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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vegetation provides humans with various ecological spaces and is also very important in terms of water 

resources and climatic environment, many vegetation monitoring studies using vegetation indexes based on 
near infrared sensors have been conducted. Therefore, if the near infrared sensor is not provided, the vegetation 
monitoring study has a practical problem. In this study, to improve this problem, the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was used as a reference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vegetation index based 
on the optical sensor. First, the Kappa coefficient was calculated by overlapping the vegetation survey point 
surveyed in the field with the NDVI. As a result, the vegetation area with a threshold value of 0.6 or higher, 
which has the highest Kappa coefficient of 0.930, was evaluated based on optical sensor based vegetation index 
accuracy. It could be selected as standard data. As a result of selecting NDVI as reference data and comparing 
with vegetation index based on optical sensor, the Kappa coefficients at the threshold values   of 0.04, 0.08, and 
0.30 or higher were the highest, 0.713, 0.713, and 0.828, respectivel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RGBVI (Red 
Green Red Vegetation Index), the Kappa coefficient was high at 0.828.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vegetation 
monitoring study using the optical sensor is possible even in environments where the near infrared sensor is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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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식생은 인간에게 다양한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수자원 및 기후환경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적외선 
센서 기반의 식생지수를 활용한 식생 모니터링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근적외선 센서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식생 모니터링 연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NDVI 식
생지수를 기준자료로 하여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현장에서 조사한 식생조사 지점
과 NDVI 식생지수와의 중첩을 통해 Kappa 계수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Kappa 계수가 0.930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난 0.6 이상의 임계값을 갖는 식생영역을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 정확도 평가의 기준자료로 선정할 수 있었다. 
NDVI 식생지수를 기준자료로 선정하여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와 비교한 결과, 0.04, 0.08, 0.30 이상의 임계값 
구간에서 Kappa 계수가 각각 0.713, 0.713, 0.828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특히 RGBVI 식생지수의 경우 Kappa 계
수가 0.828로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근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광학센서를 활용한 식생 모니
터링 연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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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객체들이 분포하
고 있으며, 이 중 생태계는 인간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정
감을 제공해 주며 기후 및 생물리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
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일정 지역에 분포하는 식생의 유형
과 패턴 그리고 생육주기의 변화에 따라 그 지역의 지질, 토양, 
생태계 등이 크게 차이가 난다(Jones et al., 1998). 
원격탐사를 통해 취득한 영상자료에서 잎이나 수관층의 
분광복사량은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되는 양분에 따라 결정
된다. 건강한 잎은 양분을 생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수분, 
복사에너지의 세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대기중의 이산화
탄소와 뿌리 그리고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수분은 광합성에
서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며 태양광은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
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잎의 클로로필 흡수 특성
을 관측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파장영역은 0.45~0.52㎛와 
0.63~0.69㎛ 두 구간으로, 전자의 경우 카로틴과 클로로필에 
의한 흡수영역을 관측하는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는 클로로
필에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식물의 수관에 분포하고 
있는 엽록소의 흡수특성을 감지할 수 있는 원격탐사는 식
생분야에서 중요한 생물리적 변수를 얻을 수 있다(Chae et 
al., 2002). 
식생은 수자원 및 환경, 산림과 조경 그리고 도시계획 등
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지는 요소로서 식생정보를 효과적으
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Frohn 1998; Heute and Justice, 1999; Jose and Paulo, 2010; 
Zhang et al., 2014). 특히 Landsat, MODIS, SPOT 위성에 탑
재된 다양한 형태의 다중분광 센서를 활용하여 식생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식생지수(Vegetation Index, VI)가 개발되었
으며, 이를 통해 식생 모니터링이나 시계열 식생 변화 분석 등
이 가능해 졌다(Na et al., 2016; Kim et al., 2014; Mireia et al., 
2016; Ranjay et al., 2017).
그러나 기존의 위성영상을 활용한 식생 연구는 인공위성의 
주기해상도 문제로 인해 원하는 시기의 영상을 취득할 수 없
는 한계를 보였으며 해상도 역시 비교적 낮아 정밀한 식생 모
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드론 원격
탐사 기술이 도입되면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드론에 다중분광
센서를 탑재하여 활용함으로서 기존 인공위성을 통해 개발된 
기술들을 식생 연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Lee et al., 
2016; Lee and Choi, 2019).
식생지수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규식생지수(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비롯하여 광합

