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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ver the past half century, satellites have continuously expanded their roles in remote
sensing applications. As the number of satellites to be launched are expected to continuously increase in
coming years, the research on satellite payloads will be in high demands. Earth Observation (EO) satellites
are nowadays widely utilized for various purposes. Especially, Agriculture and forestry applications are
considered as their major application areas. Since about 85% of domestic land cover is classified as forest
or cropland areas, it would be reasonable to suggest that the demand for these satellites should be of high
priority. In this paper, a comprehensive analysis is performed o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of satellite
payloads that may be applicable to agricultural applications. We attempted to build a solid database on
payload specifications by collecting relevant information available from various related institutes and
academic research works. A number of experts involved in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and satellite
development programs have been invited to investigate required payload design. Based on the current
technology development status and future plan, multiple options for future satellite payload designs have
been suggested bearing in mind that the results may be applicable to the future agriculture and forestry
satellite payload design. The proposed payload specifications are analyzed in depth through satellite
operation simulations under the mission of observing the national agriculture areas. The proposed design
scheme and simulation results may be used as technical references to satellite payload design for future
space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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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관측 위성은 지구상공 궤도에서 지구 표면, 대기

및 해양 등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구관측 위

성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탑재체 기술 또한 발전해왔

으며 활용분야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위성영상은 짧

은 시간 내에 비교적 넓은 면적에 대한 정밀한 자료를

취득할 수 있어 원격탐사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왔

다(Han et al., 2011). 특히 1970년대부터 미국, 유럽 등 선

진국에서 주요 농산물의 작황을 판독하고 단수를 산출

하는데 활용해왔다(Kwon et al., 2007). 농림업에서 위성

영상의 활용은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많

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위성영상의 활

용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14). 위성을

이용한 영상자료 활용은 직접 조사하거나 접근하기 어

려운 지역에 대한 자료획득이 필요한 경우에 매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위성을 활용하는 경

우, 사용자들은 시계열 영상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항공기를 이용한 관측영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위

성을 통해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보안

절차를 갖는 문제점이 있다(Jo et al., 2012). 이에 따라 국

내 농작물 작황 연구는 많은 제약 속에서 수행되고 있

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위성영상 서비스

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국토의 85%가 산림과 농경지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업 분야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영상을 농림업분야에 활용한 국

내외 사례를 조사하였고, 활용분야에 따른 위성 탑재체

기술사양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의

견과 실제 농림업에 활용된 위성 탑재체의 기술사양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지형을 효율적으로 관

측하고 농림업에 특화된 탑재체 기술사양을 제안하였

으며 한반도 농경지를 대상으로 위성 모의 운용실험을

통해 위성 탑재체의 관측 성능을 분석하였다.

2. 국내 농림업분야 위성영상 활용 현황

위성영상은 탑재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위성영상의 활용분야는 농업, 임업, 해양, 수자원,

지도제작, 지질자원, 재해, 환경, 기상기후 등으로 구분

된다. Kim et al.(2014)에 의하면 국내에서 수집한 위성관

련 분야 214편의 문헌 중 151편(70.6%)은 농림업분야와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 집계되었다. 위성영상의 농림업

활용 연구사례를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국내의 경우, 위성영상은 농림, 산림, 및 국토 환경을 감

시하는 기관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재해대책, 농작물 관리, 토양관리 등과 같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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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위성은 지난 반세기 동안 활동영역을 넓혀왔고, 향후에 추가 발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성 탑

재체 개발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구관측 위성은 사용 목적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각 활용분야에 따른 적합한 탑재체 제원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경우 국토

의 85%가 산림 및 농경지로 분포되어 있어 농림업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농림업분야에서 국내 지형을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위성 탑재체 기술을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국내 사용자들이 농림업분야에 위성영상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하여 관측 탑재체의 기술특성

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에서 농림업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지구관측 위성 탑재체의 개발 현황과 향

후 국내 지형을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기술사양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측폭 조정과 탑재체 관

측 운용 형태에 따른 위성 모의 운용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향후 농림업 위성이 개발에 앞서 기

술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1. Application areas of satellite images in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



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사례 분석을 통해 선정한 주요 위성은

Landsat, KOMPSAT, RapidEye, IKONOS 등이며 각각

의 활용 비율은 Table. 1과 같다. Table. 2는 연구사례에

서 분석된 탑재체의 사양과 이에 따른 활용분야들을 정

리한 것이다. MODIS 관측 센서가 탑재된 Aqua·Terra

위성의 경우 국가 단위의 관측지를 대상으로 적설분포,

대기특성 분석 등에 활용되었다. Landsat5·7 위성에

탑재된 TM 및 ETM+ 영상은 TIR 분광대역을 활용하여

백두산의 지표온도차를 추정하는 연구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갯벌, 논벼 재배지역 등과 같은 특정 대상지역

의 면적을 추정하는 연구는 중간해상도의 위성영상을

활용하였으며 식생지수를 분석하는 경우, 작물의 종류

에 따라 위성영상의 해상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토지피복 분류의 경우, 지표면의 특성에

따라 고·중간해상도의 영상을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농림업 활용위성 탑재체 개발 현황

본 논문에서는 지구관측 위성 탑재체 사양을 수집하

였고 농림업에 활용 가능한 탑재체 개발 현황에 대해 분

석하였다(Satellite Missions Database, 2016).

1) 농림에 활용 가능한 탑재체 유형 현황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예정인 위성은 대부분

중형위성(~1000 kg) 군에 포함된다. 현재 농림업 관측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중형급 위성은 전정색 센서

(Panchromatic Sensor), 다중분광 센서 (Multi-spectral

Sensor), 초분광 센서(Hyper-spectral Sensor) 등을 탑재체

로 활용하고 있다(Fig. 2). 그 중 다중분광센서를 단일로

탑재하는 방식(35%)과 전정색 및 다중분광센서를 복합

적으로 탑재하는 방식(26%)이 농림업 관측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Table. 3). 전정색 탑재체를 활용

할 경우, 단일대역으로 지형을 관측하기 때문에 공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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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yloads statistics for mid-size satellites.

