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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불규칙적인 강우의 영향으로 수계에서는 비점오염에 의한 부영

양화, 녹조현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계오염은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저

수지·유속이 느린 하천이 인접해있고, 축사·퇴비 등이 다수 분포해 있어 비점오염의 수계유입이 

쉬운 농업지역이 취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AV(Unmanned Aerial Vehicle) 영상과 수계 

부영양화를 발생시키는 총인·총질소, 녹조발생과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클로로필-a의 상관분

석을 통해 소하천 수질 특성 파악에 UAV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대상지인 양천, 

함양위천 소권역에서 수집한 다중분광 영상 및 녹조탐지에 사용되는 식생지수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RE(Normalized Difference Red edge), CIRE(Chlorophyll 

Index Red edge)를 활용하였다. 채수지점에 대한 영상값과 수질분석 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총인은 유의수준 0.05 이내에서 CIRE(0.66)와 클로로필-a는 Blue(-0.67), Green(-0.66), 

NDVI(0.75), NDRE(0.67), CIRE(0.74)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총질소는 유의수준 0.05에서 

Red(-0.64), Red edge(-0.64), NIR(-0.72)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UAV 

기반 다중분광 영상과 수질오염 발생 인자에 대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녹조탐지에 

사용하는 식생지수의 경우 클로로필-a뿐만 아니라 총인의 파악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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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이는 농업지역의 비점오염 관리우심 지역 선정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유의미한 자

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무인 항공기, 수계 모니터링, 식생지수, 비점오염, 녹조

ABSTRACT

Irregular rainfall caused by climate change, in combination with non-point pollution, 
can cause water systems worldwide to suffer from frequent eutrophication and algal 
blooms. This type of water pollution is more common in agricultural prone to water 
system inflow of non-point pollu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Unmanned Aerial Vehicle(UAV) multi-spectral images and total phosphorus, total 
nitrogen, and chlorophyll-a with indirect association of algal blooms,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usability of UAV image to identify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in 
agricultural streams. The analysis the vegetation index Normalized Differences Index 
(NDVI), the Normalized Differences Red Edge(NDRE), and the Chlorophyll Index Red 
Edge(CIRE)  for the detection of multi-spectral images and algal blooms collected from 
the target regions Yang cheon and Hamyang Wicheo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image values and water quality analysis values for the water sampling points, 
total phosphorus at a significance level of 0.05 was correlated with the CIRE(0.66), and 
chlorophyll-a showed correlation with Blue(-0.67), Green(-0.66), NDVI(0.75), NDRE 
(0.67), CIRE(0.74). Total nitrogen was correlated with the Red(-0.64), Red edge 
(-0.64) and Near-Infrared Ray(NIR)(-0.72) wavelength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a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ulti-spectral images collected through UAV and the factors responsible for water 
pollution, In the case of the vegetation index used for the detection of algal bloom, the 
possibility of identification of not only chlorophyll-a but also total phosphorus was 
confirmed. This data will be used as a meaningful data for counterplan such as selecting 
non-point pollution apprehensive area in agricultural area.

KEYWORDS : Unmanned Aerial Vehicle, Water System Monitoring, Vegetation Index, Non- 

Point Pollution, Algal Bloom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의한 불규칙적인 

강우로 인해 비점오염원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

고 있다(Kwon, 2012). 특히, 물의 흐름이 정체

되어 있는 호소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 인접한 

농업지역에서는 강우로 인해 인과 질소 등 영양

염류의 수계 유입이 쉬워 부영양화 현상의 발생 

빈도가 높다. 하천에서 발생된 부영양화 현상은 

식물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여 녹조현상의 발생 원인이 된다

(Park et al., 2015). 녹조현상은 대기에서 수

중으로 유입되어야 할 산소를 차단하여 수중생

물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수생

태계를 파괴시키게 된다. 또한 상수원 등 수자

원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

민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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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의한 불규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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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Nam et al., 2011; Matthews et al., 
2010). 이처럼 녹조현상은 경제적·환경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녹조현상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는 현

장샘플링 기반의 연구와 원격탐사 방법(위성영

상, 항공영상)을 활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현장샘플링 기반 연구는 국립환경

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물환경정보시스템(http:// 

water.nier.go.kr/)을 통해 실시간 수질 자동측

정기기 자료를 활용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채수

한 후 실험값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

은 원하는 지점의 정확한 농도 값을 활용한 분

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광범위한 지역

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

지 않다(Giardino et al., 2001). 이러한 현장

샘플링 기반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성영상 및 항공영상을 활용한 원격탐사 방법

이 도입되었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ak and Yoon(2016)은 Landsat-7 ETM+, 

Landsat -8 OLI 영상과 COMS/GOCI 영상을 

이용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적조의 흡광 및 수

출광량 자료를 수집하여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Lim et al.(2015)은 Landsat 8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총인과 

유의수준 0.01에서 Blue(0.59), Green(0.59), 

Red(0.58)로 상관성을, 총질소와 유의수준 

0.05에서 Blue (0.48), Green(0.62), 

Red(0.57)로 상관성을 확인함으로써 녹조현상

을 일으키는 부영양화 유발인자의 모니터링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녹조현상 모니터링

