적색 파장영역에서 높은 반

사가 일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생육조사 결과 보

리의 성숙기는 5월 21일~23일로 조사되었고, 밀은 5월

24일~26일 전후로 조사되었다.

맥류의 생육단계별 분광반사율의 1차 도함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큰 파장은 730 nm이며, 다음이 920~980

nm 구간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730 nm 파장은 가시광

선과 근적외선 파장의 경계인 Red edge 구간으로 작물

의 클로로필 양과 성장속도, 색소농도 등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생육단계별 분광반사

율 변화는 Red edge 구간을 경계로 양분되는 특징을 보

인다. 즉 Red edge 구간 이전은 작물이 성장함에 따라 반

사특성은 낮아지나 이후의 분광반사율은 높아지는 특

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근적외선 파장영역에서 맥류

의 생육상태를 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파장 구간은

740~900 nm가 된다. 분광반사특성이 가장 두드러진 시

기는 4월 29일이었으며, 출수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

든 5월 20일은 보리와 밀의 분광반사특성 차이가 가장

뚜렷한 시기로 나타났다.

2) UAV를 이용한 생육단계별 식생지수 변화

UAV를 이용한 보리, 밀의 품종에 따른 식생지수 변

화는 Fig. 7 및 Fig. 8과 같다. TVI를 제외한 모든 식생

지수가 4월 29일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TVI는 출수기인 4월 11일에 최고치(peak)를

나타내었다. 또한, CVI와 GLI는 출수기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성숙기에 다시 증가하는 dual-peak 현상

을 보였고, 이런 현상은 보리보다 밀에서 뚜렷이 나타

났다.

식생지수별로 살펴보면, 근적외선 파장대를 이용한

식생지수인 RVI, NDVI, TVI 및 CVI에서 보리보다는

밀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2월 25일에 작

물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작물이 성장

함에 따라 그 차이는 점차 감소되어 생육 후기에는 거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밀은 생

육 초기에는 보리보다 성장속도가 빠르지만 중기에 접

어들면서 성장속도가 감소하는 반면에 보리는 생육기

간동안 일정한 속도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RVI, NDVI, TVI 및 CVI에서는 보리보다

밀이 더 높은 값을 보이지만 NGRDI와 GLI에서는 거

의 같은 수준이거나 보리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

타났다. 이는 보리와 밀의 분광반사특성 차이에 의한 것

으로 RVI, NDVI, TVI 및 CVI 계산에 이용된 근적외선

파장대에서 밀이 보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민감

하게 반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생육단계에 따른

식생지수 변화는 작물간의 차이는 나타났지만 품종간

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는 각 식생지수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작물

에 따른 식생지수 변화와 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보

리의 식생지수 범위는 각각 TVI (0.246~1.096), NDVI

(0.194~0.667), RVI (0.149~0.522), NGRDI (-0.094~

0.087), CVI (0.216~0.374), GLI (0.035~0.154)으로 나타났

으며, 밀의 경우에는 TVI (0.213~1.227), NDVI (0.186~

0.689), RVI (0.147~0.566), CVI (0.218~0.452), NGRDI

(-0.090~ 0.075), GLI (0.031~0.125)으로 나타났다. 즉 근

적외선 파장대를 고려한 식생지수가 가시광선 파장대

조합에 의한 식생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 분

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각 식생지수의 통계

량을 비교한 결과NGRDI와GLI가 평균(Mean) 및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 S.D.)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변

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가 큰 것으로 보아

가시광선 파장대 조합에 의한 식생지수도 작물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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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patial distribution of vegetation indices during the grow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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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mporal variations of vegetation indices during the growing period.

Fig. 9. Variations of vegetation indices and statistics of crops.
(a) Barley (b) Wheat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장 생육조사 자료를 이용한 최적 식생지수 선정

UAV를 이용한 식생지수와 생육인자와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하여 보리, 밀의 생육단계별 생육인자들의 변

화를 관측한 결과, 초장(Fig. 10a) 및 지상부건물중(Fig.

10b)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최고분얼기인 3월 21일을 기

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m2당 경수(Fig. 10c)

는 생육재생기 이후 무효분얼 증가에 따라 경수도 증가

하다가 절간신장이 빨라지는 최고분얼기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장 및 지상부건물중

은 생육단계에 따른 생육조사 방법에 따라 5월 1일 이

후에는 측정하지 못하였지만 5월 1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었고, 식생지수 역시 4월 29일

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식생지수와 생육인자와의

변화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현장에서 측정한 생육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 작물

별로 생육기간을 대상으로 한 식생지수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6개의 식생지수들

중에서 해당 작물의 생육시기별 식생지수의 시간적 변

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식생지수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

이다. Table 5는 보리, 밀에 대한 각 6개의 식생지수를 대

상으로 상관계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모든 생육인자와

상관성이 높은 식생지수는 RVI와NDVI, NGRDI로 나

타났으며, 특히 RVI와 NDVI는 보리의 m2당 경수를 제

외하고 대부분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별로 살펴보면, 초장의 경우 보리는 CVI, NGRDI

