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감귤(Citrus unshiu)을 비롯한 만감류(C. unshiu × C. sinensis)는 국내에서 겨울에 생산되는 대표적인 과일로, 한반

도의 최남단 지역인 제주도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감귤 생산량의 증대는 토양 무기양분의 철저한 관

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감귤을 대상으로 무기 양분의 결핍에 따른 증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Anh et al., 

2003; Han, 2005; Kang, 2006; Park, 2003; Srivastava, 2013). 작물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소로(Carranca et al., 2018), 핵산, 아미노산, 단백질, 식물 호르몬, 엽록체의 구성 성분이며, 1·2차 대사산물의 합성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ng et al., 2020; Huang et al., 2021). 질소가 결핍되면 감귤의 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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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o investigate the nitrogen content in plant leaves, the use of non-destructive and 

simple methods is preferred to that of destructive, time-consuming, and expensive methods. In this 

study, several machine learning models (linear and polynomial regressions, stochastic gradient 

descent, artificial neural network, support vector machine, k-nearest neighbors, random forest, 

and gradient boosting) were applied to estimate the nitrogen content in leaves based on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SPAD reading value and the nitrogen content in leaves of Shiranuhi 

(Citrus unshiu × C. sinensis). As the data of nitrogen content measured under the laboratory 

condition was insufficient, the data was increased using the bootstrapping method. Considering 

the model evaluation metrics, the gradient boosting model was selected as the most accurate 

model.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this model was the closest to 1 and the MSE, RMSE, 

and MAE all converged to 0, indicating that the error between the measured and predicted values 

was the small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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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이 불량해지고, 잎은 황화 및 노화되어 결국 탈리가 일어나 낙엽된다(Kang, 2006; Wutscher and Smith, 1993). 

또한 과일의 수량은 감소하고 과육이 단단해지며 산미도 적어 저장성이 나빠진다(Han, 2005). 질소는 식물의 여러 생

리작용 중 가장 중요한 광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잎이 동화산물이 합성되는 “source”로써의 역할을 하게 

한다. 

과수작물 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서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질소질 비료의 시용이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수행되

어 왔다(Sainju et al., 2019; Li et al., 2019). 최근에는 질소질 비료의 과다 시용에 따른 주변환경의 수질 및 토양오염 

문제로 인하여 토양 분석 및 작물의 엽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질소 함량을 파악해 적정시비를 하는 과학영농이 농촌진

흥청 및 산하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http://soil.rda.go.kr). 보통 토양 및 작물의 질소함량은 총질소 농도를 측

정하여 모니터링하는데(Herrmann and Taube, 2004; Rostami et al., 2008), 대표적으로 Kjeldahl법과 원소분석기를 

이용하여 질소의 양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료의 파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SPAD 502 chlorophyll meter(Konica Minolta Sensing, Japan)와 같은 광학측정 장비를 이

용해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작물의 질소함량을 측정하는 것이 대중화되었다(An et al., 2020; Rostami et al., 2008). 

SPAD meter는 650 및 940 nm 파장의 빛을 이용해 잎에서 적색광 및 적외선의 광 투과 강도를 측정한다(Yuan et 

al., 2016). 이에 기반해 측정된 값은 잎의 엽록체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되며(Pérez-Patricio et al., 2018; Xiong et al., 

2015), 엽록체 함량이 높을수록 잎의 질소농도도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SPAD 측정값과 질소함량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다양한 작물의 질소함량 추정 연구가 이루어졌다(Brunetto et al., 2012; Kitonga-Mwanza et 

al., 2011; Zakeri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만감류인 ‘부지화’를 대상으로 잎의 질소함량과 SPAD 측정값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머

신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SPAD 측정값으로 잎의 질소함량을 추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및 질소함량 측정

3년생 ‘부지화’(Shiranuhi)를 하우스 내에 설치된 수경재배 시스템에 재식하고 6개월 정도 정상적인 생육을 확인한 

후 시험재료로 활용하였다. 6개월간의 재배 기간 중 칼슘 결핍에 의한 잎의 괴사를 방지하기 위해 0.2% 질산칼슘을 3

일 간격으로 엽면시비하였다. 질소결핍구는 잎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난 후부터 질소만 제외된 양액을 공급하였다. 

