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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오염원 증가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수계 내에 부영양화가 진행되어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농도도 높아지고 있다. 녹조 발생에 따른 

수질악화는 민원발생, 수중 생물 폐사, 악취발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녹조 발생에 

대한 사전 예측 및 모니터링 기술이 확립되어있지 않아 대책 수립이 어려웠다.[1]

그동안 근적외선(NIR)밴드를 포함한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의 

정규화식생지수(NDVI) 분석이 수행되어왔으나, 오늘날 드론 기술의 발달로 원하는 지역에 

대해 원하는 시간에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NIR센서 및 멀티스펙트럴센서를 드론에 

탑재시킴으로써 NDVI 분석이 용이해져 농업 및 환경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인비행기를 이용하면 위성영상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위성영상에 비해 높은 

공간해상도의 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강한 바람, 강수, 눈 등 날씨 제약이 있지 않는 한 원하는 시간의 

영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륙 준비 시간이 매우 짧다.[2]

현장 샘플링을 통한 수계 조사는 조밀한 지상측정망과 많은 조사·분석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측의 시공간적인 한계성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시공간적 변이가 심한 대형수체 및 유역환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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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은 금강 유역의 백제보 인근이며, 연구수행에 사용된 데이터는 녹조 발생 초기인 2016년 7월에 촬영된 영상이다. 
데이터 처리과정으로서, Pix4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NDVI 영상을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생성된 NDVI 영상을 
클로로필 실측값과 비교하여 관계식을 도출하고 영상 수치 변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실측값이 반영된 클로로필 
영상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수계환경관리를 위한 녹조 관측 및 모니터링, 그리고 재해예방 측면에서 무인비행기를 
이용한 클로로필 정보 취득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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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NDVI analysis methodologies for green algae monitoring system. A fixed wing 
UAV integrated with multi-spectral sensor has been adopted to capture the images along the watershed in Gumgang River. The 
study area was near the Baekje water reservoir and the images was captured on July 2016.
Pix4D Mapper Pro was used to process the captured images. Through the comparison actual chlorophyll measurement values with 
NDVI output image, empirical formula was suggested and geo-locational conversion was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is study chlorophyll image set applied to actual measurement values was able to extracted.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green algae, its monitoring and prevention in terms of disaster management, gathering chlorophyll information using 
UAV is very bene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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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기법을 통해 동시에 넓은 영역 관측, 주기적인 자료 취득 

및 접근이 불리한 지역의 자료수집에 의한 조사방법이 활용된다.[3]

하지만 멀티스펙트럴 센서를  탑재한 무인비행기를 이용하여 수계 

내에서 클로로필 a를 측정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무인비행기를 

이용하면 환경변화 및 영향에 대한 조사가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연구를 통해 무인비행기로 

수계내의 클로로필 촬영과 영상 처리 프로세스, 정확도와 신뢰성에 

대해 고찰,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비행기를 이용하여 수계 내의 클로로필 정보 

취득 및 영상 정보 취득 가능성을 검토하고 모델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계 내 녹조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정익 무인비행기에 멀티스펙트럴 센서를 탑재시켜 하천 유역을 

촬영하고, NDVI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클로로필 a와 녹조현상

클로로필 a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에 필요로 하는 빛을 

흡수하는 색소다. 세균을 제외한 모든 광합성 생물에 존재하며, 

클로로필 a 양을 측정하면 수계 내의 식물 플랑크톤의 분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계환경의 부영양화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4]

조류(Algae)는 물속에서 생장하며 동화 색소를 가지고 독립 

영양 생활을 하는 식물의 한 분류군이다. 조류는 수중 생태계에서 

1차 생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식생물의 먹이,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하수처리, 생물연료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5]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상승이 잦아짐에 따라 하천 및 

해양에서 녹조류 증식을 일으키고 있으며,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녹조류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서 엽록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녹조류 감시와 모니터링을 위해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원격탐사를 이용한 녹조 

모니터링에는 주로 클로로필 a 성분에 대한 반사도(Reflectance) 

측정을 통한 농도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2.2 정규화식생지수(NDVI)

식생지수는 단위가 없는 복사값으로 식생과 관련된 지표로 

사용된다. 정규화식생지수는 가시광선 영역의 적색광 밴드와 

근적외선 밴드의 관측값을 이용하여 정규화시킨 식생지수다. 

