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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sic relationships between spectral reflectance and growing 

period of forage crops. Ground-level spectral reflectance was collected in the field experiment containing 

plots of rye, whole-crop barley and Italian-ryegrass (IRG). We observed that spectral reflectance increases 

with SSC, first at the visible range, then in the red-edge range, and finally, in the near-infrared range; a 

characteristic maximum reflectance variation appears at 730-760 nm. The first derivative of reflectance 

spectra showed several peaks that were dependent in different degrees on chlorophyll concentration in the 

forage crops. Experimental data recorded on forage crops during the growing season are in good agreement 

with previous theoret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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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tral reflectance (b) first derivative

Spectral reflectance and first derivative of forage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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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공위성, 유무인 항공기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과 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이

용목적에 따라 가공하는 영상처리 기술은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농업환경 관측 및 모니터

링을 시작으로 작물 구분도 제작, 작물 생육이상 판별, 시계열 정보 생산을 통한 작황 추정 모형 구축 등에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작물의 생육특성 파악을 위한 원격탐사 자료획득의 최적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작물의 시기별 생육주기에 대

한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Jensen, 2000). 일정 지역에 대한 작물을 구분하거나 바이오매스, 엽록소 함량 

등 생 ‧ 물리적 특성 정보를 추출하는데 원격탐사 자료획득 시기와 식생정보 추출방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 지표면의 식생조건에 따른 작물의 반사 특성은 그 작물의 잎과 엽층 구성에 따른 피복도, 바이오매스, 토양수분 및 

지표면 토양 특성과 피복형태에 따라 좌우되며, 농경지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식생조건은 작물의 반사특성에 반

영되어 작물 고유의 분광반사특성을 나타낸다. 작물에 대한 분광반사율은 휴대용 분광복사계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태양광의 파장대별 반사 특성을 수치화한 자료로서 원격탐사 자료를 효율

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정확한 작황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작물별 분광반사특

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작물에 대한 분광반사특성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규명되어 왔다. Hong et al. (1998)은 벼를 대상

으로 군락의 생육단계에 따른 분광반사특성을 규명하였으며, Park and Na (2005)는 콩, 담배, 수박, 파, 토란, 무, 고추, 

참외 등 8가지의 밭작물을 대상으로 분광반사율을 조사하였다. 또한, Na et al. (2016)은 보리와 밀의 5 품종을 대상으

로 맥류의 시계열 분광반사율을 측정하고 도함수를 이용하여 각 품종에 따른 스펙트럼 기울기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사료작물의 작황 분석에 원격탐사 기술의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사료작물인 호밀, 청보리 및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Italian-ryegrass; IRG)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측정한 분광반사

율을 이용하여 생육단계별 분광반사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대상작물 및 시험포장 대상작물의 생육단계별 현장 분광반사율 측정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국립식

량과학원 내 맥류 작황 시험포장과 충남 논산시 부적면의 IRG 재배단지에서 수행하였다 (Fig. 1). 또한, 대상작물 및 

품종은 호밀 (금강), 청보리 (영양), IRG (코윈어리)를 선정하였으며, 작물별 재배법은 반 건답 조건에서 표준 재배법

에 준하여 재배하였다. 

현장 분광반사율 측정 분광반사율 측정은 휴대용 분광복사계 (FieldSpec Pro, ASD Inc)를 이용하여 태양고도

의 변화가 비교적 적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실시하였다. 측정방법은 백색표준판을 이용하여 분광복사계 

보정을 실시한 후 작물의 초장 끝에서 약 50 cm 떨어진 위치에 Telescope를 고정하여 작물의 측정 범위를 정하고 작

물에서 반사되는 태양복사에너지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3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작물이 성장함에 따라 

초장이 점점 길어지면 Telescope의 위치 또한 초장의 성장 길이만큼 올려 Telescope와 초장 끝의 거리가 항상 50 cm

를 유지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반사율의 계산은 표준백색판에 입사되어 반사되는 전자파 에너지와 작물에 입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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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반사되는 에너지를 측정하여 식 (1)과 같이 반사율 λ 을 구하였다.

 


 λ 

 λ 
 (1)

여기서, λ는 파장을 나타내며,  λ 는 작물의 반사 전자파에너지,  λ 은 표준 백색판의 반사 전자파에너

지이다.

