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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식생정보는 도시계획, 조경, 수자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식생은 수관밀도 혹은 엽록소 함량에 따라 식생의 활력도에 차이가 발생하나 기존 연구에서는 식

생지역을 분류시 식생 활력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응용연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생 활력도를 고려한 식생지수 경계값을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eBee 고정익 

드론에 다중분광 카메라를 탑재하여 광학 및 근적외선 정사영상을 구축하였으며, 그리고 각 정사

영상에 대해 GIS 연산을 수행하여 NDVI, GNDVI, SAVI, MSAVI 식생지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대상지에 대한 식생위치를 VRS 측량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식생 활력도를 고려한 

식생지수별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식생 활력도가 좋은 지점을 식생지역으로 선정한 시나

리오가 식생 활력도가 다소 부족한 지점도 식생지역으로 선정한 시나리오에 비해 식생지수의 분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현장 조사 지점과의 중첩을 통해 계산한 식생지수별 Kappa 계

수를 통해 시나리오별로 식생을 분류하기에 가장 적합한 식생지수 경계값을 선정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식생 활력도를 고려한 식생지수 정확도 평가는 향후 도시계획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식생 활력도, 드론, 식생지수, 경계값 

ABSTRACT

Vegetation information is a very important factor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urban 

planning, landscaping, water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Vegetation varies according 

2020년 05월 06일 접수 Received on May 06, 2020 / 2020년 05월 15일 수정 Revised on May 15, 2020 / 2020

년 05월 18일 심사완료 Accepted on May 18, 2020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TSRD -B151228-02).
1 전북대학교 자원에너지공학과 교수 Dept.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Engineer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2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부교수 Dept. of Cadastre & Civil Engineering, Vision College of Jeonju, Professor
3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Dept. of Urban Engineer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Corresponding Author E-mail : gslee@jvision.ac.kr



Drone-based Vegetation Index Analysis considering Vegetation Vitality22

to canopy density or chlorophyll content, but vegetation vitality is not considered when 

classifying vegetation areas in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in order to satisfy various 

applied studies, a study was conducted to set a threshold value of vegetation index 

considering vegetation vitality. First, an eBee fixed-wing drone was equipped with a 

multi-spectral camera to construct optical and near-infrared orthomosaic images. Then, 

GIS calculation was performed for each orthomosaic image to calculate the NDVI, 

GNDVI, SAVI, and MSAVI vegetation index. In addition, the vegetation position of the 

target site was investigated through VRS survey, and the accuracy of each vegetation 

index was evaluated using vegetation vitality. As a result, the scenario in which the 

vegetation vitality point was selected as the vegetation area was higher in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vegetation index than the scenario in which the vegetation 

vitality point was slightly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Kappa coefficient for each 

vegetation index calculated by overlapping with each site survey point was used to 

select the best threshold value of vegetation index for classifying vegetation by 

scenario. Therefore, the evaluation of vegetation index accuracy considering the 

vegetation vitality sugges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support in various business fields such as city planning in the future.

KEYWORDS : Vegetation Vitality, Drone, Vegetation Index, Threshold Value

서  론

식물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육지의 약 70%

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구성

인자이다. 일정 지역에 분포하는 식물의 종류 및 

군집 유형 그리고 생육주기 및 생장 상태는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질, 지리적 특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Jones et al., 1998). 

지금까지 원격탐사 분야에서는 식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센서 개발을 비롯하여 자

료처리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Frohn, 1998; Heute and Justice, 1999). 특

히 식물로 구성된 농지, 산림, 초지 그리고 도시

녹지에 대한 원격탐사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 및 

계획, 조경, 산림, 농업, 수자원, 환경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모델링이 가

능해졌다(Jose and Paulo, 2010; Lee et al., 

2011; Zhang et al., 2014; Nam et al., 

2015).

특히 광학 및 근적외선(Near Infrared, Nir) 

밴드에 기초하여 식물 내 엽록소의 분광학적 특

성을 분석하는 식생지수(Vegetation Index, VI)

는 원격탐사 분야에서 식생분포와 생육특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T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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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규화식생

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는 1974년 Roude에 의해 개발

되었으며 Landsat MSS 디지털 영상자료에 처

음 적용되었다. 이후 MODIS나 SPOT 영상자료

와 같이 성능이 뛰어난 다중밴드 영상자료가 활

용되면서 NDVI 활용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

었다(Yeom et al., 2008; Jung and Chang, 

2013; Kim et al., 2014; Mireia et al., 

2016; Ranjay et al., 2017). 특히 녹색식물의 

엽록소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GNDVI(Gree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비

롯하여 토양조절 식생지수(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SAVI) 그리고 SAVI를 응용

한 MSAVI(Modified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식생지수들도 함께 개발되어 왔다(Genevieve

et al., 1996; Xingwang and Yuanbo, 2016).

