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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for alternative consecutive procedures of detection of
cloud-contaminated pixels and gap-filling and smoothing of time-series data to produce high-quality
gapless satellite vegetation index (i.e.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Performances of
five alternative methods for detecting cloud contaminations were tested with ground-observed cloudiness
data. The data gap was filled with a simple linear interpolation and then, it was applied two alternative
smoothing methods (i.e. Savitzky-Golay and Wavelet transform).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data were used in this study. Among the alternative cloud detection methods,
a criterion of MODIS Band 3 reflectance over 10% showed best accuracy with an agreement rate of 85%,
which was followed by criteria of MODIS Quality assessment (82%) and Band 3 reflectance over 20%
(81%), respectively. In smoothing process, the Savitzky-Golay filter was better performed to retain original
NDVI patterns than the wavelet transform. This study demonstrated an operational framework of gap-
detection, filling, and smoothing to produce high-quality satellite vegetation index.
Key Words : MODIS, Cloud, NDVI time series, Savitzky-Golay filter, Wavelet transform

요약 : 원격탐사 자료 기반의 식생지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름이나 에어로

졸에 의한 자료의 품질저하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MODIS09 지표 분광반사도 자료를 이용하여 구름영향

에 의한 저품질 자료를 제거한 뒤 결손자료를 내삽, 평활하여 연속적인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였다. 구름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MODIS 분광반사도

자료를 이용한 5가지의 구름탐지기법을 선정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위성자료에서 제공하는 품질관리정보

–149–

Received March 21, 2015; Revised 1st April 09, 2015, 2nd April 17, 2015; Accepted April 17, 2015.
† Corresponding Author: Sinkyu Kang (kangsk@kangwon.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1, No.2, 2015, pp.149~160
http://dx.doi.org/10.7780/kjrs.2015.31.2.9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Article



1. 서 론

원격탐사 기반의 식생지수 시계열 자료는 전 지구 탄

소 순환의 연간 변동성 연구(Kimball et al., 2004), 생산성

추정 연구(Sakamoto et al., 2005), 생물계절의 모니터링

에 널리 활용되었다(Reed et al., 1994). 원격탐사 기반의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의 품질문제이다. 위성센서

에서 많이 활용하는 가시광/적외선 영역의 파장대는

구름이나 에어로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 조

건에 따라 지표 식생의 반사도가 아닌 구름이나 에어로

졸의 반사도가 되어 위성자료의 품질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대기 영향 이외에도 위성센서로부터 기인한 오차,

위성자료의 보정과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Reed et

al., 1994). 저품질의 위성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

으로 신뢰도가 낮은 자료를 생산하거나 자료의 결손으

로 연구 결과에 반영된다.

고품질의 식생지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가

장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품질저하 픽셀의 탐지이

다.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한 작물의 생물계절일 탐

지연구등에서 MODIS에서제공하는 Quality Assessment

(QA) 정보를 이용해 저품질 자료를 탐지한 사례가 있다

(Tan et al., 2008; Chen et al., 2004; Do et al., 2012; Kang et

al., 2003; Galford et al., 2008). 청색광 분광반사도는 대기

기상조건에 민감하여 대기보정에 이용되며 구름이나

에어로졸 등을 탐지하기에 적절하다 . Thenkabail et

al.(2005)는 청색광 분광반사도 자료의 임계값을 21%,

Xiao et al.(2006)은 20%, Sakamoto et al.(2005)는 MODIS

Band 3 반사도가 10% 이상인 픽셀을 구름의 영향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또한 적색광 분광반사도는 구름

이 존재할 경우 높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지표와 구름

을 구분하는데 이용된다. Song(2007)은 적색광과 근적

외 분광반사도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된 Cloud Detection

Index (CDI)를 이용하여 구름을 탐지하였다. 구름 이외

에도 위성자료의 센서 천정각(Zenith angle)을 이용한 저

품질 자료 탐지방법이 있다. 높은 센서 천정각은 해당

픽셀의 관심영역 이외의 주변 영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차를 갖는다. Sakamoto et al.(2005)는 MODIS의 센서

천정각이 32.25˚ 이상인 픽셀을 제거하였다.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의 경우 8일이나 16일 단위로 맑은 날에 생성된 자료의

최대값을 이용하는 최대값 중첩법(Maximum Value

Composite, MVC)을 이용하여 구름영향을 최소화한 자

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장기간 구름이 낀 경우 여전히

신뢰도가 낮은 값을 생산한다. 이러한 이유로 위성 영

상 내의 구름영향 자료를 제거하거나 시계열 자료 기반

의 결손된 자료에 대한 빈자료 채우기(gap-filling) 기법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Kang et al., 2005; Jang et al., 2010).

