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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detection and correction method of noisy pixels

embedded in the time series of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data based on

the spatio-temporal continuity of vegetation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 25-year

(1982-2006) GIMMS (Global Inventory Modeling and Mapping Study) NDVI dataset over the

Korean peninsula were used. The spatial resolution and temporal frequency of this dataset are

8 × 8 km2 and 15-day, respectively. Also the land cover map over East Asia is used. The noisy

pixels are detected by the temporal continuity check with the reference values and dynamic

threshold values according to season and location. In general, the number of noisy pixels are

especially larger during summer than other seasons. And the detected noisy pixels are corrected

by the iterative method until the noisy pixels are completely corrected. At first, the noisy pixels

are replaced by the arithmetic weighted mean of two adjacent NDVIs when the two NDVI are

normal. After that the remnant noisy pixels are corrected by the weighted average of NDVI of

the same land cover according to the distance. After correction, the NDVI values and their

variances are increased and decreased by 5% and 50%, respectively. Comparing to the other

correction method, this correction method shows a better result especially when the noisy pixels

are occurred more than 2 times consistently and the temporal change rates of NDVI are very

high. It means that the correction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is superior in the reconstruction

of maximum NDVI and NDVI at the starting and falling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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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식생의 시공간 분포 및 변동성은 전 지구규모와 지

역규모 상에서 생물권 및 지권과 대기권 사이의 상호

작용, 즉 에너지 수지와 생지화학적 순환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Los et al., 2000). 특히 식생분포의 변화는

알베도, 거칠기 길이 등 지표면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

시켜 지표면과 대기사이의 현열속, 잠열속, 운동량 교환

에 영향을 준다. 즉, 지면-대기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역

할을 하여 지역기상 및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준다(서

명석 외, 2005; Bounoua et al., 2000). 따라서 지역 기상

및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식생변동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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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위치에 따른 식생의 경년 및 계절변동 특성

그리고 지면-대기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시간 및

공간적 해상도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기상위성 원격탐사이다(Hall et al., 1995; Sellers et al.,

1995; Carlson and Riply, 1997). 기상위성 탐사는 현장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

으며, 단시간 내에 광범위한 지역의 자연자원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일관성 있는 방법

에 의해 주기적으로 관측되는 기상위성 탐사 자료는

고해상도(수십 km-0.25km)의 공간분해능을 갖는다.

광합성을 하는 식생이 적외 파장대는 강하게 흡수하

는 반면 근적외 파장대는 강하게 반사하는 특성을 이

용하여 산출한 식생지수(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는 식생의 경년 및 계절변동, 지면피복

분류, 지면의 생물리적 요소 산출 등 지면상태의 정량적

분석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자료이다(서명석 외, 2005;

Hall et al., 1995; Carlson and Riply, 1997). 두 파장대의

반사도 차는 일반적으로 식생 형태, 활동상태, 밀도 등

의 영향을 받으며, 녹색 잎 총량, 잎 면적 등과 같은 식

생요소와 상관성이 높아 식생 구분에 중요한 인자로 사

용되고 있다(Hall et al., 1995; Sellers et al., 1995).

기상위성 탐사 자료가 지면 특성 자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

적인 지면특성 연구를 위해서는 복잡한 전처리와 함께

자료의 질에 영향을 주는 잡음(구름, 수증기, 에어로솔

등)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서명석과 서애숙, 2002;

Tateishi and Kajiwara, 1994: Hall et al., 1995; Smith

et al., 1997). 기상위성 자료 사용자의 전처리 부담을 줄

여주고 장기간 축적된 식생지수 자료의 기후학적 응용

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서는 NOAA/AVHRR (Ad-

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초기 자료에

최상의 전처리를 적용하여 도출한 NDVI 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Pinzon et al., 2004). 하지만 이 NDVI 자료에

는 지속적인 구름에 의한 오염 화소가 여전히 잔존하며,

한 개 자료에 다수의 대기상태와 지면상태 그리고 태양

고도각 등이 혼재하는 등 다중 시간대의 합성자료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Cihlar and

Howarth, 1994).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몬순의 영향으로

구름 등에 의해 오염된 화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자료의 품질을 조사할 필요

가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구

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 장기간의 식생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식생 현황 및 변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정작업이 필요하다.

