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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improved the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land cover
map over the Asia-Oceania region through the reclassification of the misclassified pixels. The misclassified
pixels are defined where the number of land cover types are greater than 3 from the 12 years of MODIS
land cover map. The ratio of misclassified pixels in this region amounts to 17.53%. The MODIS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time series over the correctly classified pixels showed
that continuous variation with time without noises. However, there are so many unreasonable fluctuations
in the NDVI time series for the misclassified pixels. To improve the quality of input data for the
reclassification, we corrected the MODIS NDVI using Correction based on Spatial and Temporal
Continuity (CSaTC) developed by Cho and Suh (2013). Iterative Self-Organizing Data Analysis
(ISODATA) was used for the clustering of NDVI data over the misclassified pixels and land cover types
was determined based on the seasonal variation pattern of NDVI. The final land cover map was generated
through the merging of correctly classified MODIS land cover map and reclassified land cover map. The
validation results using the 138 ground truth data showed that the overall accuracy of classification is
improved from 68% of original MODIS land cover map to 74% of reclassified land cove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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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지면피복 분류자료

(MCD12Q1)에서 분류오류로 판단되는 화소들을 재분류함으로써 분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최근 12년

(2001-2012)간의 MODIS 지면피복 분류자료에서 지면피복 유형이 3개 이상으로 분류된 화소는 분류상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면피복 재분류 화소로 선정하였다. 지면피복 재분류를 위해 공간해상도는 1 km

이고 시간주기는 8일인 MODIS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자료를 이용하였다.

NDVI 자료 중 구름 등으로 오염된 화소를 보정하기 위해 시·공간 연속성을 이용한 보정기법인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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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표면에 물리적으로 무엇이 존재하는 가를 의미하

는 지면피복(land cover)은 지권과 대기권간의 에너지 및

생지화학 순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지면피복에 따

라 상이한 식생유형, 잎면적 지수 등은 알베도나 거칠기

길이에 영향을 주어 지면-대기간 잠열 속, 현열 속 그리

고 운동량 속 등의 조절을 통해 전 지구 및 지역 규모의

기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Sellers et al., 1997; Chase et al.,

2000; Suh et al., 2005). 최근 수치 및 기후모델에 접합된 지

면-대기 모수화 방안이 정교해짐에 따라 정확한 지면피

복 분류 자료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 되고 있다(Brown et

al., 2000; Ge et al., 2007; Verburg et al., 2011). 또한지면피복

분류 자료는 기후변화, 사막화, 도시화 및 농지화 등과

같은 자연적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면피복 변화에 대한

연구에 가장 핵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Masson et al.,

2003; Huang and Siegert, 2006).

지면피복 분류자료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환경

변화 연구 및 기상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해상도의

지면피복 분류자료는 주로 극궤도 위성 자료를 이용하

여 전 지구 및 지역 규모로 산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

면피복 분류는 식생의 계절적 특성(성장 주기, 잎면적

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식생지수(Vegetation Index,

VI)자료를 이용한다. 이러한 식생지수 자료들로부터 도

출된지면피복분류자료에는미국U.S. Geological Survey

(USGS) 지 면 피 복 분 류 자 료 (Anderson et al., 1976),

International Geosphere Biosphere Programme (IGBP) 분

류자료(Loveland et al., 2000) 그리고 Maryland대학교 분

류자료 등이 있다(Hansen et al., 2000). 이들 지면피복 분

류 자료들은 모두 극궤도 기상위성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에 탑재된 1 km공

간해상도의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최근에는미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Terra/Aqua 위성에 탑재된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센서자료를 이용한 지면피복 분류자료(MODIS Land

Cover Type product, MCD12Q1)가 2001년부터매년제공

되고 있다(Friedl et al., 2010). 또한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의 Environmental Satellite (ENVISAT)

