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실태분석

김관호*ㆍ이성학**ㆍ최진용***

An Analysis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Status of North Korea 
Using Satellite Imagery

Kim Kwanho*, Lee Sunghack**, Choi Jinyong***

Abstract

In this study,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of Shincheon-gun in North Korea are investigated using Kompsat-2 and 
RapidEye satellite imagery. Target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are agricultural landuse,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s, 
dammed pools for irrigation and pumping stations. KOMPSAT-2 satellite imagery are use to investigate agricultural 
hydraulic structuresand agricultural landuse are investigated by RapidEye Imagery. Geometric correction are performed 
using 28 GCP and QUAC method are used for atmospherical correction in all imagery. ISODATA clustering and 
naked-eye classification method are used for extracting agricultural hydraulic structures and Object-based analysis is 
applied to classifying the agricultural landuse. Extraction results of agricultural hydraulic structures and agricultural 
are presented and we suggest the applicability of satellite imagery to investigate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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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지역의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연구는 2006
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다 2006년 이후에

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생산기반 측면에서는 

북한의 농업기반 특성,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이

를 통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북한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자료의 

취득이 쉽지 않아 제한적으로 수집된 문헌과 위성

영상을 이용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김채

수(1999)는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및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계획, 
설계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기반 정비 방향을 수립하고 관리 및 운영방안

을 검토한바 있다. 이를 통하여 1999～2000년도

의 식량 부족량을 산출하고 압록강 관개지구 물수

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업기반공사(2001)는 통

일 후 식량자급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에 대하여 논, 밭, 초지 등의 분포 현황 및 이에 

따른 작부체계 및 생산량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2002)는 북한의 농업생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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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정비제도 및 남북한 농공기술 비교 연구를 통

하여 북한의 관련 법규와 규칙, 사업시행 절차를 

파악하고 사업 시행시 남북한 간에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수문, 관개, 경지정리, 배수, 개간, 간척 등 농업공

학기술 분야의 이론적 기초 및 기준을 파악하고 

남북한 간의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농업기반공사(2005)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을 위한 수리시설 복구 지원방안에 대하여 양수장

시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북

한 내 주요 농업수리시설 및 양수장 시설의 실태 

파악, 노후 양수장의 복구방법 제시 및 북한의 농

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복구지원방안이

다. 북한의 농업용수체계는 저수지 위주인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수장에 많이 의존하는 관개체

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저수지는 남한에 비해 

1/10정도로 현저히 적은 반면 양수장은 6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 면적은 남한의 절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관개용수로의 연장은 남한

과 비슷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국농촌공사(2006)
는 북한의 농업용저수지 개발방향설정에 관하여 

예성강 유역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북한의 관개

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그 시행체계 및 관련 법률

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위성영상과 참고문헌

을 이용하여 예성강 유역의 농업용 저수지 적지와 

개발 규모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2006)은 임진강 유역의 

농업기반 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내용은 임진강 유역에 대한 농업

관련 자료의 수집, 정밀지형 특성(DEM, Digital 
Elevation Model), 농업기반 특성 및 정비방안 등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지역 토지피복 관련 연

구로는 사공호상(2004)은 고해상도 IKONOS 위
성영상을 활용하여 평양 남부일원에 대하여 북한

지리정보 구축실험연구를 통하여 판독가능한 지

리정보 획득방안을 모색하고 농지를 논, 밭, 과수

원으로 세분하여 분류하였으며, 연구결과 정리 판

독은 가능하나 넓은 지역의 지리정보를 일시에 획

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사공호상(2005)
은 SPOT-5 단영상을 활용하여 개성지역을 대상

으로 비도시지역의 지리정보 구축방법을 모색한 

바 있고, 토지피복을 논/밭/과수원으로 분류하였

으며, 분류항목별 토지이용이 가지는 각각의 형태

학적 특징을 활용한 바 있다. 이민부 등(2005)는 

Landsat 시계열영상과 QuickBird 단영상을 활용

하여 평안남도 2개 행정리에 대하여 논/비탈밭/다
락밭/과수원으로 농업토지이용을 분류한바 있다. 
장민원 등(2007)은 북한지역의 농용수수요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황해남도 전역에 대하여 Landsat 
다시기영상을 활용하여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Tasseled Cap 변환을 통한 

