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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구관측위성 위원회(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CEOS)에서 주관하는 오

픈 데이터 큐브(Open Data Cube: ODC)는 지구관측그룹(Group on Earth Observations: GEO)

에서 구축하는 전 지구 관측시스템(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EOSS)의 

기반 플랫폼으로 적용되고 발전하고 있다. ODC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무상으로 공

개되는 대용량의 위성영상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규모, 지역 단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수

준의 과학적 정보처리와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 서비스 구축에 적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플랫

폼이다. 이 연구에서는 ODC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 유사한 목적을 갖는 구글 어스 엔진과 비교하

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ODC에 대하여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다목적실용위성(KOMPSAT) 영상정

보를 이 플랫폼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KOMPSAT 위성영상을 이 플랫폼에서 사용하기 위한 단계를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입력과 등록에 적용되는 중간 과정을 예시하였다. 한편 오픈 데이터 사용권 관

점에서 KOMPSAT 위성영상을 ODC 응용 서비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KOMPSAT 위성영상정보의 ODC 적용을 위한 정책과 기술 사항들은 향후 GEO의 GEOSS에 다

른 유상 위성정보를 사용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다목적실용위성, 오픈 데이터, 오픈 데이터 큐브, CEOS, 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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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en Data Cube(ODC) has been emerging and developing as the open source platform 
in the 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s(CEOS) for the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GEOSS) deployed by the Group on Earth Observations 
(GEO), ODC can be applied to the deployment of scalable and large amounts of free and 
open satellite images in a cloud computing environment, and ODC-based country or 
regional application services have been provided for public users on the high 
performance. This study first summarizes the status of ODC, and then presents concepts 
and some considering points for linking this platform with Korea Multi-Purpose Satellite 
(KOMPSAT) images. For the reference, the main contents of ODC with the Google 
Earth Engine(GEE) were compared. Application procedures of KOMPSAT satellite image 
to implement ODC service were explained, and an intermediate process related to data 
ingestion using actual data was demonstrated. As well, it suggested some practical 
schemes to utilize KOMPSAT satellite images for the ODC application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open data licensing. Policy and technical products for KOMPSAT images 
to ODC are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references for GEOSS in GEO to apply new 
satellite images of other countries and organizations in the future.

KEYWORDS : CEOS, GEO, KOMPSAT, Open Data Cube, Open Data

서  론

197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30여 개국에 

이르는 지구관측 위성 보유국에서 178개 광학

위성과 19개 SAR 위성에서 생산한 지구관측 

위성정보는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의 양뿐만 아

니라 실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준비, 처리, 저장 

및 분석의 복잡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현재 운용중인 대부분의 위성영상정보 

활용서비스 시스템에서 다루는 보편적인 정보처

리 방식과 내려받기와 같은 데이터 배포 방식으

로는 위성정보의 실제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대규모,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재정

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

한 기술적 방안으로 소위 빅 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과 같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분야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패러다임이나 신기술이 개발되고 발표되면서 국

제적으로 지구관측(Earth Observation: EO) 

위성정보를 이러한 추세와 연계하려는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Nativi et al. 2015; Guo 

et al. 2016; Yang et al. 2017; Hu et al. 
2018; Soille et al. 2018). 

여러 선행 연구 중에서 특히 Nativi et 
al.(2015)는 지구관측 위성정보를 빅 데이터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정보로 강조하면서 다차원 

배열, 시계열 정보처리를 위한 데이터 구조인 

데이터 큐브(Data Cube)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Nativi et al.(2017)은 빅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의 상호운영 측면에서도 데이터 

큐브가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

기서 데이터 큐브는 대용량 또는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요 구

성요소인 온라인 분석처리(Online Analytical 

Processing: OLAP)의 핵심 요소기술로 볼 수 

있다.