위성에 탑재된 Medium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

(MERIS) 센서로부터 산출된 300 m 공간해상도의

Globcover 2009 등이 제공되고 있다 (Bontemps et al.,

2011).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변화 연구 및 기상 분야에서 활

용하기 위한 지면피복 분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Kim

et al. (2011) 및 Ryu et al. (2013)은 Satellite Pour I’Observation

de la Terre (SPOT) 위성의 식생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동

아시아 지역의 지면피복을 분류하고 지면피복 변화 및

사막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Kang et al. (2010)은 기상분

야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2006-2008년의 MODIS식생

지수 자료를 합성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1 km공간

해상도의 지면피복을 분류하였고 현재 천리안위성

(CommunicationOcean and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의 기상자료 처리시스템에서 기초 입력자료로 활용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 되고 있는 지면피복 분류 자

료 중 USGS, IGBP, UMd등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이용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지면피복 분류를 대

부분 사바나로 분류하고 있고 만주지역 등에서 공간불

연속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Kang et al.,

2007). 이러한 지면피복 분류 자료의 문제는 주로 초기

사용자료 및 전처리 수준 그리고 분류기법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McCallum et al., 2006; Herold

et al., 2008; Tchuenté et al., 2011). 최근 Park and Su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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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Spatial and Temporal Continuity (CSaTC) 기법을 이용하였다. 보정된 NDVI 자료를 1개월 주

기로 합성한 후 분류 오류로 판단된 화소들에 대해 Iterative Self-Organizing Data Analysis (ISODATA)

기법으로 군집화를 수행하였다. 각 군집별 식생 계절변동 특성을 고려하여 지면피복을 분류한 후 정상으로

판정된 MODIS 지면피복과 합성하여 최종 지면피복 재분류 자료를 산출하였다. 분류 정확도는 GPS를 이용

한 현장관측 자료와 유럽우주국의 지상검증참조자료 등 총 138개 지상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

였다. 2012년 MODIS 지면피복 분류자료의 정확도는 약 68%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재분류한 지면피복자료

의 정확도는 약 74%로 나타나 일부 화소들에서 분류 정확도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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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년 제공되고 있는 MODIS 지면피복 분류자료

(MCD12Q1)자료에 대해 12년(2001-2012)간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면피복 분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유형의 경계지역이나 여러 유형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 등에서 지면피복이 연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동일한 위성자료 및 공간해상

도 등으로 산출된MODIS지면피복 분류자료에서도 분

류에 적지 않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동일한 위성자료에 동일한 분류

방법을 적용하여 분류된 최근 12년(2001-2012)간의

MODIS지면피복 분류자료(MCD12Q1) 중에서 분류오

류라 판단되는 일부 화소들을 재분류하여 분류 정확도

를 개선하고자 한다. 지면피복 재분류에는 2013년의

MODIS정규화 식생지수(Normalized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식생지수 시계열 자

료를 이용하여 지면피복을 분류할 경우 상대적으로 분

류 정확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양질의 시계열 입력자

료를 구축하였다(Wang and Tenhunen, 2004). 지면피복

분류 방법은 군집화 기법의 하나인 Iterative Self-

Organizing Data Analysis (ISODATA)를 이용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지면피복

분류 개선을 위해 식생지수와 지면피복 분류자료를 이

용하였으며 각 자료의 정보 및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분류자료의 정확도 검증은 GPS를 이용한 현장관

측자료와 지상검증 참조자료를 이용하였다. 분류에 사

용된 식생지수 자료는 공간해상도가 1 km이며 8일 주기

인 2013년의 MODIS NDVI (MOD/MYD13A2) 자료이

다. 이 자료는 최대치합성법(Maximum Value Composite,

MVC)을 통해 산출되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몬순 기후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구름 등으로 오염된 화소를 포함

하고 있어 식생지수의 시·공간 연속성을 이용한 보정

기법인Correction based on Spatial andTemporal Continuity

(CSaTC) 기법을 적용하여 보정 후 사용하였다(Cho and

Suh, 2013). 지면피복 분류자료는 12년(2001-2012)간의

MODIS MCD12Q1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IGBP지면피

복 정의에 따라 17개 유형으로 분류된 자료이다(Table 2).

