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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 손실 자료 복원을 위한 통계적 방법 개발:           

 평균 편차 방법, 회귀 분석 방법과 지역 변동 방법

김민욱* 정회원, 이종혁**, 박연구**, 송정현**

The development of statistical methods for retrieving MODIS missing 
data: Mean bias, regressions analysis and local variation method

Min Wook Kim* Regular Members, Jonghyuk Yi**, Yeon Gu Park**, and Junghyun Song**

요  약 
원격 관측 자료인 위성 자료는 한계점이 있으며, 특히 광학 관측기를 활용하면 구름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손실 자료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MODIS)의 관측 자료 중, 지표면 온도 자료를 대상으로 손실 자료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인 평균 편차 방법, 회귀 분석 방법, 지역 변동 방법의 세 가지 복원 방법을 개발하였다. 검증을 위해 2014년과

2015년의위성자료에서관측비율을근거로사례를선택하였다. 검증자료에서확인된지역변동방법의평균제곱근편차(RMSE)

는 일부사례에서약 2 K 이상으로다른복원방법에비해낮은정확도를보였으며, 회귀분석방법의 RMSE는평균약 1.13 K으로

대부분의사례에서가장좋은결과를보였다. 평균편차방법사용시, RMSE는회귀분석방법시와유사하게약 1.32 K으로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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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tellite data for remote sensing technology has limitations, especially with visible range sensor, cloud and/or other 
environmental factors cause missing data. In this study, using land surface temperature data from the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we developed retrieving methods for satellite missing data and developed three 
methods; mean bias, regression analysis and local variation method. These methods used the previous day data as reference 
data. In order to validate these methods, we selected a specific measurement ratio using artificial missing data from 2014 
to 2015. The local variation method showed low accuracy with root mean square error(RMSE) more than 2 K in some case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showed reliable results in most cases with small RMSE values, 1.13 K, approximately. 
RMSE with the mean bias method was similar to RMSE with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1.32 K, approxim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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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몇십년동안, 위성과원격관측기술의발전을통해

다양한위성자료가산출되고여러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

수문분야에서도위성자료를활용한다양한프로젝트나연

구가수행되고있으며, 고해상도의위성자료가산출됨에따

라 전지구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국지적인 측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ropean Organis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eteorological Satellites(EUMETSAT)의

Hydrological Satellite Application Facility(H-SAF)는 위성

관측자료에서새로운수문정보를산출하는것을목표하며,

홍수, 산사태, 수자원과관련된새로운산출자료의유용성을

검증하고 있다[1]. Joint Research Centre(JRC)에서는 위성

을 통해 홍수를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Global Flood

Detection System(GFDS)를 개발하였다. GFDS는 위성 자

료를이용하여지상관측이불가능한곳의홍수를탐지하여

관련 정보 및 경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2].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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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ARM)에서는위성자료와지상관측자료및모형자료

를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의 홍수 예보를 실행하기 위해

Integrated Flood Analysis System(IFAS)을 개발하였다[3].

위성 자료는짧은시간에넓은지역을관측할수있는장

점이있다. 특히원격관측기술의발전에따라관측자료의

시공간 해상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위성에 여러

개의관측장비를탑재하여다양한정보를동일한공간에대

해수집하는것이가능해졌으며, 이를기반으로여러정보를

융합하여새로운정보를산출하는기술도개발되고있다. 위

성의관측환경특성상, 지형이나건물등의영향을최소화

하여 관측을 수행할 수 있다. 거의 일정한 조건에서 관측이

수행되기때문에안정적으로자료를취득할수있는장점도

있다.

하지만 원격 관측자료의 특성상, 위성 자료의 한계점도

있다. 참고문헌 [4]에서는 위성관측 시발생하는시공간및

주파수의해상도와노이즈에대한딜레마및융합기술의한

계를언급하고있다. 또한 관측환경에영향을받으며, 특히

광학 관측기를 통한 측정의 경우, 구름 등에 영향을 받으면

손실자료가발생하는한계도있다. 위성에탑재되어발사된

후에는관측기의검증이나보정이어려운점도위성관측자

료의 활용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본연구에서는위성자료를활용하여수문정보를산출하

