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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격탐사 기술은 플랫폼 개발, 탐사면적 및 탐사기능 등 양적 및 질적 향상의 관점에서 지속적

으로 발전되어왔으며 비용절감 및 현장자료보완의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

업분야에서의 활용사례와 관련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농경지의 상태를 탐지하고 정량화하

여 농경지 및 농업환경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및 정책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작물 생육이상 판

별, 시계열 정보에 의한 작황 추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분광센

서를 장착한 UAV를 이용하여 간척지 농경지에 대한 식생지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UAV

를 이용하여 취득한 다중분광영상 자료로부터 산정된 식생지수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에 의한 식생지수와 UAV 다중분광영상으로부터 산정된 식생지수간의 

상관성을 평가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식생지수를 도출하였으며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식생지수 분

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원격탐사, 분광특성, 식생지수, 무인항공기

ABSTRACT

Remote sensing technology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cluding platform development, exploration area, and exploration functions. 
Recently, the use cases and related researches in the agricultural field are increasing. 
Also, since it is possible to detect and quantify the condition of cropland and establish 
management plans and policy support for cropland and agricultural environmen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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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studied in various fields such as crop growth abnormality determination and crop 
estimation based on time series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vegetation index for agricultural land reclamation area using a UAV equipped with a 
multi-spectral sensor. In addition,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accuracy of vegetation indices calculated from multispectral image data obtained using 
UAV. The most appropriate vegetation index was derived by evalu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vegetation index calculated by field survey and vegetation index calculated from 
UAV multispectral image, and was used to analyze vegetation index of the entire area.

KEYWORDS : Remote sensing, Spectral property, Vegetation index, UAV

서  론

원격탐사 기술은 플랫폼 개발, 탐사면적 및 

탐사기능 등 양적 및 질적 향상의 관점에서 지

속적으로 발전되어왔으며(Hunt et al., 2003; 

Toevs et al., 2011), 비용절감 및 현장자료보

완의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Laliberte et al., 2007; Booth et al., 2008). 

최근에는 농업분야에서의 활용사례와 관련연구

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Lee et al., 
2011; Nam et al., 2015), 토양, 작물, 기후를 

포함하는 농경지의 상태를 탐지하고 정량화하여 

농경지 및 농업환경에 대한 장·단기적인 관리

방안과 정책지원 자료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작물 생육이상 판별, 시계열 정보에 의한 작

황 추정모형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Hong et al., 2012; Na et al., 2013). 

특히, 근적외선(near infra red, NIR)영역의 파

장을 반사하는 식물 내 엽록소의 분광학적 특성

에 기반한 식생지수(vegetation index, VI)는 

원격탐사 분야에서 식생분포와 생육특성을 평가

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Tomas 

and Gausman, 1977; Na et al., 2016). 

한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해상도의 자료를 

안정적, 반복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유로 공간정보 제작, 방재, 국토개발, 농업 및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의 활용 및 

관련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Flynn and 

Chapra, 2014; Zaman et al., 2014; Choi et 
al., 2015; Pajares, 2015; Su and Chu, 

2015; Lee et al., 2016; Watanabe and 

Kawaharab, 2016; Jeong et al., 2018). 

일반적으로 위성영상은 광범위한 지역의 공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에 비해 기상조건 

등 광학적 간섭이 크고,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AVHRR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등 짧은 주기의 반복적인 영상취득이 가능한 저

해상도 위성영상을 제외하고는 시공간적 해상도

의 제약이 있어(Morel et al., 1977; Hassan 

et al., 2011),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면적에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혼작형태의 작부체계 환

경에서는 공간해상도가 낮아 정밀 농업 모니터

링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Park and 

Park, 2015). 그러나,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원격탐사는 신속성, 

동시성을 가지며 소규모 지역에 대해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대하여 더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며(Kim et 
al., 2014; Na et al., 2016), 대축척 수치지도 

및 3차원 공간정보 제작을 위한 충분한 정확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5). 