식물의 생물리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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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기의 원격탐사 자료가 필요하다. 기존의 

원격탐사 연구는 주로 위성영상에 의존해 왔으

나 주기해상도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실시간 영

상 촬영이 가능한 드론 기반의 식생 모니터링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Lee et al.(2016)은 다중분광 카메라를 탑재

한 드론을 이용하여 취득한 영상을 촬영하여 

NDVI 식생지수를 추출하여 작물생육 인자를 추

정하였으며, Lee and Choi(2019)은 드론 영상

에서 계산한 NDVI, GNDVI, NDRE, SAVI 식

생지수와 현지에서 관측한 분광값으로부터 계산

한 식생지수와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Francisco et al.(2015)는 시계열 드론 영상을 

활용하여 해바라기의 생육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Juan et al.(2013)는 드

론을 활용하여 양파의 잎면적 지수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Juliane et al.(2015)는 바이오매스

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드론 기반의 지형자료 

및 식생지수로부터 작물 높이를 추정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식생지수로부터 식생지역을 분류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경계값(Threshold) 구간을 결정해야 

한다. 식생지수 경계값이 높을수록 식생의 활력

도가 좋은 영역으로서 나무나 초지의 엽록소 수

치 및 수관(Canopy) 밀도가 높게 나타나게 된

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및 조경분야에서는 식

생의 활력도가 높은 상태를 식생지역으로 지정

하여 단지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

게 된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폭염저감 등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을 위해 도시숲이나 공원을 설계하고 있으며, 

식생 조성을 통한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식

생조성 사업지구를 식생 활력도가 높은 상태로 

간주하여 모델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비점오염원 및 토사유실 분석 업무에

서는 식물의 잎이나 가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 강우시 토립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식물 뿌

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식생 활력도

가 다소 부족한 초지도 식생지역으로 분류하여 

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anasri and 

Ramesh, 2016; Irina and Goga, 2018). 따라

서 식생을 포함한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모델링 

수행시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식생 활력도를 결

정하여 식생지역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응용되는 분야별로 식생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식생 활

력도가 높은 지점을 식생지역으로 선정하는 시

나리오와 식생 활력도가 약간 부족한 지점도 식

생지역으로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별도로 설정하

여 시나리오별 식생지역을 분류하기 위한 식생

지수 경계값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

중분광 센서가 탑재된 드론을 활용하여 최신의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VRS(Virtual Reference

Station) 측량을 통해 취득한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을 영상에 매칭시켜 광학

(RGB) 및 근적외선(Nir) 정사영상을 구축하였

다. 구축한 밴드별 정사영상 자료로부터 GIS 공

간연산을 통해 NDVI, GNDVI, NDRE, SAVI 

식생지수를 계산하였으며, 식생 활력도를 고려

하여 현장에서 총 200점의 식생(Vegetation)과 

비식생(Non-vegetation) 지점의 위치를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현장 조사한 위치와 드

론 영상을 통해 구축한 식생지수간의 공간중첩

을 통해 식생 활력도를 고려한 2가지 시나리오

별로 식생지수의 경계값(Threshold) 구간에 따

라 Kappa 계수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식생지수별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및 범위

도시계획, 조경, 수자원, 환경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의 식생 현황자

료는 의사결정지원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식생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분석모델에 활용되는 식생의 지표값은 

대부분 식생의 성장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식생은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조성에

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녹지

율은 도시계획구역 전체 면적에 대한 녹지의 비

율로, 녹지면적의 크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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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eed for drone-based vegetation monitoring

지이용상 녹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면적률

을 의미한다(Lee et al., 2012). 반면, 녹피율

은 도시전체의 면적에 대해 하늘에서 볼 때 나

무와 풀 등 녹지로 피복된 면적의 비율을 말하

며, 도시에서 녹지의 양을 평가하는 기준을 의

미한다. 즉, 녹피율은 지목과는 상관없이 토지가 

피복 되어 있는 면적으로 공원 내에서 광장과 

같이 녹지로 피복되지 않은 면적과 하천에서 수

면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점이 녹지율과의 차

이다(Moon et al., 2010).

