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영상 시공간 융합기법의 계절별 NDVI 예측에서의 응용

김예화*·주경영**·성선용*·이동근***†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Application of Satellite Data Spatiotemporal Fusion in Predicting Seasonal NDVI

Yihua Jin*, Jingrong Zhu**, Sunyong Sung* and Dong Kun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Fine temporal and spatial resolution of image data are necessary to monitor the phenology
of vegetation. However, there is no single sensor provides fine temporal and spatial resolution. For solve
this limitation, researches on spatiotemporal data fusion methods are being conducted. Among them,
FSDAF (Flexible spatiotemporal data fusion) can fuse each band in high accuracy. In this study, we applied
MODIS NDVI and Landsat NDVI to enhance time resolution of NDVI based on FSDAF algorithm. Then
we proposed the possibility of utilization in vegetation phenology monitoring. As a result of FSDAF
method, the predicted NDVI from January to December well reflect the seasonal characteristics of
broadleaf forest, evergreen forest and farmland. The RMSE values between predicted NDVI and actual
NDVI (Landsat NDVI) of August and October were 0.049 and 0.085,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0.765 and 0.642 respectively. Spatiotemporal data fusion method is a pixel-based fusion technique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spatial resolution images, and expected to be applied to various vegetation-
relat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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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시간해상도와 공간해상도가 높은 영상 자료는 효과적인 식생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하

지만 단일 센서를 통한 영상은 공간해상도와 시간해상도가 높은 자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

다. 최근에는 위성영상의 공간적 해상도를 높이고 시간해상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공간 융합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FSDAF(Flexible spatiotemporal data fusion) 방법론은 위성영상의 각 밴드를 융합

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FSDAF 융합기법을 활용하여 MODIS NDVI와

Landsat 영상으로 계산한 NDVI를 융합 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식생 계절 모니터링에서의 활용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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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식생지수는 지표면의 식생활력도를 간접적으로 반

영하여 식물 생장의 계절적 변화 또는 식생의 순일차생

산량을 계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Fan et al., 2015;

Gamon et al., 2016; Gao et al., 2017; Jin et al., 2016). 식생지

수 중 시간해상도가 높은 영상은 식생의 시계열적인 변

화를 모니터링하는데 유리하며 이는 기후변화에 의한

식생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hen et

al., 2011; Yang and Lo, 2002; Zhou et al., 2013; Zhu et al.,

2016). 식생지수는 주로 광학센서에서 획득한 영상 중

Red 밴드와 NIR 밴드로 계산된다. 그 중 MODIS영상

자료는 시간해상도가 높은 연속적인 데이터를 제공하

기에 식생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Goward et al., 1985; Malingreau, 1989;

Marsett et al., 2006; McRoberts and Tomppo, 2007;

Morisette et al., 2006). 그러나 공간 해상도가 250 m~1 km

로 광범위한 지역 분석에는 유용하나 소규모 지역 분석

에는 공간 스케일에서의 한계가 있다(Brown et al., 2008;

Huete et al., 2002). 반면 , 공간해상도가 비교적 높은

Landsat과 같은 영상은 획득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운량

및 불안정한 대기조건으로 인해 연속적인 자료 획득에

한계가 있다 (David Frantz et al, 2016). 이러한 위성영상

의 시간해상도와 공간해상도를 높이고자 최근에는 픽

셀 기반 영상의 시공간 융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eng et al., 2006; Roy et al., 2008; Zhu et al., 2010).

영상 융합기법에는 크게 픽셀단위 가중평균방법

(weighted function based), 분리 -혼합 방법 (unmixing

based), 딕셔너리 학습기반 기법(dictionary-pair learning

based) 세가지 방법이 있다. 화소단위 가중평균방법은

토지피복이 정의 되어 있는 조건에서 융합하고자 하는

두 영상에서 각 픽셀의 밝기에 토지피복 가중치를 주는

기 법 으 로 STARFM(Spatial and temporal adaptive

reflectance fusion model) 융합기법이 대표적이다. 이 기

법은 한 개 픽셀 안에 혼합된 경관, 즉 혼합된 토지피복

값을 가진 픽셀에서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여러 시기의 공간해상도가 높은 영상이 요구된다

