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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산림 식생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의 반사율 산출 및 평가

이화선 1)†·서원우2)·우충식3)·이규성4)

Derivation and Evaluation of Surface Reflectance 
from UAV Multispectral Image for Monitoring Forest Vegetation

Hwa-Seon Lee 1)†·Won-Woo Seo2)·Choongshik Woo3)·Kyu-Sung Lee4)

Abstract: In this study, two radiometric correction methods deriving reflectance from UAV multispectral
image for monitoring forest vegetation were applied and evaluated. Multispectral images were obtained
from a small multispectral camera having 5 spectral bands. Reflectance were derived by applying the
two methods: (1) the direct method using downwelling irradiance measurement and (2) the empirical
line correction method by linking a set of field reflectance measured simultaneous with the image capture.
Field reflectance were obtained using a spectroradiometer during the flight and used for building the
linear equation for the empirical method and for the validation of image reflectance derived. Although
both methods provided the high correlations between field reflectance and image-derived reflectance,
their distributions were somewhat different. While the direct method provided rather stable and
consistent distribution of reflectance all over the entire image area, the empirical method showed very
unstable and inconsistent reflectance distribution. The direct method would be more appropriate for
relatively wide area that requires more time to acquire image and may vary in downwelling irradiance
and atmospheric conditions.
Key Words: UAV, multispectral image, reflectance, radiometric correction, forest

요약: 본연구는산림식생모니터링을위하여무인기다중분광영상의화소값을반사율로변환하는복사보정
방법을적용하고이를평가하였다. 무인기에 5개분광밴드영상을얻을수있는소형카메라를탑재하여다중
분광영상을촬영하였고, 영상의화소값을반사율로변환하기위하여 (1) 복사조도계를이용한직접보정방법
과 (2) 실험적보정방법을적용하였다. 무인기영상촬영과동시에야외용분광복사계를이용해특정지표물의
반사율을측정하여, 실험적보정방법을위한선형관계식산출과영상반사율검증에사용하였다. 두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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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림분야에서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는기본적인산림자원조사(Puliti et al., 2015)부터산림병

해충피해모니터링(Dash et al., 2017; Kim et al., 2017; Lee

et al., 2019; Safonova et al., 2019)과산불모니터링(Merino

et al., 2012; Yuan et al., 2015)까지 다양한 분석에 널리 활

용되고 있다. 무인기는 위성 및 항공기와 비교하여 저

비용으로 손쉽고 빠르게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큰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인기로 촬영한 센티

미터단위의고해상도영상으로부터개체목단위의입

목정보를분석할수있는장점이있다.

무인기개발초기에는일반디지털카메라로촬영된자

연색영상을산림조사및모니터링에주로활용하였다.

최근에는무인기탑재를위해개발된소형다중분광카

메라로 촬영된 다중분광영상을 산림의 활력도(Dash et

al., 2017)와 생체량 및 엽면적지수(Messinger et al., 2016;

Tian et al., 2017)와같은정량적정보분석에주로활용하

고있어, 그활용범위가점차확대되는것을알수있다.

무인기 탑재용 다중분광카메라는 가시광선 및 근적외

선파장대의 4~5개밴드로구성되는데, 최근에는식물

의 엽록소 함량에 민감한 적색경계밴드(red-edge band)

를 추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Buzzard; Micasense;

Tetracam Inc).

산림식생의시계열모니터링을위해서는동일지역

에 대해 여러 시기에 걸쳐 촬영된 영상이 요구된다. 특

히엽면적지수또는엽록소함량과같은생물리적변수

의시계열모니터링을위해서는상이한촬영시기및촬

영조건에서 획득된 다중시기 영상의 화소값을 직접적

으로비교가능한반사율로변환하여야한다. 또한무인

기의 경우 항공 및 위성과 달리 여러 종류의 카메라를

이용하여다중시기영상을촬영하게되는경우가많기

때문에, 카메라의종류나촬영시기및촬영조건에관계

없이 다중시기 영상의 신호값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무인기영상의화소값을절대적신호값인반

사율로변환하는작업이필수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에서 반사율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은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Assmann et al., 2018). 첫

