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7, No. 10, pp. 1353~1357, 2018

http://doi.org/10.5370/KIEE.2018.67.10.1353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135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무인기로 촬영한 무 재배지 영상의 정규식생지수(NDVI)를 활용한 

병충해 분석 연구

Analysis of Fusarium Wilt Based o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for Radish Field Images from Unmanned Aerial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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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Fusarium wilt of radish by us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UAV) with the 

NDVI-7 camera. The UAV have taken near-infrared images of the Radish field in Gangwon area, which is affected by 

Fusarium wilt.  Based on those images, we analyzed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and compared conditions of 

radish by using the Blue value among Regular Vegetation Index in NDVI. First, the radish field is divided into three fields for 

radish, soil and vinyl. Each field has separate Blue values that are radish 0.4890, soil 0.2959, vinyl -0.0605 respectively.  

Second, radish condition levels are divided into four stages which are normal, early, middle, and late stage of Fusarium wilt. 

The average values of each stage are normal 0.5165(100%), early 0.4565(88%), middle 0.3444(66%), and late 0.1772(34%) 

respectively. This result shows that this NDVI value is validated by measuring conditions of Radish an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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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2050년까

지 9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작물을 더 많이 심거나 

더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는 세계 식량 위기를 피하기위

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현재의 양식 방법 내에서 

더 큰 효율성이다. 작물을 재배하고 토지 사용을 규제하는 새로

운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과학 기술은 농민들이 식량을 더 많이 키우고 세계 식

량 위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중에는 자동 관개 시

스템, 무인 항공기, 무인 트랙터, 작물 건강 모니터링 및 소의 얼

굴 인식 기능을 포함한다[1].

최근 무인기 시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양한 용

도의 무인기가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인기의 농업 분야 

활용은 모든 무인기 제작사들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대형 농지를 가진 국가에서는 이미 무인기를 농지 원격 관

리에 적극 활용하여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2], 무인기를 사

용하지 않은 농지와 차이가 커 국가에서 무인기 사용의 제제 정

책까지 거론되었다[3]. 국내에서도 무인기가 농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무인기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에 따라 가시영역, 적외선, 자외선 

등 다양한 범위의 영상 획득이 가능하며 그에 맞는 다양한 영상 

분석 기법들이 활용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근적외선 영상과 그 특

징을 활용한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통하여 식물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였다.

무는 국내 채소 재배면적의 10%를 차지하며, 종자수출액 1위

를 점유하는 만큼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원예작물이다. 현재 강

원도 등 무 대형 산지에서는 매년 시들음병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의 약 20~30% 정도의 농지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오염지역이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시들음병은 발생하게 

되면 방제가 어려워, 저항성 품종의 개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

찰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예찰을 위하여 무인기를 활용한 분

석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기존 가시영역의 무 밭 영상을 이용하여 영상의 화소 값의 히

스토그램과 LBP(Local Binary Patterns) 정보를 이용하여 머신러

닝 과정을 통해 무, 땅, 비닐 영역을 분석하고[4], 딥 러닝과 CNN 

모델을 활용하여 시들음병을 탐지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5].

본 논문에서는 근적외선 영역의 영상과 식물의 건강 상태에 

따른 적외선 반사량의 차이를 수치화한 정규식생지수를 활용하여 

병충해 탐지 방법을 연구하였다.

2. 관련 연구

2.1 근적외선(Near Infrared)

햇빛이나 발열체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산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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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적색 스펙트럼의 끝보다 바깥쪽에 있는 것이 적외선이며, 

이 가운데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이 근적외선이다. 적외선은 일반

적으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 비해 강한 열작용을 지니고 있어 

공업용이나 의료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근적외선 기술의 물리학 및 화학 원리, 데이터 분석, 계측, 상

업 분석기 및 분광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정보를 제공된

다. 유럽, 북미, 소련, 아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연구가 검토

되고 있으며 밀 번식, 시리얼 알갱이, 지방 종자, 과일, 채소, 유

제품, 양모 및 합성 섬유에 대한 적용 분야가 다루어진다[6].

2.2 정규식생지수(NDVI)

정규식생지수의 개념은 Krigler에 의해 처음으로 설명되었으며

(1969), Rouse이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1972)[7]. 정규식생지수

는 영상 처리 기술로서 식생의 유 · 무를 강조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다. 초기에는 높은 상공에서 얻은 영상을 통해 토지의 황

폐화 및 복원력을 포함한 다양한 평가 및 원격 감지 용도로 사

용 되었으며[8], 최근 무인기 보급이 증가하고, 기체 가격 또한 

감소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용이해졌으며, 농업 분야에서

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1].

