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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re-blight disease is a kind of contagious disease affecting apples, pears, and some other 
members of the family Rosaceae. Due to its extremely strong infectivity, once an orchard is 
confirmed to be infected, all of the orchards located within 100 m must be buried under the 
ground, and the sites are prohibited to cultivate any fruit trees for 5 years. In South Korea, 
fire-blight was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in the Ansung area in 2015, and the infection is 
still being identified every year. Traditional approaches to detect fire-blight are expensive 
and require much time, additionally, also the inspectors have the potential to transmit the 
pathogen,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mote, unmanned monitoring system for fire-
blight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disea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ct fire-blight on 
pear trees using discriminant analysis with color information collected from a rotary-wing 
drone. The images of the infected trees were obtained at a pear orchard in Cheonan using 
an RGB camera attached to a rotary-wing drone at an altitude of 4 m, and also using a smart 
phone RGB camera on the ground. RGB and Lab color spaces and discriminant analysis were 
used to develop the image processing algorithm. As a result, the proposed method had an 
accuracy of approximately 75% although the system still requires many flaws to be improved.

Keywords: discriminant analysis, drone, fire-blight, lab color space, RGB color 
space

Introduction
화상병(fire blight)은 배와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생기는 세균성 병해의 일종으로, 병원균인 

Erwinia amylovora에 의해 발생한다(Kim and Yun, 2018). 화상병의 병원균은 나무줄기의 궤양 

가장자리의 살아있는 조직에서 겨울을 나며, 봄이 되어 기온이 18℃ 이상이 되면 활성화된다. 

개화된 꽃이 가장 감염되기 쉬운 조직이고 바람과 비, 그리고 벌과 같은 화분매개 곤충에 의
해 건전한 꽃으로 계속 병원균이 전파된다(RDA, 2017). 화상병은 우리나라 ｢식물방역법｣에 

의거하여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Kim and Yun, 2018) 매우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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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MAFRA, 2018). 화상병은 장미과 39속 180여 종인 인과류, 핵과류 과수, 관상용 식물 등 매우 

광범위한 종류의 식물을 감염시킨다. 화상병이 배에 감염될 경우 꽃, 잎, 가지, 열매 및 줄기 등의 조직이 흑갈색으
로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고, 심각한 경우 궤양을 생성하여 나무 전체를 고사 시키기 때문에 수확이 불가능해진다
(Kim and Yun, 2018).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에서 국내에 최초로 화상병이 발생하였다(Jeong et al., 2018; Lee, 2018). 최초 

발생 이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제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상병에 의한 피
해 면적은 2015년 43농가(42.9 ha), 2016년 17농가(15.1 ha), 2017년 33농가(22.7 ha), 그리고 2018년에는 36농가(25.5 

ha)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까지 총 100 ha 이상의 과수원이 폐원하여 농가에 큰 피해를 미치고 있다
(MAFRA, 2018). 특히 2018년에는 강원도 평창과 원주, 총 2농가(1.8 ha)에서 화상병 감염이 새롭게 확인되어 이제는 

화상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MAFRA, 2018).

화상병에 감염된 과수는 ｢식물방역법｣에 근거한 �화상병 예찰 방제 지침�에 따라 모두 폐기되며, 감염이 의심되
는 개체는 발견 즉시 매몰된다. 화상병 감염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수원 전체 및 반경 100 m이내의 기주 식물
까지 모두 매몰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5년간 동종 과수의 재배가 금지되어 피해가 심각하다(Jeong et al., 2018). 

또한,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과일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미국, 유럽 등 40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매우 심
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Lee at al., 2015). 그 동안 식물 검역을 이유로 배와 사과의 수입을 금지했던 우리나라
에 화상병이 정착된다면 과수 산업은 매우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GSnJ, 2007; Hwang et al., 2012).