는시스템을구축하는연구의일환으로위성자료의손실자

료를복원하기위한방법을개발하였다. 손실자료의복원을

위한기술은많이연구되고있다. 참고문헌 [5]에서는구름이

나 다른영상 관측문제에 의해발생하는 손실자료에 대해

푸리에 회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복원을 수행하고

STAR-FM을통해복원한결과와비교하였다. 참고문헌 [6]

에서는분류와회귀를기반으로하여위성자료를복원하였

다. 참고문헌 [7]에서는 위성 자료에 포함되는 손실 자료를

복원하기위한여러방법에대해기술리뷰를제공하고있으

며, 공간 기반방법, 스펙트럼기반방법, 시간기반방법등

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복원에 다수의 참고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복원 과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복잡하

여다양한위성자료에대해실질적인운영단계에서적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복원 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결

과제시가부족하였다. 따라서적용하기용이한손실자료의

복원방법을개발하고이에대한정확도를정량적으로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Ⅱ. 연구 자료 

미국 NASA의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는 Terra와 Aqua 위성의 관측

장비로 탑재되었으며, 각 1999년과 2002년에 발사되어운영

되고 있다. Terra와 Aqua 위성은 태양 동기 궤도 위성으로

전지구를관측하며, 최고 250 m, 최저 1 km 해상도의관측을

수행한다. 총 36개의 관측채널을통해 0.42 ㎛부터 14.24 ㎛

까지의 파장대를 관측한다[8]. Product Generation

Executives(PGE’s) 패키지를 사용하여 원시 MODIS 관측

자료에서 레벨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격자 자료가 산출된다.

프로그램 수행은 세 개의 Distributed Active Archive

Center(DAAC)에서수행되며, 하루평균 17,000개이상의파

일을 생성한다[9].

MODIS 위성자료중지표면온도자료를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지표면 온도 자료는 MODIS의 복사 자료 산출물

(MOD02), 지리정보산출물(MOD03), 대기온도및습도프

로파일 산출물(MOD07), 구름 산출물(MOD35), 토지피복

(MOD12), 적설산출물(MOD10) 자료를이용하여계산된다.

지표면 온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복사 자료

중 31번채널(11.03 ㎛)과 32번채널(12.02㎛)의 자료를통해

지형에따른분류기반의방사율(emissivity) 방법을사용한

다[10]. 제공되는지표면온도자료는일곱종류로시간해상

도및공간해상도가다르며, 시간및공간해상도가가장높

은 자료인 일 별, 1km 해상도의 지표면 자료(MOD11A1,

MYD11A1)를 사용하였다. 레벨 2 또는 3에 해당하는

MODIS 관측 자료는 시뉴소이드 도법(Sinusoidal projection)

에 의해 전지구를 동서 방향으로 36개, 남북 방향으로 18개

의격자로나누어제공하고있다(그림 1). 한반도남쪽지역

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동서 방향으로 29번째, 남북 방향으

로 6번째에 해당하는 격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영역

에는 한반도남쪽 지역이외에 중국과일본 일부지역이 포

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원시 관측

자료에서 중국과 일본 지역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거하였다.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위

성간의영향을배제하기위해 Terra 위성의자료만을사용

하였다.

관측 비율을 기준으로 복원 방법에 대한 검증 사례를 선

정하였다. 관측비율은추출된자료에서관측자료가존재하

는 픽셀수를 그림 1(b)의 점선 내 한반도 영역의 픽셀수로

나눈것이다. 그림 2는관측비율에따른사례의수를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체사례(730개) 중 약 25%인 181개의 사례에

서 관측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90% 이상의

관측 비율이나타난 사례의수는 112개로 전체의약 15%에

해당한다. 이외에해당하는관측비율을나타내는사례의수

는각관측비율별로약 40∼70개사이로나타났다. 관측비

율이낮은경우, 검증에 사용할관측자료가적어지며, 복원

방법의특성상, Ⅲ장에서소개될가정에부합하지않기때

문에, 이틀 연속으로 관측 비율이 98% 이상인 자료를 선정

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총 9개로 표 1과 같다.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1권 제4호

96

그림 1. (a) 시뉴소이드 도법에 따른 MODIS 격자 자료의 타일[11]과 (b) 연구 대상 지역(h28-v05 타일, 파선 영역)

