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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국내 작황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항공기 적용방안

나상일 1)·박찬원2)·소규호2)·안호용3)·이경도 1)†

Application Method of Unmanned Aerial Vehicle 
for Crop Monitoring in Korea

Sang-il Na 1)·Chan-won Park2)·Kyu-ho So2)·Ho-yong Ahn3)·Kyung-do Lee 1)†

Abstract: Crop monitoring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farmers to establish farm management
strategies suitable for optimum production of vegetables. But, traditional monitoring has used field
measurements involving destructive sampling and laboratory analysis, which is costly and time
consuming.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ould be effectively applied in a field of crop monitoring
for estimation of cultivated area, growth parameters, growth disorder and yield, because it can acquire
high-resolution images quickly and repeatedly. And lower flight altitude compared with satellite, UAV
can obtain high quality images even in cloudy weather.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UAV in the field of crop monitoring and was to suggest the application method for production of crop
status information from UAV.
Key Words:  crop monitoring,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rop status information

요약: 작황모니터링은농민들에게최적의작물생산을위한농작업관리전략을수립하는데유용한정보를

제공할수있다. 그러나시료채취에의한분석등에한정된기존의현장모니터링방법은많은시간과노동력

이필요하다. 무인항공기는고해상도이미지를신속하고정기적으로취득할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에재배

면적, 생육인자, 생육이상및생산량추정등과같은작황모니터링분야에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다. 또한, 위

성과비교하여비행고도가낮아흐린날씨에서도높은화질의영상을수집할수있다. 본연구는작황모니터

링분야에서의무인항공기활용가능성을검토하고무인항공기기반의작황정보생산을위한적용방안을제

시하고자하였다.

Received August 1, 2018; Revised September 11, 2018; Accepted October 10, 2018; Published online October 22, 2018
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3)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Corresponding Author: Kyung-do Lee (kdlee11@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829 –

10나상일2(829~846)ok.qxp_원격탐사34-5(2018)  2018. 10. 30.  오전 10:45  페이지 829

http://orcid.org/0000-0001-8870-9978
http://orcid.org/0000-0001-8870-9978
http://orcid.org/0000-0001-7142-4845
http://orcid.org/0000-0001-7142-4845


1. 서 론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사람

이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Remote control)

을이용한반자동(Semi-auto-piloted) 형식으로운영하거

나사전프로그램된경로에따라자동(Autopiloted)으로

운영되는비행체를의미하며, 넓은범위에서는비행체

뿐만 아니라 이를 제어하는 지상통제장비(Ground

Control System; GCS)와 통신장비, 지원장비 등의 전체

시스템까지도포함하고있다. 일반적으로드론(Drone)

으로도 표현되고 있지만 드론의 어원이 ‘벌이 윙윙 거

린다’라는 뜻의 영어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때, 드

론은단순히회전익기체만을의미하는것으로회전익

기체와고정익기체를통칭할경우에는무인항공기또

는 UAV로표기하는것이정확한표현이라할수있다.

또한 ,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인비행시스템

(Unmanned Aircraft System; UAS)은UAV가기존의군사

적영역에서민간영역으로사용성이확장됨에따라단

순한이동체(Vehicle)가아닌안전성을확보하는항공기

(Aircraft)임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UAV와 같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법상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우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 kg이하인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무인비행선의 경우

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80 kg이하이고, 길

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으로 규정되어 있다

(Kim et al., 2014).

무인항공기는 위성영상, 유인항공기 등과 비교하여

가격이저렴하고, 운용이용이하다. 국내에서는이러한

장점을바탕으로다양한분야에서그적용성이빠르게

증가하고있으며, 전통적인위성영상기반의원격탐사

기술을활용하였던건설(Park et al., 2013), 지적(Lee et al.,

2013), 국토모니터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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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

적(Lee et al., 2016) 등의분야에서는그경험을바탕으로

각분야별무인항공기연구및활용현황등을정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들

은대부분각분야별무인항공기활용사례를광범위한

범위에서 소개하는 수준으로 이를 참고하여 무인항공

기를작황모니터링에적용하기에는매우제한적이다.

또한, 농업분야에서의무인항공기적용은작황모니터

링을위한관측목적과파종, 시비, 방제등실제농작업

을 취하는 임무 목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의 목적

에맞게무인항공기를적용하기위해서는많은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농촌진흥청국립농업

과학원에서구축한작황정보사례를바탕으로무인항

공기 적용을 위한 국내 작황 모니터링 유형별 검토 사

항및구체적인접근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2. 분광반사 특성 및 식생지수의 이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작황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원격탐사원리를기반으로결과를도출한다. 원격탐사

란전자기파를감지하는각종센서를이용하여지표면,

대기현상등에대하여비접촉·비파괴적인방법으로필

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과학기술이다(Hong et al., 2010).