녹지율과 녹피율은 공원녹지계획에 있어서 녹

지의 양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녹피율은 실제 녹지면적을 산출하여 도시 

내 녹지현황을 파악하는 기준이다. 

녹지율 평가 중 식재면적은 아파트 등의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그림 1과 같이 실제 

시공 초기 단계에서는 식생상태가 좋지 않아 실

제 식재면적이 설계상의 식재면적과 많은 차이

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법규에서 정의하는 녹지

율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설계상의 식재면

적이 아닌 평가 시점의 식재면적인 녹피율을 분

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정확한 식생 모니터링 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수자원 및 환경 분야에서도 강우유출 및 비점

오염원 산정시 토지피복이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 연구에서 수문해석을 

위한 여러 매개변수 중 선행토양함수조건

(Antecedent Moisture Condition, AMC)에 

따른 유출곡선지수(Runoff Curve Number,  

CN)의 변화는 유출해석시 유출량의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Hawkins, 1978). 미국 토

양보존국(US. Soil Conservation Service, 

SCS)에서는 미계측 유역의 토양특성과 식생피복

상태 및 선행강수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강우로부터 유효우량을 추정하는 인

자로서 유출곡선지수를 제안하였다(Mishra and 

Singh, 2003). 유역의 유출량은 기본적으로 침

투, 증발산, 토양수분, 강우강도 등의 영향을 받

는데, 유출곡선지수를 통해 이러한 여러 인자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기에 국내 실무에서

도 유출곡선지수를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유출곡선번호는 도시, 산림, 초지 등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토지피복별 값이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피복도에서 산림이나 초지(grass)와

같은 식생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식생 활력도가 

좋은 지역과 식생 활력도가 약간 떨어지는 지역

이 공존할 수 있으므로 식생의 성장 상태를 정확

하게 판독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비점오염원 산정시 토사유실평가

를 위해 식생피복인자가 활용된다. 식생피복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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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사유실에 대한 식생피복 및 작물상태 효과

를 반영한 인자이다. 지표면의 피복상태가 토사

유실에 미치는 영향은 식생으로 인한 빗방울의 

운동에너지 경감, 지표류의 유속감소로 인한 토

립자의 이송경감 등으로 나타난다(Morgan, 

1981). 토사유실인자 중 강우침식인자, 토양침

식인자, 지형인자와 관련된 자연현상 및 자연조

건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러나, 식생피복인자는 인위적인 조절이 어느 정

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토사유실을 억제하는 기

능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인위적인 산림이나 

초지 조성을 통하여 토사유실에 강한 구조로 변

화시킬 수 있다(Ganasri and Ramesh, 2016). 

식생피복인자는 표 1과 같이 토지피복별로 식생

피복인자값이 결정되어 활용되고 있다(Lee et 

al., 2019).

Land Cover Cover Management Factor

Urban 0.01

Paddy 0.30

Dry field 0.40

Forest 0.10

Grass 0.20

Barren 0.50

Water 0.00

TABLE 1. Cover management factor by 

land cover

도시계획이나 조경 분야에서는 식생의 성장 

상태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지만 토사유실 분야에서 식생은 주로 식생

의 뿌리가 지반의 토양을 강하게 접착하여 토사

유실을 저감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식생의 성

장 상태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식생이 영향인자로 활용되는 도시계

획, 조경, 수자원, 환경 등의 업무 추진시 분석

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며, 활용분야에 따라 식생의 성장 상태를 고

려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상지역의 식생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

한 인자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현재는 원격탐사 

기술과 연계하여 개발되어 온 식생지수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식생지수는 넓은 지역의 식물 

상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여러 종류

의 생물리적 변수들을 검보정 하였으며 공간적 

시간적으로 일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태양각

도, 촬영각도, 대기상태 등의 외부 효과를 정규

화 하였다. 또한 식생지수는 지형적 효과, 토양

변이 그리고 고사된 식물이나 가지 줄기 등의 

요인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 효과도 정

규화 하였으며, 식생지수의 검정과 효율성 향상

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체량, 엽면적 지수 및 

광합성 흡수복사량 등 측정이 가능한 식물의 생물

리적 인자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왔다

(Running et al., 1994; Huete and Justice, 

1999). 현재까지 약 20여 종류의 식생지수가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정보량 측면에서 기능

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몇몇 식생지수들은 독

특한 생물리적 정보를 제공한다(Qi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식생지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

는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와 GNDVI(Gree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 

먼저 NDVI는 근적외선과 적색파장을 이용하며 

-1과 1사이의 값을 통해 식생 분포 특성을 나

타낸다. 식생의 경우 가시광선 영역의 반사율이 

근적외선 영역보다 낮게 되므로 NDVI 값이 양

수로 나타나게 된다. GNDVI는 NDVI의 응용된 

형태로서 식물의 엽록소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

영할 수 있는 지수로서 녹색식물 생체량의 수관

(Canopy) 변이를 분석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Lee and Choi, 2019). 