그림 2.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 대상 영역에 대해 관측 

비율에 따른 MODIS 지표면온도 관측 자료 수 히스토

그램

Validation Date
Measurement ratio

of previous day data

Measurement ratio

of validation day data

2014-05-31 99.026% 99.026%

2014-10-18 99.017% 99.092%

2015-03-25 98.748% 98.796%

2015-04-26 99.083% 99.132%

2015-05-26 98.606% 98.119%

2015-10-06 98.460% 98.920%

2015-10-14 98.633% 98.852%

2015-10-18 98.034% 98.385%

2015-11-04 98.318% 98.182%

표 1. 복원 검증 사례와 각 사례별 관측 비율

Ⅲ. 손실 자료 복원 방법

손실 자료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참고 자료(reference

data)가 필요하다. 복원 대상 자료가 참고 자료로 사용되거

나, 다른자료를참고자료로사용할수있다. 일반적으로참

고자료의종류와양이많아질수록복원의성공률및정확도

가 증가한다. 하지만 참고 자료가 많아지면 참고 자료가 갖

는 손실 자료 문제, 자료 수집의 문제, 자료 저장 공간의 문

제 등이 동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적 안정성

및 확장 가능성을 높이고, 추후 다양한 요소에 복원 방법을

적용하기위해참고자료로전일에관측된자료만을사용하

는복원방법을개발하였다. 다만전일MODIS 지표면온도

관측 자료의 관측 비율이 100%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

관측자료의경우관측비율이 100%인사례는드물지만, 운

영단계에서연속으로복원과정을수행하면일정기간이후

에는 모든자료가 손실자료 없이복원되기 때문에실제 적

용에는 문제가 없는 가정이다.

복원 대상 자료의경우, 자료가 손실된지역과 자료가관

측된 지역이 구별된다. 두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복원 대상

자료에서자료가손실된지역을손실지역으로, 관측이수행

된 지역을 관측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가정에 의해 전일 자

료에는손실지역과관측지역에관계없이자료가존재한다.

위와 같은 가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전일 자료를 참고 자

료로사용하여손실자료를복원하기위한방법을개발하였

다. 개발된복원방법은세가지로각방법에대한소개는다

음과 같다.

1. 평균 편차 방법

평균편차방법은복원대상자료와전일자료의관측지

역에서의 평균값의 차이를 평균 편차로 활용하여 복원하는

방법이다. 평균편차를활용하기때문에손실지역의자료가

갖는 지역 변동성은 전일과 동일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는

관측지역이갖는변화의평균과같다고가정하는방법이다.

복원 대상 자료와 전일 자료의 관측 지역 자료를 각각 

와 라고 하면 평균 편차는

가 된다. 식 (1)과

같이 산출된 평균 편차를 손실 지역에 해당하는 전일 자료,

에더하여복원대상자료의손실지역에대한복원자

료, 을 산출한다.



 (1)

그림 3은평균편차방법에있어자료의흐름도로계산과

정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평균 편차 방법은

계산 과정이 간단하여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운영 측면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평균적인 변화를

가정하기때문에, 국소적인변화또는지역적인특색을반영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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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평균 편차 방법의 자료 흐름도(실선: 복원 대상 자료, 

파선: 전일 참고 자료, 점선: 중간 자료)

2. 회귀 분석 방법 

회귀 분석 방법은 앞서 소개한 평균 편차 방법과 유사하

다. 다만회귀분석방법에서는평균편차대신에회귀분석

을 통해 산출된 회귀식을 사용한다. 회귀 분석에는 관측 지

역에서의 복원 대상 자료와 전일 자료가 사용되며, 전일 자

료를 독립 변수로 복원 대상 자료를 종속 변수로 정의하여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수행 한다. 식 (2)와 같이 산출된회

귀식, 를전일자료의손실지역자료에적용하여복원

대상 자료의 손실 자료를 복원한다(그림 4).