지표면의식생조건에따른작물의반사특성은그작물

의잎과엽층구성에따른울폐도, 생체량, 식재방법, 토

양수분및지표면토양과피복형태에따라서크게좌우

되며, 농경지에다양하게분포되어있는식생조건은작

물의 반사특성에 반영되어 작물 고유의 분광반사특성

과식생지수를나타낸다. 따라서정확한작황모니터링

을위해서는작물별분광반사특성및무인항공기영상

에서산출된식생지수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1) 분광반사특성

작물에대한분광반사율은 Fig. 1과같이휴대용분광

복사계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다. 분광

복사계를 이용한 현장 측정은 농업분야의 원격탐사가

발달하기 시작하던 초기부터 작물 군락의 분광반사특

성과 바이오매스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용되

어 왔으며,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작물

의분광반사특성이규명되었다.

Hong et al.(1998)은일품벼를대상으로군락의생육단

계에 따른 분광반사특성을 규명하였으며(Fig. 2a), Park

and Na(2005)는 콩, 담배, 수박, 파, 토란, 무, 고추, 참외

등 8가지의밭작물을대상으로분광반사율을조사하였

다(Fig. 2b). 또한, Na et al.(2016c)은보리와밀의 5 품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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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맥류의 시계열 분광반사율을 측정하고 도함

수를이용하여각품종에따른스펙트럼기울기를추정

하였다(Fig. 2c).

그러나 Fig. 2와같이다양한작물의분광반사특성은

대부분유사한형태로나타난다. 이는녹색식물이가지

는일반적인특성으로식생의반사특성이기보다는식

생이가지고있는엽록소고유의반사특성이기때문이

다. 물론 엽록소의 활력도에 따라 파장대 별 반사 또는

흡수되는 양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작물의 영양상태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반사특성만을 이용하

여작황모니터링을하기에는매우어렵다.

2) 식생지수

분광반사곡선에서 일부 파장대를 취하여 산술적인

조합으로만들어지는식생지수는작황모니터링에유

용하게활용되고있다. 작황모니터링에식생지수를활

용할 경우, 각 필지별 작물의 활력도를 정량화하여 수

치로표현함으로서필지별작황의상대적인비교가가

국내 작황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항공기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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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pectral reflectance (L) and first derivative (R) of barley (Na et al., 2016c)

Fig. 2.  Spectral reflectance curves of crops.

                         (a) paddy rice (Hong et al., 1998)                                                          (b) upland crops (Park and Na, 2005)

Fig. 1.  Measurement of spectral reflectance at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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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지고(Fig. 3), 작물 생육단계별 식생지수의 변화 패

턴을주기적으로파악하여다년간축척하면평년및전

년도대비작황판단에유용하게사용할수있다.

식생지수가갖추어야할조건은다음과같다(Huete et

al., 1999). 첫째, 식생지수는생·물리적변수들에최대한

반응하여야 하며, 수치에 대한 검정이 용이해야 한다.

둘째, 식생지수는공간적·시간적으로비교가가능하도

록태양각도, 촬영각도, 대기상태등의외부효과를정규

화하거나모의(simulation)할수있어야한다. 셋째, 식생

지수는 지형적 효과, 토양상태, 고사된 식물이나 가지,

줄기 등의 영향으로 인한 배경효과를 정규화 할 수 있

어야 한다. 넷째, 식생지수의 검정과 효율성 향상을 위

하여생체량,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 LAI) 및광합

성 흡수량 등 측정이 가능한 작물의 생·물리적 인자들

과 연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 때문에 식생지수

는작물의생육특성을반영하는지표로써식생의활력

도와생산량추정에매우중요한인자로사용되고있으

며많은연구자들에의해파장대간의비, 차, 선형조합

등다양한방법으로제안되어이용되고있다(Table 1).

현재까지제안되고있는식생지수는약 50여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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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GB image                                                                                  (b) NDVI distribution

Fig. 3.  Comparison between RGB image and NDVI distribution.

