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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작물 가뭄스트레스 조기탐지 가능성 타진을 위한 
서로 다른 종류의 식생지수 활용

문현동 1),2)·조은이1),2)·조유나3)·김현기3)·김보경1)·
이유현1)·정회정4)·권동원5)·조재일 6),7)†

Possibility for Early Detection on Crop Water Stress 
Using Plural Vegetation Indices

Hyun-Dong Moon 1), 2)·Euni Jo1), 2)·Yuna Cho3)·Hyunki Kim3)·Bo-kyeong Kim1)·
Yuhyeon Lee1)·Hoejeong Jeong4)·Dongwon Kwon5)·Jaeil Cho 6), 7)†

Abstract: The irrigation schedule system using early detection of crop water stress is required to
maintain crop production and save water resource. However, becaus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crop under stress dominant condition, the crop physiological properties, which can be measured by
remote sensing technique, on early crop water stress condition are not well known. In this study, the
canopy temperature, MERIS Terrestrial Chlorophyll Index (MTCI), and Chlorophyll/Carotenoid Index
(CCI) are observed on the soybeans given the early water stress using thermal imaging camera and
hyperspectral camera. The increased canopy temperature and decreased MTCI are consist with the
previous studies which are for the crop of stress dominant-sign. However, the CCI was increased
contrary to expectation because it may faster the reduction of carotenoid than chlorophyll in earl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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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상현상에 크게 의존하는 노지 농업에 있어 관수

(irrigation)는인간이할수있는강력하면서도몇안되는

재배관리 방법이다(Sauer et al., 2010). 한편, 수자원 보존

과관리는기후변화에의해직접적·근본적으로부정적

영향을받고있음이보고되고있으며(Elliott et al., 2014),

그러한수자원이용량중농업용수가차지하는비율은

우리나라에서약 41%에달한다(K-water공공데이터포

털 자료: www.data.go.kr/data/15054543/fileData.do). 따

라서, 생산량 증대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해 효과적인 관

수시스템이필연적으로요구되는데, 지금까지의관수

량과시기조절은농민의경험에의존하거나스마트팜

시스템에서기상자료기반증발산추정량또는토양에

설치된토양수분계값을기준으로이루어지는것이일

반적이었다(Hanson et al., 2000; Liu et al., 2013).

최근에는스마트팜의작물모니터링기법에원격탐

사기법이적극적으로활용됨에따라수자원을이용하

는주체인작물의수분스트레스정도를직접탐지하여

관수를조절하려는연구가다수진행되고있다(Moran,

1994; de Lima et al., 2021). 일반적으로 수분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증산에의한식물개체의수분손실을막기위

해기공을닫게된다(Jeong et al., 2019). 이러한기공폐쇄

는엽온의증가와더불어광합성에필요한 CO2공급이

원활하지못하게되므로광합성은감소한다. 또한, 식물

에서광을포획하는주체인엽록소가줄어들게되므로

식물광합성은더욱위축된다(Sun et al., 2008). 이러한스

트레스상황을극복하고자엽록소를보조및보호하는

역할인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함량이 증가한다(Cerullo

et al., 2002).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 탐

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방법으

로분류해볼수있다. 열화상카메라를이용해엽온상

승 정도를 확인하거나(Idso et al., 1981), 엽록소 함량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식생지수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Banerjee and Krishnan, 2020), 카로티노이드 함량에 민

감한 식생지수들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다(Moeremans

and Dautrebande, 2000).

이렇게 탐지된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 정도를 정량

화하여효과적인관수관리시스템의기준으로활용하

려면무엇보다조기에스트레스를탐지하는기술(early

stress detection)이 유용하다(Berger et al., 2022).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조기탐지보다는 수분 스트레

스에의한피해식물의시각적표징들이드러난상태에

서의우세한반응에대해주로연구되었다. 조기탐지를

위해센서또는카메라와같은하드웨어기술의발전도

밑바탕이되어야하겠지만, 스트레스초기단계에서발

생하는특이적인식물생리반응이원격탐사센서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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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behaviors will be useful to not only develop the irrigation system but also using the early detection
of crop stress.
Key Words: Crop water stress, Canopy temperature, MTCI, CCI, Chlorophyll, Carotenoid

요약: 기후변화에따른우리나라의빈번한가뭄에따라작물생산량은보존하면서수자원관리를극대화하는

방법으로작물가뭄스트레스를조기탐지하여적기에적량이관수되는방식이최근주목받고있다. 하지만, 대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가뭄스트레스가 상당히 진행되어 표징이 뚜렷한 시기에 실험되고 있어 가뭄 스트레스

