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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1)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관측용 위성 지질탑재체 개발 기획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경주와 포항 등 동남권에서 발생한 지진과, 자연적 또는 인공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

반침하 또는 싱크홀과 같은 지질재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빈도수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포항에

서 규모 5.4 지진 발생으로 인해 1,797명의 이재민과 1,445억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발생함

※ 부산 도심지 내 공사 현장 인근에서 15 m 폭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포항 도심지 내

4 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도심 곳곳

에서 발생함

○ 한반도 거시적 지구조 활동으로 인한 백두산 재분화 가능성 또는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전조

현상 관측과 지질재해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Ⅰ. 국내외 지질재해 발생 및 감시 현황

○ 지질재해를 효과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적시적 다중 시계열 위성 감시망이 요구되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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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운용 중인 위성군은 정밀 지표 변위 탐지 용도로 설계되지 않아 지질재해 감시

현업 이용에는 다소 제한적임

○ 다중분광 또는 초분광 센서를 이용한 지표면 광물/자원탐사에 대한 원격탐사 기술 발전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지구환경 변화감시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지질재해 발생 시 선제적 방재와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센서를 탑재한 위성을 다수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음

○ 지역적 규모를 뛰어넘은 전지구 규모의 지구환경 변화 감시를 위한 위성개발과 활용 노력

을 기울이고 있음

그림 Ⅱ. 국내외 초분광 원격탐사를 이용한 자원탐사 현황

○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진흥 계획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기

업이 공동으로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독려 중이며 이와 같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다

양한 우주개발 및 활용연구 스핀오프 사업을 추진 중임

그림 Ⅲ. 다중임무를 고려한 위성개발 우선순위 도출(출처: 제2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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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다목적실용위성 3기, 차세대중형위성 4기의 개발이 국토관리, 국가안보, 농업/산림 등

의 효율적인 지구관측 정보 수집과 관리의 목적으로 진행 중이며 발사체 검증용 과학 탑재

체와 수자원 관리용 위성이 개발 준비 중에 있음

○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많은 위성이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 계획 중에 있으나, 지

질재해, 지구환경변화, 자원탐사용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현업 활용에

다소 제한적임



그림 Ⅳ. 우주개발 5년간 로드맵 (출처: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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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지향점 (출처: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 지질재해와 지구환경변화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이전 또는 현재 개발 중인 위성의

임무 요구조건과 구분되는 지질탑재체 기술개발이 요구되며 사용자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지질탑재체 사전 기획연구가 필요함

○ 본 기획사업과제 추진을 위한 지질재해와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개념 설계, 연구 분야 도출,

연구개발체계, 세부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Ⅲ. 연구개발 배경 및 내용

○ 지질 탑재체 기술개발을 위한 국내외 환경 분석과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기획연구과제의 추진 배경은 정부가 제시한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에 근거함

 5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국정과제와 부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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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 기획연구과제와 연관된 관련 국정과제

○ 한국지질지원연구원은 국내외 지질조사, 지질재해, 지구환경변화 대응을 설립 목적으로 함

 기획연구과제의 추진 배경은 제시된 설립 목적과 경영 목표를 구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

가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

그림 Ⅶ.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설립 목적 및 경영 목표

○ 효과적인 지질탑재체 요구성능 분석과 개발목표 설정을 위해 본 사전기획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본 기획과제 추진을 위한 지질 탑재체 가능성 분석, 활

용기술 개발 로드맵, 개념설계, 연구 분야 도출, 연구개발체계 등을 포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정책적·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지질 탑재체 기술 개발 추진 당위성 도출

 정책/기술개발 동향 환경분석

 지질탑재체 활용 가능성 분석

 지질자원위성 활용기술 로드맵 작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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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구 연구목표와 개발내용,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Ⅷ. 기획연구 개발내용 및 추진 절차

○ 기획연구 연구개발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Ⅸ. 연구개발 추진체계

Ⅳ. 연구개발결과

○ 국내외 환경 분석 및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질 탑재체 기술개발 및 활용 가능성

을 분석 하였으며, 지질자원위성 활용 기술 로드맵 작성하였음

 1단계: 한반도 지역 지질재해·지구환경분야 활용 가능한 탑재체 개발

: 국내외 영상레이더 위성의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분야 관측 요구조건 추출

: 영상레이더 위성 개발 (중파 또는 장파 영상레이더가 최적의 파장 대역)

: 영상레이더 위성 활용기술 개발 (위상간섭기법을 기반으로 한 시계열 분석)

: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관측 수행



- 8 -

 2단계: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관측 고도화 및 수치표고모형 제작 가능 탑재체 개발