Table 1.  Various remote sensing indices related to vegetation cover and chlorophyll content (Hunt et al., 2012)
Name Type Equationa Reference

RVI (Ratio vegetation index also
called simpl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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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I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Red-NIR (1 + 0.5)(Rn – Rr) / (Rn + Rr + 0.5) Huete (1988)

MSAVI (Modified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Red-NIR 0.5{2 · Rn + 1 – √[(2 · Rn + 1)2 – 8(Rn – Rr)]} Qi et al. (1994)

OSAVI (Optimized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Red-NIR (1 + 0.16)(Rn – Rr) / (Rn + Rr + 0.16) Rondeaux et al. (1996)

EVI (Enhanced vegetation index) Vis-NIR 2.5(Rn – Rr) / (Rn + 6 · Rr – 7.5 · Rb– + 1) Huete et al. (2002)

TVI (Triangular vegetation index) Vis-NIR 0.5[120(Rn – Rg) – 200(Rr – Rg)] Broge and Leblanc (2000)

MTVI2 (Second modified triangular
vegetation index) Vis-NIR 1.5[2.5(Rn – Rg) – 2.5(Rr – Rg)] / 

√[(2 · Rn + 1)2 – 6 · Rn – 5√(Rr) – 0.5] Haboudane et al. (2004)

CVI (Chlorophyll vegetation index) Vis-NIR Rn · Rr / Rg2 Vincini et al. (2008)

gNDVI (Gree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Green-NIR (Rn – Rg) / (Rn + Rg) Gitelson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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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으나무인항공기도입직후에는주로일반카메라

를 이용하여 촬영된 관계로 가시광선(RGB) 기반의 식

생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인항공기에

탑재가능한근적외선(NIR) 및적색경계(Red-edge) 센서

가개발됨으로서보다다양한식생지수의적용이가능

해졌다. 이에따라Na et al.(2016c)은동계작물의작황모

니터링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기반의 최적 식생지수를

검토한 결과, Red-NIR및 Vis조합에 의한 식생지수가

Vis-NIR조합의식생지수와비교하여맥류생육인자의

변화경향을잘반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식생지수

와 생육인자는 지수식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Lee et al.(2017)도벼를대상으로최적식생지수

를선정한결과, 출수기이전에는 NDVI가생육인자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반면에 출수기 이후에는 RVI,

NDVI, gNDVI, CI-G등의 식생지수가 높은 상관관계

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정밀한 작황 모

니터링을위해서는다양한식생지수와대상작물의생

육인자별상관관계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

3. 작황 모니터링 유형별 무인항공기

적용방안

작황이란농작물의생육상황을나타내는것으로농

작물의생산이잘되었는지못되었는지의상황또는생

산량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 작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생육, 품질등을비롯하여

작물의수량을결정하는기상, 물, 토양, 양분, 병충해및

농업재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작황 모니터링

은좁은범위에서작물의생산량만을대상으로하지만

넓은범위에서는농업환경과관련된모든요인을대상

으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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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Name Type Equationa Reference

CI-G (Chlorophyll index - green) Green-NIR Rr / Rg – 1 Gitelso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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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 (Visible atmospherically 
resistant index) Vis (Rg – Rr) / (Rg + Rr – Rb) Gitelson et al. (2002)

NDREI (Normalized difference red 
edge index) RE-NIR (Rn – Rre) / (Rn + Rre) Gitelson and Merzlyak 

(1994)

CI-RE (Chlorophyll index - red edge) RE-NIR Rr / Rre – 1 Gitelson et al. (2003)

MTCI (MERIS total chlorophyll
index) RE-NIR (R750 – R710) / (R710 – R680) Dash and Curran (2004)

MCARI (Modified chlorophyll
absorption reflectance index) Red-RE [(R700 – R670) – 0.2(R700 – R550)](R700 / R670) Daughtry et al. (2000)

TCARI (Transformed chlorophyll
absorption reflectance index) Red-RE 3[(R700 – R670) – 0.2(R700 – R550)(R700 / R670)] Haboudane et al. (2002)

TCI (Triangular chlorophyll index) Red-RE 1.2(R700 – R550) – 1.5(R670 – R550) · 
√(R700 / R670)] Haboudane et al. (2008)

Combined index with TCARI Red-RE-NIR TCARI / OSAVI Haboudane et al. (2004)

Combined index with MCARI Vis-RE-NIR MCARI / MTVI2 Eitel et al. (2007, 2008)

TGI (Triangular greenness index) Vis -0.5[(Rr – Rb)(Rr – Rg) – (Rr – Rg)(Rr – Rb)] Hunt et al. (2011)

a Rλ the reflectance at wavelength λ ; Rn, Rr, Rg, and Rb are the reflectances for NIR, red, green, and blue band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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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물별 재배면적 산정