그 밖에도 더 정교한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Curve-fitting, logistic function(Zhang et al., 2003), BISE

(The Best Index Extraction method, Viovy et al., 1992),

Asymmetric function fitting (i.e. Gaussian function), 웨이

브렛 변환(Sakamoto et al., 2005), Savitzky-Golay (S-G) 필

터(Chen et al., 2004) 등의 다양한 평활 기법이 개발되었

다. 그 중에서도 S-G 필터는 적용하는데 필요한 모형 계

수값이 간단하면서도 기존 식생지수 원 자료의 최대값

을 보존하는 장점을 갖는다. 웨이브렛 변환 역시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된 방법으로 식생지수 시계열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기법 중의 하나이다. 위의 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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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Assessment, QA)에서 구름이라고 판단한 경우, MODIS09 Band 3 반사도가 10% 이상인 경우와

20% 이상인 경우, Cloud Detection Index (CDI)가 임계값 이상인 경우, 센서 천정각이 32.25° 이상인 경우

를 각각 구름으로 판단하였다. 구름탐지로 인해 발생한 자료의 결손은 선형적 내삽 기법을 이용하여 보정한

뒤 Savitzky-Golay (S-G) 필터와 웨이브렛 변환을 각각 적용하여 평활하였다. 구름 탐지 기법은 10% 이

상 Band 3 반사도 제거 기법(85%), Quality Control (QC) (82%), 20% 이상 Band 3 반사도 제거 기법(81%)

의 순으로 높은 구름탐지율을 보였다. 웨이브렛 변환은 선형의 시계열 패턴을 얻을 수 있지만 원 자료의 최

대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S-G 필터는 구름에 의한 신뢰도 낮은 값은 제거하면서도 NDVI 원 자료의 최

대값을 유지하여 시계열 자료의 계절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름의 탐지,

결손 내삽, 평활 기법의 순차적인 자료처리기법을 적용하여 구름 영향을 제거한 고품질의 시계열 자료의 생

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법 모두 적용이 간단하면서 광역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갖는다. 선행연구에서는 구름탐지기법을 적

용하여 오차를 제거한 후 평활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으

로 식생지수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고, 다른 평활 기법

과 비교하는 정성적인 평가가 수행되었다. Chen et al.

(2004)은 MODIS의 QA 정보를 이용한 구름탐지기법과

S-G 필터의 조합으로 고품질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였고

BISE 알고리즘과 Fourier 변환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Sakamoto et al.(2005)은 MODIS의 QA 정보와 센서 천정

각을 이용하여 구름탐지 후 웨이브렛과 푸리에 변환을

각각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는 구름탐지기법이 평활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서 수행되었으

며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 다른 평활 기법들과 비교하였

다. 최적의 평활 기법을 찾기 위한 기법 간의 비교연구

사례는 존재하지만 구름 탐지, 결손 내삽, 평활 기법 등

의 일련의 자료처리기법을 제안하거나 비교, 평가한 연

구사례는 없었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품질의

NDVI 시계열을 생산하기 위해 5개의 구름탐지기법과

선형적 내삽 기법 그리고 평활 기법인 S-G 필터와 웨이

브렛 변환을 각각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자료처리기법

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1) 연구지역

이 연구에서는 작물지역에 대한 품질개선 기법 연구

를 위해 미국 중서부의 아이오와와 일리노이주를 중심

으로 86-98˚W, 36-44˚N의 영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

였다(Fig. 1). 양 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미국 콘 벨트 지

역은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로 제 1의 옥수수 재배

지역이며, 연강수량 1,000 mm 내외의 온난 다습한 대륙

성 기후와 비옥한 토양을 가진다. 아이오와주는 미국

내 최대의 작물 생산지역으로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옥

수수 17.4%, 콩 13.4%의 생산량과 옥수수 14.8%, 콩

12.2%의 경작면적을 가진다. 다음으로 미국 내 2위 작

물 생산지역인 일리노이주는 옥수수 11.9%, 콩 12.7%를

생산하며 이는 각각 옥수수 14.0%, 콩 11.7%의 경작면

적에 해당한다.

