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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asseled Cap Transformation (TCT) coefficients
for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TCT is traditional method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 area from multi spectral sensor data. TCT coefficients for a new sensor must be
estimated individually because of different sensor characteristics of each sensor. Although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GOCI is for ocean color study, one half of the scene covers land area with typical land
observing channels in Visible-Near InfraRed (VNIR). The GOCI has a unique capability to acquire eight
scenes per day. This advantage of high temporal resolution can be utilized for detecting daily variation of
land surface. The GOCI TCT offers a great potential for application in near-real tim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land cover characteristics. TCT generally represents information of “Brightness”,
“Greenness” and “Wetness”. However, in the case of the GOCI is not able to provide “Wetness” due to
lack of ShortWave InfraRed (SWIR) band.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high temporal resolution,
“Wetnes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obtain “Wetness”, the linear regression method was used to
align the GOCI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space with the MODIS TCT space. The GOCI
TCT coefficients obtained by this method have different values according to observation tim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geostationary earth orbit. To examine these differenc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OCI TCT and the MODIS TCT were compared. As a result, while the GOCI TCT coefficients of
“Brightness” and “Greenness” were selected at 4h, the GOCI TCT coefficient of “Wetness” was selected
at 2h. To assess the adequacy of the resulting GOCI TCT coefficients, the GOCI TCT data were compared
to the MODIS TCT image and several land parameters.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of the GOCI TCT
image was expressed more precisely than the MODIS TCT image. The distribution of land cover
classification of the GOCI TCT space showed meaningful results. Also, “Brightness”, “Greenn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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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asseled Cap Transformation (TCT)는 다중밴드 센서

자료의 구조에 대한 해석을 도와주고 자료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지표 및 환경변화 감시에 사용되는 전통

적인 영상변환 방법으로 생태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

서 기술적, 분석적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Crist, 1985).

TCT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분광자료를 상관도가 낮

은 자료로 변환하는 계수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하여 다중

밴드의 영상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다른 정보로의 변환

이 가능하다. 산출된 변환 계수를 이용한 TCT로 알 수

있는 전통적인 정보는 Fig. 1과 같이 3차원 공간에 도식

화될 수 있다. 3차원 공간을 구성하는 세 축은 기본적으

로 brightness, greenness, wetness로구성되어있다. Brightness

와 greenness 공간에서는식생패턴을추적하거나토양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고 이후wetness

에 대한 정보가 얻어지면서 식생활력도나 토양수분에

대한 정보를 정성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Crist and

Cicone, 1984).

최초로 개발된 TCT는 Landsat MultiSpectral Scanner

(MSS) (Kauth and Thomas, 1976) 자료로부터 개발되었

으며 이는 이후에 Landsat Thematic Mapper (TM) (Crist

and Cicone, 1984), Enhanced Thematic Mapper Plus (ETM+)

(Huang et al., 2002), IKONOS(Horne, 2003), 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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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ness” of the GOCI TCT data showed a relatively high correlation with Albedo (R2 = 0.75),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R2 = 0.97), and Normalized Difference Moisture Index
(NDMI) (R2 = 0.77),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e suitability of the GOCI TCT coefficients.

Key Words : GOCI, TCT, Parameter estimation

요약 : 이 연구에서는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 센서에 적용할 수 있는 고유의 Tasseled

Cap Transformation(TCT) 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TCT는 다중밴드 센서 자료로부터 지표의 특성을 분석

하는 전통적인 영상변환 방법 중 하나로 새로운 다중밴드 광학센서가 관측을 시작하는 경우 센서의 특성 차

이로 인하여 각각의 육상관측 위성센서에 적합한 TCT 계수들이 장기 분석을 통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GOCI

센서는 해양관측이 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영상의 상당 부분은 육지를 관측하고 있으며 밴드 구성은 육

지관측에도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Visible-Near InfraRed(VNIR) 영역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GOCI

센서의 높은 시간 해상도는 지표의 일별 변화의 관측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GOCI 센서에 대한 고유한 TCT가 제공된다면 GOCI 센서의 관측범위 내에서 준 실시간으로 지표변화에 대

한 분석과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TCT는 일반적으로 ”Brightness”, ”Greenness”, “Wetness”의 세 가지 정

보를 포함하지만, ShortWave InfraRed(SWIR) 파장대역이 없는 GOCI 센서의 경우에는 ”Wetness”의 정

보를 얻을 수 없다. GOCI 센서의 높은 시간 해상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Wetness”의 정보가 제

공되어야 한다. “Wetness”의 정보를 얻기 위해 GOCI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공간을 MODIS TCT 공간에 선형 회귀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GOCI TCT 계수는 정지

궤도의 특성에 의해 관측 시간대별로 다른 변환계수를 가질 수 있다. 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GOCI TCT

자료와 MODIS TCT 자료 사이의 상관관계가 비교되었다. 그 결과, “Brightness”와 “Greenness”는 4시 자

료, “Wetness”는 2시 자료의 변환계수가 선택되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변환계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GOCI TCT 자료는 MODIS TCT 영상 및 여러 육상 파라미터들과 비교되었다. GOCI TCT 영상은

MODIS TCT 영상보다 지표 피복의 분류가 더 세밀하게 표현되었으며, GOCI TCT 공간의 지표 피복 분포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다. 또한 GOCI TCT의 “Brightness”, “Greenness”, “Wetness” 자료는 Albedo(R2

= 0.75),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NDVI) (R2 = 0.97), Normalized Difference Moisture

Index(NDMI) (R2 = 0.77)와 각각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적절한 TCT 계수의

산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Zhang et

al., 2002; Lobser and Cohen, 2007) 등 각 센서에 맞게 개

발되어왔다. Landsat MSS의TCT는 brightness, greenness,

yellowness의 정보를 나타내며, Landsat TM 이후 개발된

대부분의 Visible-Near InfraRed (VNIR)와 ShortWave

InfraRed (SWIR) 채 널 의 다 중 채 널 센 서 의 경 우

brightness, greenness, wetness의 고유한 정보를 나타낸다.

