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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rface observation probability system (SOPS) of the Korea Multi-Purpose Satellite (KOMPSAT) has been devel-
oped based on the climatological distribution of cloud coverage and the expected passage of satellite orbit. While the 
optical camera loaded on KOMPSAT series has been operated with the purpose of observing earth's surface, it cannot 
see the surface when an obstacle (i.e., cloud) exists between them. In the present study, cloud information of International 
Satellite Cloud Climatology Project incorporates into high resolution grid of the KOMPSAT-3 orb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MPSAT SOP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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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2006년 7월 28일에 다목적실용위성 (Korea 
Multi-Purpose Satellite; KOMPSAT) 2호가 성공적으

로 발사되었다. 한달 후 8월말 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

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첫 시험영상인 백두

산 천지 사진을 공개하였다. 일반인에게 아리랑위성 2
호로 더 많이 알려진 이 위성의 영상은 백두산에 서식

하는 식물 분포를 식별하고, 한강대교를 지나는 차가 

버스인지 승용차인지를 구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

하다. 현재까지 이정도로 세밀한 지상관측영상을 얻을 

수 있는 위성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등 위성선진국 뿐이다. 이번 다목적실용위성 2

호기의 성공적인 발사로 인하여 위성보유국으로써의 

우리나라 위상이 한층 높아졌을 뿐 아니라, 국내 기술

진의 주도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우주기술사업

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위성으로부터 받는 영상을 활

용하여 자연재해의 감시, 각종 자원의 이용 및 실태 파

악, 지리 정보 시스템, 지도 제작 등 커다란 경제적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황도순, 2006).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은 실용급위성 핵심기술

의 국내 조기정착을 목표로 위성기술을 국산화시키고 

한반도 및 해양관측을 위해 1990년대부터 추진되었다 

(KARI, cited 2006). 이 일환으로 1999년에 다목적실

용위성 1호가, 2006년에는 2호가 발사되었다. 2009년

에는 3호가 발사될 예정이다. 이들 위성은 약 685 km 
고도에서 태양동기궤도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업의 주요 목표인 지상관측에 적합한 광학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1호 위성은 6.6 m 해상

도를 갖는 전자광학카메라 (Electro-Optical Camera)와 

해양관측이 가능한 저해상도카메라 (Ocean Scanning 
Multi-spectral Imager)를 탑재하였다. 1호 위성의 개



372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지상관측확률에 관한 연구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KOMPSAT 1-3. From Kari (2006).

Satellite Period of 
development 

Weight
(kg) Payload Mission

KOMPSAT-1 1995-1999 461

Electro-Optic Camera (EOS)
-Production of high-resolution map
-Territorial management
-Prevention of disasters

Ocean Scanning Multi-spectral 
Imager (OSMI)

-Observation of ocean 
-Investigation of sea pollution
-Measurement of sea surface temperature
-Detection of fish 

Space Physics Sensor (SPS) -Space experiment 
-Detection of cosmic rays 

KOMPSAT-2 1999-2006 773
Multi-Spectral Camera (MSC)
- panchromatic (1 m)
- multispectral (4 m)

-Production of high-resolution map
-Prevention of disasters

KOMPSAT-3 2004-2009 ~900

Advanced Earth Imaging Sensor 
System (AEISS)
 - panchromatic (70 cm)
 - mulitspectral (2.8 m)

-Earth observation 

발은 미국 정부의 통신, 방위, 과학 위성을 제작 납품하

는 회사인 TRW사와 국제공동개발 방식으로 착수되

었다. 준비행모델인 Proto-Fight Model도 미국에서 개

발하여 조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연구기술

진은 위성 설계, 개발, 조립 및 시험기술을 습득하였

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목적실용위

성 2호 개발은 국내 기술진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2호
는 증가하는 국내의 고해상도 영상 수요를 충족 및 고정

밀 위성보유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1 m 고해상도 카메라 

(Multi-Spectral Camera)를 탑재하였다. 이것은 1호보

다 40배가량 향상된 영상이며, 컬러 영상의 촬영도 가

능하다 (황도순, 2006). 다목적실용위성 3호는 이전보

다 더 향상된 70 cm의 높은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를 

탑재할 예정이다. 3호는 위성 본체뿐 아니라 카메라까

지도 국내 자립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다목

적실용위성 1-3호기의 주요탑재체와, 그 주요 목적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다목적실용위성 사

