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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탐지를 위한 초소형 SAR 군집위성 활용방안 연구

김윤지 1)·강기묵 2)†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SAR Microsatellite Constellation 
for Ship Detection

Yunjee Kim 1)·Ki-mook Kang 2)†

Abstract: Although many studies on ship detection using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satellite images
are being conducted around the world, there are still very few employing SAR microsatellites, as most
of the microsatellites are optical satellites. Recently, the ICEYE and Capella Space have embarked on
the development of microsatellites with SAR sensor, and similar projects are being initiated globally in
line with the flow of the new space era [e.g., for the ICEYE: 18 satellites (~2021); Capella Space: 36
satellites (~2023); and the Coast Guard SAR: 32 satellites in the early development stage]. In preparation
for these new systems,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SAR microsatellite system and the recent advances
in this technology.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optical and SAR
microsatellite constellation operation are described, and studies using them are investigated. In addition,
based on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presentative SAR microsatellites, specifically the ICEYE
and Capella systems, methods for using SAR microsatellite data for ship detection applications are
described. Our results confirm that the SAR microsatellites operate as a constellation and have the
advantages of short revisit cycles and quick provision of high-resolution images. With this technology,
we expect SAR microsatellites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monitoring a wide-area target vessel, in which
the spatiotemporal resolution of the imagery is especially important.
Key Words: SAR microsatellite, microsatellite constellation, ICEYE, Capella, Ship detection

요약: SAR위성영상을활용한선박탐지연구는세계적으로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나, 초소형 SAR위성

을활용한연구는아직소수에불과하다. 최근 ICEYE, Capella 위성을필두로초소형 SAR 위성들의활용이가

능하며, 뉴스페이스시대의흐름에맞추어국내외에서초소형군집위성개발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현재대

부분의초소형위성은광학위성이나, 운용및개발진행중인 SAR (핀란드 ICEYE: 18기(~2021), 미국 Capella: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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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로부터선박을통한해상무역은활발하게이루

어졌으며, 2000년이후급격한기술성장을이루며해상

무역은더욱증가하였다. 해상무역의증가로인해해상

교통량이증가하면서이에따른선박사고, 불법어업도

매년꾸준히발생하고있다. 이에, 운항중인선박에대한

광역적인지역에서의모니터링이요구되고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여러 환경 규제(황산화물(Sox)

배출규제,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등)가 시행됨에

따라해양인근지역의경제적, 환경적인문제와직결되

는해상에서의운항중인선박에대한모니터링이매우

필요한상황이다.

선박모니터링의가장기본이되는선박탐지는드론,

항공기, 인공위성등의원격탐사자료를활용한연구가

활발히진행중이며, 광역적인지역에걸쳐운항하는선

박의특성으로인해인공위성자료를활용한선박탐지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Hwang and Jung, 2018;

Tang et al., 2014; Qi et al., 2015). 특히, 위성영상에서선박

이높은후방산란값으로나타나며, 주/야및날씨에관

계없이자료획득이가능하다는장점으로인해 SAR위

성영상을 활용한 선박탐지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Kang et al., 2017; Kang and Kim, 2019; Kim et al., 2018;

Lee et al., 2018; Song et al., 2020). SAR위성영상의임계

값과기계 학습, AI를활용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선박식별에대한연구도활발하게진행

되고있다(Bentes et al., 2017; Sharifzadeh et al., 2019). 그러나,

기존의 중대형 SAR위성은 재방문주기가 TerraSAR-X

는 11일, Sentinel-1A/B는 6일 등 시간해상도가 높지 않

다는한계점이있어, 운항중인선박을모니터링하기에

는어려운점이있다. 또한, 중대형 SAR위성의최대해

상도는 1 m로, 위성 영상만 활용하여 선박을 식별하기

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초소형 SAR위성은 시

간해상도(Capella위성: 1시간이내(36기운용시))와공

간해상도(spot모드: 0.5 m) 모두높아이를활용하여선

박식별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최근 몇 년간 우주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내

외적으로 초소형 위성의 개발 및 상용화가 활발해지

며, 높은 시간해상도와 공간해상도의 위성 자료의 활

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대부분의 초소형위성은 군집

(Constellation)으로 운용되어 위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해주며, 고해상도시계열자료이용을가능하

게 한다. 이러한 초소형위성의 특징은 재난·재해 뿐만

아니라안보상황발생시, 준실시간으로정밀관측을통

해 안보감시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초소형위성을활용한연구는아직활발하게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선박 탐지 연구에서도 주로 중대형 SAR

