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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lthough GOCI has potential for land surface monitoring, there have been only a few
cases for land applications. It might be due to the lack of reliable land products derived from GOCI data
for end-users. To use for land applications, it is often essential to provide cloud-free composite over land
surfaces. In this study, we proposed a cloud detection method that was very important to make cloud-free
composite of GOCI reflectance and vegetation index. Since GOCI does not have SWIR and TIR spectral
bands, which are very effective to separate clouds from other land cover types, we developed a multi-
temporal approach to detect cloud. The proposed cloud detection method consists of three sequential steps
of spectral tests. Firstly, band 1 reflectance threshold was applied to separate confident clear pixels. In
second step, thick cloud was detected by the ratio (b1/b8) of band 1 and band 8 reflectance. In third step,
average of b1/b8 ratio values during three consecutive days was used to detect thin cloud having mixed
spectral characteristics of both cloud and land surfaces.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four classes of
cloudiness (thick cloud, thin cloud, probably clear, confident clear). The cloud detection method was
validated by the MODIS cloud mask products obtained during the same time as the GOCI data acquisition.
The percentages of cloudy and cloud-free pixels between GOCI and MODIS are about the same with less
than 10% RMSE.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clouds detected from the GOCI images were also similar to
the MODIS cloud mask products.
Key Words : GOCI, cloud detection, multi-temporal method, land applications, MODIS cloud product

요약 : GOCI 영상은 육상 관측에 적합한 공간해상도와 빠른 관측주기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육상분

야에 활용된 예가 많지 않다. GOCI 영상이 육상분야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전처리가 수행되어 신뢰

성을 갖춘 기본적인 산출물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GOCI 영상의 육상 활용을 위하여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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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극궤도 위성영상인 NOAA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자료와 Terra/Aqua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자료는 지구 전체를 하루에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지구 규모의 식생 모니터링과 토지피복변화 분석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Zhang et al., 2003). 하지만 이

러한 광학위성영상은 구름의 영향으로 일별 관측에는

한계가 있다 (Justice et al., 1985; Holben, 1986).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10일 또는 16일 주기로 일별영상을 합성하

여 구름이 없는(cloud-free) 표면반사율 또는 식생지수

와 같은 산출물을 제작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름의 영

향때문에 합성 주기보다 단기간에 발생하는 지표현상

을 관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Chen et al., 2003; Liu

and Liu, 2013).

정지궤도위성은 동일 지역을 상시 관측함으로써 매

우 짧은 관측주기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기

존의 극궤도 위성보다 훨씬 단축된 주기로 구름이 없는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고,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Fensholt et

al., 2011; Nigam et al., 2011; Ryu et al., 2012). 이미 유럽의

정지궤도기상위성인Meteosat Second Generation(MSG)

에서 15분 관측주기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대륙규

모의 식물 활동과 관련된 육상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보

여 주었다(Fensholt et al., 2011; Proud et al., 2011).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y(GOCI)는 국내에

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색위성센서로서, 해

양 환경 및 생태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Ryu et al., 2012). GOCI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약 2500× 2500km2에 해당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촬

영하며, 대략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 시간 동안

8회 촬영하고 있다. GOCI는 해양 관측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파장영역의 8개 밴드를

가지고 있고, 500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GOCI

촬영지역의 약 38%는 육지에 해당하는 데, 한반도와 일

본의 전 지역 그리고 중국, 몽골, 러시아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GOCI 영상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GOCI 영상은 해양뿐만 아니라, 육상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정도의 적절한 복사해상도

(radiometric resolution)와 공간해상도를 갖추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GOCI 영상의 육상 활용이 미흡한 이유는 신뢰성

있는 육상 산출물 제작에 필수적인 대기보정과 구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상 합성(image compositing)

같은 전처리 기술이 개발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GOCI 영상의 육상 활용에 절대적으

로 필요한 주요 전처리 기술인 구름탐지 기법을 개발하

고자 한다. 육지는 해양과 달리 반사신호가 상이한 다

양한 지표물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

산출물 제작에 적용되는 구름 탐지 기법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구름탐지 기

법은 육상 지역의 대기보정 및 구름이 없는 합성물 제

작에 반드시 필요한 구름이 없는 육지 지역의 화소들을

탐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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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이 최소화된 기본 산출물 제작에 필요한 구름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GOCI 영상은 구름 탐지에 효

과적인 단파적외선(SWIR)과 열적외선(TIR) 밴드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GOCI 영상의 장점인 빠른

관측 주기로 얻어지는 많은 다중시기영상을 이용하여 구름을 탐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구름탐지

