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ived: 10 January, 2022

Revised: 3 February, 2022

Accepted: 11 February, 2022

Ⓒ 2022 The Korean Society of Engineering 
Ge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

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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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ACCESS

*Corresponding author: Jong-Tae Kim

E-mail: kjtt98@naver.com

근적외선의 분광특성 분석을 통한 반사율과 탁도의 

상관관계 분석

이소진1ㆍ정교철2ㆍ이창주3ㆍ김종태4*

1주식회사 자연과기술 연구원, 2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3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박사과정, 
4주식회사 자연과기술 대표이사

Correlation Analysis of Reflectance and 

Turbidity through Spectral Characteristics of 

Near-Infrared

So-Jin Lee1ㆍGyo-Cheol Jeong2ㆍChang-Ju Lee3ㆍJong-Tae Kim4*

1Researcher,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Nature and Tech Inc.
2Professor, 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3Ph.D. Candidate, 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4CEO,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Nature and Tech Inc.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water turbidity and its reflectance, as measured using 

hyperspectral imaging. First, samples of turbid water were generated in boxes. This was followed by 

drone-based hyperspectral imaging and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mples’ measured 

turbidity and hyperspectral reflectance. The nine boxes for turbidity measurement were made of black 

acrylic that absorbed all light turbidity was induced using soil collected near Changhacheon, which 

causes turbidity in Imha Lak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flectance of wavelengths in the near- 

infrared region followed a pattern of increase with increasing soil content for each box. Analysis of 

this correlation between the turbidity and average reflectance measured in each box yielded a very 

high R2 value of 0.8702, indicating that reflectance is a suitable proxy for turb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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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초분광 영상의 반사율과 탁도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목표로써 실험수조에 탁수를 발생시킨 후 

드론 기반의 초분광 영상촬영을 수행하였으며 측정된 탁도와 반사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9개 수조는 모든 빛을 흡수할 수 있는 흑색 아크릴로 제작하였으며 토양은 임하호 탁수 발생의 원

인이 되는 창하천 하류에서 채취하였다. 연구결과, 근적외선 영역에서 파장에 따른 반사율은 전반적으

로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탁도가 높은 Box일수록 반사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각 Box에서 측정한 

탁도와 평균반사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결정계수는 0.8702로 매우 높게 나타나 반사율을 이용한 

탁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탁수, 초분광 영상, 반사율, 탁도, 근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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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계절 및 지역에 따른 불균형적 강우현상으로 인해 상류 하천에서 발생한 탁수가 임하호 등 대형 댐으로 유

입된다. 댐으로 유입된 탁수가 지속되면 댐의 기능이 저하되고 인근 하천경관의 훼손 뿐만 아니라 수질 및 수중 생태계에

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시켜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탁수가 댐 저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홍수 시 대청호 유역에 발생하

는 탁수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탁수가 어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수행되었다(Chung et al., 

2007; Kim et al., 2007; Yu et al., 2009; Park et al., 2017). 또한 Hwang and Jeong(2006)은 임하호에서 발생하는 고탁수

의 원인을 인근 지역의 지질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규명하였고, Kim and Jung(2007)은 소양강댐에서 발생하는 탁수는 상

류지역 고랭지 채소 재배가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탁수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재 탁수에 대한 드론(drone) 기반의 광역적 연구는 제한적이다.

탁수 현상과 같은 광역적인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다중분광영상(multispectral image) 및 초분광 영상

(hyperspectral image)과 같은 원격탐사(remote sensing)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원격탐사는 단순히 하나의 지점을 관측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자료를 획득하는 관계로 국부적인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관측 대상과 물리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현장 교란을 막을 수 있으며,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초분광 영상은 하천환경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초분광 센서(hyperspectral 

sensor)가 소형화되면서 드론 탑재 및 높은 분광 해상도와 연속되는 밴드 획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파장 영역에

서 200개 이상의 연속된 밴드로 구성되고, 대상의 분광정보가 세밀하게 표현되어 기존의 다중분광영상에 비해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며(van der Meer, 2003; Rasti et al., 2018), 다중분광영상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대상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Goetz, 1991; Shaw and Burke, 2003).

