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Breeding Science

Online ISSN: 2287-5174
Print ISSN: 0250-3360

Korean J. Breed. Sci. 54(3):171-176(2022. 9)

https://doi.org/10.9787/KJBS.2022.54.3.171

RGB 컬러 이미지를 이용한 국산밀 품종 내한성 간이 평가
이명희⋅백재경⋅김경민⋅김경훈⋅강천식⋅이고은⋅최준용⋅손지영⋅고종민⋅최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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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Cold Tolerance Traits of Wheat Cultivars using RGB Images
Myoung Hui Lee, Jae-kyeong Baek, Kyeong-Min Kim, Kyeong-Hoon Kim, Chon-Sik Kang, Go Eun Lee, Jun Yong Choi,
Jiyoung Son, Jong-Min Ko, and Changhyun Choi*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nju, 55365, Republic of Korea

Abstract Low-temperature damage at the seedling stage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natural obstacles to wheat’s growth. In domestic wheat
breeding programs, the selection of cold-tolerant varieties is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superior wheat varieties. Traditionally, the extent
of damage caused by freezing wheat is estimated through visual observation.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RGB image analysis method
with conventional visual evaluation and chlorophyll content analysis methods to determine if this method could accurately quantify the cold
tolerance discrimination of wheat in the field. First, single-leaf-level RGB image analysis revealed a pattern similar to dead leaf ratio and
chlorophyll content in three grades of freezing injury. Next, we compared the significance of plant-level RGB image analysis. The greenness
index by RGB image analysis showed a higher correlation with dead leaf ratio by visual evaluation. Finally, 40 wheat varieties were planted
in the field and wheat canopy images were collected at the seedling stage after wintering.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greenness
index and the visual evaluation. However,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dead leaf ratio and visual evaluation or greenness index as determined
by RGB image analysi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using RGB image analysis rather than visual evaluation can be useful in assessing freeze
damage in wheat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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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유전체 정보와 표현형 간의 연관됨을 통계학적으로 판단하는
유전체선발(GS: genome selection) 예측 모델이 필요하다. 이

밀은 국내에서 제2의 주곡작물로써 현재 보급종인 금강(Nam

모든 요소들의 정확도가 유전체선발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결정

et al. 1998), 백강(Kim et al. 2021), 그리고 새금강을 포함하여

됨에 따라 디지털 육종이 구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훈련집단을

40여개 품종이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및 소비자 기호도

구축하고자 모집단 60여개국 2천여 점의 전세계 밀 자원을 활용

변화 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밀하고 효율적인 밀 품종

하여 유전적 다형성을 확인하여 최종 614점의 밀 핵심집단

육종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2018년 밀 유전체 정보가 해독되어

(Wheat core-set)을 구축하고 35K SNP chip 정보 및 다양한

genome 염기서열이 공개됨에 따라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농업형질 등의 표현형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디지털 육종의 기반

육종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밀의 수량 등 주요 농업형질과

을 구축하고 있다(Min et al. 202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병해 및 종실 특성에 관한 유전체선발

국내 밀 품종은 주로 겨울에 파종하여 다음해 6월경에 수확하

예측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Juliana et al. 2020, Lozada et al.

기 때문에, 월동기 동안 저온에 의한 손상은 밀의 성장에 영향을

2020, Tsai et al. 2020, Plavšin et al. 2021, Juliana et al. 2022).

미치는 주요 자연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국내 밀 육종 프로그램

디지털 육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대 유전체 집단(훈련집단,

에서는 월동 시 저온으로 인한 밀 잎의 고엽 피해 정도를 분석하여

training population)과 그 집단의 유전체 또는 마커 정보와 목적

저항성 계통을 선발하는 데 참고한다. 국립식량과학원 밀 육종

으로 하는 표현형 정보가 필요하며, 이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은 인공교배 후 F2 집단을 한랭지(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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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장, 해발 400 m)에 전개하여 이듬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chlorophyll) 함량 분석을 RGB 이미지 분석과 비교하여 국내