성 작용으로 나타나는 수관의 엽록소 특성을 효과적으로 탐
지하는 GNDVI (Gree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및 토양조절 식생지수(SAVI: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등의 계산식을 보면 모두 근적외선(Nir) 밴드를 기초
로 하고 있다(Genevieve et al., 1996; Xingwang and Yuanbo, 
2016). 따라서 드론을 활용한 식생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근
적외선 센서를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되므로 근적외선 센서
를 탑재할 수 있는 고가의 드론과 마운트 그리고 센서를 별도
로 구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광학센서(RGB) 기반의 식
생지수를 제시한 연구가 있었으나, 드론 영상 기반의 광학센
서를 활용한 연구를 비롯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가
장 우수한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를 제시한 연구는 진행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 드론과 근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식생지수를 계산해야 했던 기존의 연구를 개선하고자 비교
적 저가의 드론에 탑재된 광학센서를 활용하여 식생지수를 
계산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정확도가 높
은 식생지수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대상지역에 대해 
총 200점의 식생과 비(非)식생 위치를 조사하였으며, 현장 조
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가장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근
적외선 센서 기반의 NDVI 식생지수를 기준자료로 선정하였
다. 그리고 광학센서(RGB)를 탑재한 드론으로부터 촬영된 영
상으로부터 GRVI (Green Red Vegetation Index), MGRVI 
(Modified Green Red Vegetation Index), RGBVI (Red Green 
Red Vegetation Index) 등의 식생지수를 계산하였으며, 기준 
자료인 NDVI와의 공간 연산을 통해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
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광학 카메라가 탑재된 비교적 저
가의 드론으로부터 얻어진 영상을 활용하여 식생지수를 계
산하고 기존의 근적외선 기반의 식생지수와 비교함으로서 광
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목적
을 두었다.

2. 연구고찰 및 방법

식물의 생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
도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녹색식물의 상대적 분
포량과 활동성, 엽면적 지수, 엽량 및 흡수복사량 등과 같은 
지표로 사용되는 식생지수가 개발되었다. 
현재까지 20여종의 식생지수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정보량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거의 같지만 일부 식생지수는 
독특한 생물리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Qi et al., 1995).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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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규식생지수인 NDVI는 Rouse et 
al.(1974)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Landsat 위성이 
발사되면서 MSS 센서 등을 통해 취득한 영상을 기반으로 
활용되어 왔다. NDVI 식생지수는 다양한 형태로 변환되어 
왔다. Deering et al.(1975)는 NDVI값이 음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변환식생지수를 개발하였다. 
그 이후의 식생지수는 Landsat TM 센서의 밴드를 활용하
는 연구로 발전하였으며, Crist(1985)는 Landsat TM 자료로
부터 명암도, 녹색도, 습도와 관련된 자료로 변환하기 위해 
가시광, 근적외선, 중적외선 밴드에 해당하는 변환계수를 개
발하였다.
인공위성 및 항공기 영상을 통해 얻은 NDVI는 지표면의 
식생피복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계절별 
NDVI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식생 형태들의 순생
산량을 추정하거나 식생피복의 생육기간별 변화모니터링 그
리고 식물의 생육기간 및 건조기간을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었다(Heute and Liu, 1994; Ramsey et al., 1995). 또
한 MODIS 위성영상이 등장하면서 극다중밴드 영상자료 기
반의 개선된 식생지수가 개발되어 왔다(Running et al., 1994). 

NDVI 식생지수가 식물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많이 활용되
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선된 식생지수들은 토양
색의 변이를 반영하거나 대기효과를 저감하기 위해 청색 밴드
를 사용하는 경우도 등장하였다. 토양조절 식생지수(SAVI)
는 식물과 함께 분포하고 있는 토양의 분광에서 토양의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토양보정인자 L
값을 0.5로 할 때 토양밝기에 따른 변이를 최소화하고 다른 
토양에서도 추가적인 보정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uete, 1988; Heute and Liu, 1994; Genevieve et al., 1996). 

