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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 및 Landsat 위성영상의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 기반 
토지 피복 분류의 사례 연구

김예슬 1)†

A Case Study of Land-cover Classification Based on Multi-resolution 
Data Fusion of MODIS and Landsat Satellite Images

Yeseul Kim 1)†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applicability of multi-resolution data fusion for land-cover
classification. In the applicability evaluation, a spatial time-series geostatistical deconvolution/fusion
model (STGDFM) was applied as a multi-resolution data fusion model. The study area was selected as
some agricultural lands in Iowa State, United States. As input data for multi-resolution data fusion,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and Landsat satellite images were used
considering the landscape of study area. Based on this, synthetic Landsat images were generated at the
missing date of Landsat images by applying STGDFM. Then, land-cover classification was performed
using both the acquired Landsat images and the STGDFM fusion results as input data. In particular,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multi-resolution data fusion, two classification results using only Landsat
images and using both Landsat images and fusion results were compared and evaluated. As a result, in
the classification result using only Landsat images, the mixed patterns were prominent in the corn and
soybean cultivation areas, which are the main land-cover type in study area. In addition, the mixed
patterns between land-cover types of vegetation such as hay and grain areas and grass areas were
presented to be large. On the other hand, in the classification result using both Landsat images and fusion
results, these mixed patterns between land-cover types of vegetation as well as corn and soybean were
greatly alleviated. Due to this,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as improved by about 20%p in the
classification result using both Landsat images and fusion results. It was considered that the missing of
the Landsat images could be compensated for by reflecting the time-series spectral information of the
MODIS images in the fusion results through STGDFM. This study confirmed that multi-resolution data
fusion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land-cover classification.
Key Words: Land-cover classification, Data fusion, Geostatistics, MODIS, Landsat

Received November 1, 2022; Revised November 9, 2022; Accepted November 15, 2022; Published online December 12, 2022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선임연구원(Senior Researcher, National Satellite Operation & Application Center,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Daejeon,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Yeseul Kim (kimys@kari.re.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035 –

https://orcid.org/0000-0002-1491-5426
https://orcid.org/0000-0002-1491-5426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1. 서론

원격탐사자료를이용한토지피복분류에는광역규

모에서주기적으로자료를획득할수있는위성영상이

주요 입력자료로 활용되고 있다(Kown et al., 2021; Ye,

2021; Kwak and Park, 2022). 특히 농경지, 도심지, 산림,

수계등다양한토지피복의유형을구분하기위해서는

단일시기에서획득한위성영상의분광정보만을이용

하는것보다다중시기에서획득한위성영상을이용해

분광 및 시간 정보를 분류에 결합하는 것이 유리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8; Kwak and Park, 2019;

Yang et al., 2020). 그러나 단일 센서로부터 획득한 위성

영상은 trade-off로 인해 토지 피복 분류에 적합한 시간

혹은 공간 해상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Pelletier et al.,

2016; Park et al., 2021; Karagiannopoulou et al., 2022). 다시

말해서좁은영역에서다양한토지피복유형을구분해

야한다면상대적으로높은공간해상도의위성영상을

분류의입력자료로활용해야한다. 그러나고해상도위

성영상은낮은획득주기를갖기때문에유사한시계열

분광 정보를 갖는 피복 유형 간의 혼재가 나타날 가능

성이 높다. 반대로 높은 시간 해상도의 위성영상을 이

용해 시계열 분광 정보를 기반으로 피복 유형 간의 구

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시간 해상도의

위성영상은상대적으로공간해상도가낮기때문에좁

은영역에서의분류를수행하는데한계를갖는다.

토지피복분류에서단일센서의위성영상이갖는한

계를보완하기위해다중해상도자료융합을적용할수

있다. 여기서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은 다중 센서의 위

성영상이갖는해상도의보완적특성을결합해목표하

는시간및공간해상도에서가상의위성영상을생성하

는기술을의미한다(Park et al., 2019; Ghamisi et al., 2019).