기법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1번 밴드 반사율과 1번과 8번 밴드의 반사율 비(b1/b8)에

임계값을 적용하여 완전 맑음(confident clear)과 두꺼운 구름(thick cloud)을 구분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3일 동안 얻어진 b1/b8 값의 평균을 임계값으로 하여 얇은 구름(thin cloud)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순차적

인 구름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모두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GOCI 영상

에 적용 후 그 결과를 MODIS 구름 산출물(cloud mask products)과 비교 검증하였다. 여러 시기의 영상에

서 추출된 구름 면적을 비교한 결과 평균제곱근오차(RMSE)가 10% 미만으로 MODIS 구름 산출물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육안 분석을 통해 구름의 공간적인 분포를 비교한 결과, MODIS 산출물과 비슷한 구름 분포

를 보여주었다.



2. 구름의 분광 특성 및 구름 탐지 기법

구름은 높은 반사율(reflectance)와 낮은 밝기 온도

(brightness temperature)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구름 탐지 기법들이 개

발되었다(Saunders and Kriebel, 1988; Rossow and Garder,

1993; Ackerman et al., 1998; Stowe et al., 1999; Kriebel et al.,

2003). 그러나 구름의 분광특성은 구름의 두께, 구성성

분, 고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구

름 탐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Zhu and

Woodcock, 2014). 더 나아가 육지에서의 구름 탐지는 식

물, 토양, 수면, 눈 등의 다양한 토지피복이 혼재된 이질

적 분광특성을 가진 물체들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해양

에서의 구름탐지 기법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구름탐지에 적합한 파장영역으로는 단파적외선

(SWIR)과 열적외선(TIR)을 들 수 있다. 단파적외선 영

역은 고층운과 권운의 탐지가 용이하며(Gao et al., 1993),

특히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에서 반사율이 거의 같

은 눈과 구름을 구분하기에 적합한 파장영역이다. 열적

외선 영역에서는 구름이 대부분의 육지표면 보다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름을 탐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GOCI 영상은 단파적외선과 열적

외선 밴드가 없기 때문에 구름 탐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광학위성영상에서 구름의 분광 특성을 이용한 구름

탐지 기법은 단일 임계값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중시기

영상을 이용한 적응형(adaptive) 임계값을 사용하는 경

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법은 특정 밴드의 반사

율이나 반사율 비(reflectance ratio)의 임계값을 이용하

여 구름을 탐지한다. 이 기법은 단순하고 신속하게 적

용할 수 있지만, 구름탐지의 정확도가 임계값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임계값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

다. 또한 반사율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변이가 존재하

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단일 임계값을 적용할 경우 정

확도 떨어질 수 있다.

관측주기가 빠른 위성 센서에서는 연속적인 영상의

획득이 가능하게 되므로 다중시기영상을 이용한 구름

탐지 기법이 개발되었다. 이는 지표면의 반사율이 짧은

기간 내에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반사율이 급격

하게 높아지면 구름으로 간주하는 기법이다. 다중시기

영상 기반의 구름 탐지 기법은 적응형 임계값을 사용함

으로써 지역별, 시기별 반사율의 변이를 고려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구름 탐지를 위한 적응형 임계값으

로는 구름 탐지를 하고자 하는 현재 영상과 가장 인접

한 시기에 확보된 구름이 없는 영상과의 반사율 차이

(Hagolle et al., 2010; Han et al., 2014; Lyapustin et al., 2008)

와 특정 기간에 포함된 영상들의 통계값(중앙값, 표준

편차등)을사용한다(Wildt et al., 2007; Zhu and Woodcock,

2014). 구름이 없는 영상에서 얻은 반사율을 이용한 다

중시기영상 기반 구름 탐지 기법은 논리적으로 명확하

며 효과적인 기법이다. 하지만 구름이 없는 영상과 현

재 영상의 촬영시점에 차이가 커지면, 식물과 같은 지

표물의 생물리학적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기본 가정

이 위배된다. 또한GOCI 영상과 같이 촬영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에 구름이 없는 영상을 확보하

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GOCI 영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름 탐지 기법은 결국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파장 영역의 반사율에 단순 임계

값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구름 탐지 결

과는 단순 임계값에 매우 민감하며, GOCI 영상은 일 8

회 영상 촬영시점의 태양각 변화에 따라 반사율의 일간

변이(diurnal variations)가 존재하기 때문에(Yeom and

Kim, 2013), 단순 임계값은 구름 탐지 결과에 상당한 오

차를 가져올 수 있다. GOCI 영상은 하루 8회의 촬영으

로 다량의 영상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시기영상

기반의 구름 탐지 기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GOCI 영상은 넓은 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중시기