기존 연구에서 SWIR 채널이 없는 IKONOS의 TCT의

경우 wetness를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알

려져 있다 (Horne, 2003). 이를 통하여 TCT로 얻어진 정

보들은 센서의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성 관측 센서의 분광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 획

득 할 수 있는 스펙트럼 자료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TCT 계수는 새로운 센서마다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TCT를 활용한 연구로는 작황의 변화 특성에 대한 연

구(Serra and Pons, 2008), 식생의 타입과 수확 정도를 알

아내는 연구(Jin and Sader, 2005b), 식생의 나이를 추정하

는 연구(Wulder et al., 2004), 식생수분도를 추정하는 연

구(Pereira, 2006) 및 육상의 식생 분류 연구(Oetter et al.,

2001; Dymond et al., 2002) 등이 있다. 이후 TCT의 정성

적인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육상 파라미터와 비

교하여 정량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와 TCT 자료를 비교한 연구(Todd et al.,

1998), Normalized Difference Moisture Index (NDMI)와

wetness가 비교된 연구(Jin and Sader, 2005a)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TCT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특히, 육상활용에 가장 대표적인 Landsat 위성을 이용하

여 한반도 지역의 환경을 분석한 연구나 국내 위성인

KOMPSAT 위성의 활용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Landsat TM과 ETM+의 TCT

자료를 이용하여 불투수도를 측정한 연구(Kim et al.,

2007), 미세저서조류의계절적변화를분석한연구(Choi

et al., 2005)가 이루어졌다. 또한 여러 위성 자료의 TCT

자료를 이용하여 서한만 갯벌의 환경을 분석하는 연구

(Jo et al., 2004)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국내 위성인

Korean Multi-purpose Satellite-Multi-Spectral Camera
(KOMPSAT-MSC) 자료를이용한연구로는 IKONOS 위

성의 TCT 계수를 KOMPSAT 영상 정보에 적용하여 식

생을 분류한 사례(Kim et al., 2008)가 있다. KOMPSAT-2
의 분광 정보를 고려하여 TCT 계수를 개발하는 연구

(Kim et al., 2011)도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2010년 6월 27일(한국시간)에발사된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의탑재체중하

나인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는세계최

초의 정지궤도 해양 관측 센서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주

변의 해양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하루에 오

전 9시부터 오후 4시(GMT+9)까지 한 시간 단위로 총 8

번을 관측하여 한반도 주변의 영상 자료를 생산함으로

서 공간해상도 500 m로 2500 × 2500 km 영역 해양 환경

의 실시간 감시의 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Ryu et al.,

2012). GOCI는 비록 해양관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센

서이지만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KOSC) (http://

kosc.kordi.re.kr)에서 제공하는 수륙 분포 자료를 활용한

A Study of Tasseled Cap Transformation Coefficient for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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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GOCI observation coverage is 2,500 km X 2,500
km centered at 130°E, 36°N. The GOCI coverage
consists 16 slots of which size is equivalent to the GOCI
IFOV (Cho et al., 2010).

Fig. 1. Basic dimensional relationships in multi-sensor data
(Crist and Cicone, 1984).



결과GOCI 센서의 관측 영역 중 육상 영역은 약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일본의 전체 지역을 포함하

고 중국, 몽골, 러시아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넓은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Fig. 2). 또한 육상관측에도

일반적으로 이용되는VNIR 영역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Cho et al., 2010). 현재까지 이를 이용한 연구로는

GOCI 센서의 육상 산출물을 추정하는 연구(Yeom et al.,

2013), GOCI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NDVI를 산정하

는 연구(Back and Choi, 2012), 태풍의 이동 경로를 추적

하는 연구(Kim et al., 2013) 및GOCI 자료로부터 황사를

3차원으로 모니터링하는 연구(Lee, 2013) 등이 있다.

Advanced Very High-Resolution Radiometers(AVHRR)이나

MODIS와 같은 극궤도 위성은GOCI 센서와 같은 공간

해상도로 같은 지역의 영상을 하루 한 번 제공하지만 구

름의 영향으로 인하여 육상관측을 짧은 주기로 모니터

링 하기가 쉽지 않았다(Cihlar et al, 2004). 극궤도 영상을

이용하게 되면 구름이 제거된 영상은 8일이나 16일 주

기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이 영상의 주기보다 짧은 주

기를 갖는 육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Lee et al., 2012). 그러나GOCI 센서는 높

은 촬영주기를 가지고 있어 구름이 제거된 영상을 더 짧

은 주기로 획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적 짧은 주

기의 육상 변화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고려할 때GOCI 센서에 적합한 TCT 자

료가제공된다면GOCI 센서의관측범위내에서의식생

이나 토양의 해석에 있어서 다른 위성 자료에 비하여 좀

더 실시간에 가까운 지표변화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

이다.