이를 위해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은 공간 해상도는 낮

지만 시간 해상도가 높은 자료(Low Spatial-resolution

data with High Temporal-resolution, LSHT data)와반대로

공간 해상도가 높지만 시간 해상도가 낮은 자료(High

Spatial-resolution data with Low Temporal-resolution,

HSLT data)를입력자료로사용한다. 그리고동일시기

에서획득한 LSHT자료와HSLT자료의모델링을통해

HSLT자료가결측된시기에서가상의HSLT자료를생

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LSHT자료와 HSLT자료의 모

델링방법에따라가중결합기반의융합모델(Gao et al.,

2006; Zhu et al., 2010), 학습기반의융합모델(Huang and

Song, 2012; Song and Huang, 2013), 지구통계 기반의 융

합모델(Kim et al., 2020) 등다양한융합모델이개발및

제안되어 왔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중 시기에서 융

합 결과를 높은 예측 정확도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지

만, 융합결과를시계열변화탐지, 식생모니터링, 토지

피복분류등의입력자료로직접적으로활용한사례는

거의없는실정이다(Jin et al., 2017; Kim et al., 2019).

이와관련하여이연구에서는토지피복분류를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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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연구에서는토지피복분류를위한다중해상도자료융합의적용성을평가하였다. 여기서다중해상
도 자료 융합 모델로는 spatial time-series geostatistical deconvolution/fusion model (STGDFM)을 적용하였다. 연
구지역은미국 Iowa 주의일부농경지역으로선정하였으며, 대상지역의규모를고려해다중해상도자료융
합의입력자료로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및 Landsat 영상을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TGDFM 적용해 Landsat 영상이 결측된 시기에서 가상의 Landsat 영상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획득
한 Landsat 영상과함께 STGDFM의융합결과를입력자료로사용해토지피복분류를수행하였다. 특히다중
해상도자료융합의적용성평가를위해획득한 Landsat 영상만을이용한분류결과와 Landsat 영상및융합결
과를모두이용한분류결과를비교평가하였다. 그결과, Landsat 영상만을이용한분류결과에서는대상지역
의주요토지피복인옥수수와콩재배지에서혼재양상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또한건초및곡물지역과초
지지역등식생피복간의혼재양상도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Landsat 영상및융합결과를이용한분류결
과에서는 옥수수와 콩 재배지의 혼재 양상과 식생 피복 간의 혼재 양상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Landsat 영상및융합결과를이용한분류결과에서분류정확도가약 20%p 향상되었다. 이는 STGDFM을통해
MODIS 영상이갖는시계열분광정보를융합결과에반영하면서 Landsat 영상의결측을보완할수있었고, 이
러한시계열분광정보가분류과정에결합되면서오분류를크게줄일수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결
과를통해토지피복분류에다중해상도자료융합이효과적으로적용될수있음을확인하였다.



다중해상도자료융합의적용성평가를수행하였다. 이

를위해먼저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위성영상과 Landsat위성영상을 이용해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을 수행하였다. 자료 융합을 통해

Landsat영상의공간해상도에서토지피복분류를위한

다중시기위성영상을생성하였다. 생성한다중시기위

성영상을입력자료로활용해토지피복분류를수행하

였다. 분류에서다중시기위성영상의가용여부에따른

영향을살펴보기위해시계열분광정보의차이가크게

나타나는농경지, 산림, 초지등식생피복이넓게분포

하는지역을대상지역으로선정하였다. 이를바탕으로

일부시기에서획득한 Landsat영상만을이용한분류와

다중 시기에서 획득한 Landsat영상 및 융합 결과를 이

용한분류를비교해토지피복분류에서다중해상도자

료융합의적용성을평가하였다.

2.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 모델

이 연구에서는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 모델로 Kim

et al. (2020)이 제안한 spatial time-series geostatistical

deconvolution/fusion model (STGDFM)을 적용하였다.

STGDFM은 LSHT자료와HSLT자료의융합을위해 1)

저해상도시계열경향성분모델링, 2) 고해상도시공간

경향성분추정, 3) 고해상도잔차성분추정의세단계의

세부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융합 결과

로 고해상도에서 추정된 경향성분과 잔차성분을 결합

해 높은 공간 및 시간 해상도를 갖는 가상의 자료를 생

성한다.