이미지 전처리를 수행하고, 무감독분류(ISODATA)
와 감독분류(MLC)를 이용하여 토지피복 1차 분류

를 수행하고, 지형정보(DEM)를 활용한 공간추론을 

이용하여 최종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였다. 최진용

(2007) 등은 MODIS시계열 시계열 위성영상을 활

용하여 북한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 피복 분류를 

수행하였으며, 무감독분류(ISODATA)와 지형학적 

인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적용하여 농업토지피복

을 논, 산림, 수역, 시가화, 기타로 분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접근불가 지역이므로 농업생

산기반 추출을 위한 연구는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 고해상도위성

에 대한 자료취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를 적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북한관련 문헌자료 우선검토하고 고해상도 위

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추출에 

적합한 기법을 개발 및 적용하여 농업토지이용, 
용･배수로, 양수장, 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추출한 후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적용방법

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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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ShinChun-Um in North Korea(From Google Earth).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역 및 데이터

본 연구의 대상지는 황해남도 신천군이며, Fig. 
1은 본 연구의 대상인 신천읍의 경계 및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신천군은 재령평야에 인접하고 있

으며, 인근에 산악지역이 발달되어 있고 서원, 명
수 및 복우저수지 등 농업용 저수지가 건설되어 

있어 용배수로, 양수장, 보 및 논, 밭, 산림 등의 

다양한 농업생산기반 및 토지피복이 존재하므로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

해상도 KOMPSAT-2 및 RapidEye 영상을 사용하

였다. KOMPSAT-2 영상은 신천군 지역의 경우 

구름조건 10% 이하를 적용하고, 전 지역을 포함

하도록 설정하여 추출하였다. 그리고 KOMPSAT-2 
영상은 작물의 생육이 왕성한 7월∼9월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2009년 5월 3일, 2009년 5월 8일, 
2011년 4월 20일, 2012년 6월 6일 시기 영상을 이

용하였다. 그리고 농업토지피복분류는 작물의 생

육이 왕성한 시기의 RapidEye 2012년 9월 12일 

시기 영상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형학적 정보의 

추출을 위하여 국립지리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북

한 수치지도를 활용하였다. 
위성영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하보정 및 대

기보정 등의 전처리과정을 필요로 한다. 우선, 
KOMPSAT-2 영상(2009년 5월 8일)을 기준 영상

으로 KOMPSAT-2 및 RapidEye 영상의 기하보정

을 실시하였다. 기하보정은 각 영상간의 28개 지

상참조점으로부터 1차 다항변환 파라미터를 계산

하여 변환하였다. 이때 평균제곱편차는 약 0.43화
소이다. 또한 각 영상은 QUAC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대기보정을 수행하였으며, 절대대기보정에 

비하여 필요한 입력자료가 적은 반면 정확도는 상

태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다. KOMPSAT-2영상

을 이용하여 용배수로, 보 및 양수장 등의 세부구

조물을 육안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KOMPSAT-2
의 R/G/B/NIR(4m) 영상과 Panchromatic(1m) 영
상에 대하여 Pan-Sharpening 방법을 이용하여 영

상융합을 실시하였다.
영상의 기하보정 및 대기보정 등 영상융합을 이

용한 영상의 전처리 결과는 Fig. 2 및 Fig. 3에 각

각 나타내었다. KOMPSAT-2는 6월의 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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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processing of KOMSAPT-2 Image
(2012/06/06).

Fig. 3. Pre-processing of RapidEye Image
(2012/09/12).

Fig. 4. Satellite Image Analysis Procedure of Shincheon-gun.