본 연구에서는 식생성장 상태가 다소 빈약하

여 일부 토양이 노출된 영역을 식생으로 탐지하

는 연구 특성상 토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에 효

과적인 SAVI(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와 MSAVI(Modified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를 함께 적용하였다. SAVI

와 MSAVI 식생지수는 NDVI 계산식에 식물과 

배경이 되는 토양의 1차 분광반응에서 토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양보정인자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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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udy area FIGURE 3. Land cover type

였다(Huete, 1988; Genevieve et al., 1996). 

표 2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식생지수 계산식

이다.

Vegetation index calculation formula

 ∋

∋

 ∋

∋

 ∋

∋


 ∋∋ ∋ 

TABLE 2. Vegetation index calculation 

formula

본 연구에서는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식생의 

활력도에 따른 식생지수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

행하고자 드론 기반의 영상을 취득하였으며 현

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식생 활력도에 따른 식생

지점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식생지수별 경계

값의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적용 및 분석결과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전북 전주시 

문학공원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문학대공

원은 그림 3과 같이 나무와 초지, 호수, 트랙, 

운동 코트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게이트볼, 배드민턴 그리고 농구 코트의 

경우 녹색으로 되어 있어 광학센서로 촬영된 영

상에서 식생과의 구분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또한 식생의 경우도 성장상태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 골하고 있는 성장

상태를 고려한 식생지수 비교에 매우 적합한 특

성을 가진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2. 드론 영상 촬영 및 영상접합

본 연구에서는 문학대공원 주변의 영상 촬영

을 위해 스위스 SenseFly 에서 제작한 eBee 

모델에 Canon S110 Nir 카메라를 탑재하였다. 

eBee 모델은 고정익 드론 비행체로서 40분 이

상 비행으로 약 12㎢ 면적을 촬영할 수 있으며 

비행고도가 낮을 경우 1.5㎝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Lee et al., 2015). 또한 

Canon S110 Nir 카메라를 탑재함으로서 일반 

광학센서 외에도 근적외선(Nir) 밴드의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비행계획 수립을 위해 

eMotion SW를 활용하였으며 종중복도와 횡중

복도는 각각 80%와 70%로 설계하여 해상도 5 

㎝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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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DVI 

     

(b) GNDVI

  

(c) SAVI 

     

(d) MSAVI 

FIGURE 4. Vegetation index distribution map

드론영상의 위치정확도 확보를 위해 지상기준

점(Ground Control Point, GCP)을 선정하였으

며, VRS(Virtual Reference Station) 측량을 

통해 GRS80 TM 좌표를 취득하였다. 촬영된 

드론 영상에 대해 지상기준점 측량성과와 매칭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Pix4D Mapper SW

를 활용하여 영상을 접합한 후 식생지수 계산을 

위해 Red, Green, Blue, 근적외선(Nir) 밴드의 

정사영상을 구축하였다. 

3. 식생 활력도를 고려한 식생지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드론 영상 접합을 통해 구축한 

광학(RGB) 및 근적외선(Nir) 정사영상을 GIS 

공간연산 기법을 통해 그림 4와 같이 NDVI, 

GNDVI, SAVI, MSAVI 분포도를 구축하였으며 

각 식생지수별 통계특성은 표 3과 같다. 연구대

상지는 그림 3과 같이 나무나 초지와 같은 식생

을 비롯하여 운동 코트, 트랙 그리고 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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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tion Index Minimum Maximum Mean Standard Deviation

NDVI -0.443 0.888 0.169 0.267

GNDVI -0.499 0.857 0.156 0.243

SAVI -0.664 1.335 0.195 0.367

MSAVI -1.589 0.942 0.212 0.338

TABLE 3. Statistical Characteristics by Vegetation Index

(a) Select a vegetation location only where 

vegetation vitality is good

(b) Where vegetation vitality is slightly lower, 

the vegetation location is also selected

FIGURE 6. Selection of vegetation location considering vegetation vitality

다양한 토지피복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게이트

볼, 배드민턴 그리고 농구코트의 경우 녹색의 

인조코트가 시공되어 있으며 일반 광학(RGB) 

