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5, No.5-1, 2019, pp.637~647
https://doi.org/10.7780/kjrs.2019.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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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작물 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드론 초분광 영상 기반 
광화학반사지수 산출 및 다중분광 영상에의 적용

나상일 1)·박찬원2)·소규호2)·안호용1)·이경도 1)†

Photochemical Reflectance Index (PRI) Mapping using Drone-based 
Hyperspectral Image for Evaluation of Crop Stress 

and its Application to Multispectral Imagery

Sang-il Na 1)·Chan-won Park2)·Kyu-ho So2)·Ho-yong Ahn1)·Kyung-do Lee 1)†

Abstract: The detection of crop stress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accurate assessment of yield decline.
The photochemical reflectance index (PRI) was developed as a remotely sensed indicator of light use
efficiency (LUE). The PRI has been tested in crop stress detection and a number of studies demonstrated
the feasibility of using it. However, only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use of PRI from remote sensing
imagery. The monitoring of PRI using drone and satellite is made difficult by the low spectral resolution
image captures. In order to estimate PRI from multispectral sensor, we propose a band fusion method
using adjacent bands. The method is applied to the drone-based hyperspectral and multispectral imagery
and estimated PRI explain 79% of the original PRI. And time series analyses showed that two PRI data
(drone-based and SRS sensor) had very similar temporal variations. From these results, PRI from
multispectral imagery using band fusion can be used as a new method for evaluation of crop stress.
Key Words: Photochemical Reflectance Index (PRI), crop stress, hyperspectral, multispectral, drone

요약: 작물의스트레스를탐지하는것은생산량감소를평가하는데매우중요하다. 광화학반사지수 (PRI)는
LUE의원격감지지표로서개발되었으며, 많은연구자들에의해식생의스트레스탐지에효과적으로사용할
수있음이입증되었다. 그러나원격탐사영상에기반한 PRI를이용한연구는매우드물다. 낮은분광해상도로
인하여드론및위성영상기반의 PRI 모니터링이어렵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다중분광센서기반의 PRI
를산정하기위하여인접한밴드를이용한융합방법을제안하였다. 제안한기법을초분광및다중분광영상에
적용한결과산출된 PRI는 79%의설명력을나타내었으며, 지상고정형센서의관측값과도유사한변동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밴드융합에의한 PRI는작물스트레스평가에적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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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작황모니터링에원격탐사의개념이도입된이후식

물고유의분광반사특성을이용하여일부파장밴드의

산술적인 조합으로 만들어 지는 식생지수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Na et al., 2018).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

는 식생지수인 정규화 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는녹색식물의상대적분포량과

활동성,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 LAI), 식생피복률,

엽록소함량, 식물생물량, 흡수광합성유효광(Absorbed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APAR) 등과 관련된

지표로서다양한연구에활용되고있다. 그러나최근연

구동향에의하면NDVI는 LAI가 3~5 이상이되면포화

되어더이상증가하지않는특징이나타나는것으로밝

혀졌다(Lee et al., 2003). 또한 NDVI와같이적색과근적

외선밴드의반사율차이를이용하는식생지수는식생

의생물량(Biomass)과수직/수평분포및구조에민감하

게반응하지만생리적상태에대한민감도는상대적으

로떨어지는것으로평가된다(Ryu et al., 2017). 이에따라

최근작물의생리적상태및스트레스파악을위한식생

지수로광화학반사지수(Photochemical Reflectance Index;

PRI)가 주목받고 있다 . PRI는 잎의 카로티노이드

(Carotenoid) 색소의크산토필회로(Xanthophyll cycle) 및

질소스트레스를받는임관의광합성효율에미감하게

반응하는생리학적지수로서식생의광합성능및생리

적스트레스상태를모두파악하는데용이한식생지수

로평가받고있다(Zang et al., 2017; Ryu et al., 2018).

