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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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r wheat nitrogen content, biomass and 

grain yield using UAV image. We collected the time series UAV aerial images at the upland and the data were 

compared with the wheat nitrogen contents, biomass and yield in the experimental sites.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the vegetation indices (NDVI, GNDVI, RVI, GRVI, NDRE) and wheat nitrogen 

contents were more than 0.8 from early-April to late-April.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the vegetation 

indices (NDVI, GNDVI, RVI, GRVI, NDRE) and wheat biomass, grain yield, and crude protein were from 

0.7 to 0.8 from early-April to late-April. Using these results, we were able to make the distribution map of the 

wheat nitrogen, biomass and yield.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to recommend supplemental 

fertilization to ensure the wheat yield using UAV image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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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map of biomass, grain weight, and grain crude protein in the winter wheat using UAV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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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국내 1인당 밀 소비량은 쌀 다음으로 많지만 2018년 기준 자급률이 1.2%로 낮아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MAFRA, 2019). 밀가루 단백질 함량은 밀가루의 품질 특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품종 및 재

배기술 개발의 중요 지표이다 (Kang et al., 2010). 질소는 작물 생육 및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Agren, 1985), 곡물 단백질 함량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Lee et al., 2003). 따라서, 질소 영양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질소 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비료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줄 뿐 아니라 품질 증진을 위한 재배기술 적용의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Norman et al., 1992). 작물의 질소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물체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것

이 가장 정확하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작업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Kim et al., 2005). 원격탐사는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지면, 물, 대기에 대해 비접촉, 비파괴적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로서 농업분야에서도 

많이 이용되어 왔다. 원격탐사를 활용한 작황 분석은 주로 태양광이 식물체 표면에 도달하여 반사되는 특성이 고유한 

식물의 생육 상태를 반영한다는 원리로 수행된다. 식물 생육이 양호할수록 400 - 700 nm의 가시광선 영역 복사선은 

흡수하고 근적외선 영역 (700 - 1300 nm)은 반사하게 되는데, 이들 가시광선 영역과 근적외선 영역의 반사율을 다양

하게 조합하여 계산한 식생지수 (Vegetation Index)로 수치에 기반한 작황 분석이 가능하다. 

Kim et al. (2005)은 지상 분광반사 측정 센서를 활용하여 벼 군락의 반사율을 측정하여 식생지수가 벼 생육과 질소

영양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Kim and Hong (2007)은 지상광학센서를 이용하여 벼 군락 엽 질소 함량

과 식생지수를 비교한 결과 식생지수가 웃거름 전 질소영양상태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Kang et al. 

(2010)은 지상원격측정 센서로 산정한 식생지수와 질소 비료 수준별 벼 질소 흡수량, 생체량 및 수량의 상호관계를 분

석한 결과 7월 중순 - 8월 초에 측정한 센서 식생지수 값을 활용하여 질소 웃거름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

고하였다. 이처럼 지상에서 센서를 이용하여 군락 단위로 질소 상태를 진단하는 연구가 벼 중심으로 수행 되었으나 작

업자가 센서를 운반하며 소규모 지점을 관측하는 방식으로 들녘 단위 정보를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무인비

행체 기술 발전으로 100 - 300 ha 규모 들녘 단위에 대해 5 - 10 cm 내외 고해상도 항공 영상 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국

내외적으로 무인비행체 영상을 활용한 작황 정보 생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ee et al., 2015). Walsh et al. 

(2018)은 무인비행체에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역의 다중분광 카메라 센서를 장착하여 항공영상을 촬영하고 식생지

수를 산정하여 질소함량을 추정한 바 있으며, Yang et al. (2019)은 가시광선 영역의 카메라를 무인비행체에 장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밀 질소함량을 추정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Lee et al. (2015)은 친환경농업단지 95 ha에 대해 무인

비행체 영상 식생지수와 표본 풋거름 작물의 질소량을 비교하여 식생지수 기반의 질소량 추정식을 구축하여 필지 별

로 풋거름 작물의 질소량 분포를 추정한 바 있다. Lee et al. (2020)은 무인비행체 영상을 활용하여 벼 질소 함량 추정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를 기반으로 밀 질소량 및 수량 추정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소 비료량 수준별 조건에서 무인비행체 영상을 활용하여 밀 질소 함량, 건물중 및 

수량을 추정하여 항공영상에 기반한 밀 질소영양상태 진단 및 웃거름 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는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경상대학교 부속농장 전작포장 (35°08'57.5"N 128°05'49.2"E)에서 수행

하였다 (Fig. 1). 시험 품종은 국내에서 육성된 경질밀 품종인 조경밀을 이용하였다. 시험 포장은 경운 후에 파종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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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eatment (b) Time-series aerial photos

Fig. 1. Location of treatment and time-series aerial photos in the experimental site.