영상 기반의 적응형 임계값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적 반

사율의 변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GOCI 영상의 전체 촬영 범위인 동북

아시아의 육지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Fig. 1). 한

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를 포함하는 이 지역

은 중국 남부의 아열대 기후, 몽골의 건조 기후, 시베리

아의 한대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 특성에 따라 구름의 공간적 계절적 분포 특성이 다

양하게 나타난다. 몽골 및 중국 동북부 지역은 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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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맑고 구름이 적은 반면, 중국 남부와 일본은 구름

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여름철 장마기간

(6월~9월 사이)에 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분포하고 있

다. GOCI 영상에서 주요 토지피복으로는 산림, 농지,

사막, 초지가 있으며 겨울에는 한반도 및 북쪽 지역에

눈과 얼음이 상당 기간 분포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KOSC)에서는

2011년 4월부터 GOCI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름 분포의 공간적 시간적 특성을 감안하

여 전체 지역에 대하여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년 동안 매월 두 시기의 영상을 선정하여 모두 24 시기

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매 시기별로 3일분 영상을 채

택하여 연구에 사용된 GOCI 영상은 총 576장이다(24

시기 × 3일 × 8회/일 = 576장). KOSC에서 기하보정 및

복사보정 처리된GOCI L1B 복사휘도(radiance) 영상을

제공받았고, 태양 천정각 및 레일리(Rayleigh) 산란 보정

을 통해 반사율(reflectance)을 획득하였다. 구름탐지 기

법은 육지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양지역은 해안선 자

료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GOCI 영상은 정사투영

(orthographic projection)을 적용하고 있으나, MODIS 영

상과 직접 비교를 위하여 평면직각좌표계인 UTM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좌표체계로 변환하여 두

영상자료가 공간적으로 일치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름 탐지 기법을 검증하기 위하

여 GOCI 영상과 동일한 날짜에 촬영된 MODIS 구름

산출물(cloud mask products)을 사용하였다. MODIS 영

상은 Terra와 Aqua 위성에서 매일 촬영되므로, 사용된

MODIS 구름 산출물(MOD35, MYD35)은 총 48장(24일

× 2회/일 = 48장)이다. MODIS 구름 산출물에 적용된

구름 탐지 방법은 가시광선, 근적외선, 단파적외선, 열

적외선 밴드를 모두 사용하여 단계별로 임계값을 설정

하여 이루어진다. MODIS 산출물에서 구름의 정보는

구름(cloudy), 불확실(uncertain), 불확실 맑음(probably

clear), 완전 맑음(confident clear)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눈(snow)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GOCI

영상의 육지 전 지역에 해당하는 여러 장의MODIS 구

름 산출물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한 후, GOCI 영상과 동일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였다. Table 1은 연구에 사용된 GOCI 영상과

MODIS 구름 산출물의 목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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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GOCI images and MODIS cloud product used in this study
Experimental data Validation data

Products GOCI L1B Radiance MODIS L2 Cloud Mask(MOD35, MYD35)

Temporal resolution 8 hourly images during daytime
(09:00 to 16:00 local time)

daily
(Terra: 10:30-11:30, Aqua: 13:30-14:30)

Spatial resolution 500 m

Image acquisition date

April 11~13, 2011 August 10~12, 2011 Dec. 05~07, 2011
April 17~19, 2011 August 27~29, 2011 Dec. 15~17, 2011
May 05~07, 2011 September 19~21, 2011 January 05~07, 2012
May 23~25, 2011 September 23~25, 2011 January 11~13, 2012
June 11~13, 2011 October 07~09, 2011 February 17~19, 2012
June 21~23, 2011 October 17~19, 2011 February 26~28, 2012
July 04~06, 2011 November 03~05, 2011 March 09~11, 2012
July 26~28, 2011 November 13~15, 2011 March 25~27, 2012

Fig. 1.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y (GOCI) target
area which covers an area of about 2,500 × 2,500 km2

in Northeast Asia (GOCI L1B Radiance image acquired
on April 04, 2011).