일반적으로식물에도달하는광에너지가광합성기

구에의하여이용할수있는능력보다과다하게주어질

경우과잉에너지는세포막등세포의구성요소와광합

성 기구를 광산화(Photooxidation) 시켜 많은 손상을 끼

치게되는데이와같이과다한광에너지유입에의하여

식물이손상을입는것을광저해(Photoinhibition)라고한

다. 특히, 고온, 저온, 수분결핍, 고염분, 중금속 및 대기

오염등의다양한스트레스조건에서는광에너지가약

해도 광합성 효율이 낮아짐으로서 여분의 광에너지에

의한광저해현상이나타날수있다. 따라서광합성식물

은광저해를최소하기위하여다양한방어기작을사용

하고있다. 그중크산토필회로는식물의잎에서비올라

크산틴(Violazanthin; V), 안테라산틴(Antheraxanthin; A),

제아크산틴(Zeaxanthin; Z) 세 종류의 카로티노이드 간

의순차적인전환과정을통해과도하게흡수된광에너

지를열에너지로소산시키는작용을하는회로로서광

저해 작용이 심화될수록 V농도는 낮아지고 Z농도는

높아지게되어식물의 531 nm파장반사도가감소하게

된다(Gamon et al., 1992; Ryu et al., 2017).

이와같은원리를이용하여Gamon et al.(1992)은크산

토필회로의흡수에영향을받는 531 nm파장의반사도

와임관수준에서의기준밴드인 550 nm파장의반사도

를정규화하여 PRI를제안하였으며, 후속연구를통해

잎의 수준에서 백화현상을 잘 나타내는 기준 밴드는

570 nm파장의반사도로제시하였다(Gamon et al., 1997;

Penuelas et al., 1995). 이와같이 PRI의관측규모별기준

밴드가규명된이후많은연구자들에의하여식생스트

레스감지및식물의잎과캐노피수준에서의광합성변

화모니터링에 PRI가유용한식생지수로입증되었으며

(Gerosa et al., 2009; Meroni et al., 2008, 2009; Panigada et al.,

2009; Romer et al., 2012), 현재까지 수분 부족, 영양분

수준, 병충해등다양한스트레스조건에서잎, 캐노피,

군락수준의식생및식물기능의유형, 영양수준등많

은연구에활용되고있다(Zhang et al., 2016). 그러나 PRI

의산출밴드가기존의다중분광센서에서제공되는밴

드와 상이하여 직접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MODIS의대체밴드를이용하여 PRI를간접적으로산

출하거나(Rahman et al., 2004; Drolet et al., 2005), 항공초

분광영상과MODIS의대체밴드를이용한 PRI의직접

비교및그림자영향해석방안제시(Ryu et al., 2017), 드

론 장착 다중분광 카메라, 소형 필드 초분광계, 휴대용

잎반사계를이용한공간규모에따른 PRI평가(Ryu et al.,

2018) 등 대체 밴드를 이용한 PRI산출 및 평가에 관한

연구가일부수행되었을뿐다중분광영상기반의 PRI

산출과관련된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물 스트레스 평가 방안으로 PRI의

활용성을높이고자배추를대상으로드론기반초분광

영상의밴드융합을통해다중분광영상기반의시계열

PRI분포도를 작성하고 지상고정형 센서의 관측값과

비교하여 PRI의 시계열 변화 모니터링 가능성을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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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1) 시험포장 조성 및 지상고정형 센서 설치

본 연구를 위한 드론 촬영 및 지상고정형 센서 설치

는전북완주군이서면에위치한국립농업과학원내시

험포장(127°02′49.65″E, 35°49′28.52″N)을 대상으로 수

행하였다. 시험구의 면적은 500 m2로 Fig. 1과 같이 콩

과배추를분할식재하여 3반복하였으며, 본연구에서

는상대적으로스트레스에민감한배추를대상으로연

구를 수행하였다. 배추의 재식거리는 40×85 cm로 가

을배추품종인천고마비를 2018년 9월 4일에정식하여

11월 14일수확하였으며, 표준재배법에준하여재배하

였다. 또한, 촬영된초분광영상의대기보정(Radiometric

correction)을 위하여 촬영 범위 내 각각 5%, 22%, 44%,

55%의균일한반사율을가지는타프(Tarp)를설치하였다.