작물별재배면적변화에대한정보는작물수급조절,

가격예측, 농가소득보전을위한정책수립의판단자

료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재배면적의 산

정은작황모니터링에있어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단

계라 할 수 있다. 특히, 원격탐사를 이용하면 재배면적

변화와함께재배지의공간분포도파악이가능하기때

문에원격탐사활용분야중가장활발한연구가진행되

는분야에해당한다(Kim et al., 2016). 위성영상을이용한

전통적인재배면적산정은감독분류, 무감독분류등영

상의분광정보를기반으로화소(pixel) 기반의분류기법

을이용하여작물구분도를작성하고각작물에따른면

적을 합산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Franklin and

Wulder, 2002; Antonarakis et al., 2008; Simonneaux et al.,

2008). 그러나 무인항공기가 도입된 이후에는 객체

(object) 기반의영상분류기법과함께머신러닝과같은

고차원의분류기법이사용되는추세이며, 최근에는딥

러닝기술을적용한다양한연구들이진행되고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작물별 재배면적을 산정하

는방법은크게작물분류(crop classification)와작물추출

(crop extraction)로나눌수있다. 여기서작물분류는기

존의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토지이용도 및 토지피복도

(Land Use & Land Cover; LULC)를 작성하기 위하여 고

안된분류기법을농경지에적용하여촬영범위내모든

작물에게자동으로클래스를지정하는방법이다. 이방

법은다양한작물에대한재배면적을짧은시간에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전에 분류 항목을 설정

하기위하여대상지역내재배되는모든작물에대한사

전 정보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촬영영상은 1 m이내의고해상도영상으로필지내토

양과멀칭을위한비닐등의피복상태가잡음으로반영

되어 위성영상과 비교하여 정확도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작물추출은기존의촬영된영상을기반으

로작성된작물별판독라이브러리를참고하여육안판

독에의한디지타이징(digitizing) 방법또는작물생육단

계별식생지수최고치(peak)가나타나는시기의차이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방법 등을 이용하여 특정 작물의

재배필지만을추출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판독자의

주관적판단이일부포함되기는하지만지적도, 스마트

팜 맵(Smart farm map) 등 참조 자료를 이용할 경우 비

교적높은정확도로재배면적을산정할수있다는장점

이있다.

Fig. 4는제주도서귀포시대정읍신도리에위치한마

늘재배단지를대상으로촬영된무인항공기영상을이

용하여육안판독(Fig. 4a) 및현장전수조사(Fig. 4b)에의

한 마늘 재배필지 추출 결과이다. 육안판독에 의해 마

늘재배면적은 60.46 ha로산정되었으며, 전수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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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igitizing method                                                                                 (b) Field survey

Fig. 4.  Garlic area extracted using digitizing and fiel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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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65.31 ha와비교하여 92.6%의정확도를보였다. 이와

같이무인항공기를이용하여촬영된영상은실제농경

지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육안판독만으로도 상당

히 높은 정확도의 재배면적 추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100~200 ha규모의 농경지가 대상일 경우 분류기법에

의한 재배면적 산정보다는 육안판독에 의한 작물추출

에의한방법이보다정확하고효율적인방법으로판단

할수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고랭지배추 주

산지를 대상으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촬영한영상과현장표본조사자료를바탕으로 RGB영

상 지도, 식생지수 분포 지도, 작물 분포 지도, 정식/수

확시기 분포 지도, 생육인자 분포 지도 및 생육이상 분

포지도등을작성하여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

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에 제공

하고 있다(Na et al., 2016a). Fig. 5는 강릉 안반덕 고랭지

배추 재배단지 내 작물 분포 지도이다. 재배단지 내 배

추, 감자및양배추의재배면적산정은 1주일주기로촬

영된영상을이용하여육안판독과시계열분석방법을

혼용하였으며, 이를이용하여연차별재배면적변동을

파악할수있다. 또한, 작물추출결과는고랭지배추작

황 분석 시 배추 고유의 식생인자를 추출하기 위한 마

스크맵(mask map)으로활용이가능하다.

Fig. 6은 감자, 양배추 및 배추 재배필지를 대상으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동일시기에 촬영된 영상의 일

부이다. 그림을살펴보면, 감자의경우배추와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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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otato                                                         (b) cabbage                                                   (c) Kimchi cabbage

Fig. 6. Various crops photo using UAV.

Fig. 5.  Crop distribution map of Anbandeok in 2016 (Na et al.,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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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이른시기에정식이이루어지고정식패턴에서

일정 간격의 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양배추의

경우에는 정식은 감자와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배추와같이필지전반에고르게정식되는패턴을보이

며, 감자 및 배추와 비교하여 가장 어두운 색상으로 나

타난다. 따라서재배단지내필지별식생지수의시계열

변화를이용하여 1차적으로배추를추출하고, 2차적으

로육안판독을통해감자와양배추를추출할수있다.