농업분야에서의 무인항공기 활용연구는 농업

환경 감시 및 모니터링, 토지피복분류, 작황분석 

및 생육추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Herwitz et al., 2004; Dieter et al., 2005; 

Hassan et al., 2011; Ju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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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g et al., 2015). Candiago et al.(2015)은 

UAV의 다중분광(multispectral)센서를 이용하

여 취득한 영상을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정밀농

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생성방안을 연구하였

고, Lee et al.(2015)은 UAV를 이용하여 취득

한 영상에서 식생지수를 추출하고 질소 생산량

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배단지 내 질소 생산량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추정하였다. Lee et al. 
(2016)은 UAV와 다중분광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계열 다중분광 영상을 촬영하고 정규화식생지

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추출하였으며, 생성된 NDVI를 이용한 

작물의 생체량, 엽록소 함량 및 질소량 등 작물

생육 인자 추정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Na 

et al.(2016)은 고랭지배추를 대상으로 생육기

간 동안 드론 영상을 이용하여 생성한 시계열 

NDVI와 기상요인 및 생육인자와의 상관성을 분

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격탐사 기반의 고랭지

배추 생육추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Im et al. 
(2018)은 드론을 이용하여 무의 시들음병 피해

지역의 가시광선영역과 근적외선 영역의 영상을 

취득하고, 무, 땅, 비닐 영역의 NDVI값을 비교

하였으며, 무의 시들음병 정도에 따라 정상, 초

기, 중기, 말기로 구분하여 NDVI 값 비교를 수

행하였다. Kim and Na(2019)는 드론을 이용

하여 농산물의 작황 및 재배면적을 모니터링 하

고자 하였다. 표본 필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데

이터와 NDVI를 토대로 작황추정 모형을 구성하

여 농업작황 모니터링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재배현황맵을 체계적으로 제작하였고 공간정보 

기반의 정식면적 변화정보를 통해 해당 작물의 

출하량 변화 예측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

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

학원에서는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배 

면적 및 단수 예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채소 작황과 관

련된 연구에 UA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Na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다중분광센서를 장착한 UAV를 

이용하여 간척지 농경지에 대한 식생지수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한편, UAV를 이용하여 취득한 다

중분광영상 자료로부터 산정된 식생지수의 정확도

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광계(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주요지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지조사에 의한 

식생지수와 UAV 다중분광영상으로부터 산정된 

식생지수간의 상관성을 평가함으로써 가장 적절

한 식생지수를 도출하였으며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식생지수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식생지수

1960년대 이후 원격탐사 자료로부터 식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인자들을 밝

혀내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

은 식생지수의 개발로 이어져왔다. 식생지수는 

단위가 없는 복사값으로 녹색식물의 상대적 분

포량과 활동성, 엽면적지수, 엽록소함량, 엽록소

함량 및 광합성 흡수복사량 등과 관련된 지표로

써,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반사파장에 따른 식

생군락의 밀도와의 상관을 밝히는데 이용되면서 

구성식의 조합들은 대체로 각 파장 반사율들의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Shin et al., 2003; Na 

et al., 2016). 

최초의 식생지수는 Birth and McVey(1968)

에 의해 발표된 단순식생지수(Simple Ratio, 

SR)로 적색과 근적외선 파장영역 반사값의 비

로 나타낸 것이다(Broge et al., 2002). 

Pearson and Miller(1972)은 작물의 초장과 

엽록소 함량, 엽면적 등 작물군락의 밀도에 관

계되는 요인이 가시광선영역과 근적외선영역의 

파장들의 반사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 반사파장들을 이용한 조합으로 RVI(Ratio 

Vegetation Index)를 제시하였다. 