4. 연구 방법

1) 구름 및 육지 토지피복의 반사율 분석

육지에서의 구름 탐지는 기본적으로 구름과 배경이

되는 다양한 토지피복의 분광반사특성의 차이를 이용

한다.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구름과 다양한 토지피복의

반사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 가지 구름 형태: 두껍고

밝은 구름(thick-bright cloud), 두껍고 어두운 구름(thick-

dark cloud), 얇은 구름(thin cloud)과 네 가지 대표적 토지

피복: 수면(water), 눈(snow), 식생(vegetation), 토양(bare

soil)에 대한 반사율을 GOCI 영상에서 추출하였다. 두

꺼운 구름으로 정의된 등급은 구름 아래 토지피복이 완

전히 가려있는 상태이며, 얇은 구름은 반투명 형태의 구

름으로 구름과 토지피복의 신호값이 혼재되어 정확한

탐지가 어려운 상태라 할 수 있다. 구름을 포함하여 7개

의 피복형에 대하여 각각 두 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하였

고, 각 지점마다 4개 화소(1 km2 )를 추출하여GOCI 8개

밴드별 반사율을 산출하였다.

Fig. 2는 GOCI 영상에서 추출된 7개 등급의 청색광

밴드(b1, 412 nm)와 근적외선 밴드(b8, 865 nm)의 반사

율과 두 밴드 반사율의 비(b1/b8)를 보여준다. 물론 다

른 밴드에서도 피복별 반사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나,

구름 탐지에 직접 사용된 두 개 밴드에서의 반사율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1번 청색광 밴드는 토지피복들의 반

사율은 매우 낮고 구름은 높은 반사율을 보이기 때문에

그 동안 구름 탐지에 자주 사용되어왔다(Hagolle et al.,

2010; Han et al., 2014). GOCI 영상의 1번 밴드에서는 식

생, 토양, 수면은 매우 낮은 반사율을 보이는 반면 두꺼

운 구름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사율을 보여주고 있다

(Fig. 2(a)). 얇은 구름의 반사율은 식물, 토양, 수면과 유

사한 값을 보이는 데, 이는 구름과 토지피복의 신호값

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눈의 반사율 역시 두꺼운 구름

과 비슷하게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번

밴드에서는 수면, 식생, 토양을 단순 임계값으로 분리해

낼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얇은 구름의 오탐지를 방지하

기 위해 임계값을 매우 낮게 설정해야 한다. 근적외선

파장영역인 8번 밴드에서는 식물과 토양의 반사율이

증가하여 두껍고 어두운 구름과 얇은 구름이 비슷한 값

을 보이고 있다. 해양에서의 구름탐지는 8번 밴드에서

의 임계값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육지에서는 8번 밴

드만으로 구름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Fig. 2(b)).

1번 밴드와 8번 밴드의 반사율 비(b1/b8)는 두 밴드

의 특성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으며 태양각 및 대기 영

향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b1의 반

사율은 매우 낮으나, b8에서는 높은 반사율을 지니는 식

생과 토양은 평균 0.1정도의 매우 낮은 값을 보이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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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flectance and reflectance ratio for three cloud types
and four land cover types in band 1 at 412 nm(a), band
8 at 865 nm(b), and b1/b8 ratio(c) sampled from GOCI
images.

(c)

(b)

(a)



면, 내륙수면은 평균 0.9에 근사한 높은 반사율 비를 보

이고 있다(Fig. 2(c)). b1/b8 값을 이용하여 두꺼운 구름

과 눈이 다른 피복들과 구분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얇은 구름의 반사율 변이를 감안한다면 다른 피복과의

구분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GOCI 영상의 구름 탐지 기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름 탐지 기법은 세 단계로

나누어 수행되는데, 단일 임계값 기반의 구름 탐지 방

법과 다중시기영상 기반의 적응형 임계값을 이용한 방

법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Fig. 3). 매 시간 촬영된 모든

GOCI 반사율 영상에서 구름이 탐지되며, 탐지 결과는

두꺼운 구름(thick cloud), 얇은 구름(thin cloud), 불확실

맑음(probably clear), 완전 맑음(confident clear)의 네 가

지 등급으로 나누어 기록된다. 이에 추가하여 겨울에는

연구 지역의 북부에 해당하는 몽골, 러시아, 중국 동북

부, 한반도, 일본 등에 눈이 존재하므로 10월부터 3월까

지 촬영된 겨울 영상에서는 눈(snow)을 별도로 구분하

였다.

구름탐지의첫번째단계는완전맑음(confident clear)

화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Fig. 2에서 보듯이 식

물, 토양, 수면의 반사율은 b1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므

로 단순 임계값을 적용해도 완전 맑음에 해당하는 화소

들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구름탐지 결과는 임계값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임계값을 아주 낮게

설정해주어 확실히 구름이 아닌 화소만을 탐지하였다.