(Cammalleri et al., 2014; Feng et al., 2006). 딕셔너리 학습

기반 기법은 k-means 군집화 방법 등 군집화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유사한 픽셀을 객체로 묶어 두 영상간의 구

조적인 관련성을 통해 기타 시기의 영상을 예측하는 방

법이다. 분리-혼합기법은 한 픽셀이 여러 가지 토지피

복이 혼합되어 나타난 값이라는 기본 가정하에 진행이

되며 임의의 파장대를 가진 영상에서 한 개 픽셀이

endmember A, B, C로 구성되었다면 각 endmember의 밝

기 값에 가중치를 곱한 최종적인 밝기 값이 예측한 픽

셀 값으로 기록이 된다. 분리-혼합 알고리즘은 혼합된

픽셀을 예측하는데 있어 기타 알고리즘보다 높은 정확

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시공간 영상 융

합 과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여러 시기의 공간해상

도가 높은 맑은 영상이 필요하고 혼합된 값을 가진 픽

셀에서 예측정확도가 낮아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

한 기존의 시공간 융합 기법들은 시간 경관에 따른 픽

셀의 변화 값은 예측이 되었으나, 공간적인 변화에 대

한 예측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Zhu et al., 2016).

이 세 가지 방법은 시간의 변화에 의한 해당 토지피

복의 값의 변화는 예측을 잘 해주고 있지만 시간에 따

른 공간적인 변화에 의한 값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한계

가 있다 . 최근에 개발된 Flexible Spatiotemporal data

fusion(FSDAF) 융합 알고리즘은 한 시기의 맑은 영상만

필요하고 각 토지피복 유형이 시계열적인 변화를 예측

하여 기타 시기의 높은 해상도 영상을 예측한다. 이 방

법은 기존의 입력 자료 문제를 해결하였고, 혼합된 반

사값의 융합 정확도를 높였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공간

적인 변화까지 반영한 방법이다 (Zhu et al., 2016). 이는

기존의 공간적인 변화로 인한 값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예측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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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그 결과, 1월부터 12월까지 융합을 통해 NDVI 예측한 영상은 활엽수, 침엽수, 농지의 계절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융합된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8월과 10월의 예측한 NDVI와 실제 값(Landsat

NDVI) 간의 RMSE 값을 계산한 결과 각각 0.049와 0.085, 상관계수는 0.765, 0.642로 비교적 일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FSDAF 시공간 융합 기법은 픽셀기반의 융합기법으로 다양한 공간스케

일의 영상과도 융합 가능할 것이며 다양한 식생 관련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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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인 예측과 공간적

인 예측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다고 제기된 FSDAF 시공

간 융합기법을 활용하여MODIS NDVI와 Landsat 영상

으로 계산한 NDVI 값을 직접 융합하여 활용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지 및 자료 수집

연구 대상지는 산림, 농지, 도시 등 이질적인 경관이

돋보이는 안동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1). 안동시는

경상북도 중북부에 위치하며 태백산, 소백산과 인접하

여 있으며 지형상의 특징으로 인해 평야가 발달되지 못

하여 소규모 농경지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서는 융합한 NDVI가 산림뿐만 아니라MODIS 영상에

서 구분이 어려운 소규모 농지 등 식생 피복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안동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해상도가 높지만 시간해상도가

낮은 Landsat OLI 영상과 시간해상도가 높지만 공간해

상도가 낮은 MODIS 영상을 활용하였다. 영상 융합에

서는 융합의 기준이 되는 한 시기의 Landsat 영상과

MODIS 영상의 대기 조건과 영상 획득 시 빛의 조도조

건이 같다는 가정하에 융합하기 때문에 영상 취득시기

가 유사한 두 영상이 필요하다. 영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대상지의 운량이 적은 Landsat 영상

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2015년 4월 16일에 촬영된

영상을 선택하였다. 예측에 필요한MODIS 영상은 1월

부터 12월까지의 MOD13Q1 NDVI를 사용하였다 .

MOD13 자료는 매일 취득한 영상을 16일 주기로MVC

Application of Satellite Data Spatiotemporal Fusion in Predicting Seasonal 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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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site.

