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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at-8 OLI/TIRS 위성영상의 지표온도와 식생지수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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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and analyze soil moisture conditions with high
resolution and to evaluate its application feasibility to agriculture. For this purpose, we used three Landsat-
8 OLI (Operational Land Imager)/TIRS (Thermal Infrared Sensor) optical and thermal infrared satellite
images taken from May to June 2015, 2016, and 2017, including the rural areas of Jeollabuk-do, where
46% of agricultural areas are located. The soil moisture conditions at each date in the study area can be
effectively obtained through the 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3 drought index, and each image
has near normal, moderately wet, and moderately dry soil moisture conditions. The temperature vegetation
dryness index (TVDI) was calculated to observe the soil moisture status from the Landsat-8 OLI/TIRS
images with different soil moisture conditions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soil moisture conditions
obtained from the SPI3 drought index. TVDI is estimat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LST (Land
Surface Temperature) and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calculated from Landsat-8
OLI/TIRS satellite images. The maximum/minimum values of LST according to NDVI are extracted
from the distribution of pixels in the feature space of LST-NDVI, and the Dry/Wet edges of LST according
to NDVI can be determined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TVDI value is obtained by calculating the
ratio of the LST value between the two edges. We classified the relative soil moisture conditions from the
TVDI values into five stages: very wet, wet, normal, dry, and very dry and compared to the soil moisture
conditions obtained from SPI3. Due to the rice-planing season from May to June, 62% of the whole images
were classified as wet and very wet due to paddy field areas which are the largest proportions in the image.
Also, the pixels classified as normal were analyzed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he field area in th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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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VDI classification results for the whole image roughly corresponded to the SPI3 soil moisture
condition, but they did not correspond to the subdivision results which are very dry, wet, and very wet. In
addition, after extracting and classifying agricultural areas of paddy field and field, the paddy field area
did not correspond to the SPI3 drought index in the very dry, normal and very wet classification results,
and the field area did not correspond to the SPI3 drought index in the normal classification. This is
considered to be a problem in Dry/Wet edge estimation due to outlier such as extremely dry bare soil and
very wet paddy field area, water, cloud and mountain topography effects (shadow). However, in the
agricultural area, especially the field area, in May to June, it was possible to effectively observe the soil
moisture conditions as a subdivision. It is expected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method will be possible by
observing the temporal and spatial changes of the soil moisture status in the agricultural area using the
optical satellite with high spatial resolution and forecasting the agricultural production.

Key Words : Soil moisture, Landsat-8 OLI/TIRS,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Temperature vegetation dryness index (TVDI), Agriculture

요약 : 본 연구는 토양의 수분 상태를 고해상으로 관측 및 분석하고 농업분야에의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Landsat-8 OLI(Operational Land Imager)/TIRS(Thermal Infrared Sensor)

의 광학 및 열적외선 위성영상을 연구자료로 전라북도 농업지역을 포함(연구자료 내 46%)하는 2015, 2016,

및 2017년 5-6월에 촬영된 영상 세 장을 이용하였다. 연구지역의 각 영상 촬영일의 토양의 수분 상태는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3 가뭄지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각 영상은 보

통, 습윤, 및 건조한 토양 수분 조건을 갖는다. 이러한 각기 다른 토양수분 조건을 갖는 영상을 대상으로 토

양의 수분 상태를 관측하고 SPI3 가뭄지수로부터 획득한 토양의 수분 상태와 비교/분석을 수행기 위하여,

TVDI(Temperature Vegetation Dryness Index)를 계산하였다. TVDI는 Landsat-8 OLI/TIRS 위성영상

으로부터 계산한 LST(Land Surface Temperature) 및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의 관계로부터 추정하여 계산된다. LST-NDVI의 형상 공간 내 픽셀의 분포에서 NDVI에 따른 LST의 최대/

최소값을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각각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NDVI에 따른

LST의 Dry/Wet edge를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NDVI에 따른 두 edge 사이에서의 LST 값의 비율을

계산하여 TVDI 값을 계산한다. TVDI 값으로부터 관측된 영상 내 상대적인 토양의 수분 상태를 매우 습윤,

습윤, 보통, 건조, 매우 건조의 5단계로 분류하여 SPI3로부터 획득한 각각의 토양수분 상태와 비교하였다.

연구자료 획득시기인 5-6월 시기의 특성상 모내기로 인하여 영상 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논 지역의

영향으로 영상 전체 중, 약 62% 이상이 습윤 및 매우 습윤한 상태로 분류되었다. 또한, 보통으로 분류되는

픽셀은 영상 내 밭 지역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영상 전체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SPI3의 토양수분

상태와 대응하였지만 매우 건조, 습윤, 및 매우 습윤에 해당하는 세분류 결과에서는 SPI3 토양수분 상태와

대응하지 않았다. 또한, 영상에서 논과 밭의 농업지역을 추출 및 분류한 후, SPI3 토양수분 상태와 비교하였

을 때, 논 지역의 토양수분 상태 관측 분류 결과는 매우 건조, 보통 및 매우 습윤에서, 밭 지역은 보통의 분

류에서만 SPI3 가뭄지수와 대응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건조한 나지 및 매우 습윤한 모내기로 인한 논 지역,

수계, 구름 및 산지 지형효과 등의 이상치로 인하여 잘못된 Dry/Wet edge 추정의 문제로 사료되어진다. 그

러나 5-6월 시기의 농업지역 중, 밭 지역에서는 세분류된 토양의 수분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측할 수 있었다.