Guo et al.(2016)는 지구관측 기술과 빅 데

이터 기술이 연계되는 빅 어스 데이터(Big 

Earth Data)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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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bl et al.(2017)은 데이터 큐브 개념이 지

형 공간정보의 정책 활용, 효율적 관리, 표준화 

상호운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는다고 하였

다. 한편 Klein et al.(2017)은 클라우드 컴퓨

팅 환경에서 위성정보의 잠재적 사용자들이 데

이터 검색과 대용량 정보처리에 많은 애로사항

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

책적, 기술적 방안으로 오픈 데이터를 이용한 

오픈소스 기반 공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Soille et al.(2018)은 사용자별 애플리케

이션의 컨테이너화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분산파

일 시스템 및 배치 처리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를 갖춘 Petabyte(PB)(1,000 Terabyte 

(TB)) 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러한 대규

모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집중형 플랫폼

을 제안하였다. 

Lewis et al.(2016)은 광역적 환경 분석을 

위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적용한 데이터 큐

브를 구축하는 시험 연구를 수행하였고, Lewis 

et al.(2017)은 빅 데이터 시대에 지구관측 정

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호주 지구과학 데이터 

큐브(Australian Geoscience Data Cube: 

AGDC)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측면을 정리한 바 있다. 또한, Landsat 위성영

상을 이용한 데이터 큐브 구축의 사례는 스위스 

데이터 큐브 (Giuliania et al. 2017), 호주 데

이터 큐브 (Brooke et al. 2017), 콜롬비아 데

이터 큐브 (Pachon et al. 2018) 등이 있다. 

여기서 데이터 큐브가 제공하는 Landsat 위성

영상은 원시데이터가 아니고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적인 보정 작업을 하지 않고도 즉시 원하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데이터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이러한 데이터 큐브의 기

반이 되는 플랫폼인 오픈 데이터 큐브(Open 

Data Cube: ODC)에 대하여 지구관측그룹

(Group on Earth Observations: GEO)과 지

구관측위성 위원회(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CEOS) 등 국제기구에

서의 역할을 소개하고, 간단하게 기술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전 지구적 지구관측 위

성영상을 제공하는 유사한 목적이 있는 구글 어

스 엔진(Google Earth Engine: GEE)과 비교

하였다. 또한 KOMPSAT 위성영상을 ODC에 

적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관

련하여 오픈 데이터 사용권에 대한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ODC로 KOMPSAT 영상정보

를 입력, 등록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실

제 데이터를 적용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KOMPSAT 위성영상을 ODC 응용 서비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픈 데이터 큐브 개요 

ODC는 전 지구적 공간영역에서 매일 생산되

는 지구관측 위성데이터와 그동안 축적된 지구

관측 영상정보가 전 세계 규모의 환경, 경제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로

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새

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프

로젝트이다. ODC는 어떤 목적을 위한 응용 서

비스 시스템을 개발 환경과 그러한 서비스에 필

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공통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동시에 

서비스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

터넷 기반의 기술 환경을 의미하는 서비스 플랫

폼이다. 

따라서 ODC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서비스 

시스템은 새로운 컴퓨팅 인프라, 기술 및 데이

터 아키텍처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공하면서, 정보 

제공자를 위하여 데이터 분배와 관리를 간소화

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ODC에 대하여 학술적인 기술 

사항을 다루는 여러 가지 세부 연구와 국가별, 

기관별 실제 활용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Killough, 2018a).

1. GEO, CEOS에서의 오픈 데이터 큐브 역할

GEO는 2005년에 전 지구 규모의 대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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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육지, 환경 생태계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에너지, 물 등 자원의 효율

적 관리와 자연재해와 재난 등 문제해결을 위하

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전 지구 관측시스템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EOSS)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간 공식 기구로 발족하였다. 2018년 12월 

기준 GEO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05

개국이며, CEOS, ESA(European Space 

Agency),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등이 127개 국제기구 및 비영리 단체가 공식 

참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GEO 창설 

회원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현재 16개국으로 

구성된 GEO 집행위원회 이사국 중 하나이다. 

참여 기관 중에서 CEOS는 민간 주도의 지구관

측 프로그램의 국제적 조정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호 간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USGS(U.S. Geological 

Survey),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ESA(European 

Space Agency), CNES(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ISRO(Indi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 INPE(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 등과 같이 

여러 국가에서 위성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하여 

활용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대부분 연구 기관이 

속하고 있다. 

