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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2A/B 위성영상의 주기합성을 위한 
구름 및 구름 그림자 탐지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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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loud and Shadow Detection Algorithm 
for Periodic Composite of Sentinel-2A/B Satellite Images

Sun-Hwa Kim 1)†·Jeong Eun2)

Abstract: In the utilization of optical satellite imagery, which is greatly affected by clouds, periodic
composite technique is a useful method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clouds. Recently, a technique for
selecting the optimal pixel that is least affected by the cloud and shadow during a certain period by
directly inputting cloud and cloud shadow information during period compositing has been proposed.
Accurate extraction of clouds and cloud shadows is essential in order to derive optimal composite results.
Also, in the case of an surface targets where spectral information is important, such as crops, the loss of
spectral information should be minimized during cloud-free compositing. In this study, clouds using two
spectral indicators (Haze Optimized Tranformation and MeanVis) were used to derive a detection
technique with low loss of spectral information while maintaining high detection accuracy of clouds and
cloud shadows for cabbage fields in the highlands of Gangwon-do. These detection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cloud and cloud shadow information provided by Sentinel-2A/B. As a result of
analyzing data from 2019 to 2021, cloud information from Sentinel-2A/B satellites showed detection
accuracy with an F1 value of 0.91, but bright artifacts were falsely detected as clouds. On the other hand,
the cloud detection result obtained by applying the threshold (=0.05) to the HOT showed relatively low
detection accuracy (F1=0.72), but the loss of spectral information was minimized due to the small number
of false positives. In the case of cloud shadows, only minimal shadows were detected in the Sentinel-
2A/B additional layer, but when a threshold (= 0.015) was applied to MeanVis, cloud shadows that c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topographically generated shadows could be detected. By inputting spectral
indicators-based cloud and shadow information, stable monthly cloud-free composited vegetation index
results were obtained, and in the future, high-accuracy cloud information of Sentinel-2A/B will be input
to periodic cloud-free composite fo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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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산림청공동다부처사업인,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개발사업의일환으로농림위성

이 2025년에발사될예정이다. 농림위성은 120 km의관

측폭과 5 m공간해상도로촬영가능한광역전자광학카

메라를 탑재했으며, 한반도 전역을 3일 주기로 촬영을

목표로개발되고있다. Sentinel-2A/B나 Landsat시리즈

와 비교해 볼 때 짧은 재방문주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와같이짧아지는극궤도광학위성의재방문주

기에도불구하고구름으로인해지속적인농작물의생

육모니터링이어려운경우가많다(Griffiths et al., 2019).

