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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드론 기반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배추 단수 추정의 최적밴드 선정

나상일 1)·박찬원2)·소규호2)·안호용1)·이경도 1)†

Selection on Optimal Bands to Estimate Yield 
of the Chinese Cabbage Using Drone-based Hyperspectr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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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use of drone-based hyperspectral image offers considerable advantages in high resolution
remote sensing applications.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the optimal bands based
on hyperspectral image for the estimation yield of the chinese cabbage. The hyperspectral narrow bands
were acquired over 403.36 to 995.19 nm using a 3.97 nm wide, 150 bands, drone-based hyperspectral
imaging sensor. Fresh weight data were obtained from 2,031 sample for each field survey.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ices were computed using red, red-edge and near-infrared band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quantitative each fresh weights were established and compared. As a result, predominant
proportion of fresh weights are best estimated using data from three narrow bands, in order of importance,
centered around 697.29 nm (red band), 717.15 nm (red-edge band) and 808.51 nm (near-infrared band).
The study determined three spectral bands that provide optimal chinese cabbage productivity in the
visible and near-infrared portion of the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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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드론기반의초분광영상은원격탐사활용에고해상도의많은장점을제공한다. 본연구의목적은배추
의 단수 추정의 최적밴드를 선정하는 것이다. 초분광 영상은 드론에 탑재한 초분광 이미지 센서를 활용하여
403.36~995.19 nm 파장범위를대상으로 3.97 nm 간격으로 150개의밴드를수집하였으며, 배추생체중데이터
는 2,031개의배추를대상으로현장에서직접조사하였다. 적색, 적색경계및근적외밴드를조합하여계산된
정규화식생지수와객체별배추생체중과의관계를정량적으로비교한결과, 697.29 nm(적색밴드), 717.15 nm
(적색경계밴드) 및 808.51 nm(근적외밴드)를조합하여산출한식생지수가배추의생체중을가장잘설명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를통해배추생산성을평가하는데가시광및근적외파장대에서 3개의최적밴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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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분광영상은밀집된분광측정자료의집합으로분

광밴드가많고(large number), 좁은파장폭의(narrow), 연

속적인(contiguous) 밴드들을 갖는 높은 분광해상도의

영상을말한다(Shaw and Burke, 2003). 기존의다중분광

영상의경우상대적으로넓은밴드폭을지닌 10개이내

의 분광밴드로 이루어진 반면에 초분광 영상은 수십~

수백 개의 광대한 분광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짐으로서

지표물고유의반사특성을보다정밀하게기록할수있

는 장점으로 지질(Hyun and Park, 2013), 식생(Jang et al.,

2006), 산림(Kwon et al., 2012), 수계및해안(Yu et al., 2008)

등다양한분야에서초분광영상의활용에대한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초분광 영상은

2000년에 발사된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EO(EarthObserving)-

1위성에탑재된 Hyperion영상, 항공기탑재센서인핀

란드 SPECIM사의 AISA(Airborne Imaging Spectrometer

for Applications) 및 캐나다 ITRES사의 CASI(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 영상등이있다 (Lee and

Hyun, 2014). 그러나 인공위성 또는 항공기 기반의 초

분광 영상은 공간해상도의 한계와 대기조건에 의존적

인영상수급상황으로인하여실질적으로활용하기에

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복잡한 보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드론(Drone) 또는 무인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 플랫폼의 도입과 더불

어초소형초분광센서가개발되어이를활용한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Jeon et al., 2019). 드론 기반의 초분광

영상은 100~300 m이하의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촬영

하기때문에인공위성또는항공기기반의초분광영상

과비교하여대기보정의중요성이낮아졌으며(Jakob et

al., 2017),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5 cm안팎의 높

은해상도와함께원하는시기의영상수집이용이하여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식생 및 작황 관련 연구에 유

용하게사용될수있다.

한편, 작황모니터링에원격탐사의개념이도입된이

후식물고유의분광반사특성을이용하여일부파장밴

드의산술적인조합으로만들어지는식생지수가유용

하게사용되고있다. 작황모니터링에식생지수를활용

할경우, 필지별작물의활력도를정량화하여수치로표

현함으로서작황의상대적인비교가가능해지고, 작물

생육단계별 식생지수의 변화 패턴을 주기적으로 파악

하여 다년간 축적하면 평년 및 전년도 대비 작황 판단

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Na et al., 2018). 이와 같이

식생지수는작물의생육특성을반영하는지표로써식

생의활력도와생산량추정에매우중요한인자로사용

되고있으며많은연구자들에의해파장대간의비, 차,

선형조합등다양한방법으로제안되어이용되고있다.