STGDFM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LSHT자료로부터

저해상도 시계열 경향성분을 모델링한다. 이 과정은

LSHT자료로부터 시간에 따른 예측 속성의 변화 추세

를 정량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STGDFM은

시공간 지구통계학 모델인 공간 시계열 모델링(spatial

time-series modeling)을 적용한다(Kyriakidis and Journel,

2001). 공간시계열모델링은경향성, 주기성, 계절성등

의시계열자료가갖는특성의유무와관계없이시계열

경향성분 모델링이 가능하다(Kyriakidis and Journel,

2001; Kyriakidis et al., 2004). 공간시계열모델링은각저

해상도화소의시계열값과기본시계열요소(basis time-

series elements)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시계열 경향성분

을 모델링한다. 여기서 기본 시계열 요소는 공간적 위

치와무관하게대상지역에서물리적해석이가능한시

계열 값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STGDFM은 피복

에 따라 시계열 반사율 값의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하

여 대상 지역의 주요 토지 피복별 시계열 반사율의 평

균을 기본 시계열 요소로 정의한다. 다음 기본 시계열

요소와각화소의시계열반사율값의관계성을추정하

기위해비모수적기계학습모델인랜덤포레스트를적

용한다. 추정된관계성을기반으로 STGDFM은저해상

도각화소에서시계열경향성분을모델링한다.

다음은 LSHT자료의 공간 해상도에서 모델링한 시

계열 경향성분을 HSLT자료의 공간 해상도에서 추정

하는단계를적용한다. 저해상도시계열경향성분을고

해상도시공간경향성분으로추정하기위해 STGDFM

은 공간 분해능 행렬을 계산하고 이를 적용한다. 여기

서 분해능 행렬은 동일 시기에서 획득한 LSHT자료와

HSLT자료간의선형관계식을행렬형태로정의한것

이다. 이분해능행렬은컨볼루션행렬과디컨볼루션행

렬이 있는데(Xue et al., 2017), STGDFM은 저해상도 자

료를고해상도자료로변환하기때문에디컨볼루션행

렬을 분해능 행렬로 추정해 적용한다(Kim et al., 2020).

예측시기에서는참값의 HSLT자료가없기때문에디

컨볼루션 행렬을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STGDFM은

동일 시기에서 획득한 LSHT및 HSLT자료로부터 정

의된디컨볼루션행렬의가중결합을통해예측시기에

서의디컨볼루션행렬을추정한다. 여기서가중치는예

측 시기와 LSHT및 HSLT자료의 동시 획득 시기에서

모델링한저해상도시계열경향성분간의상관성을통

해계산된다. 즉, 두시기사이에서획득한저해상도시

계열경향성분의상관성을계산하고상관성이높은시

기에서정의된디컨볼루션행렬에높은가중치를할당

한다. 이를바탕으로시기별디컨볼루션행렬의가중결

합을통해예측시기에서디컨볼루션행렬을추정한다.

그리고추정된디컨볼루션행렬은예측시기의저해상

도시계열경향성분에적용하여고해상도시공간경향

성분을추정한다.

앞서 추정한 고해상도 시공간 경향성분은 획득한

LSHT및HSLT자료의시공간모델링의결과로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 속성에는 입력 자료의 시공간 모

MODIS 및 Landsat 위성영상의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 기반 토지 피복 분류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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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잔여 속성이 존재할 수 있고,

이는예측속성의잔차성분으로간주할수있다(Kim et

al., 2020). STGDFM은예측속성을모두고려하기위해

경향성분과 함께 이러한 잔차성분을 고해상도에서 추

정하여 고해상도 시공간 경향성분과 결합함으로써 최

종 융합 결과로 생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해상도 시

공간경향성분을대상으로Gaussian kernel기반의 Point

Spread Function (PSF)를 적용해 저해상도로 업스케일

링한다. 업스케일링한경향성분을예측시기에서획득

한 LSHT자료와의차이를통해저해상도에서잔차성분

을계산한다. 그리고저해상도잔차성분을대상으로지

구통계기반의공간상세화기법인 area-to-point kriging

(ATPK)를 적용한다(Kyriakidis, 2004). ATPK를 기반으

로고해상도에서추정한잔차성분을앞서추정한고해

상도시공간경향성분과결합하여 STGDFM의자료융

합결과를생성한다(Kim et al., 2020).