       일 때,  (2)

만약회귀식의계수, 가 0이되면평균편차방법과동일

하게 복원된다. 회귀 분석 방법도 시간에 따른 평균적인 변

화량을사용하는것은동일하지만, 변화량적용에있어전일

자료를통해구별된지역적인특색에따라차등반영한다는

차이점이있다. 물론지역적인구별을위해서는동일한관측

요소(본연구에서는지표면온도) 이외의요소를사용하거나

장기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한바와같이최소한의참고자료를사용하는조건에따

라, 동일한관측요소에대한전일관측자료를통해지역적

특색을 구분하였다. Ⅴ 장에서 지역적 특색 구분에 있어 참

고 자료의 길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4. 회귀 분석 방법의 자료 흐름도(실선: 복원 대상 자료, 

파선: 전일 참고 자료, 점선: 중간 자료)

3. 지역 변동 방법 

복원대상자료만을사용한복원방법에는대표적으로내

삽이있다. 하지만내삽을활용하는경우, 손실 지역의면적

이일정이상이되면지역적인변동을반영하기어려워복원

된값이실제값과차이를갖는다. 따라서내삽을하는경우

는 지역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이 필요하다. 지역 변

동방법은전일자료로부터지역적변동을계산하여복원대

상자료에적용하는방법이다. 그림 5는지역변동방법의자

료 흐름도로, 지역적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일

자료의관측지역의자료만가지고전일자료의손실지역에

대해 내삽을 수행한다. 전일 자료의 내삽 자료, 와 손

실지역의전일자료, 의차를손실지역에대한지역적

변동으로 산출한다. 복원 대상 자료의 손실 지역에 대해 내

삽을수행한후, 복원대상자료의내삽자료, 에산출

된 지역적 변동을 더하여 복원 자료를 산출한다(식 (3)).

   (3)

지역변동방법은내삽과정에서무시되는지역적인특색

을반영하기때문에내삽만을활용한방법에비해높은정확

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 변동 방법에서 사용

한 내삽 방법은 역거리 가중치(Inverse distance) 방법이다.

그림 5. 지역 변동 방법의 자료 흐름도(실선: 복원 대상 자료, 

파선: 전일 참고 자료, 점선: 중간 자료)

Ⅳ. 손실 자료 복원 방법에 따른 

정확도 확인

개발된 세 가지의 손실 자료 복원 방법의 정확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II 장에서 선정한 9개의 사례를 가지고 임의의

손실자료를만들어복원정확도를확인하였다. 임의의손실

지역은 그림 6의 실선으로 표기된 영역으로 자료의 격자로

는 가로 430에서 490까지, 세로 490에서 550까지의 총 3721

개 격자이다. 지역적변동성을고려하기위해서는일정크기

이상이필요한것을고려하여임의의손실지역의크기를정

의하였다. 사례일의지표면온도자료에서임의의손실지역

의 자료를 손실 자료에 해당하는 값으로 변경한 뒤 개발된

세 가지 복원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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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반도 남단의 임의 손실 지역 위치(실선)

그림 7은 주요 사례별, 복원 방법별 산출된 복원 자료(가

로축)와 원래의관측자료(세로축)의 분포도이다. 2015년 10

월 18일을제외한사례에서는복원자료와관측자료가선형

에가까운분포를보이며, 이는복원자료가원래의관측자

료를잘모의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세가지복원방법에

따른 분포가큰 차이를보이지 않는것은 모든복원 방법이

참고자료로전일자료를사용한점, 즉시간의변화에따른

추정을기반으로복원을진행한것과지역적변동성을반영

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

귀 분석방법은 다른두 복원방법을 통해산출된 분포도와

차이를보이며(2015년 5월 26일, 2015년 10월 6일, 2015년 10

월 18일) 이는회귀분석방법이전일자료를기반으로지표

면 온도의 일 변화량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

역 변동방법은 평균편차 방법과거의 유사한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편차 방법과 차이가 작은 것은 지역

적 변동을제외한 전일자료와 복원대상 자료의내삽 자료

의차이가평균편차와비슷하며지역적으로차이가작은것

을 의미한다. 2015년 10월 18일 사례는 전일 자료의 지표면

온도가 일부 지역(그림 8)에서 관측된 특이한 값에 의해 선

형적이지않은분포도가나타난것으로분석된다. 해당값이

나타난원인은파악할수없으나, 복원대상자료와전일자

료를 포함한 다른 사례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징으로 관측

자료의오염또는자료처리과정등에서잘못산출된값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개발된 복원 방법은 전일 자료의 품질