번째는 실험적 보정 방법(empirical line correction)으로,

분광복사계(field spectroradiometer)와 고정된 반사율을

가지는 기준판(reference tarp)을 이용하여 영상 촬영과

동시에현장에서측정한반사율과무인기영상의화소

값 사이의 선형관계식을 도출하여 보정하는 방법이다

(Del Pozo et al., 2014; Guo et al., 2019; Lee et al., 2016; Na et

al., 2016; Iqbal et al., 2018; Xu et al., 2019; Wang and Myint,

2015). 두번째는직접적인보정방법으로, 영상촬영시

무인기에 복사조도계(downwelling light sensor, DLS)를

함께탑재하여매영상마다복사조도를측정하고, 영상

의화소값을복사휘도(radiance)로변환하여두값을나

눔으로써 반사율을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Deng et al., 2018; Sa et al., 2018). 최근개발된무인기다중

분광센서의 경우 촬영시점의 광량의 민감도와 노출시

간 등을 감안하여 영상의 화소값을 복사휘도(radiance)

로 변환하기 위한 복사보정계수(radiometric calibration

coefficients)를제공한다(Micasense). 복사보정계수를적

용하여영상의매화소마다변환된복사휘도에영상촬

영시 DLS에서측정된복사조도로나눔으로써반사율

로변환할수있다. 물론이방법은수광량을측정할수

있는경량의복사조도계가카메라와함께무인기에탑

재된경우적용가능하다.

대부분의 위성영상시스템은 체계적인 검보정 절차

를통해정확한복사보정계수를제공하고있으며, 더나

아가자동적인대기보정처리가완료된반사율영상을

산출물로써사용자에게제공하고있다. 반면, 무인기영

상은 높은 운용성을 갖고 있지만 반사율 산출 등의 전

처리를사용자가직접수행하기때문에반사율영상의

품질은촬영조건과반사율산출방법에따라서크게달

라진다(Aasen et al., 2015; Deng et al., 2018; Hakal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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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무인기다중분광영상의반사율을도출하기위해

경험적보정방법이주로적용되어왔으나, 변화하는촬

영조건을고려하지못한다는점과현장반사율측정의

어려움등으로최근에는직접보정방법이고안되었다

(Hakala et al., 2018). 그러나직접보정방법보다는경험

적보정방법이반사율산출에여전히빈번하게적용되

고있다. 무인기다중분광영상의반사율을산출하고이

를평가한선행연구는주로좁은면적의농경지에서한

정적으로수행되어왔고, 두방법모두에서안정적인반

사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ng et al., 2018).

그러나 균질성, 울폐도, 고도 등에서 경작지와 다소 상

이한특성을가지는산림지역을대상으로반사율을산

출하고이의품질을평가한연구는미미한실정이다. 본

연구는정량적인정보에기반한산림식생모니터링을

위하여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의 화소값을 반사율로 변

환하는복사보정방법을적용하고이를평가하고자하

였다. 반사율을산출하기위하여 (1)실험적보정방법과

(2)복사조도계를이용한직접보정방법을적용하였다.

산출된반사율의품질평가를위하여반사율영상과식

생지수영상간비교분석을수행하였고현장에서측정

된분광반사율을이용한검증을실시하였다.

2. 연구자료

1) 무인기 다중분광영상 촬영

연구자료획득을위해조립식으로제작된회전익무

인기에 Micasense RedEdge-M센서를 탑재하여 다중분

광영상을촬영하였다(Fig. 1(a)). MicaSense RedEdge-M은

식생분야활용을위해개발된다중분광카메라로청색,

녹색, 적색, 적색경계, 근적외선의 5개 밴드를 갖고 있

으며, 300 m고도에서촬영할경우약 20 cm의공간해상

도를 갖는다(Table 1). 무인기에 수광량을 측정하는 복

사조도계(DLS)를 탑재하여 모든 낱장 영상 촬영과 동

시에 수광량을 측정하였으며(Fig. 1(a)), DLS에서 측정

되는복사조도를보정하기위하여촬영시작과끝에기

준 반사율판(calibrated reflectance panel)을 촬영하였다

(Fig. 1(b), (c)).