이연구의목적은GOCI 영상의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바탕으로이에적합한TCT

계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GOCI의 TCT 성분 중 wetness

는 SWIR 파장 영역 정보의 부족으로 전통적인 변환 방

법으로는 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MODIS TCT 자료를 이용하여 GOCI의

wetness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또한 관측 시

간대 별로 변환계수를 산출하여 GOCI TCT 자료와

MODIS TCT 자료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

한 변환계수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계수의

평가를 위해GOCI의 TCT영상을MODIS 영상과 비교

분석하고 또한 Albedo, NDVI 및 NDMI 같은 육상 파라

미터들과의 비교 분석 등을 수행하여 계수의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2. TCT 과정 및 결과

1) 자료와 전처리 과정

연구에 사용된 GOCI 센서 자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1년 기간의 자료 중 8일 간격의 데이

터를 선택하였으며, GOCI L1B radiance 자료로 이는

KOSC로부터제공되는영상이다 (http://kosc.kordi.re.kr).

일년간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중위도 지역을 촬영하

는 GOCI의 정지궤도 특성상 영상의 샘플 추출 시 계절

변화에 따른 식생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8일 간격의 데이터는 추후 TCT 계수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MODIS의 8-day composite 영상인 Surface Reflectance

8-Day L3 Global 500 m data(MOD09A1, MYD09A1)

(http://glovis.usgs.gov)와GOCI의 8-day composite 영상의

비교를 수행할 때의 자료의 일치를 위하여 선택되었다.

GOCI L1B radiance 자료는 KOSC와 Satellite Operation

Center(SOC)에서 복사보정 및 기하보정을 통해 전처리

된 자료이다(Seo et al., 2010). GOCI 센서 영상은 획득 시

간이GMT 2:15-2:45분과 4:15-4:45분(GOCIyyyymmdd02,

04)동안의 일정한 시각에 촬영된 영상이고, 각 46개씩

총 92개의 영상이 이용되었다. 또한, GOCI TCT와의 결

과 비교 및 MODIS와의 회귀 방법을 이용한 TCT수행

을위해MODIS 영상도GOCI 센서 영상 획득과 유사한

시간에 관측된 92개의 영상을 획득하였다 . 사용된

MODIS 자료는 Surface Reflectance daily L2G Global 1 km

and 500 m data(MOD09GA, MYD09GA)로 USGS에서

제공하는 대기 보정된 반사도 영상을 사용하였다(http://

glovis.usgs.gov). GOCI 자료와MODIS 자료의 유사 시간

대 영상 확보를 위하여 MODIS 자료는 Terra와 Aqua 자

료를 사용하였다. Terra의 한반도 통과 시간은 GMT

1:40-2:20분이고Aqua의 한반도 통과 시간은GMT 3:40-
4:20이다. 따라서 MODIS Terra 자료는 GOCI의 2시 영

상과 Aqua 자료는 GOCI의 4시 영상과 서로 비교될 수

있다. 연구에 사용된GOCI 및MODIS의 영상을 획득한

날짜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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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전처리 과정에는 두 가지 절차가 수행된다. 우

선 GOCI L1B radiance 자료는 반사도로 변환시켜야 한

다. 이는 관측시간에 따른 태양 복사의 변화가 TCT 계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과

정이다(Huang et al., 2002). 이러한 과정은GOCI의 목적

과 특성에 맞게 KOSC에 의해 개발된 GOCI Data

Processing System (GDPS)에서 처리할 수 있다(Han et al.,

2010; Ryu et al., 2012). 그러나 이는 해양의 특성에 맞게

처리되므로 육상 연구의 특성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GOCI의육상영상에적합한대기보정을위하여상업용

소프트웨어인 ENVI-FLAASH atmospheric correction tool
을 이용하였다 . 이 소프트웨어는 복사전달모델인

MODerate resolution atmospheric TRANsmission (MODTRAN)

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복사도 값을 반사

도로 변환시켜 준다. 입력된 센서의 분광 정보는 KOSC

에서 제공한 자료(http://kosc.kordi.re.kr)를 이용하였고,

대기 정보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였다. 영상의 중심은 북

위 36도, 동경 130도로 적용하였다. 에어로졸 모델은

rural 모델을 사용하였다. 육상 지역의 대기는 끊임없이

변하고 이동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기는 쉽

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Shettle and Fenn(1979)이 제시한

에어로졸 모델 중 주로 육상 지역에 적용되는 모델을 선

택하였다. 시정거리는 23 km로 입력하였으며 이는

moderate haze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날씨 조건을

고려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표본 픽셀이 선택된 날짜의 우리나라에서 조사되

는 각 지역별 시정거리의 평균은 25.5 km였고 가장 적은

표본 픽셀이 선택된 날짜에 우리나라 평균 시정 거리는

16.5 km였다(http://www.kma.go.kr). 표본 픽셀이 선택될

때 구름이 많은 날, 즉 시정 거리가 나쁜 날의 픽셀들은

거의 제외가 되어 맑은 날의 표본들이 대부분 선택되었

다. 따라서 대부분의 표본 픽셀들이 입력한 시정 거리 범

위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입력한 값이 적절한 수준이라

고 할 수 있다. 대기 모델은 3월부터 5월, 9월부터 11월

까지는 U.S standard model, 6월부터 8월까지는 mid-
latitude summer model, 12월부터 2월까지는 mid-latitude
winter model을 입력하였다. 이는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한반도의 대기의 정보를 고려한 것이다(http://www.

kma.go.kr).