Table 1.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experimental site.

Soil Depth

(cm)
Soil Texture

pH

(1:5)

OM

(g kg
-1

)

Av. P2O5

(mg kg
-1

)

K Ca Mg CEC

(cmolc k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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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 - 20 Loam 7.1 29.7 250 1.25 8.17 0.91 14

20 - 40 Loam 7.1 14.1 83 0.71 8.08 0.89 13

Table 2. UAV image collecting dates.

Year (Count) Month / Day

2020 (10)
1st : February 6, 2nd : March 2, 3rd : March 20, 4th : April 2, 5th : April 9, 6th : April 16, 7th : 

April 22, 8th : April 29, 9th : May 8, 10th : May 22

전에 퇴비를 1,000 kg 10a
-1 

양으로 살포하고 로타리 하였다. 화학비료 밑거름을 10월 29일 처리 후, 2019년 10월 30

일에 조간 거리 25 cm로 세조파하였고, 파종량은 14 kg 10a
-1
이다. 시비량은 10a 당 N-P2O5-K2O를 성분량 기준 

9.1-7.4-3.9 kg 시용하였고, 인산과 칼륨은 전량 밑거름으로 처리하였다. 파종 후 제초제 처리는 티오벤카브 입제를 2 

kg 10a
-1

 살포하였다.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밀 표준 재배법에 준하였다. 질소 처리는 요소 비료를 이용하여 모

든 질소 시험 처리구에 밑거름은 3.64 kg 10a
-1

, 웃거름 1회차는 2월 20일 2.74 kg 10a
-1

 처리하였다. 웃거름 2회차 시

비는 2020년 3월 13일에 3가지 질소 시비 처리량 (0% : 0 kg 10a
-1

, 30% : 2.73 kg 10a
-1

, 60% : 5.46 kg 10a
-1

)으로 질소 

처리구별로 각 시험구에 손으로 시용하였다. 종합적으로 질소 시비량은 밑거름 40%, 1차 웃거름 30%가 처리되었고, 

2차 웃거름 (0%, 30%, 60%)에 따라 N1 (4:3:0), N2 (4:3:3), N3 (4:3:6)으로 구분하였다. 인산과 칼리 성분은 ha 기준

으로 각각 74 kg, 39 kg을 시용하였다. 토양 화학성 분석은 국립농업과학원 토양 분석법 (NIAST, 2000)에 준하여 수

행하였다 (Table 1). 채취한 토양을 풍건 후 2 mm 체로 통과시켜 pH는 증류수의 비율을 1:5로 하여 pH메터로 측정하

였다. 유기물은 원소분석기로 분석하였으며, 유효인산은 Landcaster법을 이용하였다. 치환성양이온은 pH 7.0 1N 

CH3COONH4로 치환 후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로 분석하고 CEC를 계산하였다. 

생육 조사는 2020년 3월 2일 (생육재생기)부터 2020년 4월 29일 (유숙기)까지 2주일마다 생육 조사구에서 초장을 측

정하고 지상부를 채취하여 잎과 줄기를 분리하여 건조중을 측정하였다. 수확기 조사는 2020년 6월 9일에 지상부를 수집

하여 수량을 조사하였다. 식물체 질소 분석은 건조된 잎을 실험용 분쇄기 (TUBE-MILL Control, IKA, Germination)에

서 2분간 분쇄하여 혼합 후 원소분석기 (Automated True Macro Element Analyzer)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였으

며, 조단백질 함량 (%)은 질소 농도에 조단백질 계수 5.83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Givens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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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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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RE (Normalized difference rededge) (Rn-Rrg)/(Rn+Rrg) Walsh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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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비행체 항공영상은 2020년 2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REDEDGE-MX (Micasense, USA) 카메라를 M200 