CEOS는 영상정보 제공자와 사용자를 위하여 

전 세계 규모의 지구관측 영상정보 서비스를 위

한 기반 플랫폼으로 여러 대안 중에서 ODC를 

채택하였다. 또한, 이 오픈소스 플랫폼을 통하여 

지구관측 위성정보에 대한 지식 확산과 수요를 

증가시키고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제 사용자 이용 

환경을 포함한 실제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응용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ODC

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CEOS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공통적인 요구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은 위성 데이터에 접근하고 준

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 및 과학적 지식 최소화, 

지구관측위성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 

무상 이용 및 공개, 소스 코드, 도구 및 알고리

FIGURE 1. Interrelations among GEO, GEOSS, CEOS, 

and Open Data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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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공유할 수 있는 일관된 데이터 아키텍처, 

여러 데이터 자원과의 상호 운용성 및 상호 보

완성 지원, 상업적 목적 및 인터넷 의존성을 배

제할 수 있는 국지적 사용이 가능한 솔루션, 지

속적인 사용자 지원 등이 있다. 즉, ODC는 이

와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지구관측위성 

데이터의 가치와 전 세계 규모의 환경,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을 증가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부합되는 플랫폼이다. CEOS를 구성하는 여

러 연구기관이 ODC 아키텍처 개발과 활용뿐만 

아니라 ODC를 위한 데이터의 제공과 같은 실

질적인 산출물을 구축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그

림 1은 GEO, GEOSS, CEOS와 ODC의 관계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ODC는 그림 2와 같이 

GEOSS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분야는 별도 작

업반(Task 11)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지구적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과물을 구축하고자 하는 CEOS는 지구

관측위성 데이터 공급자와 GEOSS 구축을 주도

하는 GEO나 미국 NASA가 주도하는 

SERVIR(https://www.nasa.gov/mission_page

s/servir/index.html) 등과 같은 기존 프로젝트

의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여러 국가의 관심과 실질적인 참여를 증가시키

는 활동을 하고 있다. CEOS에서 진행한 이러한 

활동의 주요한 성과는 ODC 구축을 위한 데이

터 획득과 생산을 위한 지침 및 오픈소스 코드 

개발, 오픈소스 공유 서비스 GitHub를 통한 소

스 공개 및 배포, 표본 입력 및 출력이 포함된 

ODC 설치 패키지 개발, 문서 및 교육 도구를 

갖춘 교육 센터 개발, 사용자 포럼 운영, 사용자 

중심을 지향하는 공통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한 과학 알고리즘 개발과 위성정보 분석 및 

응용 시험사례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CEOS에

서는 ODC에 대한 국가별, 지역별 사용자의 요

구를 충족하는 응용 서비스와 실제 사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ODC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별 

현황은 그림 3과 같다. 

2018년 기준으로 호주, 콜롬비아, 스위스 3

개국은 국가 규모의 ODC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베트남, 대만, 영국, 우간다 등 7

개국은 각국의 데이터 큐브를 개발 및 구축하고 

FIGURE 2. Data Cube task in AOGEOSS

(edited and excerpted from 

https://aogeoss.com/en/staticpages/index.php/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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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일본, 중국, 남아공, 브

라질, 페루 등 29개국은 자국의 위성정보를 데

이터로 제공하고 있거나 ODC의 기술 개발에 

참여하거나 자국의 데이터 큐브 구축을 실제 검

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경

우 ODC를 위하여 일부 위성영상 데이터 제공

을 하는 동시에 각각 DIAS(Data Integration 

and Analysis System: https://dias.ex.nii.ac. 

jp/)와 SE(Spectrum Earth) 프로젝트와 같은 

자국의 위성영상정보 활용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Liu 2018).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오픈 데이터 정책과도 직접 

연계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는 별

개로 자체적인 위성정보 통합 서비스를 위한 플

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와 구축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STEPI, 

2014). OD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단

위의 데이터 큐브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자

국의 위성영상 활용서비스 플랫폼을 별도로 구

축하고 이를 GEOSS 등과 같은 국제적 시스템

과 연계할지 등은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정

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픈소스인 ODC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

선 플랫폼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소프트웨어 개

발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CEOS에서 

ODC 기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

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을 하

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다. 

