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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is a major indicator for monitoring
climate change and detecting vegetation coverage. In order to retrieve NDVI, it is preprocessed using
cloud masking and atmospheric correction. However,the preprocessed NDVI still hasabnormally low
values known as noisewhich appears in the long-term time seriesdue to rainfall, snow and incompletecloud
masking.An existing method of using polynomial regression has some problems such asoverestimation
and noisedetectability.Thereby, this study suggestsasimple method using amoving average approach for
correcting NDVI noises using SPOT/VEGETATION S10 Product. The results of the moving average
method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polynomial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ving
average method is better than the former approach in correcting NDVI noise.
Key Words : Moving average, NDVI, SPOT, Noise, correction

요약 : NDVI는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식생 변화 탐지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한 지표이다. NDVI를산출하기

전에 cloud masking, 대기보정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강수, 적설이나 구름의 영향이 완

전히 제거되지 않아 NDVI가 현저히 낮게 관측되는 noise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noise를 보정하

기 위해서 국내외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다중 다항 회귀식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과대추정

이나 low peak를 잘 탐지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게 noise를 보정하는 방

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평균을 이용하여 noise를 보정하였고, 기존의 다중 다항 회귀식을 이용

하여 산출한 NDVI 시계열과 비교를 해보았다. 그 결과 이동평균을 이용한 방법이 이전의 방법보다NDVI

noise를 잘 보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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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식물의 종류 및 군집의 공간적 분포유형, 생육주기의

변화, 식물 생장의 생리 및 형태적 변화 등의 식물과 관

련된 정보는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질, 지리적 특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식생의 활력도를

나타내는 식생 지수(Vegetation Index)는 기후변화 모니

터링과 식생 변화 탐지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한 지표이

다. 또한 Park et al.(2010)에 의하면 식생지수는 Leaf Area

Index(LAI),Fractional Vegetation Cover(FVC), Fraction of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FPAR)등과 같은 식생

관련 산출물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식

물의 1차 총 생산량(Gross primary productivity)과 순일차

생산량(Net Primary Production)을 정량적으로 추정 가능

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

한 특성 때문에 식생 지수는 가뭄 탐지(Kogan, 1995; Son

et al, 2012), 곡물 수확량 예측(Ren et al, 2008; Mkhabela

et al, 2011), 토지피복 변화 탐지(Lunetta et al, 2006)등의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식생지수에는 최초의 식생지수인 Bitth and McVey

(1968)에의해발표된적색광과 근적외채널에서의반사

도를 나눈 단순 식생지수(Simple Ratio)와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NDVI), Soil-Adjusted Vegetation

Index(SAVI), Enhanced Vegetation Index(EVI)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적색광(Red)채널과 근적외(Near-Infrared)채널

의 차이를 구하여 식생의 건강상태에 따른 반사특성을

강조하고 이것을 적색광채널과 근적외채널의 반사도의

합으로 나눔으로써 정규화하여 산출하는NDVI를 가장

널리 사용한다.

NDVI를 산출하기 이전에 기하보정, 대기보정, 구름

제거, BRDF보정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며 주로 최

대값을 추정하여 보정하는 기법인 Maximum Value

Composite (MVC)기법 (Holben, 1986)을 사용한다. 하지

만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NDVI 시

계열에서는 미처 제거하지 못한 얇은 구름, 강수, 적설,

대기나 지표중의 수분 등의 이유로 여전히 단기간에 급

격하게 NDVI 값이 낮아지는현상 즉, noise가 불규칙적

으로 발생한다.

NDVI 시계열 자료에서 나타나는 noise는 전 지구적

인 기후변화 파악뿐만 아니라, NDVI를 입력자료로 사

용하여 산출되는 LAI, FPAR등의 결과 값에도 많은 영향

을 미치게 때문에 국내·외에서 noise를 보정하는 방법

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로는조화분석을이용한방법(Lee, 2009; Park et al., 2010),

다중다항회귀식을이용한방법(Yeom et al., 2006), Fourier

analysis를 이용한 방법(Roerink et al, 2000), MVI를 이용

한 방법(Ma and Veroustraete, 2006)등이 있다. 이들 연구

에서 제시한 방법들이 일부 값을 필요이상으로 과대 추

정하거나 일부 noise를 탐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

되었다. 따라서 기존 방법을 개선하고 보다 향상된 보정

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제시된 방법 중 Yeom et al.