두 번째로 육상에 대한 신호만을 관측하기 위해 구름

및 바다지역을masking 처리를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육지와 해양에 대한 masking 파일은 KOSC에서 제공되

지만GOCI 센서에 적합한 구름masking 알고리즘은 아

직 개발되지 않았다. GOCI의 경우 파장대역과 센서특

성이유사한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SeaWiFS)

의 구름제거 알고리즘(Robinson et al., 2003)의 경우에도

KOSC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해양에 적

합한 구름제거 알고리즘이므로 배경 신호가 상대적으

로 강한 육상 지역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연구에

서는 육상 지역의 구름 제거를 위하여 각 영상마다Otsu

algorithm(Otsu, 1979)을 적용하여 구름과 구름이 아닌

경계인 임계 값을 결정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두 개의 최

대 점이 나타나는 히스토그램에서 경계지점의 값을 찾

아 그 값을 계산해준다. 그 경계지점의 위치를 찾기 위해

서 알고리즘에서는 값들의 변수를 최소화시키는 최적

의 임계 값을 찾아주게 된다. KOMPSAT-2의 경우 여러

파장 영역에 적용시켜 본 결과 밴드 1에서 두 개의 최대

점이 가장 잘 나타나 적합한 임계 값을 결정한 연구 사례

가 있다(Kim and Choi, 2009). 이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GOCI영상에 적용해본 결과 GOCI 센서의 경우에도

밴드 1에서 히스토그램의 분포가 가장 잘 나타나GOCI

의 영상에 이를 적용시켰다. Fig. 3은 2011년GOCI 영상

중 구름이 포함된 밴드 1의 영상과 해당 영상 히스토그

램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예시 영상은 구름과 육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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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the GOCI and the MODIS images used in this study
2011 2012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6 7 1 2 4 5 6 8 1 3 1 2
14 15 9 10 12 13 14 16 9 11 9 10
22 23 17 18 20 21 22 24 17 19 17 18
30 25 26 28 29 30 25 27 25 26



역이 유사한 면적을 가지는 영상을 이용하였으며 결과

적으로 육상의 신호와 구름의 신호가 잘 구분되어 나타

난 것을 볼 수 있다. 히스토그램의 x축은 영상의 반사도

값이고 y축은 각 반사도 값을 가지는 픽셀의 수를 나타

낸다. 각 영상마다 이러한 통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하

여 각 영역이 만나는 지점의 최소값으로 임계 값을 결정

하였다. 이 임계 값은 구름과 육지의 경계로 간주되어 임

계값이상은구름이나눈영역으로인식하여masking 처

리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비교적 광학두께가 큰 구름의

경우 구분이 쉽지만 광학두께가 얇은 구름이나 권운 등

은 구별이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방법을 통해 인식된 구름 이외에 존재할 수 있는 구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름으로 인식된 픽셀과 인

접한 10개의 픽셀을 buffer zone으로 두어 제거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의 여

러 가정들은 정확한 반사도 값의 획득에 불확실성을 가

져올 수 있다. 그러나 구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선택

된 표본 픽셀들은 대부분 구름이 적은 맑은 날에 추출되

었다. 이는 구름이 많은 날의 경우에는 추출된 픽셀들이

많지 않았고 일정 수준을 정하여 이러한 픽셀들은 표본

픽셀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전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했다. 따라서 이

러한 방법으로 GOCI의 모든 영상에서 구름의 영향을

제거하여 일년 간의 지표 반사도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GOCI와 유사 시간대 영상의MODIS 영상 자료는 이미

대기 보정이 처리되어 있는 반사도 자료이므로 구름을

제거하는 과정만을 거쳐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2) 표본 자료의 선정

연구를 위한 표본 픽셀들은GOCI 육상 영역의 1%에

해당하는 표본을 각 날짜마다 임의로 추출하였다. 추출

된 임의의 표본 픽셀 중에서 눈, 구름으로 인식된 표본

픽셀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표본 픽셀만을 추출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추출된 표본 픽셀은 2시 영상

의 경우 총 34,305개, 4시 영상의 경우는 총 21,088개가

추출되었으며 GOCI와 MODIS에서 시간대 별로 동일

표본에 대한 반사도 자료가 각각 추출되었다. 앞에서 설

명했듯이 구름 많은 날의 표본 픽셀들의 제거를 위해 각

날짜마다의 추출된 표본 픽셀 수가 100개 이하일 경우

해당날짜의 표본 픽셀은 사용하지않았다. 그 결과 선

정된 표본의 2시 자료의 경우 구름이 많은 기간인 11월

부터 2월까지의 표본이 전체 제외된 표본의 약 96%를

차지했다. Fig. 4(a)는GOCI의 육상지역에서 추출된 2시

자료의 모든 표본 픽셀들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기

상 조건이 좋은 내몽고 지역의 경우 좀 더 많은 양의 표

본 픽셀들이 추출되었지만 전 지역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임의로 추출된 후 최종적으

로 선택된 표본 픽셀들은 다양한 지표 피복을 포함하

게 되며 이 연구에서는 International Geosphere Biosphere

Programme (IGBP)의 Land cover 그룹을 사용하여 지표

피복을 분류하였다(Friedl et al., 2002). IGBP 자료는

NASA에서 제공하는 2011년도 MODIS Land Cov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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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actics of cloud removal from the GOCI images. (a) The GOCI band 1 image under cloudy conditions. (b) Histogram of the
cloudy scene.

(a) (b)



product(MCD12Q1) 자료를 사용하였다 (http://reverb.

echo.nasa.gov). Fig. 4(b)는 IGBP의 분류에 따른GOCI 영

상 내의 지표 피복을 나타낸 것이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

대부분의 육지 영역이 croplands와 forest, grassland로 이

루어져 있었으며 그 비율이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다.

추출된 표본 픽셀들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출

된 표본과 IGBP 자료의 전체 지표 피복에 대한 획득된

표본 픽셀들의 지표 피복 비율을 비교해 보았다(Fig.

