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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ye, whole-crop barley and Italian Ryegrass are major winter forage species in Korea, and yield monitoring of winter forage species 
is important to improve forage productivity by precision management of forage. Forage monitoring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 (UAV) 
has offered cost effective and real-time applications for site-specific data collection. To monitor forage crop by multispectral camera with UAV, 
we tested four types of vegetation index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Gree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GNDVI, Normalized Green Red Difference Index; NGRDI and Normalized Difference Red Edge Index; NDREI). Field measurements were 
conducted on paddy field at Naju City, Jeollanam-do, Korea between February to April 2019. Aerial photos were obtained by an UAV system 
and NDVI, GNDVI, NGRDI and NDREI were calculated from aerial photos. About rye, whole-crop barley and Italian Ryegras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ry matter and NDVI were 0.91∼0.92, GNDVI were 0.92∼0.94, NGRDI were 
0.71∼0.85 and NDREI were 0.84∼0.91. Therefore, GNDVI were the best effective vegetation index to predict dry matter of rye, whole- 
crop barley and Italian Ryegrass by UA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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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생산성 향상, 생산 및 이용 주체의 정예

화를 추진해 오면서 조사료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다(KREI, 2014). 그러나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문제, 농
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로 인한 사료작물 생산체계 유지 문

제 등은 조사료 자급율을 향상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동계 사료작물의 

생육상태 감시 및 관리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

한 기술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위성항

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원격탐사(Remote Sens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정보처리기술 및 전자통신 등의 
첨단 기술의 발달과 무인기의 실용화로 인해 이를 활용한 정밀농

업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NIPA, 2017). 초지 원격

탐사의 경우 이전에는 주로 위성영상과 항공영상을 활용하였다. 
위성영상은 넓은 면적을 주기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원하는 시기에 촬영이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 항공영

상의 경우 원하는 시기에 영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촬영 비

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무인기는 항공영상에 비

해 낮은 비용으로 원하는 시기에 고해상도의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작물생육 모니터링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

다(Lee et al., 2016).
이러한 이유로 농업분야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정밀농업에 관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무인기를 이용하

여 작물의 초장, 작물의 토지 피복량, 작물의 생산량 추정 등이 연

구되었고(Xiang and Tian, 2011; Torres-Sanchez et al., 2014; 
Bendig et al., 2014) 국내의 경우 무인기와 지상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영상에 대한 반사율을 비교하여 농작물 생육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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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Lee et al., 2016), UAV기

반 벼 생육 모니터링을 위한 최적 식생지수를 선정하였다(Lee et 
al., 2017). 또한 무인기를 이용한 양파의 NDVI와 기상요인의 상

관관계 연구(Na et al., 2017), 고랭지 배추의 정식시기 추정 연구

(Lee et al., 2017), 벼의 가뭄 피해 발생지역 분석 방법 연구

(Park et al., 2017)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초지 분야의 경우, 
무인기를 이용한 초지 생육상태 모니터링 연구(Lee et al., 2015), 
맥류의 작황 추정을 위한 최적 식생지수를 선정 연구(Na et al., 
2016) 등이 있었다.

무인기를 이용한 영상기반의 식생 모니터링과 작물의 생산량 

예측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 대상 작물이 

대부분 벼와 밭작물에 집중되어 왔으며, 조사료 분야에서의 연구

는 목초지에서 무인기 기반의 생육 모니터링 가능성을 확인한 수

준이다. 또한 동계 사료작물에 대한 연구는 시험 포장 단위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실경작지에서의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조사료로 활용가치가 높은 호밀과 

총체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Italian ryegrass; IRG)를 대상으

로 무인기 기반 분광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계 사료작물의 생육 

모니터링을 위한 최적의 식생지수를 선정하고 추정식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지역

연구대상 지역은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일대의 실경

작지를 선정하였다. 대상 지역은 5월부터 9월까지 벼농사가 이루

어지고 10월에 동계 사료작물을 파종하여 다음해 5월에 수확하

는 이모작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밀, 총체보리, IRG를 

연구대상 작물로 선정하였으며(Fig. 1), 벼 수확 후 드론을 이용

하여 2018년 10월 30일에 파종하였다.

2. 건물수량 조사

건물수량 조사는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4회 실시하였다. 
건물수량 조사는 각 필지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회 조사 시 초종

별로 10개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연구기간동안 전체 

120개 지점에 대해 수행하였다. 건물수량 측정을 위해 30 ㎝ × 
30 ㎝ 방형구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시료는 

80°C에서 48시간 건조한 후 건물수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UAV 영상에서 조사지점의 분광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시료 채

취 지점의 위치를 GPS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Fig. 1. Location of study site (A: Rye, B: Barley, C: I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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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분광 무인기 영상 취득