Rouse et al.(1974)은 식생의 적색과 근적외

선 파장대 반사값 차이를 구하여 식생의 반사특

성을 강조하고 이를 두 반사값의 합으로 나누어 

일반화한 NDVI를 개발하여 제시하였고 현재 가

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Hardisky 

et al.(1983)에 의하여 고안된 적외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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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ed Difference Infrared Index, 

NDII)는 습지연구에 있어서 NDVI보다 식물의 

생체량과 수분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Rock et al.(1986)은 Landsat TM 자료의 근

적외선과 중적외선 밴드를 이용하여 수분 영향

지수(Moisture Stress Index, MSI)를 제시하

였고, Huete(1988)은 NDVI 계산식에 식물과 

배경이 되는 토양의 1차적인 분광반응에서 나타

나는 토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양보

정인자 L을 추가한 토양조절 식생지수(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SAVI)를 제안하

였다. 

그 밖에 현재까지 제안되고 있는 것은 약 50

여종 이상이 있으나(Na et al., 2016), 본 연구

에서는 Red, Green, Blue, Red Edge, NIR 밴

드의 반사율을 활용하여 표 1과 같이 NDVI, 

GNDVI(Gree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SAVI, NDRE 식생지수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Micasense Rededge 

카메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NDRE 식생지

수를 포함하였다. 

먼저 정규화식생지수(NDVI)는 가장 범용적

으로 채택되고 있는 식생지수 중 하나이며 적색

과 근적외선 파장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다양

한 지표 구성물질 중 구름, 물, 논 등과 같이 수

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가시광선이 근적외선보

다 반사값이 크기 때문에 NDVI 값은 음수가 되

며, 암석, 마른 토양 등은 두 파장대에서 반사특

성이 거의 같기 때문에 NDVI 값이 0에 가깝게 

된다. 또한 녹색식물인 경우 가시광선 영역의 

반사율이 근적외선 영역보다 작으므로 NDVI 값

이 양수로 나타난다.

두 번째 녹색정규화식생지수(GNDVI)는 NDVI

의 변형형태중 하나로 작물내의 엽록소의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녹색작물 생체량의 캐

노피 변이를 평가하는데 NDVI 보다 유용하였다

고 보고되고 있다(Gitelson et al., 1996). 

NDVI에서 적색파장 대신 엽록소 흡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녹색파장과 근적외선파장의 조합

으로 녹색식물에 적용되고 있다.

토양조절 식생지수(SAVI)는 NDVI 계산식에 

식물과 배경이 되는 토양의 1차적인 분광반응에

서 나타나는 토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

양보정인자 L을 추가하였다(Huete, 1988). 토

양보정인자 L값을 0.5로 하였을 경우 토양밝기

에 따른 변이를 최소화하고 다른 토양에서도 추

가적인 보정절차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Heute and Liu, 1994). 

마지막으로 적변식생지수(NDRE : Normalized 

Difference Red-edge Index)는 정규식생지수

와 더불어 식생의 건강도와 활력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수로 정규식생지수가 적색광의 주파

수를 이용한다면, NDRE는 적색광과 근적외선

사이의 전이지역에 있는 주파수대역을 이용한

다. 일반적으로 NDVI는 작물 생육주기의 초기 

및 중기성장 즉 파종, 발아, 출수, 개화, 만개, 

신록초기에 있어 엽록소 함량 및 수관밀도의 변

화량을 측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식생지수이다. 

그러나, 수관밀도가 높은 경우 작물의 잎에 흡

수되는 적색밴드의 광량이 수관 내에 축적된 생

체량에 상관없이 최고값에 달하게 되어 생육주

기의 중기 및 말기의 모든 경작지에 있어서 

Name Equation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GNDVI(Gree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SAVI(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NDRE(Normalized Difference Red Edge) 



TABLE 1. Vegetation Index applied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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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VI 값의 포화되어 공간적인 변화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NDRE는 적

색밴드대신 적변(red edge)밴드를 이용함으로

써, 생체량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클로로필 

함량의 변화를 보다 민감하게 보여줄 수 있다

(Hornbuckle, 2016; Thompson et al., 2017)