4(c)). 그 결과 획득된 표본 픽셀들은 전체 피복들 중 식

생 그룹이 전체의 약 96%에 해당되는 비율로 추출되어

IGBP 자료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또한 비식생 그룹

의 IGBP 자료는 약 5%, 획득된 표본 픽셀들은 약 4%의

비율을 보여 획득된 표본 픽셀들이 GOCI의 관측 영역

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자료의 변환

(1) 전통적 기법의 TCT 방법

TCT는 Kauth and Thomas(1976)에 의해 처음 개발되

었으며, 기본 이론은 다수의 밴드 정보를 이용하여 또 다

른 특징을 갖도록 상관관계가 적은 새로운 밴드로 변환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성분 분석이 사용되며 이는

자료의 공간적인 차원을 줄이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주성분 분석으로 산출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성분은 TCT공간에서 매우 유사한 평면에 위치하게

되며 공간 상의 자료를 회전시켜 특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Crist and Cicone, 1984).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가 TCT 자료가 되는 것이며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환하고자 하는 영상 자료의 값에 특정한 변환 계수를

곱하게 된다.

                                U = RTx + r                                  (1)

U는 TCT 후의 값, x는 영상 자료의 값, RT는 unitary

transform matrix이며, r은 offset vector이다. 여기서 최종

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은 RT이며 이것이 TCT 계수가

된다.

TCT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들이

수행된다. 우선 사용되는 자료들의 주성분 분석을 수행

하여TCT 공간의첫번째축이될 soil axis(Brightness axis)

방향을 자료로부터 결정해야 한다(Crist and Cicone,

1984). 이 경우 자료의 최대 분산 방향을 선택하는 방법

(Horne, 2003; Yarbrough et al., 2005)을 사용하거나 혹은

실제 획득한 분광자료로부터 결정(Crist and Ci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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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llustration of transformation. The ρ1, ρ2, and ρ3 are the
original data axes, while the PC1 and PC2 are the
principal component axes after an initial transformation.
The TC1 and TC2 are the final axes after a series of
rotations (θ) of PC1 and PC2 (Sheng et al., 2011).

Fig. 4. (a) Spatial distribution of sample pixel locations in the GOCI coverage at 2h, (b) Land cover distribution by 2011 IGBP data. (c)
Comparisons between sampling data and 2011 IGBP data.

(a) (b) (c)



1984)한다. Fig. 5는 자료의 회전에 대한 3차원적인 공간

분포를도식화한것이다(Sheng et al., 2011). 세개의밴드

를 각각 ρ1, ρ2, ρ3이라고 하면 주성분 분석으로 생성되는

세 개의 새로운 주성분을 PC1, PC2, PC3라고 하고 회전

후 만들어지는 공간의 세 축을 TC1, TC2, TC3라고 가정

한다. Soil axis에 대한 회전은 PC1-PC2의 평면에서 회전

이수행되며, 이때, PC3가이평면에직교가되는회전축

이 된다. “PC” 축에서 “TC” 축으로의 변환 과정에서 세

개의 축 사이에는 서로 직교인 상태가 유지된 채 회전이

수행된다. 회전각 θ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R’1, R’2, R’3, 1) = (R1, R2, R3, 1)[ ]
 (R’1, R’2, R’3, 1) = (R1, R2, R3, 1)[   ]  (2)

 (R’1, R’2, R’3, 1) = (R1, R2, R3, 1)[ ]
여기서 R’1, R’2, R’3는 PC 변환 계수인 R1, R2, R3를 회

전시킨 후 생성되는 최종 TC 변환계수, 즉 TCT 계수이

다. 여기서 α, β, γ는 각각 세 평면의 회전각이다. 기본적

으로 이러한 방법을 모든 축에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RT

를 계산한다. 이러한 TCT 절차를GOCI 센서 영상에서

추출된 반사도 자료에 적용하였다. 회전 후 새로 만들어

지는 공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RT를 계산하였으며, 이러

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GOCI의 TCT 계수를 계

산하였다.

GOCI 센서 영상에서 추출된 반사도 자료에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와 전통적인 계수 산출방법을 적용

하여 얻어진GOCI TCT 공간 분포는 Fig. 6과 같다. 여기

서는 2시의 자료만 나타내었다. GOCI 센서 영상의 4시

반사도 자료의 주성분 분석 결과와TCT 공간도 거의 동

일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우선 일반적인TCT 공간 분포

를보여주는MODIS TCT 공간분포(Fig. 10 (위))와비교

해보면 TC1과 TC2로 구성된 공간이 상당히 유사한 분포

를 보임을 알 수 있다. TC1에서의MODIS와GOCI TCT

자료와의 상관관계는 0.62를 보였고, TC2는 0.88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TC3가 포함된 나머지 공간은 다

른 양상의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GOCI의 TC3 자료가

MODIS의 TC3 자료 분포와는 달리 자료의 분산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G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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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CA (upper) and TCT (lower) distribution of the GOCI data.