탁수와 관련되어 초분광 센서를 이용한 연구는 국내보다 국외에 현저히 많은 편이다. 담수에서 발생하는 탁수에 대해 

반사율과 탁도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초분광 센서를 이용하여 Nebraska Sand Hills 호수의 탁도와 클로로필 a에 대한 분

석이 수행되었다(Fraser, 1998; Wu et al., 2014). 그리고 담수에서 탁도와 시아노박테리아의 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반사

율 알고리즘의 비교 연구 및 초분광 영상을 이용하여 수심과 탁도를 추정하는 연구도 수행되었으며, CDOM과 클로로필 

a, 규조류(diatom)와 녹조류 및 탁도의 추정을 위한 초분광 데이터와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Pan et al., 2015; Keller et al., 2018; Beck et al., 2019).

그러나 드론을 기반으로 탁수 현상을 연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는 넓은 지역에 대한 초분광 영상자료의 획득이 어

려우며, 기존 분광 센서는 점단위의 분석만 가능하여 넓은 지역의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론에 탑재된 초분광 센서를 이용하여 탁도(turbidity)와 반사율(reflectance)의 관계를 해석하

고 실제 현장에서 탁도계 없이 광범위한 유역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적 쉽게 취득하여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 임하호 상류 창하천 유역의 토양을 채취하여 수조에 물과 토양을 혼합하고 인위적으로 탁수를 발생시킨 후 드

론 기반의 초분광 영상촬영을 수행하였으며 측정된 탁도와 반사율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

탁수는 집중호우, 지질특성, 하천이나 댐 상류의 농경지 분포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발생되고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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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탁수 현상에 대한 광역적 탐지 및 모니터링은 하천과 댐의 기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는 

탁수 현상을 대상으로 한 드론 기반의 광역적 연구는 한정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개 수조에 물과 토양을 

혼합하고 인위적으로 탁수를 발생시킨 후 초분광 영상촬영을 수행하였으며 측정된 탁도와 근적외선 영역의 반사율을 비

교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9개 수조는 모든 빛을 흡수할 수 있는 흑색 아크릴로 제작하였으며 크기(0.5 m × 0.5 m × 0.3 m)와 형태

는 동일하다(Fig. 1).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각 수조를 Box로 명명하고 번호를 부여하였다. Box 1~8은 일정량의 물(약 70 

L)과 각각 다른 비율의 토양을 혼합하였고 Box 9는 Box 1~8과의 비교를 위해 토양을 혼합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설정하

였다(Table 1). 토양은 임하호 탁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창하천 하류에서 채취하였으며 풍건시킨 후 표준 망체로 2.00 mm 

이하의 입자를 회수하여 사용하였다(Hwang and Jeong, 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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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No. 1 2 3 4 5 6 7 8 9

Mass of soil (kg) 0.2 0.3 0.4 0.5 0.6 0.7 0.8 0.9 0.0

초분광 영상촬영은 물과 토양을 혼합한 후 수행하였으며 각 수조별 시간 경과에 따라 탁도를 측정하고 초분광 영상촬영

을 실시하였다. 탁도 측정과 초분광 영상촬영은 Box 1에서 9까지 탁도를 1회 측정한 뒤 드론 기반의 초분광 영상촬영을 1

회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여 Case 1, 2, 3으로 구분하였다. 영상분석을 통해 산정되는 데이터강도(data 

value)는 분광복사량(radiance)을 의미하며, 반사율은 99% 이상의 반사특성을 갖는 백색판(white reference)을 이용하여 

태양복사에너지의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반사율로 변환시켰다(Kim et al., 2020). 또한,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대강도값(peak data value, PDA)을 산정하고 백색판을 기준으로 각 영역에 대한 반사율을 보정하

였다.

탁도 측정 시 사용된 탁도계는 HANNA사의 HI-98703이며 1,000 NTU까지 측정 가능하다. 드론은 독일 Aibotix의 Aibot 

X6(3축 짐벌)을 사용하였고 드론에 탑재된 초분광 센서는 미국 Headwall Photonics사의 Nano-Hyperspec을 탑재하였다

(Fig. 2, Table 2). 영상분석은 perClass사의 Mira 3.0.3 버전을 활용하였으며, 초분광 영상 내의 객체를 분류하여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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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광정보의 취득이 용이하다.