월동 후 내한성 검정을 수행하고 있다. 월동 시 저온으로 인한

밀 품종의 내한성 평가를 RGB 이미지 정보로 대처가 가능함을

밀 잎의 고엽 정도를 달관조사(육종가의 관능평가를 통해 내한성

확인하였다. RGB 이미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로 누구나 동일

이 강하여 고사된 입이 거이 없는 경우부터 녹색 잎이 거의

한 내한성 평가 값을 구현하고 디지털 육종에 도움이 되고자

없는 상태 까지를 5단계로 나눈 지표) 및 고엽율(한 잎 전체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길이 중에 죽은 잎의 길이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을 분석하여

재료 및 방법

우수 계통을 선발하는데 참고한다. 그러나 달관조사는 관측하는
선발자의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고엽율은 분석한
잎에 따른 변수가 많다. 최근에는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유전체선

공시 재료

발 예측 모델 개발이 진행되고 분석장비도 고도화되고 있는

국내에서 육성되어 공시된 국산 밀(Triticum aestivum L.)

현 시점에서 관측자 누구나 동일한 표현형 분석 값을 구할 수

40품종(Table 1)을 2020년 10월 15일에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시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험장(한랭지, 해발 400 m) 포장에 3.0 m × 0.4 m × 1열로 2

최근 영상 장비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작물의 디지털

반복 파종하였다.

표현형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다중분광, 초분광, 열 적외선 카메
라 및 RGB 카메라와 같은 광학센서를 이용한 작물 생육 모니터

내한성 평가

링이 보편화 되고 있다(Li et al. 2014, Anderson 2016, Araus

2021년 2월 25일에 운봉시험장 내한성 포장에서 월동 후

et al. 2018, Lee et al. 2020). 그리고 RGB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생육이 재생되는 시점에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I)에

기반으로 포장에서 밀 동결 상해를 판별하는 분석방법이 보고되

따라 내한성을 평가하였다. 고엽정도는 한 줄에서 생육 되고

었다(Fu et al. 2021).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능평가와 엽록소

있는 전체 개체의 잎 중에서 고사된 잎의 수준을 판단하여 관측자

Table 1. Cold tolerance and greenness index of Korean wheat varieties.
Cultivar name

Cold tolerance index

Greenness index

Cultivar name

Cold tolerance index

Greenness index

1

Ol

5

0.36

21

Jonong

1

0.88

2

Geuru

5

0.48

22

Jokyung

5

0.31

3

Dahong

5

0.63

23

Yeonbaek

3

0.80

4

Chungkye

5

0.50

24

Shinmichal1

1

0.87

5

Eunpa

3

0.75

25

Dabun

3

0.80

6

Tapdong

1

0.84

26

Baekjoong

1

0.81

7

Namhae

5

0.35

27

Jeokjoong

3

0.78

8

Uri

5

0.50

28

Sukang

1

0.83

9

Olgeuru

3

0.76

29

Hanbaek

3

0.79

10

Alchan

1

0.83

30

Suan

1

0.91

11

Gobun

1

0.77

31

Dajoong

3

0.51

12

Keumkang

3

0.91

32

Goso

1

0.81

13

Seodun

5

0.57

33

Joah

3

0.50

14

Saeol

7

0.34

34

Hojoong

3

0.77

15

Jinpoom

1

0.60

35

Baekchal

1

0.85

16

Milsung

5

0.30

36

Jojoong

5

0.27

17

Joeun

1

0.71

37

Baekkang

7

0.32

18

Anbaek

1

0.79

38

Saekeumkang

1

0.76

19

Jopoom

5

0.33

39

Taejoong

1

0.67

20

Shinmichal

1

0.94

40

Johan

3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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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능평가로 진행되었다(0, 무; 1, 20% 이하; 3, 21~40%; 5,

결과 및 고찰

41~60%; 7, 61~80%; 9, 81% 이상). 고엽율(dead leaf ratio)의
경우는 조사구내 무작위로 선발하여 개체당 살아있는 제일 긴

밀의 어린잎에서 RGB 컬러 이미지 분석에 의한 고사율 분석

잎의 길이 중 고엽된 부위의 비율로 나타내었으며 5 반복하였다.