이와 같이 무인항공기 영상 기반의 들녘단위(100~

200 ha) 재배면적 산정에는 작물분류보다는 작물추출

방법이효과적이다. 그러나작물분류와비교하여판독

자의주관적인판단이결과에반영될여지가있고무인

항공기의촬영범위를고려해보면시군단위이상의작

물구분도작성에는한계가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

Na et al.(2017c)은 위성영상과 무인항공기 영상을 융합

한계층분류기법을제안하였다. 계층분류기법은분류

관심항목과다른항목과의혼재를줄이기위하여관심

계층을우선적으로구분하고, 각계층의세분류를수행

하는방법이다(Fig. 7).

계층분류기법의특징은시군단위위성영상을대상

으로 기존의 화소단위 분류가 아닌 스마트 팜 맵 기반

의필지단위분류를수행하고작물세분류를위한훈련

자료 작성에 들녘단위 무인항공기 영상을 사용하는데

있다. 즉광역촬영이가능한위성영상의장점과촬영범

위는작지만공간해상도가높아육안판독이가능한무인

항공기의장점을모두고려한방법으로해당시군센터에

서조사한재배면적자료와비교한결과모든작물의재

배면적산정오차가±5% 이내로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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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lowchart of hierarchical classification (Na et al., 2017c).

Table 2.  The statistics analysis of accuracy between area using RS and area using field survey (Na et al., 2017c)

Crop
Area (ha) Accuracy (%)

Remote Sensing (A) Field Survey (B) (A / B) * 100
Wheat 2,467.23

4,137.17
–

4,120.00
–

99.58
Barley 1,669.94 – –
IRG 1,852.82

2,434.94
1,915.00

2,519.00
96.75

96.67WCB* 377.18 390.00 96.71
Mixed 204.94 214.00 95.77
Total 6,572.11 6,639.00 98.48

* WCB : Whole crop b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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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면적산정과관련하여공간규모에따른활

용 플랫폼 및 분석 방법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이

와같이정확한재배면적모니터링을위해서는대상지

역의공간규모(필지, 들녘, 읍면동및시군단위등)에따

라플랫폼과분석방법을선택적으로적용하여야한다.

2) 생육인자 및 생육상황 추정

무인항공기를이용한생육인자및생육상황을추정

하는단계는작황모니터링관점에서가장본질적인목

표에해당한다. 즉, 작물의생육인자를직접적으로추정

함으로써 현재의 생육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황을판단할수있다. 작물의생장량을정량적으로예

측하기위해서는광합성이이루어지는엽면적의예측이

우선되어야하며(Terry et al., 1983), 엽면적과밀접한관계

를가지는초고및엽장등을파악하면작물의생장및단

수 예측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a et al.(2016d,

2017a, 2017b)은작물별생육기간동안무인항공기기반

의시계열식생지수및기상요인을이용하여고랭지배

추및양파, 마늘을대상으로생육인자별관계식을도출

하고(Table 4), 각인자별분포도를작성하였다(Fig. 8). 그

결과, 고랭지배추의생육추정모형은 NDVIUAV와강우

량및적산온도가설명변수로채택되어모두양의관계

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양파의경우에는생육인자

중 초고와 생체중은 NDVIUAV와 강우량이 채택된 반

면에 엽수는 기상요인은 누락되고 NDVIUAV만 채택되

었다. 또한, 마늘의 경우에는 한지형과 난지형에서 최

고/최저및평균온도, 강우량, 토양수분, 상대습도, 일사

량등생육인자에영향을미치는기상요인이생육인자

별로매우다양하게나타났다.

Fig. 9는 모형의 추정값과 실측값을 비교한 산점도

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모든 작물에서 생육 초기에는

모형의추정값이실측값보다과대평가되는경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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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quired resolution, platform and method to estimation of crop area for spatial scale

Scale Resolution Platform Method
Field < 0.05 m UAV (Rotary Wing) Field survey and GIS
Plain < 0.1 m UAV (Fixed Wing) Digitizing or Time series analysis
EMD < 0.25 m Aircraft Time series analysis based on field unit
SGG < 5 m Satellite Classification using multi-temporal images

* EMD : Eup-Myeon-Dong, SGG : Si-Gun-Gu

Table 4.  Regression equation of crop growth parameters extracted from NDVIUAV and meteorological factors

Crop Regression equation RMSE R2

Kimchi cabbage 
(Na et al., 2016d)

P.H. = 15.683NDVIUAV + 0.023R.F. – 0.016 2.220 0.940
L.L. = 25.147NDVIUAV + 0.003R.F. + 2.514 1.900 0.939
L.N. = 13.406NDVIUAV + 0.021Tempacc + 6.308 4.290 0.863