A comparative study for reconstructing a high-quality NDVI time series data derived from MODIS surface refle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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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udy site-consisting of Iowa and Illinois states derived from NASS Crop Data Layer (CDL). Circle Symbol indicates the
location of AmeriFlux site(Ne1).



2) 자료수집 및 처리

(1) MODIS09 지표 분광반사도 자료

이 연구에서는 MODIS09 지표 분광반사도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미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

측프로그램(Earth Observing System Program, EOS)에 의

해 개발된 MODIS는 전 지구 규모의 육상, 대기 및 해양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과

2002에 발사된 Terra와 Aqua 위성에 탑재된 센서이다.

각각 오전 10시 30분경(Terra)과 오후 1시 30분경(Aqua)

에 적도를 통과하여 하루 혹은 이틀에 한번씩 지구 표

면을 관찰하고 낮 시간 자료는 1일 1회 제공한다.

MODIS09 지표 분광반사도 자료는 대기 산란 또는

흡수가 없다고 가정하여 지표면 단계에서 측정된 총 7

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반사도 영역에 따라 Band

1(620-670 nm), Band 2(841-876 nm), Band 3(459-479 nm),

Band 4(545-565 nm), Band 5(1,230-1,250 nm), Band 6

(1,628-1,652 nm), Band 7(2,105-2,155 nm)로 구분하여 제

공한다. 또한 태양 천정각(Solar Zenith Angle, Degree) 및

방위각(Solar Azimuth Angle, Degree), 센서 천정각(Sensor

Zenith Angle, Degree) 및 방위각(Sensor Azimuth Angle,

Degree), 위성영상 픽셀의 품질 정보를 제시하는

State_QA (Quality Assessment) 그리고 밴드의 품질정보

를 제시하는 QA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Vermote et al.,

2008). 특히 State_QA 자료는 각 픽셀에 대해 구름 또는

구름에 의한 그림자, 에어로졸의 유무 등 밴드나 픽셀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구

에서는 일 단위의 MOD09GA, 8일 단위의 MYD09A1

자료를 총 6 년간(2004-2009년)에 대해 수집하였고, 그

로부터 각각 Band 1, Band 2, Band 3, 센서 천정각 ,

State_QC 영상을 500 m의 공간해상도로 각각 생산하였

다. MOD09GA는 밴드별 지표 분광반사도 자료 외에

센서 천정각, State_QC 영상이 1 km의 공간해상도로 제

공되어 500 m 공간해상도의 영상으로 생산하였다. 1

km 공간해상도를 갖는 하나의 픽셀에 중첩되는 총 4개

의 500 m 픽셀에 모두 같은 값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

상도를 통일하였다.

(2) AmeriFlux 지상관측자료

이 연구에서는 MODIS09 지표 분광반사도 자료를

이용한 구름탐지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AmeriFlux의 관측자료를 수집하

였다(http://ameriflux.lbl.gov/). AmeriFlux 관측자료는 30

분 단위, 시간 단위, 일 단위의 시간해상도에 대해 자료

의 가공 상태에 따라 Level 2부터 Level 4로 구분하여제

공하고 있다. 광합성 유효복사량(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AR)의 관련 변수(i.e. diffuse PAR, total PAR)

를 포함하며 연속적인 자료확보가 가능한 Ne1 연구지

로부터 시간 단위의 Level 2 플럭스 타워 자료를 총 6년

간의 기간에 대해 수집하였다(2004년~2009년). Ne1 연

구지는 네브래스카주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Fig. 1에

표시하였다.

