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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anned Aerial Vehicle (UAV)s have a high resolution of around 10 cm and can acquire images with lower 

cost when we w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rice leaf nitrogen content and grain yield 

using UAV image. We collected the time series UAV aerial images at the paddy fields and the data were 

compared with the rice leaf nitrogen contents and rice yield in the experimental sites.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the vegetation indices (NDVI, GNDVI, RVI, GRVI) and rice leaf nitrogen contents were ranged 

from 0.8 to 0.9 from mid-July to late July.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vegetation indices (NDVI, 

GNDVI, RVI, GRVI) and rice grain yield were more than 0.9 from mid-July to early August. Using these 

results, we were able to make the distribution map of the rice leaf nitrogen and yield.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to recommend supplemental fertilization to ensure rice yield using UAV images information.

Keywords: UAV, Vegetation index, Remote sensing, Rice yield, Leaf nitrogen content

Distribution map of rice leaf nitrogen contents using UAV imagery.

( N ferilizer level (kg/ha) : Site #1 0, Site #2 135, Site #3 158, Site #4 181, Site #5 204)

Ⓒ  The Korean Society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336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3, No. 3, 2020

Introduction

질소는 작물의 생육과 수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질소 영양상태는 다음 생육단계의 생장량을 결정하게 된

다 (Agren, 1985). 따라서 질소 영양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질소 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비료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줄 수 있다 (Norman et al., 1992). 작물의 질소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취 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많은 시

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 (Kim et al., 2005). 

원격탐사는 전자기파를 감지하는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지표면, 물, 대기 현상에 대해 비접촉, 비파괴적인 방법으

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과학 기술로서 농업분야에서도 농경지 및 작황 정보 생산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원격탐사

를 활용한 작황 분석은 주로 태양광이 식물체 표면에 도달하여 흡수, 투과, 반사하는 특성이 작물 상태에 따라 달라지

는 원리로 수행된다. 식물의 생육이 양호할수록 가시광선 영역 (400~700 nm)의 복사선은 흡수하고 근적외선 영역 

(700~1,300 nm)은 반사하게 되는데, 가시광역 영역과 근적외선 영역을 식물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조합하여 식생지수 (Vegetation Index)를 계산함으로써 수치에 기반한 작황 해석이 가능하다.

Kim et al. (2005)은 분광방사계를 활용하여 벼 군락의 반사율을 측정하여 산정한 GRVI 식생지수가 유수형성기 

전후 벼의 생육량과 질소영양상태를 잘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Kim and Hong (2007)은 능동형 지상광학센

서를 이용하여 식생지수와 벼 군락의 엽 질소 함량을 추정한 결과 GNDVI 식생지수가 이삭거름을 처리하기 전에 질

소영양상태를 효과적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Kang et al. (2010)은 지상원격측정 센서로 산정한 식생지수와 

질소 비료 수준별 벼 질소 흡수량, 생체량 및 수량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7월 중순~8월 초에 측정한 센서 식생지

수 값이 변량적인 질소 비료량 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지상센서를 이용하여 벼 군락 단위

에서 질소 상태를 진단하고 웃거름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 되었으나 주로 사람이 지상센서를 운반하며 수 m
2
 

이내 소규모 지점을 관측하는 방식으로 필지 전체 및 들녘 단위의 정보 생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무인비행체 기술 

발전과 보급이 확산되면서 100~300 ha 규모 들녘 단위에 대해 5~10 cm 내외 고해상도 항공 영상 수집이 가능하게 되

어 국내외적으로 무인비행체 영상을 활용한 작황 정보 생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ee et al., 2015). Zheng et 

al. (2018)은 무인기 영상과 지상 센서를 활용하여 벼 엽 질소 농도를 추정한 바 있으며, Li et al. (2018)은 무인기 영상

에 능동형 광학센서를 부착하여 벼 엽 질소 함량을 추정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Lee et al. (2015)은 친환경농업단지 

95 ha에 대해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와 표본 풋거름 작물의 질소량을 비교하여 식생지수 기반의 질소량 추정식을 

구축하여 필지 별로 풋거름 작물의 질소량 분포를 추정한 바 있다. Lee et al. (2020)은 무인비행체 영상을 활용하여 벼 

생육 및 병해 추정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를 기반으로 벼 질소량 및 수량 추정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소 비료량 수준별 처리 조건에서 무인비행체 영상을 활용하여 벼 엽 질소 함

량 및 수량을 추정하고자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는 전북 김제시 부량면에 위치한 벼 재배포장 (35°44′55″N, 126°52′03″)에서 2019년 영농기 동안 수행하

였다 (Fig. 1). 연구 대상 지역은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는 충적평야, 토양통은 전북통

으로서 주로 논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지역 들녘에서는 주로 중만생종 일반벼인 신동진 벼와 찰벼인 동진찰벼가 재

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동진 벼 재배 논 5필지 (1.94 ha)를 연구 포장으로 선정하여 2019년 5월 23일 재식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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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study area and experimental sites.