2. 오픈 데이터 큐브 기술 개요

ODC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서비스를 구성하

는 기술 요소는 그림 4와 같이 데이터 저장소

(Data Storage), 플랫폼,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데이터 저

장소는 GeoTIFF 또는 NetCDF 파일의 로컬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 기반 시스템과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모두 지원한다. 또

한, 기존 구축된 국가별 데이터 큐브 제공 데이

터와의 호환도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래스터 유

형 공간 데이터의 추상화 함수를 모아놓은 오픈

소스인 GDAL(Geospatial Data Abstraction 

Library)과 연동되어 있다.

현재 ODC와 연계되는 클라우드 환경은 아마

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S3(Simple Storage 

Service) 저장 서비스만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ODC의 핵심 모듈이 포함된 플랫폼에서는 데이

FIGURE 3. The status of the country-based data cube, as of December 2018 

(edited country development at https://www.opendatacube.org/c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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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색인(Indexing) 작업을 위하여 오픈소스 데

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인 PostgreSQL

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색인 작업은 어떤 

ODC 응용 서비스의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가 

데이터 큐브 내에 저장되어 있기만 하면, 데이

터가 저장된 위치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이 직접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애플리케이션 응용 서비

스는 ODC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환경 인터페이

스와 파이썬(Python)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과학적 알

고리즘은 파이썬 개발 프레임워크인 주피터 노

트북(Jupyter Notebook)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오픈 데이터 큐브와 구글 어스 엔진 비교 

현재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ODC가 지향

하는 목표와 유사한 내용을 갖는 서비스 또는 

플랫폼은 GEE(Gorelick et al. 2017)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연합에서 주도하는 지구관측 데

이터 처리 플랫폼인 JEODPP 서비스(Joint 

Research Centre Earth Observation Data 

and Processing Platform. https://cidportal. 

jrc.ec.europa.eu/home/)나 NASA의 지구과학 

데이터 교환 및 분석 서비스인 NEX 서비스

(https://nex.nasa.gov/nex/)의 경우도 유사한 

목적으로 개발, 구축되어 운영 중이지만 국제적

인 사용자 계층과 파생 서비스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먼저 GEE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ODC와 GEE 플랫폼은 제공되는 방식이나 

사용자 계층, 서비스 데이터 등이 유사한 부분

도 있지만(Killough, 2018b), 서로 다른 부분도 

있으므로 서로 간의 주요한 특징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공통적인 사항은 비용 측면, 사용자 제

공 문서화, 데이터 내려받기와 결과 출력 방식 

등이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을 연구 

목적이나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오픈소

스 아파치 2.0 사용권(Apache 2.0 License)에 

따른 무상 제공이 적용된다. 그러나 GEE의 경

우 상업적으로 이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

도의 유상 계약이 필요하다. 이 플랫폼의 사용

자(실제는 응용 서비스 개발자)를 위한 사용법

은 모두 온라인 문서로 제공되고 있으며 빠른 

주기로 갱신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서비스에 

공개하는 데이터는 클라우드 기반 대용량 데이

터 저장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내려받기 

하지 않아도 빠른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사용자가 실제 원본 데이터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는 않고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한 결과물은 필요에 따라 

FIGURE 4. Simple view of ODC components for applic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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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도구나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적 특징 외에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플

랫폼의 관리 및 운영 주체이다. ODC는 비영리 

기구와 기관 등이 개발과 운영의 주체인 데 반

해 GEE는 사기업인 구글이 단일 주체이다. 또

한, 위성영상 데이터가 제공되는 범위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GEE는 구글 어스서비스와 연계되

어 현재 지역적 제한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성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ODC는 호주 

데이터 큐브(Australian Data Cube), 스위스 

데이터 큐브(Swiss Data Cube) 등과 같이 국

가적 단위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되

고 있다. 물론 국가별 데이터 큐브를 통합 환경

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도 구축되고 있으며 

CEOS나 아마존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

다. 현재 ODC의 통합 서비스는 아시아-오세아

니아 지역의 AOGEOSS,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AmeriGEOSS(www.amerigeoss.org), 유

럽 지역의 EuroGEOSS(www.eurogeoss.eu), 

아프리카 지역의 AfriGEOSS 등과 같이 GEO가 

주관하는 대륙별 GEOSS가 지향하는 실제 서비

스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제공되는 위성영상 

정보의 종류도 차이가 있는데, GEE의 경우는 

Landsat 계열 영상, 합성개구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을 포함한 Sentinel 