수집된 총 광합성 유효복사량(total PAR)와 산란된

광합성 유효복사량(diffuse PAR)은 MODIS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추정된 구름탐지일을 평가하기 위한 실측 구

름탐지일을 추정하는데 이용하였다. 광합성 유효복사

량은 식물이 광합성하는데 이용하는 400~700 nm 범위

의 복사량을 의미하며 산란되는 광합성 유효 복사량이

많을수록 대기 기상(구름이나 에어로졸)의 영향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총 광합성 유효복

사량에 대한 산란된 광합성 유효복사량의 비율(이후

PAR Ratio라고 명명)이 1에 가까울수록 구름이 낀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Min, 2005; Jenkins et al.,

2007). PAR Ratio는 MODIS 위성통과시간인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지상관측자료의 10시와 11시 자료를

평균하였다. Fig. 2는 Ne1 연구지의 2009년에 대한 PAR

Ratio를 시계열로 나타낸 그림이다. 지상관측자료로부

터 추정된 PAR Ratio가 임계값 이상의 값을 가질 때 구

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PAR Ratio 임계값을 선정하기 위해 0.4부터 0.7까지

의 범위에 대해 MOD09GA로부터 추정한 일 단위의

NDVI 시계열 자료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NDVI 시

계열 자료에서 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패턴을 보일 경우

구름에 의한 영향으로 신뢰도가 낮은 값을 제공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Kang et al., 2003; Do et al., 2012). 이

연구에서는 Do et al.(2012)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직전 시기에 비해 20% 이상의 하락패턴을 보일 경우 구

름탐지일로 판단하였다. MODIS NDVI 시계열의 구름

탐지일과 각 임계값에 대한 실측 구름탐지일을 비교하

여 가장 높은 구름탐지율을 보이는 PAR Ratio를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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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으로 선정하였다. PAR Ratio의 임계값을 0.4로

적용하였을 때 88.9%, 0.5는 82.2%, 0.6은 75.9%, 0.7은

69.8%의 일치율을 각각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PAR

Ratio 임계값을 0.4로 선정하였다.

3) MODIS NDVI 시계열 자료생산

구름 영향을 제거한 고품질의 NDVI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총 3단계의 자료처리 기법을 적용하였

다(Fig. 3). 구름탐지기법을 이용하여 위성자료의 품질

저하 픽셀을 제거한 뒤 이로 인한 결손을 선형적 내삽

기법(linear interpolation)으로 보정한다. 그리고 보다 정

교한 시계열을 생산하기 위해 평활(smooth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입력자료의 시간해상도에 따른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일 단위, 일 단위로부터 합성한 8일 단

위, 8일 단위의 분광반사도 자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NDVI 시계열을 상호 비교하였다.

구름탐지를 위해 MODIS09 지표 분광반사도 자료를

이용한 5가지 기법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

A comparative study for reconstructing a high-quality NDVI time series data derived from MODIS surface reflectance

–153–

Fig. 3. A flowchart illustrating the procedure for enhancing time-series quality of NDVI derived from MODIS surface reflectance.

Fig. 2. PAR-Ratio time series, i.e., the ratio of diffuse-to-total incident solar radiation, at Ne1 site in 2009. The upper limit(1.0) of PAR
ratio is complete cloudy condition.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 위성자료의 QA 정

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MODIS State_QA는 16비트(bit)

의 정수로 자료를 제공하며 구름과 구름의 그림자에 대

한 변수에 대해 값이 0일 경우 맑은 날의 자료, 0이 아닌

그 외의 값인 경우 신뢰도가 낮은 값으로 판단하여 제

거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MODIS Band 3 반사도가 10%

이상인 픽셀을 제거하는 것이다(Sakamoto et al., 2005;

Galford et al., 2008). 세 번째로 Band 3의 반사도 20% 이

상인 픽셀을 제거하는 기법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

법은 각각 10% 이상인 Band 3 반사도 제거기법, 20% 이

상인 Band 3 반사도 제거기법이라고 명명하였다. 네 번

째 방법은 센서 천정각이 32.25˚ 이상인 픽셀을 제거하

는 것이다(Sakamoto et al., 2005). 기하보정하기 전의 원

시 데이터(Level 2)의 공간 해상도는 센서 천정각에 따

라 달라지게 되며 픽셀의 해상도가 낮을수록 센서 천정

각이 크다. 센서 천정각이 클 경우, 센서가 관측하고자

하는 관심영역 이외의 영역에 대한 효과까지 포함하므

로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Song(2007)이

제안한 CDI 기법이다. 구름에 민감한 적색광(Band 1)과

근적외선(Band 2) 반사정보를 이용하며 임계값을 초과

하는 경우 구름으로 판단하였다. CDI는 아래의 계산식

을 통해 산출하였다.