연구지역은인천대공원에위치한관모산및상아산

을포함하는약 200 ha의지역을대상으로선정하였다.

연구지역의중심부분은산림으로구성되어있으며, 산

림주변으로잔디밭과나지, 호수, 도로, 건물등이포함

되어 있다. 무인기 영상은 배터리 및 저장공간의 부족

등의원인으로총 4번에걸쳐촬영이수행되었고, 촬영

시간은 배터리 교환시간을 포함하여 약 2시간 정도 소

요되었다. 영상촬영당시의기상조건은비교적맑았으

산림 식생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의 반사율 산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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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s of (a) MicaSense RedEdge-M multispectral sensor attached with Downwelling
light sensor (DLS), (b) Calibrated reflectance panel (CRP), and (c) the pre- and post-flight CRP
image acquisition.

Table 1.  Specifications of MicaSense RedEdge-M sensor
used for the study

Vehicle Assembly
Sensor MicaSense RedEdge-M

Flight altitude 300 m
GSD 20 cm at 300 m altitude
FOV 47.2 deg

Spectral bands

Blue : 475 nm (20 nm)
Green : 560 nm (20 nm)

Red : 668 nm (10 nm)
Red-edge : 717 nm (10 nm)

Near-Infrared : 840 nm (4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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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름의이동에따라수광량의변화가빈번하게발생

하였다. 전체 13개의비행선으로구성되었으며, 종중복

도 80%과횡중복도 60%으로설정하여총 1624장의낱

장영상을획득하였다. 이후상용소프트웨어를이용하

여 낱장영상에 정사보정과 모자이크 처리를 적용하여

집성영상(mosaic image)으로제작하였다.

2) 현장 반사율 측정

무인기다중분광영상촬영과동시에야외용분광복

사계(field spectroradiometer)를 이용하여 현장 반사율

을측정하였다. 무인기영상은총 4회에걸쳐촬영되었

는데, 현장 반사율 측정 지점은 첫번째 비행에 해당하

는지역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현장반사율은첫번째

무인기 촬영 시간과 동시에 측정하였다. 현장 반사율

측정자료중일부는 (1) 실험적보정방법적용에사용

했고, 나머지는 (2) 영상에서산출된반사율의검증을위

하여사용하였다. 실험적보정방법을위해연구지역내

의 불변성 지표(invariant targets)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9개 지표를 선정하여 현장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또한영상에서산출한반사율을비교분석하기위하여

물, 토양, 잔디와같은 6개자연지표물(natural targets)에

대해서도현장반사율을측정하였다(Fig. 2).

분광반사율측정을위한지표물선정은무인기다중

분광영상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주변 입목의 수관에

가려지지 않으며, 최소 1×1 m2 면적에서 균일한 피복

상태를가지고있는지표물에대해서이루어졌다. 분광

측정은 ASD사의 Fieldspec3 spectroradiometer를사용하

였는데, 모든 지표물의 분광반사율은 약 1.5 m에 높이

에서 8도 시야각(field of view)으로 측정하였다. 분광측

정 시 편차를 고려하여 3~4방향 별 5회씩 측정하여 평

균값을분석에사용하였다.

ASD 분광계로 측정된 반사율은 1 nm 파장간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에서 획득된

5개 밴드의 반사율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MicaSense RedEdge-M 센서의 분광반응함수(spectral

response function, SRF)를이용하여 1 nm간격의연속된

반사율을 갖는 현장 반사율(ρfc)을 해당 센서의 반사율

(ρf)로모의생성하였다(Equation 1).

      ρf,i =                         (1)

Where  ρf,i: the simulated band i reflectance from field
measured reflectance using SRF

            SRFi: the spectral response function of multi-
spectral sensor for each band i

3. 무인기 다중분광영상 반사율 산출

1) 복사조도계를 이용한 직접적 방법

식생분야활용을위해개발된MicaSense RedEdge-M

다중분광카메라는비행중변화하는광량조건및대기

상태를고려하여매영상마다복사조도를측정하여반

사율을산출한다. 무인기다중분광영상촬영전과후에

∑ρfc × SRFi

∑SR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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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veral targets measured field reflectance by field spectroradiometer: (a) invariant artificial
targets used for the empirical line method and (b) natural targets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image-derived refle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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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반사율보정판넬을촬영하여(Fig. 1(c)), 이값

을토대로매영상마다측정된복사조도를보정하여최

종반사율을산출하게된다.