2) 연구방법

MODIS지면피복 분류자료(MCD12Q1)의 분류수준

개선을 위한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Fig. 1). ① 동북아

시아 지역MODIS지면피복 분류자료의 특성을 분석한

Park and Suh(2014)에서와 같이 최근 12년간(2001-2012)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해 지면피복 유형수가 3개

이상으로 분류된 화소들을 분류오류 화소로 선정하고

Improvement of MODIS land cover classification over the Asia-Oceani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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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MODIS NDVI and land cover datasets
used in this study

MODIS NDVI
(MOD/MYD13A2)

MODIS LAND COVER
(MCD12Q1)

Sensor Terra/Aqua MODIS
Period of

data collection 2001-2013 2001-2012

Frequency 8-day, 16-day Yearly
Spatial 
resolution 1 km 500 m

Spatial 
coverage Global

Source NASA USGS
(http://lpdaac.usgs.gov/)

Table 2. Description of land cover types defined in the IGBP
and MODIS

IGBP 
code Description Acronym

1 Evergreen Needleleaf Forest Ever. Ndlf.
2 Evergreen Broadleaf Forest Ever. Brdf.
3 Deciduous Needleleaf Forest Decd. Ndlf.
4 Deciduous Broadleaf Forest Decd. Brdf.
5 Mixed Forest Mixed.
6 Closed Shrublands Clsd. Shrub.
7 Open Shrublands Opn. Shrub.
8 Woody Savannas Wdy. Svn.
9 Savannas Savannas
10 Grasslands Grass
11 Permanent Wetlands Wetland
12 Croplands Crop
13 Urban and Built-up land Urban
14 Crop/Natural Vegetation Mosaic Crp/Nat.
15 Snow and Ice Snow
16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Barren
17 Water Bodies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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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MODIS NDVI시계열 분석을 통해 분류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식생지수 자료를 보정하여 지면피복 재분류

를 위한 양질의 입력자료를 구축한다. ③ 보정된 식생지

수 자료에 군집화 기법을 적용하여 지면피복을 재분류

하고, ④ 마지막으로 정상으로 판별된 화소와 재분류된

화소들을 합성하여 최종 지면피복 재분류 자료를 산출

한다.

(1) 자료 전처리

MODIS자료는 기본적으로 Sinusoidal지도 투영법으

로 제공 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NDVI와

MCD12Q1 두 자료는 서로 다른 공간해상도를 가진다.

자료의 수월한 이용과 공간해상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MODIS Reprojection Tool (MR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ODIS NDVI와MCD12Q1 자료를 1 km공간해상도의

플레이트 커리 맵 투영법(Plate Carrée map projection)으

로 재투영하였다. 이 투영법은 위·경도 격자가 수직으

로 만나고 거리가 같아 자료의 화소 수와 시작지점의

위·경도 정보만으로 전체 자료의 위·경도를 쉽게 계

산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지도 투영법으로 재투영이

비교적 간단해 자료의 이용 및 관리가 수월한 장점이 있

다. 하지만 극으로 갈수록 왜곡이 커져 극이 점이 아닌

하나의 줄로 나타나는 지형적 왜곡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Kang et al., 2007).

(2) 지면피복 재분류화소 선정

최근 12년(2001-2012년)동안MODIS지면피복분류자

료(MCD12Q1)의 분류 특성을 화소 단위로 비교하였다.

지면피복은 그 특성상 시간적 변동이 매우 적다. 하지만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 농지화 등 인위적 요인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막화, 산불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지면피복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지면피복이 복잡하게 분포하는 경계 부

근에서는 기하학적 보정 수준에 따라 연도별로 지면피

복이 상이하게 분류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기하학적 보

정은 오차가 1 km이내로 우수하게 되었다는 가정하에

지면피복 유형이 2개까지 분류된 화소는 정상적으로 분

류된 화소로 그 이상으로 분류된 화소는 분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12년 동안 하나의 화소

에서분류된지면피복유형의수가 2개이하인화소는정

상으로분류된화소로정의하고, 3개이상으로분류된화

소는 분류상 오류로 판단하여 지면피복 재분류 화소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하나의 화소에서 12년간 지면피