특히밭작물의경우생육주기가다양하고매우짧아구

름의 영향이 매우 크며, 논의 경우 벼의 생육주기에 장

마나태풍의영향으로일정기간동안의광학위성을이

용한 생육 모니터링이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구름의

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으로주기합성기법이사

용되고있다. 농업활용을위한주기합성은 10일, 30일,

60일, 계절 등 그 합성 주기가 다양하다(Griffiths et al.,

2019). 주기 합성기법은 크게 일정 주기동안 구름의 영

향을가장적게받는최적의화소를선정하는방식과일

정주기의화소들의가중평균된값을산출하는방식으

로 나눌 수 있다. 최적의 화소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최

대 정규식생지수값을 선택하거나 특정 밴드의 최소값

을선정하는간단한방법과선정시고려되는다양한환

경인자들의가중점수를계산해가장높은점수를나타

내는 화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식생지

수나 반사율의 최소/최대값을 선정하는 방식은 그 방

법이 매우 간단하나, 많은 수의 자료가 필요하며, 촬영

각의 제약이 있어(Skakun et al., 2017), 최근에는 최적 화

소를선정하기위한다양한인자들을활용하는기법이

제시되었다. 구름과 구름 그림자로부터의 거리 정보,

구름 면적정보, 대기 상태 정보 등이 주요 인자로 고려

된다. 이와 같이 주기 합성에 있어 구름과 구름 그림자

의 탐지가 매우 중요하다. 농업 뿐만 아니라 많은 광학

위성영상의활용에있어중요한구름정보는광학위성

영상의 필수 부가 정보로 제공되고 있다. 구름 및 그림

자의탐지는크게분광척도에임계치를설정하는방식

(Kim et al., 2011), 구름의 질감이나 공간적 특징을 기반

으로하는방식, 마지막으로기계학습기법으로나눌수

있다(Xiong et al., 2020). NOAA AVHRR, MODIS 등 많

은광학위성에적용된임계치적용기법은구름탐지정

확도를 향상시키기는 했으나, 다양한 태양고도각이나

대기 및 지상 환경에 항상 최적에 결과를 보이지 않는

다는 문제가 있다(Kawano and Kudoh, 2001; Dybbroe et

al., 2005). 타지상물과다르게고유질감정보를나타내

는 구름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은 Landsat이나 MODIS

영상에적용되었으나(Liu et al., 2007; Sun, 2017), 복잡한

알고리즘과많은계산량이문제로제시되었다(Xiong et

al., 2020). 마지막으로 기계학습기법은 neural network,

support vector machine, random forest등다양한기법이

제시되었으나(Liu et al., 2017; Wu, 2015), 신뢰성높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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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구름의영향을크게받는광학위성영상의활용에있어일정주기합성은구름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
는유용한방법이다. 최근주기합성시구름과구름그림자정보가직접입력되어일정주기시두인자의영향
을 가장 덜 받는 최적의 화소를 선택하는 기법이 제시되었다. 최적의 합성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름과
구름 그림자의 정확한 추출이 필수적이다. 또한 농작물과 같이 분광정보가 중요한 대상의 경우 주기 합성 시
분광정보의손실이최소화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구름과구름그림자의높은탐지정확도를유지하면서
분광정보의 손실이 적은 탐지 기법을 도출하기 위해,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을 대상으로 두 분광척도(Haze
Optimized Tranformation; HOT, MeanVis)를이용한방법과 Sentinel-2A/B에서제공되는구름정보를비교분석
하였다. 2019년~2021년까지자료를분석한결과 Sentinel-2A/B위성의구름정보는 F1값이 0.91인탐지정확도
를보이나, 밝은인공물이구름으로오탐지되었다. 이에비해 HOT에임계치(=0.05)를적용해획득한구름탐
지결과는상대적으로낮은탐지정확도(F1=0.72)를보였으나, 오탐지가적어분광정보의손실을최소화하였
다. 구름그림자의경우, Sentinel-2A/B 부가레이어에서는최소한의그림자만이탐지된결과를볼수있었으나,
MeanVis에임계치(= 0.015)를적용했을시지형적으로발생한그림자와구별가능한구름그림자만을탐지할
수 있었다. 분광척도 기반 구름 및 그림자 정보를 입력해 안정된 월별 합성된 식생지수결과를 획득하였으며,
향후 Sentinel-2A/B의높은정확도의구름정보를주기합성에입력해비교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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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출을 위해 많은 양의 훈련 자료와 테스트 자료가

필요하다(Xiong et al., 2020). 본연구에서는구름및그림

자 탐지 자체가 목적이 아닌, 최적의 주기합성을 위한

구름 및 그림자 탐지기법을 제시하려 한다. 이때 높은

탐지 정확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농작물 생육 모

니터링에중요한분광정보의손실이최소화하기위한

구름과구름그림자탐지기법을제시하려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지역

본연구에서는높은고도로구름과안개가자주나타

나는강원도강릉과태백의고랭지배추밭을대상으로

하였다. Fig. 1과 같이 위성영상에서 비교적 넓은 면적

으로나타나는대표적고랭지배추밭인강릉에안반덕,

Sentinel-2A/B 위성영상의 주기합성을 위한 구름 및 구름 그림자 탐지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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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s from the high altitude cabbage fields (a, b: August, 2021, c, d: September, 2021).

Fig. 1.  Distribution of study sites (http://www.google.co.kr/maps and Landsat 8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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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에매봉산, 귀네미밭이선택되었다. 본대상지역은

Fig. 2(a)와 같이 고랭지 배추 고유 작물만을 넓은 면적

으로 매년 재배하고 있으며, 매년 5월~7월에 심어져,

8~9월에수확이되고있다. 또한스마트팜맵의중첩된

영상(Fig. 1)과같이필지별파종, 생육상태, 수확상태가

매우다양하게나타난다. 실제 2021년 8월수행한현장

조사에서도필지별배추의크기및생육단계가매우다

양하게나타났으며, 필지별로배추밭의색이다르게나

타나는 것을 목측하였다(Fig. 2(a)). 따라서 정확한 필지

별생육모니터링을위해서는고해상도위성영상의활

용이필수적이다. 특히, 2021년 9월의현장조사에서는

Fig. 2(c)에서와같이무름병이발병해많은배추가수확

되지 못한 것이 관찰되었으며, Fig. 2(d)처럼 높은 지대

에구름이넓은면적으로머무르는것이관찰되었다.