영상만으로는 식생(Vegetation)과 비식생(Non 

-vegetation) 영역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림 4의 드론 센서 기반의 식생지수 분포도를 

살펴보면 게이트볼, 배드민턴 그리고 농구코트

의 식생 활력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식생의 활력도

를 고려한 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 번

째 시나리오는 식생의 활력도가 좋은 지점만 식

생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

는 식생 활력도가 약간 부족한 지점도 식생지역

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림 6은 연구대상지에

서 VRS 측량을 통해 식생 활력도를 고려한 

200점의 식생(Vegetation) 및 비식생(Non- 

vegetation) 지점의 위치를 구축한 것이다.

FIGURE 5. Vegetation vitalit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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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tion

Index
Threshold value

NDVI

> 0.4 > 0.5 > 0.6

GNDVI

> 0.4 > 0.45 > 0.5

SAVI

> 0.7 > 0.8 > 0.9

MSAVI 

> 0.60 > 0.65 > 0.70

FIGURE 7. Selection result of vegetation area according to the threshold value

그림 4의 NDVI, GNDVI, SAVI, MSAVI 식

생지수 분포도로부터 경계값(Threshold)을 일

정 구간별로 변화시키면서 식생지역의 영역을 

그림 7과 같이 선정하였다. 그림 7에서 식생을 

제외한 호수, 운동 트랙 그리고 게이트볼, 배드

민턴 및 농구코트 등이 식생 영역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의 식생 활력도를 고려한 식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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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tion
Index

Threshold
value

Field data
Drone-based analysis results Kappa 

coefficientVegetation Non-vegetation

NDVI

> 0.4
Vegetation 198 44

0.770
Non-vegetation 2 156

> 0.5
Vegetation 193 7

0.930
Non-vegetation 7 193

> 0.6
Vegetation 162 1

0.805
Non-vegetation 38 199

GNDVI

> 0.4
Vegetation 195 16

0.895
Non-vegetation 5 184

> 0.45
Vegetation 185 6

0.895
Non-vegetation 15 194

> 0.5
Vegetation 170 0

0.850
Non-vegetation 30 200

SAVI

> 0.7
Vegetation 195 11

0.920
Non-vegetation 5 189

> 0.8
Vegetation 187 2

0.925
Non-vegetation 13 198

> 0.9
Vegetation 162 1

0.805
Non-vegetation 38 199

MSAVI 

> 0.6
Vegetation 198 26

0.860
Non-vegetation 2 174

> 0.65
Vegetation 194 7

0.935
Non-vegetation 6 193

> 0.7
Vegetation 186 2

0.920
Non-vegetation 14 198

TABLE 4. Kappa coefficient of the result of selecting only vegetation vitality as the 

vegetation area

선정 지점과 그림 7의 경계값 구간별 식생지역 

선정 결과를 공간 중첩하여 2가지 시나리오인 

식생 활력도가 좋은 지점만 식생지역으로 선정

한 결과와 식생 활력도가 약간 부족한 지점도 

식생지역으로 선정한 결과의 Kappa 계수를 각

각 표 4 및 5와 같이 계산하였다.

식생 활력도가 좋은 지점만 식생지역으로 선

정한 결과의 Kappa 계수를 분석한 표 4의 결과

를 살펴보면, NDVI, GNDVI, SAVI, MSAVI 

식생지수가 대부분의 경계값 구간에서 높은 

Kappa 계수를 보였으며 특히 MSAVI 식생지수

의 Kappa 계수가 0.65 미만의 경계값 구간에

서 0.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NDVI, 

GNDVI, SAVI 식생지수의 Kappa 계수도 0.5, 

0.4~0.45, 0.8 미만의 경계값 구간에서 각각 

0.930, 0.895, 0.925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식생 활력도가 약간 부족한 지점도 식생

지역으로 선정한 결과의 Kappa 계수를 분석한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NDVI, GNDVI, 