을 위한 연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UAV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환

경 분야에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Guimarães et al., 2017; Kim et al., 2017a; 

Kim et al., 2017b). UAV는 낮은 고도에서 고

해상도의 영상을 취득할 수 있고, 원하는 시점

의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UAV 영상기

반 연구는, 원하는 시점의 영상 확보 및 정밀한 

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는 위성영상기반 연구와 

측정지점의 정확한 분석은 가능하지만 전체 하

천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현장샘플링기반 

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현재까지 UAV

를 이용하여 녹조현상 등 수계에서 발생하는 문

제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Kim et 
al.(2017a)은 금강수계를 대상으로 UAV 영상

에서 산출한 정규 식생지수 NDVI를 활용하여 

녹조현상과 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클로로필

-a 수질인자와 상관분석을 통해 하천녹조지도

를 작성하여 집중 제거 대상 지역을 분류하였

다. Kim et al.(2017b)은 낙동강 중류를 대상

으로 UAV에 NIR 파장 및 RGB센서를 탑재하

여 촬영한 영상에 녹조 탐지 지수식을 적용하였

고, 채수지점 별 식물 플랑크톤 현존량과 상관

성 분석을 함으로써 녹조현상 모니터링 가능성

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대권역, 대규모의 국가하천 등을 대상으로 실시

되고 있다. 하지만 비점오염원은 소하천으로부

터 유입되어 국가하천, 저수지로 유입되므로 녹

조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에서의 

비점오염원 유입을 사전에 탐지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의 수질 특

성을 파악하는 데 UAV를 활용해보고자 하였고, 

UAV 영상과 현장 채수를 통한 총인(T-P), 총

질소(T-N), 클로로필-a(Chl-a)값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하천의 영양염류 유입현황과 

그에 따른 녹조현상의 파악 가능성을 분석하였

다.

연구 방법

1. 연구수행과정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하였

다. 연구 대상지역은 남강댐 중권역에 위치하는 

양천 소권역(합천군, 의령군)과 함양위천 소권

역(함양군) 중에서 비점오염원을 유발하는 논과 

밭, 야적퇴비의 분포면적이 넓으며(N1~4 지점, 

N7~10지점)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N5, 6 지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그림 2). 양천 및 

함양위천 소권역은 토지계에 의한 BOD와 T-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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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부하량이 높은 지역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Gyeongsangnam-do, 

2015). 또한 대규모의 시설농경지가 분포하고 

있고, 곳곳에 야적퇴비가 적재되어 있어 강우 

시 영양염류의 하천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다음은 UAV 영

상 수집 및 채수를 실시하였다. UAV 영상은 다

중분광센서를 UAV 기체에 탑재하여 취득하였

FIGURE 1. Study process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FIGURE 2. Study sites and points collect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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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Nam et al., 2011; Matthews et al., 
2010). 이처럼 녹조현상은 경제적·환경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녹조현상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는 현

장샘플링 기반의 연구와 원격탐사 방법(위성영

상, 항공영상)을 활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현장샘플링 기반 연구는 국립환경

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물환경정보시스템(http:// 

water.nier.go.kr/)을 통해 실시간 수질 자동측

정기기 자료를 활용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채수

한 후 실험값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

은 원하는 지점의 정확한 농도 값을 활용한 분

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광범위한 지역

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

지 않다(Giardino et al., 2001). 이러한 현장

샘플링 기반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성영상 및 항공영상을 활용한 원격탐사 방법

이 도입되었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ak and Yoon(2016)은 Landsat-7 ETM+, 

Landsat -8 OLI 영상과 COMS/GOCI 영상을 

이용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적조의 흡광 및 수

출광량 자료를 수집하여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Lim et al.(2015)은 Landsat 8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총인과 

유의수준 0.01에서 Blue(0.59), Green(0.59), 

Red(0.58)로 상관성을, 총질소와 유의수준 

0.05에서 Blue (0.48), Green(0.62), 

Red(0.57)로 상관성을 확인함으로써 녹조현상

을 일으키는 부영양화 유발인자의 모니터링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녹조현상 모니터링

을 위한 연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UAV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환

경 분야에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Guimarães et al., 2017; Kim et al., 2017a; 

Kim et al., 2017b). UAV는 낮은 고도에서 고

해상도의 영상을 취득할 수 있고, 원하는 시점

의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UAV 영상기

반 연구는, 원하는 시점의 영상 확보 및 정밀한 

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는 위성영상기반 연구와 

측정지점의 정확한 분석은 가능하지만 전체 하

천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현장샘플링기반 

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현재까지 UAV

를 이용하여 녹조현상 등 수계에서 발생하는 문

제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Kim et 
al.(2017a)은 금강수계를 대상으로 UAV 영상

