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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large-area crop classification with MODIS data, a mixed pixel problem caused by the
low resolution of MODIS data has been one of main issues. To mitigat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 hierarchical classification algorithm that selectively classifies the specific crop class of interest by using
their spectral characteristics. This selective classification algorithm can reduce mixed pixel effects between
crops and improve classification performance. The methodological developments are illustrated via a case
study in Jilin city, China with MODIS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and Near
InfRared (NIR) reflectance datasets. First, paddy fields were extracted from unsupervised classification
of NIR reflectance. Non-paddy areas were then classified into corn and bean using time-series NDVI
datasets. In the case study result, the proposed classification algorithm showed the best classification
performance by selectively classifying crops having similar spectral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traditional direct supervised classification of time-series NDVI and NIR datasets.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selective hierarchical classification algorithm would be effectively used for producing reliable
crop maps.
Key Words : Crop, MODIS, Hierarchical Classification, NDVI

요약 : MODIS 자료를 이용한 대규모 작물 분류에는 MODIS 자료의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해상도로 인한

분광학적 혼재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광학적 혼재를 완화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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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한 토지 피복/이용도, 작물 구

분도 등의 주제도 제작은 원격탐사의 활용분야 중 활발

한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에 해당한다 (Franklin and

Wulder, 2002; Antonarakis et al., 2008; Simonneaux et al.,

2008). 주제도 작성을 위해 다양한 원격탐사 자료가 활

용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의 주제도 제

작이나 식생 등의 자연 피복물 분류에는 시간해상도가

좋고넓은공간규모에적용이용이한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자료가 많이 활용

되고 있다(Li et al., 2003; Wessels et al., 2004; Senthilnath et

al., 2012; Zhang et al., 2015). 특히 미국, 중국, 브라질과 같

이 넓은 지역에서의 작물 구분도 제작을 위해 MODIS

시계열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자료를 이용한 작물 분류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다(Xavier et al., 2006; Doraiswamy et al.,

2007; Conrad et al., 2011; Hao et al., 2015; Lee et al., 2016).

MODIS 자료를 이용한 작물 분류는 작물의 생육시

기별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작물과 다른 피복과의 구분

과 함께 작물별 세분류를 수행한다. 그러나 MODIS 자

료의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해상도로 작물 분류 과정에

서 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복과 작물 간의 혼

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혼재 양상은 분류 결과의

정확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된 분류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광학적 혼재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분광혼합분석(spectral mixture analysis)이 많

이 적용되어 왔다(Small, 2001; Lobell and Asner, 2004;

Zhong et al., 2015). 이 방법은 저해상도 픽셀 내부에서

다양한 토지 피복의 혼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지만, 대표 토지 피복 특성을 반영하는 순수 화

소값(endmember)의 선택에 따라 분류 결과가 많은 영

향을 받는다(Somers et al., 2011). 이러한 분광혼합분석

이외에 저해상도 픽셀 자체를 분류에 고려하지만 혼재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급 분류 방법론의 적용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고, 방법론으로는 인공신경망, 퍼지 이

론, Support Vector Machine (SVM) 등이 적용되어 왔다

(Zhang and Foody, 2001; Bruzzone et al., 2004; Melgani and

Bruzzone, 2004). 이러한 개선된 고급 분류 알고리즘의

적용과 함께 분류 관심 항목과 다른 항목과의 혼재를 줄

이기 위하여 관심 계층을 우선적으로 구분하고, 각 계

층의 세분류를 수행하는 계층적 분류 방법론도 많이 적

용되어 왔다(Yu et al., 2006; Sulla-Menashe et al., 2011). 이

와 관련하여 Wardlow and Egbert(2008)은 MODIS 시계

열 식생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작물과 다른 피복의 시계

열 분광특성을 고려하여 작물과 다른 피복의 계층을 구

분하고, 작물에 대한 상세 분류를 적용하여 최종 작물

분류를 수행하였다. 관심 작물만을 분류하기 위하여 다

른 분류 항목들을 분류 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작물

과 다른 피복 간의 구분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

나 유사한 분광특성을 나타내는 작물 계층 내에서는 여

전히 분광학적 혼재가 존재하는 한계가 있었다. 작물 항

목을 모두 고려하는 과정에서 MODIS 자료의 낮은 공

간해상도로 오분류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분

류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작물 구분을 목적으로 MODIS 식생

지수 자료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작물들의 혼재를

줄이고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적 계층 분류 방

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론은 MODIS 자료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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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특정 작물의 계층을 선택적으로 구분하고 상세 분류를 수행하는 선택적 계층 분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론에서는 특정 작물에 대한 선택적 분류를 수행함으로써 작물간의 혼재를