(DJI, China) 기체에 장착하여 고도 30 m, 해상도 2 cm, 횡중복도 75%, 종중복도 75%, 비행속도 4 m s
-1
로 설정하여 

10회 촬영하였다 (Table 2). 무인비행체는 지상 컨트롤 시스템 (GCS : ground control system)을 이용하여 사전에 비

행 경로를 설정하여 자동비행 모드로 비행토록 했다. 영상 합성 및 반사율 산정은 Pix4D mapper (Pix4D, Swiss)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정합 (mosaic) 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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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른 영상 값 변동을 상쇄하면서도 식생의 활력을 반영할 수 있는 식생지수 (Vegetation Index, Table 3)로 변환하여 질

소, 건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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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 2차 웃거름 수준에 따른 영상 식생지수의 차이 비교를 위해 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urkey 다중검정을 수행

하였다.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와 밀 질소 농도, 건물중 및 수량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로 촬영된 무인

비행체 영상 식생지수 값과 밀 질소 농도, 건물중 및 수량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의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밀 질소, 건물중 및 수량을 추정하기 위해 아래 식과 

같이 선형 회귀식을 구축하였다 (Eq. 1). 

Y = aX + b …  (Eq. 1)

여기서, Y는 밀 질소 농도, 건물중 또는 수량이며, X는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 a와 b는 계산 상수이다. 상관계수 

계산 및 선형회귀식 구축은 엑셀 프로그램 (Microsoft Excel 2010, Microsoft Inc.)을 활용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 기반 밀 질소함량 추정 수준별 질소 처리 포장의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 변

화는 Fig. 2와 같다. NDVI, GNDVI, GRVI, NDRE 식생지수는 밀 생육과 함께 지속적으로 값이 증가하다 4월초에서 

5월초까 최대값을 보이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RVI 값은 4월 초에 최대값을 보이고 이후 점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월 20일 1차 질소비료 웃거름 시 까지는 시험구별로 식생지수의 차이가 없었으나 3월 13

일 2차 질소비료 웃거름 시용 이후 약 20일이 경과한 4월 2일부터 처리구 간의 식생지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DVI는 4월 경우 2차 웃거름 질소량에 따른 차이가 구간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으나 5월 초 식생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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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DVI (b) GNDVI

(c) RVI (d) GRVI

(e) NDRE

Fig. 2. Temporal changes in Vegetation Index (NDVI, GNDVI, RVI, GRVI,NDRE) values of canopy during the growing 

season under different nitrogen levels ( a,b,c : Turkey multiple comparison, 5% significant).

감소 시에는 2차 질소 웃거름 처리별로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NDVI의 경우에도 4월 2일에는 N3 

(4:2:6) 처리와 N1 (4:2:0), N2 (4:2:3) 처리구 간에는 차이를 보였으나 N1 (4:2:0), N2 (4:2:3) 처리간에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RVI와 GRVI의 경우 4월말 1 - 2회 2차 질소 웃거름 처리구 간의 식생지수 차이가 보이기도 하였으

나 지속적인 구분은 어려웠다. 그러나 NDRE 식생지수는 4월 2일 N3 (4:3:6) 처리구의 차이가 보인 이후 식생지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던 5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질소 처리구별 식생지수 값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Karande et al. 

(2014)이 지상 분광복사계로 반사율을 측정하고 산정한 NDRE 식생지수가 밀 질소 결핍 진단에 효과적이었다는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지상 센서 및 항공 영상을 이용해 산정한 NDRE 식생지수가 다른 식생지수에 비해 질소 웃

거름 양에 따른 값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를 보인 만큼 질소비료 사용량 차이 구분 및 식물체 질소량 진단에 

NDRE 식생지수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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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N concentration (%) in wheat plant and vegetation indices by UAV images.

Vegetation Index
Date of data collection date

19 March 2 April 16 April

NDVI 0.47 0.77* 0.47

GNDVI 0.55 0.84** 0.65

RVI 0.52 0.81* 0.67

GRVI 0.58 0.84** 0.73*

NDRE 0.57 0.84**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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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Relationship between winter wheat nitrogen contents and vegetation index (NDRE).

Fig. 4. Distribution map of winter wheat nitrogen contents using UAV imagery.