복이 1, 1, 1, 4, 4, 5, 5, 5, 5, 5, 3, 3으로 분류되었다면 총 4개

의 지면피복 유형으로 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

(3) 식생지수 보정

본 연구에서는 구름 등으로 오염된 화소의 식생지수

보정을 위하여 식생의 시공간 연속성을 이용한 보정기

법인CSaTC기법을이용하였다. Cho and Suh (2013)의연

구에서는 오염된 화소를 최대로 보정하기 위해 특정 식

생 유형(이모작 지역)에서 실제 식생의 감소를 오염 화

소로 탐지하여 이를 과대 보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오염 화소 탐지의 임계값을 변경하여 이

모작 지역에서 과대 보정되는 경향을 해결하였다. 임계

값의 경우 수회의 테스트를 통해 가장 최적화된 값을 선

정한 결과로 다소 주관적이며 추후 식생 계절 특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정확한 임계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정된 식생지수 자료는 효율적인 군집 분

류와 입력자료의 양을 줄이기 위해 8일 주기의 자료를 1

개월 주기의 자료로 합성하여 총 12 개의 입력자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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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diagram for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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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였다.

(4) 군집분류(Clustering)

군집 분류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기준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 값의 특성만을 고려

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개체들로 집단화 하는 기법

으로 군집화 방법 중의 하나인 ISODATA기법을 이용

하였다. ISODATA기법은K-Means기법을 기반으로 각

군집의 표준편차가 큰 경우 두 개의 군집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며 반복 단계마다 군집의 결과를 재

분석 한다. 매 반복 단계 마다 표본의 평균을 군집의 중

심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K-Means기법과 유사하지만

부가적으로군집의분리와병합을한다는점이K-Means

기법과 다르다. 또한 K-Means기법의 경우 고정된 수의

군집만 생성하지만, ISODATA의 경우 사용자가 초기에

설정한 군집의 수를 포함하는 허용범위까지 군집의 수

가 생성되는 특징이 있다(Kang et al., 2009).

(5) 지면피복 재분류 자료 산출 및 분류 정확도 검증

군집화를 통해 재분류된 각 군집에 대해 이미 정상으

로 분류된 지면피복의 평균 식생지수의 계절변동과 각

군집별 식생지수의 계절변동을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지면피복 유형을 할당하였다. 이렇게 재분류된 화소들

과 정상으로 판별된 화소들을 합성(merge)하여 최종 지

면피복 재분류 자료를 산출하였다. 분류의 정확도 검증

을 위한 자료는 Kang et al. (2010)의 연구에서 분류 정확

도 검증에 사용된GPS를 이용한 우리나라 및 몽골 초원

지대 관측자료 78개 지역과 본 연구에서 유럽우주국

(European Space Agency, ESA)의 Global Observation for

Forest Cover and Land Dynamics Project Office (GOFC-

GOLD LC PO)의 지상검증 참조자료를 바탕으로 수집

한 60개 지역을 활용하였다(Fig. 2). Table 3은 정확도 검

증을 위해 이용된 총 138개의 지상 검증 사이트에 대해

지면피복 유형별로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사바나 및 습

지 유형에 대한 검증자료 부재와 조밀한 관목수림

(Closed Shrublands) 등 몇 가지 유형들은 다른 유형에 비

해 충분한 검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지리적 제한 요인으로 전체 지면피복 유형

에 대해 균형 있는 검증자료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3. 연구 결과

1) MODIS MCD12Q1의 분류 특성 분석

Fig. 3은 12년간 (2001-2012)의MODIS지면피복 분류

자료(MCD12Q1)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해

각 화소별로 지면피복이 다르게 분류된 유형의 수를 나

타낸것이다. Park and Suh(2014)의연구에서와같이러시

아와 중국 남부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면피복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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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ground reference data sets used
in this study.