위성영상을활용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과거정부주도의중대형위성개발에서민간주도의

소형위성개발로변화하면서현재는뉴스페이스시대

흐름에 맞추어 초소형위성의 개발이 주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역해양정보 상황인식체계

구축을 위한 소형 SAR위성 개발 기획 연구를 통해 기

본설계를하였으며, 국외에서는상용초소형 SAR위성

인 ICEYE위성과 Capella위성을 선두로 초소형 SAR

위성의개발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이에초소형 SAR

위성의상용화시대에대비하여본연구에서는현재운

용중인 초소형 위성의 현황 및 특징과 이를 활용한 연

구사례분석, 그중 SAR위성인 ICEYE와 Capella두위

성의 구체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AI기반의 선박 탐지

연구에서초소형 SAR위성영상의활용방안을제시하

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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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2023), 국내해양경찰 SAR: 32기(기획연구) 등)의운용계획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하여초소형 SAR 위

성의활용방안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이에본논문에서는현재운용되고있는광학및 SAR

초소형군집위성의현황및특징을기술하였으며, 이를활용한연구들에대해조사하였다. 또한, 대표적인초

소형 SAR 위성인 ICEYE와 Capella위성의현황및특징을기반으로초소형 SAR 위성자료가선박탐지연구에

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방안에대해기술하였다. 그결과, 초소형 SAR위성은군집으로운용되어재방문주

기가 짧으며 고해상도 영상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시간 및 공간의 고해상도 영상 수집이

필수적인광역해상선박모니터링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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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소형 위성 현황 및 특징

본연구에서는현재운용중인지구관측용초소형위

성들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소형위성을활용한효과적인선박탐지방안을모색

해보고자하였다. 위성은궤도, 탑재센서, 무게등의기

준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무게를 기준으로 위

성을분류하면크게대형(1000 kg이상), 중형(500~1000

kg), 소형(500 kg미만), 초소형 위성(10~100 kg)으로 나

눌 수 있다(Lee et al., 2019). 기존에는 중대형 위성들이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는 초소형위성들

도 군집 형태로 개발되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선박

탐지에활용가능한대표적인상용지구관측위성목록

은 Table 1과같다. Table 1은항공우주연구원의 ‘군집형

초소형위성을중심으로한인공위성기반국가재난재

해대응시스템구축을위한사업기획연구최종보고서’

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 한 것이다(EOPortal

Directory; European Space Agency;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2019).

위성 개발 초기인 1960년대에는 기술의 한계 등으

로 인해 소형 위성의 개발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위

성개발이빠르게진행되며중대형위성이주로개발되

었다. 그러나 2000년 후반부터 다시 초소형 위성의 개

발이 활발해졌으며, 2013년 Planet사의 PlanetScope위

성 발사를 시작으로 다시 초소형 위성 시대로 접어들

었다. PlanetScope는 3U(10×10×30 cm3), 5 kg미만의초

소형위성으로 현재 130기 이상의 군집 위성이 운용중

인 대표적인 초소형 위성 중 하나이다. 고해상도(3~5

m) 영상을 제공한다는 특징과 더불어 100기 이상의 위

성이 군집으로 운용되고 있어, 전 지구를 하루마다 재

방문 한다는 특징이 있어, 이를 활용한 몇몇의 선박탐

지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i et al., 2019; Truong et al.,

2019). 대표적으로 Lei et al. (2019)은 CNN기법을기반으

로 고해상도 광학영상에서 선박을 탐지하였다(Fig. 1).

해당연구에서는 post CNN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총

4000장의 chip영상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97%의 높은

정확도로선박과선박이아닌객체가구분되었으며, 이

는고해상도광학영상이선박탐지에유용하게활용될

수있음을시사한다(Lei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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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microsatellites can be used for ship detection

구분 위성
크기
(cm)

중량
(kg)

공간해상도
(m)

재방문주기
(일) 특징

광학
센서

PlanetScope 10×10×30 < 5 3~5 1 • 태양전지로작동
• 130기이상이운용중

SkySat 60×60×80 83 0.5 < 1 • 21기의위성운용중

RapidEye 11.7×7.8×9.4 150 6.5

• 1
(with body-pointing
capability)
• 5.5

(at nadir over 
mid-latitude regions)

• 5기의위성운용중
• 식생에민감하게반응하는
Red Edge밴드정보제공

SAR
센서

ICEYE-X series 70×60×40 • 75 (X1),
• 85 (X2)

• 0.5 (Spotlight),
• 3 (Stripmap),
• 12 (Scan)