Sang et al. (2021)은 소형 무인기와 RGB 카메라를 통해 수집한
콩의 군락 피복율 및 엽색 정보 등을 추출하고 콩 한발 스트레스

엽록소 함량 측정

하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Fu

밀 품종별 5 개체를 선별하여 각 개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et al. (2021)은 필드 환경에서 밀 동결 손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

잎 하나씩을 잘라 무게를 잰 후 2 ml 튜브에 쇠구슬과 함께 넣고

으로 정량화 하기 위해 RGB 동결 손상 시스템을 보고 하였다.

초고속파쇄기(Tissuelyser, cat. no. 85300, Qiagen, Germany)를

이 연구에서 우리는 RGB 컬러 이미지로 어린 잎의 내한성 평가

이용하여 조직을 파쇄하였다. 100% 메탄올 1 ml을 넣고 잘

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별하고자 하였다. 먼저 월동초기 국내

섞어 준 후 13,000xg에서 2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분리하

대표 밀 품종인 금강의 어린 잎(2엽기, 제1본엽)에서 고엽된

였다. 각 200 μl의 샘플을 96-well 마이크로플레이트에 넣고

정도가 다른 식물들을 확보한 후 3개 그룹(1-3)으로 나누었다

분광광도계(Multiskan SkyHigh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Fig. 1a). 1번 그룹의 제1본엽에서는 고엽된 부분이 전혀 없고,

Thermo Fisher Scientific, MA, USA)에서 666 nm와 653 nm에

2번과 3번 그룹은 제1본엽 길이 중 각각 12%와 43%가 고엽이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조직 무게 대비 chlorophyll 함량 값을

되어 탈색이 되었다(Figs. 1a, 1c). 각 그룹의 제1본엽에서 총 엽록소

계산하였다(Warren 2008).

(chlorophyll) 함량을 분석한 결과 엽록소 함량은 1번 그룹에
비해 2번과 3번 그룹에서 각각 88%와 57%의 엽록소 함량을

RGB 컬러 이미지 분석을 통한 greenness 측정
내한성 평가와 동일한 일자에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품종별
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동일한 높이(30 cm)에서 촬영하
였다. 고품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영상의 밝기를 설정
하는 영상 노출 값 및 셔터 속도 값을 설정하였다(Yoon 2017).
본 영상 촬영에서는 ISO 값을 300, 조리개 값을 f/3으로 고정한
후 촬영하였으며 JPG 파일 형식의 3800 × 2160 해상도로 저장하
여 RGB 분석에 이용하였다(Sang et al. 2021). RGB 영상의
전처리 및 분석은 Python 3.8 (www.python.org) 프로그램의 영상
처리 전문 패키지인 openCV를 이용하여 RGB 영상을 색상 채널
별로 분리(segmentation)한 후 잎의 Greenness index는 전체 잎
픽셀수에 대한 고사된 잎을 제외한 정상잎의 픽셀수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전체 잎(정상잎 + 고사된잎) 픽셀 수를 산정하기
위해 RGB 영상을 HSV 색공간으로 변환하여 이미지의 임계값
(threshold)을 70으로 설정하였고, 정상잎은 토양(배경)과 식물
(녹색)을 분리하여 식물의 픽셀수를 산정하였다(Lee et al. 2020).

통계처리
이 연구에서 밀 잎의 고엽율(dead leaf ratio), 엽록소 함량,
그리고 greenness index 차이는 생물학적 3반복 평균값을 활용하
여 95% 유의수준에서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관능평
가지수와 greenness index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Microsoft
Excel의 t-검정을 이용하였다.