에서 산출한 정규 식생지수 NDVI를 활용하여 

녹조현상과 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클로로필

-a 수질인자와 상관분석을 통해 하천녹조지도

를 작성하여 집중 제거 대상 지역을 분류하였

다. Kim et al.(2017b)은 낙동강 중류를 대상

으로 UAV에 NIR 파장 및 RGB센서를 탑재하

여 촬영한 영상에 녹조 탐지 지수식을 적용하였

고, 채수지점 별 식물 플랑크톤 현존량과 상관

성 분석을 함으로써 녹조현상 모니터링 가능성

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대권역, 대규모의 국가하천 등을 대상으로 실시

되고 있다. 하지만 비점오염원은 소하천으로부

터 유입되어 국가하천, 저수지로 유입되므로 녹

조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에서의 

비점오염원 유입을 사전에 탐지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의 수질 특

성을 파악하는 데 UAV를 활용해보고자 하였고, 

UAV 영상과 현장 채수를 통한 총인(T-P), 총

질소(T-N), 클로로필-a(Chl-a)값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하천의 영양염류 유입현황과 

그에 따른 녹조현상의 파악 가능성을 분석하였

다.

연구 방법

1. 연구수행과정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하였

다. 연구 대상지역은 남강댐 중권역에 위치하는 

양천 소권역(합천군, 의령군)과 함양위천 소권

역(함양군) 중에서 비점오염원을 유발하는 논과 

밭, 야적퇴비의 분포면적이 넓으며(N1~4 지점, 

N7~10지점)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N5, 6 지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그림 2). 양천 및 

함양위천 소권역은 토지계에 의한 BOD와 T-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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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부하량이 높은 지역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Gyeongsangnam-do, 

2015). 또한 대규모의 시설농경지가 분포하고 

있고, 곳곳에 야적퇴비가 적재되어 있어 강우 

시 영양염류의 하천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다음은 UAV 영

상 수집 및 채수를 실시하였다. UAV 영상은 다

중분광센서를 UAV 기체에 탑재하여 취득하였

FIGURE 1. Stud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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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 N7 N8 N9 N10

FIGURE 2. Study sites and points collect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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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상처리를 통해 정사영상 제작 및 식생지

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채수를 통해 수질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채수지점에서 분석된 수질

결과와 제작한 정사영상 및 다양한 식생지수 값

의 상관분석을 통해 관계성을 도출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채수와 UAV 영상 촬영으로 구

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채수는 앞서 기술된 

것처럼 농경지와 야적퇴비 분포, 하천 합류지점

을 고려한 10개 지점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는 

오염인자로 인한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가 실

제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지를 판별하기 위함이다. 채수방법은 하천 수질

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하천 중심부에 조사자가 

접근하였고, 수심이 약 50㎝ 이상인 지점에 채

수를 실시하였다. 

UAV 영상 촬영은 채수지점을 중심으로 실시

하였다. 3DR사의 3DR-solo UAV 기체에 

Micasense사의 Red Edge-M 카메라를 탑재

Band Name
Center

Wavelength(nm)
Bandwidth
FWHM(nm)

Blue 475 20

Green 560 20

Red 668 10

Red edge 717 10

NIR (Near Infrared Ray) 840 40

TABLE 1. Red edge-M multi-spectral 

sensor range

FIGURE 4. Mapping process by wavelength

FIGURE 3. 3DR-solo UAV (left) and 

Red Edge-M camera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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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집하였다(그림 3). Red Edge-M 카메

라는 총 5개의 밴드(Blue, Green, Red, Red 

edge, NIR)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밴드별 분

광 특성은 표 1과 같다. UAV 영상 촬영은 

2018년 9월 6일 함양위천 지역(N8-N10)과 

2018년 9월 18일 양천 지역(N1-N7)으로 구

분하여 두 차례 실시하였다. UAV 운용은 사전

에 현장의 지형과 지물의 위치 및 특성을 파악

한 후 채수지점이 포함되도록 비행계획을 수립

하였다. 비행조건은 주변 지형지물 및 식생이 

배제된 정확한 수면의 영상값 추출 가능성을 고

려하여 고도 100m(GSD: 6.74㎝/pixel), 중복

도 75%, 비행시간은 약 13~15분으로 설정하

였다. 비행계획과 조건을 설정한 이후, 다중분광 

영상의 반사도 보정을 위해 반사패널을 촬영 후 

UAV 촬영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다중분광 영상

은 PIX4D사의 PIX4D mapp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반사도 보정과 영상접합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각 분광밴드별로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그림 4).

