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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다중분광 드론영상의 표준화를 위한 전처리 기법 비교·분석

안호용 1)·류재현2)·나상일1)·이병모3)·김민지4)·이경도 1)†

Comparative Analysis of Pre-processing Method 
for Standardization of Multi-spectral Drone Images

Ho-Yong Ahn 1)·Jae-Hyun Ryu2)·Sang-il Na1)·
Byung-mo Lee3)·Min-ji Kim4)·Kyung-do Lee 1)†

Abstract: Multi-spectral drones in agricultural observation require quantitative and reliable data based
on physical quantities such as radiance or reflectance in crop yield analysis. In the case of remote sensing
data for crop monitoring, images taken in the same area over time-series are required. In particular,
biophysical data such as leaf area index or chlorophyll are analyzed through time-series data under the
same reference, it can be directly analyzed. So, comparable reflectance data are required. Orthoimagery
using drone images, the entire image pixel values are distorted or there is a difference in pixel values at
the junction boundary, which limits accurate physical quantity estimation. In this study, reflectance and
vegetation index based on drone images we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orrection method of drone
images for time-series crop monitoring. comparing the drone reflectance and ground measured data for
spectral characteristics analysis.
Key Words: Drone, Reflectnace, NDVI, Multispectral camera

요약: 농업관측에서의다중분광드론은식생구분및식생활력도분석에있어복사량이나반사도와같은물리

량을기반으로한정량적이고신뢰성있는데이터가필요하다. 작황분석모니터링을위한원격탐사자료의경

우동일지역에대해여러시기에걸쳐촬영된영상이요구되며, 특히엽면적지수또는엽록소와같은생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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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드론은위성영상, 항공사진등과비교하여경제적효

율성과적시성을가진다. 국내에서는전통적인위성영

상 기반의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였던 농업(Na et al.,

2018), 건설(Park et al., 2013), 지적(Lee et al., 2013), 국토모

니터링(Kim et al., 2014), 해양(Jeong et al., 2014), 대기(Ahn

et al., 2014), 수자원(Jeong and Jung, 2014), 농업(Park et al.,

2015), 광물자원(Kim et al., 2016), 문화유적(Lee et al., 2016)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무인기는 위성이 가지지 못하는 초고해상

도의영상수집이가능하며, 작물의생물계절에맞는시

계열영상수집이가능하여들녘단위농경지의모니터

링에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Lee et al., 2016).

농업관측분야다중분광드론영상은작물구분및작

황분석에있어복사량이나반사도와같은물리량을기

반으로한정량적이고신뢰성있는데이터가필요하다.

작황모니터링을 위한 원격탐사 자료의 경우 동일지역

에 대해 여러 시기에 걸쳐 촬영된 영상이 요구되며, 특

히엽면적지수또는엽록소와같은생물리자료의경우

동일기준에서의시계열자료를통해분석되므로직접

비교가능한정규화된반사도자료가필요하다. 하지만,

드론영상을활용한정사영상(정합영상)의경우전체영

상화소값이왜곡되거나접합경계면화소값의차이가

발생하여 정확한 물리량 산출에 한계를 가진다(Lee et

al., 2020).

다중분광 드론 영상의 반사도 영상 산정은 지상 기

준점에서측정한분광반사도와드론영상의합성및전

처리를통해산정한반사도의선형적관계를이용하여

구하는경험적방식(empirical correction)이주로사용되

었다(Del Pozo et al., 2014). 그러나 드론 영상에 있어서

반사도산정을위한경험적방식은지상반사도측정의

비효율성과 다량의 드론 영상을 촬영할 경우 매 촬영

시 촬영환경 변화를 고려할 수 없어 지상 반사도 측정

지점을기준으로산정한반사도변환식을전체영상으

로 확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드론 탑재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계산한 복사휘도

(radiance)를 무인비행체 상단에 부착된 복사조도계

(downwelling light sensor, DLS)에서 측정한 복사조도로

나누어반사도를산정하는직접적보정방식이활용되

고있다(Deng et al., 2018; Lee et al., 2019).