초기에원격탐지될수있는생리적특징이많이알려지지않았다. 본연구에서는콩을대상으로초기수분스

트레스시기에열화상카메라와초분광카메라촬영을수행하였다. 스트레스우세시기작물대상의선행연구

들결과와마찬가지로엽온은높아졌으며, 엽록소함량을대표하는MERIS Terrestrial Chlorophyll Index (MTCI)

는감소하였다. 하지만, 오히려광합성능력을나타내는 Chlorophyll/Carotenoid Index (CCI)가증가하는경향이

나타났다. 이는스트레스우세상태와마찬가지로가뭄스트레스초기에도엽록소와카로티노이드(carotenoid)

감소가동시에일어났지만, 처음의카로티노이드감소속도가엽록소에비해컸기때문에일시적으로엽록소

에대한카로티노이드비율이낮아져서 CCI가높아진것으로사료된다. 이러한스트레스초기반응은조기탐

지알고리즘개발에유용할것으로기대한다.

www.data.go.kr/data/15054543/fileData.do


떤방식으로표출되는지를명확히이해해야할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노지 작물인 콩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분스트레스초기의잎온도와엽록소및카로티노이

드관련식생지수변화를살펴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캠퍼스 온실에서 대풍 2호

콩을 8개 원통형 말통에 2022년 6월 20일에 파종하였

다. 말통은 높이가 36.5 cm, 직경은 28.0 cm이며, 물 빠

짐이용이하도록바닥에지름 5 cm구멍을 5개뚫고부

직포로덮은후노지밭토양을채웠다. 각말통에 Time

domain reflectometry (TDR) 방식의토양수분계(TEROS-

12, METER Inc., USA) 2개를토양깊이 3 cm의표층에

설치하여 토양수분함량(m3/m3)을 측정하였다. 또한

온실에온·습도계(ATMOS-14, METER Inc., USA) 2개

를 설치하였고 모든 센서는 데이터로거(ZL6, METER

Inc., USA)에 5분간격으로집록되었다.

온실에서 강우는 차단되며, 채광과 외부 공기의 순

환에 문제가 없도록 천정 창문을 제외한 모든 창과 입

구 문을 생육기간 내내 열어 두었다. 관수는 기본적으

로파종일로부터매일이루어졌으며, 흐리고습한날은

습해(wet injury)를 피하기 위해 관수하지 않았다. 수분

스트레스에따른작물의반응을살펴보기위해파종일

로부터 13일째인 2022년 7월 9일에 4개 말통은 관수를

완전 중단하였고(스트레스 실험구), 나머지는 매일 관

수를 진행하였다(대조구). 관수를 중단한지 13일째 되

는 2022년 7월 21일오전 11시경에열화상카메라(A65sc,

FLIR Systems Inc., USA)와초분광카메라(Specim FX10,

Spectral Imaging Ltd., Finland)를 이용해 실험구와 대조

구 콩 개체를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개체 위에서 직하

방향으로촬영하였다.

열화상카메라는전용소프트웨어인 FLIR ResearchIR

(버전 4.20.2)이설치된노트북과연결하여관측되었으며,

방출률(emissivity)은 0.96으로 설정했고 카메라와 식물

간 거리와 기온, 습도 정보를 카메라에 입력하였다. 초

분광 카메라의 측정 파장범위는 400–1000 nm이며, 분

광 밴드는 224개, 해상도는 512 px, 화각은 38°, 해상도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는 5.5 nm이다. 반

사도 값을 보정하기 위해 >98% 반사율의 흰색 완전확

산판넬을식물체와함께두어촬영하였다(Fig. 1).

초분광카메라에서관측된반사도를이용하여잎표

면에서MERIS Terrestrial Chlorophyll Index (MTCI; Dash

and Curran, 2007)와 Chlorophyll/Carotenoid Index (CCI;

작물 가뭄스트레스 조기탐지 가능성 타진을 위한 서로 다른 종류의 식생지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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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nopy temperature imagery from thermal imaging camera (a) and RGB imagery
from hyperspectral camera (b) with irrigated and unirrigated soybeans.



Gamon et al., 2016)를 산출하였다. 적색경계밴드(red-

edge band)를이용하는MTCI는엽록소함량과양의선

형관계를 보인다(Dash et al., 2010). 카로티노이드에 민

감한 531 nm와광합성이용효율이높은적색파장을사

용하는 CCI는 엽록소 함량에 대한 카로티노이드 함량

의 비율에 음의 관계를 보이며, 이를 통해 CCI값이 클

수록광합성속도도높아지는특징을나타낸다(Wong et

al., 2020).

MTCI =                           (1)

CCI =                            (2)

위식에서 R은반사도를나타내며아래숫자는파장밴

드를나타낸다.