적색광 밴드와 근적외선 영역에서 녹색 식물의 반사율 차이를 

이용하여 두 영상의 차이를 구하여 식생의 반사 특성을 강조하고 두 

영상의 합으로 일반화시킨다(수식 1). NDVI는 -1 ~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식물의 분포 특성 및 생체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값으로 

나타난다.[6]

  (1)

+1에 가까울수록 색생의 활력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식생이 

없는 물, 토양, 건물 등 비식생지역에서는 음의 값을 갖게 된다.[7]

 

3. 연구방법 및 자료취득

3.1 연구 대상지역

연구 대상지역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와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인근의 금강 백제보 일대로 4대강 정비 사업 과정에서 

부설되었다.

백제보 주변은 보 완공 후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1급 발암 

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2배 넘게 검출된 지역으로 언론으로부터 

많은 보도가 있었으나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지역이다.

그림 1. 연구 대상지역
Fig. 1. Study Area

3.2 무인비행기 및 센서

촬영에 사용한 무인비행기로는 QuestUAV사에서 제작한 

Datahawk 모델의 고정익 비행기를 활용하였다. 중량 2kg의 기체에 

30Amp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4,000mAh 배터리 2개를 

탑재한다. 기체 내부에 IMU 센서 및 GPS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를 

그림 2. 무인비행기(Datahawk)
Fig. 2. Unmanned Aerial Vehicle(Dataha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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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영상 촬영 위치 및 자세정보 데이터 정보가 SD카드에 저장된다.

탑재된 센서는 Micasense사의 RedEdge 모델의 12bit 122만화소

(1280×960) 멀티스펙트럴 카메라로 Red, Green, Blue, NIR, 

Rededge 파장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림 3. 카메라(Micasense Rededge)
Fig. 3. Camera(Micasense Rededge)

그림 4. 파장대별 반사율
Fig. 4. Reflectance of Wavelength

자료 : https://static1.squarespace.com/

표 1. 연구 자료
Table 1. Dataset used in this study

Clause Model&Specifications

Aircraft QuestUAV Datahawk
Date 2016. 7. 1

Sensor Micasense Rededge

Resolution 1280×960
Format Tiff

3.3 영상 촬영 및 데이터 처리

촬영 고도는 이륙지점(합제나루광장)으로부터 150m로 

하였으며, 2016년 7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0분간 비행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카메라는 종중복도와 횡중복도 각각 60% 

이상을 확보하도록 strip 간격 60m, 촬영 interval 2초로 설정하였다. 

촬영 결과 사진 매수는 2,630매(526컷×5band), 면적은 약 1.4㎢가 

촬영되었다.

영상의 위치오차를 보정하여 정확한 위치로 변환하기 위해 

영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6개의 지상기준점을 촬영 전 대상지 

주변에 설치하였다.

영상 후처리는 상용 프로그램인 Pix4D Mapper Pro S/W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Initial Processing 단계에서 기체의 흔들림 및 기울어짐으로 

발생된 외부표정 왜곡과 카메라 렌즈 특성에 의해 발생한 내부표정 

왜곡을 보정하고 Scale-Invariant Keypoints(SIFT)1) 알고리즘을 통해 

사진 접합점을 추출하였다.

그림 7. Tie Point 생성 결과
Fig. 7. Result of Tie Points

그림 5. 비행 경로 및 사진촬영 위치
Fig. 5. Flight Path & Capture Point

그림 6. 지상기준점 측량
Fig. 6. GCP Surveying

1)  Lowe(2004)에 의해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영상 내에서 존재하는 극점을 추출한 뒤 3*3*3 영역의 27개 점을 비교하여 동일한 특징점을 이용해 영
상을 서로 접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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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출된 접합점(Tie Point)을 기반으로 Point Cloud2)를 

생성하였다.