업의 성과를 예측하고, 그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

여 여러 종류의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광학탑재체는 

사람의 눈이나 사진기가 사물을 관측하는 것처럼 가시

광선을 이용하여 사물을 관측하기 때문에 해가 있는 

낮 동안에만 관측이 이루어지고 인공위성과 지표면 사

이에 방해막이 되는 구름이 끼어 있으면 지상을 관측

할 수 없다. 국가마다 광학탑재체를 탑재한 위성을 띄

울 시 사전에 지상관측 탐사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실

시하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위성의 활용을 극대화시

킨다. 그런데, 지상관측 가능성은 위성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관심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

서 위성을 발사 할 때, 이를 고려하여 지상관측활용 가

능성을 계산하고 발사 시기 및 활용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우주사업 관련 기술과 인

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상관측성능을 예측하는 시스

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노트는 다목적실용위성의 성능을 예측하고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보인다. (1) 타위성의 구름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주변의 시간과 공간에 따른 구름의 확률 분포를 

조사한다. (2) 이로부터 구축된 장기간의 구름확률분포 

데이터베이스에 다목적실용위성의 궤도 정보를 삽입, 
다목적실용위성 지상관측확률 소프트웨어(KOMPSAT 
Surface Observation Probability System; KOMPSAT 
SOPS)를 개발한다. 연구 결과로써 얻은 자료와 소프

트웨어는 2009년 발사될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성능

을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운용 계획의 적절성을 과학적

으로 뒷받침하며 수정, 보안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2. 자료

이 연구는 전구 구름관측 자료인 International Satellite 
Climatology Project (ISCCP; NASA, cited 2006a)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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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main characteristics of ISCCP and MODIS. 

Data ISCCP MODIS 

Period July 1983-June 2005 Terra : 24 Feb 2000
Aqua : 4 Jul 2002

Spatial resolution 2.5° × 2.5° 5km × 5km pixel

Advantage Long-term database
High time resolution (3-hour intervals)

New cloud algorithm 
High spatial resolution (pixel)

Disadvantage Low spatial resolution Short-term database 
Low time resolution (once a day)

Usage in the 
present study

Analysis of cloud distribution 
over Korea peninsula
Input of KOMPSAT SOPS

Analysis of cloud distribution over 
Korea peninsula 

Fig. 1. Distribution of cloud amount (%) derived from (a) Terra/MODIS and (b) ISCCP in 1 March 2000. 

과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NASA, cited 2006b)를 이용한다. ISCCP 프로

젝트는 1982년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의 

한 부분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여러 나라로부터 정

지궤도위성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표준화하여 전구에

서 공간적으로 균질한 구름 자료를 연속적으로 제공하

고 있다. ISCCP D1은 3시간 간격으로 2.5° × 2.5° 격
자 자료이다. MODIS는 1999년과 2002년에 각각 발

사된 Terra와 Aqua위성에 탑재되었으며, 낮 시간에는 

각각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한 번씩 우리나

라를 지나면서 관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픽셀자료

인 MOD6 (Terra/MODIS)와 MYD6 (Aqua/MODIS)를 

사용한다. MODIS는 다목적 실용위성의 광학탑재체의 

공간분해능과 가장 가까운 세밀한 분해능 (5 km)을 갖

고 있다. 두 자료의 주요 특성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MODIS 자료는 해상도는 높으나 짧은 운용기간 및 

공간적인 비연속성 때문에 다목적실용위성의 지상관

측확률 예측 소프트웨어의 입력 구름 자료로 이용되는 

데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ISCCP 자료는 저해상도이

긴 하지만 제공기간이 약 20년에 달하며 전구 영역의 

구름 정보를 3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두 

자료의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ISCCP
를 KOMPSAT SOPS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며, MODIS
는 저해상도인 ISCCP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선행 분석

에만 사용되었다. 
Figure 1은 2000년 3월 1일 ISCCP (9:00 UTC)와 

Terra위성의 MODIS (10:30 UTC)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ISCCP의 공간분해능이 MODIS과 비교하여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국지적인 변동성을 상세하게 나

타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구름

의 분포는 두 자료가 거의 일치한다. 예를 들어, MODIS
에서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 맑은 하늘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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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ISCCP monthly variability of (a) mean cloud
amount (%) with gray box and (b) clear-sky probability (%) 
with line. 