          CDI = (ρ_red _ ρ_nir)/(ρ_red + ρ_nir)            (2)

위 식에서 ρ_nir, ρ_red은 각각 근적외선(MODIS Band

2)과 적색 밴드(MODIS Band 1)의 분광반사도를 의미한

다. CDI 임계값은 0부터 -0.3까지 임의의 범위에 대해

PAR Ratio와 비교, 평가하였고, -0.1을 최적값으로 선정

하여 적용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구름탐지기법으로부터 추정한 구름

탐지일과 PAR Ratio를 이용한 실제 구름탐지일을 상호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구름탐지여부에 따라 MODIS 분

광반사도 자료를 이용해서 구름이 탐지된 경우(○)와

탐지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PAR Ratio로부터 구름

이 탐지된 경우(○)와 탐지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모

든 4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구름탐지일 수를 각각 비교

하였고 이를 구름탐지율(%)로 나타내었다.

구름탐지에 의해 제거된 결손은 시계열의 주변 자료

를 이용하는 선형적 내삽 기법으로 보정하였다. 선행연

구에서 자료의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일 전후 시

기의 맑은 날 자료를 이용해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여 내

삽한 사례가 있다(Chen et al., 2004; Jang et al., 2010; Kang

et al., 2005). 다른 예로 Do et al.(2012)은 MODIS FPAR

(Fraction of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자료를 보

정하기 위해 시계열의 자료결손에 대해 전후 시기의 맑

은 날 자료를 이용해 평균값으로 대치하여 연속적인

FPAR 시계열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구름영향을 추가적으로 보정하기 위해 직전시기에 비

해 20% 이상 하락패턴을 보이는 경우 직전 시기의 값으

로 대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Do et al.(2012)의 방법을

적용하여 구름영향에 의한 품질저하 픽셀이 발생한 지

점에 대해서 해당일 전후 시기의 맑은 날 자료의 평균

값으로 추정한 뒤 이 값이 직전 시기보다 20% 이상의

하락패턴을 보이는 경우 직전 시기의 맑은 날 자료를 대

치하였고, 20% 이내인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대치하여

연속적인 NDVI 시계열을 생산하였다.

선형적 내삽 과정을 거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오

차를 보정하기 하여 보다 정교한 NDVI 시계열을 생산

하기 위해 두 가지 평활 기법을 각각 적용하고 비교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1) S-G 필터(Chen et al., 2004)과 2)

웨이브렛 변환(Sakamoto et al., 2005)을 이용하여 평활하

였다. S-G 필터는 다음 식에 의해서 이뤄진다.

                          Yj* =                            (3)

위 식에서 Y는 오차를 제거하기 전의 원 자료의

NDVI 값, Y*는 S-G 필터를 거쳐 오차가 제거된 NDVI

값을 의미한다. Ci는 i번째 NDVI값에 대한 계수, 그리고

N은 이동격자(the smoothing window, m)의 크기(2m+1)

와 같은 컨볼루션 정수(convoluting integers)이다. S-G 필

터를 적용할 때 필요한 2 가지의 모수(Parameter)는 m 과

d(the degree of polynomial)이다. m은 시계열 이동격자의

크기이며, 이 값이 클수록 평활 효과가 크다. d는 값이

클수록 원 시계열을 따르는 경향을 갖는다. Chen et

al.(2004)은 일반적으로 m은 4에서 7, d는 2에서 4의 값의

범위를 갖고, m은 4, d는 4의 값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hen

et al.(2004)가 보고한 위의 모수값을 이용하여 S-G 필터

를 적용하였다.

구름 영향에 의한 오차를 갖는 원 자료 NDVI 시계열

(Ni
0 )에 선형적 내삽 기법을 적용하여 구름 영향을 제거

∑i = m
i = _ m Ci Yj + 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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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Ni1). Ni1에 S-G 필터를 적용하여 평활한 시계열 자

료(Ni2)의 값이 평활하기 전(Ni1) 보다 낮다면 기존의 Ni1

값으로 대치한다. 이는 평활과정을 거치더라도 NDVI

값이 낮을 경우(i.e. Ni1 > Ni2)의 시계열을 보정하기 위함

이다. Fitting effect Index (Fk)는 평활 기법에 의한 평활

정도를 의미하는 계수로서 반복되는 평활과정마다 계

산된다. Fk 값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일 때(Fk-1 ≥ Fk ≤ Fk +