Table 1. Information of Satellite images for spatiotemporal data fusion
Data type Acquire time Spatial resolution Cloud Band Role

Landsat OLI
2015.04.17

30 m
1%

Red, NIR band

Input
(fine-resolution image at t1; F1)

2015.08.07 9%
Validation

2015.10.10 4%

MOD13Q1
(250 m_
16 days_
NDVI)

2015.04.23
(2015.04.07~2015.04.22)

250 m

- NDVI Input
(coarse-resolution image at t1; C1)

2015.01.17; 2015.02.18;
2015.03.22; 2015.05.25
2015.06.26; 2015.07.28
2015.08.13; 2015.09.14
2015.10.16; 2015.11.17

2015.12.19;

- NDVI Input/Predict
(coarse-resolution image at t2;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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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value composite) 방법을 통해 구름의 영향을

최소화한 자료이다. 영상융합에 활용된 영상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광학센서를 통해 얻어진 Landsat 영상은 대기 및 태

양의 흡수, 굴절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각 밴드의

값은 실제 값과 비교하면 약 20%이상 차이가 나타난다

(Pat S. Chavez, 1996). 따라서 Landsat 영상을 활용하여

NDVI를 구축할 때 대기보정이 필수적이며 FLAASH를

활용하였다 (FLAASH, 2009). MODIS 영상과 Landsat 영

상의 기하학적 왜곡을 조절하기 위하여 MRT(MODIS

Reprojection Tool)를 활용하여 Landsat 영상과 같은

UTM 52zone좌표로 변경하였다. MODIS 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공간해상도가 30 m인 Landsat 영상과의 중첩

을 위해 융합에 알맞게 240 m로 조절하였다. MODIS영

상에는 구름에 의한 이상 값이 있기 때문에 MOD35

cloud mask를 활용하여 이상 값들을 제거하였다.

2) FSDAF 영상융합 기법

FSDAF 융합 기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절차를 거친

다(Fig. 3). 1) F1 영상 무감독 분류, 2) C1과 C2에서의 각

클래스 값의 변화 계산, 3) 각 클래스 값의 변화를 통해

F2 영상 예측, 4) TPS (Thin Plate Spline)을 통해 C1과 C2

의 공간적 변화 예측, 5) 공간적 변화가 나타난 픽셀 값

분배, 6) 주변 값을 활용한 극 값 보완 및 최종 예측.

FSDAF 융합기법은 시간 경과에 따른 토지피복 변화

를 반영한 시공간 융합 기법으로 입력 자료는 t1 시기의

MODIS 영상(C1) 및 Landsat 영상(F1)과 예측 시기인 t2

시기의 MODIS 영상(C2)이 필요하다 (Table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Landsat 영상에서 RED

밴드와NIR 밴드를 이용하여NDVI를 계산하여 입력자

료로 활용하였으며 월별NDVI를 예측하였다 (Fig. 2).

우선 하나의 coarse 픽셀 내에 각 토지피복 유형의 비

율을 얻기 위해 F1 영상의 분류가 필요하다. 영상 분류

를 위한 참조 데이터가 있을 경우 감독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random forest 나maximum likelihood classifier 등 분

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무감독 분류는 참조 데이

터 없이 자동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 FSDAF 방법

에서는 무감독 분류인 isodata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F1

영상을 분류하였다. F1 영상의 분류를 통해 각 coarse 픽

셀에서 각 class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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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put NDVI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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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각 클래스에서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를 추정하는

데 활용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클래스가 시간 경과에 의한

픽셀 값의 변화를 계산하는 단계이다. 이는 분광선형혼

합이론 (spectral linear mixing theory)에 의하여 시간 경과

에 의한 coarse 픽셀에서의 값의 차이가 coarse 픽셀에

있는 모든 클래스의 시간 변화를 합한 것과 같다고 가

설하여 변화 값을 추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클래스의 t2시기의 값의 변화

를 예측하는데 여기에서는 공간적인 변화가 없다는 가

정하에 진행된다. 만약 t1에서 t2까지 공간적인 변화가

없다면 t1의 영상에 시간적인 변화 값을 더하면 t2에서

의 값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의 단계를 통해 각 클래스가 시간 변화에 따른 픽