위성영상, 유인항공사진등대부분의원격탐사플랫

폼은체계적인검보정절차를통해복사보정계수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량적인 반사도 값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운용성이높은드론영상은사용자가직접전처리

를 수행하기 때문에 영상의 표준화 된 품질을 관리가

필요하다. 농업관측에 활용성이 높은 정규화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는가시및

근적외선의 상대적인 비율함수로 작물의 식생 활력도

와관련된NIR밴드는작은차이라도큰영향을미치기

때문에(Galvao et al., 1999) 정확한 반사도를 산출을 위

한 전처리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드론 반사도

산정을 위한 연구로 청천일 무인기 영상의 반사도 및

식생지수를산정한결과태양고도각에따른반사도변

동성은높으며, 식생지수는일정한값을유지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Lee et al., 2020), 다양한 촬영환경

(고도, 방향, 운량등)의드론반사도의경우에도변동성

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Ahn et al., 2020). 드론영상

촬영 및 식생지수지도 제작에 있어 환경적 요인 외 처

리 방법에 의한 영상품질 및 표준화에 대한 연구는 미

진한실정이며, 대중화되는드론활용에있어신뢰성있

는 데이터 획득에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연구는시계열작황모니터링을위한드론영상의보

정방법에따른지상반사도와식생지수를산정하고그

결과를지상관측자료와비교하여전처리방법에따른

드론영상의분광학적특성을구명하고자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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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경우동일한기준에서의시계열자료를통해분석되므로직접적으로비교가능한반사도자료가필요

하다. 드론영상을기반정사영상(정합영상)은전체영상화소값이왜곡되거나접합경계면화소값의차이가발

생하여정확한물리량산출에한계를가진다. 본연구는시계열작황모니터링을위한드론영상의보정방법에

따른지상반사도와드론영상기반식생지수를산정하고그결과를지상관측자료와비교하여전처리방법에

따른드론영상의분광학적특성을구명하고자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드론영상의전처리방법별반사도·식생지수평가를

위해본연구는전라북도완주군이서면국립농업과학

원(주행운동장, 유기농업포장)과전라북도김제시부량

면논벼시험연구포장에서불변성지표및작물시험구

를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다중분광 드론센서(Rededge-

MX) 촬영한 영상의 반사도(reflectance)는 드론 영상 전

처리 프로그램(Pix4D mapper, Pix4D, Switzerland)을 이

용하여 복사휘도(radiance)를 복사조도(irradiance)로 나

누어산출하였다(Lee et al., 2019).

Fig. 1과같이취득된원본영상을표면반사도로변환

하기위해서는암전류, ISO감도, 노출시간및비네팅과

같은카메라교환이미지파일형식(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EXIF)에기록된 Parameter를고려한보정이

선행된다(Aasen et al., 2018). 다음으로 드론센서에 부착

된조도측정값을사용하여반사도를보정하는직접적

보정과보정된반사판(Calibrated Reflectance Panel, CRP)

을이용하여복사조도를조정하는경험적보정이있다.

본 연구는 모자이크 영상 생성 시, 1) camera EXIF만

적용, 2) 직접적 보정, 3) 경험적 보정 방법에 따른 반사

도를 비교·평가하였다. 반사도·식생지수의 정량적 평

가를위해드론촬영과동시에고정혹은이동식분광복

사계를측정하여결과를비교하였다.

1) 드론영상 촬영

영상 획득을 위해 RedEdge-MX다중분광 카메라를

Matrice 200 (DJI, China) 기체에 장착하여 종·횡중복도

75%를 기준으로 자동 비행하여 영상을 취득하였다.

RedEdge-MX는 농업 분야 활용성이 높은 무인기 다중

분광 센서로 Blue, Green, Red, Red-Edge, Near Infrared

의 5개밴드를가지고있으며, 120 m고도에서픽셀당 8

cm의공간해상도를가진다(Table 1). 무인기촬영시각

밴드별태양복사조도측정이가능한센서(downwelling

light sensor, DLS)가장착되어광량에따른반사도보정

다중분광 드론영상의 표준화를 위한 전처리 기법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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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Table 1.  Specification multispectral camera
Drone Matrice 200 V2
Sensor RedEdge MX
GSD 8 cm per pixel at 120 m

Quantization 12 bit
FOV 47.2 deg

Spectral
Bands

Blue: 475 nm (20 nm), Green: 560 nm (20 nm)
Red: 668 nm (10 nm), RE: 717 nm (10 nm)