NDVI, SAVI 식생지수 외에도 MSAVI (Modified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EVI (Enhanced Vegetation 
Index), GNDVI 식생지수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근적외선 밴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기존의 식생지수 연구의 대부분은 위성영상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취득 가능한 영상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원하는 지역을 신속하게 
촬영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원격탐사기술이 활발
히 진행중에 있다. 
먼저 Torres-Sanchez et al.(2015)는 드론에 다중분광 카
메라를 탑재하여 임계값 조정에 따른 농물의 초목을 탐지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Juliane et al.(2015)는 수치표면모델
(DSM; Digital Surface Model)로부터 농작물의 높이를 계산

한 후 다중분광 영상과 연계하여 바이오매스를 추정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Juan et al.(2013)는 드론을 활용하여 
양파의 수관 표면에 대한 영상처리를 통해 잎면적 지수(LAI: 
Leaf Area Index)를 분석하였으며, Francisco et al.(2015)는 
드론 센서 기반의 시계열 영상을 이용하여 해바라기의 성장현
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Francisco et al.(2014)는 토지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고해상도의 드론영상을 활용하여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Lorenzo et al.(2015)
는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동적 세분화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포도를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Lee et al.(2016)은 다중분광 카메라
를 탑재한 드론을 이용하여 취득한 영상을 촬영하여 NDVI 
식생지수를 추출하여 작물생육 인자를 추정하였으며, Lee 
and Choi(2019)은 간척지를 개간하여 만든 농경지에서의 작
황을 조사하기 위해 드론 영상에서 계산한 NDVI, GNDVI, 
NDRE, SAVI 식생지수와 현장에서 관측한 식생지수와의 비
교를 통해 정확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드론 연구에서 식생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근적외선 
센서를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근적외선 센서를 탑재할 수 있
는 고가의 드론 마운트와 카메라를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드
론에 광학센서를 탑재하여 식생지수를 계산하는 연구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Tucker(1979)는 녹색과 적색 밴드를 이용하여 GRVI (Green 
Red Vegetation Index)를 개발하였으며, Hunt et al.(2005)는 
GRVI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바이오매스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식물의 클로로필 특성을 보면 540㎚를 갖는 녹색밴드에서 
높은 반사율을 보이며, 400-700㎚ 범위의 가시광선 중 적색 
및 청색밴드에서 흡수특성을 나타낸다(Gao, 2006; Gitelson 
et al., 2002; Motohka et al., 2010). 밴드 반사율 값을 제곱
하면 빨강, 녹색 및 파랑 반사율의 차이를 증폭하는데 효과
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하에 MGRVI (Modified Green 
Red Vegetation Index)와 RGBVI (Red Green Red Vegetation 
Index) 식생지수가 추가로 개발되었다.

MGRVI는 제곱된 녹색 반사율과 제곱된 빨간색 반사율의 
정규화 된 차이로 정의된다. 엽록소 a와 엽록소 b의 흡수로 인
한 반사율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RGBVI 식생지수가 도입되
었다. RGBVI는 제곱된 녹색 반사율과 청색과 적색 반사율의 
곱의 정규화 된 차이로 정의된다(Kumar et al., 2001). Table 1
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식생지수 계산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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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quation of veget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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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및 분석 결과

3.1 대상지 및 지상기준점 측량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전북 전주시 효자동 3가에 위
치하고 있는 문학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문학공원은 
도심지 주민의 체육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시
설로서 식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운동시설, 트랙 그리고 소규
모 호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론 영상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Fig. 1과 같이 5점의 지상
기준점(GCP; Ground Control Point)을 선정하여 Fig. 2와 같이 
VRS (Virtual Reference Station) 측량을 수행하였으며, GRS80 
TM 좌표로 취득한 지상기준점 현황은 Table 2와 같다.

Fig. 1. Study site Fig. 2. GCP survey

Table 2. GCP survey value

No X(E) Y(N) Z(EL.m)

1 209760.63 359066.72 25.063

2 209883.27 359003.79 26.465

3 209970.59 359003.88 25.373

4 209598.19 359292.27 23.952

5 209577.02 359066.72 24.415

3.2 드론 촬영 및 영상처리

본 연구에서는 문학공원 주변의 영상 촬영을 위해 Fig. 3(a)
와 같이 SenseFly 에서 제작한 eBee 모델에 Canon S110 Nir 
및 SONY RGB 카메라를 각각 탑재하였다. eBee 모델은 고
정익 드론으로 회전익 드론에 비해 비행시간이 최대 40분까
지로 매우 길고 바람에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Lee and 
Lee, 2016). Fig. 3(b)는 대상지역을 촬영하기 위해 eMotion 
SW를 활용하여 비행계획을 수립하는 화면으로서 비행고도 
130m 그리고 종중복도와 횡중복도는 각각 75%와 60%로 설
계하였다. Canon S110 Nir 및 SONY RGB 카메라를 탑재하
여 4 ㎝의 해상도로 16분 44초씩 촬영을 수행하였으며, 비행
거리는 약 12.5㎞로 나타났다. Fig. 3(c)는 eMotion SW를 활
용하여 비행계획을 수립한 후 드론을 출동하여 영상을 촬영
하는 화면이다.