< 1 • 세계최초초소형 SAR 위성
• 18기운용예정(~2022)

Capella – < 40

• 0.5 (Spotlight),
• 0.8~1.2 (Sliding
Spotlight)
• 1.1~1.6 (Stripmap)

< 1

• X밴드HH편파 SAR 영상
제공
• 36기의위성운용예정
(~2023)

Fig. 1.  Ship detection result from high PlanetScope image
(Lei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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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광학영상을활용한선박탐지연구도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나, 기상 조건으로 인한 이용 가능한

자료획득의한계로인해위성영상을활용한다수의선

박탐지연구에서는 SAR영상을활용하고있다. 선박과

해양은 후방산란값으로 나타나 SAR위성 영상에서 서

로대비되는뚜렷하게구분되기에선박탐지연구에서

는주로 SAR위성영상이활용된다. 본논문에서는향후

선박탐지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초소형 SAR위성인 ICEYE와 Capella위성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두 위성의 구체적인 특징은

Table 2에나타나있다.

두위성모두 2018년에처음발사되었으며, X-밴드의

단일편파영상을제공한다. 또한, 중대형위성대비관

측 폭이 좁다는 한계가 있지만, cm급의 고해상도 영상

을제공한다.

특히, ICEYE사는 2018년에 ICEYE-X1, X2 위성 발

사를시작으로세계최초로초소형 SAR위성을발사하

였으며총 9기의위성이운용중이다(2021년 6월기준).

또한, 최근 dark vessel (AIS송수신기가꺼진선박) 감지

제품을 출시하며 초소형 SAR위성영상을 활용한 선박

탐지분야에서많은발전을이루고있다. 본논문에서는

이러한 ICEYE사의 SAR위성영상과 많은 연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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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 of ICEYE and Capella (Capella, 2020; Capella X-SAR Constellation; ICEYE, 2021)

위성

ICEYE Capella

ICEYE-X2
(Source: ICEYE)

Capella 1
(Source: Capella X-SAR Constellation)

위성첫발사일 2018.01 2018.12

군집위성개수 9 (2021.06 기준)
(~2022, 18기운용예정)

6 (2021.06 기준)
(~2023, 36기운용예정)

중량 (kg) < 85 < 40
관측파장대역 X-band X-band
고도 (km) 570 500

재방문주기 (일) 22 5
안테나크기 (m) 3.2×0.4 8×8

편파 VV HH
NESZ -17 ~ -22 dB –

공간해상도
(m)

0.5 (Spotlight)
3 (Stripmap)
12 (Scan)

0.5 (Spotlight)
0.8~1.2 (Sliding Spotlight)
1.1~1.6 (Stripmap)

관측폭 (Swath width)
(km)

5×5 (Spotlight)
30×50 (Stripmap)
100×100 (Scan)

5×5 (Spotlight)
5×10 (Sliding Spotlight)
5×20 (Stripmap)

Table 3.  Specifications of ICEYE and Sentinel-1 data in this study
Type Date (YYYY.MM.DD) Pass Direction Polarization Incidence Angle (deg)

ICEYE-X2 2020.09.14 Descending VV 23.5517-24.0838
Sentinel-1 2019.09.25 Ascending VV 30.7323-45.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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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Sentinel위성영상에서탐지되는선박의특징을간

단하게비교하였다(Table 3).

공간해상도가 0.5 m인 ICEYE-X2 spotlight모드의

위성영상에서는 선박의 형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

나며, 그에 따른 반사 형상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CEYE위성영상에서는 소형 선

박과, 해양 표층의 움직임 등의 탐지가 가능하여 보다

많은 정보 획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Fig. 2). 반면, 공

간해상도가 10 m인 Sentinel-1 위성영상에서는 바다와

선박이구분되기는하나, 선박의크기가작은경우노이

즈와 구분이 어려운 선박도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3).

동시간대의두위성자료획득이가능하다면, Sentinel-1

위성영상의넓은관측폭으로전반적인선박의운영현

황을파악하고, 고해상도의 ICEYE위성영상으로선박

식별, 선박사고를모니터링하는등위성영상을활용한

구체적인선박탐지가가능할것이라고사료된다.

3. 선박탐지에서의 초소형 SAR 

위성 활용방안

『제2차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2021년도시행계획

에따르면한반도주변해역에서발생하는비상상황및

재난·재해 등 해양경찰 임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32기의 소형 위성과 이를 운용 및 활용

하기위한시스템이개발중에있다(Ministry Concerned

선박탐지를 위한 초소형 SAR 군집위성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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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veral ships detected in Sentinel image.