Table 1. Amount of nitrogen fertilizer at experimental sites (unit : kg/ha).

Site number Basal nitrogen fertilizer Additional nitrogen fertilizer Total nitrogen fertilizer

Site #1 0 0 0

Site #2 135 0 135

Site #3 135 23 158

Site #4 135 46 181

Site #5 135 69 204

Table 2. Soil chemical properties of the experimental sites.

Site number Soil texture pH EC OM Av. P2O5 Av. SiO2 K Ca Mg

(1:5) (dS m
-1

) (g kg
-1

) (mg kg
-1

) (mg kg
-1

) --------- (cmolc kg
-1

) ---------

Site #1 Silty clay loam 5.8 0.26 30.0 39.6 132.5 0.11 6.08 1.55

Site #2 Silty clay loam 6.0 0.33 26.8 43.4 179.4 0.33 6.72 0.90

Site #3 Silty clay loam 6.1 0.37 26.4 43.2 234.7 0.40 7.36 1.18

Site #4 Silty clay loam 6.1 0.29 29.1 44.8 223.1 0.11 7.15 1.44

Site #5 Silty clay loam 6.4 0.36 23.9 38.3 216.9 0.29 7.65 1.35

30 × 18 cm로 기계이앙 하였다. 수준별 질소 비료 사용을 위해 농가 관행 비료 사용량을 고려하여 1개 무비구와 밑거

름은 같으나 7월말 웃거름이 다른 4개 비료 처리구를 두었다. 4개 비료 처리 구의 질소 밑거름은 측조 시비로 70%를 

공급 (질소 성분량 135 kg/ha)하고 웃거름은 관행 대비 0%, 50%, 100%, 150%의 4수준으로 공급하였으며 질소 성분

량으로는 각각 0, 23, 46, 69 kg/ha에 해당하였다 (Table 1). 

인산과 칼리 성분은 ha 기준으로 각각 45 kg, 36 kg을 시용하였다. 토양 화학성 분석은 국립농업과학원 토양 분석

법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2010)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Table 2). 채취한 토양을 풍건 후 2 mm 

체로 통과시켜 pH는 증류수의 비율을 1:5로 하였다. 유기물은 원소분석기로 분석하였으며, 유효인산은 Landcaster법

을 이용하였다. 치환성양이온은 pH 7.0 1N CH3COONH4로 치환 후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로 분석하였

다. 식물체 분석은 필지 별로 생육이 고른 벼 5주를 채취하여 초장을 측정하고 LI-3000 (LI-COR, USA)을 이용하여 

엽면적을 측정한 후 70°C에서 24시간 건조하여 건물중을 측정하고 분쇄하여 원소분석기 (Variomax, Elemetar, 

Germany)로 엽 질소 농도를 분석하였다. 엽 질소 함량은 건물중에 엽 질소 농도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벼 수량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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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AV image collecting dates.

Year (Count) Month/Day

2019 (10) May 31 , June 14, June 28, July 12, July 22, July 26, August 2, August 9, August 19, August 21

Table 4. Vegetation indices related to crop growth monitoring.

Name Equation* Reference

RVI (Ratio vegetation index) Rn/Rr Jordan (1969)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Rn-Rr)/(Rn+Rr) Tucker (1979)

GNDVI (Gree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Rn-Rg)/(Rn+Rg) Gitelson et al. (1996)

GRVI (Green ratio vegetation index) Rn/Rg Sripada et al. (2006)

* Rn, Rr, and Rg are the reflectance for NIR, red, green, and blue bands, respectively.