MicaSense RedEdge-M카메라로 촬영한 다중분광영

상에서반사율을산출하는과정은 (1)화소값(pixel value,

p)에서복사휘도(radiance, L)로변환과, (2) 복사휘도에서

반사율(reflectance, ρ)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영상의모든화소값을복사휘도로변환하는과정은비

네트효과(V), 블랙레벨(pBL), 노출시간(te), ISO감도(g),
복사보정계수(a1, a2, a3)를 고려하는 카메라 보정을 통

해 수행된다(Equation 2)(MicaSense). 영상 촬영 시점의

광량과 촬영대상 물체의 밝기값을 고려하여 설정되는

ISO감도와노출시간에따라복사보정계수가적용되며,

아울러비네트효과와블랙레벨효과를고려하여복사

휘도를계산한다. 비네트효과란영상의중앙부에서외

곽부분으로갈수록빛의감도가떨어지는현상을의미

하는데, 비네트다항식모델을사용하여이를보정한다.

블랙레벨효과란센서가복사휘도를전기신호로변환

할때노이즈가발생하고어두운조건에서는그노이즈

가더욱심해지는현상을의미한다. 복사휘도산출을위

해 필요한 인자들은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의 메타자료

에서확인할수있다.

      L = V · ·                (2)

Where  L: the spectral radiance (W/m2/sr/nm)
            V: the vignette polynomial function
            p: the normalized pixel value (0-1)
            pBL: the normalized black level value
            g: the sensor gain setting (ISO speed)
            te: the image exposure time
            a1, a2, a3: the radiometric calibration coefficients

매화소마다산출된복사휘도(L)를복사조도로나누

면결국반사율이되는데, 복사조도는무인기에탑재된

복사조도계(DLS)로 매 영상마다 측정된다. 매 영상마

다측정된복사조도(EDLS)는촬영전후로지상에서측정

된반사율보정판넬에서얻어진기준복사조도(ECRP)로

보정된다. 복사조도 보정 계수( f )는 매 영상 촬영 시점

에 DLS로측정된복사조도의오차를보정하는데, ECRP

를매영상마다측정된 EDLS로나눈값이다. 최종적으로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의 반사율(ρ)은 영상에서 산출한

복사휘도, 수광량센서에기록된복사조도, 복사보조보

정계수를통해서계산된다(Equation 3). 이경우얻어지

는 반사율은 완전한 난반사면(Lambertian surface) 가정

에서얻어지는값이다.

      ρ = · f                             (3)

Where  ρ: the spectral reflectance obtained from the
direct method

            L: the spectral radiance (W/m2/sr/nm)
calculated by Equation 2

            f: the EDLS correction factor
            EDLS: the spectral irradiance measured by DLS

(W/m2/nm)

2) 실험적 보정 방법

실험적보정방법(empirical line correction)은가장간

단한 형태의 보정 방법으로 위성영상이나 항공영상에

서 반사율 산출에 종종 사용된다. 실험적 보정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9개의 불변성 지표에서 측정

된 현장 반사율 자료를 이용하였다. 현장 반사율 측정

자료(ρf)와이와동일위치에상응하는다중분광영상의

화소값(p)을이용하여 5개분광밴드별로선형관계식을

도출하였다(Table 2). 이 때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의 화

소값은 0~65535의 범위를 가지고 현장 반사율 측정자

료는근적외선밴드를기준으로 0.05부터 0.45까지다양

한 반사율을 가지고 있다. 각 밴드별로 현장 측정 반사

율과 영상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선형관계식을 산출하

고결정계수(r2)를계산하였으며, 산출된선형관계식의

결정계수는 0.935~0.966으로 높은 선형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각 밴드별로 p와 ρf 사

이에서 얻어진 선형관계식(ρE = a × p + b)을 원영상에

적용함으로써반사율(ρE)을산출하였다.