NIR: 840 nm (40 nm)

Table 2.  Specifications of drone flight

Location Date Weather
Time (H:M) Sun angle Altitude

(m) Photo
Start End Flight Time SAA SZA

Ground 2021.10.29. Partly cloud 11:43 12:00 00:17 156.36 37.33 100 371
Organic 2021.09.04. Partly cloud 11:45 11:59 00:14 138.36 54.33 120 276

Kimje

2021.06.21. Partly cloud 10:57 11:11 00:14 114.37 66.10 50 246
2021.07.05. Sunny 11:19 11:33 00:14 114.58 65.04 50 246
2021.07.21. Sunny 10:40 10:52 00:12 118.32 63.27 50 339
2021.08.05. Cloudy 11:11 11:23 00:12 124.12 61.08 50 327
2021.08.20. Cloudy 11:04 11:17 00:13 131.34 57.56 50 337
2021.09.09. Sunny 10:52 11:04 00:12 140.31 53.10 50 330
2021.09.24. Partly cloud 11:00 11:11 00:11 146.47 48.44 50 326



이가능하다. 시계열드론영상및지상실측자료, 식생활

력도 수준에 따른 영상 획득을 위해 본 연구는 Table 2

와같이시험연구포장, 주행시험장, 농가포장을대상으

로촬영을수행하였다.

촬영된 각 테스트 지역별 드론 정합영상은 Fig. 2와

같다. 정량적인반사도분석을위한농업과학원농업공

학부 주행시험장에서 가시-근적외 파장대역에서 일정

한 반사도를 가지는 4종류의 타프(Calibrated Reference

Tarp, CRT)를 설치하여 지상관측 자료와 비교하였다.

CRT의반사도는각각 3%, 21%, 31%, 46%를가지며, 크

기는약 15 m × 15 m이다(Fig. 2(b)). Fig. 2(a)의시험구는

식생의 활력도가 높은 논벼 재배구, 밭콩 재배구와 활

력도가중간정도인자연식생구및식생이거의없는제

어구, 불변성지표인콘크리트를대상으로각피복별반

사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드론다중분광영상의

반사도평가를위해본연구는전라북도김제시부량면

에 위치한 논벼 시험연구포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Fig. 2(c)). Table 2와같이김제시험연구포장의경우가

능한동일한시각에촬영하였으며, 날씨와같은환경변

수의 경우를 제외한 고도, 속도, 종중복도는 동일한 조

건값을적용하여촬영하였다.

2) 드론반사도 산정 및 지상분광 계측

Rededge-MX 카메라로 촬영한 항공영상의 반사도

(reflectance) 영상은 무인비행체 영상 전처리 프로그램

(Pix4Dmapper, Pix4D, Switzerland)을이용하여복사휘도

(radiance)를 복사조도(irradiance)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영상값을복사휘도로변환하는과정은비네트(Vignette)

효과, 블랙 레벨, 노출시간, ISO감도, 복사보정계수를

고려하여식(1)과같이수행한다.

L = V(x, y) * *                (1)

where, L : the spectral radiance (W/m2/sr/nm)
V(x, y) : the vignette polynomial function for 

pixel location (x, y)
a1, a2, a3 : the radiometric calibration coefficients

g : the sensor gain setting
p : the normalized raw pixel value

pBL : the normalized black level value
te : the image exposure time

x, y : the pixel column and row number,
respectively

매화소마다산출된복사휘도를복사조도로나누면

결국반사도가되는데, 복사조도는무인기에탑재된복

사조도계(DLS)로 매 영상마다 측정된다. 매 영상마다

측정된복사조도는촬영전후로지상에서측정된반사

도보정판넬에서얻어진기준복사조도로보정된다. 복

사조도보정계수는기준복사조도를매영상마다DLS

로측정한복사조도로나눈값이다. 최종적으로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의 반사도는 영상에서 산출한 복사휘도,

수광량센서에기록된복사조도, 복사보조보정계수를

통해서 계산된다(식(2)). 이때 반사도는 완전한 난반사

면(Lambertian surface) 가정에서얻어지는값이다.