1, 2 영상과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영상이 주요한 

정보인 데 반하여, ODC의 경우는 이러한 영상

정보 외에도 ALOS(Advanced Land 

Observing Satellite), JERS(Japanese Earth 

 Content  Open Data Cube (ODC)  Google Earth Engine (GEE)   Notes

 URL  https://www.opendatacube.org/   https://earthengine.google.com/

 Release  2016 (version 2.0)   2012

Service Providers
The 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CEOS), Non-profit organizations
Google (Private Company) Hosted on GitHub

Costs Free, Open source under Apache 2.0 licenses

Free, Open source under Apache 2.0 licenses 
for research, education, and non-profit use. 

Commercial licenses for commercial 
application

Documentation or 
User guide

Online guide for developers Online guide for developers

Source Data 
Downloading

Not necessarily Not necessarily

Result exporting Possible Possible

Area Coverage Country-based scale Global Scale

Remote Sensing 
Data Sets   
Provided

Landsat Series, Sentinel 1 and 2 (In some 
regions, MODIS, ALOS, JERS, CBERS), and 

more

Landsat Series, Sentinel 1 and 2, MODIS, US 
National Agriculture Imagery Program (NAIP)

Other data sets 
available

Data Level
Analysis Ready Data (ARD), Additional ARD 

ingestions for separate sensor
Ready-to-use data, Third-party tools need 

for data importing

Customization 
Language 

Python JavaScript, Python

Supporting Cloud 
Environment

External Cloud services needed
(Amazon Web Services only at present time)

Google Cloud Platform(GCP)

Local deployment 
Installation and Application Implementations for 

local deployment possible
Customization using Google code editor, 

Commercial version possible

Image Analysis 
Functions

Mathematical operations, Scientific algorithms, 
Clustering, Time series analysis, Change 

detection and so on

Mathematical operations, Scientific algorithms, 
Classifications, Machine learning, Time lapse 

and Change detection and so on

TABLE 1. Comparison of ODC and GEE



Consideration Points for application of KOMPSAT Data to Open Data Cube70

Resources Satellite), CBERS(China–Brazil 

Earth Resources Satellite) 등과 같은 영상정

보도 제공되고 있어 제공되는 데이터의 종류는 

ODC가 더 많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영상정보의 수준은 사용자(영상정보의 최종사용

자를 의미)가 데이터의 검정이나 별도의 보정을 

하지 않고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의 데이

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영상 유형별로 

보정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적 사항이나 처리 방

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같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즉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 ODC는 이를 분석 대기 데이터(Analysis 

Ready Data: ARD)라고 하며 GEE에서는 

Ready-to-use 데이터라고 하고 있으나 기술

적 수준이나 의미는 거의 같다. ARD나 Ready 

-to-use 데이터를 제작하고 이를 ODC나 

GEE에 올려서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데이

터로 수집(Ingestion) 작업해야 하는데, 이 작

업은 위성센서 별로 위성 센서의 특성을 적용하

여 다르기 때문에 센서별로 메타 정보를 적용하

여 각각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 ODC의 경우

는 지역적 특징이나 서비스 목적에 따라 새로운 

센서를 추가하는 경우는 그러한 센서에 맞는 별

도의 수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반면에 GEE는 

단일 주체가 제공되는 데이터를 관리하므로 사

용자가 이 작업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 이 두 

가지 플랫폼을 사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

하는 데 적용하는 컴퓨터 언어의 경우 ODC는 

파이썬을, GEE는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

(JavaScript) 언어를 지원한다. 각 플랫폼이 지

원하는 위성영상 정보 분석 기능도 공통적인 면

과 차이점이 있다. 과학적 분석 알고리즘을 포

함하여 픽셀 기반의 수학적 연산 처리 기능은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변화 탐지를 위한 분석 

기능도 모두 제공하고 있지만 분류 알고리즘이

나 기계학습 기능 제공 여부 등에서 기능의 종

류나 기능별 특징은 차이가 있다.