본 연구는 9개 수조에서 분광정보 비교가 목적이고 지상과 근접한 상태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촬영 시 드론의 흔들림

과 대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하보정과 대기보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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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 range Spatial bands Spectral bands Lens Output Gimbal

400~1,000 nm 640 270 17 mm, FOV15.9° 16 bit 3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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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토양을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한 9개 Box의 초분광 영상 데이터강도를 분석하였다. 탁수의 분광반사 정보는 근적

외선 파장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700~950 nm를 대상으로 하였다(Shin et al., 2009). Fig. 3은 Mir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분광 영상에 데이터강도를 중첩한 그림이며 Table 3과 Fig. 4는 각 Box의 파장 대비 최대 데이터

강도와 파장별 데이터강도 그래프를 나타낸다.

탁수의 데이터강도 분석 결과 파장에 따른 강도값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유사한 패

턴으로 나타났다. Box 1에서 각 Case에 대한 최대강도 범위는 212.47~283.61로 나타나며, 초분광 영상에서는 Box 1이 

지정한 색으로 잘 분류되었다. Box 2의 최대강도 범위는 255.46~345.16이며 초분광 영상에서는 Box 2로 지정한 색이 중

앙으로 분류되었고 가장자리는 Box 1로 지정한 색으로 분류되었는데, Box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탁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ox 3의 각 Case에 대한 최대강도 범위는 279.50~399.27이고, 초분광 영상에서는 지정한 색이 

Box 중앙으로 분류되었으며 가장자리로 갈수록 탁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ox 4에서 각 Case의 최대강도는 

358.59~485.85 범위이며, Box 5의 각 Case 최대강도 범위는 390.35~526.79이다. 초분광 영상에서는 Box 중앙에 지정한 

색이 나타나고 중앙을 제외한 부분은 Box 4로 지정한 색으로 분류되었으며, Box 4보다 Box 5의 색으로 분류된 영역이 더 

넓게 나타났다. Box 6에서 각 Case의 최대강도는 402.27~569.97이며, 초분광 영상에서는 Box 3의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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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데, Box 중앙은 지정한 색으로 분류되었지만 Box 가장자리로 갈수록 차례로 Box 5, Box 4로 지정한 색이 나타났다. 

이는 Box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탁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Box 7의 각 Case에 대한 최대강도 범위는 417.96~594.10으로 나타났다. 초분광 영상에서는 대부분 지정한 색으로 잘 

분류되었으며, Box 가장자리에 Box 4~7로 지정한 색이 소규모로 확인되었다. Box 8에서 각 Case에 대한 최대강도는 

467.03~617.13의 범위로 나타나며, 초분광 영상에서는 Box 3, Box 6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Box 중앙은 지정한 

색으로 잘 분류되었지만, Box 가장자리로 갈수록 Box 4~7의 색이 나타난다. 이 현상 역시 Box 가장자리로 갈수록 탁도

가 감소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Box 9는 토양을 혼합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지정한 색으로 잘 분류되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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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No.

Case

1 2 3

P.D.V. P.D.V. P.D.V.

1 276.00 283.61 212.47

2 328.86 345.16 255.46

3 322.92 399.27 279.50

4 440.46 485.85 358.59

5 479.85 526.79 390.35

6 475.28 569.97 402.27

7 549.35 594.10 417.96

8 556.72 617.13 467.03

9 117.73 156.07 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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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의 그래프 분석 결과, 근적외선 영역에서 Box 1~9는 파장이 증가할수록 데이터강도가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지만 각 Box의 값들은 그래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토양을 가장 많이 혼합한 Box 8에서 최대강도가 가장 높고 대

조군인 Box 9를 제외하면 토양을 가장 적게 혼합한 Box 1에서 가장 낮은 최대강도를 보인다. 최대강도가 확인된 밴드

(140)의 파장은 모두 708.81 nm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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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Box의 데이터강도와 반사율 99%인 백색판의 데이터강도를 비교하여 반사율을 분석하였다(Figs. 5~6). 반사율(R)

은 아래의 식과 같이 기준이 되는 표준 백색판에 해당되는 강도값(복사량)과 해당 영역(각 Box 영역)의 강도값을 비교하

여 계산하였다(Kim et al., 2020).