드론기반의PRI검증을위한지상고정형센서(Spectral

Reflectance Sensor; SRS, Decagon, USA)는 지표면과 수

직방향으로 상부를 향해 설치하는 센서(Hemispherical

sensor)와측정하고자하는대상을향해설치하는센서

(Field stops sensor) 및 이들 센서로부터 측정값을 입력

받아저장하는로거(Logger)로구성되어있으며(Fig. 2),

대기를 통해 입사되는 복사량과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작물 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드론 초분광 영상 기반 광화학반사지수 산출 및 다중분광 영상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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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RS sensor installation and compositions.

Fig. 1.  Plot design with tarp set (A) and SRS sensor poi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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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량을 각각 측정하여 PRI를 Eq. 1과 같이 계산한다

(http://www.metergroup.com/).

              R531 / I531 – R570 / I570 (I570 / I531) R531 – R570      PRI = ———————— = ————————
              R531 / I531 + R570 / I570 (I570 / I531) R531 + R570

              R531 – R570              = (I570 / I531) (—————)                                 (1)
             R531 + R570

여기서, R531, R570는 작물로부터 반사되는 531 nm와

570 nm파장대역의 복사량이며, I531, I570는 대기로부터

입사되는 531 nm와 570 nm파장대역의복사량이다.

SRS센서는 필지 내 고르게 분포되도록 총 6개 지점

을 선정하여(Fig. 1) 작물로부터 반사되는 복사량을 감

지하는 Field stops sensor가 배추 상단에서 70 cm에 위

치할수있도록설치하였으며, 측정간격은 1분으로하

였다.

2) 초분광 및 다중분광 영상 수집을 위한 드론 촬영

및 전처리

초분광 영상 수집을 위한 드론 촬영은 배추가 결구

되는 시점인 2018년 10월 12일에 수행하였다. Fig. 3과

같이 회전익 드론(Matrice 600 Pro, DJI, China)의 짐벌

(RONIN-MX, DJI, China)에초분광센서를탑재하여지

표면을 직하 방향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초분

광센서는 Corning사의MicroHSI 410 SHARK로 400 nm

~ 1,000 nm의파장대역에서 3.94 nm간격으로총 150개

밴드를 수집하였다. 고도 30 m를 기준으로 초당 300회

로 촬영된 영상은 상용 S/W (ENVI, Harris Geospatial

Solutions, USA)를 이용하여 관심영역 추출 및 기하보

정을 수행하였으며, 현장에서 측정한 보정용 타프의

반사값에 의한 경험적 선형보정 기법(Empirica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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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atrice 600 Pro (DJI)                                                    (b) MicroHSI 410 SHARK (Corning)

Fig. 3.  Drone, model DJI Matrice 600 Pro with the hyperspectral sensor attached.

                                         (a) Inspire2 (DJI)                                                                        (b) RedEdge-M sensor

Fig. 4.  Drone, model DJI Inspire2 with the multispectral sensor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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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ELC)을 이용하여 대기보정을 수행하였다

(Na et al., 2019).

다중분광영상은회전익드론(Inspire2, DJI, China)에

청색(Blue; B), 녹색(Green; G), 적색(Red; R), 적색경계

(Red-Edge; RE) 및 근적외(Near-Infrared; N)의 5개 분

광밴드를 촬영할 수 있는 다중분광 센서(RedEdge-M,

Micasense, USA)를탑재하여(Fig. 4) 배추생육시기에따

라 2018년 9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 간격으로 총

7회에걸쳐시계열로수집하였다(Table 1). 낱장으로촬

영된영상은촬영당시드론의외부표정요소와결합하

여전처리프로그램 (Postflight Terra3D, Pix4D, Swiss)을

이용하여영상접합및정사보정을수행하였고, QUAC

(Quick Atmospheric Correction) 방법을 이용하여 반사

율영상으로변환하였다.