2) 사용한 자료

고랭지 배추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위성영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Sentinel-2A/B영상을 사용하였다. 이는

향후개발될농림위성의분광밴드특성과가장유사한

위성이며(Table 1), 재방문주기도 5일로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다. 사용한 자료의 시기는 주기 합성 시 가장 문

제가 되는 자료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잦은

태풍과긴우기로구름의영향을많이받은 2020년자료

를사용하였으며, 이와비교하기위해평년과비슷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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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Sentinel-2A/B satellite (https://en.wikipedia.org/wiki/Sentinel-2)
Items Specifications

Satellite Sentinel-2A (23 June 2015) / B (7 March 2017)
Orbit Sun synchronous at 786 km altitude
Swath 290 km

Revisit cycle 5 days
Operator European Space Agency

Sentinel-2 bands Sentinel-2A Sentinel-2B Spatial resolution (m)
Band1-Coastal aerosol 442.7 442.2 60

Band2-Blue 492.4 492.1 10
Band3-Green 559.8 559.0 10
Band4-Red 664.6 664.9 10

Band5-Vegetation red edge 704.1 703.8 20
Band6-Vegetation red edge 740.5 739.1 20
Band7-Vegetation red edge 782.8 779.7 20

Band8-NIR 832.8 832.9 10
Band8A-Narrow NIR 864.7 864.0 20
Band9-Water vapour 945.1 943.2 60
Band10-SWIR-Cirrus 1373.5 1376.9 60

Band11-SWIR 1613.7 1610.4 20
Band12-SWIR 2202.4 2185.7 20

Table 2.  The data used in this study
Satellite/Sensor Product Date

Sentinel-2A/B MSI L1C

2019/05/20, 2019/06/09, 2019/06/19, 2019/06/24, 2019/07/04, 2019/07/09, 2019/08/03, 2019/08/08,
2019/09/07, 2019/09/12, 2019/09/17, 2019/10/07, 2019/10/27

2020/05/04, 2020/05/09, 2020/05/14, 2020/05/24, 2020/05/29, 2020/06/08, 2020/06/13, 2020/06/23,
2020/06/28, 2020/07/13, 2020/09/06, 2020/06/11, 2020/06/16, 2020/09/21, 2020/09/26, 2020/10/01,
2020/10/06, 2020/10/11, 2020/10/16, 2020/10/21, 2020/10/26, 2020/10/31

2021/05/09, 2021/05/14, 2021/05/19, 2021/05/29, 2021/06/08, 2021/06/13, 2021/06/18, 2021/06/23,
2021/06/28, 2021/07/03, 2021/07/08, 2021/07/13, 2021/07/18, 2021/07/23,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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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보인 2019년과 2021년자료도사용하였다. 고랭지

배추의생육주기를고려하여 2019년과 2020년은 5월부

터 10월까지자료를사용하였으며, 2021년은연구에사

용가능한 5~7월까지의영상을사용하였다(Table 2). 이

시기의 사용된 총 50개의 Sentinel-2A/B L1C영상은 미

국USGSEarthExplorer (https://earthexplorer.usgs.gov)에

서 제공받았으며, 배추밭의 정확한 경계 및 필지별 모

니터링을 위해 2020년에 갱신된 스마트팜맵(https://

www.data.go.kr/site)을사용하였다.

3) Sentinel-2A/B L2A의 구름과 구름 그림자 자료

2019년~2020년 Sentinel-2A/B L2A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연구에서는 Sentinel-2A/B L1C자료를제공받

아 ESA에서 제공하는 Sen2Cor 255 대기보정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L2A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영상대상지역이강원도산악지역이대부분으로, 에어