Table 1. Satellites used for agriculture research purpose
활용 위성 활용 비율 무게
RapidEye 12% Mid
KOMPSAT 14% Mid
IKONOS 6% Mid
QuickBird 4.5% Mid
Terra 12% Large
Landsat 44% Large
SPOT 6% Large
GeoEye 1.5% Large

Table 2. Payload specifications in regards to the application areas
탑재체 사양 활용 배경

공간 해상도 0.41-6.5 m 농경지 작물 재배 및 식별 및 산림 수종 분류가 가능(RapidEye, GeoEye-1, QuickBird-2 등)

관측폭

11.3-77 km 구, 시 단위 필지대상의 작물 및 농경지 임상분류 가능(RapidEye, Spot-5 등)

77-185 km 시, 도 단위 필지대상의 수종 및 산지 임상분류 가능 (Landsat 시리즈 등)

185 km< 한반도 단위의 대분류 지적 지도 제작이 가능(Aqua & Terra 등)

분광 밴드수 8-36 bands 분광채널이 다양할수록 지형 특성인자의 세부 식별 가능 (Landsat-7,8, Aqua & Terra 등)

관측주기 1-5 days 동일 지역 대상의 위성영상 입수기간 최대 5일 이하의 단기간 시계열 영상 확보가 가능한 
관측주기 선호 (RapidEye, Ikonos-2, QuickBird-2 등)

Table 3. Payload types

탑재체 분류 비율(%)
Multi-Spectral 35

Panchromatic & Multi-Spectral 26

Scanning Radiometer 13

Hyper-Spectral 9

Scatterometer 7

Panchromatic 4



상도가 높아 육안으로 지형정보를 식별하는데 용이하

다. 하지만 지형의 식생이나 토양수분 등과 같은 세부

정보 분석의 한계를 불러오는 단점이 있다. 다중분광 탑

재체를 활용할 경우, 가시광선(Blue, Green, Red)에서 적

외선(Infrared Ray, IR) 영역까지 다양한 분광대역을 통

해 대상지형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영상

품질이 보장된다. 농림업 분야에서는 시간에 따른 작황

현황을 분석하는 임무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다중

공간해상도와 다양한 분광대역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

는 탑재체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2) 농림활용 위성 탑재체 기술 현황

농림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농경지의 세

부적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과 산지의

수종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광역관측이 동시에 수행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Fig. 3의 적색 곡선과 같이

위성 탑재채는 관측폭이 늘어남에 따라 공간해상도의

품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Myung and Yong, 2012).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단일 탑재체를 사용하여

고해상도와 광역관측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물리적

으로 매우 어려우며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위성보

다 중간 정도의 해상도와 관측폭을 동시에 갖춘 위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Fig. 4는 농림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위성의 탑재

체 사양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SPOT 위성을 포함하

여 중국과 일본 위성들의 개발동향을 보면 과거 저해

상도의 광역관측에서 점차 해상도 5 m 내외의 중·고

해상도로 성능이 향상되고 관측폭 역시 60 km 전·후

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일본 ALOS 위성의 다중분광 탑재체는 공간

해상도 성능이 개선됨과 동시에 90 km의 관측폭으로

확대하는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광역관

측이 가능한 위성을 개발한 사례가 부족한데, 외국의

위성 개발사례를 보더라도 농림업 활용분야에서는 광

역관측과 해상도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짧은 재방문주기가 요구되는 농림업 위성

에서는 이 두 가지 사양을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위성 플랫폼과 탑재체의 무게는 활용 목적과 개발사

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andau, 2010). Fig. 5는

최근 발사한 위성부터 개발 예정인 위성의 무게와 탑

재체 무게를 1,000 kg 범위 내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그

림에서 원 안에 표기된 위성 그룹이 농림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위

성은 대체로 500 kg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업에 활용되고 있는 위성은

500 kg를 기준 이하에 상당 수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복합 탑재체를 사용하지 않고 단일 임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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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velopment trend for spatial resolution and swath of satellite payloads.



는 위성은 500 kg 이하의 무게에서 개발되고 있는 경향

을 보이는데, 이는 향후 개발되는 위성의 사업 규모 및

예산이 점차로 축소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농림업 세부 활용분야에 따른 위성 탑재체 사양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적합한 농림업 위성 탑재체 개

발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관 활용 전문가

를 대상으로 설문 및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Kim et

al.(2015)에 의하면 향후 개발될 탑재체의 공간해상도와

관련하여 설문을 조사한 결과, 5 m 이내의 공간해상도

의 영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Fig. 6), 60 km

이상의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탑재체의 활용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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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atial resolution.

Fig. 4. Development trend of spatial resolution and swath.

Fig. 5. Mass of satellite and payload.



구하였다(Fig. 7). 분광해상도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41%가 6~10개의 분광대역을 갖는 다중 분광센서를 탑

재하는 것을 선호하였다(Fig 8). 또한 Fig. 9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51%는 동일지역을 대상으로 1~5일의 관측

주기의 성능을 갖춘 탑재체를 요구하였다. 농림업분야

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은 광역관측이 가능해야

하며 단기간에 다양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성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환경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위성영상은 공간해상도, 분광해상도, 주기해상도 등

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지형을 효율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탑재체 사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세

부 활용분야에 적합한 사양을 수립해야 한다. Table.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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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quirements in crop application.

Fig. 7. Swath width.

Fig. 8. Number of spectral band.