ρ = * f                               (2)

where, ρ : the spectral reflectance obtained from the
direct method

L : the spectral radiance (W/m2/sr/nm) 
calculated by Equation 1

a1

g
p – pBL

te + a2y – a3tey

� * L
E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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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ASS Organic Field                                         (b) NASS Play Ground                                           (c) Kimje Rice Paddy

Fig. 2.  Location of study area.



f : the EDLS correction factor
EDLS : the spectral irradiance measured by DLS 

(W/m2/nm)

식생지수는식물체의질소량과직접적인비례관계에

있는 엽록소의 분광반사 특성이 주로 적색(Red), 청색

(Blue) 파장은 흡수하는 반면 근적외선(NIR: Near Infra

Red) 파장은반사하는현상을바탕으로이들파장을조

합하여녹색식물의상대적분포량과활동성을평가하

는지표로널리사용해왔다(Tomas and Gausman, 1977).

본연구에서는적색파장과근적외선파장의반사도를

이용하여계산하는NDVI를산정하였다(식(3)).

NDVI =                          (3)

where, ρNIR, RED : the spectral reflectance obtained 
from the red and NIR wavelength
respectively

드론반사도데이터의정확도평가를위해본연구는

CRT관측을위한이동식지상분광복사계및시계열벼

관측을위한고정식지상분광복사계를사용하였다(Fig.

4). 분광복사계의경우 1 nm간격으로복사휘도가측정

되기때문에다중분광카메라의반사도와직접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식(4) 및 Fig. 3와 같이 다중분광카

메라의 상대분광응답반응(relative spectral response)을

이용하여카메라밴드별반사도산정후비교하였다.

ρ =                         (4)

CRT측정을 위한 ASD Field Spec의 관측 결과 파장

이 길어질수록(Blue→NIR) 반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23% 및 31% CRT의 경우 그 편차가 크게 나

타났다. 김제시험연구포장의경우고정식분광계로매

10분 간격으로 밴드대역별 복사조도와 복사휘도를 측

정하여 반사도를 산출한다(Fig. 5). 본 연구는 드론촬영

시간의반사도를선택하여실제지상관측반사도와드

론반사도의차이를비교하였다.

3. 연구 결과

1) 방법별 시각적 영상 비교

방법별영상반사도비교·분석에앞서처리가완료된

영상의시각적비교하였다. 농업공학부를촬영한방법

별모자이크영상은 Fig. 6와같다. 보정을하지않은원

본 영상의 경우 촬영 당시의 광량에 의한 영상 밝기차

ρNIR – ρRED

ρNIR + ρRED

∫a
bRSR(λ)ρ(λ)dλ
∫a

bρ(λ)d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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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 FieldSpec 4                           Skye radiometer

Fig. 4.  Spectroradiometer measuring radiance of CRT,
rice paddy.

Table 3.  The reflectance of tarps calculated using spec -
troradiometer data (%)

Reflectance of CRT 3 23 31 46
Blue 2.7 20.9 31.5 46.1

Green 2.7 19.7 30.5 45.4
Red 2.8 18.4 29.3 44.7
NIR 3.0 17.1 28.2 45.6

Fig. 3.  RSR of multispectral camera.

Fig. 5.  Time-series NDVI and NIR of Kimje paddy.



이가확연히나타났다. 카메라 EXIF보정(ISO, Vignette

등)의 경우 영상 밝기에 대한 불균일 현상은 보정되었

으나광량보정이적용되지않아영상중앙부에검은색

음영이 발생하였다. 일사량 센서 값이 적용된 irradiace

sensor및 DLS보정의경우엔불균일및음영이완화되

었으나, 촬영방향 및 광량에 의한 모자이크 영상에 영

상스트립별밝기차이가존재하였다.

Fig. 7은 RedEdge센서의조도계(DLS)에서측정된조

도값과동일시간에측정된분광복사계의 remote cosine

receptor을통해측정된복사조도값을비교하였다. 구름

이있어조도값의변화가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 전체

적으로유사한경향을보였다. 하지만드론조도계의경

우비행방향이변할때마다조도값이급격히변하는현

상을확인할수있어DLS보정을적용하여도모자이크

영상의불균일성이존재하는이유로추정된다(Fig. 7(b)).

1) Tarp 반사도 평가

운동장에설치된 CRT반사도평가에앞서 CRP유무

에 따른 방법별 반사도를 산점도를 통해 비교하였다.