Fig. 3. The monthly distribution of clear-sky probability 
(%) from Terra/MODIS (gray bar) and Aqua/MODIS (dark
gray bar).

있는데, 이와 비슷한 구름의 분포가 ISCCP 자료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3. 구름 확률 분석 

3.1 ISCCP의 구름 분포 

한반도 주변의 구름분포확률을 ISCCP 자료를 이용

하여 조사하였다. Fig. 2는 우리나라 (113°-142°E, 32°- 
44°N) 월평균운량과 청천화소 (운량이 10% 이하)의 

확률을 나타낸다. 총 운량의 평균값은 58%이며, 월별

로 4%의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월평균 운량은 장

마가 있는 6월에 67%로 가장 높고, 가을인 9-10월에

는 54%로 가장 낮았다. 대개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많은 시기는 7-8월이지만, 구름양은 6월보다 낮은 56- 
60%로 나타났다. 이는 ISCCP의 낮은 공간분해능이 

집중호우 등 국지적인 현상을 잘 나타내지 못하기 때

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청천화소의 기대치는 월평균 운량과 상반되는 개념

으로 월평균 11%, 월별로 ±4%의 변동성을 보인다. 이
들 월평균 운량과 월 평균 청천화소의 분석결과로부

터, 위성의 광학탑재체가 지상관측영상을 획득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가을철인 9-10월이며, 가장 효용성

이 떨어지는 달은 장마가 시작하는 달인 6월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2 MODIS의 구름 분포

고해상도 자료인 MODIS를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 

영역의 청천확률 분포를 분석하였다. MODIS 자료는 

격자자료인 ISCCP와는 달리 고해상도 픽셀자료로 제

공되기 때문에 용량이 커서 2004년의 1년간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3은 MODIS/Terra 
(10:30 UTC)와 MODIS/Aqua (13:30 UTC)의 청천화

소 기대치의 월별 변동성을 나타낸다. MODIS의 청천

확률은 공간분해능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38%
로 ISCCP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MODIS의 

월별 변동성이 ISCCP의 결과보다 훨씬 급격하게 나타

나는데 이것은 공간분해능에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기대치 값과 그 변동 정도의 차이를 보이

기는 하나 계절적 변동성은 ISCCP의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3.3 위성운량과 목측운량

이 연구에서 지상관측확률을 구하는데 위성자료를 

이용한 반면, 목측운량을 이용한 연구가 선행된 바 있

다. 오성남 등 (1996)은 다목적실용위성 1호의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로 목측운량을 분석함으로써 지상

관측 확률을 연구하였다. 선행 연구의 월별운량의 값

이나 변동성 결과가 본 연구와 상당한 차이를 있었다. 
이것은 위성운량과 목측운량의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

문에 생기는 결과로 여겨진다. 위성관측운량은 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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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utline of software for calculating surface observation probability of KOMPSAT.

Language   Interactive Data Language (IDL)

Input 

Start time 
(Year, Month, day)

▶ Example
in_year = '1994' ; [1] input year 
in_mon = 1 ; [2] input month 
in_day = 1 ; [3] input day 

Threshold

▶ Example
; Threshold for decision for observation flag 
; threshold : ca <= th%  | 0 - 100%
  th = 30.

Orbit ▶ Default: Orbit of KOMPSAT-3

Output 
Surface observation probability ▶ observation flag: Showing map projection

▶ Surface observation probability over Korea peninsula

Expending days for full 
coverage of surface observation ▶ 982 

서 바라보았을 때 구름에 의해서 덮여지는 지구표면의 

비율로 정의되며 (Hahn et al., 2001), 지상관측운량은 

지상에서 바라보는 반구에 의해 덮여지는 구름의 비율

로 정의한다 (Del Genio et al., 1996). 이 연구의 목적

이 위성의 지상관측확률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관측운량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

된다. 