2. 대상지역선정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충남 당진시 

가곡리의 석문 간척지 일부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석문간척지에 대

단위 농경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일정

량의 임대료를 받고 동물 사료용 작물인 총체벼

와 옥수수를 재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

당지역은 간척지를 개간한 것으로 일부 농경지

의 경우 염해로 인해 작물이 성장하지 못하는 

지역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식생지수의 

평가를 통해 해당필지별로 작물의 생육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

해 염해로 인해 생육이 저하된 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업

무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석문 간척지 일부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식생지수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고 향후 필지

별로 식생지수 현황과 염해피해 정도를 상호 비

교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3. 자료구축 및 식생지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축을 위하여 2019년 8

월 7일과 9월 21일에 현지조사 및 UAV 촬영

을 실시하였다. 분광계를 활용한 현지조사시 정

확한 위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GNSS 측량기를 

활용하였으며 VRS(virtual references station) 

방식으로 GRS80 TM 좌표를 취득하였다. VRS 

측량은 정밀도 ±3~5㎝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UAV 촬영영상에서 해당 픽셀별 식생지수를 정

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차 조사시기인 8월 7

일에는 24점을 선정하였으며, 2차 조사시기인 

9월 21일에는 23점을 선정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한 식생지수 계산을 위해 표 2

의 ASD FieldSpec4 분광계를 활용하였으며, 

현장조사 시점에 태양복사에너지의 특성을 고려

한 분광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전용복사판을 

활용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각 현장조사지점별로 식생지수에 활용되는 R, 

G, B, RE, NIR 밴드에 대한 반사율을 측정하고 

해당 지점에 대한 GRS80 TM 좌표와 작물종류 

그리고 사진 등을 정리하였으며 표 3은 대표적

FIGURE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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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러 지점 중 벼를 재배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케바드론의 KD-2 

Mapper에 Micasense RedEdge 다중분광 카메

라를 장착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R, G, B, RE, 

NIR 밴드별 분광특성 정보를 취득하였고 

NDVI, NDRE, SAVI, GNDVI 식생지수를 산정

하였으며 조사지점에 식생지수를 추출하였다. 

표 4는 Micasense RedEdge 다중분광 카메라

의 제원이다.

그림 2는 첫번째 조사시점인 8월 7일에 

UAV를 이용하여 촬영된 분광정보를 이용하여 

Contents Specification

Spectral Range 350-2500 nm

Spectral Resolution
3 nm @ 700 nm

8 nm @ 1400/2100 nm

Spectral sampling (bandwidth)
1.4 nm @ 350-1000 nm
1.1 nm @ 1001-2500 nm

Scanning Time 100 milli seconds

Stray light specification VNIR 0.02%, SWIR 1&2 0.01%

Wavelength reproducibility 0.1 nm

Weight 5.44 kg

Channels 2151

TABLE 2. Specification of spectrometer (ASD FieldSpec4)

Location(m) Reflectance

X(N) Y(E) R G B RE NIR

487244.7 169648.5 0.0240 0.0614 0.0227 0.1395 0.4276

TABLE 3. Field survey contents for sampling point (Crops: rice plant)

Contents Specification

Dimensions 8.7 cm × 5.9 cm × 4.54 cm

Spectral Bands Blue(475 nm), Green(560 nm), Red(668 nm), Red edge(717 nm), Nir(840 nm)

Ground Sample Distance 8 cm per pixel at 120 m

Capture Rate 1 cpature per second, 12-bit RAW

Field of view 47.2° HFOV

Weight 231.9 g

TABLE 4. Specification of Micasense Rededg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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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식생지수에 24개 현지조사지점을 나타

낸 결과이며 그림 3은 두 번째 조사시점인 9월 

21일에 촬영된 분광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식

생지수 및 23개 현지조사지점을 나타낸 결과이

다. 또한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1차 및 2차 

현지조사에 의2하여 취득된 분광정보에 의하여 

산정된 각 현지조사 지점의 식생지수 산정결과

와 UAV 촬영을 통하여 취득된 분광특성 정보

를 활용하여 계산한 각 현지조사 지점별 식생지

수 산정결과를 함께 나타낸 결과이다. 