최초의식생지수는 Jordan(1969)에의해발표된단순식

생지수(Ratio vegetation index; RVI)로적색과근적외파

장대 반사값의 비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Rouse et al.

(1974)은 적색과 근적외 파장대 반사값의 차이를 구하

여 식생의 반사 특성을 강조하고 이를 두 반사값의 합

으로 나누어 일반화한 정규화 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제시하였고 가장

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다. 그밖에현재까지제안되고

있는 식생지수는 약 50여종 이상이 있으며, 드론 도입

직후에는주로일반카메라를이용하여촬영된관계로

가시광(RGB) 기반의 식생지수를 사용한 반면에 최근

드론에탑재가능한근적외(NIR) 및적색경계(Red-edge)

센서가 개발됨으로서 보다 다양한 식생지수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기존의식생지수들은넓은밴드로

구성된 다중분광 영상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상대적으로좁은밴드를가지는초분광영상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파장대역에서 최적밴드

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미 몇몇 연구자들은 초분광 영

상 기반의 다양한 식생지수를 제시하였으며(Im et al.,

2009; Im et al., 2012; Brantly et al., 2011), 기존의식생지수

를초분광영상에적용하기위한최적밴드의검토를시

도하고 있다(Thenkabail et al., 2004; Stagakis et al., 2010;

Behman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드론 기반의 초분

광 영상을 이용하여 식생지수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NDVI를대상으로분광밴드의변화에따른NDVI의변

화를 파악하고, 배추의 생체중과 분광밴드별 NDVI와

의상관관계변화를분석하여배추단수추정의최적밴

드선정을목적으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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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1) 시험포장 조성 및 현장조사

본연구를위한드론촬영및생육조사는전북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국립농업과학원 내 시험포장을 대상

으로수행하였다. 시험구의면적은 500 m2로 Fig. 1과같

이콩과배추를분할식재하여 3반복하였으며, 본연구

에서는배추를대상으로현장조사를수행하였다. 배추

의재식거리는 40×85 cm로가을배추품종인천고마비

를 2018년 9월 4일에정식하여 11월 14일수확하였으며,

표준재배법에준하여재배하였다. 천고마비는김장용

가을배추로조생종이며, 외형적특징으로엽색은농녹

색이며광택이많고결구형태는표피원통형으로구형

이우수한특성이있다. 또한, 촬영된초분광영상의대

기보정(radiometric correction)을위하여촬영범위내각

각 5%, 22%, 44%, 55%의균일한반사율을가지는타프

(tarpaulin; tarp)를설치하였다.

현장 분광반사율 측정은 휴대용 분광복사계(PSR-

2500, Spectral Evolution)를 이용하여 정오를 기준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실시하였다. 측정방법

은 표준백색판을 이용하여 분광복사계 보정을 실시한

후대상체로부터약 50 cm떨어진위치에Telescope를고

정하여 반사되는 태양복사에너지를 측정하였다. 파장

범위 350~2,500 nm에서 1.5 nm간격으로 768개의 밴드

를 3회반복수집하였으며, 본연구에서사용된초분광

센서의분광해상도를고려하여가시근적외(Visible Near

Infrared; VNIR) 영역에해당하는 400~1,000 nm의파장

범위를분석에활용하였다. 또한현장생육조사는시험

구전체에정식된배추 2,031구를대상으로현장에서전

자저울을이용한전수조사를통해수확기(11월 14일)의

생체중을조사하였다.

2) 드론을 활용한 초분광 영상 촬영 및 전처리

초분광영상은Corning사의MicroHSI 410 SHARK센

서를회전익드론에탑재하여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배추는 정식 후 30일을 전후하여 결구(배추 속이 차는

것)가시작되는데배추의생육시기별 NDVI변화를살

펴보면, 정식이후결구기까지 NDVI가급격히상승하

지만 결구가 시작되면 NDVI가 포화되어 수확기까지

일정하게유지되는특성을보인다(Na et al., 2016).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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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lit plot design for the experiments with two crop and tarp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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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는 결구가 시작되어 NDVI가 유지되는

시점인 2018년 10월 12일(정식 후 38일)에 초분광 영상

을촬영하였다. 초분광센서는 400~1,000 nm범위의파

장영역에 대한 촬영이 가능한 푸쉬브롬(Push-broom)

센서로서 드론에 탑재되어 대상영역을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큰 광학 센서와 시야각을 가지며, 무게가 적고

저전압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그 외 해당

센서의제원을정리하면 Table 1과같다.