고해상 광학위성 기반 농업지역에 대한 토양수분 상태의 시·공간적 변화를 관측하여 농업지역의 농업생산량

예측 등 그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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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양수분은 수문·순환에 있어서 지표면과 대기층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여 육상의 생태환경 및

대기 프로세스를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

에 기후학, 수문학, 기후 변화 및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토양 환경 변수 중 하나

이다(Sellers and Schimel, 1993; Song et al., 2009; Gao et al.,

2014). 토양수분이 변화하면 지표면과 대기사이의 질량

및 에너지이동에 변화가 발생하여 날씨 및 기후, 수자원,

홍수, 가뭄, 농업생산량, 토양침식 및 산사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양의 수분상태를 관측

및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토양의 수분 상태를

관측 및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적으로 지점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양 특성, 지

형 및 식생지역 규모에 따라 현장관측을 수행할 대표지

역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방법이 복잡하고 공간

적으로 관측하기에 시간과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등

의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Goward et al., 2002). 이러

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토

양수분을 관측하려는 연구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위성 기술개발에 따라 다종의 고품질 위성영상

획득이 가능하여, 이를 기반으로 광역적 토양수분을 관

측하고 시·공간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

이 가능해지고 있다. 토양수분과 위성영상 데이터에서

유도된 지표면 관련 변수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토양

수분을 관측하는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

고 있다.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토양수분을 관측하는 연

구범주를위성센서별로나누면 1) 광학(Optical) 및열적

외선(Thermal Infrared)센서, 2) 수동 마이크로파(Passive

microwave)센서, 3) 능동 마이크로파(Active microwave)

센서, 및 4) 멀티센서의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Zhang and Zhou, 2016). 본 연구는 위성영상 중 광학 및

열적외선센서의 다중센서로부터 취득된 영상을 융합

하여 영상 내 토양수분의 상태를 관측하는 연구로 이하

마이크로파 센서의 토양수분 관측 연구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광학센서로 취득된 영상을 활용하여 토양수분을 관

측하는 연구는 수분 스트레스(water stress) 상태에서 발

생하는 토양수분의 분광 반사율 또는 토양 반사율과 식

생 특성 사이의 관계로부터 도출 될 수 있으며, 이는 스

펙트럼 분석 방법 (Lobell and Asner, 2002; Liu et al., 2003;

Whitning et al., 2004; Gao et al., 2013)과 수분 스트레스에

민감한 VI(Vegetation Index)를 이용하는 방법 (Heim,

2002; Wang andQu, 2007; Ghulam et al., 2007)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열적외선 센서로 취득된 영상을 활용하여 토

양수분을 관측하는 연구는 토양 열 속성과 관련된 변수

를 통해 토양수분을 유도하며, 이는 열관성(Thermal

Inertia) 이용 방법 (Verstraeten et al., 2006; Stephen, 2010;

Qin et al., 2013)과LST를이용하여생성한TI(Temperature

Index)를 이용하는 방법 (Zhang et al., 2006; Bindlish et al.,

2008; Yan et al., 2006)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광학센

서 및 열적외선 센서로 취득된 데이터를 결합하여 다중

센서로 토양수분을 추정하면 단일 센서로부터 취득된

데이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열적외선 센서로부터 취득된 LST와 광학 센서로부

터 취득된VI를 융합하여 식생의 수분 스트레스 조건 및

토양수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이 기존의 많은 선행연

구로부터 입증되었다(Moran et al., 1992; Goetz, 1997;

Luquet et al., 2004; Han et al., 2010; Younis et al., 2015). VI

는 식생이 초기의 수분 스트레스 이후 초록색을 유지하

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분 스트레스에 대해서 쉽게 변

화하지 않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LST는 수분 스트레스에 따라 빠르게 상승하는 특성이

있다(Goetz, 1997). 따라서 VI는 식생 및 토지 피복 정보

를 반영하고 LST는 토양수분 상태를 반영하는 상호 보

완적인 관계로 VI에 따른 LST의 비율은 지표면의 증발

산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영상 내 상

대적인 토양수분을 추정할 수 있다.

Sandholt et al.(2002)는LST와NDVI사이의관계로부터

지표면의 건조한 정도를 실험적으로 단순화시킨 지수인

TVDI를제안하였다. 이를기반으로광학및열적외선영

상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성영상이 사용되

어 TVDI를 산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AVHRR(Advanced very-high-resolution radiometer) 영상

(Sandholt et al., 2002; Xin et al., 2006), Terra/Aqua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영상 (Patel

et al., 2009; Chen et al., 2011; Rahimzadeh-bajgira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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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및 LANDSAT-5 Thematic mapper(TM) 영상(Gao

et al., 2011; Chen et al., 2015)으로부터 TVDI를 계산하여

토양의 수분 상태를 관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관측한 토양수분과 현장 실측 데이터 또

는 모델 시뮬레이션을 비교하면 TVDI가 토양수분을

모니터링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광학 및 열적외선 영상을 동시

에 취득할 수 있는 위성 영상 중, Terra/Aqua MODIS영

상 또는NOAA-AVHRR영상을 사용하였다. 이 두 영상

은 각각 일 4회 및 2회의 촬영 주기로 높은 시간해상도

를 갖지만 각각 250-1000 m및 1100 m의 낮은 공간해상

도를 갖고 있어 광역의 시계열적 토양수분 관측에는 유

리하지만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낮은 시간

해상도 (16일 )를 갖지만 높은 공간해상도를 갖는

Landsat-8의 OLI/TIRS위성영상(OLI의 다중분광 영상

및 TIRS의 열적외선 영상 공간해상도 각각 30 m및 100

m)을 이용하여 TVDI값을 계산하고 토양의 수분 상태

관측 및 농업분야에의 그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목

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계절이 유사한 서로 다른 시기

및 토양의 수분 상태를 갖는 동일 지역 Landsat-8 OLI/

TIRS위성영상을획득하였으며, 이로부터LST및NDVI

영상을 생성하고 이 두 영상 간 관계로부터 TVDI를 계

산하여 분석함으로써 영상 내 상대적인 토양의 수분상

태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논과 밭의 농업 지

역에 대한 토양수분 상태를 관측하고 분석하였다.