셀 값의 변화는 예측하였지만 토지피복 변화로 인한 값

의 변화를 다루지 않았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시간 경

과에 따른 두 영상의 공간적인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FSDAF에서는 이미지 워핑 함수인TPS(thin plate spline)

보간 함수를 활용하였다. TPS는 주어진 평면상의 점들

에서 주어지는 데이터 값을 모두 지나는 최소로 변형이

된 최소 곡면을 찾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C2와 C1

영상의 각 픽셀의 중심을 포인트로 인식하고 각각의

TPS을 예측하여 C2와 C1의 공간적인 변화를 도출 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TPS는 두 영상에서의 공간 패

턴의 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시간에 의한 값의 변화

는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변화된 공간의 시간적 변화

값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예측을 한다.

이론적으로 위의 과정을 통해 F1 영상에 적용하면 t2

에서의 최종 예측 값을 얻을 수 있으나, 픽셀기반의 분

석에서는 입력 영상에 포함된 노이즈, R값의 예측이

coarse 픽셀 내에서의 구현 등 원인으로 인해 불확실성

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각

클래스 안에서 목표 픽셀과 주변 픽셀 값의 거리를 통

해 극 값들을 보완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이 과

정에서 우선 예측이 잘된 목표 픽셀을 임의로 정하고 그

클래스 안에서 목표 픽셀과 값이 가장 유사하게 예측된

픽셀을 선택하여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계산하여 같은

클래스에 있는 극 값에 적용하여 최종 예측을 마친다.

3) 정확도 검증

예측한 영상의 정확도 검증에는 주로 RMSE(Root

mean square error)지수와 상관지수를 활용한다. RMSE

지수는 관측 값의 불일치도를 나타내기 위해 오차의 제

곱근을 산술 평균한 값의 제곱근으로 예측의 전체적인

편향을 나타낸다(Wald, 2002). 각 샘플의 RMSE 값이

0.05 미만 이여야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C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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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chart of the FSDAF method (Remade flowchart based on Zhu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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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raxler, 2014). 예측한 영상과 실제 영상과의 상관성

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r)를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r값이 0.7이상이면 강한 선형관계를 가진다

고 말할 수 있다(Lee and Noh, 2013).

본 연구에서는 융합하여 예측한 영상의 정확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운량이 10% 미만인 Landsat 영상의

NDVI 실제 값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2015

년 Landsat 영상 중 구름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8

월, 10월의 영상을 검증에 활용하였고 영상 정보는

Table1과 같다. 또한 시공간 융합으로 예측된 NDVI가

식생의 계절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토

지피복도(환경부, 2015)를 활용하여 층화 표본 추출법

으로 활엽수, 침엽수, 농지 세 가지 식생피복에서 각각

500개 샘플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식생 시계열 변화 추

세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4은 2015년 1월~12월까지 월별NDVI 예측 결과

이다. FSDAF 방법을 통해 예측한NDVI는 시각적으로

는 식생의 공간적 분포를 잘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시간에 따른NDVI 값의 변화특징이 잘 반영되었다.

Fig. 5는 위에서 예측된 월별 NDVI자료에서 활엽수,

침엽수, 농지에서 랜덤으로 추출한샘플의 평균값으로

계절적인 패턴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침

엽수와 활엽수림에서는 4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6

월~8월까지 최고치에 달하고 9월부터 하강세를 보이

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농경지에서도 4월부터 상승세

를 보이다가 8월에 최고치에 달하고 9월부터 수확으로

인해 NDVI 값이 하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공

간 융합으로 예측한 NDVI값이 각 식생 피복의 계절적

인 특징을 잘 반영시킨 것으로 계절적인 변화 분석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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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dicted NDVI from January (a) to Decemb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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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은 예측한 영상과 검증에 활용되는 Landsat 8월

과 10월 영상과 비교한 결과이다. Fig. 6(a)와 (b)에서는

실제 Landsat NDVI에서 구름에 의해 가려진 부분이 있

는데 예측한 NDVI에서는 구름에 가려진 부분도 예측

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6(a)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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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asonal predicted NDVI in three vegetation cover types.