3. UAV 영상과 수질인자의 상관성

다중분광 영상으로 총인, 총질소, 클로로필-a 

인자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수질인자

에 대한 반사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값과 수질분석 값의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수질인자의 분광특성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영상은 

우선적으로 연구방법 2에서 제작한 5가지 파장

의 정사영상을 활용하였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녹조탐지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식생지수 NDVI

를 포함하여 NDRE, CIRE를 산출하여 분석하

였다. 식생지수는 ArcGIS 10.6 소프트웨어의 

Raster calculator 기능을 활용하여 표 2의 식

으로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제작된 단파장 및 

식생지수 총 8개 영상에 대해 Zonal statistics 

기능을 이용하여 채수지점에 대한 값을 추출하

여 상관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때, 채수지점

에 대해 0.3m 버퍼를 설정한 후 채수지점에 대

한 포인트 값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수질측정지점을 기준으로 구축된 총인, 총질소, 

클로로필-a의 수질측정자료와 각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지점별 UAV 영상 및 수질특성

UAV 다중분광 영상 및 식생지수에서 채수지

점에 대한 영상값을 추출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전체적인 평균값은 0.13~0.44 사이의 값으

로 분석되었다. Blue·Green·Red 파장이 비

슷한 경향을 보였고, Red edge·NIR 파장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산출된 식생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촬영지

역의 하천에 대한 식생지수 범위는 NDVI –
0.2~0.5, NDRE –0.1~0.5, CIRE 0.3~2.0의 

값으로 나타났다(그림 5). 모든 식생지수에서 

경작지와 내륙습지는  값이 높았고, 하천에서 

-0.2~0.2의 낮은 값을 보였다.  측정지점별 식

생지수의 평균값은 NDVI 0.13, NDRE 0.15, 

CIRE 0.44로 나타났다. 세 가지 식생지수 모두 

N1 지점에서 비교적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N10지점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N2 

지점 NDVI 값 이외에 N3, N9 지점에서는 모

든 식생지수가 음(-)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식생지수 산출 시 동일하게 NIR 

파장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총인은 

평균적으로 0.04㎎/L의 농도를 보였으며, N10 

Name Formula Ref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IR – Red) / (NIR + Red) Rouse et al.(1973)

NDRE(Normalized Difference Red edge) (NIR – Red edge) / (NIR + Red edge) Barnes et al.(2000)

CIRE(Chlorophyll Index Red edge) (NIR / Red edge) – 1 Wu et al.(2009)

TABLE 2. Vegetation Indexes using multi-spectral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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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상처리를 통해 정사영상 제작 및 식생지

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채수를 통해 수질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채수지점에서 분석된 수질

결과와 제작한 정사영상 및 다양한 식생지수 값

의 상관분석을 통해 관계성을 도출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채수와 UAV 영상 촬영으로 구

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채수는 앞서 기술된 

것처럼 농경지와 야적퇴비 분포, 하천 합류지점

을 고려한 10개 지점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는 

오염인자로 인한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가 실

제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지를 판별하기 위함이다. 채수방법은 하천 수질

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하천 중심부에 조사자가 

접근하였고, 수심이 약 50㎝ 이상인 지점에 채

수를 실시하였다. 

UAV 영상 촬영은 채수지점을 중심으로 실시

하였다. 3DR사의 3DR-solo UAV 기체에 

Micasense사의 Red Edge-M 카메라를 탑재

Band Name
Center

Wavelength(nm)
Bandwidth
FWHM(nm)

Blue 475 20

Green 560 20

Red 668 10

Red edge 717 10

NIR (Near Infrared Ray) 840 40

TABLE 1. Red edge-M multi-spectral 

sensor range

FIGURE 4. Mapping process by wavelength

FIGURE 3. 3DR-solo UAV (left) and 

Red Edge-M camera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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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집하였다(그림 3). Red Edge-M 카메

라는 총 5개의 밴드(Blue, Green, Red, Red 

edge, NIR)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밴드별 분

광 특성은 표 1과 같다. UAV 영상 촬영은 

2018년 9월 6일 함양위천 지역(N8-N10)과 

2018년 9월 18일 양천 지역(N1-N7)으로 구

분하여 두 차례 실시하였다. UAV 운용은 사전

에 현장의 지형과 지물의 위치 및 특성을 파악

한 후 채수지점이 포함되도록 비행계획을 수립

하였다. 비행조건은 주변 지형지물 및 식생이 

배제된 정확한 수면의 영상값 추출 가능성을 고

려하여 고도 100m(GSD: 6.74㎝/pixel), 중복

도 75%, 비행시간은 약 13~15분으로 설정하

였다. 비행계획과 조건을 설정한 이후, 다중분광 

영상의 반사도 보정을 위해 반사패널을 촬영 후 

UAV 촬영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다중분광 영상

은 PIX4D사의 PIX4D mapp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반사도 보정과 영상접합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각 분광밴드별로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그림 4).