NDVI가 식생조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식물 고유의 

분광반사 특성 때문이다. 식물의 잎에 함유되어 있는 클로로필(식

물 녹엽의 녹색 색소)은 0.45 ㎛~0.67 ㎛의 파장대역을 강하게 흡

수하며, 그 결과로서 가시광선 영역의 적색밴드에서 반사율은 낮

아지게 된다. 또한 0.74 ㎛~1.3 ㎛의 근적외선 영역에서의 강한 반

사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적색밴드에서 강한 흡수와 근적외선 밴

드에서의 강한 반사를 갖는 특수성에 의해 적색/근적외선 영역이 

식생조사에 이용되고 있다.

2.2.1 NDVI Red 

일반적인 NDVI, True NDVI라고도 한다. 근적외선 밴드와 적

색광 밴드 사이의 값의 차이를 두 밴드를 합한 값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NDVI Red는 –1에서 +1 사이의 숫자이며 +1은 건강

한 식물을 나타내며 -1은 사망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식

물을 나타낸다. NDVI Red는 작물 건강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과

학계에서 널리 연구되고 활용되었다[7][8][9].




(1)

2.2.2 NDVI Blue 

NDVI Blue는 NDVI Red 방정식의 사용된 Red 채널을 Blue 

채널로 대체한 NDVI Red 방정식의 변형이다. NDVI-7 카메라에

서는 NIR 차단 필터가 제거되고 적색 대역 차단 필터로 교체된

다. 따라서 NIR과 RED 채널 값을 같이 획득할 수 없으므로 

NDVI Red의 사용이 불가하여, NDVI Blue식을 활용하였다. 

NDVI Blue는 NDVI Red 보다 작물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여 농

작물 상태의 따른 대비가 적으며, 광합성을 하지 않는 물질에 대

해서는 제대로 된 값을 산출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요한 장점은 

단일 카메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다중 카메라 멀티 스펙트럼 

시스템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1장의 영상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추출한 NDVI 값은 모두 NDVI Blue 값이다.




(2)

3. 연구 방법

3.1 영상 획득

본 논문에 사용된 영상은 2016년 강원도 홍천 지역의 시들음

병 발병 지역에서 촬영하였다. 사용된 무인기는 DJI 팬텀 4 PRO

이며 근적외선 영상을 획득을 위해 특수 렌즈를 부착한 카메라

(IRpro NDVI-7)를 장착하였다. 

그림 1 UAV로 획득한 무 밭 영상

Fig. 1 Acquired field image by UAV

사용된 카메라는 가시영역(RGB)의 R 채널 대신 파장 680~ 

800nm의 근적외선(NIR)과 일반적인 Green, Blue 채널의 값을 

획득한다. 촬영은 무인기를 10m 높이에 위치시키고 수직 방향

으로 촬영되었고, 해상도는 4000x3000이다. 그림 1은 본 논문에 

사용된 원본 무밭 영상이다.

3.2 NDVI 분석

3.2.1 시각화 

원본 영상에서 NDVI Blue 수식을 활용하여 수치화한 –1~1 

범위의 값을 0~255 범위의의 그레이 레벨로 치환하여 그림 2와 

같이 시각화하였다. 보다 명확한 비교를 위하여 그레이 레벨의 

영상을 그림 3과 같이 색상(Hue) 채널로 변경하였다. 그림 4의 

GIMP 2 소프트웨어로 무 영역만을 추출한 후 NDVI 값을 색

상 채널로 시각화하여 무의 건강 상태에 따른 NDVI 값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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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레이 레벨로 시각화된 NDVI

Fig. 2 NDVI visualized in gray level

그림 3 색상 채널(H)로 시각화된 NDVI

Fig. 3 NDVI visualized in Hue(H)channel 

그림 4 무 영역만 색상 채널(H)로 시각화된 NDVI

Fig. 4 NDVI visualized in Hue(H)channel only radish area

3.2.2 영역별 NDVI 비교

GIMP 2 소프트웨어로 무 밭 영상을 무, 땅, 비닐 영역으로 분

류하고, 각 영역에 NDVI 값을 추출하여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5 정상 무 (A)원본, (B)무 영역, (C)NDVI

Fig. 5 Normal radish(A) Original image,(B) Only radish, (C) 

NDVI

그림 6 시들음병 초기 (A) 원본, (B) 무 영역, (C) NDVI

Fig. 6 Early stages radish (A) Original image, (B) Only 

radish, (C) NDVI

그림 7 시들음병 중기 (A) 원본, (B) 무 영역, (C) NDVI

Fig. 7 Middle stages radish (A)Original image, (B) Only 

radish, (C) NDVI

그림 8 시들음병 말기 (A) 원본, (B) 무 영역, (C) NDVI

Fig. 8 Late stages radish (A)Original image, (B) Only radish, 

(C) NDVI

3.2.3 시들음병 NDVI 비교

원본 영상에서 시들음병이 발생한 무를 추출하여 병의 정도에 

따라 정상,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하고, NDVI 값을 비교하였다. 