: Bistatic SAR 위성 개발

: 편대비행 개념 설계 및 개발 (다양한 관측 기하 구현을 통한 부가산출물 고도화 마련)

: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관측 고도화

: 해외 위성선진국과의 기술 교류 및 세계 재해 감시 프로그램으로의 공헌

 3단계: 소형 군집 위성 탑재체 개발

: Mono/bistatic, single/repeat-pass 영상레이더 군집 위성 시스템 개발 및 활용

: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관측 고도화

: 편대비행 개념 고도화 구현 (위성관측기술의 선도적 기술 구현 가능)

: 새로운 위성 관측 개념 개발을 통한 관련 복합과학 기술 발전 구현

그림 Ⅹ. 지질 탑재체 중장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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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026) 2단계 (2030) 3단계 (2032)

운용 방식 Solo SAR satellite Mirror-SAR system Tandem/Constellation

탑재체 수 중형 1 기
중대형 1기 +

소형 3∼4 기
소형 15기 이상

센서 모드
repeat-pass

monostatic

single-pass

bistatic

single-/repeat-pass

mono-/bistatic

파장대 S-밴드 S-밴드 or L-밴드 X-밴드 or C-밴드

공간해상도 > 10 m < 10 m 1 m∼20 m

재방문주기 < 14 일 < 14 일 < 1 일

영상이미지
모드 StripMap/ScanSAR StripMap/ScanSAR StripMap/Spotlight

핵심 기술 S-밴드 안테나 소형화
Synchronization

정밀 궤도 조정/측정

SAR 센서 소형화

NESZ 향상

정밀 군집 궤도

참고 위성
미션 NovaSAR-S

Multibaseline HRWS

SAOCOM-CS/TANGO

Sentinel-1A/B

Cosmo-SkyMed

ICEYE

표 Ⅰ. 지질재해·지구환경분야 전용 위성 탑재체 기술개발 로드맵(안)

Ⅴ. 연구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기대효과

 동남권 지진, 백두산 화산, 연약권 지반침하 등 지구조 활동에 의한 지질재해와 지구환경변화

감시 정보 획득 가능

 영상레이더 탐지 기술, 대용량 정보 장거리 전송 등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 기술 획득

 자원탐사와 지구환경변화 감시를 위한 초분광 탑재체 개발 기술 획득

 위성을 비롯한 항공기, 드론 중심 원격탐사 기반 통합 지질자원 관리 기술 개발

 인공위성 융복합 핵심기술 기반 지질재해, 지구환경변화 통합 관리 감시 체계 구축

 지질자원위성 탑재체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본 기획연구 추진의 기반 마련

○ 활용계획

 동남권 등 주요 지질재해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 방안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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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자원위성 기반의 지질재해 감시 원격탐사센터 또는 지오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한반도 관측 횟수 증대 방안 모색을 통한 독자적 지질재해 감시 체계 구축

 전지구적 지질재해와 환경변화 감시 능력개발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위성 및 항공기, 드론 원격탐사 영상 제공을 통한 지질자원사업 분야 활용성 증대 기여

 지질자원을 넘어선 환경, 국가 안보 등 다부처 통합 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지질자원위성을 개발하는 경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비전과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성과

를 대중들에게 서비스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적 기여 확대 가능

 우주탐사기술 개발을 통한 지질 탐사와 환경변화 감시 신규 사업 창출 및 활성화

 지질재해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가능

 국제 협력을 통한 지질자원 위성영상 관측자료 지원과 수출 효과

 한반도 관측 횟수 증대 방안 모색을 통한 독자적 지질재해 감시 체계 구축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질자원위성 탑재체 기술, 재해감시 시스템 개발과 운영 기술 이전

그림 Ⅺ. 기대효과, 활용방안



- 11 -

S U M M A R Y

Ⅰ. TITLE

○ A preliminary study on system design of payload for monitoring geohazard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

Ⅱ. OBJECTIVE AND NEEDS

○ Recently, earthquakes and land subsidence has been threatening invaluable human life

and properties in South Korea. Besides, there is much interest in the reactivation of

Baekdu mountain due to tectonic movements.

○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exploration of minerals and geological resources on the

surface using multispectral and hyperspectral sensors have been developed, and efforts

to monitor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have increased.

○ Multi-temporal remote sensing imagery from space could that can effectively observe

geohazard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 is required. However, the satellite group

operating in South Korea is not intended for precise ground displacement observation;

therefore, the use is limited in the field.

○ Based on the National Mid- to Long-Term Space Development Plan, we will do a

preliminary study on the system design of payload of compact advanced satellites

(CAS) specialized for monitoring geohazard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Ⅲ. RESEARCH BACKGROUNDS AND ITEMS

○ Deduction of the justification for geological payload technology development by

presenting technical,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and application plans as a national

R&D project.