3. UAV 영상과 수질인자의 상관성

다중분광 영상으로 총인, 총질소, 클로로필-a 

인자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수질인자

에 대한 반사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값과 수질분석 값의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수질인자의 분광특성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영상은 

우선적으로 연구방법 2에서 제작한 5가지 파장

의 정사영상을 활용하였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녹조탐지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식생지수 NDVI

를 포함하여 NDRE, CIRE를 산출하여 분석하

였다. 식생지수는 ArcGIS 10.6 소프트웨어의 

Raster calculator 기능을 활용하여 표 2의 식

으로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제작된 단파장 및 

식생지수 총 8개 영상에 대해 Zonal statistics 

기능을 이용하여 채수지점에 대한 값을 추출하

여 상관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때, 채수지점

에 대해 0.3m 버퍼를 설정한 후 채수지점에 대

한 포인트 값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수질측정지점을 기준으로 구축된 총인, 총질소, 

클로로필-a의 수질측정자료와 각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지점별 UAV 영상 및 수질특성

UAV 다중분광 영상 및 식생지수에서 채수지

점에 대한 영상값을 추출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전체적인 평균값은 0.13~0.44 사이의 값으

로 분석되었다. Blue·Green·Red 파장이 비

슷한 경향을 보였고, Red edge·NIR 파장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산출된 식생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촬영지

역의 하천에 대한 식생지수 범위는 NDVI –
0.2~0.5, NDRE –0.1~0.5, CIRE 0.3~2.0의 

값으로 나타났다(그림 5). 모든 식생지수에서 

경작지와 내륙습지는  값이 높았고, 하천에서 

-0.2~0.2의 낮은 값을 보였다.  측정지점별 식

생지수의 평균값은 NDVI 0.13, NDRE 0.15, 

CIRE 0.44로 나타났다. 세 가지 식생지수 모두 

N1 지점에서 비교적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N10지점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N2 

지점 NDVI 값 이외에 N3, N9 지점에서는 모

든 식생지수가 음(-)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식생지수 산출 시 동일하게 NIR 

파장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총인은 

평균적으로 0.04㎎/L의 농도를 보였으며, N10 

Name Formula Ref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IR – Red) / (NIR + Red) Rouse et al.(1973)

NDRE(Normalized Difference Red edge) (NIR – Red edge) / (NIR + Red edge) Barnes et al.(2000)

CIRE(Chlorophyll Index Red edge) (NIR / Red edge) – 1 Wu et al.(2009)

TABLE 2. Vegetation Indexes using multi-spectral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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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0.084㎎/L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가장 낮은 지점은 N7 지점(0.022㎎/L)으

로 확인되었다. 총질소는 N8, N9, N10 지점에

서 1㎎/L 이상의 값을 보였고, 평균적으로는 

1.02㎎/L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점은 N2 지

점으로 0.45㎎/L이였다. 클로로필-a는 N1 지

점이 6.3㎎/㎥으로 가장 높았고, N2 지점이 4.1

㎎/㎥로 두 번째로 높은 농도로 분석되었다. N2 

지점(1.8㎎/㎥)과 N4 지점(1.6㎎/㎥)은 2㎎/㎥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천 생활환경기준

(a) NDVI

(b) NDRE

(c) CIRE

FIGURE 5. Results analyzing vegetation indexes using multi-spectral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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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한 결과 총인은 N1~N4, N8, N10 총 

6개 지점에서 약간 좋음(II), 나머지 4개 지점

은 좋음(Ib)으로 나타났고, 총질소는 호소 생활

환경기준과 비교한 결과 N1~N3, N7 총 4개 

지점에서 보통(III), N4~N6 지점에서 약간 나

쁨(IV), N8~N10 지점의 경우 매우 나쁨(VI)

의 값으로 나타났다. N8~N10 지점에서 총질소

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채수 시기가 강

우 후인 점을 고려하여 채수지점 주변에 다수 

분포한 농경지 및 야적퇴비 등이 강우에 의해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클로로필-a는 N1 지

점이 좋음(Ib)의 값으로 나타났고, 이외의 9개 

지점 모두 매우 좋음(Ia)의 값을 보였다. 따라

서 수질은 총질소를 제외하면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UAV 영상과 수질 간의 상관성

단파장 및 식생지수와 수질 간의 Pearson 상

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단파장의 경

우 총인과 Blue(-0.42), Green(-0.45), Red 

(-0.45), Red edge(-0.44), NIR(-0.34) 파

장에서 각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유의

수준 0.05 이내에서 상관성을 보이는 파장은 도

출되지 않았다. 총질소는 유의수준 0.05 이내에

서 Red(-0.64), Red edge(-0.64), NIR 

(-0.72) 파장과 상관성을 보여 663-673㎚, 

712-722㎚, 820-860㎚에서 분광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식생지수와 수질 간의 상관성 결

Wavelength Vegetation index

Measurement 
points

Blue
(465~485nm)

Green
(550~570nm)

Red
(663~673nm)

Red edge
(712~722nm)

NIR
(820~860nm)