2019년 10월 8일에 40주씩 25개구와 60주씩 9개 총 34개구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벼는 탈곡하여 곡물수분측정기 

(GMK-303S, 지원하이텍)를 이용하여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정조 수량은 곡실 수분 함람 15%를 기준으로 재식 간

격을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항공영상 수집은 본체 무게가 700 g 내외로 소형 경량이며 비행경로 자동 설정 및 자동 착륙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안전하고 손쉬운 영상 촬영이 가능한 고정익 무인비행체 (eBee, Parrot, France)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Lee et al., 

2015). 무인비행체 기체에 탑재한 카메라는 가시광선 영역의 경우 녹색, 적색, 청색 영역의 카메라 (WX, Sony, Japan)

를 사용하였다. 식생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녹색, 적색, 근적외 (중심파장 각 Green 525 nm, Red 625 nm, NIR 850 

nm) 영역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S110, Cannon, Japan)를 탑재하여 촬영하였다 (Lee et al., 2016). 연구 수행을 위

해 2019년 5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10회 촬영하여 항공영상을 수집하였다 (Table 3). 촬영된 무인비행체 영상

은 영상전처리 프로그램 (Emotion, Parrot, Swiss)을 활용해 비행체의 고도, 방향 등 위치 정보와 결합하였다 (Image 

Tagging). 이후 영상 합성 및 반사율 산정은 Pix4D mapper (Pix4D, Swi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합 (mosaic) 영상

과 반사율 영상을 제작하였다 (Lee et al., 2016). 합성된 무인비행체 항공영상은 광량 등 외부 환경 요건에 따른 영상 

값이 변동될 수 있음으로 비율 식을 이용하여 기상, 태양고도 및 카메라 특성에 따른 영상 값 변동을 상쇄하면서도 식

생의 활력을 반영할 수 있는 식생지수 (Vegetation Index, Table 4)로 변환하여 엽 질소 및 수량 추정에 활용하였다 

(Lee et al., 2020). 합성된 무인비행체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식생지수 값 추출 및 지도 작성은 Leica사의 Erdas 

Imagine 및 ESRI사의 Arcgis Arcinfo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와 벼 엽 질소함량 및 수량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로 촬영된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 값과 벼 엽 질소 함량 및 정조 수량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시

기의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벼 엽 질소 및 정조 수량을 추정하기 위해 아래 식과 같이 선형 회

귀식을 구축하였다 (Eq. 1). 

Y = aX + b… (Eq. 1)

여기서, Y는 벼 엽 질소 또는 정조 수량이며, X는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 a와 b는 계산 상수이다. 상관계수 계산 

및 선형회귀식 구축은 엑셀 프로그램 (Microsoft Excel 2010, Microsoft Inc.)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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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DVI (b) GNDVI

(c) RVI (d) GRVI

Fig. 2. Temporal changes in vegetation index (NDVI, GNDVI, RVI, GRVI) values of canopy during the growing season 

under different nitrogen levels.

Results and Discussion

무인기 영상 식생지수 기반 벼 엽 질소함량 추정 수준별 질소 처리 포장의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 변화

는 Fig. 2와 같다. NDVI와 GNDVI는 벼 생육과 함께 지속적으로 값이 증가하다 이앙 후 60일~70일이 되는 7월 하순

에서 8월 초순까지 최고치를 보였으며 이후 출수기인 8월 중순까지 정체 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질소 처

리구별 식생지수 변화는 질소 204 kg/ha 처리구 (Site #5)가 대체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질소 무비구 (Site #1)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질소 158 kg/ha 처리구 (Site #3)가 질소 181 kg/ha 처리구 (Site #4)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기도 하여 질소 처리량과 식생지수가 선형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는 포장 별로 토양, 병해충, 영농관리 등 

외부환경 요인의 차이로 벼 생육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Lee et al., 2020). RVI와 GRVI도 NDVI 및 

GNDVI와 유사하게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 최고치를 보였으며 이후 8월 중순까지 정체 및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NDVI와 GNDVI에 비해 질소처리구별 식생지수 값의 차이가 컸는데 이는 NDVI 및 GNDVI가 식생지수 값

이 -1에서 1까지 범위로 정규화된 반면 RVI와 GRVI의 경우 Red 또는 Green 파장대역 반사 값과 근적외 (Near 

Infra-Red, NIR) 파장대역 반사 값의 비로 계산되어 값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서 질소처리구별 식생지수 값의 차이가 

NDVI 및 GNDVI에 비해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RVI, GRVI에서도 이앙 후 36일이 경과한 6월 28일부터 

질소 158 kg/ha (Site #3) 처리구의 값이 질소 181 kg/ha (Site #4) 처리구에 비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8월 중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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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N content (g/m
2
) in rice plant and vegetation indices by UAV images.