○ In order to analyze the user requirement of a geological payload and set-up a

development goal, this preliminary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following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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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 technology development trend analysis.

 Application of the geological payload.

 Design of an application technology roadmap for geological resources satellite.

 Analysis of the benefits and application plan.

Ⅳ. Research Results

○ The feasibility study of payload for geological application has been analyzed using the

investigation of the research trend and satellite development. The roadmap has been

designed to develop for geological resource satellites.

 Step 1: Development of payloads that can be utilized in the field of geohazard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in South Korea.

※ User requirements for geohazard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satellite.

※ SAR satellite development.

※ SAR satellite appl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 Geohazard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monitoring.

 Step 2: Development of the geological payload for geohazard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observation and Digital Elevation Model(DEM) generation.

※ Bistatic SAR satellite development.

※ Constellation SAR satellite concept design and development.

※ Geohazard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observation advancement.

※ Corporations and collaboration of satellite technology with international countries and

contributions to global disaster monitoring programs.

 Step 3: Micro constellation satellite payload development.

※ Constellation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Mono/bistatic and

single/repeat-pass SAR.

※ Advanced observation of the geohazard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 Advanceed implementation of the concept of a constellation.

※ Interdisciplinary science develop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new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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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concept.

Ⅴ. Application Plan and Benefits

○ Benefits

 Monitoring of geohazard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earthquakes and land

subsidence in South Korea and volcanic activities in Baekdu mountain induced by

geological setting.

 Development of SAR payload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with satellites.

 Development of hyperspectral payloads for geological resource exploration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monitoring.

 Development of integrated geological resource management technology based on remote

sensing centered on satellites, aircraft, and drones.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for geohazard and global

environment changes based on satellite technology.

 Earth monitoring system development to promote the technology of the geological payload.

○ Application Plan

 Suggestion to solve local social problems in areas where major geohazard may occur.

 Management of geohazard monitoring center or geo-platform based on the geological

satellite.

 Geohazard monitoring system development to increase of the number of observations in

Korea peninsula.

 Enhancement of national status through development of geohazard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 monitoring capabilities.

 Contribution to increase utilization in the geological resource by providing satellites,

aircraft, and drones images by remote sensing.

 Synergy effec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ulti-agency system such as

environment and national security beyond geological resources.

 It is possible to exp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ntributions by newly defining the

role of the KIGAM through the development of geological resources satellites and



- 14 -

providing services to the public.

 Creation and activation of new business for geological exploration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 monitoring through space explo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event of a geohazard, the government can support fast and accurate decision

making using geological resources satellite.

 Support and export effect of satellite observation data of geological resourc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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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기술의 정의

1. 기술명

○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관측용 위성 탑재체의 설계와 운영 기술 개발

2. 기술의 정의

○ 인공위성 기반 전자기파 관측을 이용하여 지진, 산사태, 화산, 지반침하 등 지표 변위 변화

로 인한 재난재해 감시를 통한 피해 예방과 완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

○ 또는 전자기파 신호로부터 획득한 영상 처리와 분석을 통한 지구환경변화 관측, 유용 자원

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가능한 기술

○ 편대비행 시스템을 통한 한반도 정밀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 획득

가능 기술

3. 기존기술의 한계

○ 기존위성활용한계

 국가중장기개발계획에 맞추어 개발된 대부분의 국내 위성은 주로 육상, 기상, 해양, 지형, 안

보, 통신 등의 목적으로 개발·운영되며 위성의 고유 임무와 목적에 따라 운영 중임

 특히 영상레이더의 수는 다른 탑재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재난재해로 인한 지표변위 감

시에 한계가 있으며 다중 분광 또는 초분광 위성 개발 사례와 계획이 없음

 지질재해나 지구환경변화 감시에 적합한 탑재체 개발 필요

○ 자료 신뢰성

 시간·공간 해상도 등 한반도 중심 재난재해와 환경변화 관측에 필요한 해상도 분석과 주·야

간 전천후 관측가능한 자료 확보가 요구됨

○ 지질자원 관리 독립성

 글로벌 지질자원 관리와 재난재해 관측시 해외 의존적 자료활용에서 탈피하기 위한 독립적·

주도적인 관측인프라 및 분석력 확보가 필요함



- 25 -

4. 동 기술의 차별적 우수성

○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전용 위성 개발을 통한 지질재해 피해규모 분석과 지구환경변화

관측 최적화와 적시성 확보

○ 편대비행 개념 도입을 통한 신뢰도 높은 분석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형정보 추출 가능