   (1)

여기서, Vtarget은 수조 내 탁수의 데이터강도를 나타내고, Vreference는 백색판(white reference)의 데이터강도를 나타낸다.

Fig. 5는 각 Box에서 분석된 3개 Case의 파장에 따른 반사율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반사율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

을 보이면서 약 925 nm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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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은 700~900 nm 영역에서 반사율 0~10% 사이에 분포하여 증감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Box 2와 Box 3은 

반사율 10%를 기준으로 일정값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Box 4~6은 700~900 nm 파장 영역에서 반사율 10~20% 내에 

분포하여 증감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며, Box 7과 Box 8은 반사율 20%를 기준으로 증감하며 일정 수

준의 값을 유지한다. 대조군인 Box 9는 가장 낮은 반사율을 보이며 Box 1~8까지 나타나는 양상과 다르게 700~900 nm 파

장의 영역에서 완만하게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증감의 폭도 크지 않은 패턴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각 Box의 Case별 반사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Case 1~3에서 탁도값의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

이며, 각 Case 내의 Box 1~9의 값들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비율이 가장 높은 Box 8의 반사율이 가장 높고 

토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Box 1의 반사율이 가장 낮다. 이는 탁도와 파장에 따른 반사율이 정비례함을 의미하며 이들이 서

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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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에 따른 데이터강도와 반사율이 토양의 비율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Box에서 측정한 

탁도와 반사율을 비교하였다. 각 Box의 Case별 탁도변화는 Table 4와 같다. 탁도는 Box 1에서 Box 8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그 범위는 35.9~677.0 NTU로 나타났다. 토양을 혼합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설정한 Box 9는 0.4~0.6 NTU

의 범위로 Box 1~8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값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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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No.
Turbidity (NTU)

Case 1 Case 2 Case 3

1 45.8 37.5 35.9 

2 81.4 106.0 101.0 

3 122.0 107.0 106.0 

4 195.0 281.0 234.0 

5 262.0 305.0 249.0 

6 310.0 274.0 279.0 

7 365.0 419.0 489.0 

8 557.0 646.0 677.0 

9 0.4 0.4 0.6 

Figs. 6~8은 최대반사율, 최소반사율, 평균반사율을 수조에서 측정한 탁도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9개 Box에서 탁도 측

정값과 반사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써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Fig. 6은 최대반사율에 따른 탁도의 양상을 도시한 그래프로써 각 Case 별(Fig. 6b~6d)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데이터를 도시한 그래프에서는 값들이 분산되어 결정계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Fig. 7은 최소반사율에 따른 탁도의 양

상을 도시한 그래프로써 반사율이 증가할수록 탁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근적외선 영역의 평균반사율과 

탁도를 나타낸 그래프로써 모든 데이터에 대한 결정계수는 0.8702로 나타나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최대

반사율은 각 Case에서 반사율의 범위가 불규칙하게 나타나 Case 1~3의 값들을 합친 그래프에서 결정계수가 낮게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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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Maximum reflectance

vs. turbidity (R2)

Minimum reflectance

vs. turbidity (R2)

Average reflectance

vs. turbidity (R2)

1 0.7119 0.8951 0.8832

2 0.7713 0.8685 0.8919

3 0.8949 0.8870 0.8966

All data 0.1996 0.8637 0.8702

���

본 연구는 드론 기반의 초분광 영상을 이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반사율과 탁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으로써 

물과 토양을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한 9개 Box를 대상으로 드론 기반의 초분광 영상촬영과 탁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근적외선 영역에서 파장에 따른 반사율은 전반적인 패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토양이 많이 혼합된 Box일수록 

반사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각 Box에서 측정한 탁도와 평균반사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결정계수인 R2값은 0.8702

로 매우 높게 나타나 반사율을 이용한 탁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는 하천, 댐 등 광역적 규모의 

대상에 대해 초분광 영상을 활용하고자하는 연구는 시작단계이다. 따라서 향후 탁도 측정 시 평균 반사율을 이용하면 적

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영역의 탁도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으며 면단위의 탁수 발생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

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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