Onion 
(Na et al., 2017b)

P.H. = 59.792NDVIUAV + 0.124R.F. – 7.862 7.290 0.884
L.N. = 4.809NDVIUAV + 5.308 0.960 0.427
F.W. = 118.897NDVIUAV + 0.219R.F. + 0.001 59.470 0.677

Garlic 
(Na et al., 2017a)

Cold

P.H. = 89.888NDVIUAV + 0.02512Tmax – 16.898 7.948 0.821
L.N. = 10.969NDVIUAV – 0.00038R.H. + 7.470 1.045 0.645
P.D. = 9.343NDVIUAV + 0.02468Tavr + 5.408 3.427 0.617
F.W. = 69.638NDVIUAV + 0.08479Tmin – 28.219 5.907 0.659

Warm

P.H. = 70.404NDVIUAV + 0.03862Tavr + 0.02226R.F. + 0.00303S.M. – 19.846 16.410 0.929
L.N. = 7.236NDVIUAV – 0.00027R.H. – 0.00084Rad. – 0.00015S.M. + 9.286 1.119 0.628
P.D. = 17.420NDVIUAV + 0.02416R.F. + 0.03679Rad. + 0.00162S.M. – 58.825 9.081 0.886
F.W. = 56.561NDVIUAV + 0.06605Tmax + 0.00468S.M. – 160.275 19.509 0.546

P.H.: Plant Height (cm), L.L.: Leaf Length (cm), L.N.: Outer Leaf Number, F.W.: Fresh Weight (g), T: Temperature, R.H.: Relative
Humidity, R.F.: Rainfall, Rad.: Radiation, S.M.: Soil Moi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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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지만전반적으로 1:1선에근접한결과를보이고있

어모형이작물생육인자의변화특성을잘반영하는것

을확인할수있다.

무인항공기기반의식생지수를이용하여작물별생

육인자를추정하기위해서는식생지수와생육인자간의

적절한회귀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Na et al., 2016b). 생

육인자추정과관련하여주로사용되는회귀함수는선

형회귀함수(Linear regression function)이며, 생육인자와

같이자료의특성상음수(-)값을가지지않는특성을고

려하여 원점을 지나는 선형 회귀함수(Linear regression

through the origin)도 많이 사용한다. 또한, 생물체 전체

와어느한기관, 또는부분사이의생장관계로정의되

는 상대생장(allometry) 연구 분야에서는 멱함수(Power

function)로정의된비선형회귀함수(Nonlinear regression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4, No.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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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Kimchi cabbage (Na et al., 2016d)                   (b) Onion (Na et al., 2017b)                           (c) Garlic (Na et al., 2017a)

Fig. 9.  Cross-validation scatter plots of various crops growth model.

                                   (c) Plant Diameter (mm)                                                                          (d) Fresh Weight (g)

Fig. 8. Garlic growth parameter map of Hapcheon on May 11, 2017 (Na et al., 2017a).

                                      (a) Palnt Height (cm)                                                                                (b) Leaf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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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가 사용되고 있으며, 작물 성장모형에서는 로

그함수(Logistic function)로 정의된 비선형 회귀함수도

많이사용되고있다. Na et al.(2016b)은 IRG를대상으로

무인항공기 기반 식생지수와 현장에서 조사한 생육인

자자료를바탕으로위에서언급한회귀함수를상호비

교한결과, 멱함수모형에서 IRG생육인자를 87% 이상

설명이가능하다고보고하였으며, 이를이용하여무인

항공기 기반 IRG의 생육단계별 초고 분포도를 작성하

였다(Fig. 10).

이와같이무인항공기를활용하여작물별생육인자

를 추정하고 지도 형태로 제작하면 촬영 범위 내 생육

인자의필지별공간분포를시각적으로확인할수있고,

각 필지별 작황의 상대적인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이

를 시계열로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 필지단

위작황의변화추이파악에도이용될수있다. 이를위

해서는 1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작황 모니터링이 필수

적이며, 이러한 원인 등으로 인하여 작황 모니터링에

무인항공기의활용성이높아지고있다.