Fig. 8은 31% CRT에대한반사도를픽셀별로비교한결

과를나타낸다. 원본영상을보정처리없이합성영상으

로생성한경우는반사도가산출되지않아제외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CRP적용 유/무에 의한 반사도의 상관

계수는 1로 나타났으며, 이는 촬영한 CRP의 복사휘도

를각영상별로측정된복사하향조도에서측정된복사

휘도를나누어반사도를산출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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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saic image of each drone processing method.

                                                                 RAW                                                                                 EXIF

                                                        Irradiance sensor                                                                        DLS

                           (a) Iraadiance RCR and DLS                                                                          (b) Drone angle during flight

Fig. 7.  Irradiance measurement and drone flight angle.



Fig. 8의검은색점선은 31% CRT의지상관측반사도

를 나타낸다. Camera EXIF, irradiance sensor및 DLS적

용에의한선형그래프는각기다른결과를보였다. 특히

Camera EXIF의 경우 CRT반사도와 드론 반사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각 밴드별 반사도도 차이를 보였다.

irradiance sensor의경우반사도가 CRT보다과대추정경

향을보였으며, DLS적용시CRT와유사한반사도가산

정되었다.

Fig. 9는 31% CRT에대한처리방법별반사도의상자

수염 그림을 보여준다. 파장영역(밴드)별 반사도의 경

우파장이길어질수록반사도가낮아지는경향을보였

으며, 지상관측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처리 방

법에 따른 반사도의 경우 camera EXIF를 적용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irradiance

sensor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반사도를 보였다.

CRP적용 유무에 따른 반사도의 경우 모든 경우에서

CRP적용 전보다 적용 후 반사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

상관측과 비교를 하였을 때, DLS + panel적용 기법이

CRT측정반사도와유사한드론반사도를보였다.

지상분광관측 결과(Table 3)와 드론 전처리 기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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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ox and whisker plot of drone processing method (CRT-spectral band).
* C-N: Camera EXIF, C-P: Camera EXIF + CRP, D-N: DLS, D-P: DSL+CRP, I-N: Sun sensor, I-P: Sun sensor + CRP

                                                       Blue                                                                                                               Green

                                                       Red                                                                                                                 NIR

                          Camera only                                                       Irradiance sensor                                             DLS (irradiance + angle)

Fig. 8.  Scatter plot of drone processing method (CRT).



산정된반사도의차이를 Fig. 10와같이표현하였다. 조

도센서를활용하지않을경우 CRT반사도는 10% 이상

의큰차이를나타냈으며, Blue밴드대역의경우전체적

으로큰차이를보였다. irradiance센서와 CRP를사용한

경우앞선상자수염그림과같이과대추정되었으며, 원

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CRT측정에 있어 제

조당시의반사도와분광복사계를이용한관측반사도

가 낮게 나오는 현상의 경우 Tarp노화에 따른 반사도

저하와 분광복사계 측정 시 사용되는 white reference

(98%)를기준으로반사도를산정하기때문에상대적으

로비율이감소하는현상으로판단된다.

2) 피복별 반사도·식생지수 비교

처리방법별 농경지(피복)에 따른 반사도 및 식생지

수를 비교하기 위해 농업과학원 시험연구포장에서 촬

영된 영상을 대상으로 피복별 반사도 히스토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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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flectance difference between spectroradiometer
and drone image (31% CRT).

Fig. 12.  NIR reflectance histogram by land cover of drone processing method.

                                  EXIF                                                                       DLS                                                                  Sun sensor

                                  RICE                                                                     Concret                                                                    Water

Fig. 11.  Zonal area of land cover.



표현하였다. 비교대상을논벼, 밭콩, 잔디, 나지, 둠벙및

콘크리트를대상으로 10 m × 10 m영역에대해 pixel별

데이터를추출하였다(Fig. 11). 모든방법에서 CRT와유

사한반사도차이경향을보였다. 식생활력도에민감한

NIR밴드를비교한결과반사도분포는방법별로유사

하나, 중심값(평균)이다르게나타났다. Fig. 12는피복별

반사도 히스토그램 분포를 나타낸다. 모든 피복에서

irradiance sensor가 가장 높은 반사도를 보였으며 DLS,

EXIF순으로반사도가낮아짐을확인할수있다.