그림 6, 7, 8, 9는 영상은 원본 영상에서 무 영역만을 추출한 후, 

NDVI값을 색상 채널로 시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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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들음병 정도에 따른 무 영역 NDVI

Table 2 Average NDVI according to the degree of wilt 

시들음병 단계 평균 NDVI

정상 0.5165

초기 0.4565

중기 0.3444

말기 0.1772

4. 결  과

4.1 무 밭 영역 분석

무 밭 영상을 무/땅/비닐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무, 

땅, 비닐 순으로 높은 NDVI 값을 가졌다. 비닐영역은 0에 가까

워 구분이 쉽게 되며, 땅 역영은 초록과 노랑의 경계인 0.3 정도

에 가깝고 무는 대부분 0.3 이상의 값을 가진다. 그림 4에서 무 

영역을 보면 무의 중앙은 붉은색이 분포되어 1에 가깝고 바깥쪽

으로 갈수록 낮아져 노란색이나 초록색도 띈다. 땅 영역은 초록

색을 띄며, 0.3 이하의 NDVI 값을 가진다. 땅 영역의 NDVI 값과 

무의 NDVI 값이 겹치는 구간이 존재하여 NDVI만 이용하여 무, 

땅 분리는 불가능하다. 그림 4에서 무 영역은 평균 0.48의 NDVI 

값을 가지며, 땅은 2.95, 비닐영역은 –0.065의 평균값을 가졌다.

영역 평균 NDVI

무 0.4890

땅 0.2959

비닐 -0.0605

표   1 무 밭 각 영역의 평균 NDVI

Table 1 Average NDVI of each field of radish field 

4.2 시들음병 분석

정상 무 그림 5의 경우 잎들의 색이 일정하며, 팽팽하다. 그림 

5.C를 보면 중앙은 NDVI 값 0.7 이상의 붉은 영역의 분포가 상

당히 많으며, 잎의 끝 쪽은 노랑, 초록 영역이 섞여 있다 무 영

역의 NDVI 값 평균은 0.5136이다. 

시들음병 초기 그림 6의 경우 색상의 변화는 적지만 잎들이 

마르기 시작하여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림 6.C를 보면 중앙

에 노란 영역의 비중이 커졌으며 붉은 영역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잎의 면적이 줄어드는 게 확연하다. NDVI 값은 정상에 조금 줄

어든 0.4565였다.

시들음병 중기 그림 7의 경우 잎이 말라 널브러지기 시작했으

며, 잎은 더욱 앙상해졌다. 그림 7.C를 보면 초록색 영역의 비중

이 붉은, 노란 영역의 비해 월등히 높아졌으며 붉은색은 거의 

사라졌다. 평균 NDVI 값은 0.3444로 초기에 비해 꽤 많이 낮아

졌다. 

시들음병 말기 그림 8의 경우 잎이 모두 말라 널브러져 있으

며 잎 전체가 변색되었다. 그림 8.C를 보면 전체적으로 녹색을 

띄며 붉은색은 찾아볼 수 없고 노란색만 간간히 있다. 평균 

NDVI 값은 0.1772로 앞에 단계들에 비해 차이가 확연했다.

5. 결  론

무인기를 이용하여 강원도 홍천의 시들음병 피해지역을 

NDVI-7 렌즈의 근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획득한 영상은 

NDVI Bule 식을 적용하여 무, 땅, 비닐 영역의 NDVI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닐 영역의 경우 NDVI 평균 값-0.0605로 다른 두 

영역에 무 0.4890, 땅 0.2959비하여 값의 차이가 커 쉽게 구분이 

가능하였다. 무 영역과 땅 영역의 평균값의 차이는 있지만, 무의 

건강 상태의 따라 땅의 NDVI값과 중복 혹은 더 낮은 지역이 존

재하였고, 특히 무의 경계와 땅 영역은 비슷한 NDVI 값을 가져 

NDVI 값만으로는 두 영역을 분리하기가 불가능하였다. 평균적으

로 무, 땅, 비닐 영역 순으로 높은 NDVI　값을 가졌다.

무의 시들음병 정도의 따른 NDVI 값 비교를 위해 무 영역만 

분리 하여 병의 정도에 따라 정상,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하여 

NDVI 값을 분석하였다. 시들음병 진행 정도에 따라 낮은 NDVI 

값을 가졌으며, 정상 무 0.5165, 초기 0.4565, 중기 0.3444, 말기 

0.1772 의 평균 NDVI 값을 가졌다. 시들음병 정도의 따라 NDVI 

차이가 존재하여 시들음병 탐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시각화하였

을 경우 비전문가도 쉽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정상 무

와 발병한 무의 잎사귀의 형태 차이가 있어 가까이서 보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대면적의 무 밭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보고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효율이 낮다. 해결방안으로 

UAV를 활용한 병충해의 원격탐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NDVI 

값을 분석하여 발병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영상 정합과 

GIS 등의 알고리즘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농업 원격 관리 시스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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