(a) Drone 
system

(b) Drone flight 
planning

(c) Drone photography

Fig. 3. Drone flight planning and drone photography

드론영상 접합을 위해 Fig. 4와 같이 Pix4D Mapper SW를 
활용하였으며 5점의 지상기준점과의 매칭도 함께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식생지수 계산에 필요한 Red, Green, Blue, 근적
외선(Nir) 밴드의 정사영상을 구축할 수 있었다. 

Fig. 4. Drone image processing using Pix4D Mapper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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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 정확도 평가

드론 촬영 및 영상접합 프로세스를 통해 구축한 광학
(RGB) 및 근적외선(Nir) 영상을 이용하여 식생지수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NDVI 분포도를 Fig. 5와 같이 구축하였
으며, NDVI의 통계특성은 Table 3과 같다.

Fig. 5. NDVI map

Table 3.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NDVI 

Min Max Mean StD.

NDVI -0.443 0.888 0.169 0.267

Fig. 5의 NDVI 식생지수 분포도로부터 임계값의 구간을 각
각 0.4, 0.5, 0.6으로 설정하여 Fig. 6과 같이 식생영역을 검출
하였으며, Fig. 7과 같이 현장에서 VRS 측량을 통해 조사한 
200개의 식생 및 비(非)식생 지점과의 비교를 수행하여 Table 
4와 같이 각 임계값 구간별 Kappa 계수를 계산하였다. 

Kappa 계수는 Eq. (1)과 같이 두 관찰자 간의 측정 범주값
에 대한 일치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에서 조사한 식생 여부와 드론 영상 기반의 NDVI를 이용하
여 분석한 식생 여부간의 일치도를 평가하게 된다. 

 

    (1)

여기서 PA는 두 평가자간의 일치 확률이며, PC는 우연히 두 
평가자에 의해 일치된 평가를 받을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Kappa 계수가 0.9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0.5 이상의 임계값 구간에 해당하는 식생 도면을 광학(RGB) 
센서 기반의 식생지수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하
였다.

Index Threshold value

NDVI

> 0.4 > 0.5 > 0.6

Fig. 6. Vegetation area detection according to threshold 
value based on NDVI 

Fig. 7. Vegetation survey points

Table 4. Kappa coefficient of NDVI according to threshold 
value

Index Threshold
value

Survey 
data

(points)

NDVI (points)
Kappa 

coefficientVegetation Non-
vegetation

NDVI

≥ 0.4
Vegetation 198 44

0.770Non-
vegetation 2 156

≥ 0.5
Vegetation 193 7

0.930Non-
vegetation 7 193

≥ 0.6
Vegetation 162 1

0.805Non-
vegetation 38 199

다음은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인 GRVI, MGRVI, 
RGBVI 분포도를 Fig. 8과 같이 구축하였으며 각 식생지수별 
통계특성은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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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VI
 

(b) MGRVI  

(c) RGBVI 
Fig. 8. Vegetation index map based on optical sensor

Table 5.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vegetation index 
based on optical sensor

Index Min Max Mean StD.
GRVI -0.355 0.325 0.019 0.057

MGRVI -0.630 0.588 0.038 0.112
RGBVI -0.438 0.931 0.103 0.176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인 GRVI, MGRVI, RGBVI 분
포도로부터 Fig. 9와 같이 임계값 구간에 따른 식생영역을 검
출하였다.