식생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산지를 제외

하고는 녹지가 많지 않았다. RapidEeye는 9월의 

영상으로 식생이 발달되어 KOMPSAT-2영상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녹색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농업지역의 토지피복 분류를 위해서는 RapidEeye 
9월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KOMPSAT-2 
영상은 용배수로의 추출에 적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위성영상 기반 농업생산기반 추출 방법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농업생산기반 추

출을 위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KOMPSAT-2 
및 RapidEye 영상을 이용하였다. KOMPSAT-2 
영상을 이용하여 저수지, 용배수로, 보 및 양수장

을 추출하였으며, RapidEye 영상을 이용하여 농

업토지피복을 논/밭/산림/나지 및 인공구조물/수
역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KOMPSAT-2 영상 

및 RapidEye 영상을 이용한 위성영상의 분석방법

은 Fig. 4와 같다. KOMPSAT-2 및 RapidEye 영
상은 기하보정과 대기보정을 수행한 후 각각의 목

적에 적합하도록 분류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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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bject-based Agricultural Landuse Classification.

Fig. 5. Extraction Procedure of Canals and Agricultural Structure.

3. KOMPSAT-2 기반 농업생산기반추출 

기하보정과 대기보정을 통하여 전처리한 
KOMPSAT-2 영상은 영상의 모자이크 및 영상융

합을 통하여 1m급 고해상도 영상으로 변환한 후 

ISODATA기법을 이용하여 용･배수간선을 추출

하였다. 그리고 용･배수지선 및 용･배수지거는 

용･배수간선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길이를 추출

하였다. 
용･배수간선의 추출은 NDVI 영상을 추출한 후 

이에 대하여 ISODATA 기법을 적용하여 분류하

였다. 그러나 지선과 지거는 수로 폭이 좁아 상대

적으로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지선 및 간선은 육

안으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특히, 지거의 경우 

융합된 영상에서도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2개 필지 간격으로 1개의 지거가 배치

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지거를 추출하였다. 

4. RapidEye 기반 농업토지피복분류

토지피복분류방법은 객체기반 토지피복 분류방

법을 적용하였다. 객체기반 토지피복 분류방법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많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그 

절차는 Fig. 6과 같다. 위성영상을 동일한 분광속

성을 가지는 일정한 영역인 객체로 분류하고, 분
류된 객체는 동일한 토지피복으로 간주한다. 그리

고 각 객체의 평균적인 분광속성 값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토지피복을 분류한다. 본 연

구에서는 영역기반 객체분할 소프트웨어 eCognition 
8.0을 이용하여 객체분할을 수행한 후 NDVI 경계

값을 이용하여 초기분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군

집분석은 ISODATA 기법을 이용하여 수행 한 후 

이를 육안으로 분석하여 각 객체 군집에 대하여 

토지이용 클래스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단일시기 영상을 이용하여 분류하였으나 논의 경

우 이앙기를 전후한 다시기 영상을 이용한다면 좀 

더 자동화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관호ㆍ이성학ㆍ최진용

- 50 -

Table 1. Results of Agricultural Landuse Classification.

Agricultural Landuse Area(ha) Portion(%)

Paddy Field 11,377 23.7

Upland 13,284 27.6

Forest 18,435 38.3

Bare Soil and Artificial 

Atructure
4,167 8.7

Water 824 1.7

Total 47,263 100

Fig. 7. Agricultural Landuse Classification of Shincheon-
gun(2012/09/12).

Table 2. Irrigation Area(Paddy and Upland) of Each 
Reservoir.

Reservoir Irrigation Area(ha)
Total 

Area(ha)

Seowon 

Reservoir

Paddy 1,050
1,651

Upland 601

Boku 

Reservoir

Paddy 2,119
3,089

Upland 970

Total 0

Ⅲ. 연구결과 

1. 농업토지피복 분류 결과

신천군의 농업토지피복 분류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공간적인 분포는 Fig. 7과 같다. 신천군의 

총 면적은 48,0487ha였고, 논 면적은 11,377ha로 

대부분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밭 

면적은 13,284ha로 나타났고, 산림이 18,435ha, 
수역이 824ha로 분석되었다. 신천읍 남쪽지역은 

대부분 산악지대로서 저수지로부터 관개하여 용

수를 공급하는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천군 지역에 속한 저수지 중 서원저수지 및 복