초분광센서를탑재한드론은DJI사의Matrice 600 Pro

로비행최대속도는 18 m/s, 최대비행시간은 20분이며,

적재가능하중인페이로드(payload)가 6 kg으로 0.68 kg

에해당하는초분광센서를탑재하기에충분하다. 또한,

초분광 센서의 자세 제어 및 무진동 영상 획득을 위하

여DJI사의 RONIN-MX짐벌(Gimbal)을이용하여센서

를드론에탑재하였으며, 돌풍이나난기류에의한상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드론과 짐벌 사이에 완충기

(Damper)를장착하였다(Fig. 2).

고도 30 m를기준으로대상지역의비행경로를따라

초당 300회로 촬영된 결과물은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

을고려하여경로별관심영역만을추출한후, 상용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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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hyperspectral sensor

Model MicroHSI 410 SHARK
Sensor Type Push-broom Line Imaging Spectrometer
FPA Detector CCD/CMOS hybrid 1408 spatial pixels
Effective Pixel Size – 2x binned 11.7 μm
Effective Array Size – 2x binned 704 spatial × 155 spectral
Focal Length, f/# 16 mm, f/1.4 standard
Full FOV 29.5 degrees (516 mrad) standard
IFOV 366 μrad standard
Spectral Range 400~1000 nm
Spectral Bin Size (per pixel) 2 nm
Maximum Frame Rate > 300 Hz (profile dependent)
Data Readout 12-bit
INS GPS + Mems IMU + Kalman filtered solution
Size (standard lens, processor, data storage, INS) 5.37″ × 3.44″ × 2.77″ with lens
Weight (standard lens, data storage, INS) 1.5 lb. (0.68 kg)
Power Consumption (complete system) < 19 W @ 12 VDC

Source : https://www.corning.com/advanced-optics

                                                     (a) DJI Matrice 600 Pro (DJI)                                                 (b) RONIN-MX (DJI)

Fig. 2.  Drone & Hypersepectral sensor using gimbal system (You,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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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 Harris Geospatial Solutions)를이용하여기하보

정을 수행하였으며, 현장에서 측정한 보정용 타프의

반사값에 의한 경험적 선형보정 기법(Empirical Line

Calibration; ELC)을 이용하여 절대 대기보정을 수행하

였다. 경험적 선형보정 기법은 초분광 영상을 실제 분

광반사율측정값과비교하여보정하는방법으로 Eq. 1

에기초하고있다(Smith and Milton, 1999).

      ρλ = Aκ × BVκ + Bκ                           (1)

여기서, ρλ는특정파장에서순간시야각내의비율표

면 반사도이고 BVκ는 밴드 κ에서 화소의 밝기값이다.

또한, Aκ는 대기 투과도와 기기 계수와 연관된 gain 값

이며, Bκ는대기경로방사도및기기절편과관련된 offset
값이다.

3) 배추 객체별 식생지수 추출

초분광영상으로수집한각각의분광밴드는 Eq. 2의

관계식에 적용하여 분광밴드에 따른 NDVI를 산출하

였다(Rouse et al., 1974).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 영

상이가지고있는적색경계(Red-edge) 밴드를포함한최

적밴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NDVI계산식에서

적색(Red) 밴드를적색경계(Red-edge) 밴드까지확장하

여산출하였다.

      NIR – Red NIR – Rededge      NDVIRed = —————, NDVIRE = ———————   (2)
      NIR + Red NIR + Rededge

여기서, NIR은파장 800~1,000 nm의근적외밴드반

사율이며, Red, Rededge는 각각 600~700 nm의 적색밴

드와 700~800 nm의적색경계밴드반사율이다.

배추의 생체중과 분광밴드별 NDVI와의 상관관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추 객체별 NDVI를 추출

하여야한다. 따라서기하보정이완료된초분광영상을

육안판독하여시험포장내배추객체별중심점을디지

타이징 한 후(Fig. 3(a)), GIS의 버퍼(buffer) 기능을 이용

하여 배추 객체별 마스크맵(mask map)을 생성하였다

(Fig. 3(b)). 이를 이용하여 NDVI를 추출한 후(Fig. 3(c)),

각객체에해당되는 NDVI를평균하여배추객체별고

유NDVI로DB화하였다(Fig.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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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tract of NDVI                                                                   (d) NDVI for each crop

Fig. 3.  Example for extract of NDVI using crop mask.