3. 방법론

1) 대상 지역 및 사용 자료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 결과를 기반으로 토지 피복

분류를수행하기위해이연구에서는미국 Corn Belt에

위치한아이오와주일부지역을대상지역으로선정하

였다(Fig. 1). 대상지역은약 22 × 22 km범위로선정하였

으며, Fig. 1과같이주요토지피복은작물재배지로여기

에는옥수수와콩을주요작물로재배하고있다. 주요작

물인옥수수와콩은일반적으로 4월에서 5월사이에파

종하고, 8월에서 9월 사이에 수확한다(Shen et al., 2022).

두작물은수확전인 7월에서 8월사이에가장높은식생

활력도를보이며, 옥수수보다콩의수확이더늦게이루

어진다. 작물재배지외에도대상지역은건초, 산림, 도

심지, 수계지역 등 다양한 토지 피복으로 구성되어 있

다(Fig. 1).

이연구에서는대상지역의공간규모와다양한토지

피복의구성을고려해다중해상도자료융합의입력자

료로MODIS및Landsat위성영상을사용하였으며, 영상

의제원은 Table 1과같다. 여기에는주요작물인옥수수

와콩의파종및수확시기를고려해 Table 2와같이 2018

년 3월부터 10월까지구름이없는 14장의MODIS영상

과 2장의 Landsat영상을수집하였다. 수집한MODIS영

상은MOD09GQ산출물로적색(Red) 및근적외선(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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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study area with a Cropland Data Layer (CDL) in 2018.

Table 1.  Summary of MODIS and Landsat images as
input data for data fusion

Satellite MODIS Landsat

Product MOD09GQ Landsat-7 ETM+
Collection 2 Level 2

Spatial resolution
250 m

(Resampled 
to 240 m)

30 m

Temporal resolution Daily 16-day

Band
width

Red channel 620–670 µm 630–690 µm
NIR channel 841–876 µm 780–900 µm



Infrared, NIR) 채널에서 일별 반사율 정보를 제공한다

(U.S. Geological Survey, 2022b).

Landsat 영상은 Landsat-7 ETM+ 영상으로 scan line

corrector 장비 고장(SLC-off)의 영향이 없는 영역에서

입력 자료를 구성하였다. MODIS의 반사율 산출물을

입력자료로사용하기때문에 Landsat영상도반사율산

출물을 사용하였으며(Table 1), 여기에는 미국 USGS에

서제공하는반사율자료인 Landsat-7 ETM+ Collection

2 Level-2를 사용하였다(U.S. Geological Survey, 2022a).

앞서언급한바와같이사용된MODIS영상은적색및

근적외선 채널의 반사율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Landsat영상에서도적색및근적외선채널자료만을입

력 자료로 사용하였다. 획득한 MODIS영상과 Landsat

영상의공간해상도비율을정수로맞추어자료융합에

입력해야한다. 이를위해전처리과정으로획득한 14개

MODIS영상의공간해상도를 240 m로 resampling하였

으며, 여기에는최근린(nearest neighboring) 기법을적용

하였다.

다중해상도의위성영상과함께이연구에서적용한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 모델인 STGDFM은 낮은 공간

해상도에서획득한토지피복도를입력자료로사용한

다(Kim et al., 2020). 이를 위해 미국 USDA에서 제작 및

제공하는CroplandData Layer (CDL)를사용하였다(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22). CDL은 다양한 작물

과 산림, 도심지, 수계지역, 초지 등 총 256개의 항목으

로구성된연단위토지피복도이다(Lark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의 주요 피복 항목인 옥수수, 콩,

건초, 산림, 수계지역, 도심지, 초지 등의 7개 항목으로

CDL자료의속성을재할당하여사용하였다(Fig. 1).