(2006)에 의해 제시된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noise 탐지 기법을 도입하여 기

존의NDVI 보정을 보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개선된 사항을 포함한 NDVI 보정 과정을 기술

적으로 단순화하여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기존의 방법

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연구자료

NDVI 산출물은NOAA위성의 AVHRR 센서, Terra·

Aqua위성의MODIS센서, SPOT위성의 VEGETATION

센서에서제공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Push-bloom scan

방 식 으 로 기 하 학 적 왜 곡 이 적 은 SPOT위 성 의

VEGETATION센서에서 취득한 2003년부터 2005년까

지의 S10 Product를 사용하였다. S10 product는 대기보

정, BRDF보정, 기하보정등의전처리를 거쳤으며MVC

기법으로 합성한 10-day 자료이다. MVC 기법이란 합성

기간 동안 동일한 위치의 화소 값에 대하여 식생지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하

는 기법이다. NDVI는 구름, 태양 각도, 강수 후 지표 상

태 등 대기상태와 물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

지만, NDVI를 증가시키는 요소는 지상의 식생의 활력

도뿐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NDVI를 산출하기 위해서

MVC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식생 이외의 요소가 NDVI값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할

수 있다.Fig. 1은 연구기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동아

시아 영역에서 mixed forest의한 지점 (33.5491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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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7410°E)에대한시계열그래프에서나타나는NDVI

noise를 나타낸 것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

하고 많은 noise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이동평균(Moving average)를이용한NDVI
보정

Yeom et al.(2006)에 의해 사용된 다중 다항 회귀식을

이용한 보정방법은 NDVI 시계열 중에서 참값인 high

peak를 추적하여 회귀값을 산출하고 기존의NDVI와 회

귀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NDVI를 비교하여 low peak를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보정하는 방법

이다. Fig. 2는 한 지점에 대해서 Yeom et al.(2006)이 제시

한 방법에 의해 재상산한NDVI값을 나타내고 있다. 재

생산된NDVI는 noise를제거하는데효과적이나일부값

(Fig. 2의 화살표)에 대하여 과대 추정하였고 low peak 탐

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동평균을 이용하여NDVI를 보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동평균이란 시계열의 각 항에 대하여 그것을 중심

으로 전후 일정 항 수의 평균값을 연결하여 추세선을 구

하는 방법이며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따라 Simple

Moving Average (SMA), Weighted Moving Average (WMA),

Exponential Moving Average (EMA)가 있다. 이동평균을

사용하여NDVI에서 나타나는 noise를 보정하는 방법은

Chen et al. (2004)에 의해서 사용되어 그 적용성이 검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간단한 SMA을 사용하였으

며 이 방법은 이동평균 기간이 길수록 과거자료의 영향

을 더 많이 받아 평활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의 변동

An improved method of NDVI correction through pattern-response low-peak detection on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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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DVI noisesof 2003-2005 SPOT/VEGETATION S10 NDVI (Circled) for one pixel(33.54911°N, 107.17410°E) of Mixed forest
class.

Fig. 2. A comparison of original NDVI (In dash dot line)and Corrected NDVI by Yeom et al (2006)(in solid line) for one pixel(33.54911°N,
107.174100°E) of Mixed forest class.The arrow points disadvantages of corrected NDVI byYeom et al (2006).



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noise detection을 위해 사용하는 이동평균의 범위를 3개

의 10-day로 결정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NDVI noise 보

정을 수행하였다.

1) (STEP-1) SMA를 이용한 1차 low peak 탐지.

NDVI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i시점의 이동평균(본 연

구에서는 i-1에서 i+1까지의 범위)인SMAi를산출한다.

여기에경험적값인 0.9를 적용하여 이를 경계값으로 하

여NDVI가 경계값보다 작은 경우(Condition 1) low peak

로 간주하고 제거한다. 이동 평균의 범위 동안Condition

1로 탐지되지 않은 low peak 역시 i시점의NDVI와 이전

의 5시점까지의 NDVI를 비교하여 이전 시점의 NDVI

의 30%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경우 noise로 간주하는 경

험적 분석결과(Condition 2)를 적용하여 탐지하고 제거

한다.