1), S-G 필터 시계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Chen et

al.(2004)에 따르면 Fk 값은 초반에 점점 감소하다가 최

소값을 보인 이후 계속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되고,

Fk 값이 최소값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평활된 시계열이

라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G 필터를 최대 5회

까지 반복 수행하였다.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필요

한 계수값이 매우 간단하고(m, d), 적용했을 때 원 자료

를 충실히 따라가면서도(Cha et al., 2009) 평활 효과가 있

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평활 기법인 웨이브렛 변환은 기존의 푸리에

변환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웨이브렛의 기저

함수(mother wavelet)을 이용해 데이터를 변환하여 평활

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어떤 기저함수(파형)을 적용시

키느냐에 따라서 분석의 정확도가 달라지며 연구자가

적용시킬 기저함수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관적 개입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기도 한다. 웨이브렛 변환은 다

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Wf(a,b) = ∫_ ∞
+∞ f(x)    ψ(   ) dx              (4)

여기서 a는 스케일링 파라미터(scaling parameter)이

며, b는 천이 파라미터(shifting parameter), ψ는 마더 웨

이브렛을 의미한다. 웨이브렛 변환에 사용되는 기저함

수로는 스케일링 파라미터와 마더 웨이브렛이 있다.

Sakamoto et al.(2005)는웨이브렛변환을적용한 Enhanced

Vegetation Index (EVI) 시계열을 이용하여 벼의 생육단

계를 추정하는 연구를 제안하면서 총 3가지의 마더 웨

이브렛(i.e. Daubechies, Symlet, Coiflet)를 비교하여 평가

하였고 이 중 Coiflet(order=4)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alford et al.(2008)은 Coiflet을 기

저함수로 사용하여 추정된 작물 생육시기 자료를 작물

의 토지피복분류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nteractive Data Language (IDL)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

공하는 웨이브렛 변환 서브루틴을 이용하였고 마더 웨

이브렛은 Coiflet(order=4)을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1) 품질저하 자료제거 기법

Table 1은 각 구름탐지기법의 구름탐지율의 평균값

과 범위를 나타내었다(2004-2009). 10% 이상인 Band 3

반사도 제거기법을 사용하였을 때 85%의 가장 높은 구

름탐지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QC 적용기법(82%)과

20% 이상인 Band 3 반사도 제거기법(81%) 순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에서 평가한 구름탐지기법들은 QC 기법을

1
a

x _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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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average rate of successful cloud detection(%) for each method. Cloudy day was predetermined with a criteria of PAR
Ratio over 0.4. The average was based on 6-year detection performance from 2004 to 2009. The first column, PAR-
ratio/MODIS*, means results of cloud detection from PAR and MODIS data, respectively. The symbols of “○” and “X” indicate
cloudy and clear sky conditions, respectively

PAR-Ratio/ MODIS B3 > 10% B3 > 20% CDI > -0.1 SZA > 32.25˚ QC ≠ 0

○/○ 49.5
(47.1~51.8)

43.2
(40.5~45.8)

35.7
(33.7~38.1)

36.2
(35.8~37)

52.9
(48.4~55.3)

×/× 35.2
(32.3~38.1)

37.4
(35.1~39.7)

37.9
(35.3~40)

17.0
(14.5~18.3)

29.6
(25.5~35.8)

Sum 84.7 80.6 73.6 53.2 82.2

×/○ 7.8
(6.6~10.1)

14.1
(11.7~16.7)

21.6
(18.3~23.8)

21.2
(18.9~22.7)

4.4
(2.7~6.8)

○/× 7.5
(4.7~9.3)

5.3
(3~7.7)

4.8
(2.7~7.4)

25.6
(24.7~26.8)

13.1
(10.7~15.9)

Sum 15.3 19.4 26.4 46.8 17.5



제외하고 모두 임계값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정확한 구름탐지를 위해서는 임계값을 어떻게 정하느

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임계값 방

법은 국부지역에 대해 지상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가 수행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해선 높은 신뢰도를

제공한다. Xiao et al.(2005)는 중국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Band 3 반사도를 20%, Sakamoto et al.(2005)는 일본의 논

지역에 대해 10%를 임계값으로 적용하여 위성자료의

구름영향을 제거한 사례가 있다. Band 3 반사도에 대한

두 임계값을 모두 미국 농경지에 적용한 결과 10% 이상

Band 3 반사도 제거 기법이 더 높은 구름탐지율을 보였

다. 최적의 구름탐지기법으로 추정된 10% 이상의 Band

3 반사도 기법, QC 기법, 20% 이상의 Band 3 반사도 기

법을 각각 조합한 복합방법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단일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더 높은 구름탐지율을

보였다.