무인기를 이용한 분광 영상 데이터 수집은 식생조사 일정과 동

일한 날짜로 총 4회를 수행하였다. 무인기는 자체 제작한 영상 촬

영용 드론을 이용하였으며(Table 1), 드론의 비행경로 및 세부조

건 설정은 Mission Planner를 이용하였다. 자동비행의 세부적인 

조건은 고도 50 m, 기체속도 8 m/sec로 촬영하였으며, Overlap 
80%, Overshot 20m로 설정하여 최대한 중첩된 영상을 수집하고 곡

선에서의 왜곡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다중분광카메라(Rededge, 
Micasense, USA)를 사용하여 가시광선(Blue, Green, Red) 밴드

와 Rededge, Near Infrared 밴드의 분광영상을 획득하였다. 
다중분광카메라는 보정패널(Calibration panel, Micasense, USA)

을 이용하여 반사율을 보정하였고, 촬영된 이미지는 영상 합성 

프로그램(Pix4Dmapper, Pix4D, Swiss)을 이용하여 정사보정 및 

밴드별 Index Map을 생성하였으며 Quantum GIS 소프트웨어

(http://qgis.org/)를 통해 샘플링 위치에 대한 밴드별 Reflectance 

값을 산정하였다.

4. 식생지수 산정

식생지수는 녹색 식물의 상대적 분포량과 활동성, 엽면적지수, 
엽록소함량, 엽량 및 광합성 흡수복사량 등과 관련된 지표로 사

용되며 현재에는 다양한 식생지수가 사용되고 있다. Rouse et al. 
(1974)은 적색 파장과 근적외선 파장의 반사값을 이용하여 식생의 

반사 특성을 일반화 하여 정규화 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NDVI))를 제시하였으며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Gitelson et al. (1996)에 의하면 녹색 식물

의 경우 520 ∼ 630 nm의 파장에서 엽록소에 가장 민감하기 때

문에 GNDVI의 정확도가 높다 하였으며, Vina et al. (2011)은 원

격 탐사를 통해 작물의 녹색 잎 면적 지수에 대한 다양한 식생지

수를 비교하여 Rededge 파장은 토양 배경 효과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녹색 잎 면적지수를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지 및 사료작물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생지수인 NDVI와 함께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

의 분광 밴드를 고려하여 GNDVI(Gree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GRDI(Normalized green red difference index), 
NDREI(Normalized difference red edge index) 4가지의 식생지

수를 선정하였다(Table 2).

Ⅲ. 결과 및 고찰

1. 초종별 건물수량 결과

초종별 건물수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3월 26일 조사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기간 동안 초종별 건물수량을 살펴보면 호밀이 44.4 ∼ 

6,777.8 ㎏/ha의 범위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값은 129.2 ∼ 5,377.8 
㎏/ha로 나타났다. 총체보리는 46.7 ∼ 6,111.1 ㎏/ha의 범위로 조

사되었으며, 평균값은 91.8 ∼ 4,666.7 ㎏/ha의 범위로 나타났다. 
IRG는 32.2 ∼ 9,333.3 ㎏/ha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32.2 ∼ 

6,716.7 ㎏/ha 범위로 나타났다. IRG 호밀과 총체보리와 비교하

여 가장 넓은 범위의 건물수량 분포를 보였으며, 세 종류의 초종 

중 가장 많은 건물수량으로 나타났다(Table 3).

Name Type Abbrev. Equationa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Red-NIR NDVI (Rn-Rr)/(Rn+Rr)
Gree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Green-NIR GNDVI (Rn-Rg)/(Rn+Rg)

Normalized green red difference index Red-Green NGRDI (Rg-Rr)/(Rg+Rr)
Normalized difference red edge index RE-NIR NDREI (Rn-Rre)/(Rn+Rre)

a Rλ the reflectance at wavelength λ ; Rr, Rg, Rb, Rre and Rn are the reflectance for red, green, blue, rededge and NIR bands, respectively.

Table 2. List of remote sensing indices related to vegetation cover contents

Model name K-mapper
Size 750 × 750 × 250 mm

Country of origin Republic of Korea
Battery 6cell, 10,000mAh 22.2V 25C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UAV platform us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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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생지수 산정

Table 4는 초종별 무인기 기반 식생지수의 평균값을 산정한 

결과이며, Fig 3은 시간에 따른 식생지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이다. 호밀, 총체보리, IRG의 식생지수는 모두 4월 22일 조사까

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육 초기에는 근적외선 파장대를 

이용한 식생지수인 NDVI, GNDVI, NDREI의 값은 보리보다는 

호밀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작물이 성장함에 따라 

그 차이는 점차 감소되어 생육 후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작물의 생육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되는데 

호밀은 생육 초기에는 보리와 성장속도가 비슷하지만 중기에 접

어들면서 성장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보리는 호밀에 비

해 서서히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Na et al. (2016)에 의하면 보리는 생

육 초기에 밀보다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지만 중기로 갈수록 서서

히 증가하는 반면 밀은 생육 초기에는 낮은 반사율을 보이다가 

중기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NDVI와 GNDVI 그리고 NDREI에서는 보리보다 호밀이 다소 