대조구는 SPAD측정을 시작한 20일부터 120일까지 계속 모든 양분이 양액을 통해 공급되었다. 두 처리구는 나무의 

생존여부에 따라 2－4반복으로 수행되었다. 잎의 엽록체 함량 측정은 SPAD-502 chlorophyll meter(Konica Minolta 

Sensing, Japan)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질소함량 분석을 위해 채취한 잎을 증류수로 세척하고 70°C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분쇄하였다. 잎의 질소함량은 

시료 0.5 g을 켈달플라스크에 정확히 취하고 H2SO4-H2O2법으로 분해시킨 후 Kjeldahl법으로 정량하였다(NIAST, 

2000).

머신러닝 알고리즘(machine learning algorithms)

6종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부지화’ 잎의 질소함량을 추정하는 모델을 구현하고 그 성능평가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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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Stochastic Gradient Descent(SGD), Artificial Neural Network(ANN), Support 

Vector Machine(SVM), k-Nearest Neighbors(kNN), Random Forest(RF), Gradient Boosting(GB)이었다. 데이터 

분석은 R 프로그램(ver. 4.1.2,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에 다양한 패키지를 설치하여 

분석하였다: “sgd” for SGD; “neuralnet” for ANN; “e1071” for SVM; “caret” for kNN; “randomForest” for RF; 

“xgboost” for GB. 직선회귀 및 다항회귀분석은 다른 패키지 설치없이 R 프로그램만으로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SPAD 측정값 및 실제 질소함량 데이터는 36개로, 뛰어난 성능의 모델을 구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해 데이터를 증폭한 후 회귀분석 및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

하였다. 부트스트랩핑은 통계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법으로, 기존 데이터에서 N개의 데이터를 복원추출(random 

sampling)하여 평균한 값을 새로운 데이터로 사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기존의 데이터를 증폭시킨다

(Kim et al., 2021). 특히 부트스트랩핑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관계에 있을 때 회귀분석에서 가장 유의미한 결

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Kim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SPAD 측정값과 잎의 질소함량간의 선형관계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증폭된 데이터는 학습(training) 시에만 사용하였고, 테스트에는 본래 데이터만으로 시험하였다.

모델의 파라미터 설정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SGD의 경우, ε(데이터와 경계함수 사이의 거리)을 0.1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ANN 모델은 활성화 함수는 

ReLU, 최적화 함수는 Adam, 은닉층의 개수는 100으로 하였을 때 가장 높은 결정계수(R2)를 보여주었다. SVM은 예

측값을 근사하는 추정함수를 설정하는 kernel로 linear, polynomial, sigmoid, radial 네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radial을 사용하였다. kNN 모델에서는 neighbor의 개수인 k를 3에서 10으로 조절한 결과, 5일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RF는 의사결정 트리의 개수를 5로 정하였고, GB의 트리는 100, 학습률은 0.1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부지화’의 질소 결핍구와 대조구의 잎을 대상으로 측정한 SPAD 값과 실제 잎의 질소함량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

로, ‘부지화’ 잎의 실제 질소함량 측정치와 각 모델의 예측치 간의 산포도를 작성하였다(Fig. 1). x축은 실제 질소함량

을, y축은 각 모델을 이용해 예측한 값을 나타낸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인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of 

errors, MSE), 평균제곱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of errors, RMSE),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of errors, 

MAE) 및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는 Tables 1 and 2에 표시하였다. 설명변수인 SPAD 측정값과 

반응변수인 질소함량 사이에는 먼저 가장 간단한 선형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1A). 선형회귀식에서 데이

터의 분포가 멀어질수록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 간의 오차가 커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형회귀모델의 R2는 학습 시 0.546, 테스트 시 0.635로, 뛰어난 성능의 모델로 볼 수 없으며, MSE, RMSE, MAE

의 수치도 다른 모델에 비해 높았다. 특히 이 직선회귀모델은 질소함량이 1.0%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음의 값으로 예

측하고 있어 ‘부지화’ 잎의 질소함량을 추정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모델로 평가되었다. 