3) 생육상황 판단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작황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식생지수의

변화 특성 파악이 용이해졌다. 또한, 특정 작물을 대상

으로다년간축적된식생지수의변화패턴을분석하면

작황판단의기준을설정할수있다. 즉, 기준년도를대

상으로 시계열로 작성된 식생지수 또는 생육인자들의

변화를필지별로정리하고이를과거자료와대조하여

기준치를 벗어난 필지를 선별하면 생육이상이 나타난

필지를추정해낼수있다.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에서는 전술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랭지배추 주산단지

를대상으로무인항공기기반의주기적인작황모니터

링을 수행하고 생육이상이 발생할 경우, 생육이상 지

점 및 면적 등을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Fig. 11은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농업관측

(2017년 8월호)에수록된생육이상분포도이다. 그러나

생육이상 분포도는 관측 시점에서 생육이상을 모니터

링하고이상발생지점에대한공간정보만을제공할뿐

구체적인원인및대응방안에대한정보제공에는한계

가있다. 생육이상의원인파악을위해서는생육이상징

후와작물, 기상, 토양및병해충과같은농업환경전반

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Na et al.,

2016a).

고랭지배추의생육이상은발생시점과범위를기준

으로 Table 5와같이생육초기에필지부분적으로이상

이 발생하여 생육 후기까지 지속되는 유형(A), 생육 초

기에는작황이양호하다가생육후기에부분적으로이

상이 발생하는 유형(B), 생육 후기에 필지 전체적으로

이상이 발생하는 유형(C)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장

조사자료와전문가의견을바탕으로원인을파악해본

결과, A유형은대부분토양의문제로밝혀졌으며, B유

형은 병충해, C유형은 기상의 문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작물별생육이상및원인등을유형별로정리하면

간접적으로생육이상에대한원인파악도가능하다.

그러나일반적으로생육이상은여러가지유형이복

국내 작황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항공기 적용방안

– 839 –

                             (a) March 15                                                        (b) April 5                                                         (c) April 20

Fig. 10.  Spatial distribution of plant height in IRG fields in 2016 (Na et al.,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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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rowth disorder map of Maebong Mt. in 2017.

Table 5.  Growth disorder type of highland Kimchi cabbage in Anbandeok

Type Early stage Final stage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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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생육이상에효율적대응을위해서는무

인항공기를 이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육이

상 원인과 징후에 대한 유형별 정보를 라이브러리 형

태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확한 생육이상

분포도가작성되면생육이상상습피해지역의분석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에도 활용이 가

능하며, 농가 및 관계자에게 작물별 맞춤형 자료로 제

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 생산량 예측

농업관측에서의생산량예측은수급조절, 가격예측,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작황 조건에 따라 재배 가능한

작물이 결정되며, 기후, 토양, 파종, 비료 및 농약살포,

물관리, 수확, 건조, 보관등의모든농작업의일정이달

라지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감되는 등 경제 전

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생산량 예

측은 작황 모니터링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생산량

예측은크게두단계로나누어진다. 먼저대상작물의생

육 초기에 재배면적을 추정하고, 생육 중기 이후 추정

된 단수(단위면적당 수량)를 곱하여 최종 생산량을 예

측한다. 따라서생산량예측의정확도는생육초기에는

재배면적의정확도에영향을받지만생육중기이후에

는 단수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재배면적과

단수의정확도를모두확보하여야안정적인생산량예

측이가능하다.

일반적으로위성영상을사용한단수추정은식생지수

와기상요소를이용한경험모형, 원격탐사자료의엽면

적지수와작물생육모형을연합한방법, 광합성유효복

사율(fraction of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fPAR)

을 이용한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Na et al., 2014). 무

인항공기를이용한생산량예측도이와유사한방법을

사용하지만 위성영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분

광밴드를 가지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기반의 엽면적지

수를 정확하게 추출해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또한,

광합성 유효복사율(fPAR)을 이용한 방법은 작물의 광

합성을 기반으로 생체량(biomass)을 추출하여 수량을

추정하는방법으로중요한입력정보인 fPAR를위성영

상으로부터획득한다. 따라서무인항공기를이용한단

수추정은주로경험적통계모형을사용한다. 식생지수

와기상요소를이용한경험모형은작물별생육시기동

안단수와의상관성이높은시기의식생지수및기상요

소와단수와의관계식을이용한방법이다. 경험적통계

모형으로 추정한 작황과 실제 작황을 비교해 보면, 연

차변이는유사하나단수에있어오차가발생한다(Na et

al., 2012). 이는 통계모형의 적용 단계에서 실제 생육과

정에서발생되는병충해, 기상재해등돌발현상이고려

되지못한결과로모형에의해추정된단수는주어진조

건하에서의잠재수량에가깝기때문이다. 또한, 경험적

국내 작황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항공기 적용방안

– 841 –

                                (a) Fresh matter yield (kg/ha)                                                                     (b) Crude protein (%)

Fig. 12.  Spatial distribution of feed values in IRG plots (Na et al., 201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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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모형은이론적근거가약하고광범위한지역에바

로 적용할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저해상도의광역촬영이가능한위성영상보다는상

대적으로면적은작지만고해상도촬영이가능한무인

항공기에적합한방법이라할수있다.