기상위성 탐사자료로부터 도출된 식생지수 자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구름, 눈 덮힘, 에어로솔 등

에 의해 오염된 화소를 탐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많은 기

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정기

법으로 (1) BISE (Best Index Slope Extraction algorithm)

(Viovy et al., 1992), (2) 푸리에 함수를 이용한 보정

(박수재 외, 2010; Sellers et al., 1994; Chihlar, 1996;

Roerink et al., 2000), (3) 비대칭 함수를 이용한 보정

(Jonsson and Eklundh, 2002) 등이 있다. 그러나 BISE

기법은 임계값을 설정하는 데에 분석자의 경험과 기술

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푸리에 함수 이용기법은

대칭적인 삼각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NDVI의 계절

변화가 비대칭인 지역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비대

칭함수 보정기법은 다른 기법에 비해 질 좋은 보정자료

를 얻을 수 있으나 계절성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에서 정

확한 값으로 복원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함수들로 이

루어져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식생의 상태는 기상현상에 비해 시공간적으로 연속

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에 위치한 동일 지면피복

의 식생 상태는 매우 유사한 계절변동을 한다. 따라서

식생의 이러한 시공간적 변동 특성을 이용하여 식생지

수 자료 내에 포함된 오염 화소의 탐지 및 보정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GIMMS NDVI 자료를

사용하여 1982년부터 2006년까지의 동아시아 지역 중

몬순의 계절안 변동이 뚜렷한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나 눈 등에 의해 오염된 화소를 탐지하고 식생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보정하는 기

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자 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극궤도 기상위성인 NOAA

에 탑재된 AVHRR로 탐사한 자료로부터 도출한 식생

지수 자료이다. 이 자료는 GIMMS (Global Inventory

Modeling and Mapping Study) NDVI (Pinzon 2002;

Pinzon et al., 2004; Tucker et al., 2005)라 하며 탐사영역

이 전구이고, 자료 산출주기는 15일이며 공간해상도는

8 km이다. 식생상태의 장기간 변동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NDVI 자료의 사용기간은 1982년부터 2007년

까지 25년으로 하였으며 분석영역의 크기는 남북방향

(126화소) ×동서방향(83화소)이다. 또한 식생지수의 공

간적 연속성을 이용한 보정을 위하여 강전호 외(2010)가

최근의 위성자료로부터 17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지면

피복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의 공간 해상도는 1 km

이므로 최근법(nearest neighbor method)으로 찾아낸 1 km

지면피복 화소를 중심으로 하는 8화소에서 가장 점유

율이 우세한 유형을 NDVI 화소의 지면피복 유형으로

정의하였다(dominant type).

Fig. 1은 GIMMS NDVI 자료의 계절 및 경년 변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반도 지역에서 임의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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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개 지점과 분석영역 전체를 평균한 자료의 25년간

NDVI 자료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GIMMS NDVI

자료는 한반도에서 식생의 강한 계절변동과 함께 경년

변동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식생은 기후의 경년변동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봄과 가을에 식생의 경년변동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식생의 상태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변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할 때 3개 화소에서의

여름철 식생지수에 나타난 강한 시간변동은 식생의 실

제변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실제 식생의 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

인, 즉 동아시아 여름 몬순과 관련된 지속적인 구름 등에

의해 오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식생의 시간변동

이 거의 없는 겨울에도 불연속적인 시계열이 나타나며,

비정상적으로 낮은 값이 LU. S. et al.(2005)이 제시한

눈으로 오염된 NDVI 값(0.1~0.23)과 비교적 비슷하여

겨울철 눈 덮힘 등에 오염된 화소가 적지 않음을 유

추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GIMMS NDVI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된 식생지수를 탐지하고 보정하기 위하여 Fig. 2

에서와 같이 크게 4단계로 처리하였다.