3. 결과 및 토의

Fig. 3는대조구와수분스트레스실험구의표층토양

수분함량의시계열변화를보여준다. 실험구와대조구

는실험초기에유사한토양수분을유지하다가관수를

중단한 시점부터 약 6일간 다소 완만하게 수분량이 감

소하는구간을거쳐급격히줄어드는모습을보인다. 이

에따라, 관수를중단한지 13일째의열화상카메라이미

R754 – R709

R709 – R681

R531 – R650

R531 + R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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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flectance from 400 to 900 nm for healthy and stressed plants and the positions of wavelength
calculated in MTCI and CCI (Modified from https://support.micasense.com).

Fig. 3.  Time series patterns of averaged soil moisture on the irrigated and unirrigated pots throughout
the growth of soybeans.

https://support.micasense.com


지를보면실험구의엽온이대조구보다높은모습이명

확히 드러난다(Fig. 4). 식물이 토양수분 스트레스를 감

지하면 우선적으로 앱시스산(Abscisic acid, ABA) 호르

몬을분비하며기공은폐쇄되므로(Sun et al., 2008), 열화

상 카메라 관측이 이루어진 때에 이미 초기 수분 스트

레스가진행중이었다고볼수있다.

MTCI는 수분 스트레스 실험구 콩에서 낮아졌는데

(Fig. 5, gray bar), 이는 가뭄이 상당히 진행된 조건에서

식물의엽록소함량이떨어진다는많은선행연구결과

와일치한다. 한편, CCI는실험구에서높아졌는데(Fig. 5,

black bar), 스트레스또는생육이상조건에서광합성능

이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연구사례들과는 반대의 모습

이다. 다시말해, 엽록소함량([Chl.])에대한카로티노이

드함량([Car.])의비율([Car.]/[Chl.])은 CCI와음의상관

이있으므로 [Car.]/[Chl.]가감소했다고해석될수있다.

MTCI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엽록소 함량이 감소했

을 때, [Car.]/[Chl.]의 값도 같이 낮아졌다는 것은 상대

적으로카로티노이드함량의감소폭이더크다는것을

의미하게된다. 선행연구사례들을살펴보면, 식물의생

리적응답에있어서카로티노이드는엽록소보다더민

감하고신속히변화한다는것을알수있다(Cerullo et al.,

2002). 이러한관점에서보면, 비록초기수분스트레스

에대해엽록소와카로티노이드모두즉각적인감소의

반응을보이지만, 감소정도가상대적으로카로티노이

드에서크며엽록소에서는그에미치지못했기때문에

일시적으로 [Car.]/[Chl.] 값이 작아지고 CCI는 커지는

모습으로나타났을것으로사료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연구에서는콩을대상으로관수를중단하고수분

스트레스초기반응을기공개폐와밀접한관계가있는

엽온, 엽록소함량과비례하게나타나는MTCI, 그리고

광합성능을 표현하는 CCI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현상으로써 엽온은 증가했으며, MTCI는 감

소하였다. 하지만 CCI는증가하였는데, 이는수분스트

레스초기에일시적으로일어나는것으로볼수있겠다.

비록본실험에서는초기스트레스이후의 CCI값을추

적하지는못하였으나, 수분스트레스가지속된다면높

은 CCI값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엽록소 함량의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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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s of MTCI and CCI measured from irrigated and unirrigated pots for soybeans.

Fig. 4.  Comparison of canopy temperatures derived from
irrigated and unirrigated pots of soybeans.



MTCI로 확인했고, 카로티노이드 함량 감소는 간접적

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두 성분(색소)의 감소는 필연

적으로광합성능의감소로이어질것이기때문이다.

이런의미에서엽온의증가및MTCI감소와더불어

CCI증가는수분스트레스조기탐지를위한지표로활

용될수있겠다. 다시말해, 물부족조건에서 CCI증가

값이센서또는관측시스템의오탐지로간주되거나, 스

트레스조건을역행하여광합성능이향상된것으로오

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 스트레스를 조기탐지 및 분

석하여 빠른 관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고있다.

본실험에서는수분스트레스조기탐지가능성을보

여주고있지만, 보다정교한조기탐지알고리즘을개발

하기위해서는첫째, 다양한노지환경에서도통계적유

의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관측사례와샘플을늘려야

하겠으며, 둘째, 관수가 중단된 이후부터 시간의 순서

에따라엽온, MTCI, CCI의변화를추적하며초기수분

스트레스이후로도지속적으로탐지해볼필요가있고,

셋째, 비파괴식원격탐사자료분석과더불어파괴식으

로잎을채취하여엽록소와카로티노이드함량을조사

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MTCI와 CCI

외에도 엽록소 또는 카로티노이드를 탐지하는 선행연

구의 다양한 식생지수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는추후다양한작물에서의수분스트레스조

기탐지 알고리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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