2. 연구 자료 및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토양수분 관측의 불확실성을 극복하

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Terra/Aqua

MODIS영상 또는NOAA-AVHRR영상보다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갖는 Landsat-8 OLI/TIRS 위성영상을 연구

자료로 하였다. Landsat-8 위성은 2013년 2월 11일 발사

되었으며, OLI와TIRS의두개의센서가장착되어VNIR

(Visible and near-infrared) 및 TIR(Thirmal Infrared) 대역

의 위성영상을 제공하며, 현재 운용 중에 있다. 가시광

선 파장대역의 공간해상도는 30m로 Landsat-7 ETM+

와 동일하지만 열적외선의 공간해상도는 100m로 낮아

졌다. 이는 열적외선 밴드의 수를 한 개에서 두 개로 늘

리기 위한 것이다. OLI및 TIRS센서에서 획득한 데이

터는 16-bit이미지(55,000 grey level scale)로 제공되며 이

는 기존의 8-bit이미지로 제공되었던 다른 Landsat시리

즈 위성 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향상된 신호 대 잡음

(SNR; Signal to Noise Ratio) 성능으로 지표의 상태 및 특

성을 더욱 잘 분석 할 수 있다. Table 1은 Landsat-8 OLI/

TIRS센서의 밴드 및 해상도 정보를 나타내며, 위성 및

센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rons et al.(2012)의 연구를

참고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지역은 농업지역, 산림지역, 및

도시지역 등 다양한 토지 피복이 분포되어 있는 전라북

도를 대상으로 하였다(Fig. 1). 전라북도는 한반도 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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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andsat-8 OLI/TIRS band Specifications

Landsat-8 OLI/TIRS Bands
Spectral Bands Wavelength (μm) Resolution (m)

Band 1 - Coastal/Aerosol 0.433 - 0.453 30
Band 2 - Blue 0.450 - 0.515 30
Band 3 - Green 0.525 - 0.600 30
Band 4 - Red 0.630 - 0.680 30
Band 5 - Near Infrared 0.845 - 0.885 30
Band 6 - Short Wavelength Infrared-1 1.560 - 1.660 30
Band 7 - Short Wavelength Infrared-1 2.100 - 2.300 30
Band 8 - Panchromatic 0.500 - 0.680 15
Band 9 - Cirrus 1.360 - 1.390 30
Band 10 - Thermal Infrared-1 10.30 - 11.30 100
Band 11 - Thermal Infrared-2 11.50 - 12.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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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위치(동경 127°54′∼125°58′, 북위 36°09′∼35°18′)

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부 산악

지대와 서부 평야지대로 구분된다. 이 지역은 농업이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특히, 익산, 김제, 정읍시에 펼

쳐져 있는 호남평야 지대는 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우리나라 제1의 곡창지대로 쌀의 주산지이다. 기

후적으로 서부지역은 남부 해안형에 속하고 동부의 산

악지역은 남부 내륙형에 속해있어 서부 평야지대는 황

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내륙지방에 비해서 기온의 연

교차가 적고 강우량이 산악지대보다 적은 것이 특징이

다. 그 반면 내륙지방은 서해안에 비하여 기온의 연교

차가 크고 강우량이 많다(Jeollabuk-do, 2016). 전술한 바

와 같이 Fig. 1의 연구 대상 지역은 익산, 김제, 정읍, 및

전주시의 도시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부 호남평야

지역 및 동부 산악지역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호

남평야의 농업지역은 토양수분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

라 가뭄 등으로 인하여 농업생산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

기에 다양한 토지 피복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높은

공간해상도를 갖는 위성영상 이용 토양의 수분 상태 관

측 및 그 응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를

연구지역으로 하였다.

영상 선정에 있어서 연구지역의 기상관측자료와 가

뭄지수를 활용하였으며, 계절적으로 유사한 시기의 서

로 다른 토양수분 조건을 갖는 영상을 선정하였다. 이

때, 기상관측자료는 연구지역 중 전주시의 자료를 대표

로 사용하였으며, 가뭄지수는 기상청 수문기상가뭄정

보시스템(https://hydro.kma.go.kr/)에서 제공하는 표준

강수지수(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중, SPI3

가뭄지수를 활용하였다. 표준강수지수는 강수량만을

이용하여 가뭄 심도를 산정하는 지수로 각 시간 단위에

따른 강수량의 과잉 혹은 부족을 나타내며, SPI3 가뭄지

수의 경우 3개월 누적 강수량 분석을 통해 가뭄지수를

산정한다(Mckee et al., 1993). SPI3는 단기 및 중기의 토

양수분 상태를 반영하며 특히, 생물의 성장 시기가 시

작될 때인 5월말의 SPI3는 해당 시기의 토양수분의 상

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voboda et

al., 2012). 따라서 전술한 다양한 토지 피복을 포함하는

연구지역에 대한 토양수분 상태를 관측 및 분석하기 위

하여 5월말 즈음에 촬영된 구름의 양이 10% 미만인 위

성영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지역 주변에서

전주, 정읍, 군산의 세 지역 SPI3 자료를 평균하여 이와

비교를 통해 토양수분이 보통, 습윤, 건조한 상태인 계

절적으로 유사한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 5-6월

의 서로 다른 시기의 영상 3장을 획득하였다. Table 2는

획득한 3장 영상의 촬영 일자, 기후, 및 가뭄지수(토양

수분 상태)를 나타낸다. 추가적으로 영상의 토지이용을

Fig. 1의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분석하

면, 영상 내 약 7%는 시가화·건조지역(주거지역, 공업

Landsat-8 OLI/TIRS 위성영상의 지표온도와 식생지수를 이용한 토양의 수분 상태 관측 및 농업분야에의 응용 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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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nd cover map (middle classification level) in study are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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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업지역 등), 약 46%는 농업지역(논, 밭 등), 약