Fig. 2.  Several ships detected in ICEY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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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2021). 해당 소형군집위성은 X밴드 SAR센서가

탑재될 예정으로, 향후 32기의 군집SAR위성이 운용된

다면한반도주변해역을촬영한 SAR위성영상의획득

주기가 매우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위성

은 최대 공간해상도가 1 m (Spot mode)로 자료 접근성

이용이한 Sentinel-1 위성영상보다약 10배높은해상도

의영상을제공하여효과적인선박탐지가가능할것으

로사료된다. Sentinel-1 영상으로어선의탐지는가능할

수 있으나, 해상도가 10 m인 영상으로 선종 구분은 한

계가있으며, 해상상황따라선박식별이어려울수있

다. 그러나 고해상도 SAR영상을 활용할 경우, 어선과

같은 소형선박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

아가 Cargo, Tanker등의선박식별도가능할것으로기

대된다.

본논문에서는현재운용중인초소형 SAR위성의특

징과 우리나라의 개발 현황을 기술한 후, 두 가지 관점

에서초소형 SAR위성활용방안에대해기술하였다.

1) 자료 획득 관점에서의 초소형 SAR 위성의 

활용방안

2023년까지 36기위성운용을목표로하고있는Capella

위성은 현재 6기의 위성이 궤도를 따라 공전하고있다.

현재는 재방문주기가 6시간이나, 36기가 모두 운용된

다면 재방문주기가 1시간으로 매우 단축될 것으로 예

상된다. 군집위성개수에대한구체적인재방문주기는

Table 4와같다(Paek et al., 2021).

또한, Capella위성의 지상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인

AWS(Amazon Web Services)을사용하고있어위성영상

수요자가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제공받

을수있다는특징이있다(Fig. 4). AWS는연계되어있는

위성과직접교신하는가상의플랫폼으로원하는위성

자료의신속확보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ICEYE군집위성의재방문주기는평균 20시간으로

Capella위성과같이 1일이내의재방문주기로운용되는

특징이있다. 또한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또

는API를통해직접적으로자료를다운받을수있어, 촬

영 후 12시간 이내(향후, 3시간 이내)로 자료를 신속하

게제공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 두위성의영상확

보소요시간은 Table 5에정리하였다.

두위성은고해상도영상의신속한자료획득이가능

하다는장점이있지만, 자료가상업적으로판매되고있

어 다수의 위성영상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연구

목적에 한하여 초소형 SAR위성영상을 무료로 제공받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7, No.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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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visit time according to the number of Capella
X-SAR (Paek et al., 2021)

위성개수 6 12 24 36
궤도면개수 2 4 8 12

평균재방문시간 <4 <2 1 <1
최대재방문시간 12 6 4 <2
InSAR 재방문시간 24 12 6 4

Fig. 4.  Capella SAR imagery product delivery workflow (Capella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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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있으며, 향후기관간라이선스계약등의영상배

포정책확대를통해초소형SAR자료에대한접근은용

이해질것이라고사료된다.

국제적인 초소형 SAR위성 개발 흐름에 맞추어 우

리나라에서도 초소형 SAR위성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 2020년 진행된 ‘광역해양정보 상황인식체계

위성 개발’ 기획 연구는 해양 임무에 최적화된 저궤도

소형 SAR관측 위성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해

당사업에서개발될소형 SAR위성은차세대소형위성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사될 계획이다. 초소형SAR위성

과 저궤도 소형 SAR관측위성, 그리고 현재 운용중인

KOMPSAT-5, 2022년발사예정인KOMPSAT-6 위성의

활용이가능해진다면한반도관측위성영상의준실시

간이용이가능해질것으로사료된다. 또한, 2025년발사

예정인 수자원 위성(차세대중형위성 5호)은 C-밴드

SAR센서를탑재하고있어이러한 SAR위성들과연계

하여 한반도 해역 주변 선박 탐지에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기대된다.

초소형 SAR위성은 군집으로 운용되어 자료의 공백

없이연속적인자료획득에용이하다. 이러한특징으로

인해초소형 SAR위성은불법조업선박탐지를포함한

AIS미장착선박탐지뿐만아니라, 자료획득주기가짧

은시계열자료확보가중요한선박이동궤적추적에유

용하게활용될것이라고생각된다. 이처럼시계열자료

획득관점에서판단해보면초소형 SAR위성은자료의

획득 주기의 단축을 가능하게 하여, 준 실시간 선박 탐

지의가능성을높일수있는중요한자료라고사료된다.