완화하고 구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안 방법론의 적용성 평가에는 중국 길림성의 길림시를 대상으로

MODIS 정규식생지수 자료와 근적외선 자료를 이용한 작물 분류의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근적외선

자료의 무감독 분류를 수행하여 벼의 재배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출한 후에, 시계열 정규식생지수 자료를 이

용하여 벼 재배지역이 아닌 영역을 대상으로 옥수수와 콩의 상세 분류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제안

방법론은 유사한 분광특성을 갖는 작물의 계층을 선택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기존 시계열 정규식생지수 자료

와 근적외선 자료를 함께 이용하는 감독 분류 결과보다 향상된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신뢰성 있

는 작물 구분도 제작에 제안 방법론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 특성을 바탕으로 특정 작물에 대한 계층을 선택적으

로 구분하고, 이후 계층에 대한 상세 분류를 순차적으

로 수행한다. 이 때 모든 작물 항목들을 한 번의 분류에

고려하는 기존 방법론과 다르게, 특정 작물을 초기에 분

류하는 과정에 다른 자료를 선택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오분류 양상을 줄이고자 하였다. MODIS 자료를 이용

한 작물 분류 사례 연구를 통해 제안 방법론의 구체적

인 적용 절차를 제시하고,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사용 자료 및 방법론

1) 대상 지역 및 사용 자료

MODIS 중저해상도 자료를 이용한 작물 분류를 위

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규모에서 작물을 재

배하는 중국 길림성의 길림시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

였다(Fig. 1). 길림시의 중심 좌표는 동경 126°33′, 북위

43°50′로 중국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길림시는 중국의

주요 옥수수 생산지대에 속하여 옥수수를 대규모로 재

배하며, 동쪽에서는 일부 콩을 재배하고 있다. 또한 길

림시에서는 대규모로 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관개농업

으로 강가 주변에서 주로 벼를 재배한다. 이 외에도 길

림시에서는 수수, 사탕무 등의 기타 작물도 재배되고 있

는데, 이러한 작물은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에서 재배되

고 있어MODIS 중저해상도 자료에서 구분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고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여 확인이 매우 어렵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대규

모로 재배되는 옥수수, 콩, 벼의 세 작물만을 분류 항목

으로 고려하였다.

대상 지역에는 산림, 도심 등 다양한 토지 피복이 존

재하지만, 이 연구의 주목적이 대상 지역내 작물의 세

분류이기 때문에 우선 작물 재배 지역만을 추출하여 분

류에 사용하였다. 길림시의 작물 재배 지역 추출에 중

국의 전 지구적 토지피복도 자료인 2010년GlobeLand30

(GLC30)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자료의 제작 시기를

고려하여 2010년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1). GLC30 자료는 Landsat 영상 기반의 토지피복도

로 수계, 산림, 농경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10개 분류 항

목으로 제공되는데(Chen et al., 2015), 다른 전지구 규모

의 토지피복도와 마찬가지로 세분화된 작물 정보는 제

공되지 않고 농경지 항목만 제공한다. GLC30 자료의

공간해상도는 30m로 분류 대상 자료인MODIS 자료와

의 공간해상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비율(fraction) 기

반의 업스케일링을 통해 GLC30 자료의 해상도 변환을

수행하였다(Kim et al., 2014). 250 m로 변환된GLC30 자

MODIS Data-based Crop Classification using Selective Hierarchica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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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udy area and land-cover map from GLC30.



료에서 농경지 항목에 해당하는 영역을 추출하여 작물

분류를 수행하였다.

분류 대상 자료로는 기존 작물 분류 연구에서 많이

적용되었던 MODIS 시계열 NDVI 자료를 사용하였다.