35%는 산림지역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영상의 획

득 시기는 전술한바와 같이 5-6월로 모내기로 인한 물을

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상 전체 및 특히, 논지역에서의

토양수분의 상태는 습윤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Landsat-8 OLI/TIRS위성영상을 이용

하여 TVDI를 계산하여 지표면의 토양수분의 상태를

관측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1) 영상 전처리

(복사휘도 및 반사도 값 변환, 이상치 픽셀 마스킹), 2)

LST및NDVI계산, 3) TVDI계산이다.

(1) 영상 전처리

미국지질조사국USGS(United StatesGeological Survey)

EROS(Earth Resources Observation and Science) 센터에

서 제공하는 Landsat-8 데이터는OLI및 TIRS센서에서

수집한 다중 스펙트럼 영상의DN(Digital Number) 값의

데이터이다. 실제 센서에서 취득되는 정보는 지표의 복

사에너지 정보이나, 영상 데이터는 복사에너지 정보를

밴드별로 정량화한DN값이다. 따라서NDVI및 LST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표복사에너지를 이용해야하기 때

문에 DN값을 복사휘도(radiance) 및 반사도(reflectance)

값으로 변환이 필요하다. Landsat-8 OLI/TIRS영상의

경우, 메타데이터 파일에서 제공하는 방사 스케일링 계

수(radiometric rescaling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DN값

을 TOA(Top Of Atmosphere) 복사휘도 및 반사도로 재

조정하는 대기보정을 수행하였다.

TOA복사휘도 및 반사도는 다음의 식 (1) 및 (2)와 같

다(USGS, 2016).

                            Lλ = MLQcal + AL                              (1)

여기서, λ는 밴드를 의미하여 Lλ는 밴드별 TOA분광

복사휘도(W/(m2*srad*μm)), ML은 밴드 고유 복사휘도

배수 환산계수, AL은 밴드 고유 복사휘도 가산 환산 계

수, Qcal은 영상DN값이다.

                            ρλ′ = MρQcal + Aρ                              (2)

여기서, λ는 밴드를 의미하여 ρλ′는 태양각 보정 전의

밴드별 TOA반사도, Mρ는 밴드 고유 반사도 배수 환산

계수, Aρ은 밴드 고유 반사도 가산 환산 계수, Qcal은 영

상 DN값이다. 최종적으로 태양각 보정 후의 밴드별

TOA반사도(ρλ)는 다음의 식 (3)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ρλ =  =                        (3)

여기서, θse는 지역 태양 고도각(Local sun elevation

angle), θsz는 지역 태양 천정각(Local solar zenith angle;

θsz=90°-θse)이다.

지표면의 토양수분을 나타내는 지표인 TVDI를 보다

정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영상 내 구름과 수계(water

body), 습지, 시가화 지역에 대한 제거가 필요하다. 따라

서 영상 전처리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Landsat-8 OLI/TIRS데이터의 경우 영상품질평가 밴드

(BQA; BandQuality Assessment)를함께제공하고있으며,

이는 각 영상 밴드를 조합하여 구름, 권운, 적설, 식생,

수계 등 대기 및 지표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영상품질평가 밴드를 이용하여 영상의 이상치

로 간주할 수 있는 특정 대상의 추출 및 제거에 사용할

수 있다(Choi and Wang, 2014).

본 연구에서는 OLI센서로부터 취득된 VNIR대역

에 해당하는 밴드(밴드 2, 3, 4, 및 5)의DN값의 영상 데

이터를 TOA반사도로 변환하였으며, TIR센서로부터

취득된 TIR대역에 해당하는 밴드(밴드 10)의DN값의

ρλ′
cos(θsz)

ρλ′
sin(θ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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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mate and moisture condition in the study area

Image No. Date Avg. daily temp. 
(°C)

Min./max. temp. 
(°C)

Avg. daily humidity 
(%)

SPI3*
(Moisture Condition)

1 20150526 20.6 11.1/32.4 46.0 -0.52 (Near Normal)
2 20160512 18.6 12.5/25.5 76.0 1.42 (Moderately Wet)
3 20170616 23.8 17.2/30.7 53.6 -1.37 (Moderately Dry)

*Classification of SPI: over 2.0, Extremely wet; 1.5 ~ 1.99, Very wet; 1.0 ~ 1.49, Moderately wet; -0.99 ~ 0.99, Near normal; -1.0 ~
-1.49, Moderately Dry; -1.5 ~ -1.99, Severe Dry; below -2.0, Extremely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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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데이터를 TOA 복사휘도로 변환하였다. 또한,

TOA복사휘도 및 반사도 변환 영상을 대상으로 TVDI

값 계산 시 이상치로 간주할 수 있는 구름 및 수계 지역

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상품질평가 밴드의 영상을 활용

하였다. 추가적으로 보다 정밀한 이상치 픽셀 제거를 위

하여 공간해상도 5 m급의 영상자료를 주된 자료로 활

용하여 제작 및 갱신된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 중,

2013년에 경상권 제외 갱신된 중분류 토지피복도 자료

를 활용하여 TVDI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성영상 내

수계, 습지, 시가화 지역을 추출하여 제거하였다.