2) 선박 탐지 정확도 관점에서의 초소형 SAR

위성의 활용방안

SAR위성영상에서선박탐지시정확도를낮추는요

인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먼저, 선박이아닌

객체가 선박으로 잘못탐지되는 false alarms(오 탐지)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선박의 크기가 작거나, 강한 해상

풍등으로인해위성영상에서선박과바다의구분이어

려운선박탐지가불가능한경우가있다(Fig. 5).

선박신호로오탐지되는경우는선박운항시발생

하는 선박 항적(ship wake), 완벽하게 보정되지 않은 위

성의 noise등이 있다. 특히 Sentinel-1 위성의 경우, sub

swath간 noise세기의 차이가 크므로, sub swath경계면

에서의 noise가선박으로오탐지될수있다. 선박신호

미 탐지는 육지 근처의 선박과 같이 선박 근처에 후방

선박탐지를 위한 초소형 SAR 군집위성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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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lse alarms that could be falsely detected as a ship and missing ships that are not detected as
a ships due to the unclear signal (Kang et al., 2017).

Table 5.  Image acquisition time of ICEYE and Capella (Capella, 2020; ICEYE, 2021)

구분 ICEYE Capella

정기촬영 12시간이내 12시간이내

촬영요청시 촬영후 12시간이내제공
(최소 12시간전주문) 촬영후 12시간이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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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값이높은객체가있을경우와선박의크기가작아

SAR영상에서후방산란값이작게나타나는등의원인

이있을수있다. 이와같이선박탐지의정확도는다양

한 원인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다. 고해상도의 초소형

SAR위성자료는기존 SAR위성자료대비선박탐지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 식별 연

구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SAR위성영상을

활용한선박식별연구는선박탐지연구에비해소수의

연구만이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선박식별에대한연

구는 AIS자료와 SAR영상을 연계하여 AI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Jiao et al., 2018; Wang et al.,

2019; Zhang and Zhang, 2019). 그러나 고해상도가 아닌

SAR위성영상의후방산란값만으로선박을식별하기

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용 가능한 고해상도 자료의 획

득에도 제한이 있어 선박 식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

기단계이다. 군집으로 운용되는 초소형 SAR위성은 이

러한고해상도 SAR자료의한계에대한보완책이될수

있을것이라고사료된다.

초소형 SAR위성은 cm급의 해상도(spotlight모드의

경우 50 cm)의 영상을 제공하여, m급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는중대형위성에비해더높은해상도의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짧은재방문주기로인해이용가능한자

료가많아선박탐지에서주로활용되는 AI분석을위한

학습 데이터 생성이 용이하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후방산란값이외에추가적으로획득가능한다른정보

(Incidence angle, 선박의이동속도, 선박항적형상, 영상

에서 탐지되는 선박 형상 등)와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위성영상을활용한선박식별뿐만아니라선종구분의

정확도도더욱높아질것이라고사료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논문에서는현재운용중인초소형위성의현황및

특징과 선박탐지에서의 초소형 SAR위성 활용방안에

대해기술하였다. 현재상용초소형 SAR위성은 ICEYE

와 Capella, 두 위성으로 아직 초소형 SAR위성은 초기

개발단계이다. 그러나전세계적으로초소형위성에대

한개발이앞다투어이루어지고있으며, 초소형 SAR위

성에대한개발도상당수행하여지고있다.

초소형 SAR위성은군집으로운용되어재방문주기

가짧아준실시간으로위성영상의신속한확보가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3년까지 36기의 위성 운

용계획을세우고있는미국의 Capella사의해당계획이

실현될경우, 1시간주기로위성영상확보가가능할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초소형 SAR위성은 cm급

의고해상도영상을제공한다는특징이있어기존중대

형 SAR위성의 m급 영상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었던 중

대형선박식별에대한연구에효과적으로활용가능할

것으로사료된다. 또한, 이용가능한 SAR위성영상의추

가 확보를 통한 X-밴드 선박 영상의 AI학습자료 확보

를 통해 선박 탐지 및 중대형 선박 식별의 정확도를 향

상시킬수있을것이라고판단된다.

초소형 SAR위성자료는현재까지는상업적인목적으

로 판매되고 있어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으나, 최근 연

구목적에한해서는무료로자료획득이가능하여향후

초소형SAR위성자료를활용한선박탐지및선종식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를 통해

AIS미 탑재 불법어업 선박 모니터링 및 해양선박사고

모니터링에큰기여를할수있을것이라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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