Fig. 9. Temporal resolution.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분석한 농

림업 세부 분야별 활용 가능한 탑재체 사양이다(Kim et

al., 2015;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5). 세부

활용분야로서 농림 작물 및 산림 수종의 생육주기별 식

생파악과 토양수분 추정 등을 위해 가시광선 대역부터

열적외선까지 다양한 분광대역이 필요하다. Fig. 10은

벼, 맥류, 채소류 등의 작물 현황을 각각 관찰하는데 적

절한 탑재체 요구 사항을 그래프로 표현한 결과이다. 채

소와 같은 작물이나 산림 수종을 상세하게 구분하기 위

해서는 고해상도 영상이 요구되며, 벼와 같은 작물의 경

우는 생육 및 작황 모니터링을 위해 광역관측이 가능한

영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채소와 벼는 생육 이상

및 병충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빠른 주기를 갖는 시

계열 영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Fig. 10에서는 각각

작물에 요구되는 범위가 제각각 다른 범위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작물의 작황 상황을 동시에 파

악할 수 있는 이상적인 탑재체 사양은 구현하기 어려우

며,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타협한 사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농림업 활용 탑재체 기술사양 분석

농림업 분야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탑재체

가 농경지를 관측할 때 작물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

어야 하고 혼재되어 있는 산지의 수종을 세분화하여 분

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

하는 위성은 이미 기 확보되어 있으나, 광역관측 및 빠

른 주기를 갖는 탑재체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절

에서는 농림업 활용 연구에 유리한 위성 탑재체의 주요

성능을 분석하였다(Earth Observation Portal, 2016a).

1) 농림업 활용 탑재체 주요 기술

Table. 5는 농림업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Formosat-2, WorldView-3 위성의 탑재체 사양을 나타낸

다. Formosat-2 위성은 전정색 센서로부터 높은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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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quired specifications of EO payloa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농업
세부 분야

공간해상도(m) 관측 범위(km) 관측주기(day) 분광 
파장 영역채소 맥류 벼 채소 맥류 벼 채소 맥류 벼

작물 구분 <1 10-30 5-250 <0.1 15-185 77-1650 1-7 7-30 1-7 VNIR/SWIR/TIR

바이오 매스 - - 5-250 - - 77-1650 1-7 7-30 1-7 VNIR/SWIR/TIR

식생 생육 <1 10-30 5-250 <0.1 15-185 77-1650 1-7 7-30 1-7 VNIR/SWIR/TIR

병충해 파악 <1 10-30 5-250 <0.1 15-185 77-1650 1-7 7-30 1-7 VNIR/SWIR/TIR

수량 파악 <1 10-30 5-250 <0.1 15-185 77-1650 1-7 7-30 1-7 VNIR/SWIR/TIR

토양수분 추정 30 1450 1 SWIR/TIR

홍수탐지 10 - 30 15 - 185 7 - 30 VNIR/SWIR

증발산량 추정 10 - 30 15 - 185 7 - 30 VNIR/SWIR

수치표고 모델 1 - 30 < 15 7 - 30 SWIR/TIR/PAN

토지이용변화 10-30 남한 30 VNIR

산림 바이오매스 평가 5-30 남한 30 VNIR

식생·생장 5-30 남한 30 VNIR

생물 계절 모니터링 5-30 남한 1-7 VNIR

산림피해지 현황파악 1-30 산사태 지역 즉시-30 VNIR/TIR/PAN

산불지역 모니터링 2-1000 한반도 <1 VNIR/TIR

산림복원 모니터링 10-30 남한 30 VNIR

고사목 및 피해목 
모니터링

<3 기후변화취약지역 30 VNIR

<3 병해충 발생지역 30 VNIR

산림수종 상세 분류 <1 남한 <1 VNIR

산림임분 특성 구분 <1 남한 180 VNIR

산림구조 구분 <1 남한 180 VNIR



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적외선을 포함한 다중분

광 센서를 통해 8 m 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한 24 km의 관측폭으로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

역을 집중적으로 촬영함으로써 높은 주기해상도의 장

점을 갖고 있다. 차기 위성으로 Formosat-5 위성은 다중

분광 센서의 공간해상도를 2 m로 개선하여 2016년에

발사할 예정에 있다. 이 외에도WorldView-3 위성은 단

파장 적외선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다

중분광 정보를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짧은 주기로 관측

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차기 발사 예정인 Formosat-5

를 포함한 Formosat-2 위성 그리고Worldview-3 위성의

탑재체는 좁은 폭으로 관측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Worldview-3과 같이 분광채널이 다양할수록 탑재체의

무게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사용자들

의 요구사항을 일부 만족하고 있지만 광역관측과 고해

상도의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해상도 영상 및 광역관측을 동시에 만족하는 위

성으로는 SPOT 위성, VRSS-1 위성을 예로 들 수 있으

며 위성 탑재체 제원은 Table. 6, 7과 같다. SPOT-6·7

위성은 SPOT-5 위성 탑재체와 비교할 때, 관측폭은 그

대로이나, 공간해상도는 전정색과 다중분광 탑재체가

각각 1.5 m, 6 m로 기존 위성보다 성능이 향상되었다

(Table. 6).

공간해상도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광학센서의 초점거리(Focal length), 픽셀의 크기(Pixel

Size), 운용 고도(Orbit Altitude) 등이 있다. 운용고도(h)

는 동일하고 천저방향으로 관측한다고 가정할 때, 식

(1)과 같이 초점거리( f )가 길고 픽셀의 크기(P )가 작을

수록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다(Krueger

et al., 2009).