3) 밴드 융합을 통한 다중분광 영상 기반 PRI

분포도 작성

원격탐사 영상을 이용한 PRI산출을 위해서는 531

nm와 570 nm파장대역의 밴드가 필요하다(Gamon et

al., 1992). 드론을활용하여수집한초분광영상을 Eq. 2

에적용하면초분광영상기반 PRI를산출할수있다.

      R530.46 – R570.18      PRIHyper = ——————                    (2)
      R530.46 + R570.18

여기서, PRIHyper는 초분광 영상 기반의 PRI이며, R530.46

및 R570.18은 530.46 nm와 570.18 nm의반사율이다.

이와같이초분광영상을이용할경우해당파장대역

의밴드추출이가능하기때문에직접적인 PRI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상용화된다중분광센서들은해당파

장대역의밴드를제공하지않는다. 따라서다중분광영

상기반의 PRI산출을위해서는다중분광센서에서추

출가능한밴드를융합하여해당파장대역의밴드를추

정해야한다. 밴드융합이란서로다른파장대역의 2개

이상밴드를이용하여목표로하는특정밴드로재구성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밴드의 분광 정보는 인접한

밴드에서 추출되어지는 분광 정보와 변환계수에 의하

여추정할수있으며, 변환계수는경험식을이용하거나

각 밴드간 통계치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다중분광센서의밴드별중심파장대역에해당

하는초분광센서의밴드와목표로하는 531 nm및 570

nm파장대역의밴드의회귀분석을통해변환계수를도

출하였다. 이를 위해 Na et al.(2019)의 연구방법을 참고

하여기하보정이완료된초분광영상과다중분광영상

을대상으로시험포장내배추객체별중심점을디지타

이징 한 후, 버퍼(buffer) 기능을 이용하여 배추 객체별

마스크맵(mask map)을 작성하였다. 또한 변환계수를

시계열다중분광영상에적용하여 531 nm및 570 nm파

장대역의밴드를추정하고 Eq. 3의산출식에따라시계

열 PRI분포도를작성하였다.

      Re531 – Re570      PRIMS = —————                        (3)
      Re531 + Re570

여기서, PRIMS는다중분광영상기반의 PRI이며, Re531

및 Re570은 밴드 융합에 의해 추정된 531 nm와 570 nm

의반사율이다.

작물 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드론 초분광 영상 기반 광화학반사지수 산출 및 다중분광 영상에의 적용

– 641 –

Table 1.  Overview of performed flight missions and sensor, flight altitude, approximate image ground resolution, mission
time, illumination and wind speed

Dates 
(yy/mm/dd) Sensor* Flight Altitude 

(m)
Ground Resolution 

(m/pixel) Mission Time Illumination Wind 
(m/s)

18/09/06 MS 30 0.02 01-02 pm Clear 2.0~3.0
18/09/13 MS 30 0.02 10-11 am Clear 1.0~2.0
18/09/27 MS 30 0.02 10-11 am Clear 1.0~2.0
18/10/03 Hyper, MS 30 0.02 10-11 am Clear 1.5~2.5
18/10/12 MS 30 0.02 11-12 am Clear 2.0~3.0
18/10/24 MS 30 0.02 10-11 am Clear 1.0~2.0
18/11/06 MS 30 0.02 11-12 am Clear 1.0~2.0

* Hyper : MicroHSI 410 SHARK, MS : RedEd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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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초분광 영상 기반 밴드 융합을 위한 변환계수

드론 기반 초분광 영상에서 추출한 530.46 nm 및

570.18 nm파장대역의분광반사율과배추객체별분광

반사율및 PRI산출을위해작성된마스크맵을그림으

로나타내면 Fig. 5와같다. 또한, 다중분광센서의밴드

별중심파장대역과이에해당하는초분광센서의밴드

는 Table 2와 같다. 표를 살펴보면 PRI산출을 위한 531

nm및 570 nm파장대역은Green밴드(560 nm)를중심으

로 각각 Blue밴드(475 nm)와 Red밴드(668 nm)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531 nm및 570 nm파장대역의추정을

위한융합밴드는각각 Blue밴드(475 nm)와Green밴드

(560 nm), Green밴드(560 nm)와 Red밴드(668 nm)로판

단할수있다.