16일 주기 합성 자료인 MOD13Q1 NDVI 자료를 사용

하였는데, 작물의 생육주기를 고려하여 사전 실험 결과

를 토대로 전체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와 유사한 정확도

를 나타내는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13개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에서는 벼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제

공하기 위해 6월 초부터 50~60일 정도 담수하는 관개시

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토양과 물의 분광특성이 혼

재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분광특성에도 불구하고, 관개

시기의 NDVI에서는 벼와 다른 작물 간의 분광학적 혼

재 양상이 나타난다 . 이는 NDVI가 근적외선(Near

Infrared, NIR) 파장과 적색(red) 파장에서의 반사율에

대한 합과 차의 비율로 계산되어 관개된 벼의 분광학적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Table

1). 이러한 이유로 벼 재배 지역이NDVI 자료에서는 뚜

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관개시기의 NIR 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사율이 나타난다(Fig. 2). 본 예비 실

험 결과를 바탕으로 NDVI 자료에서 나타나는 작물간

의 분광학적 혼재를 줄이고 벼의 선택적 계층 분류를 위

하여 6월MODIS NIR 자료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다.

작물 분류를 위한 훈련 자료는 상대적으로 고해상도

인 Landsat 자료의 시각적 판독을 통해 추출하였다. 2010

년을 대상으로 벼의 분광학적 특성이 구별되는 6월부

터 옥수수와 콩의 생육 시기를 고려하여 9월까지 12개

의 시계열 Landsat-5 TM과 Landsat-7 ETM+ 자료를 시

각적으로 판독하여 훈련 자료를 추출하였다. 제안 방법

론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Landsat 자료의 시각적

판독을 통해 훈련 자료와 독립적인 검증 자료를 추출하

였다. 최종적으로 대상 지역의 모든 분류 항목을 대상

으로 256개의 훈련 자료와 365개의 검증 자료를 이용하

였다.

2) 선택적 계층 기반 작물 분류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상 지역의 작물 특성

을 고려하여MODIS 기반의 시계열NDVI 자료와NIR

자료를 이용한 선택적 계층 분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MODIS 자료 기반 작물 분류에서는 모든 작물 항목을

분류 과정에 고려하는 경우, 공간해상도의 한계와 작물

의 유사한 분광특성으로 인해 분류 항목 간의 혼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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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IS data (June 10th, 2010) in the study area. (a) NDVI, (b) NIR band reflectance.
(a) (b)

Table 1. The average NDVI values and reflectance values from
NIR and red bands for corn, bean and paddy

NDVI NIR band
reflectance

Red band
reflectance

Corn 0.24 0.25 0.15
Bean 0.40 0.26 0.11
Paddy 0.22 0.11 0.07



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재를 줄

이기 위해 작물의 계층을 선택적으로 구분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 사용자료 측면에서 벼의 선택적 계층 구분

을 위하여NIR 자료를 사용하고 작물 분류에는 시계열

NDVI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안 방법론의 적용 절차는

Fig. 3에 제시하였는데, 우선 GLC30 자료를 이용하여

작물 재배 지역을 추출한 후에 이 작물 재배 지역에 대

한 세분류를 수행한다. 추출된 작물 재배 지역을 대상

으로 6월NIR 자료를 이용하여 분광학적으로 구분되는

벼 재배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시계열NDVI 자

료를 이용하여 나머지 작물들에 대한 상세 분류를 순차

적으로 수행한다(Fig. 3).

NIR 자료를 이용한 벼의 계층 구분을 위해 감독 분류

와 무감독 분류를 각각 적용하였는데, 두 결과는 유사

한 분류 결과를 보였지만 감독 분류 결과에서 고립된 화

소들이 일부 존재하여 무감독 분류 결과를 이용하였다.

무감독 분류는 입력 자료의 분광반사특성을 바탕으로

유사한 분광특성을 나타내는 화소를 특정 군집으로 정

의하여 분류를 수행한다(Xie et al., 2008). 이 연구에서는

무감독 분류 기법 중에서 표본의 평균을 중심으로 군집

을 생성하는 K-평균(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Jain, 2010). K-평균 알고리즘은 입력된 자료에서 분석

자가 입력한 군집의 수만큼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고, 이

를 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한다. 이후 입력된 데이터

와 각 군집의 유사도 측정을 위하여 유클리드 거리를 계

산하고, 가장 가까운 군집에 데이터를 할당한다. 이러한

과정을 군집 사이에서 데이터 이동이 없을 때까지 반복

하여 군집으로 정의된 최종 분류 결과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무감독 분류 결과와 시계열 Landsat 자료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벼에 해당하는 군집들을 벼 재배

지역으로 추출하였다.