      Ground Sample Distance (m) =          (1)

Fig. 11은 공간해상도를 모델링하기 위한 기하학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SPOT-6·7 위성은 Fig. 12

와 같이Korsch 방식을 차용하였으며 초점 거리는 반사

경을 5개 이상 사용하여 가능한 길게 모델링하였다

P × h
f × cos2 η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3, 2016

–294–

Table 5. Comparison of satellite payload specifications
위  성 Formosat-2 Worldview-3

운용고도 888 km 617 km

경사각 97.7° 98°

공간해상도(@ Nadir) 2 m(PAN)/8 m(MS) 0.31 m(PAN)/1.24 m(MS)/3.7 m(SWIR)

관측폭 24 km 13.1 km

분광채널 PAN/Blue/Green/Red/NIR PAN/Coastal Blue/Blue/Green/Yellow/
Red/Red edge/NIR/SWIR

관측주기 1 day < 1day

무게(탑재체) 764(114) kg 2812 kg

발사년도 2004 2014

특  징 빠른 관측주기
고해상도 영상 제공

빠른 관측주기
초고해상도 영상 제공
다양한 분광정보 제공

Table 6. SPOT-6·7 satellite(payload) specification
위성(탑재체) SPOT-6·7(NAOMI) 운용고도 694 km

공간해상도 PAN: 1.5-2.5 m / MS: 6-10 m 경사각 98.2°

관측폭 60 km(2 imagers)
120 km(single pass mosaic) 센서 개수 2 x NAOMI

Total 4 Sensors

SNR >200 스캔방식 Push-broom

하향링크 300 Mbit/s(QPSK) 신호분해능 12 bit

무게(탑재체) 714 kg(60 kg) 관측주기 1-5 days

발사년도 2012(6),2014(7) 저장용량 850 Gbit

특 징 Quadratic phase with Pleiades-1A·B



(Earth Observation Portal, 2016b). 운용고도(h)는 SPOT-

5 위성에서 832 km 그리고 SPOT-6·7 위성에서 695 km

로 낮게 변경한 것으로 기존 위성보다 성능이 우수한 공

간해상도를 갖춘 광학 탑재체를 보이고 있다.

SPOT 위성은 독립적인 2개의 광학센서를 이용하여

최대 120 km까지 관측폭을 넓힐 수 있으며 SPOT-6·7

위성은 4개의 광학센서를 이용하여 120 km의 관측폭

또는 1.5 m의 공간해상도로 지형을 관측할 수 있다. Fig.

13과 같이 위성에Control Moment Gyroscopes (CMG)기

술을 적용함에 따라 천저방향을 기점으로 최대 ±45°의

범위 내에서 관측각에 대한 변화를 줌으로써 1.5 m 해

상도 또는 120 km의 광역관측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

다(Astrium Services, 2013).

VRSS-1위성은 SPOT-6 위성과 동일한 연도에 발사

한 위성이며 탑재체 제원은 Table. 7과 같다. 공간해상도

와 관측폭 사양은 SPOT-6,7 위성과 유사하게 각각 2.5

m, 57 km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복수의 관측 탑재체

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관측으로 고해상도 영상

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VRSS-1 위성은 5.15°의 시야각(Field of View angle)을

갖는 2개의 관측 탑재체를 이용하여 광역 관측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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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Various coverage scenarios of the CMG satellite system.

Fig. 12. Korsch type telescope.

Fig. 11. Geometry of ground sample distance.

Table 7. VRSS-1 satellite(payload) specification
위성(탑재체) VRSS-1(PMC) 운용고도 639 km

공간해상도 PAN: 2.5 m / MS: 10 m 경사각 98°

관측폭 ~ 57 km 센서 개수 2 x PMC

SNR PAN: 48 dB / MS: 48 dB 스캔방식 Push-broom

하향링크 190 Mbit/s 신호분해능 10 bit

무게(탑재체) 880 kg(135 kg) 관측주기 4 days

발사년도 2012



하다. 또한 위성의 운용고도와 탑재체의 관측시야각을

적절히 조절하여 두 탑재체의 관측이 중복되는 각도

(Overlap angle)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측이

가능하다. Fig. 14는 VRSS-1위성의 각 탑재체의 관측시

야각과 중복되는 각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2개의 관측

탑재체가 관측하는 폭을 보여주고 있다.

VRSS-1 위성에 탑재된 PMC는Gaofen-1, Gaofen-2 위

성에도 탑재되어 활용하고 있으며 Table. 8은 PMC가 탑

재된 각 위성의 탑재체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시야각

이 넓을수록 관측폭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Gaofen-2 위성과 비교하였을 때 관측주기 또한 단축됨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3, 2016

–296–

Fig. 15. Spectral range around 60km swath width payload.

Fig. 14. Configuration of PMC payloads.

Table 8. Development trend of PMC payload
위 성 VRSS-1 Gaofen-1 Gaofen-2

탑재체 PMC PMC PMC-2

운용고도 639 km 645 km 631 km

공간해상도(PAN/MS) 2.5 m / 10 m 2 m / 8 m 0.81 m / 3.24 m

관측폭 57 km 69 km 45.3 km

관측주기 4 days 4 days 5 days

시야각(FOV) 5.15° 6.31° 4.2°

관측센서 개수 2 2 2

발사년도 2012 2013 2014



을 알 수 있다.

Fig. 15는 관측폭 60 km 에 가까운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위성들을 기준으로 발사년도에 따른 분광 활용대

역을 정리한 결과다. 현재 운용중인 SPOT-5 위성은

Green, Red 대역의 가시광선, 근적외선(Near IR) 그리고

단파적외선(Short-Wave IR)의 분광대역을 활용하고 있

으며 SPOT-6·7 위성은 가시광선 그리고 근적외선의

분광대역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CBERS-4 위성은 가

시광선, 근적외선, 단파적외선 그리고 열적외선까지 다

양한 분광대역을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ALOS, ZY-

1-02C, VRSS-1, ZY-3A, Gaofen 등의 위성들은 근적외선

을 포함한 가시광선의 분광대역을 활용하고 있다.