(2) LST 및 NDVI 계산

지표면의 토양수분을 나타내는 지표인 TVDI는 LST

및NDVI의 관계로부터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TVDI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력자료인 LST및NDVI의 계산이

필요하다.

Landsat-8 TIRS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열적외선 밴드

의TOA복사휘도를이용하여TOA밝기온도(Brightness

temperature)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밝기온도는 복사

에너지 전달식에서 복사율, 대기투과율과 대기의 상향,

하향 복사량을 무시하여 플랑크 법칙에 의하여 간단하

게 계산할 수 있으며, LST를 추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이다. 밝기온도(Ts)는 다음의 식 (4)로부터 계산되어진

다(USGS, 2016).

                           Ts =                              (4)

여기서, K1 및 K2는 Landsat-8 TIRS센서의 열보정 상

수(thermal calibration constats)로 밴드 10의 열적외선 대

역 밴드의 경우 각각 774.89, 1321.08의 값을 갖는다.

위성자료 기반의 NDVI는 지표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 대표적으로 활용가능한 지수로서, 특히 식생지역을

잘 나타내어 원격탐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표중 하나

이다(Rouse, 1974). 식생의 활성도가 높을 경우 광합성

이 활발하여 가시광선 대역 중 특히 적색광 대역에서 낮

은 반사도를 갖고 반대로 근적외선 대역에서는 높은 반

사도를 갖게 된다 . NDVI는 적색광 대역의 반사도

(θ(RED))와 근적외선 대역의 반사도(ρ(NIR)) 사이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다음의 식 (5)와 같다.

                      
NDVI =                        (5)

본 연구에서는 밴드 10의 열적외선 대역 밴드의 TOA

복사휘도를 이용하여 LST(식 (4))를 계산하였고 적색광

및 근적외선 대역 밴드의 TOA 반사도를 이용하여

NDVI(식 (5))를 계산하였다.

(3) TVDI 계산

TVDI는 위성에서 유도된 LST와 NDVI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LST와 NDVI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수

식을 근거로 획득할 수 있는 단순화된 지표면건조지수

이다(Sandholt et al., 2002). 영상 내 픽셀 수가 충분하고

구름과 수계 지역이 제거되면, LST와 NDVI는 이상적

인 사다리꼴 형상 공간을 구성하며, NDVI에 따른 LST

의 비율은 지표면의 증발산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러한 LST-NDVI형상 공간의 픽셀 분포로부터 TVDI를

획득할 수 있다. TVDI는 영상 내 NDVI에 따른 LST의

최대(Dry edge) 및 최소(Wet edge) 범위를 구하고, NDVI

에 따른 이 범위에서의 LST값의 비율로부터 상대적인

토양수분을 관측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토양수분 관측

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장 실측 데이터 또는 모델 시

뮬레이션 자료와 비교하면 확실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

지기 때문에 TVDI를 통하여 토양의 수분 상태 관측이

가능하다(Moran et al., 1994; Xin et al., 2006).

Fig. 2는 LST-NDVI의 형상 공간을 나타낸다. LST-

NDVI사다리꼴 형상 공간에서 사다리꼴의 위쪽 경계

는Dry edge로 정의되고 아래쪽 경계는Wet edge로 정의

되며, 이 두 경계는 각각 증발산량의 최대 및 최소를 나

타낸다. Fig. 2의Dry edge상에서 A점에 가까운 점들은

수분 스트레스 상태로 LST가 높은 건조한 나지에 가까

운 조건이다. Dry edge상에서 NDVI가 x축을 따라 증

가함에 따라 최대 LST는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B점

에 가까운 점들은 수분 스트레스 상태의 식생지역을 나

타낸다. 반면 수분이 충분한Wet edge상에서는 C점에

가까운 점들은 수분 포화 상태의 습윤한 나지 그리고D

점에 가까운 점들은 습윤한 식생지역을 나타낸다. 이러

한Wet edge상에서는 LST와NDVI는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며Wet edge에 가까워질수록 토양수분이 증가하게

된다(Sandholt et al., 2002).

이러한 LST-NDVI의 형상 공간 내 픽셀의 분포에서

K2

ln( + 1)K1

Lλ

ρ(NIR) – ρ(RED)

ρ(NIR) + ρ(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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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VI에 따른 LST의 최대값 및 최소값을 추출하고 이

를 대상으로 각각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NDVI에 따

른 LST의 Dry edge(TSmax) 및Wet edge(TSmin)를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NDVI에 따른 두 edge사이에서의

LST값의 비율을 계산하여 영상 내 TVDI값을 계산할

수있으며, 이는다음의식 (6)과같다(Sandholt et al., 2002).

                        TVDI =                           (6)

여기서, TSmax와 TSmin은 다음의 식 (7)과 (8)에 의하여

각각 계산되어진다.

                         TSmax = a1NDVI + b1                           (7)

                          TSmin = a2NDVI + b2                           (8)

여기서 a1, a2, b1, 및 b2는Dry edge및Wet edge상에 존

재하는 데이터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적 매개변수이다(Fig. 1).