                                        (a) center point digitizing                                                                      (b) crop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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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가시광 및 근적외 분광밴드 변화에 따른 NDVI 변화

건강한녹색식생의분광반사특성을살펴보면, 가시

광파장영역에서는엽록소 a와 b, β-카로틴등책상조직

에분포한잎색소가반사도에영향을미친다(Gausmann

et al., 1969; Peterson and Running, 1989). 특히, 엽록소 a와

b는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색소로서 엽록소 a는 430과

660 nm, 엽록소 b는 450과 650 nm파장대의 빛을 흡수

한다. 따라서 잎의 엽록소 흡수 특성을 감지하기 위한

2개의최적분광영역은 Blue밴드의 450~520 nm와 Red

밴드의 630~690 nm로알려져있다(Farabee, 1977). 본연

구에서는 높은 분광해상도의 초분광 영상을 이용하여

미세한분광차이에의한NDVI변화를살펴보았다.

초분광 영상의 분광밴드 조합을 통해 산출된 NDVI

를 이용하여 가시광 영역 중 Red밴드(600~700 nm)와

Red-edge밴드(700~800 nm) 변화에따른 NDVI변화를

나타내면 Fig. 4와같다. Red밴드의경우파장이길어질

수록NDVI도증가하였으며, 669.48 nm를기점으로감

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배추 잎 엽록소의 경우,

Red밴드가 시작되는 600 nm부터 파장이 길어질수록

빛의 흡수율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반사율이 낮아지고

669.48 nm에서 최대 흡수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에 Red-edge밴드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다가 752.90~776.73 nm구간에서 NDVI가튀는경향이

나타났다. 이구간은대기중의수증기와 O2에의한흡

수대가존재하는구간으로본연구에서전처리로수행

한경험적선형보정기법만으로는대기의효과가완전

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정 파장대

역에서센서에기록되는수치가급격하게낮아지는것

은 센서의 고유 특성으로(Jeon et al., 2019), 본 연구에서

도촬영당시기상상황이양호한상태였음에도불구하

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즉 해당 구간의 반사율이

주위 파장보다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특성이 NDVI에

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일반적으로원격탐사자료를수집할당시의대기조건

을동일위치에서수집하여이를대기모델과연결하여사

용한경우훨씬더정확한보정을수행할수있다(Jensen,

2004). 따라서ACORN, QUAC, FLAASH, ATCOR등대

기복사전달에 기초한 대기보정 알고리즘(Jeon et al.,

2019)을 초분광 영상에 적용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일

반적으로알려진엽록소에의한빛의흡수구간이아니

며(주위의 NDVI가 0 이하의 값을 가짐), 본 연구의 목

적이배추단수추정을위한최적밴드선정임을고려하

여타프를이용한경험적선형보정외추가적인대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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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NDVI for visibl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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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없이 752.90~776.73 nm구간은 추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Red 밴드의 파장 변화에 따른 평균 NDVI 변화는

0.501~0.682의 범위로 나타난 반면에 Red-edge밴드에

서는 -0.184~0.429로 나타나 Red-edge밴드보다는 Red

밴드를 이용하여 산출한 NDVI가 전체적으로 높은 값

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Red밴드에서의

NDVI증가보다 Red-edge밴드에서의NDVI감소가더

빠르게나타났다. 따라서 Red밴드와 NIR밴드의경계

부분에 위치한 Red-edge밴드에서는 엽록소가 빛을 흡

수하는가시광파장대의흡수특성과잎의해면조직내

에서발생하는근적외파장대의반사특성이동시에나

타나지만빛의흡수특성은빠르게상실되어 750 nm이

후의구간에서는대부분반사특성이나타나는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Red 및 Red-edge 밴드의 파장 변화에 따른

NDVI변동을 1차도함수로표현한것으로이를이용하

면 NDVI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결

과, Red밴드에서의 601.96~669.48 nm구간에서는파장

이 1 nm증가할때 NDVI는 0.0001~0.0018 증가하는것

으로 나타났으며, 673.46 nm에 이르러서야 감소가 시

작하였으나감소폭역시 0.0005로매우작은것으로나

타났다.