Condition 1: 0.9* SMAi > NDVIi
Condition 2: 0.3* NDVIi _ k> NDVIi (k = 1, 5)

2) (STEP-2) NDVI 시계열의 최대·최소값을 이용한
2차 low peak 탐지

STEP 1에서제거되지않은시점의NDVI를선형적으

로 보간하여 새로운 NDVI 시계열을 산출한다. 새롭게

산출한NDVI 시계열에서 대부분의 식생에서 나타나는

NDVI의 증감 주기인 1년(이모작의 경우 6개월)마다 최

대·최소값과 그 시점을 탐지하였다. 최소값에서 최대

값으로 시점이 이동할 경우 해당 시점의 NDVI가 전의

시점보다 낮을 경우 low peak로 탐지하였고, 최대값에서

최소값으로 시점이 이동할 경우 해당 시점의 NDVI가

다음시점의값보다낮을경우 low peak로탐지하여제거

한다.

3) (STEP-3) SMA를 이용한 3차 low peak 탐지

STEP 1.과 STEP 2.를 통해 제거되지 않은 시점의

NDVI를 선형적으로보간하여 새로운 NDVI 시계열을

산출한다. 새롭게 산출한 NDVI 시계열의 이동평균인

SMAitp를산출한다. SMAitp(i)와기존의NDVI의차이가경

험적 값인 0.003 보다 클 경우(Condition 3) low peak로 간

주하고 제거한다.

Condition 3 : SMAitp(i)
_ NDVIi ≥ 0.003

4) (STEP-4) NDVI 재생산

STEP 1., STEP 2., STEP 3.에서 low peak로 제거되지

않은 시점의 값만을 선형적으로 보간하여 최종적인

NDVI를 재생산 하였다. Fig. 3은실제 관측된 NDVI와

최종적으로 재생산된 NDVI를 비교한 것이며 Yeom et

al.(2006)이 제시한 방법에서 나타나는 단점들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적용성 검사

본연구의적용성을검사하기위하여SPOT/VEGETATION

NDVI S10 product를 사용하였다. 이동평균을 이용한 보

정방법을검증하기위하여MODIS Land Cover product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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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comparison of original NDVI (in dash dot line) and Corrected NDVI by this Study (in solid line)for one pixel(33.54911°N,
107.174100°E) of Mixed forest class.



MCD12Q1을 참고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Land Cover인 Mixed Forest, Cropland, Shrubland 그리고

이모작지역의 4개샘플지역을선택했고, 본연구에서제

시한방법으로NDVI 시계열에서나타나는 noise를제거

하고 보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모작의 경우 일반

적인 1년주기의NDVI가 아닌 6개월 주기의NDVI이기

때문에 특이 지역으로 포함하였다.

Fig. 4(A)~(D)는 샘플지역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NDVI와 실제

관측된NDVI를 비교한 것이다. NDVI의 형태와 noise가

발생한 위치가 모두 다르지만 모두 high peak를 유지하

면서NDVI low peak가 전반적으로 잘 해결되었다. 또한

Yeom et al.(2006)이 제시한 방법에서 나타나는 과대 추

정되는 부분과 low peak탐지에서의 단점이 나타나지 않

았다.

5.결 론

본 연구에서는 SPOT/VEGETATION센서로부터 취

득된 2003~2005년 NDVI S10자료를 이용하여 NDVI

noise를 Yeom et al.(2006)이 제시한 방법과 이동평균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정하여 재생산하였다. 또한 동아시

아 지역에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Land Cover에서 4개

지역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적용성 검사를

수행하였다. 두 방법 모두 high peak를 유지하면서 보정

이전의 low peak를 제거하였다. 하지만 Yeom et al.(2006)

이 제시한 방법에서는 일부 low peak가 잘 탐지 되지 않

는 곳이 있었으며, 실제 관측값보다 과대추정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보정한 결과 이전에 방법에 비해 실제

NDVI 관측값의 high peak를 유지하면서 보다 효과적으

로 low peak가 제거되었으며 과대추정이 되는 부분도 개

선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NDVI noise 보정 방법은 SPOT위

성에서 취득한 NDVI뿐만 아니라 NOAA, Terra·Aqua

위성에서 취득한 NDVI noise를 보정하는데 적용 가능

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 특정화소뿐만아니라이미지

에 대하여 자료처리가 용이하며, 현실적인 NDVI가 재

산출 되므로 식생 지수를 입력자료로 하는 산출물 및 육

An improved method of NDVI correction through pattern-response low-peak detection on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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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comparison oforiginal NDVI (in dash dot lines) and corrected NDVI by This study (in solid lines) for sampled region.



상 생태 자료의 기반 변수의 오차를 줄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며 농업 기상분야 등에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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