4. KOMPSAT SOPS  

KOMPSAT SOPS는 장기간의 구름 데이터베이스

에 다목적실용위성의 궤도정보를 결합하여 광학탑재

체의 지상관측확률을 계산한다. KOMPSAT SOPS 소
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Table 3에 요약하였

다. 소프트웨어의 코딩에는 위성자료의 계산 및 시각

화에 유리한 Interactive Data Language를 사용한다. 
소프트웨어의 시작 부분에는 사용자가 자신의 요구사

항에 맞게 다목적실용위성의 지상관측확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코딩하였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은 관

측시작일, 관측여부 결정 경계값, 궤도정보 등이다. 관
측시작일과 경계값은 숫자 및 텍스트로 지정하며, 궤
도정보는 시간에 따른 다목적실용위성의 위치를 나타

내는 파일로 제공한다. 현재는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

터 제공받은 가상의 다목적실용위성 3호 예상궤도를 

사용하였지만, 추후 궤도가 변경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소프트웨어의 결과

로 지상관측확률의 관측 여부를 나타내는 observation 
flag (0 혹은 1)와 지상관측가능 영역비가 산출된다.

KOMPSAT SOPS에 구름정보와 다목적실용위성의 

궤도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을 Fig. 4에 나타냈다. (a)는 

재가공된 ISCCP 자료, (b)는 다목적실용위성의 궤도, 
(c)는 구름정보와 궤도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으로 공간

분해능과 궤도간격을 도식화했다. 궤도정보 (b)에 

ISCCP 구름 데이터베이스인 (a)를 결합하기 위해 저

해상도의 구름 자료를 고해상도 자료로 내삽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2.5° × 2.5° 격자간격으로 3시간 마다 제

공되는 ISCCP D1 자료를 다목적실용위성의 궤도 간

격 및 유효촬영폭 등을 고려하여 1° × 1°, 30분 자료로 

재가공 하였다 (Fig. 4a). 다목적실용위성의 궤도간격

은 약 83.45 km, 유효촬영폭은 약 13.8 km (강치호 등, 
2002)으로, 위도 40° 부근 지역에서 ISCCP의 1° 공간

분해능 (경도 85.379 km, 위도 111.034 km)은 주변 약 

50 km 거리 영역을 대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결정

되었다.
Observation flag는 위성이 재가공된 ISCCP 격자 

위를 지나가면서 격자 내에는 구름이 있을 경우 ‘0’의 

값을, 구름이 없을 경우 ‘1’의 값을 가지도록 설계하였

다. 이 과정에서 각 ISCCP 격자 내에 관측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적절한 경계값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버전에서 사용 중인 격자 간격의 구름 데이터베

이스로는 정량적인 확률을 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측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경계값 결정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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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chematic process of combination of cloud data-base and KOMPSAT orbit information, (a) the interpolated
ISCCP, (b) the KOMPSAT-3 orbit information, and (c) the comparison of resolution of ISCCP and KOMPSAT-3.

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ISCCP 격자 내에서 운

량이 40%라고 할 때, 60% 지역은 관측가능하나 나머

지 40% 지역에서는 관측을 할 수 없다.
한편, 경계값을 달리하여 observation flag의 분포를 

계산해 보았다. Figure 5는 1994년 9월 1일을 시작으

로 다목적실용위성이 한주기 (28일) 동안 관측하였을 

때 경계값에 따른 observation flag의 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경계값을 (a) 10%, (b) 20%, (c) 30%로 가정

하였다. 경계값이 높아질수록 관측가능영역이 각각 

12.4%, 29.3%, 37.4%로 증가하였다. 같은 경계값들을 

이용하여 한반도 전 영역의 지상관측영상을 얻는데 걸

리는 시간을 계산하였다. 경계값이 10%, 20%, 30% 
일 때, 각각 3136, 1655, 982일이 소요되었다. 경계값

들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목적실용위성 1호

의 전한반도영상 획득기간을 참고하였다. 1호의 관측

폭 (15 km)과 궤도는 2호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영

상획득기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1호

가 한반도 전역의 지상관측영상을 획득하는 데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

로 3년과 가장 비슷한 기간이 계산된 30%를 경계값으

로 선택하였다.
KOMPSAT SOPS으로 1994년 (a) 3월, (b) 6월, (c) 