NDVI NDRE CIRE

N1 0.0531 0.0814 0.0956 0.1324 0.2774 0.4872 0.3537 1.0946

N2 0.2425 0.2183 0.3258 0.2319 0.2709 -0.0899 0.0796 0.1729

N3 0.2910 0.3324 0.3345 0.3027 0.2749 -0.0978 -0.0481 -0.0919

N4 0.2496 0.3026 0.2995 0.2900 0.3719 0.1079 0.1238 0.2826

N5 0.2778 0.2966 0.3691 0.3460 0.3756 0.0087 0.0410 0.0856

N6 0.1374 0.1309 0.2701 0.2296 0.3277 0.0963 0.1761 0.4275

N7 0.0935 0.1404 0.0980 0.0931 0.1478 0.2023 0.2266 0.5862

N8 0.0426 0.0515 0.0424 0.0427 0.0703 0.2478 0.2403 0.6326

N9 0.0825 0.1167 0.1111 0.0954 0.0826 -0.1469 -0.0716 -0.1337

N10 0.0317 0.0400 0.0309 0.0394 0.0907 0.4915 0.3944 1.3028

Mean 0.15 0.17 0.20 0.18 0.23 0.13 0.15 0.44

TABLE 3. Multi-spectral images and Vegetation indexes by each measurement points

Measurement
points

Water quality factor

T-P(㎎/L) T-N(㎎/L) Chl-a (㎎/㎥)

N1 0.059 0.55 6.3

N2 0.046 0.45 1.8

N3 0.043 0.58 2.0

N4 0.041 0.82 1.6

N5 0.024 0.79 2.1

N6 0.031 0.62 3.2

N7 0.022 0.50 2.2

N8 0.042 1.74 2.9

N9 0.039 1.73 2.8

N10 0.084 2.46 4.1

Mean 0.04 1.02 2.90

TABLE 4. Water quality by each measuremen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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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0.084㎎/L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가장 낮은 지점은 N7 지점(0.022㎎/L)으

로 확인되었다. 총질소는 N8, N9, N10 지점에

서 1㎎/L 이상의 값을 보였고, 평균적으로는 

1.02㎎/L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점은 N2 지

점으로 0.45㎎/L이였다. 클로로필-a는 N1 지

점이 6.3㎎/㎥으로 가장 높았고, N2 지점이 4.1

㎎/㎥로 두 번째로 높은 농도로 분석되었다. N2 

지점(1.8㎎/㎥)과 N4 지점(1.6㎎/㎥)은 2㎎/㎥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천 생활환경기준

(a) NDVI

(b) NDRE

(c) CIRE

FIGURE 5. Results analyzing vegetation indexes using multi-spectral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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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한 결과 총인은 N1~N4, N8, N10 총 

6개 지점에서 약간 좋음(II), 나머지 4개 지점

은 좋음(Ib)으로 나타났고, 총질소는 호소 생활

환경기준과 비교한 결과 N1~N3, N7 총 4개 

지점에서 보통(III), N4~N6 지점에서 약간 나

쁨(IV), N8~N10 지점의 경우 매우 나쁨(VI)

의 값으로 나타났다. N8~N10 지점에서 총질소

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채수 시기가 강

우 후인 점을 고려하여 채수지점 주변에 다수 

분포한 농경지 및 야적퇴비 등이 강우에 의해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클로로필-a는 N1 지

점이 좋음(Ib)의 값으로 나타났고, 이외의 9개 

지점 모두 매우 좋음(Ia)의 값을 보였다. 따라

서 수질은 총질소를 제외하면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UAV 영상과 수질 간의 상관성

단파장 및 식생지수와 수질 간의 Pearson 상

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단파장의 경

우 총인과 Blue(-0.42), Green(-0.45), Red 

(-0.45), Red edge(-0.44), NIR(-0.34) 파

장에서 각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유의

수준 0.05 이내에서 상관성을 보이는 파장은 도

출되지 않았다. 총질소는 유의수준 0.05 이내에

서 Red(-0.64), Red edge(-0.64), NIR 

(-0.72) 파장과 상관성을 보여 663-673㎚, 

712-722㎚, 820-860㎚에서 분광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식생지수와 수질 간의 상관성 결

Wavelength Vegetation index

Measurement 
points

Blue
(465~485nm)

Green
(550~570nm)

Red
(663~673nm)

Red edge
(712~722nm)

NIR
(820~860nm)

NDVI NDRE CIRE

N1 0.0531 0.0814 0.0956 0.1324 0.2774 0.4872 0.3537 1.0946

N2 0.2425 0.2183 0.3258 0.2319 0.2709 -0.0899 0.0796 0.1729

N3 0.2910 0.3324 0.3345 0.3027 0.2749 -0.0978 -0.0481 -0.0919

N4 0.2496 0.3026 0.2995 0.2900 0.3719 0.1079 0.1238 0.2826

N5 0.2778 0.2966 0.3691 0.3460 0.3756 0.0087 0.0410 0.0856

N6 0.1374 0.1309 0.2701 0.2296 0.3277 0.0963 0.1761 0.4275

N7 0.0935 0.1404 0.0980 0.0931 0.1478 0.2023 0.2266 0.5862

N8 0.0426 0.0515 0.0424 0.0427 0.0703 0.2478 0.2403 0.6326

N9 0.0825 0.1167 0.1111 0.0954 0.0826 -0.1469 -0.0716 -0.1337

N10 0.0317 0.0400 0.0309 0.0394 0.0907 0.4915 0.3944 1.3028

Mean 0.15 0.17 0.20 0.18 0.23 0.13 0.15 0.44

TABLE 3. Multi-spectral images and Vegetation indexes by each measurement points

Measurement
points

Water quality factor

T-P(㎎/L) T-N(㎎/L) Chl-a (㎎/㎥)