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임의의손실지역에대한관측자료및복원자

료와그차이를공간적으로나타낸그림이다. 공간적분포가

사선의형태로나타나는것은MODIS 관측자료가시뉴소이

드격자방식의자료로써사선방향(좌하-우상)이등위도방

향, 즉 동서 방향이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값과 지역적으로

나타나는특징을비교하여지표면온도의복원결과를사례

별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0월 18일을 제외하고 좌중간

에나타나는주변보다높은지표면온도와그주변에발생하

는 낮은 지표면 온도, 우상단에서 하단까지 이어지는 낮은

지표면온도등대체적으로관측자료와유사한공간적특징

을복원자료에서확인할수있다. 다만복원자료와관측자

료의지역적으로나타나는최고또는최소지표면온도의크

기는다소차이가있다. 또한지역변동방법을통해복원된

자료의경우, 다른두복원방법을사용한자료에비해음의

또는양의차이가나타났다. 2015년 10월 18일의경우, 그림

의 파선 부분에서 복원 자료에 특이한 값이 나타났으며, 이

는 전일 자료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Date
Mean bias

method

Regression

analysis method

Local variation

method

그림 7. 주요 검증 사례별, 복원 방법별 복원 자료(x 축) 및 관

측 자료(y 축) 분포도

표 2는 각 사례별, 복원 방법별 복원 자료의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구한값이다. 평균편차방법과회귀

분석 방법에서 구해진 RMSE 값의 최대값은 각각 1.983 K,

1.632 K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 변동 방법에서 구해진

RMSE의최대값은 5.069 K으로다른방법에의해구해진값

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2014년 5월 31일 이외에도, 2015년

10월 14일과 18일에서 RMSE의 값이 2 K보다 크게 나타났

다. 평균편차방법과회귀분석방법은사례에따라유사한

RMSE가 산출되나, 2015년 5월 26일과 10월 6일, 18일사례

에서는 회귀분석 방법을통해 복원된자료가 평균편차 방

법을통해복원된자료에비해 0.35 K 이상으로작게산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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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bservation data

Reconstruction data

Mean bias

method

Regression analysis

method

Local variation

method

그림 8. 주요 검증 사례별 관측 자료(좌)와 복원 자료(우상) 및 복원 오차(우하) 공간분포도

                       (2015년 10월 18일 사례의 점선: 이상 자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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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data

range

2014 2015

5-31 10-18 3-25 4-26 5-26 10-6 10-14 10-18 11-4

∼previous day
1.633 K

(0.823)

0.715 K

(0.905)

1.214 K

(0.878)

1.189 K

(0.783)

1.179 K

(0.804)

1.011 K

(0.902)

0.581 K

(0.964)

1.516 K

(0.316)

1.145 K

(0.767)

∼2 days ago
1.367 K

(0.896)

0.765 K

(0.897)

1.130 K

(0.896)

1.129 K

(0.858)

1.207 K

(0.904)

0.774 K

(0.943)

1.020 K

(0.850)

1.014 K

(0.742)

∼3 days ago
1.148 K

(0.942)

0.708 K

(0.907)

1.153 K

(0.894)

1.647 K

(0.948)

1.073 K

(0.907)

0.922 K

(0.938)

1.084 K

(0.848)

∼4 days ago
1.593 K

(0.907)

0.682 K

(0.909)

1.125 K

(0.863)

1.441 K

(0.951)

0.971 K

(0.899)

0.749 K

(0.928)

0.782 K

(0.874)

∼5 days ago
1.060 K

(0.878)

1.441 K

(0.951)

0.801 K

(0.930)

0.816 K

(0.864)

∼6 days ago
1.100 K

(0.879)

1.439 K

(0.951)

0.613 K

(0.951)

0.655 K

(0.857)

∼7 days ago
0.675 K

(0.962)

0.634 K

(0.950)

0.671 K

(0.865)

표 3. 참고 자료 길이에 따른 각 검증 사례별, 회귀 분석 복원 자료의 RMSE와 상관계수(괄호)