로졸모델은시골(rural)로선택하였고, 계절이 5월에서

10월로 중위도 여름으로 선택해 적용하였다. L2A자료

에는대기보정된반사율뿐만아니라, 다수의부가정보

(각도, 대기, 눈, 구름 정보 등)가 제공되는데 구름과 구

름 그림자 정보가 제공되는 Quality scene classification

(QSC) 레이어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본 레이어에

는총 12개분류등급이있으며, 이중본연구에서는구

름 그림자(화소값 3),높은 확률과 중간 확률로 분류된

구름(화소값 8, 9), 얇은 권운(화소값 10)의 정보만을 사

용하였다. 구름은가시광선, 열적외선밴드의반사율임

계치 필터링 기법을 이용해 탐지되며, 얇은 권운은

1.375 µm밴드(밴드 10)에반사율임계치를적용하여탐

지된다(https://sentinels.copernicus.eu/web/sentinel/tech

nical-guides/sentinel-2-msi/level-2a/algorithm). 이와함께

구름 그림자는 neural network와 지형학적 특징을 이용

한Kohonen map알고리즘을이용해탐지된다.

4) 주기 합성을 위한 Sentinel-2A/B영상의 구름 

및 구름 그림자 탐지 방법

본연구에서는최근구름및구름그림자의다양한탐

지분광척도중 Xiong등(2020)이제시한하이브리드다

중분광지수기반구름화소식별알고리즘을적용하여

보았다. GF-1 위성영상을대상으로개발된하이브리드

다중분광지수기반알고리즘에서는 3가지척도NDVI,

Whiteness, Haze-Optimized Tranformation (HOT)를적용

하였으나, 실제 본 연구지역의 Sentinel-2A/B반사율영

상에 적용한 결과 HOT척도만으로도 구름을 탐지할

수있었으며, NDVI와Whiteness척도는구름과밝은인

공물의구분이어려워본연구에서는사용하지않았다.

또한 그림자의 경우 Whiteness를 산출할 때 사용된 가

시 대역의 평균값(MeanVIS) 영상에서 잘 나타났다. 두

척도의임계치는본연구에사용된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Sentinel-2 자연색합성이미지를참고하여선정하

였다(Table 3). HOT영상에서는대부분의영상에서구

름탐지에일관된임계치가산출되었는데, 이임계치의

결정에있어구름과비슷한분광특성을나타내는밝은

인공물이 구름으로 오탐지 되지 않도록 선정되었다.

MeanVIS영상을 이용해 탐지된 구름 그림자의 경우 위

성영상의대기상황에임계치범위가다양하게나타났

는데, 전체적으로구름이많은영상에서는그임계치가

증가하였다. 또한영상전체적으로연무가심한경우그

림자 탐지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0.015~

0.025 반사율의범위에서구름그림자탐지가이뤄졌다.

본 연구에서는 구름 그림자 탐지 임계치 결정을 위해

0.015, 0.020, 0.025 임계치등급을나눠그림자탐지정확

도를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구름 그림자 뿐만 아니라

산악지역의 지형적 특징으로 발생하는 그림자가 오탐

지 되지 않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지형에 의한 그림자

지역이구름그림자로탐지되는경우, 분광정보의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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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spectral indexes for identifying cloud pixel
Usage Index Equations (References) Thresholds

Cloud detection
HOT

(Haze-Optimized
Transformation)

HOT = (ρblue – 0.5 × ρred – 0.08)
(Doninck and Tumisto, 2017) 0.05 < HOT

Cloud shadow
detection MeanVIS Band1 + Band2 + Band3Mean Vis = –––––––––––––––––––––

3

0 < MeanVIS < 0.025
(Thresholds from 0.015 to 0.025 
were applied in som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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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생할수있어, 임계치결정가매우중요하다. 본연

구는구름과그림자를정확하게탐지하기위한것이본

목적이아니라주기합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

므로임계값선정시스펙트럼정보의손실을최대한줄

이려고노력하였다.

5) 탐지 정확도 분석 방법

본연구에서는대상지역에대한 Sentinel-2A/B L2A에

서제공하는구름과구름그림자정보의정확도를분석

하였다. 이와함께본연구에서제시한HOT와MeanVIS

척도를 사용한 탐지 결과의 정확도도 분석하였다. 두

탐지 결과의 객관적 비교,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entinel-2A/B B2,B3,B4 자연색합성영상의육안판독을

통해 기준 참조자료를 제작하였다. 분석 시 구름, 얇은

권운, 구름 그림자 세 개의 등급으로 스크린 디지타이

징을수행하였다. 구름과얇은권운의경우지표물의반

사율이비춰지는유무를기준으로결정하였다. 이렇게

제작된참조자료를기준으로다양한탐지정확도척도

가본연구분석에사용되었다(Table 4).