오픈 데이터 큐브 KOMPSAT 

영상정보 활용 고려사항

1. 오픈 데이터 큐브 KOMPSAT 영상정보 

적용 절차 

ODC를 기반으로 구축한 응용 서비스에서 사

용자를 위하여 KOMPSAT 광학 및 SAR 영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5는 다섯 개의 단계로 처리

를 담당하는 주체와 함께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제공자 관점에서 

ODC에 입력할 대상 데이터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상 데이터가 정해지면 이 데이터들을 

ARD 형식으로 가공해야 한다. ARD는 미리 정

해진 검정과 보정 수준에 따라 광학 영상정보에 

대하여 대기 보정을 수행하거나 SAR 영상 데이

터에 지형 보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Ali et 
al.(2017)는 Sentinel 위성영상정보에 대한 

ARD 제작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한 바 

있으며, 미국 지질조사소 USGS에서는 2015년

부터 자국 내 Landsat의 ARD 제작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Dwyer et al. 2018), 현재 약 238 TB 이상

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세 번째 과정은 

광학 영상정보나 SAR 영상정보를 ODC에 등록

하는 단계로서 이 과정에는 위성 센서 별로 

ODC 환경에 맞추어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스크립트 코드가 필요하다. 물론 스크립트가 완

성되면 다른 데이터는 이 코드를 이용하여 입력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네 번째 과정은 클라

우드 기반의 데이터 저장소에 ARD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단계이다. 대규모, 대

용량 영상정보를 웹 환경에서 다루는 ODC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

영되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클라우드 환경에

서 구동하는 ODC 또는 이를 사용하여 작동하

는 웹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영상 정보처리나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처리 흐름도는 국가적 규모로 주

로 Landsat 영상을 이용한 ARD 제작과 ODC 

구축을 수행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단순화

한 것으로 각 단계는 보다 세부 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처리를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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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 공정

과 단계별 산출물의 내용과 수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2. 오픈 데이터 큐브에서 KOMPSAT 영상정보 

사용권 문제

최근 오픈 데이터가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주

목받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사용권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비영리 

기구나 콘텐츠 창작자가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저작물에 대한 사전이용 허락표시 방식이다. 

CC 사용권 조건은 저작자표시 조건을 나타내는 

 CC BY(Attribution alone), 저작자표

시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을 의미하는  

CC BY-SA(Attribution+Sharelike), 저작자표

시와 비영리 조건을 나타내는  CC 

BY-NC(Attribution+Noncommercial) 등과 

법적 제한이 있는 여섯 가지 유형의 조건과 규

정이 있다. CC BY 조건으로 공개되는 공개데이

터 또는 정보자원의 경우는 이 조건에 따른 대

상물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하지 않고,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한다면 영리 목적으로 활용이 가

능하고 내용의 변경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2차 

창작과 사용권 변경까지 가능하다. 한편 CC 

BY-SA의 경우에는 CC BY와 거의 같지만 사

용권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처럼 CC 사용

권은 비록 공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으

로 다양한 법적 제한이 있는 다양한 조건을 제

공하고 있다. 참고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도 

GEO 참여 기구 중의 하나이다. 

GEO Data Sharing Working Group(2014)

에서는 GEOSS를 위한 데이터 제공은 기본적으

로 제공자 또는 제공기관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제공하는 데이터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는 CC0나 

최소 수준인 CC BY 조건의 무상 오픈 데이터

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USGS에서 공개하고 있는 Landsat 계열의 위

성영상정보 구글의 위성정보는 모두 CC BY 

2.0 사용권으로 공개되고 있지만 반면에 ESA 

Copernicus 프로젝트에 의한 Sentinel 계열의 

위성영상정보의 경우는 CC BY-SA 사용권에 

정부 간 국제기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CC 

FIGURE 5. KOMPSAT data application procedure in Open Data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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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A 3.0 IGO 사용권으로 공개되고 있다

(http://open.esa.int/copernicus-sentinel-sat

ellite-imagery-under-open-licence/). 여기

서 2.0 또는 3.0 숫자는 개정된 판의 번호를 의

미하며 CC 사용권이 국가별 법에 따라 다른 조

건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IGO는 정부 간 국

제기구에는 이 조건을 공통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 

KOMPSAT 영상정보의 경우는 Landsat이나 

Sentinel 계열 위성정보와 달리 기본적으로는 

오픈 데이터나 무상 공개 데이터가 아니므로 

CC 사용권으로 법적 제한을 규정하는 다른 무

상 위성 데이터와 같이 CC 사용권을 적용할 대

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KOMPSAT 위

성정보의 경우 정부 주도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

이나 기타 특별한 정책 목적에 따라 위성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는 하나 실제 제