우저수지를 대상으로 논 및 밭 면적을 분석하였

다. Table 2는 서원저수지 및 복우저수지의 논과 

밭의 관개면적을 나타낸 것으로 서원저수지의 경

우 논이 1,050ha였고, 밭이 601ha로 분석되었다. 
복우저수지는 논 면적이 2,119ha였고, 밭은 970ha
로 나타났다. 저수지 관개구역에서는 논의 면적이 

밭의 면적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반면 신천군 전체

적으로는 밭이 논에 비하여 다소 많은 면적을 차

지하고 있다. 이는 밭이 대부분이 산간지역에 존

재함을 나타내며,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산림지

역의 개간에 의한 밭 면적의 증가로 판단된다. 
 

2. 농업생산기반(용배수로, 보 및 양배수장) 

추출 결과

2.1 용배수로 추출결과

용배수로 추출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Fig. 8은 KOMPSAT-2 영상에 나타난 용배수로의 

위성 영상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신천군내의 

용･배수간선, 지선 및 지거의 추출결과를 살펴보

면 고암저수지의 총 용배수로 연장은 약 165.8km로 

분석되었다. 복우저수지의 용배수로 연장은 약 

540.4km였고, 서원저수지는 약 182.7km로 나타났

다. 복우저수지는 약 6km의 수로터널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수로의 평균폭은 용･배
수간선의 경우 8m에서 17m사이로 나타났으며, 
용수지선의 경우는 3m, 지거는 1m로 나타났다. 
용배수로의 폭은 KOMPSAT-2 융합 영상의 해

상도가 1m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오차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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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Main Canal, Branch Canal and Teriary Canal Extraction.

Reservoir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 Length(m) Mean Width(m)

Koam

Drainage Canal(Stream) 13,220 -

Main Canal
Main Canal 12,316 8.0

Link Canal 1,572 17.0

Branch Canal 37,619 3.0

Teriary Canal 101,078 1.0

Total 165,805 -

Boku

Drainage Canal(Stream) 34,048 -

Main Canal

Main Canal 20,353 8.0

Link Canal 16,426 17.0

Water Conduction Tunnel 6,403 17.0

Branch Canal 174,890 3.0

Teriary Canal 288,304 1.0

Total 540,424 -

Seowon

Drainage Canal(Stream) 3,898 -

Main Canal 36,698 8.0

Branch Canal 47,529 3.0

Teriary 94,557 1.0

Total 182,682 -

Total 1,595,140 -

Fig. 8. Results of Canal Extraction(2011-2012).

고 있으며, 용･배수간선의 경우 주변 식생으로 인

하여 정확한 경계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1m보다 해상도가 높은 

KOMPSAT-3 영상을 이용하여 식생이 발달되지 

않은 겨울이나 봄에 촬영된 영상을 활용한다면 보

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

다. 

2.2 보 및 양배수장 추출결과

농업생산기반 중 보와 양배수장은 육안으로 

Fig. 9와 같이 추출하였다. 추출결과 양배수장은 

33개소, 보는 23개소가 추출되었다. 양배수장은 

주로 하천이나 저수지 근처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는 하천에 대부분이 설치되

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배수장의 경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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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ing Station

Weir

Fig. 9. Results of Pumping Station and Dammed 
Pool for Irrigation(2011-2012).

건물과의 구별이 어렵다. 다만 용배수로에 위나, 
이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점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용배수로의 추출결과를 

바탕으로 간선이나 지선 주위의 일정구간을 설정

하고 탐색하여 도출하였다. 보의 경우 주로 하천 

상에 설치되며, 하천 상에 설치된 다리와 구분하

기 위하여 흐름방향에서의 급격한 수면폭의 변화

를 가지는 하천횡단 구조물을 보로 판단하여 추출

하였다. 