2차 웃거름 이후 밀 생육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4월 중순 개화, 출수기 까지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와 밀 식물

체 질소함량의 상관계수는 Table 4와 같았다. 밀 식물체 질소 함량과 NDVI, GNDVI, RVI, GRVI 식생지수의 상관관

계는 수잉기 (booting stage)인 4월 2에 0.77 - 0.84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개화, 출수기인 4월 16일에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Walsh et al. (2018)가 무인비행체 식생지수와 밀 질소 함량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수

잉기에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는 보고와 동일한 것이다. 식생지수와 밀 식물체 질소함량과의 상관계수 값은 4월 2

일의 GRVI 식생지수 값이 가장 높았으나 NDRE 식생지수와 거의 값의 차이가 없고 NDRE 식생지수가 질소 처리구

별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여 NDRE 식생지수를 기반으로 식물체 질소함량 추정식을 구축한 결과 결정계수가 0.7로

서 밀 질소 함량의 약 70%를 설명할 수 있었다 (Fig. 3). 무인비행체 영상 GRVI 식생지수 기반으로 수잉기에 밀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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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winter wheat biomass, grain yield, grain crude protein and vegetation indices 

by UAV images.

Biomass

(g/m
2
)

Date of data collection date

6-Feb 2-Mar 20-Mar 2-April 9-April 16-April 22-pril 29-pril 8-May 22-May

NDVI -0.02 0.31 0.54** 0.73** 0.74** 0.72** 0.72** 0.74** 0.70** 0.41

GNDVI -0.02 0.33 0.55** 0.78** 0.77** 0.79** 0.71** 0.77** 0.68** 0.49*

RVI -0.02 0.31 0.53** 0.76** 0.72** 0.76** 0.70** 0.72** 0.58** 0.36

GRVI -0.02 0.33 0.53** 0.75** 0.74** 0.79** 0.68** 0.74** 0.59** 0.46*

NDRE 0.02 0.39 0.57** 0.77** 0.77** 0.80** 0.72** 0.76** 0.62** 0.21

Grain Weight

(g/m
2
)

Date of data collection date

6-Feb 2-Mar 20-Mar 2-April 9-April 16-April 22-pril 29-pril 8-May 22-May

NDVI -0.07 0.25 0.45* 0.55** 0.60** 0.57** 0.61** 0.60** 0.70** 0.59**

GNDVI -0.06 0.33 0.50** 0.66** 0.68** 0.67** 0.66** 0.68** 0.71** 0.60**

RVI 0.00 0.32 0.50** 0.66** 0.69** 0.73** 0.70** 0.69** 0.71** 0.58**

GRVI -0.01 0.44 0.58** 0.70** 0.69** 0.67** 0.61** 0.69** 0.56** 0.37

NDRE 0.06 0.47* 0.60** 0.75** 0.78** 0.77** 0.75** 0.78** 0.74** 0.28

Nitrogen Conc.

(%)

Date of data collection date

6-Feb 2-Mar 20-Mar 2-April 9-April 16-April 22-pril 29-pril 8-May 22-May

NDVI -0.03 0.16 0.22 0.55** 0.57** 0.52** 0.68** 0.57** 0.77** 0.65**

GNDVI -0.04 0.25 0.34 0.69** 0.69** 0.66** 0.75** 0.68** 0.76** 0.70**

RVI -0.03 0.20 0.25 0.62** 0.63** 0.64** 0.73** 0.63** 0.74** 0.64**

GRVI -0.04 0.21 0.29 0.62** 0.63** 0.62** 0.70** 0.63** 0.66** 0.67**

NDRE 0.05 0.34 0.41 0.72** 0.74** 0.72** 0.77** 0.74** 0.74**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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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량 분포지도를 작성한 것은 Fig. 4와 같았다. 시험포장 중간에 생육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구를 제외하면 대체로 N3 

(4:3:6) 처리구의 질소함량이 가장 높았고 N2 (4:3:3), N1 (4:3:0) 순이었다. N3 (4:3:6)의 경우 질소함량이 고르게 분

포하였으나 N2 (4:3:3) 및 N1 (4:3:0) 포장의 경우 N3 (4:3:6) 포장에 비해 질소 분포의 공간적 변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밀 종실의 질소 함량은 밀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무인비행체 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한 밀 식물체 

질소분포 추정 지도는 질소영양 상태 진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 기반 밀 건물중, 수량 및 종실 조단백질 추정 수확기 밀 건물중, 수량 및 종실 