Fig. 15에서 가시광선 대역과 근적외선, 단파장 그리

고 열적외선까지 다양한 대역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의 분광대역에 따라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나눠지는데 Table. 9는 농림

업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분류한 결과이다. 이처

럼 작물의 생육정보, 산림 수종정보 추출 등에 적합한

농림업 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해서는 대상 물체의 정밀

식별이 가능한 고해상도 영상이여야 하며 분광반사 특

성이 잘 나타나도록 적합한 대역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하다.

2) 농림업 활용 탑재체 기술사양 분석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농림업 위성관측을 위한 위

성의 탑재체 기술사양을 분석하기 위해 유사 활용위성

의 적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위성영상을 농

림업에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

는 위성 탑재체 사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0은 광역관측과 동시에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는 기

술을 갖춘 주요 위성의 제원을 나타내며 최근 국내에

서 개발한 KOMPSAT-3A 위성도 포함하고 있다. 농경

지의 작물 및 산지의 수종에 대한 세부 식별이 가능하

려면 해상도가 높아야 하며 높은 영상 품질이 보장되

어야 한다. Gaofen-1, SPOT-6·7 그리고 VRSS-1 위성

은 관측 센서를 복수로 탑재하여 운용됨을 알 수 있고

넓은 관측폭과 비교적 높은 공간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RapidEye 위성은 5 기를 동시에 운용하

는 군집위성으로써 Red edge 채널을 포함한 다중분광

센서와 짧은 재방문 주기 그리고 광역 관측이 가능한 장

점을 갖고 있다(Sandau, 2010). 또한 SPOT-6,7 위성은

Pleiades-1A,B 위성과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짧은 관측

주기와 넓은 관측폭으로 고해상도 영상 획득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위성영상 밝기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신호 분해능(Dynamic Range)은 최대 12 bit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호 대 잡음 비(Signal to Noise Ratio)는 최소 200

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해상도 광학센서를 탑재한

KOMPSAT-3A 위성의 경우 14 bit의 신호분해능과 최

소 100의 신호 대 잡음 비를 갖추고 있다. 국내 위성 및

탑재체 기술에 대한 개발경험을 고려할 때, 향상된 영

상 품질을 제공함과 동시에 광역 관측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와 같이 광학센

서를 복수로 탑재하는 멀티센서 운용기술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

해서는 관측각에 대한 기동 기술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한반도 지형을 빠른 주기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궤도 경사각 그리고 광역관측이 필요하다. 농림업 영상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경우 관측폭은 60 km

이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Table. 10에서 보인 바

와 같이 최근 위성들은 그 이상의 사양을 제공하고 있

다. 그러나 단일 센서만을 사용할 경우, 광역관측에 따

른 공간해상도 저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 개발된 국내 위성과의 연계운용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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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haracteristic of spectral bands
분광 대역 활용 분야

Blue 식생, 토양, 암석 경계면 구분 등

Green 식생 발육상태 분석 등

Red 식생 종류 구분 / 토양 및 수목지역 구분 등

NIR(Near IR) 식생 종류 및 상태 파악 / 토양 수분함량 구분 등

SWIR(Short Wave IR) 토양의 수분함량 산출 / 수목 종류 및 수분상태 분석 등

TIR(Thermal IR) 지표면 온도 측정 / 수분함량 측정 등



토할 필요가 있다.

5. 농림업 위성 모의운용 및 분석

농림업 위성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 요소를 고려한 환경에서 위성의 관측 성능을 분석

하기 위한 모의 운용실험을 상용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

하여 수행하였다(AGI, STK Fundamentals Version 10).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에 있는 차세대 중형위성은

685 km의 고도에서 광학 센서를 탑재하여 운용할 계획

에 있다. 중형위성에 탑재되는 광학 센서는 1 m의 전정

색 공간해상도와 4 m의 다중분광 공간해상도의 사양으

로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20 km의 폭으로 관측할 예정

이다(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2014). 본 논문

에서 분석한 최근 농림활용 위성의 사양과 차세대 중형

위성의 사양을 고려할 때, 모의 운용을 수행하기 위한

위성으로 태양동기궤도에 따라 600km의 고도에서 운

용되도록 설정하였다. Table. 10에서 농림업에 활용되

고 있는 위성 탑재체들은 멀티센서 운용을 통해 60 km

에서 70 km의 관측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모의

위성 탑재체의 관측폭을 60 km, 70 km로 관측하도록 가

정하였으며 관측 성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120 km

로 관측하도록 설정하여 60 km, 70 km로 관측하는 경우

와 비교하였다. 위성은 궤도에 따라 지구 주위를 돌게

되며 관측 대상지에 따라 위성 탑재체의 기동 방식이 달

라진다. 관측 대상지가 위성의 천저방향에 위치할 때,

모의위성 탑재체가 관측할 수 있는 시야각은 관측폭과

운용고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관측 대상지가 천저

방향 기점에서 장거리에 위치할 때는 위성의 추진 장치,

전자식 반작용 휠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관측 기동 제

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측이 가능하다. Table. 11은

모의위성의 시스템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 1의 사

양은 SPOT-6,7위성의 탑재체 사양을 반영한 것으로 관

측폭이 60 km일 때 1.5의 전정색 해상도와 6 m의 다중

분광 해상도를 설정하였고, 가정 2의 경우 Gaofen-1위

성의 탑재체 사양으로부터 전정색 및 다중분광 해상도

를 각각 2 m 그리고 8 m로 설정하였다. 이는 Table.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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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satellites payload specification
위성 명 Kompsat-3A RapidEye Gaofen-1 SPOT-6, 7 VRSS-1