또한 30 m의공간해상도로제공되는 CDL자료를우

선획득하고, 이를 STGDFM에입력하기위해CDL의원

본해상도를 240 m의공간해상도로변환하였다. 여기서

240 m의공간해상도는 STGDFM에입력된MODIS영

상의공간해상도와동일하다(Table 1). CDL자료의공

간 해상도를 변환하기 위해 240 m화소 안에 포함되는

CDL자료의 모든 속성을 비율로 계산하고, 높은 비율

을갖는속성을해당화소의속성으로할당하는방식을

적용하였다. CDL자료를 STGDFM의 입력 자료로 사

용함과동시에이연구에서는자료융합의활용성평가

를 위한 분류 정확도의 검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융합기반의분류결과는 Landsat영상의공간해상도에

서생성되기때문에분류정확도평가에는 30 m의 CDL

자료를검증자료로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이연구는크게두단계로실험을수행하였는데(Fig. 2),

먼저첫번째단계에서는획득한MODIS및Landsat영상

을대상으로다중해상도자료융합을위한 STGDFM을

적용하였다. STGDFM을 적용하면 Table 1에서 Landsat

영상이 결측된, 즉 MODIS영상만 획득된 12개 시기에

MODIS 및 Landsat 위성영상의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 기반 토지 피복 분류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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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quisition dates of MODIS and Landsat images used in this study
No. 1 2 3 4 5 6 7
Date Mar. 3, 3018 Apr. 7 Apr. 23* May 26 Jun. 16 Jul. 2 Jul. 12
No. 8 9 10 11 12 13 14
Date Jul. 20 Aug. 13 Aug. 29* Sept. 11 Sept. 22 Oct. 16 Oct. 28

MODIS images were acquired at all dates.
Landsat images were acquired at the dates with underline.
* The dates with underline mean acquired dates of simultaneously MODIS and Landsat images.

Fig. 2.  Flow chart of this study. The grey rectangles with x
indicate no HSLT data at prediction dates. The grey
rectangles without x indicate the fusion results.



서가상의 Landsat영상이생성된다. 다음두번째단계

에서는자료융합을통해생성한가상의 Landsat영상과

획득한 Landsat영상을분류의입력자료로사용해토지

피복 분류를 적용하였다. 특히 토지 피복 분류를 위한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1)

두 시기에서 획득한 Landsat영상 기반 토지 피복 분류

결과와 (2) 두시기에서획득한 Landsat및융합결과기

반토지피복분류결과를비교및분석하였다.

실험의첫번째단계인 STGDFM을적용하기위해본

연구에서구성한입력자료는다음과같다. 먼저 Table 2

에제시된영상의획득시기에서MODIS및 Landsat영

상을 동시에 수집한 4월 23일과 8월 29일을 pair date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air date에 획득한 MODIS

및 Landsat 영상을 pair data로 사용하였다 . 그리고

MODIS영상만을획득한나머지 12개시기를 STGDFM

의 예측 시기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TGDFM

의자료융합결과인가상의 Landsat영상은MODIS영

상만획득한 12개시기에서생성된다.

이연구에서는예측시기에서획득한참값의 Landsat

영상이부재하기때문에예측시기에서MODIS영상기

반 NDVI자료와융합결과기반 NDVI자료를시각적

으로비교및평가하였다. 또한 Landsat영상및융합결

과기반의NDVI자료와MODIS영상기반의NDVI자

료간의시계열양상이정량적으로유사한지를확인하

기위해토지피복별로두시계열NDVI값의교차상관

성과비유사도를계산해비교하였다. 이를위해특정토

지피복 n항목에서MODIS영상기반의시계열NDVI

값을 xn,t로 정의하고 Landsat영상 및 융합 결과 기반의

시계열 NDVI값을 yn,t로 정의한 후 식(1)과 (2)를 통해

각각 교차상관성(Corn(xn,t, yn,t))과 비유사도(Dcorn(xn,t,
yn,t))를계산하였다(Montero and Vilar, 2014):

Corn(xn,t, yn,t ) = (1)

Dcorn(xn,t, yn,t) =            (2)

여기서 T는MODIS영상을획득한시기를의미한다. 또

한 교차상관성은 1에 가까울수록 비유사도가 낮은 값

일수록두시계열값의유사도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교차상관성과비유사도를계산하기위해서는두자

료 간의 해상도 차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CDL자료를 240 m로업스케일링하는과정에서계산된

모든토지피복별비율자료를이용하였다. 즉, 240 m화

소 안에 포함되는 토지 피복별 비율이 100%인 위치에

서만NDVI값을시계열로추출하였다. 따라서동일위

치에서 추출한 MODIS영상 기반 NDVI값과 Landsat

영상및융합결과기반NDVI값의교차상관성및비유

사도를토지피복별로계산하였다.