1단계에서는 오염화소를 탐지하는데 필요한 각 화소

별 기준자료(Ref)를 설정하는 단계로 우리나라 기후 특

성과 식생의 경년변동을 고려하였다. 즉, 연차적으로

이동하면서 5년간의 자료를 취한 후 구름에 의해 오염

될 확률이 높은 여름에는 상위 2개(Top 1~2)를, 상대적

으로 구름이 적게 발생하는 봄,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상위 3개(Top 1~3)를 정상(오염되지 않음)적인 식생지수

값으로 가정하고 이들의 평균을 취하여 기준 값으로

정하였다. 여기서 5년간 자료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전후 2년씩의 자료를 취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때 전과

후의 자료가 없어 5년간 자료를 취할 수 없는 1982-1983

년 그리고 2006-2007년에는 1984년과 2005년에 산출한

자료를 기준 값으로 이용하였다. 2개 또는 3개 상위 식

생지수 자료의 평균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

름철의 경우 시간적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화소가 나타

나 식생지수의 시간적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

자료에 1(t-1)-2(t)-1(t+1) 가중치를 두어 이동평균을 취

하였다.

Fig. 3은 앞의 처리과정을 거쳐서 산출한 기준자료의

Fig. 1. Time series of 25 years in different colors of original GIMMS NDVI averaged over the Korean Peninsula (a) and at the

three selected pixels which have different IGBP(b: Evergreen needleleaf forest/ Jeolla-do, c: Mixed forest/ Gyeonggi-do, d:

Croplands/ Gyeongsang-do) land cov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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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변동과 경년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자료는 연

도에 관계없이 식생의 계절변동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경년변동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식생의 경년변

동이 거의 없는 여름에 경년변동이 크게 나타나 지속적

구름으로 오염된 화소들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식생의 경년변동은 상대적으로 기후의 경년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생이 성장을 시작하는 4,

5월 그리고 낙엽이 지는 10월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름이나 눈으로 오염된 화소의 값은 일반적으로 오

염되지 않은 식생지수보다 작은 특성을 이용하여 오염

화소를 탐지하였다. 이 때 중요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기준 값과 함께 기준 값보다 어느 정도 작은 값

(임계값)을 오염된 것으로 판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임

계값(VR, Valid Range)을 너무 작게 주면 정상적인 자료

가 오염된 자료로 잘못 탐지될 수 있고, 너무 크게 주면

오염된 자료가 정상적인 값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임계값은 식생의 계절 및 경년변동에 따라 달라지

므로 하나의 값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는 수

회의 임계값 시험을 거쳐서 식생의 경년변동이 큰 봄,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기준 값보다 15% 이상 작은 값

을, 식생의 경년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구름으로 오

염될 확률이 높은 여름에는 10% 이상 작은 값을 오염된

값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임계값은 수회의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값이므로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계절 및

지면피복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모든 화소에 대해 각각 기준값과 임계값을 적용하여

임계값보다 큰 값을 갖는 화소는 “정상화소(Q = 0)”로,

그렇지 않은 화소는 “오염된 화소(Q = 1)”로 품질정보

(Q, Quality flag)를 분류하였다(Fig. 4).

탐지된 오염화소는 아래의 두 단계를 반복적으로 적

용하여 보정하였다. 1단계는 식생의 시간 연속성을 이용

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오염화소로 판정된 화소 NDVI(x,

Fig. 2. Flowchart for the detection and correction process of

noisy pixels embedded in the GIMMS NDVI data based on

the spatio-temporal continuity. For more specific detail

regarding the flowchart refer to the text(3. method).

Fig. 3. Seasonal(upper) and interannual(lower) variations of

reference data averaged over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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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t)의 전후(t-1, t+1)자료의 정상유무를 고려하여 모두

정상일 경우, 전후 자료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보정하

였다. 또한 임의의 화소에서 오염된 상태가 연속적(t, t+1)

으로 발생할 경우, t-1, t+2 자료의 정상유무를 고려하여,

두 값이 모두 정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준 평

균값으로 보정하였다(Fig. 5). 아래 식은 단계별로 진

행되며 첫 단계에서 보정이 되면 다음 단계는 생략한다.