탑재체 명 AEISS-II REIS PMC NAOMI PMC

운용고도 528 km 630 km 645 km 694 km 639 km

경사각 97.5° 97.9° 98° 98.2° 98°

공간해상도
(상:PAN/하:MS)

0.55 m - 2 m 1.5-2.5 m 2.5 m

2.2 m 6.5 m 8 m 6-10 m 10 m

관측폭 12 km 77 km 69 km 60 km 57 km

관측주기 - 1 day 4 days 1-5 days 4 days

신호분해능 14 bit 12 bit 10 bit 12 bit 10 bit

SNR >100 - - >200 48 dB

센서 개수 1 1(5) 2 2(4) 2

시야각(FOV) - 13.5° 6.31° 5° 5.15°

비고 - 5기 군집운용 - Pleiades-1A,B 군집운용 -

Table 11. Satellite system parameters
항 목 가정 1 가정 2 가정 3

궤도 유형 Sun-synchronous

운용 고도 600 km

궤도 경사각 96° / 97° / 98°

공간해상도(Pan/MS) 1.5 m / 6 m 2 m / 8 m 3 m / 12 m

관측폭 @ nadir 60 km 70 km 120 km

관측 시야각(FOV, Field of View) 5.73° 6.68° 11.42°



제시된 농림활용 유사위성으로부터 최고사양을 가지

는 탑재체 해상도를 반영한 결과이며 가정 3의 경우 120

km의 관측폭에 3m 전정색 해상도와 12 m의 다중분광

해상도의 사양으로 가정하였다.

관측 대상지는 한반도 농경지의 지형 데이터를 적용

하여 약 97,207.385 의 면적을 설정하였다. 관측 시나리

오 기간은 2015년 6월 1일 오전 3시부터 2015년 6월 30

일 오전 3시까지 약 1개월을 설정하였으며 관측 시나리

오 기간 동안 관측폭, 궤도 경사각, 관측 기동 제어에 따

른 관측 성능과 단일 및 군집위성 운용모드에 따른 관

측주기 성능을 분석하였다.

1) 한반도 대표 농경지역 커버리지(Coverage) 분석

본 절에서는 Table. 11에 나타난 사양을 적용한 모의

위성 탑재체가 한반도 농경지역을 관측할 때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미리 설정한 기간 동안 관측할 수 있는

누적 커버리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Fig. 16은 제시된

관측폭에 따른 이동 관측 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랑

색 격자 형태는 한반도 농경지 지형이고 하늘색은 누적

된 관측 커버리지를 나타낸다. 관측폭이 60, 70 km인 경

우에는 관측 성능의 차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120 km 관측폭인 경우 전체 농경지역의 대부분을 관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Table 12와 같다.

관측폭을 60 km로 설정한 경우, 농경지 전체 면적의

73.13%를 관측할 수 있었고, 70 km 관측폭의 경우에는

75.98%정도 관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관측폭 120 km의

경우, 30일 동안 88%정도 관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측폭이 넓을수록 누적 커버리지가 증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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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Orbit trajectory(ascending path) according to the
inclination.

Fig. 16. Coverage areas vs. swath width.

Table 12. Coverage analysis for the swath width variation

모의 운용 환경

•Mission Period : 2015.06.01 - 2015.06.30 (30 days)
•Orbit : Sun-synchronous @ 600 km Altitude
•Inclination : 97°
•Spacecraft Body Pointing : Nadir (Non-Tilting)

공간해상도(Pan/MS) 1.5 m / 6 m 2 m / 8 m 3 m / 12 m

관측폭(km) 60 70 120

누적 Coverage(%) 73.13 75.98 88



30일 이내에 농경지의 전체 면적을 관측할 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관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결책으

로 모의위성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궤도 경

사각 및 관측 지향각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궤도 경사각이 97°로 고정될 경우 관측폭을 넓게 설

정하여도 농경지 관측 범위에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Fig. 17은 궤도 경사각 변경에 따른 궤적 구간을 나타

낸다.모의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근처를 지나가는 궤적

구간을 표현한 것으로서 노란색 궤적은 96°의 궤도 경

사각을 나타내고 청색 궤적과 적색 궤적은 각각 97°, 98°

의 궤도 경사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 지형의 특성

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관측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적

색 궤적과 같이 궤도와 궤도 사이가 균일하게 분포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위성은 600 km의 고도에서 태양동기궤도 방식

으로 운용되며 관측 탑재체의 궤도 경사각을 96°, 97°,

98°로 설정하여 농경지역에 대한 관측 커버리지를 분석

하였다. Table. 13은 궤도 경사각 변화에 따른 관측 성능

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궤도 경사각을 98°로 설정한 모

의위성은 60 km의 관측폭일 경우에 농경지 전체 지역

을 30일 이내에 대부분 관측할 수 있었으며 관측폭이 넓

을수록 추정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관측폭이 120 km의 경우 1개월 동안 한반도의

농경지 전체영역을 관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0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농림업 관측

을 위해서는 위성 탑재체가 한반도 농경지 전체 면적을

100% 관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

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탑재체의 관측 각도

를 조절하는 관측 기동성능을 고려하였다.

모의위성 탑재체는 관측지역의 위치에 따라 방향을

변경하여 관측할 수 있다. Fig. 18은 위성 탑재체에 멀티

광학센서를 차용하여 관측 기동 운용모드를 적용시킨

시나리오 예시다. 2개의 멀티 광학센서는 각 60 km의 관

측폭으로 한반도를 관측하고 있으며 관측 목적에 따라

관측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복수 영

상을 중첩하여 관측 지역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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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ulti sensor operation mode(example).