SAVI, MSAVI 식생지수가 식생 활력도가 좋은 

지점만 식생지역으로 선정한 표 4에 비해 비교

적 낮은 Kappa 계수를 나타내었다. NDVI, 

GNDVI, SAVI, MSAVI 식생지수에서 가장 높

은 Kappa 계수는 0.5, 0.4, 0.7, 0.7 미만의 경

계값 구간에서 각각 0.733, 0.759, 0.683, 

0.738로 확인되었다. 표 5와 같이 식생 활력도

가 약간 부족한 지역도 식생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물은 드론 영상의 해상도 특성상 식

생 영역을 효과적으로 식별하는데 다소 한계를 

보였으며,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조사한 지점과 

비교하여 약간 불일치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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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tion
Index

Threshold
value

Field data
Drone-based analysis results Kappa 

coefficientVegetation Non-vegetation

NDVI

> 0.4
Vegetation 212 38

0.692
Non-vegetation 21 129

> 0.5
Vegetation 194 14

0.733
Non-vegetation 39 153

> 0.6
Vegetation 156 2

0.618
Non-vegetation 77 165

GNDVI

> 0.4
Vegetation 207 21

0.759
Non-vegetation 26 146

> 0.45
Vegetation 192 10

0.745
Non-vegetation 41 157

> 0.5
Vegetation 168 4

0.663
Non-vegetation 65 163

SAVI

> 0.7
Vegetation 198 27

0.683
Non-vegetation 35 140

> 0.8
Vegetation 180 13

0.672
Non-vegetation 53 154

> 0.9
Vegetation 148 7

0.556
Non-vegetation 85 160

MSAVI 

> 0.6
Vegetation 206 30

0.706
Non-vegetation 27 137

> 0.65
Vegetation 195 17

0.722
Non-vegetation 38 150

> 0.7
Vegetation 184 4

0.738
Non-vegetation 49 163

TABLE 5. Kappa coefficient of the result of selecting the vegetation area also at the point 

where vegetation vitality is slightly insufficient

식생 활력도가 다소 부족한 지역의 식생지수 

분석 정확도가 식생 활력도가 높은 지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비점오염원 및 토사유실 

연구와 같이 잎이나 줄기의 활력도가 다소 낮아

도 많은 뿌리가 분포함으로서 강우시 토립자의 

이탈을 억제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북 전주시 문학대공원을 대

상지로 선정하여 식생 활력도를 고려한 드론 기

반의 식생지수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eBee 고정익 드론에 Canon S110 Nir 

카메라를 탑재하여 연구대상지에 대한 드론 영

상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VRS 측량을 통해 구한 

지상기준점 성과를 Pix4D Mapper SW를 통해 

드론 영상에 매칭하고 접합과정을 수행함으로서 

식생지수 분석에 필요한 광학 및 근적외선 정사

영상을 구축할 수 있었다.

둘째, 드론 센서를 통해 구축한 광학 및 근적

외선 영상을 공간연산기법을 통해 계산함으로서 

NDVI, GNDVI, SAVI, MSAVI 식생지수를 계산

하여 각 지수별 통계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셋째, 식생 활력도를 고려한 식생지수 분석 

결과 식생 활력도가 좋은 지점을 식생지역으로 

선정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식생 활력도가 다소 

부족한 지점도 식생지역으로 선정한 두 번째 시

나리오에 비해 모든 경계값 구간에서 Kappa 계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식생 활력도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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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점을 식생으로 분석하는 시나리오의 분류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식생지수 경계값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식생지수 분류 정확도를 살펴보면 먼저 식생 활

력도가 좋은 지점만 식생지역으로 선정한 결과

에서는 MSAVI의 Kappa 계수가 0.65 미만의 

경계값 구간에서 0.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NDVI, GNDVI, SAVI의 Kappa 계수도 0.5, 

0.4~0.45, 0.8 미만의 경계값 구간에서 각각 

0.930, 0.895, 0.925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식생 활력도가 약간 부족한 지

점도 식생지역으로 선정한 결과에서는 0.5, 0.4, 

0.7, 0.7 미만의 식생지수 경계값 구간에서 

NDVI, GNDVI, SAVI, MSAVI의 Kappa 계수

가 0.733, 0.759, 0.683, 0.738로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식생 활력도를 고

려한 식생지수 경계값 구간별 Kappa 계수를 계

산함으로서 식생지수의 분류 정확도를 분석하였

으며 특히 비점오염원이나 토사유실 분석에서 

식생 활력도가 다소 낮지만 뿌리가 존재하여 강

우시 토립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식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에서 식생지수 유형별 경계값 구

간을 선정하여 활용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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