NDVI(x, y, t) =

[NDVI(x, y, t−1) + NDVI(x, y, t + 1)]/2 (1)

NDVI(x, y, t) =

[2 × NDVI(x, y, t−1) + NDVI(x, y, t + 2)]/3 (2)

NDVI(x, y, t+1) =

[NDVI(x, y, t−1) + 2 × NDVI(x, y, t + 2)]/3 (3)

시간 연속성을 이용한 보정으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화소는 공간연속성을 이용하여 보정하는데 이 때

동일 시점이라도 식생유형에 따라 식생지수 값이 상이

함(예: 도시와 숲)으로 지면피복의 유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강전호 외(2010)가 분류한

동아시아 지역의 지면피복 분류자료를 이용하였다. 만

약오염화소를 중심으로 영향반경(R) 내에 위치한 동일

지면피복의 식생지수 중 정상화소가 5개 미만으로 존재

할 경우, 이 정상화소의 값을 이용하여 보정하기에는

유의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상화소가 5개 이상

존재할 경우, 동일 지면피복 화소를 대상으로 가중평균

을 하였다. 여기서는 아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염

화소(x, y)와 정상화소(i, j)간의 거리에 반비례하게 가

중치(ω)를 설정하였다.

(4)

(5)

(6)

TNDVI(x,y,t) (7)

CNDVI(x,y,z) (8)

이 과정에서 지면피복이 잘못 분류되어 있거나 지

면피복이 25년 사이에 변화되었을 경우 오염화소 값이

비정상적인 값으로 보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야 한다. 따라서 공간보정을 통해 얻어진 값이 해당 기

준자료 값보다 15% 이상 작을 경우와 20% 이상 클

경우 공간보정을 생략하였다. 여기서 전자의 임계값을

15%로 정한 것은 기준값보다 15% 작은 화소를 오염화

소로 하였는데 보정값이 초기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정

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며, 후자의 임계값을 20%로 정한

것은 보정에 의해 값이 커지므로 정상화소 범위(15%)

보다 좀 더 크게 준 것이다. 1차적으로 시간과 공간 연

속성을 이용하여 보정을 한 후 오염화소의 유무를 확인

하여 오염화소가 남아 있을 경우 다시 시간보정-공간보

정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때 차수가 증가

함에 따라 기준영역을 5 × 5에서 7 × 7, 9 × 9로 증가시켰

으며 그 이상 차수에서는 9 × 9로 하였다. 시·공간적 보

정을 10회 반복한 후에도 남은 오염 화소는 이 보정방

법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자료 값으로

대체하였다.

시·공간 연속성을 이용하여 보정을 한 NDVI 자료는

기준자료의 임계범위 안에 포함되나, 시간적으로 증가-

감소-다시 증가 등 식생의 시간변동과 상이한 불규칙한

변동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동평균을 실시하였다. 이동

평균은 다음식과 같이 현재 화소(t)값에 보다 많은 가

d i j,( ) dx i( )
2

dy j( )
2

+=

ω i j t, ,( )
R d i j,( )–

R d i j,( )+
---------------------=

ω total x y t, ,( ) ω i j t, ,( )

i sx=

ex

∑
j sy=

ey

∑=

NDVI i j t, ,( ) ω i j t, ,( )×[ ]
i sx=

ex

∑
j sy=

ey

∑=

TNDVI x y t, ,( )

ω total x y t, ,( )
----------------------------------=

Fig. 4. Detection of noisy pixels(masked by 1) in the NDVI

time-series(solid line) using reference NDVI(dashed line)

and threshold values(dotted line).

Fig. 5. Example of correction for the noisy pixels by using

temporal continuity(dashed line: noisy NDVI, thick soild

line: corrected 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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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를 주어 전후(t-1, t+1)자료와의 가중 평균으로 산

출하였다.