그림 8. Point Cloud 생성 결과
Fig. 8. Result of the Point Cloud

Index Calculator 단계에서 반사값 보정을 위해 UAV 이륙전 후 

촬영하였던 Calibrated Reflectance Panel 영상을 5개 밴드 모두에 

대해 Calibration을 수행하였다.

그림 9. 반사 보정판
Fig. 9. Calibrated Reflectance Panel

영상 처리 결과 5개 각각의 밴드에 대해 GSD 11.3㎝의 영상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미지 정합 과정에서 일부 하천 중심부의 중첩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0m 고도에서 촬영되는 영상의 폭이 최대 

250m 인데 반해 하천의 폭이 350m 이상으로 촬영 영상에서 하천 

내의 수계만 촬영되는 부분이 있어 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사진에서 

특이점을 찾아 접합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영상 처리 

결과 대상 지역의 상부와 하부에 부정합이 발생하였으며, 하천 

중앙부에  일부 왜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150m 고도 비행시에는 폭 250m 이내의 하천을 대상으로 

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폭 250m 이상의 하천에서는 

촬영 고도를 높여 촬영 사진의 커버리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4. 영상처리 결과 및 고찰

4.1 NDVI 추출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 대해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하여 클로로필 

a 값을 추출하고자 적색-근적외선 파장대를 활용하는 Two-band 

모델을 적용하였다.

Red(668nm) 밴드와 NIR(840nm) 밴드 값 계산을 통해 NDVI를 

추출하였다.

그림 11. NDVI 수식 적용
Fig. 11. Formula Application of NDVI

영상에서 계산된 대상 지역 내의 NDVI 최소값은 -0.71부터 

최대값은 0.91까지로 나타났다. 수계 내의 NDVI 최소값은 보 

주변에서 -0.3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좌안 상부에서 0.6까지 

나타났다.

연구 대상 지역 현장 조사 결과 내부 및 제외지는 주로 공원 및 

습지로 유입되는 오염에 대한 점원 및 비점원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0. Pxi4D Mapper를 이용한 영상처리 결과
Fig. 10. Result of Image Processing Using Pix4D Mapper

2) X, Y, Z 좌표값과 R, G, B 값을 갖는 점군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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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은 지점에서는 NDVI값이 0.1 

미만으로 나타나 녹조 빈도가 낮고, 복잡한 지형으로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낮은 지점에서는 NDVI값이 0.2부터 0.6까지 증가하는 

추세로 녹조 발생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4.2 클로로필 a 값 변환

계산된 NDVI 값과 수질 자동측정망 클로로필 a 값을 대입하여 

수식을 활용하여 그림 13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다. 

상관계수는 0.7336으로 영상으로부터 취득한 값과 실측값의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NDVI-클로로필 변환식
Fig. 13. Formula of NDVI-chlorophyll

수계 내의 클로로필 a 값은 30～60 내외의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관계식으로부터 영상을 변환한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NDVI 수식 적용
Fig. 14. Formula Application of NDVI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녹조 현상에 대한 빠르고 

용이한 모니터링을 위해 고정익 무인비행기를 이용하여 그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수행과정으로서 고정익 무인비행기에 NIR을 포함한 

멀티스펙트럴센서를 탑재하고 금강 유역을 촬영하여 Pix4D S/W로 

영상을 처리하고 NDVI값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수계 내의 클로로필 a 값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과거 위성영상과 항공사진에 의존했던 NDVI 분석을 

드론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녹조에 대한 연구는 생태계에 대한 기초 연구 뿐만 아니라 

수질 환경 및 수산업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광각 

렌즈와 멀티스펙트럴 센서를 탑재한 무인비행기를 이용하면 향후 

보다 정확한 분석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질 모델링의 신뢰도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무인비행기를 이용한 녹조 모니터링 기반 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켜 생물학적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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