Results and Discussion

사료작물 최고 분광반사특성 작물은 엽록소, 카로테노이드와 같은 식물색소, 엽육세포의 구조, 수분함량에 따

라 분광반사 곡선이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Guyot, 1990). 따라서 분광반사 곡선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작물 성장에 

따른 물 스트레스나 식물의 생체량 및 증발산량 변화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각 사료작물의 분광반사특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호밀, 청보리 및 IRG를 대상으로 최대 반사율이 나타나는 시

기에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Fig. 2a와 같다. 사료작물의 분광반사 곡선은 작물에 따른 정도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호밀과 청보리는 4월 29일, IRG는 4월 20일에 최대 반사율을 나타내었다. 적색경계 

(red edge, 750 nm 전후) 파장대를 기준으로 가시광선 파장대의 반사율은 10% 미만을 나타낸 반면에 근적외선 파장

A : Rye B : Whole-crop barley C : IRG

Fig. 1. Study area for the experiments with three forage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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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는 청보리, 호밀은 40-50%, IRG는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같은 사료작물이라 할지라도 근적외선 파장대

에서 최대치의 차이를 보였다. 즉, 3가지 사료작물에 대한 분광반사율은 IRG > 청보리 > 호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장대역에 따른 특징 파악을 위하여 Fig. 2b와 같이 각 파장에 따른 1차 도함수를 나타내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550, 

750, 950 및 1000 nm 등 4개 파장영역에서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큰 변화는 적색경계 (red edge) 파장대인 

750 nm 에서 나타났다. 이는 녹색식물의 일반적인 반사특성으로 적색경계 (red edge) 파장대는 가시광선 파장대 중 

적색 영역에서의 흡수 특성과 근적외선 파장대에서의 잎과 줄기 등의 근섬유에서 갖는 반사 특성이 교차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적색과 근적외선 파장대에서 보이는 작물의 반사특성 차이는 각 작물의 생체량 차이를 나타

내는 것으로 두 영역의 반사특성을 산술적으로 이용하면 식생지수가 되어 작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분광반사특성 작물의 분광반사 특성은 생육단계와 생육상태에 따라 크게 변한다. 

Fig. 3은 호밀, 청보리 및 IRG의 생육단계에 따른 분광반사 곡선과 1차 도함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작물에

서 최대 반사율은 증가하다가 4월 하순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밀과 청보리는 거의 유사한 반사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IRG는 생육단계에 따른 반사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작물별 생장속도의 차이가 반사

특성에 반영된 결과로 동계작물인 호밀과 청보리는 월동기 이후 생육재생기인 2월부터 급격히 성장한 후, 성숙기에 

접어드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추위에 약한 IRG는 4월에 들어서야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분광반사 특성도 다르게 나

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잎의 생장량이 증가하는 3월-4월에는 농경지의 토양이 군락으로 덮여 녹색식물 특유

의 반사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확기로 접어든 5월 하순에는 가시광선 파장대의 반사율이 다소 높아지고, 녹색 파

장대 (550 nm)와 적색 파장대 (650 nm)의 반사율이 거의 같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수확기에 가까워지면서 작물

의 생장이 둔화되면서 엽록소가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카로틴 등의 색소가 우세해지면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해

석된다.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분광반사율의 1차 도함수 변화를 살펴보면 호밀과 청보리는 760 nm 파장대에서 반사율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에 IRG는 730 nm 파장대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또한 반사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난 시기도 호밀은 4월 29일, 청보리는 3월 21일, IRG는 4월 20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료작물의 생육상

태를 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파장대는 작물의 클로로필 양과 성장속도, 색소농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적색경계 

(a) Spectral reflectance (b) first derivative

Fig. 2. Spectral reflectance and first derivative of forage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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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edge) 파장 구간인 730-760 nm 로 확인되었으며, 각 작물별 분광반사특성 차이가 가장 뚜렷한 시기는 청보리 > 

IRG > 호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료작물의 작황 모니터링에 원격탐사 기법을 적용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자료 

획득 시기 및 정보 추출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휴대용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호밀, 청보리 및 IRG를 대상으로 생육단계별 분광반사특성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1. 사료작물의 분광반사 곡선은 작물에 따른 정도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분광반사율의 최대

치는 IRG > 청보리 > 호밀 순으로 나타났다.

(a) Spectral reflectance (b) first derivative

Fig. 3. Spectral reflectance and first derivative during the grow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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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색과 근적외선 파장대에서 보이는 작물의 반사특성 차이는 각 작물의 생체량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영역

의 반사특성을 이용하면 작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호밀과 청보리는 거의 유사한 반사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IRG는 생육단계에 따른 반사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작물별 생장속도의 차이가 반사특성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4. 잎의 생장량이 증가하는 3월-4월에는 녹색식물 특유의 반사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확기로 접어든 5월 하순

에는 가시광선 파장대의 반사율이 다소 높아지고, 녹색 파장대 (550 nm)와 적색 파장대 (650 nm)의 반사율이 

거의 같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5. 사료작물의 생육상태를 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파장대는 적색경계 (red edge) 파장 구간인 730-760 nm 로 확

인되었으며, 각 작물별 분광반사특성 차이가 가장 뚜렷한 시기는 청보리 > IRG > 호밀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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