공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ODC에서도 다른 

국가나 산업체에서 운영하는 저작권이 있거나 

유상으로 제공되는 다른 위성영상 데이터가 

ODC에서 제공되는 경우도 아직은 없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위성 보유 운영 선진국 등에서도 1 미터 

이하 급 고해상도 광학 위성정보나 X 밴드 

SAR 위성영상을 포함하는 KOMPSAT 위성정

보 제공을 통한 GEO의 GEOSS를 위한 

KOMPSAT 기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비록 유상 데이터이기

는 하나 KOMPSAT 위성정보의 적극적인 국제 

홍보와 일반 사용자 커뮤니티 확대를 위한 정책

적 고려가 필요하다. 

대상 데이터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 이후 

ARD 제작, ODC에 데이터를 입력, 등록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다루

는 주체가 데이터 공급 기관 외 외부의 제3기관

이 될 수 있으므로 위성정보가 이미 공개될 수 

있고 Landsat이나 Sentinel 영상정보의 경우 

첫 번째 단계부터 CC 사용권을 부여한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저장소에 

위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단계에서

도 데이터의 외부 공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관련 규정이 마련되고 정책적 고려에 따라 

KOMPSAT 위성정보가 ODC를 통하여 GEOSS

에 제공된다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

계까지는 위성영상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접

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기관에 속한 내부 

처리 전문가에 의하여 ARD 제작, 입력 및 등

록, 클라우드 데이터 구축까지를 수행하도록 해

야 한다. ODC 응용 서비스나 GEOSS 포털 시

스템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는 이러한 단계를 

거친 최종 위성영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한 처리 결과물은 사용자가 소유

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으나 데이터 자체는 내려

받기나 GEOSS 응용 서비스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다. 이처럼 KOMPSAT 위성정보와 같은 유

상 데이터의 GEOSS를 위한 정책 기반과 기술 

방안이 마련된다면 KOMPSAT 적용 사례를 외

국의 위성정보 생산, 배포기관이나 산업체가 제

공하는 유상 정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제공될 수 있다. 

KOMPSAT 영상정보 수집과정 

 ODC가 응용 서비스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구관

측 위성영상정보의 종류와 양이 많을수록 활용 

가치는 증가한다. KOMPSAT의 경우 전정색 광

학 영상 기준으로 0.55m급 해상도를 보이는 광

학 위성영상과 9.66 GHz X 밴드에서 1m, 3m, 

20m의 공간 해상도를 보이는 다양한 상태

(Mode)의 SAR 위성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 지구관측 위성정보를 통하여 자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https://ksatdb.kari.re.kr/uc/list.do). 따라서 

KOMPSAT 위성영상정보는 무료로 배포되고 

있지는 않지만 ODC에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

다면 다른 센서 정보보다 GEOSS나 국가 규모 

데이터 큐브에 대한 활용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

로 예상한다. 

현재 KOMPSAT 영상정보의 ODC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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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유상 판매 계약 등에 대한 정책이나 근거

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번 연구에

서는 KOMPSAT 위성 정보를 ODC에서 수집하

는 단계(Ingestion)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

트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실험을 수행

하였다. 수집하는 단계는 크게 산출물 정의

(Production definition), 색인 데이터

(Indexing data), 수집 데이터(Ingesting data)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ODC에 데이터를 추

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듈을 추가 개발하여 활

용해야 한다. 개발 모듈은 색인 데이터를 표기

하는 마크업 언어인 YAML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실험에서는 KOMPSAT 3A 위성

영상에 대해 ODC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 모듈을 개발하여 원본 데이터를 수집을

(Ingestion) 수행하였다. 그림 6은 이러한 수행 

과정을 정리하고, 각 과정별 설정 파일을 예시

한 것이다. 그림 6(a)는 첫 번째 단계인 산출물 

정의 과정으로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

성한 결과이다. 그림 6(b)는 YAML 형식의 메

타데이터 파일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파이썬 스

크립트로  KOMPSAT 계열의 위성영상정보에

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마

지막으로 그림 6(c)는 수집 단계를 나타낸 것으

로 ODC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본 메타

데이터 정보와 공간좌표체계 및 타일 형태에 대

한 내용을 YAML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번 실험에서 수집하는 단계 내부에 적용된 공간