MANDVI(x, y, t) =

[NDVI(x, y, t−1) + 2 × NDVI(x, y, t) + NDVI(x, y, t+1)]/4

(9)

4. 연구결과

4.1. 보정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정 방법의 유효성을 시각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한반도 지역 평균과 임의로 선정한

3개 화소의 초기자료(Fig. 1)를 보정한 자료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보정결과 구름, 눈 등에 의한 잡음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의 식생지수들이 비교적 연속성 있게

보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각 연

도별 식생지수가 상이하게 나타나 식생의 경년변동은 유

지됨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오염화소가 가장 많은 여

름에는 아직도 식생지수들에 잡음이 포함되어 있고 시

간적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반복차수에 따른 GIMMS NDVI의 보정률

(보정된 화소 수 /보정 전 오염화소 수)을 한반도 화소

(총 10,458개)에 대해 평균한 값과 NDVI 평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과 공간 보정에 따른 보정률은 각

차수에서 거의 비슷하였고, 총 보정률은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즉, 1차에서 오염화소의 총 보정률은

약 56%, 2차에서 약 19%로 5차까지 82% 이상의 오염

화소가 보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정률이 현저하게

Fig. 6. Same as in Fig. 1 except for the corrected NDVI.

Fig. 7. 25-year averaged correction rate, NDVI average and

their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the 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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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으며, 이후 남는 오염화소는 기준자료 값으로

대체하여 오염화소를 모두 정상화소로 보정하였다.

Fig. 7에서 꺾은선은 평균을, 평균에 나타낸 상하 막대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보정 차수에 따라 오염된 값들이

보정되므로 보정차수에 따라 전체적인 평균 식생지수는

커지고 식생지수의 표준편차는 작아져 시공간적으로

자료의 연속성이 향상되었다.

한반도에서 식생이 가장 왕성하게 성장한 7월 15a에 해

당되는 25년의 자료 중에서 1982년, 1988년, 1995년, 그

리고 2005년에 대해 보정 전과 후의 식생지수 공간분

포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초기 자료의 경우 연도에 따

라 오염된 화소로 인해 식생의 공간변동이 상이하게 나

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특히 1995년과 2005년에

는 남한 지역 대부분이 구름으로 오염되어 식생지수가

다른 해에 비해 현저히 작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연속

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보정 후에

는 연도에 따른 식생지수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

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연속성이 증가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해안가 지역은

보정 후에도 식생지수가 크지 않게 나타나 보정이 양

호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Table 1은 25년 전체 NDVI 자료에 대해 보정전과 후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 월별로 요약한 것이다. 전체

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오염화소가 많이 탐지되고 있으

며 그 결과 보정 후에 식생지수는 크게 증가되고 표준

편차는 크게 감소되고 있다. 여기서 겨울에 오염화소가

많이 탐지된 것은 기준식생지수보다 15% 이상 작은 화

소를 오염화소로 탐지하는 과정에서 겨울의 식생지수가

작은 점과 북한 지역과 고산지대가 눈으로 오염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후특성의 영향으로 3월, 9월과 10월에 오염화소가

가장 적게 탐지되고 있다.

4.2. 다른 보정 방법과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식생지수 보정방법의 성능을 객

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최근 Julien and Sobrino(2010)가

제시한 IDR(Iterative Interpolation for data Reconstruction)

방법과 비교하였다. 이 방법은 적용이 간편할 뿐만 아

니라 현재까지 개발된 다른 보정방법보다 보정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면피복 유형에 따라

식생지수의 계절변동이 상이함으로 다양한 지면피복에

대해 보정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한반도에

Fig. 8. Spatial distribution of original GIMMS NDVI (upper panel) and corrected NDVI (lower panel) for the selected four

years over the Korean Peninsula (from left: 1982, 1988, 1995 an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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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포하는 10개의 지면피복을 선정하였으며 각 화

소의 위치와 IGBP(International Geosphere Biosphere

Programme) 분류 코드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9는 25년의 자료 중에서 2006년의 GIMMS NDVI

자료에 대해 IDR 보정방법 및 시공간 연속성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정된 시계열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

으로 두 방법 모두 오염으로 인해 낮게 나타나는 식생

지수 값을 연속성 있게 보정하고 있다. 특히 10번(초지),

16번(황무지) 등 일부 지면피복에서는 두 보정방법의

결과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IDR 보정방

법은 시계열 자료의 전후 자료만을 이용하여 보정하기

때문에 지면피복 5, 12번과 같이 여름철 몬순으로 인해

시계열 자료에서 오염된 화소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실제 값보다 현저히 낮은 값으로 보정되는 문제가 있

Table 1. Summary of noisy pixels and correction results.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Mon.
# of Noisy

pixels

NDVI NDVI SD Correction

ratio(%)Ave. SD Ave. Diff. Ave. Diff.