Fig. 6. Predicted NDVI in August (a) and Octobe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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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VI는 농지, 산림, 하천 등 이질적인 경관에서도 면적

이 작은 농지 등 미세한 부분까지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와 Fig. 7은예측한NDVI 결과와 Landsat NDVI

에서 강, 도시 등에서 나타나는 NDVI 값이 0보다 작은

픽셀을 제외한 식생이 존재하는 모든 픽셀에 대해 검증

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예측한 NDVI의 RMSE 값이

모두 0.1 미만으로 0에 접근하였고 8월과 10월의 RMSE

값은 각각 0.0490, 0.0845로 실제 값과 비교적 일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성 분석결과 8월과 10월은

0.765, 0.642로 비교적 상관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월

별 예측에서 정확도가 서로 다른 것은 융합에 사용되는

t2 시기의 MODIS 영상에 의해 결정된다. MOD13Q1

NDVI 는 16일의 영상을 통해 구름 영향이 있는 부분을

MVC를 통해 보완하지만 여전히 구름에 의한 영향 및

노이즈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예측에 활용되는 t2 시기

의MODIS NDVI가 노이즈 영향을 받은 픽셀이 있다면

예측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FSDAF 융합기법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융합 알고리즘의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입력 영상인 C1, C2 영

상이 구름에 의한 영향이 적은 영상이라 할 지라도 노

이즈가 존재하며 시간의 변화에 의한 값의 변화를 예측

하는 과정에서 F2 영상에서의 예측에 영향을 주게 된

다. 따라서 MODIS NDVI 자료도 식생 계절특징을 반

영한 자료 보정이 필요하다. 또한 F1의 무감독 분류 단

계에서 분류된 클래스는 그 다음 단계에서의 예측에 영

향을 주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4월의 영상을 무

감독 분류로 분류한 각 클래스는 4월 시점에서의 통계

치를 통해 분류한 결과이기 때문에 시간에 의한 값의 변

화와 공간 변화 예측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밖에

일부 연구에서는 식생지수의 시공간 융합은 각 밴드를

융합하여 NDVI를 계산한 결과보다 효율적이라고 제

안하고 있다 (Jarihani et al., 2014). 그러나 NDVI와 LST

(land surface temperature) 등은 영상의 선형으로 혼합된

각 밴드와 달리 비선형으로 혼합된 자료이고 NDVI는

선형혼합이라는 가정하에 예측됨으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Zhu et al., 2016). 마지막으로MODIS 영

상과 Landsat 영상의 대기조건과 BRDF 등 요소의 간섭

이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융합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값

의 예측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융합

알고리즘 관련 연구에서는MODIS 영상의 노이즈 제거

와 두 영상 센서의 BRDF 간섭 등을 반영하는 관계식을

도출하여 더 정확한 시계열 융합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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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curacy assessment of FSDAF method applied to
two months

August October
RMSE 0.049 0.085
R 0.765 0.642

Fig.7. Scatter plots of the Landsat NDVI values and predicted NDVI values of August and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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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Landsat NDVI와 시계열 자료가 구축

되어 있는MODIS NDVI를 통해 융합을 진행하였다. 융

합 결과 예측 정확도는 비교적 높으며 이는 같은 공간

해상도에서 예측 값과 실제 값이 유사하며 대체 가능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공간 융합기법을 통해 얻은 결

과는 구름영향에 의해 공간해상도가 높은 연속적인 영

상 또는 연구목적에 따른 원하는 시간대의 영상을 얻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시공간 융합 기법은 시

공간 해상도를 높여줄 뿐더러 시간 경과에 의한 공간 변

화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불, 산지 개간, 벌채

등 인위적인 영향과 기후변화에 의한 식생의 시계열적

분석, 극한 기후에 의한 식생 피복 변화 등 연구에 광범

위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NDVI를 직

접 융합해본 결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입력자료

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MODIS와 Landsat 사

이의 BRDF를 고려하는 등 융합정확도를 제고하는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공간 융합기법은 픽셀기

반의 융합기법이므로 기타 공간스케일의 영상과도 융

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되며 향후 식생 피복 모니터링

연구에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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