본 연구에서는 Landsat-8 OLI/TIRS영상으로부터 계

산한 LST및 NDVI를 이용하여 LST-NDVI형상 공간

을 생성하여 이로부터 NDVI에 따른 LST의 최대 및 최

소값을 추출하고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TSmax 및 TSmin

값을 획득하였다. 최종적으로 영상 내 상대적인 토양의

수분 상태를 산정하기 위하여 획득한 TSmax 및 TSmin 값을

이용하여 식 (6)에 의하여 TVDI값을 계산하였다.

3. 결 과

1) LST 및 NDVI

Fig. 3은 Landsat-8 TIRS열적외선 대역 밴드의 TOA

복사휘도를 이용하여 식 (4)로부터 계산한 LST를 나타

내며, Fig. 3(a-c)는 각각 Table 2의 영상 1, 2, 및 3에 해당

한다. 지표온도를 나타내는 각 LST영상을 비교해 보면

식생지역보다 농경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지표온도가

높게 관측되었다. 또한 연구지역 내 전체적인 LST값을

비교해보면 Fig. 3(a)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Fig.

3(c), Fig. 3(b) 순이었다. Fig. 3(b)의 영상 2가 촬영된 2016

년 5월 12일의 이틀 전인 5월 10일에 약 16 mm의 강수

량이 기록되었으며 Table. 2의 SPI3 가뭄지수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전 3개월 내 누적 강수량이 다른 영

상이 촬영된 시기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Fig. 3(b)의 지표온도가 가장 낮게 관측된 것으로 사료

된다.또한, 각 영상은 모두 오전 11시(UTC오전 2시) 경

에 촬영된 영상으로 이 영상으로부터 계산한 LST결과

는 Table 2의 낮 최고 온도순과 동일하여, 각 시기별 지

표온도가 잘 반영되었다.

Fig. 4는 Landsat-8 OLI VNIR 대역 밴드의 TOA 반

사도를 이용하여 식 (5)로부터 계산한 NDVI를 나타내

며, Fig. 4(a-c)는 각각 Table 2의 영상 1, 2, 및 3에 해당한

다. 식생의 활력도를 나타내는 각 NDVI영상을 살펴

Ts – TSmin

TSmax – T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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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finition of TVDI. Scatterplot in trapezoidal space between LST and 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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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식생의 공간적 분포를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에 따른 NDVI값의 변화특징이 잘 반영

되었다. 각 영상별로 NDVI 값의 범위는 Fig. 4(a)는

0~0.86, Fig. 4(b)는 0~0.84, Fig. 4(c)는 0~0.8로 계산되

었다. Fig. 4(c)의 경우 Table 2의 SPI3 가뭄지수를 통해

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른 시기보다 건조한 수분 상태

이기 때문에 식생의 활성도가 낮아NDVI값이 가장 낮

게 관측된 것으로 사료된다.

2) LST-NDVI 형상공간과 Dry/Wet edge 추정

전술한 LST및 NDVI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

여 LST-NDVI의 형상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이 형상 공

간 내NDVI에 따른 LST값의 최대 및 최소값을 추출한

후, 선형회귀분석을통해Dry edge(TSmax)와Wet edge(T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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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3.  (a-c)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maps of image 1, 2, and 3 in Table 2, respectively.

                                              (a)                                                           (b)                                                           (c)

Fig. 4.  (a-c)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maps of image 1, 2, and 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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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식 (7) 및 식 (8)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Fig. 5는 Fig. 3 및 Fig. 4의 LST와 NDVI영상 간 관계

로부터 추정된 Dry edge와 Wet edge를 나타내며, Fig.

5(a-c)는 각각 Table 2의 영상 1, 2, 및 3에 해당한다. Fig.

5(a-c)의 LST-NDVI 형상공간으로부터 Dry edge(TSmax)

와NDVI값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선형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2)는 0.47-0.65의 범위이다. 그러

나 이러한Dry edge는NDVI가 0-0.1의 범위에서는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영상 내 식생이 낮은 나지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Dry edge는 이론적인 실제

값보다 작게 추정된다. Fig. 5(a-c)의 LST-NDVI형상공

간으로부터 추출한 Wet edge(TSmin)는 상대적으로 완만

한 기울기를 갖고 있으며 결정계수(R2)가 0.06-0.21로

Wet edge상에서는 LST와NDVI는 독립적인 관계를 가

진다(Sandholt et al., 2002). Wet edge추정에 있어 이상치

로 간주할 수 있는 구름, 수계지역을 전처리 과정을 통

해 제거하였지만 이상치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산 사면의 지형효과로 인한 그림자 지역 또한 문제가 되

어 추정된Wet edge는 이론적인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

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3) TVDI 변화 분석

Fig. 6은 Fig. 5의 Dry edge와Wet edge를 이용하여 식

(6)에 의해 계산된 영상 내 상대적 토양의 수분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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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c) Dry (red) / wet edges (red) derived from LST-NDVI feature space of image 1, 2, and 3, respectively.

                                              (a)                                                           (b)                                                           (c)

Fig. 6.  (a-c) Temperature Vegetation Dryness Index (TVDI) maps of image 1, 2, and 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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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DI를 나타내며, Fig. 6(a-c)는 각각 Table 2의 영상 1, 2,

및 3에 해당한다. TVDI값은 0~1의 범위의 컬러 테이블

로 표현되었으며 1의 값인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건

조한 토양수분 상태를 나타낸다. 토양수분을 나타내는

각 TVDI영상을 살펴보면, 토양수분의 공간적 분포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SPI3 가뭄지수(Table 2)에 따

른 보통, 습윤, 및 건조한 수분상태의 변화특징이 잘 반

영되었다.