a1
g

p – pBL
te + a2 y – a3 te y

� · L
E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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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pixel value of
UAV multi-spectral image (p) and field-measured
reflectance (ρf) at invariant targets for the five
spectral bands

Spectral bands Equation R square
Blue y = 0.00000543 x - 0.053 0.940

Green y = 0.00000667 x - 0.065 0.966
Red y = 0.00000766 x - 0.077 0.935

Red-edge y = 0.00000855 x - 0.091 0.960
NIR y = 0.0000123  x - 0.16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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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촬영된무인기다중분광영상에 (1) 복사조도계를이

용한직접보정방법과 (2)실험적보정방법을적용하여

산출된반사율의적절성을평가하였다. 영상전체적으

로품질을평가하기위하여반사율영상과식생지수영

상을비교하였으며, 정량적평가를위해현장에서측정

된반사율과영상에서산출된분광반사율을비교분석

하였다.

1) 반사율 및 식생지수 영상의 비교

직접 보정 방법으로 산출한 반사율(ρ)과 실험적 보

정방법을통해산출한반사율(ρE) 영상과, 각각의적색

밴드와 근적외선 밴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영상을

비교하였다(Fig. 3). Fig. 3(a)의 반사율 칼라합성 영상은

근적외선밴드, 적색밴드, 녹색밴드를 RGB합성한결

과다. 영상을두개의영역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는데,

첫 번째는 현장 반사율 측정이 수행된 영상의 좌상단

영역, 두번째는영상의중앙부를차지하는관모산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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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a) reflectance image and (b) NDVI image derived by the direct
method (ρ) and the empirical line method (ρ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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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의산림영역에해당한다.

실험적보정방법에사용된현장반사율자료는좌상

단에위치하는호수인근영역의인공물과자연물에서

측정되었는데, 전체연구영역대비매우국소지역에서

만획득된것을알수있다. 현장반사율을측정한인근

영역에서는 ρ과 ρE이유사하게보이며반사율이균일했

지만, 관모산 및 상아산 산림 영역은 두 방법으로 산출

한 반사율이 매우 상이했다. ρ에서는 산림의 반사율에

큰변이가없으나, ρE는해당영역의반사율이상승하여

매우 밝게 보였다. 실험적 보정 방법으로 얻어진 반사

율영상에서산림지역이매우높은값으로나타나는이

유는현장반사율측정이이루어진좌상단영역의복사

조도와대기상태가산림영역과매우다르기때문으로

판단된다.

식생지수영상에서도반사율영상과동일하게현장

반사율을 측정한 좌상단 영역의 NDVI, NDVIE가 서로

매우유사한것으로분석되었다(Fig. 3(b)). 그러나산림

지역에서는 직접적 방법으로 산출된 식생지수는 산림

의 특성을 고르게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실험적 방

법으로산출한식생지수는비이상적으로낮은값을보

였다. 식생지수는 근적외선 및 적색 밴드를 나누어 줌

으로써대기조건및수광량등환경조건을어느정도감

쇄하는효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 관모산및상아산영

역에대해서는 NDVIE 값이여전히매우낮았다.

두가지방법으로산출한반사율및식생지수영상에

서분석되는값의불일치는영상촬영시점의대기상태

및구름에의한복사조도의차이로인해발생할수있다.

연구에사용된다중분광영상은 2시간에걸쳐촬영되었

는데 2시간동안복사조도의차이는수광량센서(DLS)

로측정한복사조도(EDLS) 자료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총 13개의비행선을 ρE 영상에중첩하여반사율이비이

상적으로높은영역의비행선과반사율이정상적인영

역의 비행선을 각각 2개씩 선정하여 비행선에 따른 복

사조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Fig. 4). 적색 및 근적외선

밴드의 파장영역에서 복사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비

행중복사조도의변이가 0.1정도이내로나타나는비행

선 1, 4에서는 ρE이 안정적으로 산출된 반면, 복사조도

가 상대적으로 높고 변이가 0.4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

비행선 2, 3에서는 ρE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비행 중

에증가한복사조도로인해화소값(p)이증가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실험적 보정 방법에서 화소값을 반사율로