TCT의 세 번째 축의 정보는 MODIS TCT와는 다른 정

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OCI와 비교될 수 있는

파장 대역을 가지고 있는 센서들과 기존의 연구를 통해

알려진 이 센서들의 TCT 공간에서의 정보는 Table 2와

같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의 정보는 각각 brightness,

greenness로 동일하나 세 번째 성분의 정보는 차이를 보

인다. Landsat TM/ETM+와 MODIS의 경우 세 번째 성

분이 wetness의 정보로 나타나지만 MSS의 경우는

yellowness, IKONOS의 경우에는 정보가 나타나지 않음

을 볼 수 있다. 또한 CBERS-02B의 경우는 blueness의 정

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SWIR 파장 대역의 유무

에 의한 것이며, wetness의 정보는 SWIR 파장 대역 정보

의 합과 VNIR 파장 대역 정보 합의 비로 구해진다고 연

구된 바 있다(Crist and Cicone, 1984). 따라서 전통적인

TCT 방법으로 획득된 GOCI TCT 공간에서는 wetness

에대한정보를얻을수가없었다. 이러한현상은 IKONOS

(Horne, 2003), Quickbird 2(Yarbrough, 2005)와같이VNIR

파장 영역만을 관측하는 모든 센서에서 나타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GOCI TCT 공

간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GOCI 반사도 자료를 이용

하여 산출된 2시와 4시의GOCI TCT 계수를 Fig. 7에 나

타내었다. GOCI TCT 성분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의 성분이 전체 성분의 99.1%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성분이 93.6%를 차지하고 있어 자

료의 비중이 이 두 성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산출된GOCI TCT 계수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밴드

에 따른 경향성과 그 값이 유사하게 산출되었다. 기존에

연구된 바와 같이 첫 번째 성분은 전 파장 영역의 합으로

나타났으며,특히 근적외선 영역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

나, brightness의 특징을 보였다. 두 번째 성분은 가시광

선 영역과 근적외선 영역이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

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낮은 반사와 높은 흡수를 보이

고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높은 반사와 낮은 흡수를 보이

는 식생의 반사도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greenness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 번째 성분은 blue 밴드에

큰 가중치가 부여되어 CBERS-02B센서의 TCT 정보

(Sheng et al., 2011)와유사한결과를보인다. 이는 blueness

의 정보가 나타난 것으로 청색이 밝게 나타나게 된다.

Fig. 8(a)-(c)는 2시의 변환계수를GOCI의 2011년 9월 22

일 반사도 영상에 적용한 brightness, greenness, blueness의

영상이다. Brightness에서는 도심지와 나대지는 밝게 나

타나고 식생은 중간 정도로 밝고 물 영역은 어둡게 나타

났다. Greenness에서는 식생은 밝게 도심지와 물 영역은

어둡게 나타났다. Blueness를 확인하기 위해 해상도가 30

m인 google earth의 영상을 검색하여 청색 구조물이 나타

난 지역을 찾아GOCI 주성분 분석 세 번째 성분에서 나

타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Fig. 9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청색의 인공 구조물들이 blueness의 영상에서 밝

게나타났고이를통하여세번째성분이 blueness를의미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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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he GOCI TCT coefficients between 2h (yellow) and 4h (red).



(2) MODIS 자료와의 선형 회귀식을 이용한 변환 방법

전통적인 방법인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산출된

GOCI TCT 정보는 SWIR 파장 영역 정보의 부족으로

wetness의 정보를 산출하지 못한다. GOCI의 경우 관측

하는 주기가 짧아 시간 단위로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이 가장 큰 장점이며, 이 장점을 이용했을 때 가장 유용

한 정보 중 하나는 시간 단위의 변화를 관측할 때 활용

가능한 wetness 정보이다. Brightness나 greenness로 식생

의 변화를 관측할 경우 짧은 시간 단위의 관측보다는 계

절별 변화를 보는 것이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만

wetness로는 긴 시간 단위보다는 짧은 시간 단위의 식생

이나 토양 수분 변화를 관측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산

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wetness를 관측하지 못하는 것은

GOCI의최대장점인시간해상도를충분히활용하지못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etness를

산출하기 위하여 GOCI의 주성분 변환 자료를 MODIS

TCT 자료에 선형회귀(Regression method)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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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Google earth image (@2014 Google) (b) Blueness of the GOCI TCT.

Fig. 8. An example of the GOCI TCT images: (a) Brightness (b) Greenness (c) Blueness, and (d) Wetness. Coefficients of the GOCI
wetness (d) was derived from the MODIS TCT data.



이용하여 wetness를 산출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러

한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비교하는 두 센서 간의 분광 정

보가 유사할 경우 직교 좌표계를 유지하면서 변환이 가

능하며, 이 방법론은MODIS TCT를 위해 기존 연구된

LANDSAT ETM+의TCT 공간 분포를 이용하여MODIS

TCT 계수를 산출하는 연구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Lobser and Cohen, 2007). 그러나GOCI의경우 SWIR 파

장영역의정보가없어MODIS와다른분광정보를가지

므로(Table 2), 각 TCT의 축들이 갖는 직교성은 사라지

게 되어 각 축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의미의 정보는 사라

지며 새로 변환되는 축들은 서로 상관성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은wetness를추가적으로제공하여GOCI의활용성을확

장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단점은 wetness

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성분석의 관점에서 활용될 경우 wetness와 관

련된 지표 환경변화 감시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지

표 피복 식별 시 정성 분석의 관점에서 사용 할 것을 제

안하고자 한다.