FIGURE 2. Vegetation indices calculated by multispectral image obtained by UAV (1st fiel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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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egetation indices calculated by multispectral image obtained by UAV  

(2nd fiel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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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Vegetation indices calculated by the 1st field survey

FIGURE 5. Vegetation indices calculated by the 2nd fiel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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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분광계를 이용하여 현지 조사

한 분광특성을 참값으로 가정했을 때 현지조사

에 의하여 취득된 분광정보를 이용하여 산정된 

식생지수와 UAV 영상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식

생지수간의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 각 조사지점

별로 표준편차를 표 5와 같이 계산하였다. 

1차 및 2차 조사결과에 대한 표준편차를 평

균한 결과 NDVI의 표준편차가 ±0.06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NDRE의 표준편차가 ±0.15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DVI > GNDVI > 

SAVI > NDRE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광계를 이용하여 현지 조사한 식생지

수와 UAV 영상자료에 의한 식생지수간의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계수와 결정계수를 계산하

여 표 6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식생지수의 

상관계수와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나 현지조사 

식생지수와 UAV 식생지수간에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으며, 특히 NDVI의 평균 상관계수가 

0.9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상관계수와 마찬

가지로 NDVI의 평균 결정계수가 0.9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AVI가 0.765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NDVI 식생지수와 다른 식생지수

간의 표준편차의 차이에 비해 상관계수의 차이

가 크지 않은 것은 계산식의 차이에 따른 결과

로 해석된다. 

그림 6과 7은 NDVI, SAVI, NDRE, GNDVI

에 대한 1차 및 2차 현지조사 식생지수와 UAV 

식생지수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중분광센서를 장착한 UAV

를 이용하여 간척지 농경지에 대한 다중분광영

상을 취득하고 대상지역에 대한 식생지수를 분

석하였다. 또한 정확도 평가를 위하여 분광계를 

이용하여 주요지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

고 현지조사에 의한 식생지수와 UAV 다중분광

영상으로부터 산정된 식생지수간의 상관성을 평

가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식생지수를 도출하였다.

현지조사에 의하여 취득된 분광정보를 이용하

여 산정된 식생지수와 UAV 영상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식생지수간의 조사지점별 표준편차를 분

석한 결과 NDVI의 표준편차가 ±0.06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NDVI, GNDVI, SAVI, NDRE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광정보 취득방법에 

따른 식생지수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계

수와 결정계수를 계산한 결과 NDVI의 상관계수

와 결정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식생

지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상관계수와 결정계수

가 높게 나타나 현지조사 식생지수와 UAV 식

Vegetation Index
Standard deviation

Average
1st field survey 2nd field survey

NDVI ±0.050 ±0.070 ±0.060

SAVI ±0.114 ±0.108 ±0.111

NDRE ±0.123 ±0.178 ±0.151 

GNDVI ±0.108 ±0.085 ±0.097 

TABLE 5. Standard deviation of vegetation indices

Vegetation Index
Correlation coefficient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1st field survey 2nd field survey Average 1st field survey 2nd field survey Average

NDVI 0.980 0.987 0.984 0.961 0.975 0.968 

SAVI 0.893 0.856 0.875 0.798 0.732 0.765 

NDRE 0.925 0.967 0.946 0.856 0.936 0.896 

GNDVI 0.921 0.976 0.949 0.848 0.952 0.900 

TABLE 6.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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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1st field 

surveyed vegetation index and UAV vegetation index

FIGURE 7.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2nd field 

surveyed vegetation index and UAV veget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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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지수간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NDVI의 표준편차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UAV 영상자료를 이용한 식생지수를 산

정하는 경우 NDVI가 현지조사 값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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