드론을활용하여수집한초분광영상에서다중분광

센서의 중심 파장대역에 해당하는 474.85 nm, 558.27

nm, 및 669.48 nm밴드와 PRI산출에필요한 530.46 nm,

570.18 nm밴드를대상으로 Fig. 5(c)의마스크맵을이용

하여각파장대별배추의반사율을추출한후회귀분석

을통해변환계수를도출한결과는 Table 3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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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30.46 nm band                                           (b) 570.18 nm band                                      (c) Mask map (n = 2,031)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reflectance & mask map using hyperspectral image.

Table 3.  Conversion coefficients for band fusion

474.85 nm 558.27 nm 669.48 nm Constant
530.46 nm 0.182 0.796 – 0.348
570.18 nm – 0.772 0.242 -0.340

Table 2.  Comparison of multispectral bands with hyperspectral bands

Sensor
Band

RedEdge-M MicroHSI 410 SHARK
No. Wavelength (nm) No. Wavelength (nm)

Blue 1 475.00 19 474.85
Green 2 560.00 40 558.27
Red 3 668.00 68 669.48

Red-Edge 4 717.00 80 717.15
NIR 5 840.00 111 840.28

Source : https://www.micase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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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환계수를Eq. 3에적용하여정리하면Eq. 4와

같다.

      0.182RB + 0.023RG – 0.242RR + 0.688
      PRIMS = ———————————————   (4)
      0.182RB + 1.568RG + 0.242RR + 0.008

여기서, PRIMS는다중분광영상기반의 PRI이며, RB,

RG, RR는각각 Blue, Green및 Red밴드의반사율이다.

Fig. 6(a) 및 Fig. 6(b)는 초분광 영상에서 다중분광 센

서의 중심 파장대역에 해당하는 474.85 nm, 558.27 nm,

669.48 nm밴드를대상으로 Table 3의변환계수를이용

하여 재현한 반사율과 530.46 nm, 570.18 nm밴드의 실

제 반사율을 배추 객체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두 파장

대역 모두 1:1선에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결정

계수(R2)도 0.99 이상으로 나타나 밴드 융합에 의한 반

사율추정치가실제파장대역의반사율과매우유사한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530.46 nm, 570.18 nm밴드를 Eq.

2에적용하여산출한 PRI와 474.85 nm, 558.27 nm, 669.48

nm밴드를Eq. 4에적용하여산출한 PRI를비교한결과,

PRI가 -0.03 이하일경우과대추정되는경향이나타났다

(Fig. 6(c)).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양상이 선형을 유지하

고 있으며, 결정계수(R2)도 0.7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변환계수를 이용한 밴드 융합이 배추의 PRI변화특성

을잘반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Fig. 7은 초분광 영상의 530.46 nm, 570.18 nm밴드를

이용하여 작성한 PRI분포도와 다중분광 센서의 중심

파장대역에 해당하는 474.85 nm, 558.27 nm, 669.48 nm

밴드를 Eq. 4에적용하여작성한 PRI분포도이다. 그림

과 같이 두 개의 PRI분포도 간의 차이가 없고 배추 객

체간 PRI분포양상이매우유사하게나타났다.

2) 다중분광 영상 기반 시계열 PRI와 센서 측정값

비교

드론 기반 다중분광 영상의 Blue, Green및 Red밴드

를 Eq. 4에적용하여배추생육기간동안의시계열 PRI

분포도를 작성하면 Fig. 8과 같다. 그림과 같이 시계열

PRI분포도를 활용하면 배추 객체별 PRI의 시공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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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riginal PRI                                                                        (b) estimated PRI

Fig. 7.  Spatial distribution of PRI using hyperspectral image on Oct 12, 2018.

                        (a) 530.46 nm band                                             (b) 570.18 nm band                                                             (c) PRI

Fig. 6.  Scatter plot (n=2,031) of band fusion &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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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ime series of PRI variation between RedEdge M and SRS in 2018.

                     (e) Oct 12                                           (f) Oct 24                                           (g) Nov 6

Fig. 8.  Spatial distribution of estimated PRI using multispectral imagery in 2018.