많은 GOCI 영상에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반사율

이 0.04 보다 작으면 구름의 영향이 없는 완전 맑음으로

판정하였다. 낮은 임계값 때문에 실제 구름이 아닌 깨

끗한 모든 화소들이 완전 맑음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이

단계에서 누락된 화소들은 세 번째 단계에서 다시 불확

실 맑음(probably clear)에 해당하는 화소로 분류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구름이 아닌 식생, 토양, 수면이 구

분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 구름과 눈에 해당하

는 부분이 남게 된다. 물론 구름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반사율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구름을

한 번에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단계에

서는 두꺼운 구름(thick cloud)을 먼저 탐지하는 데, 여기

서 두꺼운 구름이란 구름의 밝기에 상관없이 비교적 높

은 반사율을 가지고 있으며 구름 아래 지표면의 영향 없

이 구름의 신호만을 보이는 화소들이 해당된다. 두꺼운

구름은 b1/b8 반사율 비로 비교적 쉽게 구분이 된다. 그

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탐지된 두꺼운 구름은 눈과 비

슷한 반사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영상(10월

부터 3월)에서 두꺼운 구름으로 탐지된 부분은 눈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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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chart of the proposed cloud detection algorithm (ρ1: b1 reflectance, SR18: ratio between b1 reflectance and b8 reflectance,
SR18 3days: average of ratio between b1 and b8 reflectance during 3days, RMSD18 3days: Root mean square deviation of reflectance
ratio between b1 reflectance and b8 reflectance during 3 days).



함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구름과 육지의 신호값이 혼재되어 탐

지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얇은 구름(thin cloud)을 분

류하는 과정이다. 단파적외선 파장 영역에서는 얇은 구

름의 탐지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GOCI 영상은 단파적

외선 파장밴드가 없으므로 이의 탐지구분이 가 쉽지 않

다. 얇은 구름과 불확실 맑음의 구분은 하루 8회 촬영되

는 GOCI 영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속적으로 촬영된

영상들을 모두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다중시기

영상의 구름 탐지 기법은 지표면의 반사율이 짧은 기간

내에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갑작스런 반사율 변화를 구

름의 영향으로 간주하는 기법이다. Fig. 4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시간별GOCI 영상에서 나

타나는 b1/b8 반사율 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0월

18일의 반사율 비는 17일, 19일에 비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구름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각 날짜마다 3일 평균값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얇

은 구름에 의하여 반사율이 조금 증가하는 경우에도 평

균값에 의하여 구름으로 탐지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구름을 탐지하려는 현재 영상을 기준

으로 당일과 전후일의 영상을 모두 이용하여 3일에 해

당하는 24개(3일 × 8회) 시간별 영상의 평균을 임계값

으로 사용하였다. 임계값은 각 화소 위치마다, 매 시기

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구름탐지를 위한 기간을 3일로

설정한 이유는 24개 시간별 영상에서 최소한 하나의 관

측 값이 구름이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3일

은 지표면의 생물리학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짧은 기

간으로써, 이때 반사율 증가는 구름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구름 탐지를 위한 기간을 3일보다 길게 설정하

는 경우에는 구름과 깨끗한 지표물을 구분할 수 있는 확

률은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 구름 탐지의 목적은 육상

에서 구름의 영향이 최소화된 반사율 또는 식생지수의

합성물을 제작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므로, 육상 관찰과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합성주기를 최

소화하여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Lee et al.(2013)는 GOCI 영상을 이용하

여 여러 합성주기를 가진 식생지수 합성영상을 제작하

여 각 합성물의 구름분포를 분석하였다. 1일부터 5일까

지의 합성주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3일 합성주기로 제

작된 식생지수 영상의 평균 구름량이 12.7%로 매우 낮

게 나타났다. 합성주기를 길게 하면 구름량은 당연히 감

소하게 되지만, 합성물의 관측주기가 낮아져 산불이나

홍수 등 빠른 변화를 관측하는 데 불리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 장마기간에는 두꺼운 구름의 영향이 3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도 있다. 3일 동안 구름이 없는 관측

값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면 평균값은 구름보다는 낮게

되며, Fig. 4에서 보듯이 구름과 구름이 없는 화소가 평

균값으로 구분되게 된다. 그러나 평균은 자료의 분포와

이상값에 영향을 받는 통계값이므로 경우에 따라 구름

탐지에 사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3일 동안 대부분 구름이라면 3일 평균값

이 매우 높게 산출되기 때문에 구름이 제대로 탐지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대부분 구름이 아니라면 낮은 평

균값 때문에 구름으로 과탐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3일 평균은 총 24개 영상

에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

는 화소만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이 단계에서 얇은 구

름으로 탐지되지 않은 화소는 구름이 아닌 화소로 판단

되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 얻어진 결과와 구분하기 위

하여 불확실 맑음(probably clear)으로 분류한다.