반면에 Red 밴드와 Red-edge 밴드의 경계 구간인

685.37~705.23 nm구간에서는 파장이 1 nm증가할 때

NDVI가 평균적으로 0.01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NIR밴드의파장이길수록감소폭도커지는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이 구간은 가시광 영역에서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사도가 나타난다고 알려진

685~700 nm구간으로 Cibula and Carter(1992)는식물의

분광반사곡선에서 적색과 근적외의 경계가 스트레스

를받은식물에서는짧은파장쪽으로이동한다고보고

하였다. 따라서 Red-edge밴드에서 NDVI가 감소하는

시점의파장대와최대감소가나타나는파장대를비교

하면객체단위로비교하면스트레스를받는개체의탐

지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Red및 Red-edge밴

드에서 파장 변화에 따라 NDVI의 증감패턴이 바뀌는

변곡점은 671.47, 750.92, 762.83, 778.72 nm로나타났다.

Fig. 6 및 Fig. 7은 NIR밴드(800~1,000 nm) 변화에따

른 NDVI변화와 파장 변화에 따른 NDVI변동을 1차

도함수로표현한것이다. 일부구간에서증감패턴이나

타나기는하지만전체적으로장파장으로갈수록NDVI

는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며, Red및 Red-edge밴드변

화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변동폭이적게나타났다. 이

와같은현상은잎의해면조직내에서발생하는근적외

에너지의산란효과에의한결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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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rst derivative of NDVI change curve for visibl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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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녹색잎에존재하는해면조직은잎내부의세

포벽과공기에서발생하는산란효과를통해(Gausmann

et al., 1969; Peterson and Running, 1989) 근적외파장대의

거의 모든 영역의 빛을 반사 또는 투과시켜 식물 내부

온도의증가를막고단백질의파괴또는변성을방지하

는역할을한다. 따라서가시광파장영역에서의반사도

와비교하여근적외파장영역에서반사도가상대적으

로안정적인변화를보이기때문에두파장의조합에의

한 NDVI도가시광파장영역보다는근적외파장영역

에서보다안정적인변화를나타내는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 분광밴드를 조합하여 산출되는 NDVI는 NIR

밴드보다는 Red또는 Red-edge밴드에 더 민감하게 반

응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수증기흡수밴드가존재하는 920 nm주위에서

도NDVI가일부튀는현상을확인하였으며, NIR밴드

에서파장변화에따라 NDVI의증감패턴이바뀌는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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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irst derivative of NDVI change curve for NIR band.

Fig. 6.  Variation of NDVI for NIR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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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점은 822.41, 842.27, 854.19, 858.16, 868.09, 909.80,

921.71, 953.49, 971.36 nm로나타났다.

2) 분광밴드 변화에 따른 NDVI와 생체중과의 

상관계수 변화

배추단수추정의최적밴드는 2,031개의배추를대상

으로초분광영상의 Red, Red-edge및 NIR밴드조합을

통해 산출된 객체별 NDVI와 생체중과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생체중과 상관성이 가장 높은 NDVI로 선택

된 밴드를 선정하였다. 가시광 및 근적외 영역에 대한

각 분광밴드에 따른 NDVI와 생체중과의 상관계수 변

화를나타내면 Fig. 8 및 Fig. 9와같다.

먼저가시광영역에서의상관계수변화를살펴보면,

NDVI변화와패턴은유사하지만NDVI의최대치(peak)

는 Red밴드의 669.48 nm에서나타난반면에생체중과

의최대상관계수는 Red-edge밴드의 717.15 nm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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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of correlation for NIR band.

Fig. 8.  Variation of correlation for visibl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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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또한, NIR밴드의 808.51 nm와조합시Red-edge

밴드에서는 717.15 nm (R=0.622), Red밴드에서는 697.29

nm (R=0.605)에서 최대 상관계수가 나타나 배추 생체

중과의 상관계수는 Red밴드의 경우에는 장파장에 가

까울수록, Red-edge밴드에서는 단파장에 가까울수록

높게나타나는특성을보였다. 근적외영역의경우에는

Red-edge의 장파장 영역과 NIR의 단파장 조합에서 일

부변동성이나타났으나전체적으로는일정수준의상

관성을 유지하며 장파장으로 갈수록 상관계수는 서서

히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드론기반의초분

광영상을이용한배추단수추정의최적밴드는 697.29,

717.15 및 808.51 nm로 선정할 수 있다. 특히, 작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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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DVIRE                                                                                               (b) NDVIRed

Fig. 11.  Spatial distribution of NDVI.