및 GLI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밀은 RVI, NDVI

및 TVI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상부건물중

은 Red-NIR 조합에 의한 식생지수(RVI, NDVI)는 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 식생지수에서는 보리

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NGRDI와 GLI의 경

우 보리의 지상부건물중과 상관계수가 0.9 이상으로 높

게 나타나 RGB 기반의 식생지수로도 모니터링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보리의 m2당 경수는 각 식

생지수별 상관성이 0.5 이하로 낮게 나타나 식생지수의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UAV를 이용한 식생지수가 맥류의 생육주기에 따른 초

장과 지상부건물중의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광반사 특성 및 생육단계에 따른 식

생지수 변화와 같이 모든 식생지수에서 품종별 상관계

수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맥류의 생육기간 중 생육재생기인 2월 21일부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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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mporal variations of crops growth parameters during the grow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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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vegetation indices and growth parameters
RVI NDVI TVI CVI NGRDI GLI

Plant Height
(cm)

B1 0.919 0.865 0.667 0.603 0.880 0.935
B2 0.915 0.866 0.616 0.697 0.845 0.783
B3 0.924 0.905 0.776 0.695 0.843 0.830
W1 0.953 0.932 0.668 0.627 0.758 0.636
W2 0.926 0.926 0.759 0.263 0.812 0.626
B 0.919 0.879 0.686 0.665 0.856 0.849
W 0.939 0.929 0.713 0.445 0.785 0.631

Dry Weight
(g/m2)

B1 0.948 0.906 0.715 0.655 0.919 0.953
B2 0.971 0.929 0.627 0.812 0.927 0.879
B3 0.967 0.959 0.809 0.795 0.909 0.888
W1 0.978 0.958 0.654 0.694 0.802 0.687
W2 0.974 0.952 0.596 0.494 0.792 0.614
B 0.962 0.932 0.717 0.754 0.918 0.907
W 0.976 0.955 0.625 0.594 0.797 0.651

Number of
tiller / m2

B1 0.193 0.370 0.417 0.378 0.442 0.240
B2 -0.088 0.068 0.276 0.083 0.246 0.130
B3 -0.104 0.125 0.339 0.045 0.154 -0.132
W1 -0.024 0.216 0.251 0.212 0.285 0.116
W2 0.734 0.853 0.874 0.676 0.861 0.830
B 0.001 0.188 0.344 0.168 0.281 0.079
W 0.355 0.535 0.562 0.444 0.573 0.473

Fig. 11. Relationship between vegetation indices and barley & wheat growth parameters.
(a) Barley (b) Wheat



생지수가 최고치를 나타내는 4월 29일까지 현장에서

측정한 초장 및 지상부건물중과 UAV를 이용한 식생지

수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11과 같다. 그림

을 살펴보면 보리와 밀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나

타내지만 식생지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RVI, NDVI 등의 Red-NIR 조합에 의한 식생지수와

NGRDI, GLI 등의 Vis 조합에 의한 식생지수가 생육인

자의 경향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VI 및 CVI

등의 Vis-NIR 조합의 식생지수는 생육인자의 경향을

반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식생지수와 생육인자는 지수식의 관계가 성립되었

으며, 초장보다는 지상부건물중의 결정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보리와 밀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측정

한 분광반사율을 이용하여 생육단계별 분광반사특성

을 파악하고, UAV 영상을 이용하여 추출한 6종의 식생

지수와 현장 생육조사 자료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원격

탐사 기반의 맥류 작황 추정을 위한 최적 식생지수를 선

정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맥류의 분광반사특

성은 작물이 성장함에 따라 최대반사율은 증가하다가

4월 29일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보리는 생육 초기에 밀보다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

지만 중기로 갈수록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에 밀은 생육

초기에는 낮은 반사율을 보이다 중기 이후에 급격히 증

가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근적외선 파장영역에

서 맥류의 생육상태를 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파장 구

간은 740~900 nm로 나타났으며, 분광반사특성이 가장

두드러진 시기는 식생지수가 최고치를 나타내는 4월

29일로 나타났다. UAV를 이용한 생육단계별 식생지수

변화 특성은 RVI, NDVI, TVI 및 CVI에서는 보리보다

밀이 더 높은 값을 보이지만 NGRDI와 GLI에서는 거

의 같은 수준이거나 보리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

타나 근적외선 파장대에서 밀이 보리와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생

육조사 자료와 UAV 기반의 식생지수와의 상관분석 결

과 맥류 작황 추정을 위한 최적 식생지수는 RVI, NDVI

등의 Red-NIR 조합에 의한 식생지수와 NGRDI, GLI

등의 Vis 조합에 의한 식생지수로 나타났으며, 초장보

다는 지상부건물중의 결정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1년 동안의 현장측정 자료와 수

집한 6장의 UAV 영상자료를 사용하여 식생지수와 생

육인자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인정

할 만한 기간의 자료는 아니다. 하지만 UAV 영상과 생

육인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고 맥류의 작황 모니터링을 위한UAV 영상자료의 활용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비

교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적기 때문에 향후 다년간의

UAV 기반 식생지수와 생육인자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

진 후에 생육인자 추정 모형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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