무감독 분류 결과에서 벼 재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상세 분류에는MODIS 시계열NDVI 자

료를 이용하여 감독 분류를 적용하였다. 감독 분류에는

적은 수의 훈련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분류 정확도가 높

은 것으로 알려진 SVM을 적용하였다. SVM은 분류와

회귀분석에 커널을 이용하는 기계학습 방법론으로, 원

격탐사 자료의 분류에 많이 적용되어 왔다(Melgani and

Bruzzone, 2004). SVM은 결정 경계에 가장 근접한 서포

트 벡터(support vector) 사이의 거리인 마진(margin)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분류 항목간의 결정 경계를 찾는

다(Mountrakis et al., 2011). 이러한 결정 경계를 찾기 위

해 이 연구에서는 선형 커널보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radial basis function 커널을 이용하

였으며, 그리드 탐색을 통해 최적의 파라미터를 추출

하였다.

제안 방법론과 기존 분류 방법론과의 분류 정확도 비

교를 위해 (1) 시계열NDVI 자료만을 이용한 감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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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chart of the classification procedure presented in this study.



(2) 시계열NDVI 자료와NIR 자료를 함께 이용한 감독

분류, (3) 제안 방법론의 세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분류 방법론들의 정량적 평가에는 검증

자료와 분류 결과와의 중첩을 통해 얻은 오차 행렬로부

터 계산한 전체 정확도 및 분류 항목별 정확도를 이용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벼 재배 지역의 분류를 위해 6월 NIR 자료를 이용한

무감독 분류 적용 결과는 Fig. 4에 제시하였다. Fig. 2에

제시된NIR 자료와 비교했을 때 해당 자료에서 낮은 반

사율을 나타내는 벼 재배 지역과 상대적으로 높은 반사

율을 나타내는 다른 작물 재배지역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Fig. 4). 벼의 관개시기에 촬영된 NIR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토양의 분광특성만을 나타내는 다른 작

물 재배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반사율을 나타내는

벼 재배 지역 추출이 용이하였다. 벼의 선택적 계층 분

류 결과를 보면, 주로 북서쪽 부근에 벼 재배지역이 나

타났으며 남부 지역 일부에서 강가 주변을 따라 북쪽 지

역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벼 재배 지역이 존재한다

(Fig. 4). NIR 자료를 이용한 1차 계층 분류 결과를 기반

으로 시계열 NDVI자료를 이용하여 벼가 아닌 지역에

서 옥수수와 콩에 대한 상세 분류를 수행하였다. 최종

작물 분류 결과는 초기 계층으로 구분된 벼 재배 지역과

옥수수, 콩의 상세 분류 결과를 결합하여 작성하였다.

제안 방법론의 비교 평가를 목적으로 시계열 NDVI

자료만을 이용한 감독 분류와 NIR 자료와 시계열

NDVI 자료를 모두 이용하는 감독 분류를 수행하였다.

세 가지 분류 결과를 비교해 보면(Fig. 5), 시계열 NDVI

자료만을 이용한 감독 분류 결과에서 대상 지역의 북서

쪽 지역에서 옥수수와 벼의 혼재 양상으로 벼가 과소 추

정되었다(Fig. 5(a)). 대상 지역에서 재배되는 벼와 옥수

수 작물의 유사한 생육 특성으로 인해 시계열NDVI 자

료를 이용한 감독 분류에서 두 작물간의 구분력이 상대

적으로 떨어지면서 혼재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 반면NIR 자료와 시계열NDVI 자료를 함께 이용한

감독 분류 결과에서는 관개시기의 NIR 자료에서 나타

나는 벼의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이러한 오분류 양상이

완화되었다(Fig. 5(b)). 그러나 두 감독 분류 결과에서는

모든 항목을 분류 과정에 고려하면서 제안 방법론의 분

류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벼의 과대추정 양상이 나타났

다. 특히NIR 자료와 시계열NDVI 자료를 함께 사용한

감독 분류 결과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NIR 자료에서 나타나는 벼의 분광특성으로 NDVI

자료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다른 작물과의 구분력이 향

상되었다. 그러나 소규모로 벼를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MODIS의 낮은 공간해상도로 다른 작물과의 혼재 양상

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안 방법

론의 분류 결과에서는 벼와 다른 작물과의 혼재 양상이

완화되었다. 특히 혼재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소

규모 벼 재배 지역에서 옥수수와 벼의 구분력이 향상되

었다. 이는 NIR 자료의 분광특성을 분류 과정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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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addy fields extracted by unsupervised classification of NIR data.