겨울에는 눈과 구름을 구분하기 위한 처리가 필요하

다. 눈과 구름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에서 모두 높

은 반사율을 지닌다. 겨울 영상의 경우 두 번째 단계에

서 두꺼운 구름으로 탐지된 화소들은 눈에 해당하는 화

소를 포함하고 있다. 구름은 시간에 따른 이동성이 크

기 때문에 시간적 편차가 큰 반면, 눈은 지표에 쌓인 후

지속적으로 존재하므로 시간적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

다. 따라서 3일 동안의 24개 시간별 영상에서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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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ept of the cloud detection method based on multi-
temporal approach.



b1/b8 값의 평균제곱근편차(root mean square deviation,

RMSD)를 이용하여 눈과 구름을 구분하였다. 이 세 단

계 중 마지막으로 적용된 임계값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적응형 임계값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적용

되는 임계값은 분석자의 주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다양한 구

름 및 토지피복 등급의 반사율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

하여 얻어진 값들을 임계값으로 설정하였다.

5. 결과 및 고찰

1) 구름량 비교

본연구에서제안한구름탐지기법을 24시기의GOCI

시간별 영상에 적용하여 육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네 가

지 구름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매 시기에 3일분 영상이

사용되었으나, 실제 구름 탐지가 이루어진 영상은 매 시

기의 중간 날짜에 해당하는 시간별 영상(총 192장)이다.

그 동안 많은 구름 탐지 기법이 개발되었으나, 각 기법

의 정확도를 판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구

름 분포에 대한 참값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

에서 탐지된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는 기본적

인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름 탐지 결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먼저 신뢰도가 높은 구름 탐지 기법으로 인

정받고 있는MODIS 구름 산출물과 비교하였다. GOCI

영상은 하루에 8회 촬영되나, MODIS 영상은 Terra위성

에서 오전 11시와 Aqua위성에서 오후 2시경에 촬영된

다. 모두 192장의 시간별GOCI영상에서 탐지된 결과를

MODIS 구름 산출물과 비교하기 위하여 MODIS와 거

의 동일한 시간대에 촬영된 영상(11:00시, 14:00시)에서

얻어진 결과만을 선정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시간별

GOCI 구름 탐지 결과는 모두 48장이다.

GOCI 영상에서 구름 탐지 결과는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MODIS 구름 산출물에 포함된 구름 정

보는 구름 (cloudy), 불확실 (uncertain), 불확실 맑음

(probably clear), 완전 맑음(confident clear)의 네 가지로

나눈다. GOCI와 MODIS에서 구름 등급은 거의 같으

나, 본 연구에서는 얇은 구름(thin cloud)의 등급이 있는

반면, MODIS에서는 불확실(uncertain)의 등급이 있다.

두 등급의 정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MODIS 구름 산

출물에서 불확실 등급은 결국 구름과 육지의 신호가 혼

합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육안 판독으로 불확실 등

급에 해당하는 화소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얇은 구

름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구름 등급을 결국 구름(cloudy)과 맑음(clear)

으로 나누어 면적을 비교하였다. 즉MODIS 구름 산출

물에서 구름과 불확실 등급을 합하여 구름으로 구분하

였고, 불확실 맑음과 완전 맑음을 합하여 구름이 없는

맑음으로 분석하였다. Fig. 5는GOCI 영상의 구름 탐지

결과와 MODIS 구름 산출물의 구름 정보를 비교하고

있다. 두 그래프는 각각 육지에서 구름 화소와 맑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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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lationship between GOCI cloud detection results and MODIS cloud mask products: (a) cloudy pixels percentage (%) in
land area, (b) clear pixels percentage (%) in land area.