GOCI 자료의 주성분 변환까지는 앞선 방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soil axis의 결정을 위한 공간 회전

시선형회귀방법을이용하여MODIS TCT 자료와유사

한 분포를 가지도록 변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2시

자료를 이용한 결과만을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된

MODIS TCT 계수는 Lobser and Cohen(2007)의 변환계

수(Table 3)를 사용하였다. Fig. 10은 MODIS TCT 공간

분포로 변환을 수행한 GOCI TCT 공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TC1에서의 MODIS와 GOCI TCT 자료와의 상

관관계는 0.76, TC2는 0.91, TC3은 0.81의 상관관계를 보

여 두 자료의 분포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산출된GOCI의 TCT 계수

를 이용하여 brightness와 greenness의 영상 변환 결과 전

통적인 방법으로 구한 brightness, greenness와 매우 유사

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방법으로부터 산출된 wetness

의 변환계수는 Fig. 7(d)에 나타나 있다. 시간대에 따른

변환계수는 밴드에 따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값

의 차이는 센서간의 geometric차이, 궤도 차이 등으로

볼 수 있다. 변환된 wetness 영상인 Fig. 8(d)에서 물 영역

은 가장 밝게 나타났고 식생은 중간 정도로 밝고 도심지

는 어둡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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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ta structures of TCT about different sensors

Sensor
Band width (μm) Tasseled cap transformation

Blue Green Red NIR SWIR TC1 TC2 TC3

MSS 0.50-0.60 0.60-0.70 0.70-0.80
0.80-1.10 Brightness Greenness Yellowness

TM/ETM+ 0.45-0.52 0.52-0.60 0.63-0.69 0.76-0.90 1.55-1.75 Brightness Greenness Wetness

MODIS 0.46-0.48 0.54-0.56 0.62-0.67 0.84-0.87
1.23-1.25

1.63-1.65
2.10-2.15 Brightness Greenness Wetness

IKONOS 0.45-0.52 0.51-0.60 0.63-0.70 0.76-0.85 Brightness Greenness Undefined
Quickbird 0.45-0.52 0.52-0.60 0.63-0.69 0.76-0.90 Brightness Greenness Undefined

CBERS-02B 0.45-0.52 0.52-0.59 0.63-0.69 0.77-0.89 Brightness Greenness Blueness

GOCI
0.40-0.42
0.43-0.45
0.48-0.50

0.54-0.56 0.65-0.67
0.67-0.68

0.73-0.75
0.84-0.88

MSS: multispectral scanner; TM: thematic mapper; ETM+: enhanced thematic mapper plus; MODIS: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CBERS: China & Brazil Earth Resource Satellite;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NIR: near-infrared;
SWIR: short wave-infrared; TC: TCT component.

Table 3. The MODIS TCT coefficients (Lobser and Cohen, 2007)
Band / Center

Wavelength (nm) Brightness Greenness Wetness

Red 645 0.4395 -0.4064 0.1147
NIR 1 859 0.5945 0.5129 0.2489
Blue 469 0.2460 -0.2744 0.2408

Green 555 0.3918 -0.2893 0.3232
NIR 2 1240 0.3506 0.4882 -0.3122

SWIR 1 1640 0.2136 -0.0036 -0.6416
SWIR 2 2130 0.2678 -0.4169 -0.5087



4) GOCI TCT 계수의 최종 결정

GOCI 센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통적 방법으로 구

한 TCT로는 brightness와 greenness의 정보는 얻을 수 있

었지만, SWIR 파장 대역의 부족으로 wetness의 정보는

얻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MODIS 자료와의 선

형 회귀식을 이용한 변환 방법으로GOCI TCT의wetness

정보를 산출하였다. 결론적으로 brightness와 greenness는

전통적 방법으로 구한 TCT 정보를, wetness는 MODIS

자료와의 변환을 통해 산출된 TCT 정보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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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between the MODIS (upper) and the GOCI (lower) TCT distribution.

Fig. 11. Pixel-to-pixel comparison of the sample images at 2h (upper) and 4h (lower). The MODIS sample pixels were transformed
using the MODIS TCT coefficients. The scatterplots display the three corresponding transformed band pairs.



이렇게 조합된 GOCI TCT 계수는 GOCI의 높은 시간

해상도에 의해 관측 시각마다 계수 값의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이는 시간에 따른 태양 고도 차이에 의한 반사

도 변화 및 대기 조건 변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시간대 별로 산출된 계수 값(Fig. 7)을 보면 대기 조건

에 영향을 많이 받는 blue 밴드를 제외하면 유사한 값을

보였다. 향후 시계열 자료의 생성을 위해서는 관측시간

을 대표할 수 있는 변환계수의 산출이 필요하다. 이에 따

라 변환계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GOCI TCT

자료와 Table 3의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변환된 MODIS

TCT 자료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Fig. 11). 그 결과

두 자료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Brightness는

2시 자료의 경우 0.62, 4시 자료는 0.68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greenness의 상관관계는 2시 자료의 경우 0.88, 4

시 자료는 0.89로TCT 자료의 비교 중 가장 높은 상관관

계를 보였다. 또한, wetness의 상관관계는 2시 자료의 경

우 0.81, 4시 자료는 0.76으로 TCT 세 자료가 모두 유사

한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시간대에 따른 상관관계는

세 가지 성분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MODIS

TCT 자료와의 호환성을 위해 이 중 상대적으로 높은 상

관관계를 갖는 시간대의 변환 계수를 최종 TCT 계수로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 brightness와 greenness는 4시 자

료에 의한 변환계수, wetness는 2시 자료의 변환계수가

선택되었다. 이를 조합한 최종적인 GOCI TCT 계수는

Table 4와 같다. GOCI TCT 계수와 Table 3의 MODIS

TCT 계수를 비교했을 때 brightness와 greenness의 유사

파장대별 가중치나 경향성은 유사하나 wetness는 다른

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양상은GOCI 센서에 SWIR

밴드는 없지만MODIS에는 없는 추가적인 blue밴드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Table 2).