Ⅳ. 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접근불가지

역인 북한 신천군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을 추출하였다. 인공위성영상의 장점은 대상지역

을 접근성에 관계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전역이 접근불가지역임을 감

안할 때 제한적으로 수집되는 문헌자료 이외에 북

한의 농업생산기반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위성영

상을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KOMPSAT-2와 RapidEye 위성영상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는데, KOMPSAT-2의 경우 해상도는 높

으나 넓은 면적을 촬영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RapidEye 위성영상은 KOMPSAT-2 
위성영상에 비하여 해상도는 떨어지나 5개의 위

성이 촬영에 이용되므로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촬영할 수 있어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는 적

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위성영상은 많은 장점을 

가진 반면 그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비

용적 측면을 들 수 있는데, 위성영상이 공통적으

로 갖는 한계로 북한지역과 같이 많은 수의 위성

영상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 된다는 것이다. 또한, KOMPSAT-2에 비하

여 5개의 위성을 운영하는 RapidEye 위성이 시간

해상도가 크며, 북한 지역의 농업생산기반 추출에

는 적합하다. 그러나 RapidEye 위성의 경우 해상

도가 5m급으로 용배수로의 경우 간선은 구분이 

가능하나 지선 및 지거의 경우 구분이 불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용배수로의 경우 용･배수간선의 경우 폭이 상

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자동화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지선 및 지거의 경우는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 통계학적인 군집분석이나 분류방법을 적용

할 때 많은 오차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육안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다
만, 육안을 이용한 추출방법은 시간과 비용에 있

어 경제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지거의 경우 육

안으로 판별하더라도 정확하게 추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경지정리 논의 경우에는 2개
의 필지 간격으로 1개의 지거가 설치된 것으로 가

정하여 추출하였다. 이는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 할 수 있으므로 추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양배수장과 보의 경우 일반적인 건물이나 하천의 

다리와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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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건물이나 다리가 양배수장 및 보와 가지는 

차이점인 용배수로 및 하천과의 공간적 관계를 이

용하여 추출한다면 그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대상지역의 위성영상을 선택할 때 

시기적인 면을 고려해야한다. 농업토지피복분류

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작물의 생육이 왕성한 8월
이나 9월의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용배수

로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가급적 주변의 작

물이나 식물의 생육이 왕성하지 않고 수로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이앙기나 이앙기 이전의 시기를 

택하는 것이 용배수로 추출에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KOMPSAT-2 영상을 이용하여 

용배수로, 보 및 양수장을 추출하였고, RapidEye
영상을 이용하여 농업토지피복 분류를 수행하였

다. 용배수로의 추출결과 고암저수지의 총 용배수

로 연장은 약 165.8 km로 분석되었다. 복우저수지

의 용배수로 연장은 약 540.4 km였고, 서원저수지

는 약 182.7km로 나타났다. 또한 복우저수지는 약 

6km의 수로터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

로의 평균폭은 용･배수간선의 경우 8m에서 17m, 
용배수지선이 3m, 지거의 경우 1m로 나타났다. 
이는 KOMPSAT-2 융합 영상의 해상도가 1m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북한 농업생산기반 추출

에 있어 용배수로의 추출에 있어 자동화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제한적이며, 특히 지거의 경우 상

당한 오차를 내포하고 있으며, 양배수장 및 보의 

경우 일반적인 건물과 하천의 다리와 구분이 쉽지 

않으며, 추출 대상에 따라 위성영상의 촬영시기에 

대한 고려를 해야하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지역 농업생산기

반 추출은 접근불가지역인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시설 제원을 추정할 수 있는 제한적인 방법 중 하

나이며, 북한 전역의 농업생산기반 정보를 추출하

는데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위성영상을 이용한 농업생

산기반시설의 추출방법론과 정비 사업에 대한 방

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해상도 0.7m급인 

KOMPSAT-3 영상을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광학위성과는 별개로 SAR(Synthetic Apeture Radar) 
위성인 KOMPSAT-5가 발사되어 2014년부터는 

상용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지역의 농업생산기반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은 더욱 정확해지고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 농업생산기반의 실태

분석은 통일농정에 대비하여 북한의 식량난 해결 

및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생산기

반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농업생산기반 복구 계획의 수립을 가능

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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