3. 연구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매우다양한구름및그림자

의 분포 형태를 볼 수 있는데, 두꺼운 구름, 얇은 권운,

구름그림자가모두관찰되는경우(Fig. 3(a)), 얇은권운

이주로분포한경우(Fig. 3(b)), 두꺼운구름이가득한경

우(Fig. 3(c))로나눌수있다.

두꺼운 구름의 경우, 가시광선에서 높은 반사율로

인해, 다른 피복과 반사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

러나, 밝은 나지나 인공물이 구름으로 오탐지 되는 경

우가발생한다. Fig. 4(a)와 Fig. 4(b)을살펴보면 Sentinel-

2A/B의자체보조자료에서제공되는구름정보에서는

밝은 나지(노란색 점선 영역)가 구름으로 오탐지 되어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도심지의 밝은 콘크리

트도로가구름으로나타난것을볼수있다. 그에비해

주기 합성에 사용되는 HOT임계치를 통한 구름 마스

크(Fig. 4(c))를 살펴보면 나지 몇몇 화소에서만 오탐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도로에서는 오탐지되지 않은

것을볼수있다. HOT척도하나만으로오탐지율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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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ical indicators for evaluating cloud and shadow detection accuracy (Hu et al., 2020)
Index Equations Input parameters

Accuracy AC = TP + TN
TN + TP + FN + FP

– TP(True Positive): the number of pixels being detected into the
correct target

– TN(True Negative): the number of pixels that are correctly
recognised as non-target

– FN(False Negative): the number of target pixels being detected
into the wrong category

– FP(False Posivie): the number of pixels of a non-target category
being incorrectly detected as a target

Precision PR = TP
TP + FP

Recall RE = TP
TP + FN

F1 F1 = 2PR × RE
PR + RE

Fig. 3.  Sentinel-2A/B natural color composite images (a: May 14, 2020, b: May 24, 2020, c: July 13, 2020) of Gwinemi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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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두꺼운구름이잘탐지된것을볼수있다. 이와같

은 오탐지는 주기 합성 시 분광정보의 손실을 야기 시

킬수있다.

반면에 지표면이 비치는 얇은 권운의 경우, 본 주기

합성알고리즘에서는탐지대상으로두지않았는데, 이

는넓은영역으로분포하는연무와분광적구분을두기

어렵고, 이를정확한구름마스크로적용하기어렵기때

문이다. 또한주기합성시, HOT값이중요한인자로입

력되기 때문에 특별히 얇은 권운이나, 연무에 대한 정

보의 입력이 필요없다. Sentinel-2A/B부가 정보에서는

얇은권운정보를제공하는데, Fig. 5(a)와 Fig. 5(b)를비

교할때부분적으로탐지된것을볼수있다. 본HOT척

도를이용한결과에서는얇은구름은탐지되지않았다

(Fig. 5(d)).

구름그림자의경우, Sentinel-2A/B의부가정보에서

는원영상(Fig. 6(a))과비교할때최소한으로만탐지된

것을볼수있다(Fig. 6(b)). 이렇게최소한으로탐지되는

경우탐지정확도수치는증가하겠지만, 미탐지된영역

이넓어, 주기합성시입력되는그림자정보에대한신

뢰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에 비해 MeanVis의 임계치

를 적용한 경우 Fig. 6(c), Fig. 6(d), Fig. 6(e)에서와 같이

그림자가매우잘탐지된것을볼수있다. 임계치가증

가되면서 구름 그림자 탐지 영역이 넓어지나, 구름 그

림자가 아닌, 산악 지형에 의해 발생되는 그림자도 같

이 탐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탐지정확도와

오탐지율의적절한균형을이루는임계치의결정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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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entinel-2A/B natural color composite image, (b) cloud mask obtained from Sentinel-2A/B quality scene
classification layer, and (c) cloud mask from Sentinel-2A/B HOT index on July 28, 2021.

Fig. 5.  (a) Sentinel-2A/B natural color composite image, (b) thin cirrus mask, (c) cloud mask obtained from Sentinel-2A/B
quality scene classification layer, and (d) cloud mask from Sentinel-2A/B HOT index of Anbandeok fields on
September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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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요하다.