고려하지 않고, 분류 초기 과정에서 벼 재배 지역을 선

택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다른 작물과의 구분력을 향상

시키고 오분류 양상을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 분류 결과의 분류 정확도 비교를 위한 오차행렬

기반 검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시계열 NDVI

자료만을 이용한 감독 분류 결과에서 69% 정도의 가장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오분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벼의 정확도가 4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시

계열 NDVI 자료에서 다른 작물과의 분광학적 혼재로

인해 벼의 과소추정 양상이 나타났고 그 영향으로 정확

도가 저하되었다. 반면 NIR 자료와 시계열 NDVI 자료

를 이용한 감독 분류 결과에서는NIR 자료에서 나타나

는 벼의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작물과의 구분력을

향상시키고 벼의 과소추정 양상을 완화시킴으로써 벼

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콩

의 정확도가 14%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Fig.

5(b)와 같이 대상지역의 동쪽 지역에서 콩과 벼의 혼재

로 인한 두 작물의 오분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콩과 벼의 오분류는 MODIS 자료의 낮은

공간해상도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MODIS 자료의 격

자 안에서 벼와 콩이 혼재되어 재배될 수 있는데, 이 지

역이 주로 벼로 분류되면서 콩의 정확도가 떨어진 것으

로 판단된다.

제안 방법론에서는 벼의 계층을 선택적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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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assification results: (a) SVM using NDVI datasets, (b) SVM using NDVI and NIR datasets and (c) the proposed classification
method.

(c)

(a) (b)

Table 2. Classification accuracy statistics with overall accuracy and class-wise accuracy

Classes
Method

Accuracy(unit: %)
Overall Corn Bean Paddy

SVM using NDVI datasets 69.42 77.66 54.84 47.37
SVM using NDVI and NIR datasets 77.47 88.58 40.54 82.35

Proposed method 84.11 88.81 88.89 92.98



으로써 감독 분류 결과에서 나타나는 공간해상도의 한

계와 분광학적 혼재 양상을 완화하고 작물간의 구분력

을 향상시키면서 분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다른 작물과의 혼재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벼의

정확도가 9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옥수수와 콩의

정확도도 세 분류 결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벼와

다른 작물간의 혼재를 완화하기 위해NIR 자료를 이용

함으로써 오분류 양상을 줄일 수 있었고, 모든 분류 항

목을 고려하는 것보다 특정 작물의 계층을 선택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분류 정확도의 향상을 가져왔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MODIS 자료를 이용한 작물 분류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작물간 혼재 양상을 줄이기 위해 특

정 작물의 계층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분류를 수행하

는 선택적 계층 분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론의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중국 길림성의 길림시를 대

상으로 작물 분류를 수행하였으며, 대상 지역의 벼 재

배 특성을 고려하여MODIS 시계열NDVI 자료와NIR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시계열NDVI 자료

만을 사용한 분류 결과에서 유사한 생육 주기를 갖는 작

물의 분광학적 혼재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NIR

자료와 시계열 NDVI 자료를 함께 사용한 분류 결과에

서는 벼의 관개시기NIR 자료를 분류 과정에 고려함으

로써 벼와 다른 작물과의 구분력이 향상되어 시계열

NDVI 자료를 이용한 분류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혼재

양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작물을 분

류 과정에 함께 고려하면서 MODIS 자료의 낮은 공간

해상도로 인해 소규모로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혼재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 방법론에서는NIR 자료를 이용하여 벼 재배

지역을 선택적으로 구분하고, 시계열 NDVI 자료를 이

용하여 벼를 제외한 다른 작물의 분류를 순차적으로 수

행하였다. 제안 방법론의 분류 결과에서는 작물간의 분

광학적 혼재를 완화시키고 오분류 양상을 줄이면서 가

장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 방법론

을 이용하여 중저해상도 위성자료 기반 작물 분류에 나

타날 수 있는 혼재 양상을 줄이고, 신뢰성 있는 작물 구

분도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연구 지역의 주요 작물은 옥수수, 콩과 벼로 상

대적으로 고려하는 작물의 수가 적어서 두 단계로 계층

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작물을 고

려해야 할 경우, 작물의 생육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많

은 계층 구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계층별 구분 과정에

다양한 보조 자료나 고급 분류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안 방법론을 확장 적용하여 MODIS 기반 작물 분류

를 위한 일반화의 가능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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