현재까지 화상병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한 번 감염되면 피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며, 이를 위해 처음 화상병이 발병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공적 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 화상
병이 발생한 지역의 과수농가는 월동기인 1차 동계 방제와 더불어 개화기에 항생제 계통의 등록 약제로 추가 방제
를 2회 실시해야 한다(RDA, 2019). 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물리적 조치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11팀 63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안성, 천안, 제천 등 화상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예찰을 4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채취한 시료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정밀 검사를 수행하고, 화상병으로 확진 판
명되면 해당 과수원은 굴취, 매몰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RDA, 2016). 과수가 화상병에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부 농가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으나, 결국에는 화상병이 과수원 전체로 확
산·감염되어 2차 피해 발생 및 주변 배 과수 농가로 확산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화상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화상병 관련 연구는 �배 화상병 발병에 미치는 우리나라 환경
요인에 대한 Maryblyt 모형 연구(Kim, 2018)�, �기내 검정법을 이용한 국내 과수 화상병 방제제 선발(Lee et al., 2018)�, 
�항형철 기반 진단 스트립을 이용한 과수 화상병 현장진단(Heo et al., 2017)�등과 같은 생물·화학적 연구가 대부분이
다. 그러나 화상병 예찰에 있어서 투입되는 인력, 시간, 비용 및 작업자의 출입에 따른 추가확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화상병의 효과적인 예찰을 위해 과수원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측할 수 있는 기
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기술이 바로 영상센서가 탑재된 드론을 이용한 예찰기술이다. 산림
분야의 경우,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드론과 영상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 과수 원예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화상병의 확산 및 추가 전염에 의한 2차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한 화상병 예찰 시스템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회전익 드론과 RGB 영상 센서를 이용하여 화상
병 예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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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화상병 발생지역 영상 데이터 취득
화상병 감염 과수의 RGB 영상 데이터는 화상병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천안시 입장면 독정리에 위치한 배 과수
원에서 취득하였으며(Fig. 1) 화상병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질병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와 천
안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해당 농가의 협조와 통제를 받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영상처리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영상 

데이터와 감염부위 검출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 데이터를 각각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여 취득하였다. 검역법에 의해 

화상병 감염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되는 영상 데이터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RGB 카메라를 이용하여(Fig. 2) 과수원 내부에서 직접 촬영하여 취득하였으며 화상병 감염부위 검출을 위
한 데이터는 DJI (Da Jiang Innovation)팬텀 4 Pro V2.0 회전익 드론과 해당 드론에 탑재된 RGB 카메라를(Fig. 3) 이용
하여 취득하였다. 해당 RGB 카메라의 기본 제원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회전익 드론에 탑재된 RGB 카메는 

가로 5,472 pixel × 세로 3,648 pixel의 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영상 취득은 드론을 지표면으로부터 약 4 m의 고도로 

비행시킨 후 RGB 카메라 방향이 지면과 수직인 상태로 과수원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고도 4 m에서 촬영한 RGB 영
상의 공간분해능은 0.11 cm·pixel-1이며, 감염부위가 포함된 60장의 영상을 취득하였다. 회전익 드론 및 드론에 부착
된 RGB 카메라의 제원은 각각 Table 2와 Table 3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ground-based RGB camera.
Category Detail
Model IPhone 7+
Company Apple
Weight 188 g
Resolution 12 MP

Table 2. Specifications of rotary-wing drone.
Category Detail
Model DJI Phantom4 Pro V2.0
Company DJI
Weight 1,388 g
Sensing distance 30 m
Control distance 7 km
Flight speed 50 - 72 km·h-1

Flight time 30 min (Max)
DJI is initial of Da Jiang Innovation. 

Table 3. Specifications of ground-based RGB camera.
Category Detail
Model DJI Phantom4 Pro V2.0
Company DJI
Sensor resolution 20 MP
Image resolution 5,472 × 3,648 pixel (25 fps)
Band Red, green, blue

DJI is initial of Da Jiang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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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rone-based image acquisition system.

Fig. 2. Ground-based RGB camera.

Fig. 1. Image acquisitio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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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부위 검출을 위한 영상처리 기법
RGB 및 CIE L*a*b* 색상 공간
CIE L*a*b* 색공간은 밝기에는 차원 �L*�을, 빨강 - 녹색에 차원 �a*�를, 노랑–파랑에 차원 �b*�를 갖는 색상 대칭 공간

이며 공식명칭은 CIE 1976 L*a*b* 색상 공간이다. 이 색공간은 인간 시각의 대립에 기반하고 있으며 RGB 색상 공간
과는 달리 인간의 시각 시스템과 유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미지의 색상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석 및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McLaren, 1976; Pointer, 1981) 이 색상 공간의 차원 L*이 독립적으로 밝기(lightness) 만
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명 변화에 더 큰 내성(immunity)을 제공한다(Hernandez-Lopez et al., 2012; Kim, 2015). RGB로 

표현되는 색상을 L*a*b* 색상 공간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선형 변환으로부터 계산된다.

판별분석법
판별분석은 이미 알려진 상호배반적인 몇 개 집단에 속하는 다변량 관측치로부터 각 집단의 차이를 분류할 수 있
는 함수를 예측하거나, 소속집단을 모르는 새로운 관측치를 예측된 함수를 이용하여 어떤 집단에 분류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론이다. 판별분석법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관측치를 특정 집단에 할당하기 위한 최적분류 규칙인 판
별 함수를 유도하는 것이고, 여러 집단 사이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구분할 수 있는 판별함수를 유도한다. 판별분
석을 통하여 도출하려는 독립변수들의 판별함수는 식(1)과 같이 판별식을 만들어 내어 이 식에 분류하고자 하는 각 

대상들의 특징을 대입해서 각 대상들이 속하는 집단을 찾아낸다(Ra and Jun, 2010).