9월, (d) 12월의 observation flag를 한주기 (28일)동안 

계산하였다 (Fig. 6). 이때 observation flag의 판단 경

계치는 30%로 하였다. 각 달의 관측기대치는 3, 6, 9, 
12월 각각 20.8%, 16.6%, 37.4%, 17.4%로 나타났다. 
관측기대치가 가장 큰 달은 9월이며, 가장 낮은 달은 6
월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한겨울인 12월에도 구

름 낀 날이 많아서 17.4%의 낮은 관측기대치를 보였

다. 봄에는 이동성기압골의 영향으로 맑은 날과 흐린 

날이 반복되어, 관측기대치가 가을보다는 낮으나 겨울

철보다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들은 앞 절에

서 언급했던 구름의 월별 확률분포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월별 관측영역이 16-37%이나 한반도 전역을 관측하

는데 약 982일로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는 처음 관

측 시 구름이 있던 격자에 다음 주기에도 구름이 있을 

경우, 구름이 없을 때까지 계속 관측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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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threshold (September)

   

(b) 20% threshold (September)

(c) 30% threshold (September)

Fig. 5. Sensitivity test of observation flag determined from 
three different threshold, (a) 10, (b) 20, and (c) 30% in 
KOMPSAT-SOPS. The observation flag of gray box is 1 
(observation possible), and that of black box is 0 (observation
impossible). 

(a) March (30% threshold) (b) June (30% threshold)

(c) September (30% threshold) (d) December (30% threshold)

Fig. 6. Same as Fig. 5 except for (a) March, (b) June, (c) September, and (d) December with 30% threshold in KOMPSAT
SOPS. 



378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지상관측확률에 관한 연구

5. 요약 및 토의

이 연구노트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의 지상영상관

측 기대치를 예측하기 위해 타위성에서 관측된 시․공

간에 따른 구름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위성의 궤도정

보와 결합한 지상관측확률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였다. ISCCP 자료로 분석한 우리나라의 월별운량의 

평균값은 58%로 나타났으며, 월에 따라 최대 10%의 

변동이 나타났다. 지상영상관측의 기대치가 가장 높은 

달은 가을인 9월과 10월이었고 가장 낮은 달은 장마가 

있는 6월이었다. MODIS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ISCCP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KOMPSAT SOPS는 장기간의 

ISCCP 데이터베이스와 다목적실용위성의 궤도정보

를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각의 지상관측확률을 

계산한다. 3시간 간격, 2.5° 공간분해능을 가진 ISCCP 
D1자료를 KOMPSAT의 궤도정보와 유효촬영폭등을 

고려하여 30분 간격, 1° 공간분해능 자료로 변환하였

다. 위성궤도정보는 28일 주기인 KOMPSAT-3의 예상

궤도정보를 사용하였다. 입력되는 궤도정보는 사용자

인 다목적실용위성 개발팀에서 쉽게 변경 가능하며 여

러 조건 하에서 지상관측확률 계산이 용이하도록 코딩

하였다. 현 버전에 사용 중인 ISCCP구름 자료의 시공

간적 한계를 고려하여 각 격자에 정량적인 값를 부여

하기보다는 관측가능여부인 observation flag를 지정

하여 일정시간 동안 관측 영역을 계산한다. 이때 ob-
servation flag를 결정하는 적절한 경계값이 결정되어

야 한다. 경계값 30%로 계산한 월별 관측영역은 16- 
37%이고 한반도 전 지역의 지상관측영상자료 획득 기

간은 982일이다. 이것은 KOMPSAT-3와 거의 비슷한 

관측폭과 궤도를 가진 KOMPSAT-1의 경험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다목적실용위성 1호와 2호를 발사․운

영 중이지만, 정량적인 관측성능을 예측하는 도구는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다. KOMPSAT SOPS는 2009년

에 띄워질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지상관측확률을 사

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상영상관측 

운영일정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러나 구름정보자료로 사용한 ISCCP의 낮은 시․공간

분해능과 계산에 사용한 가정으로 인해 실제와 다른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2008년

에 우리나라의 첫 정지궤도 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 

(안명환 등, 2002)이 발사되면 30분 간격의 구름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KOMPSAT 
SOPS에 적용한다면 그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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