Vegetation index
Date of data collection date

12-Jul 26-Jul 9-Aug 21-Aug

NDVI 0.976** 0.930** 0.979** 0.87

GNDVI 0.967** 0.949** 0.964** 0.87

RVI 0.908** 0.970** 0.888* 0.82

GRVI 0.910** 0.991** 0.865 0.83

*, ** Significant at the 0.05 and 0.01 probability levels, respectively.

Fig. 3. Relationship between rice leaf nitrogen contents and vegetation index (GRVI).

지 지속되었다. 7월 29일 질소 웃거름 시용에 따라 질소 204 kg/ha (Site #5) 처리구의 경우 값이 증가하였으나 웃거름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다른 처리구의 경우 값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양생장기에서 생식생장기로 질적 변환이 일어나는 유수형성기부터 출수기까지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와 벼 

엽 질소함량의 상관계수는 Table 5와 같았다. 벼 유수형성기 (7월 12일)와 수잉기 (7월 26일)에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

로 산정한 식생지수와 벼 엽 질소 함량의 상관계수는 NDVI, GNDVI, RVI, GRVI 식생지수에서 모두 0.9 이상의 높

은 상관성을 보였다. 8월의 경우 출수 직전인 8월 9일 NDVI, GNDVI 식생지수와 벼 엽 질소함량은 0.9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출수기인 8월 20일에는 0.9 미만으로 값이 감소하였다. RVI, GRVI 식생지수도 8월에는 벼 엽 질

소함량과의 상관계수 값이 0.9 미만으로 7월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벼 유수형성기에 지상광학센서를 

활용하여 측정한 식생지수와 벼 군락의 엽 질소함량이 0.9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Kim 

and Hong, 2007; Kang et al., 2010). 식생지수와 벼 엽 질소함량과의 상관계수 값이 가장 높았던 7월 26일의 GRVI 

식생지수 값을 기반으로 벼 엽 질소함량 추정식을 구축한 결과 결정계수가 0.98로서 벼 엽 질소 함량의 약 98%를 설

명할 수 있었다 (Fig. 3). 무인기 영상 GRVI 식생지수 기반으로 유수형성기에 벼 엽 질소함량 분포지도를 작성한 것은 

Fig. 4와 같았다. 질소 무비구의 엽 질소 함량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질소 무비구를 제외하고 밑거

름이 동일하게 처리된 4개 포장의 경우에도 Site #3, Site #5이 Site #2, Site #4에 비해 높은 값을 보여 포장 간 변이를 

보였으며, 포장 내에서도 지점에 따라 엽 질소 분포 함량의 공간적인 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수형성기 이후 식물

체 질소 상태는 수량, 수용부위 형성, 쌀 단백질 함량, 맛 등 품질을 좌우한다 (Kim et al., 2005; Kim and Hong, 2007). 

따라서 무인비행체 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한 벼 엽 질소분포 추정 지도는 질소영양 상태 진단을 통한 웃거름 처방에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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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map of rice leaf nitrogen contents using UAV imagery.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ice grain yield and vegetation indices by UAV images.

Vegetation index
Date of data collection date

12-Jul 22-Jul 26-Jul 2-Aug 9-Aug 19-Aug 21-Aug

NDVI 0.815** 0.817** 0.817** 0.809** 0.807** 0.789** 0.826**

GNDVI 0.934** 0.942** 0.935** 0.912** 0.797** 0.859** 0.854**

RVI 0.891** 0.888** 0.886** 0.853** 0.814** 0.803** 0.848**

GRVI 0.899** 0.898** 0.897** 0.832** 0.787** 0.798** 0.829**

*, ** Significant at the 0.05 and 0.01 probability levels, respectively.

무인기 영상 식생지수 기반 벼 수량 추정 수확기 벼 수량과 벼 수량 조사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기별 무인

비행체 영상 식생지수의 상관관계 조사 결과는 Table 6과 같았다. 상관계수는 7월 중하순 NDVI 0.817, GNDVI 

0.942, RVI 0.891, GRVI 0.899의 최고 값을 보이다 이후 8월 중순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7월 22일 GNDVI 

식생지수와 벼 수량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벼 수잉기에 지상광학센서 식생지수와 벼 

수량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0.9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였다는 Gong et al. (2011)의 연구 결과 및 질소 비료

를 동일하게 공급한 벼 포장에서 영상 GNDVI 식생지수와 벼 수량의 상관성은 수잉기에 가장 높았다는 Lee et al. 