                                                      (a) NDVIRE                                                                                           (b) NDVIRed

Fig. 10.  Regression equations for fresh weight with 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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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주로사용되는위성영상으로잘알려진 RapidEye의

Red, Red-edge및NIR밴드의중심파장대역이 657.5, 710

및 805 nm임을 고려해볼 때, 해당 밴드는 배추의 생체

중 뿐만 아니라 엽록소의 활력도, 성장속도 추정 및 스

트레스등생육전반에관한정보를취득하는데활용이

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Fig. 10은초분광영상에서수집한NIR밴드의 808.51

nm와 Red-edge밴드의 717.15 nm및 Red밴드의 697.29

nm를조합하여산출한 NDVI와배추생체량과의관계

를 나타낸다. Red밴드에 의한 NDVI(Fig. 10(b))보다는

Red-edge밴드에 의한 NDVI(Fig. 10(a))가 배추 생체중

을추정하는데설명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배

추의 결구로 인한 NDVI포화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Red밴드 기반의 NDVI는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

LAI)가 3~5 이상이되면포화되어더이상증가하지않

는특징이최근연구동향에의해밝혀진바있다(Lee et

al., 2003). 따라서 Red밴드를이용한NDVI가포화되었

을 경우 Red-edge밴드 기반의 NDVI를 대체하여 사용

하는방법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Fig. 11 및 Fig. 12는 본 연구에서 선정된 최적밴드를

이용하여산출된NDVI분포도와배추객체별NDVI의

히스토그램이다. NDVI분포의 경우 전체적으로 유사

한경향을나타내지만 Red-edge기반의NDVI가 Red기

반의NDVI보다낮은수준을나타내었다. 또한, 배추객

체별NDVI의히스토그램을비교해보면 Red-edge기반

의 NDVI가 정규분포에 가깝고 계급간 빈도수도 상대

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Red-edge기반의 NDVI는

포화되지않아시험포장내배추객체별작황을보다넓

은 범위에서 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Red밴드의 697.29 nm를 이용한 NDVI

보다는Red-edge밴드의 717.15 nm와NIR밴드의 808.51

nm를이용한 NDVI가배추생체중을추정하는데보다

유용한것으로판단된다.

5. 결 론

본연구에서는배추단수추정의최적밴드선정을목

적으로드론기반의초분광영상을이용하여식생지수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NDVI를 대상으로 분광밴드의

변화에따른 NDVI의변화를파악하고, 배추의생체중

과분광밴드별NDVI와의상관관계변화를분석하였다.

그 결과, Red밴드의 경우 장파장으로 갈수록 NDVI가

증가하다가 669.48 nm를기점으로감소하는패턴을보

였으며, Red-edge밴드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NDVI가

튀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Red밴드의 601.96~

669.48 nm구간에서는파장이 1 nm증가할때 NDVI는

0.0001~0.0018 증가한반면에Red밴드와Red-edge밴드

의 경계 구간인 685.37~705.23 nm구간에서는 0.013씩

감소하여 Red 밴드에서의 NDVI 증가보다 Red-edge

밴드에서의 NDVI감소가더빠른것을확인하였으며,

NIR밴드에서는장파장으로갈수록NDVI는감소하였

지만 감소폭은 Red및 Red-edge밴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분광 영상의 각 분광밴드 조합을 통해 산

출된 배추 객체별 NDVI와 생체중과의 상관계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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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istogram of 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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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결과, 드론 기반의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배추 단

수추정의최적밴드는 697.29, 717.15 및 808.51 nm로선

정되었으며, 해당밴드는배추의생체중뿐만아니라엽

록소의 활력도, 성장속도 추정 및 스트레스 등 생육 전

반에관한정보를취득하는데활용이가능할것으로판

단된다. 특히, Red-edge밴드의 717.15 nm와NIR밴드의

808.51 nm를 이용한 NDVI를 작황분석에 활용할 경우

시험포장내배추객체별작황을보다넓은범위에서표

현이 가능하며, 배추 생체중 추정시 설명력도 높은 것

으로나타났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배추의생육인자

중생체중만을대상으로최적밴드를선정하였으며, 향

후작목및생육인자의확대를통해세분화된최적밴드

를규명해야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 기

술의 고도화로 드론에 탑재하여 단파적외(Short Wave

IR; SWIR) 밴드를 탐지할 수 있는 센서가 개발되고 있

으며, 차세대위성사업의일환으로농림업중형위성개

발이진행되고있는시점에서작황모니터링분야별최

적밴드의규명과같은기초연구는계속되어야할것으

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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