2) 평활 기법 적용결과

선형적 내삽 과정을 거친 NDVI 시계열에 S-G 필터

와 웨이브렛 변환을 각각 적용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수

행하였다(Fig. 4). 두 평활 기법 모두 선형적 내삽 과정을

통해 잦은 등락을 보이는 NDVI 값이 보정되었고 계절

적인 시계열의 증감 패턴이 잘 나타났다. 웨이브렛 변

환의 경우 구름 영향에 의한 NDVI 값이 보정되면서 더

선형적인 시계열 패턴을 보이지만, NDVI 값이 가장 높

은 여름철에 보정 전의 원 NDVI 값보다 낮은 값으로 평

활되며 과소모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 단위 자

료에 QC 기법을 적용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

인다(Fig. 4b). 일 단위 자료를 기반으로 평활 기법을 적

용한 뒤 8일 단위로 합성하는 것은 보다 계절적인 증감

패턴을 보이는 선형적인 시계열을 얻을 수 있지만, 상

대적으로 일 단위보다는 원 자료의 패턴을 반영하지 못

하였다. 8일 단위의 분광반사도 자료를 기반으로 10%

이상의 Band 3 반사도 제거기법(Fig. 4c)과 QC 기법(Fig.

4d)에 두 가지 평활 기법을 각각 적용하였다. 웨이브렛

변환으로 평활된 NDVI 시계열에서는 값이 갑자기 감

소할 때 그 패턴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8일 단위 자료에 S-G 필터를 적용한 것이 평활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8일 단위의 MCD13A1 NDVI 시계열 자료를 8일

단위의 평활된 시계열 결과에 중첩하여 나타내었다.

MCD13A1 NDVI 시계열은 평활된 시계열과 전반적

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다만 일부 연도에서 겨

울철에 NDVI 값이 일시적으로 0까지 하락하거나 봄

철에 평활된 시계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NDVI 값을 보였다. 이 때의 NDVI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인

다. MCD13 NDVI 시계열에서 겨울철 NDVI 값의 일

시적인 감소는 눈이나 구름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

러한 측면에서 MCD13 NDVI 시계열보다 평활된 시

계열이 더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QC 기법과 웨이브렛 변환의 조합 결과, 2004년의 봄

철과 2009년 가을철에 원 자료의 NDVI값보다 더 낮거

나 훨씬 높은 값으로 평활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사료된다(Fig. 4b). 첫 번째, 시계열 자료

가 구름 등의 오차로 인해 낮은 식생지수 값을 가지는

지점에서 구름탐지기법이 작동하지 않고 평활 기법이

적용된 것이다. 구름탐지기법에 의해 구름이 탐지된 경

우 선형적 내삽 기법에 의해서 값이 보정되고 평활 기

법이 적용되면 선형적인 NDVI 시계열을 생산한다. 그

러나 해당 지점에서는 10% 이상의 Band 3 반사도 제거

기법에 의해서는 구름으로 탐지된 반면에 QC 기법에

의해서는 구름이 탐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두

번째, 구름영향에 의한 낮은 NDVI 값에 평활효과가 더

해져 더 낮거나 높은 값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웨

이브렛 변환이 대칭적인 Sine과 Cosine 함수를 기반으

로 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가장 부드러운 선형의 평

활된 곡선을 얻을 수 있지만, 원 영상의 NDVI 자료와는

크게 값의 차이를 보인다(Sakamoto et al., 2005; Galford et

al., 2008; Chen et al., 2004). 또한 오차가 존재할 때 평활

기법을 적용한다면, 낮은 식생지수 값에 대응하는 높은

값을 갖는 대칭적인 평활 곡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Quiroz et al., 2011). 따라서 웨이브렛 변환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확한 구름 탐지와 오

차의 제거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일 단위 자료로부터 추정한 시계

열과 이를 8일 단위로 합성한 시계열, 그리고 8일 단위

자료로부터 추정한 NDVI 시계열을 각각 평활 기법을

적용하였다. NDVI 시계열 자료가 식생의 성장과 쇠퇴

라는 연중 식생 사이클을 따른다고 가정 했을 때, 평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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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적용한 뒤에도 최대값은 유지하지만 여전히 값