Table 13. Coverage analysis through the orbit inclination

모의 운용 환경

•Mission Period : 2015.06.01 - 2015.06.30 (30 days)
•Orbit : Sun-synchronous @ 600 km Altitude
•Inclination : 96° / 97° / 98°
•Spacecraft Body Pointing : Nadir (Non-Tilting)

공간해상도(Pan/MS) 1.5 m / 6 m 2 m / 8 m 3 m / 12 m

관측폭(km) 60 70 120

궤도 경사각(°) 96 97 98 96 97 98 96 97 98

누적 Coverage(%) 28.41 73.13 99.76 29.72 75.98 100 35.93 88 100

100%관측 소요시간 - - - - - 23.5일 - - 19.5일



위성은 플랫폼 또는 탑재체의 기동성능에 따라 관측

대상지에 대한 관측 방향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위

성 자세의 3요소 중에서 Roll 특성을 고려하여 관측 각

도를 조절하였다. 모의위성 탑재체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최적의 궤도 경사각인 98°를 설정하였으며 관측지

역의 위치에 따른 접근 시간을 고려하였다. 또한 위성

관측에 대한 기동 조절 범위로 ±30°로 가정하였다.

Table. 14는 관측 각도의 기동성에 따른 관측 커버리지

분석 결과이다. 모의위성 탑재체는 30일 동안 한반도 농

경지 전체 영역을 관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와 같이 관측 기동 각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와

기동하는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관측폭 60 km의 경우에

는 29일에서 20.5일로 약 8.5일이 단축되었다. 관측폭이

70 km와 120 km의 경우에는 각각 약 12.5일, 약 13.5일정

도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탑재체의 관측 기동

모드를 설정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관측할 수 있으며

관측주기가 짧아짐으로 인해 시계열 위성영상을 실시

간으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반도 대표 농경지역 관측주기 분석

실제 농경지역 지형 데이터를 반영하여 단일 및 군집

위성 운용모드일 때의 관측주기 성능을 분석하였다

(Fig. 19). 단일위성의 경우에는 관측폭이 30 km일 때 한

반도 농경지 전체지역을 3일 이내에 관측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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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Observation performance result in Korean cropland.

Table 14. Coverage analysis through the pointing angle variation

모의 운용 환경

•Mission Period : 2015.06.01 - 2015.06.30 (30 days)
•Orbit : Sun-synchronous @ 600 km Altitude
•Inclination : 98°
•Spacecraft Body Pointing : Roll only Tilted

공간해상도(Pan/MS) 1.5 m / 6 m 2 m / 8 m 3 m / 12 m

관측폭(km) 60 70 120

누적 Coverage(%) 100 100 100

100%관측 소요시간 20.5 11 6.5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폭이 60 km로 늘어남에 따라 관

측 주기가 대부분 단축되었고, 관측폭이 120 km일 때 약

1일에서 3일 주기로 관측하였다. 군집위성의 경우에는

관측폭이 30 km일 때 황해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농경

지역을 제외하고 약 4일 이내에 관측하였다. 그 밖에도

관측폭이 60 km, 70 km, 120 km일 때는 약 2일 혹은 1일

이하의 주기로 관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폭의 변

화에 따른 단일위성과 군집위성의 관측 주기를 비교해

볼 때, 관측폭이 늘어날수록 군집위성은 한반도 농경지

전체지역을 관측하는 주기가 단일위성보다 더 빠르게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림업 분야의 특수성

을 고려할 때 본 논문에서 분석하여 도출한 관측폭인 60

km 사양으로 위성영상의 정밀한 자료 획득에 있어 시

계열 영상 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경

지역 상공을 지나갈 때 위성의 관측 기동각도를 조절하

거나 군집위성의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통해 기 개

발된 관측위성과 겸용하여 운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농림업 탑재체 기술 사양을 기반

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한반

도 농경지를 대상으로 모의 관측 성능을 분석한 결과,

관측 기동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위성은 가정 1일

때 최소 99.76%의 높은 관측 성능을 보였으며, 가정 2의

경우는 최소 2.5일, 그리고 가정 3의 경우는 2일 이내의

관측주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 기동조건을 반

영한 단일위성은 한반도 농경지역의 전체 면적을 관측

하였으며 관측주기는 1일에서 2일 이내로 나타났다. 또

한 2기의 단일위성을 180° 차이의 시간차를 두는 위성

군집궤도 운용방식으로 전환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

였다. 단일위성의 궤도 경사각 및 관측 기동조건을 군

집위성에 동일하게 반영한 결과, 군집위성의 경우에

는 관측 소요시간이 단일위성의 경우보다 최대 2배 가

까이 단축되었으며 관측주기 또한 짧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본 논문에서 가정한 3가지 사양을 적용한 모의위성

탑재체에 대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커버리지 성능을 계

산하였다(Fig. 20). 단일위성에서 군집위성으로 갈수록,

위성기동을 사용할수록 재방문주기가 점진적으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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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Satellite observation performance scenario result.

Table 15. Analysis results for different mission scenarios
분석 항목(관측설정기간: 30일) 가정 1 가정 2 가정 3

단일위성
(Nadir)

누적 커버리지 99.76% 100% 100%

100% 관측 소요시간 - 23.5일 19.5일

최소 관측 주기 - 2.5일 2일

단일위성
(Tilted)

누적 커버리지 100% 100% 100%

100% 관측 소요시간 20.5일 11일 6.5일

최소 관측 주기 2일 1.5일 1일

군집위성
(Tilted)

누적 커버리지 100% 100% 100%

100% 관측 소요시간 10일 7.5일 5.5일

최소 관측 주기 1.5일 1일 1일 이하



어들고, 위성 감시 영역이 증가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단일 및 군집위성 탑재체가 한

반도 전역을 관측할 때의 관측주기 성능을 분석한 결과,

약 1일에서 2일 사이의 관측주기를 갖는 관측 성능을 보

이기 위해서는 단일위성의 경우 최소 60 km의 관측폭

이 요구되고 군집위성의 경우 최소 30 km의 관측폭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농림업 위성 탑재체 제원 분석