Fig. 1. Low-temperature damage analysis by RGB color images of
wheat young seedlings. a) Three grades of Low-temperature damage
images to assess freeze damage at the seedling stage. Scale bars=
1 cm. b) RGB color images of single leaf segmentation at three
different death ratios. Scale bars=1 cm. Blue arrows indicate the
dead leaf regions. Dead leaf ratio by visual rating (c), chlorophyll
content (d), and greenness index by RGB image analysis in three
groups (e). Asterisk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 p<0.01 (**), or p<0.05 (*) as calculated using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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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으며, 고엽율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Fig. 1d). 이 개체

함께 존재한다(Fig. 3a). 우리는 RGB 이미지 분석이 실제 포장에

들의 사진데이터를 RGB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본엽에

서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육안 판별에 의한 내한성

서 네 부분을 분획하여 지정한 후 주변 배경을 삭제한 식물

지수와 고엽율을 RGB 이미지 분석과 비교하였다(Fig. 3). 국내

부분만의 사진을 얻었다. 그 후 RGB의 색상 채널별로 나누어

밀 40품종의 육안 관찰의 의한 내한성 지수1에 해당하는 품종은

녹색 부분만의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greenness index를 구성하

16개 품종이 해당되었으며, 내한성 3과 5에 해당하는 품종은

였다(Figs. 1b, 1e). 그 결과 1번 그룹의 제1본엽에서는 전체

각 11개 품종, 7에 해당하는 품종은 2개였으며, 9로 판단되는

RGB에서 녹색부분이 100%로 측정되어 고사된 영역이 없음을

품종은 존재하지 않았다(Fig. 3b, Table 1), 고엽율 정도는 1-10,

보였으며, 2번 그룹에서는 97%가 녹색부분으로 살아있는 잎
부분이고 3%가 고엽된 부분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3번 그룹에
서는 73%가 살아있고 27%가 죽어있는 부분으로 측정되었다
(Fig. 1e). 3번 그룹에서 greenness 측정값이 엽록소 측정값과
고엽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각 그룹으로부터
측정된 잎들의 엽록소 함량, 살아있는 잎의 비율, greenness index
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Figs. 1c-1e). 3번 그룹의 greenness
값이 조금 높게 나온 이유는 건조에 의한 형태적인 변화로 인해
고엽된 면적의 비율이 다소 작아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월동 시 저온에 의해 밀 잎의 고사된
정도를 정밀히 분석할 때에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RGB
color image 분석이 엽록소 함량 측정 또는 고엽율 조사를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식물체 수준에서 RGB 이미지 분석을 통한 내한성 평가
다음으로 우리는 식물체 수준에서 RGB 이미지 분석으로 기존
의 육안 판별법(달관조사)과 유의성을 나타내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육안 판별에 의한 내한성 지수(내한성이 강한 것부터

Fig. 2. Greenness evaluation using RGB color image analysis in
whole plants. a) Original images (left), extracted region image (middle),
and segmented color image (right) in three groups. b) Comparison
of cold tolerance index by visual rating with greenness index by RGB
color image analysis. c)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greenness by RGB color image analysis and cold tolerance index
by visual rating. Scale bars=5 cm.

약한 것까지 1, 3, 5, 7, 9로 표기) 별 식물체를 포장에서 선별하여
RGB 이미지로 분석하였다. Fig. 2a에서 보는것과 같이 원본
이미지에서 분석할 영역을 지정하여 추출한 후에 greenness를
측정하였다. 육안 판별로 내한성이 강한 식물들은 높은 greenness
index를 보였으며 이 두 index사이에는 R2=0.9738의 고도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Figs. 2b, 2c). 이 결과로 RGB 이미지
분석에 의한 내한성 정도가 육안 판별법과 유사하여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밀 포장에서 RGB 이미지 분석을 통한 내한성 평가
국립식량과학원 밀 육종 프로그램에서는 해발 400 m의 평지
로써 겨울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시험
장에서 내한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월동 전 많은 분얼이 생기
고 월동 후 2월 중순 생육재생기가 지나면 겨우내 동사로 인해
누렇게 고엽이 진행된 잎들과 분얼에서 새로 출현한 잎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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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ad leaf ratio evaluation of 40 varieties of wheat in the
field. a) Wheat phenotype in seedling stage after winter season.
b-d) Number of varieties evaluated by cold tolerance index by
visual evaluation (b), dead leaf ratio (c), greenness index by RGB
image analysis (d). 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reenness index by RGB color image analysis and cold tolerance
index by visual evaluation.

RGB 컬러 이미지를 이용한 국산밀 품종 내한성 간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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