Fig. 7은 공간적 토양수분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6의 TVDI영상을 분류한 결과이며, Fig. 7(a-c)는 각

각 Table 2의 영상 1, 2, 및 3에 해당한다. Han et al.(2010)

의 연구에서 토양수분의 시공간적 분석을 위하여 사용

한 TVDI영상 분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각의 TVDI영상을 1) 매우 습윤(0<TVDI<0.1), 2) 습

윤(0.1<TVDI<0.4), 3) 보통(0.4<TVDI<0.6), 4) 건조(0.6<

TVDI<0.9), 5) 매우 건조(0.9<TVDI<1)의 총 5개 단계

로 분류하였다.

Table 3은 Fig. 7의 각 TVDI분류 영상에서 TVDI분

류 단계별 픽셀의 비율을 나타낸다. Fig. 7(a-c)의 각 영

상의 분류 결과에서 습윤 및 매우 습윤으로 분류되는 픽

셀은 영상 전체 픽셀(2,718,950 픽셀) 중, 61.9-7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Fig. 7(a-c)의 영상은

전체 픽셀 중, 약 35%는 논 지역(951,226 픽셀), 약 16%

는 밭 지역(434,685 픽셀)이 분포하여 약 51%가 논과 밭

의 농업지역이 분포한다. 이밖에 기타지역 중, 약 30%

는 산림지역이다. 전술한 토지이용 분포는 영상 전처리

과정에서 구름, 수계, 습지, 및 시가화 지역을 제거한 후

의 비율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TVDI분류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Fig. 7의 TVDI영상 분류 결

과에서 2013년에 갱신된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

(Fig. 1)를 이용하여 농업지역 중 논과 밭 지역을 추출하

였다. Table 4는 논과 밭 지역에서의 TVDI영상 분류 결

과를 나타낸다. 논과 밭 지역에서 습윤 및 매우 습윤으

로 분류되는 픽셀은 각각 67.2-78.0% 및 14.8-35.1%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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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7.  (a-c) Classification of the Temperature Vegetation Dryness Index (TVDI) maps of image 1, 2, and 3, respectively.

Table 3.  The ratio of soil moisture condition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VDI

Classification condition Img. 1; 20150526 (%) Img. 2; 20160512 (%) Img. 3; 20170616 (%)
Very Wet (0.0<TVDI<0.1) 2.05 0.98 1.23

Wet (0.1<TVDI<0.4) 60.26 70.59 60.69
Normal (0.4<TVDI<0.6) 32.50 26.17 30.81

Dry (0.6<TVDI<0.9) 5.14 2.24 7.22
Very Dry (0.9<TVDI<1.0) 0.05 0.03 0.05

Total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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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Table 4). 이를 통해 Fig. 7(a-c)의 영상 분류 결과

에서 습윤 및 매우 습윤으로 분류되는 픽셀이 많은 것

은 영상 내 기타 지역 중 산림지역의 영향도 있겠지만

특히, 논 지역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더욱이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획득한 총 세장의 영상 시

기가 5~6월로 이 시기는 연구지역의 논 지역에서 모내

기로 인한 물을 대는 시기와 연관이 되며, 이 때문에 각

영상 전체적으로 습윤 및 매우 습윤 픽셀의 비율이 높

은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이러한 습윤 및 매우 습윤에

해당하는 픽셀은 Fig. 7(b)가 71.6%로 가장 많았으며

(Table 3), 논 지역 및 밭 지역에서도 Fig. 7(b)가 78.0% 및

35.1%로 가장 많았다(Table 4). 이는 Fig. 7(b)의 영상 2를

촬영한 시기의 SPI3 가뭄지수(Table 2)가 습윤한 수분상

태를 갖는 특징이 잘 반영된 결과이다.

이와는 반대로 보통, 건조, 및 매우 건조로 분류되는

픽셀은 영상 전체 픽셀(2,718,950 픽셀) 중, 28.4-38.1%를

차지한다(Table 3). 이 중, 영상 전체에서 토양의 수분상

태가 보통으로 분류되는 픽셀은 26.2-32.5%로 습윤한

지역 60.3-70.6%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보통의 토양수분상태를 갖는 픽셀 중, 58.5-

67.2%가 밭 지역에 분포한다. 전술한바와 같이 밭 지역

은 영상 내 습윤한 토양수분 상태를 갖는 논 및 산림지

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율(약 16%)을 차지한다. 따

라서 Fig. 7(a-c)의 영상 분류 결과에서 보통으로 분류되

는 픽셀은 영상 내 밭 지역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보통에 해당하는 픽셀은 Fig. 7(a)가 32.5%

로 가장 많았으며(Table 3), 밭 지역에서도 Fig. 7(a)가

67.2%로 가장 많았다(Table 4). 이는 Fig. 7(a)의 영상 1을

촬영한 시기의 SPI3 가뭄지수(Table 2)가 보통인 수분상

태를 갖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논 지역에

서는 SPI3 가뭄지수와 대응하지 않는 결과이다. 추가적

으로 건조 및 매우 건조에 해당하는 픽셀은 Fig. 7(c)가

7.27%로 가장 많았으며(Table 3), 논 지역 및 밭 지역에

서도 Fig. 7(c)가 3.87% 및 26.65%로 가장 많았다(Table 4).