변환하기위한선형관계식적용이후에도높은 ρE를산

출하게된다. 예를들어유사한임분 구조를 갖고 있더

라도비행중복사조도증가에따라 p가적색밴드에서

산림 식생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의 반사율 산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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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  (a) Configuration of flight line of UAV multispectral image acquisition overlaid on reflectance image (ρE) and (b)
comparison of downwelling irradiance (EDLS) measured by the DLS for each fligh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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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8에서 251,20로 근적외선 밴드에서 46,770에서

53,706로증가하게된다. 복사조도증가에따른화소값

의증가폭이근적외선밴드보다는적색밴드에서더크

기때문에결과적으로 NDVI는감소하게된다. 밴드별

비교 시, 적색 밴드에서는 복사조도의 값과 변이가 큰

반면에, 파장이긴근적외선밴드에서는복사조도의값

과변이가작았다.

본논문의분석결과와상응하게Hakala et al. (2013)은

광량이일정하지않은날무인기다중분광영상촬영시

비행선에따라복사조도가크게변화하는것으로보고

하였다. Deng et al. (2018)은 무인기 다중분광영상 촬영

시기상조건이맑은날보다는흐린날의광량변화가크

기 때문에 현장 측정한 반사율과 비교 시 오차가 더욱

큰것으로보고하였다. 실험적방법으로는선형관계식

을얻기위하여현장반사율을측정한지점부근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반사율 값을 얻을 수 있지만, 실험적 방

법에서도출된선형관계식은영상의좌상단부촬영시

점의대기조건및복사조도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에

이와 환경조건이 상이한 산림의 중앙부에서는 적용성

이낮다고할수있다. 결국실험적방법은광범위한면

적에장시간비행이요구되는지역에서는변화하는복

사조도및대기상태때문에확장적용하는데문제가발

생할 수 있다. 반면에 직접적 방법은 촬영 중 변화하는

복사조도를대기상태를매영상마다보정해줄수있으

므로보다안정적인반사율산출에적합하다.

2) 분광 반사율 비교

우선, 실험적 보정 방법으로 산출한 반사율(ρE)과 식

생지수영상(NDVIE)에서값이비이상적으로나타나는

현상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직접 보정 방법

과실험적보정방법을통해산출한NDVI, NDVIE에대

하여 NDVI 프로파일을 비교하였다. 산림지역에서

NDVIE가 급감하여 값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영역과 정

상적인 영역에 걸쳐 있는 약 70 m길이의 횡단선을 긋

고(Fig. 3(b): black line), 해당선에있는화소들의 NDVI

프로파일을 추출하였다(Fig. 5). 이때 임분 특성에 따른

반사율의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치임상도를 이

용하여동일한수종, 울폐도, 수고를가지고있는참나무

임상내부에서횡단선을설정하였다. Fig. 5에서 NDVIE

가 비균질한 영역과 균질한 영역의 경계는 약 200번째

화소에해당한다. 이경계를기준으로비균질한영역에

서는 0.602을평균으로 0.33~0.89의범위의상대적으로

낮은 NDVIE를나타냈고, 균질한영역에서는 0.830을평

균으로 하여 0.62~1의 범위의 상대적으로 높은 NDVIE

를나타냈다. 횡단선전체적으로 NDVIE 값의편차가매

우컸고, 상대적으로는균질한영역에서는편차가상대

적으로작았다. 반면NDVI는모든화소에서 0.9 범위에

서 균일한 값을 보여 직접적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반

사율및식생지수가산출되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두 가지 보정 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반사율과 현장

측정된반사율과의일치여부를비교하였다. 직접보정

방법으로 산출한 반사율(ρ)의 검증은 현장에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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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NDVI profiles for the boundaries of consistent and inconsistent
regions in two NDVI images derived by the direct method and empirical lin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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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지표물의 반사율(ρf)을 사용하였고, 실험적 보정

방법을통해산출한반사율(ρE)은선형관계식에사용된

9개지표물을제외하고자연지표물에서측정된 6개의

반사율(ρf)만을사용하였다. 두방법으로변환된반사율

영상에서현장반사율측정지점에해당하는화소를추

출하였고(2×2화소의 평균), 이를 현장 측정된 반사율

과비교하였다(Fig. 6).