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고 있는 데, GOCI 영상을

이용하여 제안된 방법으로 탐지된 구름의 양과MODIS

구름 산출물에 나타난 구름의 양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

났다. 먼저 두 결과 값의 상관계수 r=0.98 이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두 가지 방법에 의한

구름 탐지 결과의 관계가 1:1에 근접한 선형관계로 두

방법에서 탐지된 구름의 양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GOCI 영상을

이용한 구름 탐지 방법은 단파적외선 및 열적외선 파장

밴드가 없기 때문에 분광특성에 의한 구름탐지에 있어

서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다

중시기영상을 이용한 구름 탐지 방법을 제안하여 적용

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우수한 구름 탐지 방법

을 적용한MODIS 구름 산출물과 매우 유사한 좋은 결

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구름의 공간적 분포

GOCI와MODIS 영상에서 탐지된 구름의 양을 직접

비교하는 검증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구름의

양이 같아도 구름의 공간적 분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결국 누락오차와 포함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GOCI 영

상 전체 지역에서 구름의 지역별 시기별 양상은 다양하

게 나타나며, 시간에 따른 구름의 이동과 변동성 때문

에 탐지된 구름의 공간적 분포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GOCI와MODIS 영상이 시간적

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GOCI 영상은 오전 9시부터 오

후 4시까지 하루에 8회 촬영된다. 반면 MODIS 영상은

각각의 영상마다 촬영시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Terra위성은 오전 11시 그리고 Aqua위성은

오후 2시경에 촬영된다. GOCI 영상과 MODIS 영상의

촬영시간 차이를 고려하여MODIS와 거의 근접한 시간

에 촬영된 GOCI 영상의 구름 탐지 결과만을 사용하였

다. 먼저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탐지된 구름의 분포를

GOCI 원영상과 육안으로 비교하여 구름 탐지 결과를

검증하였다. 또한MODIS 구름 산출물 영상의 구름 탐

지 결과와GOCI 영상을 이용하여 제안한 구름 탐지 결

과를 중첩하여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인 GOCI 영상과

MODIS 영상은 거의 같은 시간에 촬영되었지만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구름의 시간적 이동을 감안하여

MODIS 원영상도 함께 비교하였다.

Fig. 6은 2011년 10월 18일 오후 2시에 촬영된 GOCI

및 Aqua MODIS 영상과 각각의 영상에서 추출된 구름

탐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OCI 영상의 구름 탐지 결

과를 보면 일본과 중국 랴오닝 남부 해안 지역의 두꺼

운 구름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서부 해안지역은 GOCI 영상에서 구름으로 탐지된

지역이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지만, MODIS 구름 산출

물은 불확실 등급으로 구분되었고 면적도 다소 감소되

어 분포한다. GOCI 영상에서 이 지역의 구름은 얇은 구

름보다는 구름의 양이 많고, 완전히 육지를 가리는 두

꺼운 구름보다는 구름의 양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MODIS 영상에서는 이 지역이 대부분 깨끗하게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대기산란에 민감한 청색광

영역(GOCI: 412 nm, MODIS: 464 nm)에서 두 영상의 반

사율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두 영상에 적용된 대기보정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도출된 반사율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탐지된 구름의

종류와 분포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름과 지표면의 신호가 어느 정도 혼재된 상태인

얇은 구름은 탐지하기에 가장 어려운 구름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구름 분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또 다른 지

역은 한반도 북부 랴오닝 북쪽과 몽골의 사막 지역이

다. MODIS 구름 산출물에서는 이 지역을 불확실과 구

름의 두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GOCI를 이용하

여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 맑음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MODIS 영상이나GOCI 영상을 육안으

로 판독한 결과, 이 지역에 구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MODIS의 구름 탐지 기법은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경

우와 같이 구름이 아닌 화소가 구름으로 탐지되어 구름

의 양이 과다 추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Ackerman et al., 1998; Liu and Liu, 2013).

연구 지역의 중북부 지역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

지 겨울에 해당하면 이 시기의 영상은 눈을 포함하고 있

다. Fig. 7은 2012년 1월 6일 오후 2시에 촬영된 두 영상

과 각각에서 탐지된 구름과 눈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두 영상에서 탐지된 구름의 분포는 거의 일치하지만 눈

의 분포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 지역의

왼쪽상단의 몽골 지역은 두 영상에서 일치하게 눈의 분

포를 탐지하였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차이가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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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GOCI 영상에서 탐지된 눈

은 몽골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중국 동북부 지역의 광

범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들을 영상에서 자

세히 판독한 결과 눈으로 확인되었고, 제안한 다중시기

영상 방법에 의한 눈 탐지 기법이 어느 정도 성능을 발

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GOCI 영상에서는

중국 남부 지역의 일부분이 눈으로 탐지되었는데, 이는

영상판독결과 눈 탐지 알고리즘의 오류로 나타났다. 다

중시기영상을 이용한 GOCI 눈 탐지는 눈과 구름의 시

간적 변이를 이용한 것인데, 이 지역과 같이 구름이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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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GOCI cloud detection results and Aqua MODIS cloud mask products obtained about 14:00 in October 18, 2011.
(a) GOCI cloud detection results, (b) GOCI natural color composite image (R: 680 nm, G: 555 nm, B: 412 nm), (c) MODIS
cloud mask products, and (d) MODIS natural color composite image (R: 645 nm, G: 555 nm, B: 464 nm).