Date Mean bias
Regression

analysis
Local variation

2014
5-31 1.574 K 1.632 K 5.069 K

10-18 0.727 K 0.715 K 0.870 K

2015

3-25 1.259 K 1.214 K 1.206 K

4-26 1.254 K 1.189 K 1.164 K

5-26 1.983 K 1.179 K 1.928 K

10-6 1.435 K 1.011 K 1.448 K

10-14 0.567 K 0.581 K 2.278 K

10-18 1.873 K 1.516 K 2.930 K

11-4 1.241 K 1.145 K 1.070 K

표 2. 각 검증 사례별, 복원 방법별 복원 자료의 RMSE

분포도, 공간자료, RMSE를분석한결과, 회귀분석방법

이 손실자료를 실제관측 값과가장 유사하게복원하는 것

으로판단할수있다. 또한평균편차방법도회귀분석방법

과정확도는크게차이가나지않았다. 반면지역변동방법

은다른방법에비해정확도가낮으며특정사례에서는관측

자료와큰차이를나타냈다. 이는지역변동방법의수행과

정에 포한된 내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지역변동방법을안정적으로적용

하기위해서는보다적절한내삽방법을선택하거나구성하

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Ⅴ. 참고 자료의 길이에 따른 회귀 분석 

방법 정확도 영향

Ⅳ 장에서는 사례별 임의의 손실 지역에 대한 복원 자료

와 관측자료의 비교를통하여 각복원 방법의정확도를 확

인하였다. 하지만 Ⅲ 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참고 자료의

양이 늘어나면 복원 자료의 정확도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회귀 분석방법의 경우여러 개의참고 자료를사용하는 것

이다른두개의복원방법에비해용이하다. 물론참고자료

의확대에따라발생가능한여러가지문제점도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이득과 손실 평가는 복원 방법을 적용하는

목적, 환경등에따라달라질것이다. 본장에서는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할 때, 참고 자료 확대에 따른 정확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참고 자료의 확대는 기존 복원 대상 자료의 전

일자료만을사용하는것에서최대 7일전의자료까지사용

하는것으로확대하였다. 다만, 여러 개의관측자료를사용

하는 경우회귀 분석을수행할 수없는 손실지역이 누적되

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례에 따라서는 7일 미만

의 자료만 사용했다. 참고 자료의 길이에 따른 정확도 변화

는 Ⅱ 장에서 선정한 9개의 사례에 대해 확인하였다.

표 3은 각 사례별, 참고 자료의 길이에 따른 복원 자료의

RMSE와 관측 자료와의 상관 계수를 구한 것이다. 각 사례

별로 최소 RMSE와 최고 상관 계수가 산출된 경우를 굵은

글씨로표기하였다. 대체적으로최소 RMSE와최고상관계

수가나타난참고자료의길이가일치하거나비슷하게나타

났다. 또한 2015년 10월 18일 사례를 제외하면 참고 자료의

길이에따른정확도의변동이크게나타나지않았다. 2015년

10월 18일사례의경우, Ⅳ장에서언급한것과같이전일자

료에 이상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일 자료만 사용하였을

때, 상관 계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체적으로

활용가능한자료를많이사용할수록정확도가증가하는경

향을보이나, 큰차이가나타나지않고오히려적은수의참

고 자료를 활용할 때 정확도가 향상된 사례도 있었다. 참고

자료의수가늘어날때, 정확도가감소하는것은시간적으로

차이가큰자료를사용할시, 환경의변화등에따른지표면

온도 분포 특성이 변화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참고 자료의

길이를 최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일 자료를 활용하여 MODIS의 지표면

온도자료에포함된손실자료를복원하는방법을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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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에 대한정확도를확인하였다. 개발된 세가지복원

방법, 평균 편차방법, 회귀분석방법, 지역변동방법은모

두전일자료로부터시간변동성과더불어지역변동성도고

려하도록 개발되었다. 검증 자료 분석을 통해 회귀 분석 방

법의평균적인오차가 1.13 K으로 가장높은정확도를보였

으며, 평균편차방법도평균적인오차는 1.32 K으로유사한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 변동 방법은

사례에따라오차가 2 K 이상의값이나타나고평균적인오

차도 2 K으로다른두방법에비해낮은정확도를갖는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손실 자료 복원 방법이 전일 자료만을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때문에전일자료의품질에영향을크게받는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료의 품질에 따라 참고 자료로 사용

되는것을제한하거나복원방법을선택적으로적용하는등

의 보완적인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된복원방법을사용하면, 확인된오차범위내에서손

실된지역의위성자료를복원할수있다. 개발된복원방법

은 요구되는 참고 자료의 양이 적고, 복원 방법이 복잡하지

않기때문에정보제공시스템등의운영시스템에서적용하

기용이하다. 또한지표면온도또는MODIS 자료외에도연

속된시간에서산출되는공간자료에대해복원방법으로적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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