실험의두번째단계에서는자료융합결과를기반으

로 토지 피복 분류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

융합 결과를 적색 및 근적외선 채널에서 생성하며, 입

력 자료의 효율성을 위해 토지 피복 분류의 입력 자료

는적색및근적외선채널을기반으로생성한정규식생

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사

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 피복 분류의 입력 자료

는 (1) 4월 23일과 8월 29일에서 획득한 NDVI 영상과

(2) 3월부터 10월까지 14개 시기에서 획득 및 생성한

NDVI영상으로구성하였다.

토지 피복 분류를 위한 훈련 자료는 CDL자료로부

터 추출하였다. 훈련 자료는 대상 지역의 피복별 비율

을고려해 Table 3과같이추출하였으며, 추출된훈련자

료는 전체 화소의 4.5%에 해당된다. 토지 피복 분류에

는랜덤포레스트분류기를적용하였다. CDL자료에서

추출된훈련자료를제외한나머지화소는분류정확도

평가를위한검증자료로사용하였다(Table 3).

4. 결과 및 토의

1)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 결과

먼저 예측 시기에서 MODIS영상 기반 NDVI자료

∑T
t=1(xn,t – –xn,t) ∑T

t=1(yn,t – –yn,t)
∑T

t=1(xn,t – –xn,t)2 ∑T
t=1(yn,t – –yn,t)2

2(1 – Corn(xn,t, 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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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mber of training and validation datasets
Class No. of training data No. of validation data
Corn 11,500 214,562

Soybeans 7,000 132,037
Hay & Grains 400 17,245

Forest 400 17,592
Water & Wetlands 150 6,381

Urban areas 2,000 42,319
Grass 3,000 87,098
Total 24,450 517,234



와융합결과기반 NDVI자료를시각적으로비교하였

다(Fig. 3). 여기에는토지피복별NDVI값의시간적변

화를 살펴보기 위해 pair date에서 획득한 MODIS 및

Landsat영상기반NDVI자료도함께비교하였다. 먼저

Fig. 3에서 Landsat 영상 기반 NDVI 자료와 STGDFM

융합결과기반NDVI자료의시간적변화를살펴보면,

다중 시기 MODIS영상 기반 NDVI자료의 시간적 변

화와유사한양상을확인할수있다. 특히 STGDFM융

합결과기반NDVI자료를살펴보면 Landsat영상의공

간해상도에서MODIS영상기반NDVI자료의양상을

잘반영한것으로나타났다.

Fig. 3에서 시기별 NDVI자료를 비교해 살펴보면, 4

월에는대상지역의주요피복인식생의활력도가낮기

때문에전반적으로낮은NDVI값을보이고있다. 이후

7월및 8월에는대상지역의주요피복인옥수수와콩이

수확되기전가장높은식생활력도를바탕으로높은값

의NDVI를보였다. 반대로식생피복이아닌수계및도

심지역에서는낮은값의 NDVI를보이고있다. 그리고

옥수수와콩을대부분수확하는시기인 9월에서는비교

적NDVI값이떨어진것을확인할수있다(Fig. 3).

두 시계열 NDVI값의 교차상관성과 비유사도를 계

산한결과는 Table 4에제시하였다. 모든토지피복에서

0.9 이상의교차상관성을보이며두시계열NDVI값이

유사한것을확인할수있다. 비유사도를살펴보면대부

분 0에가까운값을보이며두시계열값의유사도가높

은것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 STGDFM이MODIS

영상의시계열정보를 Landsat영상의공간해상도에서

예측한결과에잘반영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

수계 및 도심지역에서 각각 0.1과 0.3 이상의 비유사도

값을보이며상대적으로유사성이떨어지는것으로나

타났다.