Index Threshold value

GRVI

≥ 0.03 ≥ 0.04 ≥ 0.05

MGRVI

≥ 0.04 ≥ 0.06 ≥ 0.08

RGBVI 

≥ 0.27 ≥ 0.30 ≥ 0.33

Fig. 9. Vegetation area detection according to the threshold 
section based on GRVI, MGRVI, RGBVI

식생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NDVI 식생지수 중 
Kappa 계수가 0.930으로 가장 높았던 임계값 구간(≥0.5)의 
식생영역을 기준자료로 설정하여 Fig. 9의 GRVI, MGRVI, 
RGBVI 식생지수의 임계값 구간에 따른 식생영역과 공간중
첩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NDVI 식생지수로부터 검출한 식생 및 비(非)식
생 영역과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로부터 검출한 식생 및 
비(非)식생 영역간의 셀 연산을 수행하여 Table 6과 같이 각 
시나리오별로 Kappa 계수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GRVI 및 MGRVI 식생지수에 비해 RGBVI 식
생지수의 Kappa 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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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GRVI, MGRVI, 
RGBVI 식생지수의 임계값이 각각 0.04, 0.08, 0.30 이상일 때 
Kappa 계수가 0.713, 0.713, 0.82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Landis and Koch (1977)은 Kappa 계수의 등급을 0.000~ 
0.200(Slight : 약간의 일치도), 0.201~0.400(Fair : 어느 정도  
일치도), 0.401~0.600(Moderate : 적당한 일치도), 0.601~ 
0.800(Substantial : 상당한 일치도), 0.801~1.000(Almost 
Perfect : 완벽한 일치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등급을 적용해 볼 때 GRVI와 MGRVI의 Kappa 계
수는 0.713로서 상당한 일치도(Substantial) 등급에 해당되며, 
RGBVI의 Kappa 계수는 0.828로서 완벽한 일치도(Almost 
Perfect)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가의 근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비교적 저가의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식생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주요성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드론에 근적외선 및 광학센서 카메라를 탑재하여 촬
영한 영상과 지상기준점 성과를 연계하여 영상접합을 수행하
였으며 이를 통해 NDVI, GRVI, MGRVI, RGBVI 등 다양한 
식생지수 분포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둘째,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 정확도 평가에 활용하기 위
해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NDVI 식생지수
를 선정하였다. 먼저 현장에서 조사한 식생조사 지점과 NDVI 
식생지수의 임계값 변화에 따른 식생영역과의 중첩을 통해 
Kappa 계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Kappa 계수가 0.9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임계값(≥0.6)을 갖는 식생영역을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 정확도 평가의 기준자료로 선정할 수 있었다.

Table 6. Kappa coefficient of GRVI, MGRVI, and RGBVI according to threshold value

Index Threshold
value NDVI (㎡) Optical sensor based vegetation Index (㎡) Kappa 

coefficient

 GRVI

≥ 0.03
Vegetation 33,291 8,139 

0.708
Non-vegetation 1,342 23,036 

≥ 0.04
Vegetation 32,057 6,769 

0.713
Non-vegetation 2,576 24,406 

≥ 0.05
Vegetation 30,099 5,741 

0.686
Non-vegetation 4,534 25,434 

MGRVI

≥ 0.04
Vegetation 33,907 9,482 

0.684
Non-vegetation 726 21,693 

≥ 0.06
Vegetation 33,289 8,135 

0.708
Non-vegetation 1,344 23,040 

≥ 0.08
Vegetation 32,048 6,761 

0.713
Non-vegetation 2,585 24,414 

RGBVI 

≥ 0.27
Vegetation 31,658 2,663 

0.818
Non-vegetation 2,975 28,513 

≥ 0.30
Vegetation 29,411 1,664 

0.828
Non-vegetation 5,222 29,511 

≥ 0.33
Vegetation 26,362 1,011 

0.791
Non-vegetation 8,271 3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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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NDVI 식생지수를 기준자료로 선정하여 GRVI, 
MGRVI, RGBVI 식생지수와 중첩하여 Kappa 계수를 계산
한 결과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임계값 구간은 각각 0.04, 
0.08, 0.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각 임계값 구간별 Kappa 계
수는 각각 0.713, 0.713, 0.828로 분석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특히 RGBVI 식생지수의 경우 Kappa 계수가 
0.828로서 근적외선 밴드 기반의 식생지수만큼의 높은 정확
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근적외선 센서를 활용하
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광학센서를 활용한 식생 탐지가 가능
함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광학센서 기반의 보다 정확도 높
은 식생지수 계산식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연구대상지 및 드론 영상 
촬영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수 정확도 평가 프로
세스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저가의 광학센서 기반의 식생지
수도 평가 결과도 Kappa 계수를 볼 때 상당한 수준의 일치도
(Substantial)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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