Table 3.  Number of the ground truth data according to the
IGBP land cover types used in this study

IGBP 
code Description Count

1 Evergreen Needleleaf Forest 5
2 Evergreen Broadleaf Forest 11
3 Deciduous Needleleaf Forest 4
4 Deciduous Broadleaf Forest 14
5 Mixed Forest 15
6 Closed Shrublands 1
7 Open Shrublands 10
10 Grasslands 15
12 Croplands 35
13 Urban and Built-up land 15
14 Crop/Natural Vegetation Mosaic 4
16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9

Total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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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 등에서 분류된 지면피복 유형

의 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호주의 동해안과 북부

지역에서 지면피복의 유형이 3개 이상으로 분류된 화소

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12년간 지면피복 유형이 1개

로만분류된화소는 51.21%인반면 3개이상의유형으로

분류된 화소는 17.53%이며 4개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된

화소도 존재하였다. 우리나라,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서의 급격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농지화, 도시화 그리고

사막화 등을 고려할 때 12년 동안 하나의 화소에서 지면

피복유형이 2개이하로분류된화소는정상적으로분류

된 화소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12년동안 지면피복 유

형이 3종류 이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하나의화소에서 3개이상유형으로분류된화소

들은 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면피복 재분류

를 위한 화소로 선정하였다.

지면피복 분류의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상으로 분류된 화소들과 분류오류로 선정된 화

소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12년간의MODIS NDVI자료

에 대해 연도별 계절변동을 살펴보았다. Fig. 4는 지면피

복 유형이 1개 또는 2개 유형으로 분류된 임의의 화소에

대한 식생지수의 계절변동을 나타낸 것으로 계절변화

에 따른 식생의 활성화 정도와 함께 경년변동도 적절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면피복이 3개

이상으로 분류된 화소들에 대해 식생지수의 계절변동

을 나타낸 Fig. 5에서는 식생지수의 계절변동이 매우 비

정상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식생은 산불과 같은 자연재

해나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시

간적으로 급격히 변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여름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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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asonal variations of MODIS NDVI at the pixels where one or two land cover types for 12 years.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number of classified land cover types
for the 12 years (200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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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me as in Fig. 4 except for the pixels where more than 3 land cover types for 12 years.

Fig. 6.  Time series of corrected NDVI using original CSaTC method(dashed blue), modified CSaTC method (solid red) along with
original MODIS NDVI(solid black) for the randomly selected pi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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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나타나고 있는 식생의 강한 시간변동은 식생

지수 자료가 눈 덮임이나 구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오염된 식생지수 자료를 지면피복 분

류를 위한 입력자료로 이용할 시 분류의 오류나 분류의

정확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것이다.

2) 식생지수 보정

Fig. 6은 2013년의MODIS원본 식생지수 자료와 기존

CSaTC기법으로 보정된 결과 그리고 오염화소 탐지 임

계값을 변경한 CSaTC기법으로 보정된 식생지수를 나

타낸 것이다. 기존 CSaTC기법으로 보정된 결과에서는

이모작 지역의 계절변동 패턴이 원본 식생지수 자료에

비해 과대 보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개선된 CSaTC기법

에서는 과대 보정이 개선되어 실제 이모작 지역의 계절

변동 패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른 식생 유형에서

도 오염된 식생지수의 보정이 정성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일부 유형에서는 과소하게 보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7은동북아시아지역에대해밀과보리등겨울작

물을수확한후인 6월초순원본식생지수자료와CSaTC

기법으로 보정된 식생지수 자료의 공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보정 식생지수 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 기법의 보정수준이 매우 유사하

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CSaTC기법과 개선된 CSaTC

기법으로 보정된 결과의 공간분포 차이에서 CSaTC기

법이 이모작 지역에서 과대 보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3) 지면피복 재분류

Fig. 8a는 12년동안지면피복이정상적으로분류된것

으로 판별된 화소에 대해 2012년MODIS지면피복 분류

자료(MCD12Q1)에서추출한화소들이며, Fig. 8b는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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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patial distribution of (a) original MODIS NDVI, (b) difference between corrected NDVI using modified CSaTC and original CSaTC, (c)
corrected NDVI using original CSaTC, (d) corrected NDVI using modified CS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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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로 선정된 화소에 대해 식생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군집화한 결과이다. 또한 Fig. 8 (a)와 (b)를 합성(merge)하

여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해 최종 지면피복 재분

류 자료를 산출하였다(Fig. 9).