이를분석하기위해 Figs. 1 and 3를함께살펴보면, 대

상 지역에서 수계지역은 습지(wetlands)를 포함하고 있

고 도심지역은 조경을 위해 나무, 잔디 등의 식생 피복

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토지 피복 항목으로

분류되어있지만MODIS영상의공간해상도인 240 m

MODIS 및 Landsat 위성영상의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 기반 토지 피복 분류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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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isual comparison of MODIS NDVI images, Landsat NDVI images, and STGDFM NDVI results at multiple dates.
The data with black lines mean the pair data and the data with black dotted lines mean the data acquired at
prediction dates.

Table 4.  Cross correlation and dissimilarity for two time-
series NDVI values

Class Cross correlation Dissimilarity
Corn 1.000 0.0093

Soybeans 1.000 0.0197
Hay & Grains 0.999 0.0522

Forest 0.999 0.0533
Water & Wetlands 0.994 0.1119

Urban areas 0.930 0.3746
Grass 0.998 0.0582



화소 안에서 물 혹은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단일 피복

만포함된것이아니라식생피복이함께포함되었을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당 토지 피복에서는

MODIS영상 기반의 시계열 NDVI값과 Landsat영상

및융합결과기반의시계열NDVI값에서유사도가저

하된것으로판단된다.

2) 토지 피복 분류 결과

다음은 (1) Landsat영상 기반 두 시기 NDVI자료와

(2) Landsat 영상 및 STGDFM 융합 결과 기반 시계열

NDVI자료를이용해토지피복분류를수행하였다(Fig.

4). 먼저 두 시기에서 획득한 Landsat영상 기반 NDVI

자료를 이용한 분류 결과, 화소 기반 분류에서 주로 나

타나는 salt-and-pepper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특

히 참조 자료인 CDL자료와 비교했을 때, 대상 지역의

주요토지피복항목인농경지에서콩재배지역이옥수

수 재배지역으로 오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Landsat영상과 STGDFM융합 결과를 함께 입력 자료

로사용한분류결과에서는이러한옥수수와콩의혼재

양상이크게완화된것으로나타났다(Fig. 4).

이러한결과는분류결과를확대해서비교한 Fig. 5에

서도확인할수있다. 두시기의 Landsat영상만을이용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8, No.6-1, 2022

– 1042 –

Fig. 5.  Visual comparison of two classification results in two subareas. The results with black line are zoomed in subarea
A. The results with dotted black line are zoomed in subarea B.

Fig. 4.  Visual comparison of two classification results and reference data.



한 분류 결과에서는 옥수수와 콩의 혼재로 salt-and-

pepper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콩재배필지양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andsat

영상과융합결과를입력자료로사용한분류결과에서

는 옥수수와 콩의 혼재 양상이 완화되면서 콩 재배 필

지양상이잘반영된것을확인할수있다. 주요토지피

복항목인농경지역외에도 Landsat영상만을이용한분

류 결과에서 건초 및 곡물 지역이 옥수수 재배지 혹은

초지로오분류되었다. 또한대상지역에서우상단에위

치한도심지역이초지로오분류된것으로나타났다. 반

면 이러한 오분류 양상이 STGDFM융합 결과를 함께

입력자료로사용한분류결과에서크게완화된것을확

인할수있다.

먼저 도심 지역의 오분류 양상을 분석해 보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 지역에 위치한 도심 지역은 조

경을위해나무, 잔디등의식생피복을포함하고있다.

Fig. 3에서 입력 자료로 사용한 4월 23일과 8월 29일의

Landsat영상을살펴보면, 같은도심지역이라하더라도

식생피복과인공구조물피복에서나타나는 NDVI값

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월 23일의 Landsat

영상을살펴보면, 도심지역의식생피복과초지에서유

사한NDVI값을보이고있다. 이러한영향으로두시기

의 Landsat영상만을이용한분류결과에서도심지역이

초지로오분류된것으로보인다.

두 분류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피

복에서시계열 NDVI값을비교하기위해두시기에서

획득한 Landsat영상과 12개시기에서예측한 STGDFM

의융합결과로부터토지피복별시계열NDVI변화양

상을 살펴보았다(Fig. 6). Landsat영상을 획득한 4월 23

일과 8월 29일에서 옥수수와 콩의 NDVI값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시기에서 획득한

Landsat영상기반의분류결과에서옥수수와콩의혼재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월

23일과 8월 29일에서 건초 및 곡물 지역의 NDVI값이

초지의NDVI값과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Landsat영

상을획득한시기에서두피복사이간의유사한NDVI

값을 갖기 때문에 분류 결과에서 두 항목 간의 혼재가

발생한것으로보인다.