직접 보정 방법에서 얻은 영상의 반사율(ρ)과 현장

측정된 반사율(ρf)은 0.986에서 0.993의 상관계수를 보

이며, 영상에서도출한반사율과참값이매우근접한것

으로 분석되었다(Fig. 6(a)). 영상에서 도출한 반사율은

현장 측정값과 약 2~4% 정도의 미미한 반사율의 차이

산림 식생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의 반사율 산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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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between field-measured reflectance (ρf) and image reflectance derived by (a) the direct
method using downwelling irradiance measurement (ρ) and (b) the empirical line correction method (ρE)
for five spectral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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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졌다. 두 측정값의 관계식 기울기가 모든 밴드에

서 1.147~1.337 범위로계산되어, 영상에서얻어진반사

율이 현장 측정값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복사

조도 측정을 통한 직접적 보정 방법은 현장 측정 반사

율과매우일치하는반사율을산출하고있어, 산림식생

의특성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충분한가능

성을보여주고있다.

실험적보정방법으로도출한반사율영상에서는산

림지역에서비정상적으로높은반사율분포를보여주

었다. 그러나 6개의 한정된 지표물에서 얻어진 영상의

반사율(ρE)은 현장 측정된 반사율(ρf)과 매우 밀접한 관

계(상관계수 (r): 0.975~0.999)를보여주고있다(Fig. 6(b)).

이와같이높은상관계수는실험적보정방법이매우적

절한보정방법임을의미하지만, 검증에사용된 6개현

장 반사율 측정이 선형관계식 산출에 사용된 9개의 현

장측정지점과매우인접한지점에서수행되었음을고

려한다면높은상관계수가오히려당연한결과라할수

있다. 만약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형관계식 산출에

사용된반사율측정지점과시공간적으로차이가있는

현장(가령 산림 중앙부) 측정 반사율과 비교 검증했다

면 상관계수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다

중분광영상의 실험적 보정 방법은 선형관계식 산출을

위한현장측정지점과인접한지역에서시공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좁은 지역에만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있다.

5. 결 론

산림조사, 산림병해충 피해 분석, 산불 모니터링 등

산림 분야에서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의 활용이 증가하

고 있고, 그 활용의 범위가 정량적 분석으로 점차 확대

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무인기다중분광영상을생물

리적변수와관련된산림식생모니터링에활용하기위

해필요한반사율을산출하고이를평가하였다. 반사율

산출을위해서 (1) 복사조도를이용한직접적보정방법

과 (2) 실험적 보정 방법을 적용하였고, 현장에서 측정

된 반사율 자료와 이를 비교평가 하였다. 두 방법으로

도출한영상의반사율과현장측정반사율은정량적으

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반

사율 영상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분포를 나타냈다. 직

접적방법을통해산출한반사율은연구지역전체에대

하여안정적인반사율분포를보여주고있지만, 실험적

보정방법을통해얻은반사율에서는비행중복사조도

의변화로인하여반사율의변이가비이상적으로높은

분포양상을보였다.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의 반사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험적보정방법이일반적으로널리적용되고있으며,

소규모면적에대해단시간촬영하는경우안정적인반

사율을도출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이라고판단된다.

그러나상대적으로넓은면적을대상으로비교적긴촬

영시간이필요한경우에는안정적인반사율도출에는

부적합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실험적보정방법을적

용하기위해서는매번영상촬영마다현장반사율을측

정하거나 기준반사판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어현실적적용에한계가있을수있다.

산림분야에서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의 활용은 임분

의엽면적지수및생체량추정과수관의수분함량과같

은 정량적 정보와 관련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단일시점의영상분석에서동일지역을여러시기에걸

쳐촬영한시계열영상의분석으로확대되고있기때문

에영상으로부터반사율산출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시기 촬영된 무인기 다중

분광영상으로부터 반사율을 산출하고 그 품질을 분석

하였으나, 향후시계열로촬영된영상을대상으로반사

율의시간적변이에대한검증이수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다양한기상조건, 광량조건, 촬영각도, 지형고도,

대기수증기량등보다다양한환경조건에서촬영된다

중분광영상을대상으로산출된반사율에대한보다상

세한분석이수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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