(c) (d)

(a) (b)



내내 지속적으로 덮여 있을 경우 눈과 구름의 구분이 어

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MODIS는 몽골 일부 지

역만 눈으로 탐지하고 한반도 및 중국 동북부 지역의 눈

을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6의 10월 영상에서 분석결과와 같이 몽골 및 중국동북

부 지역은 상당 부분은 구름이 없이 깨끗한데도 불구하

고MODIS에서는 불확실로 분류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GOCI 시계열영상으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탐

지한 구름의 분포와MODIS에서 탐지된 구름의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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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GOCI cloud detection results and Aqua MODIS cloud mask products obtained about 14:00 in January 6, 2012.
(a) GOCI cloud detection results, (b) GOCI natural color composite image (R: 680 nm, G: 555 nm, B: 412 nm), (c) MODIS
cloud mask product, and (d) MODIS natural color composite image (R: 645 nm, G: 555 nm, B: 464 nm).

(c) (d)

(a) (b)



비교한 결과, 두꺼운 구름은 두 방법에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얕은 구름이 분포하여 구

름의 분광특성과 구름 아래 육지의 분광특성이 혼재된

경우에는 탐지된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다. 육지에서의

구름 탐지는 구름 탐지의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다르게 적

용될 수 있다. 구름에 해당하는 화소에 중점을 두어 탐

지하는 경우와 구름의 영향이 전혀 없는 깨끗한 화소에

관심을 가지고 탐지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름

탐지 알고리즘은 구별 되어야 한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GOCI 영상의 육상 활용에 반드시 필

요한 구름 탐지 기법을 개발하였다. 표면 반사율 및 식

생지수와 같은 육상 산출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구름

이 없는 화소들이 추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구름 탐

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GOCI에서 구름을 탐지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구름 탐지에 효과적인 단파적외선

및 열적외선 파장 밴드가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는 GOCI 영상의 시간별 관측값을 모두 이용하는 다중

시기영상을 함께 적용하는 구름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

다. 제안한 기법은GOCI 1번 밴드와 8번 밴드의 반사율

을 이용하여 세 단계로 나누어 구름 등급을 순차적으로

분리하였다. 다중시기영상을 적용한 기법은 마지막 단

계에서는 구분이 어려운 얇은 구름과 눈을 구분하는 데

적용하였다. 다중시기영상 기법은 3일 정도의 짧은 기

간에 토지 피복의 반사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반사

율의 급격한 변화는 구름의 영향으로 간주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GOCI 영상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MODIS 구름 산출물과 비교한 결과 구름의 양

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구름의 분포

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꺼운 구름은 두 방법에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얇은 구름이 분포하여

구름의 분광특성과 구름 아래 육지의 분광특성이 혼재

된 경우에는 탐지된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나

타났다.

GOCI의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밴드 영상만으로 육

지에서 구름을 정확히 탐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낮 시간 동안 8회 촬영시점의 태양각 변화에 대한 반사

율 및 반사율 비의 일간 변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파장대의 분광 반사율만을 이용하여 구름을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시기영상을 사용한

방법을 함께 적용함으로써MODIS와 거의 같은 수준으

로 구름 화소를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

인 결과라 할 수 있다. GOCI 영상의 육상 활용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 먼저 구름이 없는 산출물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 화소별 구름 정보가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한다. 또한 GOCI 영상은 정지궤도에서 하루에

8회 시간별로 촬영되므로 태양각의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영상내 각 화소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관측

각도 크게 차이가 난다. 식물, 토양, 수면의 반사율은 태

양각과 관측각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정규화된 반사

율 및 식생지수를 얻기 위해서도 구름의 영향이 없는 깨

끗한 신호값이 제공되어야 한다. 결국 육지에서의 구름

탐지는 구름 탐지의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기상 또는 수문과 관련된 활용에서는 구름에

해당하는 화소를 탐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수 있다.

그러나 표면반사율 및 식생지수와 같이 구름 없는 합성

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구름보다는 구름의 영향이 전

혀 없는 깨끗한 화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GOCI

와 같이 시간별로 많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육상 분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서는, 다중시기영상 기반의 구름탐지 기법에 대한 지속

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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