Na et al.(2017d)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중부지역

IRG의 사료가치 평가 기법 개발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기반식생지수를이용한생초수량및조단백질평가모

형을 개발하고 들녘단위 생초수량 분포도를 작성하였

다. 그러나 조단백질 모형의 설명력은 67.8%인 반면에

생초수량 모형의 설명력은 47.9%로 수량 추정 정확도

의한계를나타내었다.

무인항공기를이용한생산량예측에서정확도를높

이기위해서는관측치의확보가필수적이다. 그러나현

장조사를통해직접단수를측정하기에는많은어려움

이따른다. 시군단위이상의광역지역이대상인경우에

는시군단위통계자료를이용할수있지만무인항공기

촬영면적과같이들녘단위에대한생산량자료는전무

한 실정이다. 또한, 생육인자의 경우 작물이 성장함에

따라생육단계별로수집할수있지만생산량자료는수

확기에이르러서야수집이가능하다. 일반적으로생산

량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최소기

간은 10년으로 7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

축하고 3년치 데이터는 구축된 모형을 검보정하는데

사용한다. 즉무인항공기를이용한생산량예측은충분

한데이터수집이이루어지고모형의안정성이확보되

어야가능하다.

이를해결하는방법으로는공간적인관측치의확보

와 생육인자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수량을 추정하는

방법이있다. 시간적으로관측치의확보가불가능한경

우다수의시험필지를선정하고각필지별단수를직접

조사하는방법으로공간적관측치를확보한후모형을

구축하는방안을검토하여야한다. 또한무인항공기에

의한수량예측모형의정확도가낮은경우에는작물별

초고, 엽장, 엽수 등 생육인자와 수량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간접적으로 수량을

예측하는방법도대안이될수있다.

4. 결론 및 제언

최근무인항공기산업은매우빠른속도로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로의 파급 효

과가 매우 크다. 물론 공간해상도가 높고 재방문 주기

도빠른외국상업용위성들도증가하고있으나높은가

격과몬순기후의영향을많이받는우리나라의지리적

특성상상업용위성에비해저렴한가격으로영상취득

이가능하며사용자가원하는시간과공간에서고해상

도항공영상을획득할수있는장점으로무인항공기의

활용은더욱증가될전망이다.

작황 모니터링에 무인항공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촬영시기및해상도, 관측주기의선정등무인항공기의

운영과관련된사항들도신중히검토해야한다. 특정지

역을대상으로작물의종류를구분하거나생체량과엽

록소 함량 등 생·물리적 특성 정보를 추출하는데 무인

항공기 촬영 시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작

물의생육특성파악을위한무인항공기촬영의최적기

를선정하기위해서는각작물의생육주기에대한정확

한정보가무엇보다필요하다. 일반적으로식생지수를

이용하여작물분류를할경우생육초기의영상자료를

사용하는것이유리하고, 작물생체량변화모니터링등

작황관측목적인경우는작물이최대생육을유지하는

시기의영상자료를사용하는것이유리하다. 따라서작

황 모니터링에 무인항공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년

간의현장조사와함께작물별식생지수가최대치(Peak)

에도달하는시기를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전술한바와같이무인항공기를이용한작황모니터

링은기존위성영상을이용한방법과비교하여영상수

급의한계를극복하고정밀도높은고해상도영상을통

한 필지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

재기술수준으로는배터리용량의제약과바람의영향

을 크게 받아 광역 촬영이 불가능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무인항공기플랫폼및모터등의경량화와배터

리기술의발전을통해비행시간을확보하려는노력이

필요하다. 또한기상요인과같은기초자료의고공간화

에관련된추가적인연구도지속되어야한다. 작황에대

한기상요인의영향을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현재

작물이재배되고있는지역의기상관측자료의대표성

을확보하고정밀도높은기상분포도를작성하여작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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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가장영향을주는기상요인을선별하는과정이중요

하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재배면적, 생육인자, 생육이상등의모니

터링 결과를 개별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모니

터링결과를동시에활용하는것이보다정확한작황판

단을위한방법으로생각되며, 이를위해서는안정적인

정보제공을위한공간정보기반의시스템구축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파, 마늘 및 고

추 등과 같이 전국에 걸쳐 주산지가 분포되어 있는 작

물의경우에는재배기간동안각주산지단위로재배현

황에대한공간정보가연차적으로생산된다. 따라서생

산된다량의공간정보들을축적하고, 축적된정보의필

지별, 시기별 비교 및 제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GIS기반의공간정보기술을도입하여확대해나

아가야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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