                      (a) Sep 6                                           (b) Sep 13                                          (c) Sep 27                                          (d) Oc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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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각 객체별 상대적인

비교도가능하다. 또한, 9월초순에는정식초기수분스

트레스로 인하여 배추 객체별 PRI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결구가완료되는정식후 37일째인 10월 12

일에는외엽이배추를감싸고있는특성이반영되어객

체별 PRI는거의동일한수준을나타내었다. 따라서배

추의 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PRI의 모니터링은 결구가

되기이전인정식후 30일이내에집중적으로이루어져

야할것으로판단된다.

드론에탑재한다중분광센서는초분광센서와비교

하여상대적으로경제적이며, 촬영및전처리가용이하

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다중분광영상기반의 PRI가

실제배추객체의 PRI변동특성을잘반영하고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필지 내 6개 지점에 설치한 지상고정

형 PRI관측 센서인 SRS의 관측값을 이용하여 배추 생

육기간동안의 PRI시계열변화를비교하였다.

그결과, 다중분광영상기반의 PRI는 SRS센서의관

측값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과대추정되는경향을보

였으며, 지점별차이도일정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광저해에민감한 PRI의특성에기인한것으로 Rye

et al.(2017)은 다른 잎 또는 주변 식물에 의해 형성된 그

림자에 따라 PRI값은 달라지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

다고보고하였다. 또한드론기반의센서(RedEdgeM)와

지상고정형센서(SRS)의관측범위가상이한점도 PRI

의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두 자료 간

정량적오차는발생하였으나 PRI의시계열증감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나 다중분광 영상 기반의 시계열 PRI를

이용할 경우, 작물 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간접적인 모

니터링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작물 스트레스 평가 방안으로 PRI의

활용성을높이고자드론기반초분광영상의밴드융합

을통한다중분광영상기반 PRI의시계열변화모니터

링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다중분광 센서의 중

심 파장대역에 해당하는 474.85 nm, 558.27 nm, 669.48

nm밴드를이용하여재현한반사율과 530.46 nm, 570.18

nm밴드의 실제 반사율은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

며, PRI가 -0.03 이하일경우밴드융합에의한 PRI가과

대추정되는경향이나타났다. 하지만전체적인분포양

상이선형을유지하고있으며, 배추객체별 PRI의설명

력이 79% 이상으로높게나타나변환계수를이용한밴

드융합이배추의 PRI변화특성을잘반영하고있는것

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 기반

다중분광 영상의 Blue, Green및 Red밴드 기반의 시계

열 PRI분포도를작성한결과, 배추객체별 PRI의시공

간 분포 확인 및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배추 스트레스

평가를위한 PRI모니터링은결구가되기이전인정식

후 30일이내가최적시기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지

상고정형 PRI관측 센서인 SRS의 관측값과 비교 결과,

두자료간정량적오차는발생하였으나 PRI의시계열

증감추이는유사하게나타나작물스트레스평가를위

한다중분광영상기반의시계열 PRI의가능성을확인

하였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식생이가지는고유의분광특

성을이용하여밴드융합을시도하였기에배추에해당

하는영역만을대상으로각영상의반사율및 PRI를추

출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제안한

기법은 식생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작목에 적용 시 촬영에 사용된 드

론및센서의기계적특성을파악하여변환계수를보정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에 탑재한 센서를

이용할경우지상고정형센서와비교하여민감도및정

확도는감소하는단점도존재한다. 하지만드론촬영으

로인한관측규모의확대와함께공간정보로서의전환

은토양및기상자료와연계하여다양한분석에적용이

가능하며, 드론과지상고정형센서를모니터링공간범

위(잎, 객체, 군락등)와목적에맞게선택적으로사용한

다면정밀농업으로확대연구도가능할것이다. 또한, 농

림업 관측을 위한 중형 위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시

점에서 PRI와같은작물의생리적해석에효과적인식

생지수에 대한 시계열 정보 수집 및 다양한 사례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면 원격탐사를 이용한 보다

정확한농업관측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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