N1 0.059 0.55 6.3

N2 0.046 0.45 1.8

N3 0.043 0.58 2.0

N4 0.041 0.82 1.6

N5 0.024 0.79 2.1

N6 0.031 0.62 3.2

N7 0.022 0.50 2.2

N8 0.042 1.74 2.9

N9 0.039 1.73 2.8

N10 0.084 2.46 4.1

Mean 0.04 1.02 2.90

TABLE 4. Water quality by each measuremen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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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살펴보면 CIRE와 총인이 유의수준 0.05 

이내에서 0.66의 상관성을 보였고, 클로로필-a

의 경우 유의수준 0.05 이내에서 NDVI(0.75), 

NDRE0(0.67), CIRE(0.74) 세 가지 식생지수 

모두와 양(+)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인과 총질소를 비교해보면 총인의 경우 단파장

과는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식생지수

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총질

소의 경우 단파장에서만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총인·총

질소 항목은 위성영상과 수질 자동측정기기 측

정값으로 상관분석을 진행한 Lim et al.(2015)

의 연구의 결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인 총인

(0.62), 총질소(0.59)와 비교하였을 때 총질소 

항목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나 총인

은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위성영

상과 UAV의 공간해상도 및 상관분석에 사용한 

표본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판단되며, 

영상간의 조합을 통한 식생지수에서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차이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클로로필-a의 경우 UAV 영상과 현장채수

를 바탕으로 분석한 Guimarães et al.(2017)의 

연구결과인 상관계수 0.71과 비교하여 본 연구결

과에서도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단파장의 경우 총질소와 Red, 

Red edge, NIR 파장이 음의 상관성을 보여 각 

인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파장의 조합을 통해 산출한 식생

지수의 경우 Red edge, NIR 파장대를 이용한 

CIRE가 총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UAV 기반 단파장 영상 및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영양염류농도 추정 또는 

수질현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농업지역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의 현

황파악에 활용하여 현장 채수를 통한 수질분석 

결과를 통해 수질현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상대

적으로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농업지역의 비점오염 관리우심 지역 선정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지역과 인접한 소하천의 

수질특성 분석에 UAV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

였다. 연구에 사용한 영상자료는 다중분광 센서

를 탑재한 회전익 UAV를 운용한 자료를 활용

하여 맵핑 및 식생지수 산출 과정을 거쳐 지점

당 총 8개의 영상을 제작하였고, 수질분석 값은 

동일한 시점에 채수한 시료를 총인, 총질소, 클

로로필-a 항목에 대해 분석한 값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수질 채수지점에 대한 포인트 값을 추

출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파

장 영상의 상관성 분석 결과 총질소의 경우 

Red, Red edge, NIR 파장과 음(-)의 상관관

계를 보여 663- 673㎚, 712-722㎚, 

820-860㎚ 파장범위에서 총질소의 탐지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클로로필-a는 Blue, Green 

파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465-485㎚, 

550-570㎚ 파장 범위에서 탐지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식생지수의 상관성 분석 결과는 클로로

필-a항목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NDVI뿐만 아니라 NDRE, CIRE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CIRE의 경우 총인항목

Water quality factor

Wavelength Vegetation index

Blue
(465~485nm)

Green
(550~570nm)

Red
(663~673nm)

Red edge
(712~722nm)

NIR
(820~860nm)

NDVI NDRE CIRE

T-P (mg/L) -0.42 -0.45 -0.45 -0.44 -0.34 0.60 0.55 0.66*

T-N (mg/L) -0.58 -0.58 -0.64* -0.64* -0.72* 0.33 0.28 0.36

Chl-a (mg/m3) -0.67* -0.66* -0.57 -0.48 -0.19 0.75* 0.67* 0.74*

* : p<0.05, ** : p<0.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농업지역 소하천의 수질 특성 파악을 위한 UAV 영상 활용 가능성 분석 / 김성현 ·송봉근 ·문경현 ·박경훈 19

과 각 0.66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

써 영양염류 탐지에도 식생지수의 활용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 결과 단파장

의 경우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파장은 

모두 음(-)의 상관성을, 식생지수의 경우 양

(+)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UAV에서 수집된 다중분광 영상 

및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강우 후 유출되는 총

인·총질소, 녹조현상과 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클로로필-a의 분광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소하천

의 수질특성 파악에 UAV의 활용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영상간의 조합을 통한 식

생지수를 활용했을 때 클로로필-a 뿐만 아니라 

CIRE의 경우 총인의 상관관계를 확립할 수 있

었던 결과는 추후 총인맵, 총질소맵 등의 제작 

시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표본 확보에 유의미

한 결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범위가 비점오염원의 

유입지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채수지

점이 분산되어 있어 채수지점 간의 수질현황을 

연계한 연구가 이루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

한, 수심이 얕고, 폭이 좁은 소하천의 수질특성 

분석에 UAV 영상값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천

의 바닥에 대한 영향 및 주변 지형지물에 대한 

영향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향후에는 대상범위를 수정하여 하천에 

다양한 지점을 선정하여 UAV 영상과 수질현황

을 비교·분석하여 수계현황을 시각적으로 제시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며, 채수시기