반면 Fig. 6과같이 14개시기에서시계열NDVI를살

펴보면, 옥수수와콩의NDVI값이옥수수의파종직후

인 6월 12일과 옥수수와 콩의 수확 직후인 9월 22일에

서차이를보였다. 또한건초및곡물지역과초지지역

간의NDVI값은다른시기와비교했을때 10월 16일과

10월 28일에서차이를보였다. 결과적으로이러한토지

피복별다중시기분광정보를분류에결합하기때문에

Landsat영상 및 STGDFM융합 결과 기반의 분류에서

혼재 양상이 완화된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식생을 포함하는 토지 피복에서 다중

시기 분광 정보의 결합으로 혼재가 크게 완화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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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lass-wise time-series NDVI profiles extracted from 2 Landsat images and 12 STGDFM fusion results.
Two black arrows indicate the acquisition dates of Landsat images.



다음 두 분류 결과의 시각적 비교와 함께 정량적 평

가를 위해 정확도를 계산해 비교하였다(Table 5). 정량

적평가를위한정확도에는전체정확도와분류항목별

사용자정확도를계산하였다. 먼저전체정확도를비교

해 보면 두 시기의 Landsat영상만을 이용한 분류 결과

에서는 56.71%의 비교적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반면

Landsat영상과 STGDFM융합 결과를 이용한 분류 결

과에서는 71.69%로 전체 정확도가 14.98%p향상되었

다. 정확도의향상은 Table 5와같이모든분류항목에서

정확도가크게향상된영향으로판단된다. 특히분류항

목중에서도대상지역의주요토지피복인옥수수와콩

재배지에서각각 13.16%p및 20.97%p의정확도향상을

보이면서전체정확도가크게향상된것으로보인다. 두

분류결과의시각적및정량적분석을통해위성영상의

결측으로다중시기의분광정보획득이어려운경우다

중해상도자료융합을통해위성영상의결측을보완함

으로써토지피복분류의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다는

것을확인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토지 피복 분류를 위한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의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토지 피

복분류의정확성을향상시키기위해다중시기위성영

상의획득을목적으로지구통계기반의다중해상도자

료 융합 모델인 STGDFM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

를 위해 미국 Iowa 주의 일부 농경지역을 대상으로

MODIS및 Landsat영상을이용한다중해상도자료융

합 기반의 토지 피복 분류를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다

중해상도자료융합의적용성을평가하기위해일부시

기에서획득한 Landsat영상만을이용한분류결과와다

중시기 Landsat영상및 STGDFM융합결과를이용한

분류결과를비교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일부 시기에서 획득한 Landsat영상만을

이용한분류결과에서는분류항목간의혼재가두드러

졌다. 특히 옥수수 및 콩 재배지역, 초지, 건초 및 곡물

지역 등 식생을 포함하는 토지 피복 간의 혼재 양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TGDFM융합 결과를 입력

자료로함께사용한토지피복분류결과에서는이러한

오분류 양상이 완화되면서 약 20%p의 분류 정확도 향

상을 보였다. STGDFM융합을 통해 다중 시기에서 획

득한 MODIS영상의 시계열 분광 정보를 유지하면서

Landsat영상의 결측을 보완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계열분광정보를분류과정에결합하면서토지피복

간의혼재특히, 식생피복간의혼재양상을크게완화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토지 피복 분류 뿐만 아니라 변화 탐지, 작황 모니터링

등다중시기위성영상을입력자료로활용하는연구에

다중해상도자료융합이효과적으로적용될수있을것

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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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accuracy for two classification results

(Unit: %) Classification result using 
Landsat images

Classification result using Landsat 
images and STGDFM results

Overall accuracy 56.71 71.69

User’s accuracy

Corn 60.72 73.88
Soybeans 58.16 79.13

Hay & Grains 19.92 65.11
Forest 42.99 61.43

Water & Wetlands 52.03 86.50
Urban areas 34.56 55.99

Grass 56.61 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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