3. 변환계수의 평가

최종적으로 산출된 변환계수의 평가를 위해 GOCI

TCT 영상의 비교 분석과 TCT 공간 자료의 의미 및 다

른 육상 파라미터와의 호환성을 알아보았다. GOCI

TCT 영상과 같은 시간대에 관측된MODIS TCT(Lobser

and Cohen, 2007) 영상을 비교하였다. 변환된 영상은 R:

brightness, G: greenness, B: wetness로 조합하여 비교되었

으며, 두 영상은 지표 피복의 분포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

로나타났다 (Fig. 12). 또한두영상모두 2011 IGBP와유

사한 지표 피복 분포를 보여줬다. 그러나GOCI의 TCT

영상이 GOCI만의 특징적인 dynamic range나 스캐닝

방식차이등으로인해 (Cho et al., 2010) MODIS TCT 영

상보다 지표 피복의 분류가 더 세밀하게 표현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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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GOCI TCT coefficients obtained in this study
GOCI Band / Center

Wavelength (nm) Brightness Greenness Wetness

Blue 1 412 0.1220 -0.2030 0.7267
Blue 2 443 0.1526 -0.2260 0.4614
Blue 3 490 0.1873 -0.2494 0.1296
Green 555 0.2620 -0.2038 -0.1601
Red 1 660 0.3767 -0.4191 -0.7095
Red 2 680 0.3902 -0.4455 -0.7777
NIR 1 745 0.4932 0.3932 -0.0964
NIR 2 865 0.5664 0.5246 0.0868

Fig. 12. Comparison of (a) the MODIS and (b) the GOCI TCT RGB composite images (R: Brightness, G: Greenness, B: Wetness),
and (c) 2011 IGBP distribution.



있었다. 또한GOCI의 변환된 영상을 2011 IGBP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11월 9월 22일 자료로부터 지표 피복

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Zhang et

al., 2002)에서 보여졌던 brightness와 greenness 공간 내에

서TCT의 일반적인 자료 분포 특성과 매우 유사한 결과

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1(a)). 또한 식생

의 성장 주기에 따른 계절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GOCI 영상 범위내의 cropland 피복을 시기별로 추출하

여 식생의 계절 변화에 따른 궤적을 분석하였다(Fig.

11(b)). 그 결과 TCT공간에서의 분포에서 식생이 성장

함에 따라 greenness가 증가하며 추수 시기를 거쳐 다시

겨울이 되면서 greenness는 급속히 감소하고 brightness는

증가하는 변화가 잘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cropland

피복의 감소와 눈에 의한 영향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다. MODIS TCT 자료 및 GOCI TCT 자료와 육상 파라

미터들과의 호환성을 알아보기 위해 Albedo(Liang,

1998), NDVI(Rouse et al., 1974) 및NDMI(Hardisky et al.,

1983) 같은 육상 파라미터들과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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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 Distribution of different land cover types in the plane of greenness vs. brightness. (b) The seasonal development of
vegetation in TCT spaces.

Fig. 14. Comparison of TCT data and other parameters for the MODIS (upper) and the GOCI (lower).



(Fig. 12). 기존 연구 사례(Zhang et al., 2002)에 의하면

TCT 자료들 중 brightness는 Albedo 자료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greenness는NDVI와 비교될 수 있다.

또한 wetness는 NDMI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연

구된 바 있다(Jin and Sader, 2005a). NDMI는 NDVI보다

식생의 변화나 수분의 함량 변화에 더 민감한 것으로 알

려져 있어(Hardisky et al., 1983) wetness와 비교하기에 알

맞은 파라미터가 될 수 있다. 비교 분석 결과 MODIS

TCT 자료들은 각각 세 파라미터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

계(R2 = 0.78-0.91)를 보였다. GOCI TCT 자료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상관관계(R2 = 0.75-0.97)와 경향성을 보

여주었다. 이 중 greenness와 NDVI가 가장 높은 상관관

계(R2 = 0.97)를 보였으며 이는 greenness가NDVI와 호환

될 수 있는 파라미터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GOCI 영상의 TCT 자료는 육상 파라미터들과 호

환성이 높으며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짐을 보여준다.

4. 결 론

본 연구는GOCI 센서에 적용할 수 있는 고유한 TCT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 GOCI TCT 정보는 brightness, greenness,

blueness의 정보를 나타내었다. 다만, 일반적인 TCT의

세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wetness는 SWIR 파장 영역

정보의 부족으로 GOCI 센서 정보로는 직접 산출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GOCI의 높은 시간 해상도

를고려할때wetness는매우유용한정보이므로, 이를추

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GOCI 자료를 기존에 개발된

MODIS TCT 공간으로 선형 회귀하는 방법을 적용하였

다. 이를 통해 최종 산출된 시간대별GOCI TCT 계수를

제시하였다. 산출된 GOCI TCT 계수는 정지궤도의 특

성으로 인해 각각의 관측 시각마다 그 값이 달라질 수 있

다. 이러한 계수값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MODIS의

관측 시간을 고려하여 2시와 4시 (GMT)의 변환계수가

각각산출되었고MODIS TCT 자료와상관성이높은자

료를 선택하여 GOCI 센서에 가장 적합한 TCT 계수를

결정하였다.

개발된 최종 변환 계수(Table 4)의 검증 및 평가를 위

해 MODIS TCT 영상과 비교하였으며 또한 다른 육상

파라미터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GOCI

TCT 영상은 MODIS와 매우 유사한 지표 피복의 분류

결과를 보여줬다. 또한 GOCI TCT의 세 성분은 각각

Albedo, NDVI 및 NDMI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는GOCI TCT 자료가 다른 육상 파라미터들과

호환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식생의 분류나 변화 양상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변환 자료로GOCI의 높은 시간 해상도를 최

대한이용하여시계열분석을수행한다면GOCI의관측

지역 내의 지표 변화에 대한 준 실시간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GOCI의 육상활용 범위를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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