Jan. 15a 1,139 0.242 0.018 0.251 0.009 0.012 -0.005 80.1 

Jan. 15b 1,277 0.237 0.018 0.248 0.011 0.013 -0.005 82.4 

Feb. 15a 1,144 0.243 0.020 0.251 0.008 0.013 -0.008 81.0 

Feb. 16b 1,195 0.245 0.018 0.256 0.011 0.011 -0.007 83.4 

Mar. 15a 981 0.257 0.013 0.265 0.009 0.009 -0.003 82.9 

Mar. 15b 824 0.274 0.014 0.284 0.010 0.010 -0.005 82.3 

Apr. 15a 1,197 0.296 0.020 0.320 0.024 0.011 -0.009 88.1 

Apr. 15b 1,624 0.354 0.034 0.387 0.033 0.017 -0.017 90.8 

May 15a 960 0.469 0.039 0.482 0.014 0.023 -0.016 82.7 

May 15b 1,091 0.569 0.038 0.576 0.008 0.019 -0.018 78.1 

Jun. 15a 2,029 0.61 0.027 0.638 0.022 0.014 -0.013 81.3 

Jun. 15b 2,874 0.603 0.060 0.665 0.061 0.017 -0.043 83.4 

Jul. 15a 2,777 0.609 0.052 0.675 0.066 0.020 -0.032 82.0 

Jul. 15b 2,449 0.623 0.049 0.679 0.056 0.020 -0.030 81.1 

Aug. 15a 2,174 0.635 0.049 0.678 0.043 0.017 -0.031 83.0 

Aug. 15b 1,790 0.644 0.031 0.668 0.024 0.016 -0.015 84.5 

Sep. 15a 827 0.629 0.037 0.640 0.011 0.019 -0.017 81.3 

Sep. 15b 350 0.591 0.028 0.589 -0.002 0.022 -0.006 69.4 

Oct. 15a 421 0.514 0.029 0.516 0.002 0.020 -0.009 79.5 

Oct. 15b 853 0.418 0.030 0.433 0.015 0.017 -0.013 87.0 

Nov. 15a 1,162 0.339 0.028 0.361 0.022 0.013 -0.015 87.7 

Nov. 15b 1,184 0.294 0.022 0.310 0.017 0.011 -0.011 85.1 

Dec. 15a 1,200 0.265 0.019 0.279 0.014 0.011 -0.008 83.0 

Dec. 15b 1,149 0.251 0.018 0.261 0.010 0.012 -0.006 81.3 

Ave. 1,370 0.433 0.030 0.454 0.021 0.015 -0.015 82.6 

Table 2. Selected land covers and their location with the

IGBP classification code.

IGBP code Description Pixel(x, y)

1 Evergreen needleleaf forest 48, 84

4 Deciduous broadleaf forest 16, 25

5 Mixed forest 45, 60

6 Closed shrublands 39, 26

7 Open shrublands 71, 62

10 Grasslands 19, 11

12 Croplands 59, 81

13 Urban and builtup 39, 61

14 Crop/natural veg. mosaic 58, 68

16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4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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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에 식생의 시공간 연속성을 이용한 본 연구의

보정 방법에서는 식생지수가 실제 시간변동과 유사하게

보정됨을 볼 수가 있다. 또한 IDR 방법은 식생이 성장

하기 시작하는 봄과 낙엽이 지는 가을에 식생지수 값을

Fig. 9. Intercomparison of the correc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land cover type (black solid: original GIMMS NDVI, blue

dashed: corrected by IDR method, red solid: corrected by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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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크게 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 시