D = d0 + d1X1 + d2X2 + … + dnXn                   (1)

여기서, D = 판별점수, d0 = 절편, Xi = 독립변수, di = 각 독립변수의 가중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에서 취득한 5장의 RGB 영상을 이용하여 감염부위와 비감염 부위의 RGB 값과 L*a*b* 값을 추
출한 후 판별분석을 사용하여 감염부위를 분류할 수 있는 판별식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판별식을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에 적용하여 감염부위를 검출하였다. 지상에서 취득한 이미지의 해상도는 720 × 960 픽셀이며, 드론에서 촬영
한 영상의 해상도는 5,472 × 3,078 픽셀이다.

분류 정확도의 평가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감염부위를 수작업으로 직접 분류한 영상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분류한 

영상을 겹쳤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의 픽셀이 중복하는지를 분류 정확도의 척도로 평가하였으며(Grau et al., 2004), 비
트연산자 �AND�을 사용하여 중복도를 계산하였다. 중복도는 감염부위의 전체 픽셀 수에 대한 중복되는 픽셀의 수
로서 정의하였으며 평가는 Matlab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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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영상처리의 알고리즘은 Fig. 4와 같이 나타냈다. 각 처리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Test image input: 드론 영상으로부터 취득한 스틸 이미지 입력
▪Background removal using b* channel of L*a*b*: 입력한 RGB 영상을 L*a*b* 로 변환한 후 b* 채널만을 이진화하여 일
차적으로 배경 분리
▪Overlay raw image: 이진화한 b* 채널에 원본영상과 겹침
▪Training data input: 지상으로부터 취득한 영상으로부터 취득한 RGB 값과 L*a*b* 값 입력
▪Discriminant analysis: RGB값과 L*a*b* 값을 이용하여 판별함수 작성
▪Apply discriminant function: 판별함수 적용
▪Image binarization and background removal: 이진화하여 추가 배경 분리
▪Pixel intensity is lower than 55 and higher than 0: 그레이 스케일 값이 55이상은 0 (비감염), 이하는 1 (감염)로 이진화
한 후 최종영상 생성
▪Removing blobs with more than 25,000 pixels: 넓은 면적으로 검출되는 나무의 가지 및 몸통 부분 제거

Fig. 4. Image segment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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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riginal RGB image obtained from the drone.

Results and Discussion

판별분석법을 이용한 배경분리
지상에서 취득한 RGB 영상을 이용하여 감염부위와 비감염 부위의 RGB 값을 추출하고, L*a*b* 값으로 변환한 후 

총 6차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감염부위를 분류할 수 있는 판별식을 작성하였다. 판별식은 RGB 및 L*a*b* 변환 데
이터를 이용하여 엑셀에서 제공하는 다중회기분석으로 각 변수의 가중치를 계산하였고, 식(2)와 같다. 개발된 판별
식을 이용하여 클래스별 판별점수의 평균과 클래스별 평균의 분산이 최대가 되는 판별점수를 계산한 결과 0.444로 

나타났으며, 이 값을 기준으로 각 픽셀의 판별점수가 0.444이상이면 식생, 이하면 비식생으로 분류하였다.

D = 1.414 − (0.068R) + (0.079G) − (0.021B) + 0.017L) + (0.182a) − (0.005b)

C = 0.444               (2)

L*a*b* 색상 공간을 이용한 배경분리
Fig. 5(a)은 촬영고도 4 m 상공에서 1" 20 MP RGB 카메라로 취득한 스틸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Fig. 5(b)는 원본 

영상의 감염부위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정상 과수의 잎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반면, 화상병 발생 과수의 잎은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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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b*-channel image converted from the original.

Fig. 7. Binarization of the b*-channel image.