(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와 벼 수량의 상관계수는 2019년 7월 26일이 가장 높았으

나 질소 웃거름을 2019년 7월 29일 시용하였기에 비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웃거름 시용 후인 2019년 8월 

2일 무인비행체 영상 GNDVI 식생지수를 바탕으로 벼 수량을 추정하였다 (Fig. 5). GNDVI 식생지수에 기반한 벼 수

량 추정식의 결정계수는 0.83으로 수확기 벼 수량의 약 83%를 설명할 수 있었다. GNDVI 영상 식생지수 기반의 벼 수

량 추정식을 시험포장 전체에 적용하여 벼 수량분포 지도는 Fig. 6과 같았다. 질소수준별 벼 수량 분포는 질소 웃거름 

사용량이 69 kg/ha로 가장 많았던 Site #5 포장에서 가장 높았으며, 질소 무비구인 Site #1 포장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 밑거름 시용량은 같았으나 질소 웃거름 시용량이 23 kg/ha 많았던 Site #4 시험 포장이 Site #3 포장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수잉기까지 Site #3 포장의 엽 질소함량이 Site #4에 비해 높았던 것과 Site #4 포장의 

경우 이삭목도열병 발생으로 생육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일한 포장 내에서도 지점에 따라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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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rice grain yield and vegetation index (GNDVI).

Fig. 6. Distribution map of rice grain yield using UAV imagery.

의 변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영농관리 방법이 적용되는 포장 내에서도 수량 분포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토양 양분 분포 및 불균일한 비료 살포 등 세부적인 영농관리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

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Lee et al., 2004, 2019). 대규모 들녘에서 정밀농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물 수량 등 작황 정보의 공간적 변이를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Lee et al., 2004). 그러나 기존 

작물 수량의 공간변이 추정 연구는 콤바인에 수확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부착하여 수행한 것으로 (Chung et al., 1999) 

대규모 들녘을 대상으로 필지 내 수량 분포를 추정하기에는 데이터 수집, 처리 및 수량분포 지도 제작까지 시간과 비

용의 소요가 크고, 수확 후에 수량 분포를 추정하여 다음해 영농 설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해 연도 영농지원에는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벼 유수형성기에서 출수기에 30분 내외로 촬영한 10 cm 이하 고해상도 무인비행체 영

상을 활용하여 질소 웃거름 시용 전 벼 엽 질소 함량 및 수확기 수량의 공간 분포를 추정하여 웃거름 시용을 위한 벼 질

소 영양상태 진단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추후에는 웃거름 질소 사용량 차이에 따른 수량, 질소이용효율 등을 연차간 

반복 실험하여 분석함으로써 영상기반 벼 엽 질소함량 진단을 통한 웃거름 사용량 결정 방법을 확립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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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벼 엽 질소 함량 및 수확기 수량 추정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질소비료 수

준을 다르게 처리한 농가 포장에서 시계열 무인비행체 영상을 촬영하고 벼 엽 질소함량 및 수확 조사구의 벼 수량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벼 엽 질소 함량은 유수형성기 및 수잉기에 촬영한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와 상관계수 0.9 이

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여 무인비행체 영상으로 벼 엽 질소 함량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확기 벼 수

량과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의 상관계수도 7월 중하순 및 8월 초순까지 식생지수 별로 0.8~0.9 이상의 높은 상관

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질소비료 처리 수준이 다른 포장뿐 아니라 동일한 질소비료를 사용한 포장 내에서도 벼 엽 질

소함량 및 수량 분포의 공간 변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었다. 무인비행체 영상을 활용한 벼 엽 질소 함량 및 수량 추정 

분포 공간 변이 정보는 추후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벼 수량 확보를 위한 영농

작업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에는 벼 엽 질소함량 및 수량의 공간변이 원인 규명과 함께 웃

거름 질소 사용량 차이에 따른 수량, 질소이용효율 등을 연차간 반복 실험하여 영상기반 질소 웃거름 사용량 결정 방

법을 확립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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