이와 함께 구름과 구름 그림자 탐지 정확도에 대한

정량적수치를분석하였다. Table 5와같이, 육안판독을

통한탐지결과를기준으로HOT와MeanVis척도기반

구름및구름그림자탐지결과, Sentinel-2A/B부가정보

의탐지정확도를비교하였다. 기본적으로구름탐지결

과는 Sentinel-2A/B의 탐지 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Precision 값은 HOT척도를이용한구름탐지알고리즘

이더높게나타났다. 이는정성적비교결과에서보듯이,

Sentinel-2A/B가 과탐지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얇은 권운의 경우 두꺼운 구름에 비해 탐지 정확

도가많이감소된것을볼수있다. 구름그림자의경우,

accuracy척도는두방법다비슷하게나타났으나, F1과

같은정확도척도에서는MeanVis척도를이용한결과가

Sentinel-2A/B의부가정보보다높게나타난다. 이는정

성적비교결과에서봤듯이, Sentinel-2A/B에서구름그

림자의 탐지 면적이 매우 작게 탐지되었기 때문이다.

MeanVis의 임계치가 커질 수록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악지역의 사면에 의한 그림자

가구름그림자로오탐지되기때문이다. 그러나, 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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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Sentinel-2A/B natural color composite image, (b) cloud shadow mask obtained through visual interpretation,
(c) cloud mask obtained from Sentinel-2A/B quality scene classification layer, (d) cloud shadow mask with
0.015, (e) 0.02, (f) 0.025 threshold values applied to the Sentinel-2A/B MeanVis image of Maebongsan fields
on May 29, 2021.

Table 5. Cloud and cloud shadow detection accuracies

Index
Sentinuel-2A/B QSC Sentinel-2A/B HOT & MeanVis

Thin cirrus Cloud Cloud shadow Cloud
Cloud shadow (Thresholds of MeanVis)
0.015 0.020 0.025

Accuracy 0.867 0.918 0.958 0.793 0.930 0.916 0.868
Precision 0.732 0.882 0.785 0.906 0.054 0.064 0.052
Recall 0.367 0.940 0.025 0.596 0.045 0.080 0.133
F1 0.489 0.910 0.048 0.719 0.049 0.071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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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그림자와 사면에 의한 그림자의 차이가 MeanVis

척도의임계치에의해구분될수있다는결과를확보하

였다. 정성, 정량적분석결과MeanVis의임계치는 0.015

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구름 그림자는 그 탐

지가 어려워 구름 탐지 기법에 비해 많은 개발이 되지

않았으며, 사면에의한그림자와의구분등아직까지높

은정확도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Fig. 7은 HOT와MeanVis척도를이용한구름과구름

그림자 정보를 이용해 월별 주기합성한 Sentinel-2A/B

NDVI영상을보여주고있다. 결과를보면월별식생지

수가증가하는것을잘볼수있다.

4. 결론

생육주기가짧고, 미묘한분광정보의차이가중요한

의미를가지는농작물모니터링을위한주기합성에서

구름과 구름 그림자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름

이자주발생되는고랭지지역에서배추의정확한생육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현재 공식적으로

Sentinel-2A/B 위성영상과 함께 제공되고 있는 구름 정

보는탐지정확도가높으나, 밝은인공물을구름으로오

탐지되는경우가발견되었다. 오탐지되는결과는주기

합성시분광정보의손실을야기하므로, 농업활용을위

한주기합성에문제가될수있다. 본연구에서제시한

HOT와 MeanVis 척도에 임계치를 적용한 알고리즘은

상대적으로탐지정확도는낮으나, 오탐지를줄여분광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구름 그림자 탐지

알고리즘은 지형에 의해 발생되는 그림자와의 구분이

가능해분광정보의손실을줄였다. 또한단순한분광척

도에단일임계치를적용하는방식으로그알고리즘자

체가간단하고, 계산량이적다는장점이있다. 임계치가

고랭지배추밭을대상으로 3년의 Sentinel-2A/B에만제

한적으로결정된결과이기때문에, 향후다양한농경지

와 보다 많은 시계열 자료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함

께본구름과구름그림자탐지결과가주기합성시정

량적으로얼마나활용성이있는지도추가연구로진행

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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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ntinel-2A/B monthly composite NDVI images of May (a), June (b), July (c), 2021 of Gwinemi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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