의 떨림이 존재하는 일 단위의 NDVI 시계열보다 8일

단위로부터 추정된 NDVI 시계열이 더 선형적인 패턴

을 보였다. 이는 일 단위의 MOD09GA자료가 대기보정

은 거쳤으나 열악한 대기조건이나 픽셀 수준의 오차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반면에 8일 단위의 MYD09A1자료

는 지도 투영과 자료 관리를 위해 격자로 분할하거나 구

름 등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합성(i.e. MVC)이나 재처

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Vermote et al., 2008).

3) 고품질 위성자료 생산

8일 단위의 MYD09A1 분광반사도 자료를 이용하여

10% 이상인 Band 3 반사도 제거 기법과 S-G 필터를 적

A comparative study for reconstructing a high-quality NDVI time series data derived from MODIS surface refle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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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annual NDVI time series were generated using both daily and 8-day surface reflectance products at Ne1 site for 6 years
with different operational frameworks of gap-detection and smoothing methods. The NDVI time series derived from daily
(MOD09GA) were applied to a criterion of MODIS Band 3 reflectance over 10% (a) and MODIS Quality Flag (b), respectively.
The NDVI time series derived from 8-day surface reflectance products (MYD09A1) were applied to a criterion of MODIS Band
3 reflectance over 10% (c) and MODIS Quality Flag (d), respectively. The symbols of gray dotted line, bold black line, bold red
line and open circle correspond to the NDVI time series by linear interpolation, the wavelet transform, the Savitzky–Golay filter
and the 8-day composite NDVI, respectively. In (c) and (d), the bold light gray line is the NDVI time series derived from
MCD13A1.



용하여 NDVI 시계열 자료를 생산한 뒤 이를 지도화하

였다. Fig. 5는 누적 구름탐지일(Cloud detection), 구름영

향을 포함하는 원 자료의 누적 NDVI (Original NDVI

_acc), 그리고 구름영향을 제거한 뒤 평활한 누적 NDVI

(Smoothed NDVI_acc) 지도를 각각 나타낸다. 구름탐지

일 지도는 8일 단위의 연간 총 46주에 대해서 각 픽셀에

대한 구름탐지일을 누적하여 지도화한 것이다. 구름탐

지일은 0일에서 최대 32일의 범위를 보였고 아이오와

주 중부지역과 일리노이주 동북부 지역에서 높은 공간

적 패턴을 보였다. 원 자료의 누적 NDVI보다 구름영향

을 제거한 NDVI 지도에서 더 높은 NDVI 값의 범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이연구에서는MODIS09 지표분광반사도(MOD09GA,

MYD09A1) 자료로부터 구름 탐지, 결손 내삽, 평활 기

법의 순차적인 자료처리기법을 적용하여 고품질의

NDVI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였다. 10% 이상인 Band 3

반사도 제거기법(85%)과 QC 기법(82%)이 가장 좋은 구

름탐지율을 보였다. 구름영향에 의해 제거된 신뢰도가

낮은 픽셀은 Do et al.(2012)에서 제안한 선형적 내삽 기

법을 이용하여 결손자료를 보정한 연속적인 시계열을

생산하였다. 결손자료를 보정하더라도 구름이나 대기

산란 등에 의한 자료의 오차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좀 더 정교한 NDVI 시계열 자료를 얻기 위

해 웨이브렛 변환과 S-G 필터를 각각 적용하여 비교하

였다. 그 결과 웨이브렛 변환보다 S-G 필터가 원 영상

NDVI 시계열의 최대값을 유지하면서 구름 영향에 대

한 오차를 최소화하여 평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

에서는 MODIS NDVI 시계열 자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순차적인 자료처리기법으로써 10% 이상인 Band 3 반

사도 제거기법, 선형적 내삽 기법과 S-G 필터를 이용한

평활 기법을 제안하였다. 인공위성의 특장점으로서 동

시간대에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광역성과 연속적

으로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 기초

하여 생산된 식생지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다면 향후

광역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표 생물리 변수 연구, 탄소

순환, 작물 생육상황 모니터링, 생육시기를 추정하는 연

구에서도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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