농림업 분야에서 국내 사용자들의 수요 충족을 위한

사양으로 Table 16과 같이 3가지 경우로 제안하였다. 사

양 1은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수준을 고려할 때 가장 고

성능의 탑재체 사양을 나타낸다. SPOT-6·7, VRSS-1,

Gaofen-1 위성 등과 같이 멀티센서를 탑재하고 고기동

자세제어를 구축하여 1.5 m의 전정색 해상도와 6 m의

다중분광 해상도 그리고 광대역 관측기술을 동시에 운

용이 가능한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사양 3은 제시된 사

양 중에서 하한에 속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국내 사용

자들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사양으로

서 SPOT-6·7 위성 탑재체와 같이 60 km의 관측폭 성

능을 갖는 멀티센서에 기동성능을 결합하여 총 관측폭

을 120 km로 확장이 가능한 장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하

지만 관측폭이 120 km까지 넓어진 만큼 사양 1의 사양

에 비해 공간해상도가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에 대한 절충 사양으로 사양 2의 사양은 Gaofen-1 위성

의 탑재체 사양과 같이 2 m의 전정색 해상도와 8 m의

다중분광 해상도의 성능을 갖는 2개의 멀티센서 기술

을 반영하였다. 본 논문의 모의실험에서 분석한 바와 같

이 위성 플랫폼의 관측 기동 성능을 적용하면 약 70km

의 관측폭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고 관측주기를 단축시

킬 수 있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농림업 위성 탑재체 제

원은 광역 관측폭 확보를 위해 2 m 내외의 전정색 채널

의 해상도와 8 m 내외의 다중분광 해상도를 제안하였

고 80 km 내외의 관측폭을 갖는 탑재체 사양을 3가지 후

보로 제안하였다. 제안한 사양을 기반으로 기동조건이

없는 단일위성과 기동조건이 반영된 단일 및 군집위성

의 운용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60 km의 관측폭을 갖는 사양 1의 경우는 2일 이내에 같

은 지형을 관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km의 관측폭

을 갖는 사양 2의 경우는 기동조건이 없는 환경에서 2.5

일의 주기를 갖고 관측을 하였으며 군집위성으로 운용

되었을 때는 1일 주기로 관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양 3의 경우는 기동조건이 없는 환경에서 2일의 주기로

관측하였고 기동조건이 반영될 경우는 1일 그리고 군

집위성의 운용 환경에서는 1일 이내의 주기로 관측하

였다. 가시광선 대역부터 단파적외선까지 농림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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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Technical specifications options
항 목 사양 1 사양 2 사양 3

공간해상도 1.5 m / 6 m 2 m / 8 m 3 m / 12 m

관측폭 60 km 70 km 120 km

신호 분해능 14 bit

SNR >100

관측
주기

단일
Nadir - 2.5일 2일

Tilted 2일 1.5일 1일

군집 1.5일 1일 <1일

활용 분광대역 Blue, Green, Red, NIR, SWIR

농림업
활용가능

분야

채소 작물 수량파악
채소 작물 구분
채소 식생 파악

채소 병충해 파악
산림 피해지 현황 파악
산불 지역 모니터링
산림 수종 상세 분류

산림 구조 구분
산림 임분 특성 구분

대상작물: 포도, 고추, 배, 벼 등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산림 병해
충 지역 파악

산림 바이오매스 평가
수치 표고모델 작성
생물 계절 모니터링

대상작물: 포도, 고추, 배, 감자,
옥수수, 마늘, 벼, 콩 등

농림 바이오매스 평가
맥류, 벼 등 식생 파악
농작물 병충해 파악
농경지 수분 추정

토양 증발산량 추정
농작물 생육 파악

홍수 탐지 모니터링
산림 복원 모니터링

농경지 이용변화 분석
대상작물: 벼, 귀리, 밀, 보리 등



의 세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광대역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위성영상의 품질은 국내에서 개발된

KOMPSAT-3A 위성과 같이 14 bit의 신호 분해능과 100

이상의 SNR조건을 반영하였다.

제안된 농림업 위성의 탑재체 사양 결과는 유사 활용

위성 탑재체 성능의 주요 기술을 모의 위성 운용실험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각 제안된 사양은 멀티센서

의 채택을 통해 융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2기 이상의 탑재체를 동시에 운용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에는 전정색 채널을 포함한 고해상도 및 광

역관측이 가능하고 짧은 재방문주기로 관측할 수 있어

기상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영상의 확보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

6. 결 론

향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예정인 차세대 위성

을 농림업분야에 원활히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림

업 위성의 필요성과 농림업 세부 활용분야에 대해 분석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농림업분야에서 위성영상

을 활용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로써 현재 국내외 위성 탑재체 기술에 대한 분석 결

과를 제안하였다. 최근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농림관

측위성 탑재체는 단기간에 관측 면적에 대한 정밀한 위

성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농림업분야 관측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고해상도 위

성영상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농림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성영상의 정밀한

자료 획득에 있어 시계열 영상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

운 환경에 있음으로 농림업 분야 위성 개발 시에는 관

측폭 확대를 통해 촬영주기를 단축시켜 나가는 방향으

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농림업분야에 실행 가능성이 있고 고해상도로 광역관

측이 가능한 위성 탑재체 기술을 분석하여 모의 운용실

험에 반영하였다. 위성 모의 운용실험에서 관측 대상지

로 한반도 전역 및 남·북한의 대표 농경지를 설정하였

고 적시에 따른 시계열 위성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및 군집위성 운용방식의 한반도 관측 성능을 확인하였

다. 이는 향후 국내에서 농림업 활용 위성 개발이 진행

될 때 위성의 사양을 도출하는 기술적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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