이는 Fig. 7(c)의 영상 3을 촬영한 시기의 SPI3 가뭄지수

(Table 2)가 건조한 수분상태를 갖는 특징이 잘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각 TVDI분류 구간별 SPI3 가뭄지수(Table 2)

의 토양수분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영상 전체의 경우

매우 건조, 습윤, 및 매우 습윤에 해당하는 분류결과는

SPI3 가뭄지수에 따른 토양의 수분 상태와 대응되지 않

는다. 또한, 농업지역 중, 논 지역의 토양수분 상태 관측

분류 결과는 매우 건조, 보통 및 매우 습윤에서, 밭 지역

은 보통의 분류에서 SPI3 가뭄지수와 대응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건조한 나지, 수계, 구름 및 산지 지형효과 등

의 이상치로 인하여 Dry/Wet edge추정의 문제로 사료

된다. 또한, 전술한바와 같이 해당 시기는 모내기로 인

한 물을 대는 시기로 논 지역으로 인한Wet edge추정의

문제를 내포한다. 따라서 해당 시기는 농업지역 중, 논

보다는 밭 지역에서 토양의 수분 상태가 효과적으로 세

분류되어 잘 관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반

으로 해당시기뿐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농업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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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atio of soil moisture conditions in agriculture area including paddy field and fil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VDI

Classification
condition

Paddy field field
Img. 1; 

20150526 
(%)

Img. 2; 
20160512 

(%)

Img. 3; 
20170616 

(%)

Img. 1; 
20150526 

(%)

Img. 2; 
20160512 

(%)

Img. 3; 
20170616 

(%)
Very Wet 

(0.0<TVDI<0.1) 0.01 0.01 0.03 0.02 0.02 0.02

Wet 
(0.1<TVDI<0.4) 69.82 77.98 67.16 18.82 35.09 14.80

Normal 
(0.4<TVDI<0.6) 27.91 21.53 28.94 67.20 61.17 58.53

Dry 
(0.6<TVDI<0.9) 2.26 0.48 3.86 13.94 3.71 26.59

Very Dry 
(0.9<TVDI<1.0) 0.00 0.00 0.01 0.02 0.01 0.06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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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양수분 상태의 시·공간적 변화를 관측한다면, 농

업지역의 농업생산량 예측 등 그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시기에 획득된 위성기반 원격탐

사 자료를 활용하여 토양의 수분 상태를 관측하기 위한

연구로써, 토양수분산정의불확실성을극복하고토양수

분 모니터링 및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Terra/

Aqua MODIS영상 또는 NOAA-AVHRR영상보다 높

은 공간해상도를 갖는 Landsat-8 OLI/TIRS위성영상을

대상으로 보통, 습윤, 및 건조의 서로 다른 토양 수분 조

건(SPI3 가뭄지수)을 갖는 2015, 2016, 및 2017년 5~6월

의 전라북도 지역의 영상을 수급하여 이로부터 토양수

분 상태를 분석하였다. 이 밖의 영상 주요 특징으로는

영상 내 약 46%가 논과 밭의 농업지역이고 약 35%가 산

림지역이며, 영상 획득 시기는 모내기로 인한 물을 대

는 시기이다.

연구지역의 토양수분 상태 관측 및 분석하기 위하여

Landsat-8 OLI/TIRS위성영상으로부터 LST및 NDVI

를 계산하였으며, 이 두 값의 관계로부터 토양수분 및

증발산이 최대인Wet edge및Dry edge의 추정을 통하여

TVDI값을 계산하여 토양수분 상태를 관측하였다. 이

때, Wet edge및 Dry edge추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상품질평가 밴드 및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이

용하여 영상 내 구름, 수계, 습지, 및 시가화 지역을 추출

하여 제거하였다. 이러한 TVDI영상에 대하여 매우 습

윤, 습윤, 보통, 건조, 매우 건조의 총 5개 단계로 TVDI

값을 분류하여 SPI3 가뭄지수의 토양수분 조건과 유사

성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영상 전체에 대한 TVDI분류

결과는 대략적으로 SPI3 가뭄지수로부터 획득한 보통,

습윤, 및 건조의 토양수분 상태를 반영하였으나, 매우

건조, 습윤, 및 매우 습윤의 분류에서는 효과적으로 반

영하지 못하여 세분류된 정밀 관측에는 한계가 존재하

였다. 추가적으로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활용하

여 논과 밭 지역을 추출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TVDI값

을 분류하여 SPI3 가뭄지수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논과

밭 지역의 경우도 SPI3 가뭄지수로부터 계산한 토양수

분 상태를 대략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농업지역 중, 논 지

역의 토양수분 상태 관측 분류 결과는 매우 건조, 보통

및 매우 습윤에서, 밭 지역은 보통의 분류에서만 SPI3

가뭄지수와 대응하지 않았다. TVDI를 통한 5~6월의 전

라북도 지역의 농업지역에 대한 토양의 수분 상태 관측

은 논보다는 밭 지역에서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를 기반으로 고해상 광학위성을 이용한 농업지

역에 대한 토양수분 상태의 상세한 시·공간적 변화를

관측한다면, 농업지역의 농업생산량 예측 등 그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고해상 위성기반 토양수분 관측에 있어 구름

및 수계 지역, 산악지역의 지형효과 등은 이상치 성분

으로 LST및 NDVI계산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기반으

로 계산하는 Dry/Wet edge및 TVDI값의 정확도를 저

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형효과 보정 및 기상자료 및

수문모델을 이용하여 이상치 성분을 저감을 통한Dry/

Wet edge정밀 추정 연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실측 자

료와의 비교검증을 통한 관측 정확도 평가의 연구를 수

행하여 고해상 위성기반 광역적 토양수분 관측의 견고

성을 시험하고 검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해

상 광학위성 기반 시·공간적 토양수분 모니터링을 통한

농업 분야 등에 응용을 위하여, 실측 자료 기반 상대적

인 TVDI값의 정규화를 통한 실제 토양수분 산정 연구,

TVDI영상 간 정규화 및 이를 통한 시계열적 모니터링

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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