기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상대적으

로 구름이 적기 때문에 초기 식생지수 값이 대부분 정

상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시공간 보정

방법의 경우 초기자료의 성장시기와 낙엽시기, 최대성

장시기 등 한반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식생의 계절별 성

장패턴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식생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식생지수 자료에 포함

된 오염된 화소를 “식생은 시공간적으로 연속성 있게

변하지만 변화주기 및 변화패턴은 식생유형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 상이하다”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탐지하고

복원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잡음 탐지 및 복원 알고리

즘에 사용된 자료는 미국 NOAA/NASA에서 NOAA/

AVHRR 자료로부터 도출한 15일 주기의 GIMMS NDVI

자료이며 사용기간은 1982년부터 2006년까지 25년간

자료이다. 또한 공간적 연속성을 이용하여 보정하기

위하여 위성자료로부터 분류한 한반도 지면피복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오염된 식생지수의 보정은 오염된 화소

탐지와 보정의 2단계로 하였다. 오염된 화소의 탐지는

각 화소 및 주기별로 정해진 기준자료로부터 각 화소의

식생지수 값이 일정 임계범위(여름: 10%, 봄·가을·겨

울: 15%) 이하로 작은 값은 식생의 변화에 의한 것이

라기보다 다른 요인(구름, 에어로솔, 눈 등)에 의한 것

으로 보아 이를 오염화소로 탐지하였다. 여기서 오염화

소 탐지를 위한 기준 식생지수 자료는 25년 자료에서

연차적으로 5년간의 자료를 선택하여 잡음이 많은 여

름에는 상위 40% 자료를,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봄,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상위 60% 자료를 평균하여 산

출하였다. 구름이나 눈으로 오염된 화소는 1) 식생의 계

절 연속성과 2) 주변에 위치한 정상인 동일한 지면피복

화소 값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보정하였다. 반복 회수

는 10차까지 하였으며 남은 오염화소는 기준자료 값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식생의 연속적인 계절변동을 복원

하기 위하여 1-2-1 가중 평균을 취하였다.

식생지수의 시공간 연속성을 이용한 반복 보정 방

법은 각 차수에 따른 시간 연속성 보정률과 공간 연속

성 보정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1차에서는 전체

오염화소의 약 56%가, 2차에서는 약 19%가 보정되었

으며 5차에서는 대부분 오염화소의 82% 이상이 보정

되었다. 초기자료에 비해 보정 후에는 한반도에서의

평균 식생지수는 커지고 식생지수의 표준편차는 작아져

자료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구름 등에 의한 오염

화소가 많은 여름에 보정 차수에 따른 표준편차가 현

저하게 작아졌다.

시공간 연속성을 이용하여 보정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지면피복 종류에 따른 화소를 선별하여 IDR 보정

방법(Julien and Sobrino, 2010)과 비교하였다. 두 방법

모두 오염된 화소를 연속성 있게 보정하였으나, IDR 보

정 방법은 여름철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몬순으로 인해

오염된 화소가 2-3회 이상 연속적으로 존재할 경우 정상

값보다 현저히 낮게 보정하거나, 식생의 성장이 시작되

는 초봄과 성장이 끝나는 늦가을에는 비정상적으로 과대

보정하는 문제를 보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시공간

연속성 보정 방법은 시간적 연속성으로 보정이 어려운

화소를 공간적 연속성을 이용하여 보정함으로서 식생의

성장시기와 낙엽시기, 최대성장시기 등 한반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식생의 성장 패턴 특성을 잘 나타내었다.

한반도 지역에서의 식생 시계열자료와 공간분포를 분

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공간적 연속성을 이용

한 보정방법은 초기자료에서 나타나는 오염된 화소들을

대부분 정상화소로 보정하였으며, 식생이 가지는 연속성

또한 잘 나타내 식생지수 자료에 내재된 잡음 탐지 및

보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기

서는 오염화소를 탐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자료와 임

계값 설정을 적용-분석-수정 등의 경험적 방법을 이용하

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생의 시공간적 변동

에 영향을 주는 해발고도, 위도 그리고 기온, 강수 등 기

후자료와 같은 다른 보조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객관

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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