조단백질과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의 상관관계 조사 결과는 Table 5과 같았다. 수확기 밀 건물중과 영상 식생지수

의 상관계수는 4월 초부터 4월 말까지 0.68 - 0.80의 값을 보였다. 식생지수별 상관계수 최곳값은 NDVI 0.74, 

GNDVI 0.79, RVI 0.76, GRVI 0.79, NDRE 0.80으로 NDRE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밀 수량과 영상 식생지수

의 상관계수는 수잉기인 4월2일부터 4월말까지 0.55 - 0.78의 값을 보였는데 건물중과 같이 NDRE에서 상관계수 

0.78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밀 종실의 조단백질 함량과 영상 식생지수의 상관계수도 수잉기인 4월2일부터 4월말

까지 0.55 - 0.77의 값을 보였으며 4월 22일 NDRE 식생지수에서 상관계수 0.7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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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omass

(b) Grain weight

(c) Grain crude protein

Fig. 5. Relationship between winter wheat biomass, grain yield, grain nitrogen and vegetation index (NDRE).

무인비행체 영상 NDRE 식생지수와 밀 건물중, 수량 및 종실 조단백질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약간씩 

달랐으나 밀 단백질 함량 증진을 위해 4월 중순 출수기 알거름 시용을 고려하여 4월 9일 NDRE 식생지수를 바탕으로 

건물중, 수량 및 종실 조단백질 함량을 추정하고 (Fig. 5), 공간 분포 지도를 작성한 것은 Fig. 6과 같았다. 질소수준별 

밀 건물중, 수량 및 종실 조단백질 함량 분포는 질소 웃거름량이 가장 많았던 N3 (4:3:6)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N1 (4:3:0) 처리구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동일한 포장 내에서도 지점에 따라 수량의 변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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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omass

(b) Grain weight

(c) Grain crude protein

Fig. 6. Distribution map of biomass, grain weight, and grain crude protein in winter wheat using UAV imagery.

균일한 양분 관리 등 세부적인 영농관리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Lee et al., 2004; Lee et al., 2019). 들녘 단위로 정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작황 정보의 공간 변이 정보 생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Lee et al., 2004).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격자별 토양, 

작물 시료 채취 및 수확장비에 수량 측정 장비를 부착하여 변이 정보를 수집하여 (Chung et al., 1999) 데이터 수집, 처

리 및 공간변이 분포 정보 생산까지 시간과 비용의 소요가 클 뿐 아니라 당해 연도 영농지원에는 제한이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밀 수잉기부터 등숙기에 무인비행체 영상을 이용하여 밀 건물중, 수량 및 종실 단백질 함량을 추정함으로써 

단백질 함량 증진을 위한 사전 진단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추후에는 웃거름 질소 사용량 차이에 따른 질소이용효율, 

수량 등을 연차간 반복 실험하여 분석함으로써 영상기반 밀 질소함량 진단을 통한 웃거름 사용량 결정 방법을 확립하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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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밀 질소 함량 및 수확기 건물중, 종실 수량, 종실 단백질 함량 추정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질소비료 수준을 다르게 처리한 시험 포장에서 시계열 무인비행체 영상을 촬영하고 밀 질소 농도 및 

수확 조사구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밀 식물체 질소 함량은 수잉기에 촬영한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와 

상관계수 0.8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여 무인비행체 영상으로 밀 질소 함량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확기 밀 건물중, 수량 및 종실 조단백질량과 무인비행체 영상 식생지수의 상관계수도 밀 수잉기부터 등숙기 사이에 

식생지수 별로 0.7 - 0.8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질소비료 처리 수준이 다른 포장뿐 아니라 동일한 질소비

료를 사용한 포장 내에서도 밀 질소 함량 및 수량 분포의 공간 변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었다. 무인비행체 영상을 활용

한 밀 질소 함량 및 수량 추정 분포 공간 변이 정보는 추후 밀 품질 및 수량 향상을 위한 웃거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영농작업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에는 밀 질소 함량 및 수량의 공간변이 원인 규명과 

함께 웃거름 질소 사용량 차이에 따른 수량, 질소이용효율 등을 연차간 반복 실험하여 영상기반 질소 웃거름 사용량 

결정 방법을 확립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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