지면피복 재분류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Fig.

10에 2012년의 MODIS지면피복분류자료와 지면피복

재분류 자료의 유형별 구성비율을 비교해보았다. 재분

류를 통해 개방형 관목수림, 사바나(Wdy. Svn.) 그리고

농지 및 자연식생 유형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상록수

림과 낙엽수림 그리고 혼합림 유형의 비율은 증가되었

다. Fig. 11은 재분류 결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 2012년

MODIS지면피복 분류 자료(왼쪽)와 지면피복 재분류

자료(오른쪽)의 공간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11a는 중국

남부지역으로 2012년 MODIS지면피복 분류자료에서

는 주로 농지 및 자연식생 유형과 혼합림 그리고 사바나

(Wdy. Svn) 유형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군집화를 통해

이를 재분류한 자료에서는 해당 유형들이 상록활엽수

림과 혼합림 및 농지 유형으로 재분류되었다. Fig. 11b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지역으로 주로 사바

나 유형과 농지 및 자연식생 등이 재분류를 통해 상록활

엽수림과 혼합림 그리고 농지 유형으로 재분류 되었다.

4) 분류정확도 검증

Table 4는 앞에서 설명한 138개 지상 관측자료를 이용

하여 2012년의 MODIS지면피복 분류자료(MCD12Q1)

의 정확도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 분류 정확도

는 68.11%로 나타났다. Table 5는 재분류된 지면피복 분

류 자료를 나타낸 것으로 분류 정확도는 73.91%로 나타

나 지면피복 재분류를 통해서 분류 정확도가 개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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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Spatial distribution of normally classified pixels for the 12 years, and (b) Clustering results for the reclassified pixels.

Fig. 9.  Spatial distribution of reclassified land cover types over
the Asia-Oceania region.

01박지열(51~64)(f.2-9.11)ok_원격탐사  15. 5. 7.  오후 6:18  페이지 59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1, No.2, 2015

–60–

Fig. 11.  Spatial distribution of land cover types for the selected sub-regions for the original MODIS land cover map (left) and reclassified
land cover map (right). Selected sub-regions represent (a) South-central China and (b) Cambodia and Vietnam of Southeast
Asian.

Fig. 10.  Comparison of pixels for the 2012 MODIS land cover map and reclassification land cover map according to the land cov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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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fusion matrix for the 2012 MODIS land cover map with 138 reference data

Ground truth
2012
MODIS

Ever.
Ndlf

Ever.
Brdf

Decd.
Ndlf

Decd.
Brdf Mixed Clsd.

Shrub
Opn.
Shrub

Wdy.
Svn Savnn Grass Wet

land Crop Urban Crp/
Nat Snow Barren Total

Ever.Ndlf 1 1
Ever.Brdf 9 9
Decd.Ndlf 3 3
Decd.Brdf 5 1 6
Mixed 5 1 5 11 1 1 1 25
Clsd.Shrub
Opn.Shrub 1 6 1 1 9
Wdy.Svn 1 3 1 2 1 1 9
Savnn
Grass 1 14 3 18
Wetland
Crop 1 1 1 27 2 32
Urban 2 14 16
Crp/Nat 1 3 4
Snow
Barren 5 5
Water 1 1
Total 5 11 4 14 15 1 10 15 35 15 4 9 138

Overall Accuracy = 68.11%

Table 5.  Confusion matrix for the reclassified land cover map with 138 reference data

Ground truth
Reclass.
map

Ever.
Ndlf

Ever.
Brdf

Decd.
Ndlf

Decd.
Brdf Mixed Clsd.