NDVI의경우반사도와다른결과를보였다(Fig. 13).

전처리 기법별 반사도의 표준편차는 콘크리트 4%, 논

벼 8%, 둠벙 2%로나타났으나, NDVI는콘크리트 0.6%,

논벼 0.1%, 수역 0.3%를보였다. 즉, 반사도의경우처리

방법별반사도경향은유사하나평균값이다르게나타

난 반면, NDVI의 경우 경향과 평균(중심)값이 모두 동

일하게 나타났다. 앞선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처리방

법별반사도의경우경향이동일하게평균값만변화하

기 때문에 비율함수로 구성된 식생지수의 경우 개별

pixel혹은 scene (단영상)에대한보정이적용되지않을

경우식생지수는동일한결과를나타내는것으로판단

된다. Deng et al. (2018), Cao et al. (2019), Fawcett et al. (2020)

은 기상조건, 다중시기 및 항공초분광 영상과 드론 영

상을비교하여반사도의경우지상계측값과큰차이를

보인반면 식생지수는 선형적 관계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본연구결과는유사한결과를보였다.

3) 시계열 농경지 반사도·식생지수 평가

1회촬영이아닌시계열영상의반사도·식생지수비

교를위해본연구는김제논벼시험연구포장을대상으

로생육시기별 7회영상을촬영하였다. Fig. 14은촬영된

날짜별촬영된NGB영상을나타낸다. Fig. 15는지상분

광관측으로측정된논벼의반사도·식생지수와드론으

로촬영된시계열반사도를그래프로비교하였다. 피복

별반사도와같이논벼의반사도는방법별상이하게나

타났으며, 경향성을가지는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식

생지수의경우원본영상과EXIF만사용한경우를제외

한나머지방법에서거의동일한식생지수를보였다. 지

상관측자료와의비교결과생육초기에는지상관측자

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사도와 식생지수가 나타났

으나, 생육 후기로 갈수록 지상관측 자료보다 높은 반

사도식생지수가나타났다. 반사도·식생지수가변화하

는 패턴은 드론 및 지상 관측자료 동일한 경향성을 보

였다. 지상관측자료가생육초기에드론반사도보다낮

게 나타난 이유는 지상센서의 시야각 및 생육 초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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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NDVI reflectance histogram by land cover of drone processing method.

                                  EXIF                                                                       DLS                                                                  Sun sensor

                                  RICE                                                                     Concret                                                                    Water



내기한논에서벼와물이함께측정되었기때문으로판

단된다.

5. 결론

본연구는다중분광드론영상의농업환경모니터링

및 시계열 활용을 위한 전처리 방법에 따른 반사도 및

식생지수를분석하고지상관측자료와비교하였다. 모

자이크영상생성시, 1) Camera EXIF만적용, 2) 직접적

보정, 3) 경험적 보정 방법에 따른 반사도를 비교한 결

과방법별반사도는상이하게나타났으며, 촬영당시복

사조도및드론자세각을이용한DLS방법을적용하였

을 때 지상관측 자료와 가장 유사한 반사도를 보였다.

식생지수의경우방법에상관없이모든경우에서유사

한 값을 보였다. 반사도와 식생지수의 차이의 경우 영

상에적용되는일정비율의조도값이적용되어차이가

나타났으나, 식생지수의경우비율함수의특성상모든

밴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된 하향복사조도 값으로 인

해 매우 유사한 값이 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드론 전

처리방법별반사도의경향성은나타났으나, 재현성이

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반사율의경우영상합

성시주변영상값과평활화(smoothing)에의해변동성

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정량적인 드론 반사도 및 식생

지수산출을위해서는영상에적용되는복사조도의정

규화를통한영상 DN-복사휘도변환이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향후균일하고정확한반사도영상산출을위

해 복사 조도계 보정, 양방향성 반사분포함수 적용, 카

메라비그네팅제거등의기술개발과함께농업분야활

용을위한표준화절차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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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ime-series NIR reflectance and NDVI of Kimje rice paddy field.

                           2022.6.21.                                                               2022.8.5.                                                               2022.9.24.

Fig. 14.  Time-series NGB image of Kimje rice padd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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