좌표계는 EPSG:4326을 기본 값으로 하였고, 

광학 영상의 경우 KOMPSAT 영상에 포함된 4

개 밴드(Blue, Green, Red, Near infrared)를 

모두 한 번의 과정으로 ODC에 등록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KOMPSAT 3A 위성정보는 

파이썬 실행 파일 구동을 위한 프레임워크인 주

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ODC에 대한 수집된 데

이터 정보를 출력하고 컬러 합성 영상으로 표출

할 수 있다. 그림 7(a)는 ODC 파이썬 API를 

통해 현재 정의 및 수집된 데이터 정보 목록이

다. 여기서 kompsat3A_l1g_ms는 정의된 데이

터를, kompsat3A_l1g_ms_general은 최종 수

집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그

FIGURE 6. (a) YAML result of defining product, (b) Python module for indexing configuration of 

KOMPSAT optical images and (c) YAML result of ingest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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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xample of ODC application case with data search 

modes and analytical  functions 

(excerpted from http://ec2-52-201-154-0.compute-1. 

amazonaws.com/)

FIGURE 7. (a) Measurement listing result of KOMPSAT ingestion, 

(b) RGB compositing of KOMPSAT images in 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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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7(b)는 2016년 촬영한 베트남 메콩강 인근 

지역으로 나타내는 2개의 영상을 검색한 결과이

다. ODC에서 위성영상을 입력, 등록하는 과정

을 이처럼 파일 단위로 입력되지만, 사용자는 

분석하고자 데이터를 일반적인 영상 검색 주문 

시스템과 같이 파일 단위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

고 시간, 지역 단위로 검색하거나 임의 도형을 

사용하는 공간 검색 방식을 지원한다. 

그림 8은 이처럼 입력된 영상정보가 실제 어

떻게 제공되는 가를 보여주는 예시로 현재 

CEOS가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험으로 제공하는 ODC 기반 응용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파일 단위가 아닌 시간 범위와 공

간 범위 설정으로 데이터 큐브에 사전에 구축된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

상 분석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처리 결

과도 역시 별도의 화면 창에서 보여준다. 물론 

응용 서비스는 개발 목적이나 사용자 계층에 따

라 다양한 사용자 환경과 분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결  론

전 세계 규모의 사회, 경제, 환경 문제 해결

에 위성영상을 활용하고자 하는 GEO의 집행이

사국인 우리나라의 우주 활용 분야의 위상이 증

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 위성산업계의 시장 확

대와 응용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KOMPSAT 

데이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증가시킬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추진 방안 중에서 

국가 규모, 지역 단위로 구축되는 GEOSS 응용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반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CEOS 주관의 ODC와 KOMPSAT 위성영

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

규모, 대용량의 무상 공개 위성영상을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성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

드 환경에서 ODC 플랫폼을 적용하는 응용 서

비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서는 이 플랫폼에 대한 분석이나 실험 연구가 

미흡한 수준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이 플랫

폼의 현황과 활용 방식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자 하였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가 위성영상정보

의 보정이나 전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이러한 작

업을 사전에 처리해두는 ARD 제작과 플랫폼에 

데이터를 입력, 등록해야 하는 별도의 작업 등

을 요구한다. KOMPSAT 영상정보의 ARD 제

작을 위한 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연구는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오픈 데이터 사용권 관점 측면으로 KOMPSAT 

영상정보가 GEO와 GEOSS를 위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위한 정책적 기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마련된 근거와 지침

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위성정보 산출물을 

결정하는 데, 이 데이터들은 CC 사용권의 조건

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ODC로 이 

데이터들을 입력하거나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공

개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ODC를 

이용하여 구축된 GEOSS 활용 서비스 단계에

서, 이 서비스의 접속 계정을 갖는 최종 사용자

에게만 파일 단위가 아닌 사용지역 범위 내의 

부분 데이터로 온라인 상에서 공개, 제공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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