Shrub
Opn.
Shrub

Wdy.
Svn Savnn Grass Wet

land Crop Urban Crp/
Nat Snow Barren Total

Ever.Ndlf
Ever.Brdf 1 10 1 12
Decd.Ndlf 4 4
Decd.Brdf 5 1 6
Mixed 4 5 14 1 1 1 2 28
Clsd.Shrub
Opn.Shrub 1 6 1 8
Wdy.Svn 3 2 5
Savnn
Grass 14 1 3 18
Wetland
Crop 1 1 1 29 1 33
Urban 2 14 16
Crp/Nat 2 2
Snow
Barren 6 6
Total 5 11 4 14 15 1 10 15 35 15 4 9 138

Overall Accuracy = 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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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볼 수 있다. 지면피복 분류 수준이 재분류를 통해

개선이 되었으나 상록침엽수림의 경우 대부분이 혼합

림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농지 및 자연식생 유형의 경우

혼합림과 상록활엽수림 등으로 잘못 분류되는 등 이 두

가지 유형에서는 분류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다. 상록침

엽수림을 혼합림으로, 농지를 혼합림으로 오분류 하는

등 대체적으로 식생지수의 계절변동이 유사한 유형에

서 분류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MODIS지

면피복 분류자료(MCD12Q1)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류오류라 판단되는 화소에

대해 최근 2013년의MODIS NDVI자료를 이용하여 지

면피복을 재분류하고 분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지면피복은 시간적으로 급격히 변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12년(2001-2012)간의 MODIS지면피복

분류자료에서 지면피복 유형이 3개 이상으로 분류된 화

소를 분류오류가 있는 화소로 선정하였다. 아시아-오세

아니아 지역에서 최근 12년동안 지면피복 유형이 3개 이

상 분류된 화소의 비율은 약 17.53%로 나타났다. 분류가

정상으로 판정된 화소와 오류가 있는 화소에 대해 각각

식생지수의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정상의 화소에서는

식생지수의 계절변동이 식생의 계절변화에 맞게 연속

적으로 나타났으나 오류화소들에서는 식생지수 시계열

에서 비정상적인 불연속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MODIS식생지수 자료들이 최대치 합성법으로 작성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름 등으로

오염된 화소들이 충분히 보정되지 않았음을 제시하며

이러한 입력자료의 오류에 의해 분류오류가 발생한 것

으로 판단된다.

지면피복 재분류를 위해 2013년의MODIS NDVI자

료를 이용하였으며 식생지수의 시공간 연속성을 이용

한 보정기법인 CSaTC기법을 적용하여 보정 후 8일 주

기 자료를 다시 월주기 자료로 합성하였다. 앞에서 분류

오류로 판단된 화소들의 보정된 식생지수 자료에 군집

화 기법 중의 하나인 ISODATA기법을 적용하여 군집

화 한 후 각 군집별로 IGBP지면피복 유형 정의에 따라

지면피복 유형을 할당하였다. 이렇게 재분류된 화소들

과 12년간 정상으로 판별된 화소를 합성하여 새로운 지

면피복 분류 자료를 산출하였다.

재분류를 통해 개방형 관목수림, 사바나 그리고 농지

및 자연식생 유형은 감소되었으나 상록수림과 낙엽수

림 그리고 혼합림 유형은 증가되었다. 총 138개 지점의

지상 검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2012년MODIS

지면피복 자료(MCD12Q1)의 분류 정확도는 68.11%로

나타났으나 재분류를 통해 분류정확도가 73.91%로 개

선되었다. 재분류를 통해 상록침엽수림, 혼합림, 농지 그

리고 나대지 유형 등에서 분류 정확도가 개선되었으나

상록침엽수림과 농지 및 자연식생 유형에서는 개선이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MODIS지

면피복 분류자료(MCD12Q1) 중 분류오류라 판단된 화

소들에 대해 최근 2013년의MODIS NDVI자료를 이용

하여 지면피복을 재분류 하였다. 지면피복 재분류를 통

해 일부 유형에서는 분류 정확도가 개선되어 환경 변화

연구 및 기상분야의 수치/기후 모델의 지면경계조건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도 분

류 정확도가 74% 수준이어서 기후변화에 의한 지면피

복 변화 등의 연구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식생지

수 자료 산출에서부터 지상검증 자료의 추가 확보 등 분

류 수준의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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