높은 값을 보이지만 RGB 밴드만을 사용하는 NGRDI에서는 거

의 같은 수준이거나 보리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보리와 호밀의 분광반사 특성에 의한 결과로 NDVI, GNDVI 
및 NDREI 계산에 이용된 근적외선 파장대에서 호밀이 보리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IRG의 경우에는 모든 식생지수에서 호밀과 보리보다 높은 값

을 보였다. IRG는 호밀과 보리와 비교하였을 때 초기 생육이 왕

성하고 잎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러한 생육특성이 분광반사 특

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3. 상관관계 분석

Fig 4는 호밀과 보리 그리고 IRG를 대상으로 식생지수와 건

물수량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건물수량과 식생지수와의 

상관성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식생지수에서 결정계수가 0.7 이상

으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Green-NIR 밴드

를 활용한 GNDVI가 세 가지 초종 모두 결정계수(R2) 0.92 이상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hmed et al. (2019)는 옥수수를 대상

으로 Sentinel-2 위성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식생지수를 산정하

여 Biomass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GNDVI가 가장 높은 상

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

한 결과를 보였다.
초종별 건물수량과 식생지수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호밀의 경

Date Winter forage crops
Dry matter yeild(㎏/ha)

Min. Max. Avg.
2019-02-26

Rye

44.4 194.4 129.2
2019-03-26 666.7 1,555.6 1,122.2
2019-04-04 2,333.3 4,111.1 3,166.7
2019-04-22 4,111.1 6,777.8 5,377.8
2019-02-26

Barley

46.7 147.8 91.8
2019-03-26 666.7 1,380.0 1,013.1
2019-04-04 1,555.6 3,444.4 2,404.4
2019-04-22 3,222.2 6,111.1 4,666.7
2019-02-26

IRG

32.2 96.7 71.0
2019-03-26 666.7 3,111.1 1,644.4
2019-04-04 2,333.3 6,000.0 3,633.3
2019-04-22 4,555.6 9,333.3 6,716.7

Table 3. Dry matter Monitoring result by plant type

Fig. 2. Sampling point of study site. 



Selection of Optimal Vegetation Indices for Predicting Winter Crop Dry Matter Based on Unmanned Aerial Vehicle

- 200 -

Date Winter forage crops
Vegetation index

NDVI GNDVI NGRDI NDREI
2019-02-26

Rye

0.54 0.51 0.05 0.23 

2019-03-26 0.76 0.70 0.12 0.40 

2019-04-04 0.85 0.77 0.21 0.46 

2019-04-22 0.91 0.83 0.33 0.60 

2019-02-26

Barley

0.51 0.48 0.04 0.22 

2019-03-26 0.79 0.72 0.17 0.40 

2019-04-04 0.80 0.72 0.20 0.41 

2019-04-22 0.92 0.82 0.42 0.57 

2019-02-26

IRG

0.63 0.61 0.04 0.26 

2019-03-26 0.88 0.77 0.32 0.46 

2019-04-04 0.90 0.81 0.32 0.52 

2019-04-22 0.94 0.85 0.44 0.62 

Table 4. Vegetation index calculation result by plant type

Vegetation
index 26-Feb 26-Mar 04-Apr 22-Apr

NDVI

GNDVI

NGRDI

NDREI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vegetation indices during the grow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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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GNDVI가 0.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총체보리는 NDVI
와 GNDVI가 0.92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IRG는 

GNDVI에서 0.94로 세 가지 초종 중 가장 높은 결정계수를 보여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한 최적의 식생지수는 GNDVI로 나타났다. 
또한 RGB만을 활용한 NGRDI의 경우 건물수량은 총체보리에서 

0.71의 결정계수로 나타났으며, 호밀에서는 0.80, IRG는 0.85로 

나타나 RGB 밴드 기반의 NGDRI를 활용하여 동계 사료작물의 

식생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요 약

본 연구는 동계사료작물의 무인기기반 생육모니터링을 위하여 

호밀, 총체보리, IRG를 대상으로 다중분광영상으로 건물수량을 

예측하기 위한 최적식생지수를 테스트하였다. 2019년 2월부터 4
월까지 나주의 실경작지에서 무인기 다중분광카메라로 분광영상

을 수집하여 4종류의 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Gree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GNDVI, Normalized Green Red Difference Index; NGRDI and 
Normalized Difference Red Edge Index; NDREI)를 산출하고 지

상에서 건물수량을 조사하여 식생지수와 건물수량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호밀, 총체보리, IRG에 대하여 건물수량과 NDVI의 

상관관계(R2)는 0.91∼0.92, GNDVI는 0.92∼0.94, NGRDI는 0.71
∼0.85, NDREI는 0.84∼0.91로 GNDVI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Rye> <Barley> <IRG>

<NDVI>

<GNDVI>

<NGRDI>

<NDREI>

Fig. 4.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vegetation indices and dr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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