Fig 6은 Fig 5(a)의 원본 RGB 영상을 L*a*b* 로 변환한 후 b* 채널만을 표시한 것이다. 원본 RGB 영상을 L*a*b* 로 변
환한 후 b* 채널만을 이진화하여 일차적으로 배경을 분리하였다. L*a*b* 색상 공간에서 파란색과 노란색을 표현하
고 있는 b* 채널에서 식생(건강한 잎)과 비식생(감염부위, 작업자, 흙, 나뭇가지, 나무 몸통, 죽은 나뭇잎, 기타 장애
물 등등)을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 비식생은 노란색으로 어둡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식생은 파란색으
로 밝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에서 화상병 감염 부위의 b* 값을 분석한 결과, 8 bit로 표현된 밝기 값이 약 

40에서 150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값을 영상에 적용시켜 Fig. 7과 같이 이진화하였다. 다음으로 판
별분석법을 적용시켜 Fig. 7에서 분리되지 못한 영역들을 추가로 분리하였다. Fig. 8은 원본영상에 판별점수 0.444

를 적용시켜 감염부위로 판단되는 부분만이 표시되도록 이진화한 영상이다. Fig. 7과 Fig. 8을 오버레이하여 공통적
으로 감염부위로 분류된 부분만을 표시하였다.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상병 감염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픽셀
이 화상병 감염부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본 RGB 영상에 오버랩하여 Gray-

scale로 변환한 후 감염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픽셀의 Gray-scale 값을 분석한 결과, 해당 값은 55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ray-scale 값 55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이진화하여 최종적으로 화상병 감염 부위를 검출하였다. 결과 영상
은 Fig.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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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inarization by the discriminant function.

Fig. 9. Final image generated by using the proposed method.

분류 정확도 평가
분류 정확도는 감염 부위를 수작업으로 직접 분류한 영상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류한 영상의 

픽셀 중복도를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영상은 촬영고도 4 m 상공에서 1" 20 MP RGB 카메라로 취득한 스틸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감염부위가 촬영된 영상 1장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Fig. 

10 은 영상처리 과정 및 분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a)는 RGB 원본 영상, (b)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화
상병 감염부위를 검출한 결과 영상, (c)는 픽셀의 수가 25,000 개 이상인 영역을 제거한 영상, 그리고 (d)은 수작업으
로 분리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c)는 넓은 면적으로 검출되는 나무의 가지 및 몸통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MATLAB에서 제공하는 함수 bwareaopen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화상병 병징은 일반적으로 잎이나 가지에 나타
나기 때문에 영상에 투영되는 면적이 몸통과 줄기에 비해 매우 작다. 본 연구에 사용된 영상에서 화상병과 색상정
보가 동일하나 감염부위가 아닌 부분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임계 면적은 25,000 픽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
부위가 나무의 몸통이나 줄기에 매우 인접해있는 영상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며 보다 다양한 영상을 사용할 경우, 

픽셀의 수는 더 작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분류 정확도는 감염부위 면적대비 중복되는 픽셀의 수로 평가되었으며, 

평균적으로 약 73 - 75%의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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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연구는 화상병은 Erwinia amylovora 균에 의해 배, 사과 등 장미과 식물을 기주로 삼아 발병하는 세균성 병해의 

일종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화상병의 신속한 예찰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수행되
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감염여부를 원격으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센서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센서의 

성능이 높을수록 운용함에 있어서 높은 비용이 소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중적이고 운용비용이 비교
적 저렴한 RGB 센서를 이용하여 배나무의 화상병 감염 부위를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화상병 검출은 감염 잎, 정상 잎, 배경 등을 분리하기 위해 지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을 취득한 후 L*a*b* 

색상공간과 판별분석법을 사용하여 감염부위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다양한 각도와 높이에서 영
상촬영을 해본 결과 4m 상공에서의 촬영이 가장 적합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고도 4 m 상공에서 1" 20 MP RGB 

카메라로 화상병 감염 과수를 취득한 스틸영상을 분석하였다. RGB 색상공간으로 표현되는 영상에서 다양한 정보
를 선택적으로 추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RGB 색상공간보다 색채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며 그림자의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L*a*b* 색상공간으로 변환한 후 감염부위 및 비감염 부위, 기타 비식생 요소의 정보를 추출하여 

비교하였으며, 화상병 감염 부위를 검출할 수 있는 임계값을 제안하였다. 또한 과수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면적대비 중복되는 픽셀 수를 비교하였다.

Fig. 10. Image processing result and comparison with the manually segmented image (im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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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면적대비 중복되는 픽셀은 약 75%로 나타났으며 L*a*b* 색상정보를 이용한 방법이 감염 부위와 비감염 

부위 또는 식생과 비식생은 분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화상병 감염 부위와 비슷한 색상정보를 

가지는 땅, 그림자, 낙엽 및 잔가지 등과 같은 비식생 영역이 화상병 감염부위와 색상정보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화상병 감염 부위가 모두 검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RGB 센서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염 부위 검출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파
장대의 센서를 조합하면 감염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영상 전처리 방
법 등을 적용하여 화상병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3D 영상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포인트 기반의 화
상병 검출 방법 및 관련 알고리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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