다항회귀분석(polynomial regression)을 수행한 결과, Fig. 1B와 같이 2차 다항식일 때 R2가 가장 높았다. 직선회귀

모델보다 다소 개선된 평가지표를 보여주었으나, 직선회귀모델과 마찬가지로 질소함량이 1.0% 내외일 때 실측치와 



박원표, 허성 / ‘부지화’의 SPAD 데이터로부터 질소함량을 추정하는 머신러닝 모델 ∙ 91

예측치 간의 오차가 커졌으며, 실제 질소함량이 매우 높은 경우, 즉 회귀식의 꼭짓점인 3.071 이상의 값은 실제 값보다 

낮게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 모델 6종류를 이용하여 ‘부지화’ 잎의 질소함량을 추정하였다(Fig. 1). SGD는 Tables 1 and 2

의 성능지표를 고려하였을 때, 직선회귀모델과 거의 같은 성능을 보여주어 뛰어나지 않은 모델로 판단되었다. ANN

은 다항회귀모델보다 더 개선된 성능을 보여주었으나(R2 = 0.795, 0.821), SVM을 비롯한 다른 모델들이 모두 R2이 

Fig. 1.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nitrogen content and predicted values of several machine learning models: 

(A) linear regression, (B) polynomial regression, (C) stochastic gradient descent, (D) artificial neural network, (E) support 

vector machine, (F) k-nearest neighbors, (G) random forest, and (H) gradient bo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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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이상을 넘기 때문에 ANN보다 더 뛰어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RF와 GB는 training dataset으로 학습 

시에도 R2가 0.9 이상으로 나와 뛰어난 성능의 모델임이 확인되었다(Table 1). Fig. 1의 SVM, kNN, RF, GB 순서로 

그래프를 비교하면, 회귀식을 기준으로 실측치와 예측치 간의 오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MSE, 

RMSE, MAE도 점점 작아져 0에 가까워지고 선형관계는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GB모델이 가장 뛰

어난 예측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지화’ 잎의 SPAD 값과 질소함량 간에 선형관계가 있음을 바탕으로 여러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

해 보았다. 그러나 학습용 데이터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 bootstrapping을 통해서 데이터를 증폭하여 학습을 수행하였

다. 비록 bootstrapping이 기존 데이터에서 N개의 데이터를 복원추출(random sampling)하여 평균한 값을 새로운 데

이터로 이용하는 통계방법이지만, 데이터의 평균값 근처의 분포가 극도로 높아지는 결과를 유도하여 실제모델과 차

이가 생길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SPAD 측정값 데이터와 실제 잎의 질소함량 측정 

데이터를 더욱 대량으로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부지화’ 잎의 SPAD측정값을 기반으로 잎의 질소함량을 추정하고자 여러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해 보았다. 모델 

평가지표 및 실측치·예측치 데이터 산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GB가 가장 적합한 모델로 선정되었다. 결정계수가 

가장 1에 가까우며, MSE, RMSE, MAE도 모두 0에 수렴하여 실측치와 예측치의 오차가 가장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Performance metrics of each machine learning model based on the training dataset

Model MSE RMSE MAE R2

Linear Regression 0.285 0.533 0.431 0.546

Polynomial Regression 0.204 0.451 0.362 0.675

SGD 0.282 0.531 0.435 0.550

ANN 0.128 0.358 0.290 0.795

SVM 0.094 0.306 0.216 0.850

kNN 0.065 0.255 0.199 0.896

Random Forest 0.060 0.246 0.191 0.904

Gradient Boosting 0.033 0.182 0.107 0.947

Table 2. Performance metrics of each machine learning model based on the test dataset

Model MSE RMSE MAE R2

Linear Regression 0.228 0.478 0.407 0.635

Polynomial Regression 0.137 0.371 0.313 0.781

SGD 0.229 0.478 0.407 0.635

ANN 0.112 0.335 0.268 0.821

SVM 0.062 0.248 0.175 0.901

kNN 0.047 0.217 0.170 0.925

Random Forest 0.022 0.149 0.109 0.965

Gradient Boosting 0.000 0.018 0.013 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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