를 고려한 수질변화와 지상분광계를 활용한 

UAV 영상의 정확도 검증 등 보다 연구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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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살펴보면 CIRE와 총인이 유의수준 0.05 

이내에서 0.66의 상관성을 보였고, 클로로필-a

의 경우 유의수준 0.05 이내에서 NDVI(0.75), 

NDRE0(0.67), CIRE(0.74) 세 가지 식생지수 

모두와 양(+)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인과 총질소를 비교해보면 총인의 경우 단파장

과는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식생지수

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총질

소의 경우 단파장에서만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총인·총

질소 항목은 위성영상과 수질 자동측정기기 측

정값으로 상관분석을 진행한 Lim et al.(2015)

의 연구의 결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인 총인

(0.62), 총질소(0.59)와 비교하였을 때 총질소 

항목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나 총인

은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위성영

상과 UAV의 공간해상도 및 상관분석에 사용한 

표본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판단되며, 

영상간의 조합을 통한 식생지수에서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차이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클로로필-a의 경우 UAV 영상과 현장채수

를 바탕으로 분석한 Guimarães et al.(2017)의 

연구결과인 상관계수 0.71과 비교하여 본 연구결

과에서도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단파장의 경우 총질소와 Red, 

Red edge, NIR 파장이 음의 상관성을 보여 각 

인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파장의 조합을 통해 산출한 식생

지수의 경우 Red edge, NIR 파장대를 이용한 

CIRE가 총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UAV 기반 단파장 영상 및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영양염류농도 추정 또는 

수질현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농업지역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의 현

황파악에 활용하여 현장 채수를 통한 수질분석 

결과를 통해 수질현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상대

적으로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농업지역의 비점오염 관리우심 지역 선정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지역과 인접한 소하천의 

수질특성 분석에 UAV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

였다. 연구에 사용한 영상자료는 다중분광 센서

를 탑재한 회전익 UAV를 운용한 자료를 활용

하여 맵핑 및 식생지수 산출 과정을 거쳐 지점

당 총 8개의 영상을 제작하였고, 수질분석 값은 

동일한 시점에 채수한 시료를 총인, 총질소, 클

로로필-a 항목에 대해 분석한 값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수질 채수지점에 대한 포인트 값을 추

출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파

장 영상의 상관성 분석 결과 총질소의 경우 

Red, Red edge, NIR 파장과 음(-)의 상관관

계를 보여 663- 673㎚, 712-722㎚, 

820-860㎚ 파장범위에서 총질소의 탐지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클로로필-a는 Blue, Green 

파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465-485㎚, 

550-570㎚ 파장 범위에서 탐지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식생지수의 상관성 분석 결과는 클로로

필-a항목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NDVI뿐만 아니라 NDRE, CIRE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CIRE의 경우 총인항목

Water quality factor

Wavelength Vegetation index

Blue
(465~485nm)

Green
(550~570nm)

Red
(663~673nm)

Red edge
(712~722nm)

NIR
(820~860nm)

NDVI NDRE CIRE

T-P (mg/L) -0.42 -0.45 -0.45 -0.44 -0.34 0.60 0.55 0.66*

T-N (mg/L) -0.58 -0.58 -0.64* -0.64* -0.72* 0.33 0.28 0.36

Chl-a (mg/m3) -0.67* -0.66* -0.57 -0.48 -0.19 0.75* 0.67* 0.74*

* : p<0.05, ** : p<0.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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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각 0.66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

써 영양염류 탐지에도 식생지수의 활용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 결과 단파장

의 경우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파장은 

모두 음(-)의 상관성을, 식생지수의 경우 양

(+)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UAV에서 수집된 다중분광 영상 

및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강우 후 유출되는 총

인·총질소, 녹조현상과 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클로로필-a의 분광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소하천

의 수질특성 파악에 UAV의 활용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영상간의 조합을 통한 식

생지수를 활용했을 때 클로로필-a 뿐만 아니라 

CIRE의 경우 총인의 상관관계를 확립할 수 있

었던 결과는 추후 총인맵, 총질소맵 등의 제작 

시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표본 확보에 유의미

한 결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범위가 비점오염원의 

유입지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채수지

점이 분산되어 있어 채수지점 간의 수질현황을 

연계한 연구가 이루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

한, 수심이 얕고, 폭이 좁은 소하천의 수질특성 

분석에 UAV 영상값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천

의 바닥에 대한 영향 및 주변 지형지물에 대한 

영향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향후에는 대상범위를 수정하여 하천에 

다양한 지점을 선정하여 UAV 영상과 수질현황

을 비교·분석하여 수계현황을 시각적으로 제시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며, 채수시기

를 고려한 수질변화와 지상분광계를 활용한 

UAV 영상의 정확도 검증 등 보다 연구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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