○ 재난재해 관측시 국내 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한 신속한 분석 결과 제공 가능

○ 지질 자원위성 개발을 통한 국가 지질재해·자원탐사·지구환경 원격 감시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과 실용적 대국민 서비스 구현에 기여 가능

5. 주요 기술개발 내용

○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재난대응) 한반도 지질재해 감시 및 위험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

 한반도 지진, 백두산 분화 가능성, 도심지 지반침하, 산사태 감시 및 조사를 위한 지질재해 위

험관리 대응 위성감시 탑재체 설계

 지질재해 실시간 감시 기술 개발을 통한 재난 대응기술 지원 가능성 분석

○ (지질자원확보) 한반도 지질자원 관리 기능 향상

 국가 지질자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활용

 독립적 위성 운용 기반 자율적·능동적 감시를 통한 국내 지질 자원 분포의 불확실성 감소 및

지질 자원 탐사의 신뢰도 확보

○ (대외적 협업) 해외 지질재해 감시 및 지질자원 탐사를 통한 우주 산업 활성화

 국외 선진기관과 인공위성 정보 공유를 통한 지질재해 정보 플랫폼 구축

 해외 지질자원 탐사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6. 지질자원 활용 가능 위성

○ 지진, 산사태, 화산, 지반침하 등 지표 변위 변화 감시에 적합하고 한반도 수치표고모형을

획득 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된 위성

○ ALOS PALSAR-2, Sentinel-1, RADARSAT-2, TerraSAR-X, COSMO-SkyMed 등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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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정밀 지표 변위 탐지에 유용한 지질재해 감시 위성들이 개발 및 운영 중임

○ 영상레이더 위성 중 편대 비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치표고모형이 획득 가능한

TanDEM-X/TerraSAR-X, COSMO-SkyMed 등이 있음

○ 핀란드의 ICEYE, 캐나다의 Radarsat Constellation Mission(RCM)과 미국의 Capella

X-SAR는 편대 비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관측을 통해 높은 시간해상도를 가지는

자료 획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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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획의 배경

1. 지표 변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피해 규모

○ 우리나라 경주와 포항 등 동남권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자연적 및 인공적 원인에 의해 발생

하는 지반침하, 싱크홀 등 최근 지질재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빈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 발생으로 인해 1,797명의 이재민과 1,445억 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발생함

○ 부산 도심지 내 공사 현장 인근에서 15 m 폭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포항 도심지 내

4 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지질재해가 도심

곳곳에서 발생함

○ 한반도 지역 지구조 활동으로 인한 백두산 재분화 가능성 관측과 전조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지질재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2020년 터키 엘라지에서 규모 6.8 지진으로 인해 41명이 사망하였으며, 2014년

과테말라에서 발생한 지름 20 m, 깊이 30 m에 달하는 싱크홀로 인해 15명이 사망하는 등

지질재해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되고 있음

○ 또한, 멕시코시티의 공항 부근 지역에서는 연간 최대 30 cm 이상의 침하가 발생하였으며,

환태평양 조산대(불의 고리)에 위치한 화산은 주기적인 활동을 보이며 피해를 발생시킴

○ 이러한 지질재해를 효과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위성감시망이 요구되나,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위성군은 지표 변위 정밀 탐지 용도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 지질재해 관측 현업 이용

에 다소 제한적임

그림 1. 국내외 지질재해 발생 및 감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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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지표 변위·변화 관측의 기술발전과 활용범위 증대

○ 자원탐사와 지구환경변화 감시를 위해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원격탐사가 수행 중이며 탑재

체로서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다중분광센서 ASTER, 초분광센서 EO-1 Hyperion으로 충남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의 인지

여부를 통해 석면 분광 스펙트럼과 비교해 석면 광물 탐사 여부 확인 사례가 있음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광체를 탐지하기 위한 초분광 탑재 무인 항공기 원격탐사 기법 개발 및

효율성 검증을 통해 고정밀 광물 영상 제작이 가능함을 보임

 다중분광 센서 Landsat-8의 OLI, 초분광 센서 EO-1의 Hyperion을 이용하여 브라질 Carajas

광산 지역 침전물 탐지

 미국 Headwall Photonics사의 초분광 센서를 통해 원유 및 광물 존재 확인, 호주 Yeelirrie 지

역 내 광물 식별 지도 제작

 위성용 초분광 탑재체 제작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항공기, 드론용

센서 활용 기술이 발전되고 있음

그림 2. 국내외 초분광 원격탐사를 이용한 자원탐사 현황

○ 지질재해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 확보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선제적 방재와 재해 발생

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유럽항공우주국(ESA)에서 개발된 Thematic Exploitation Platform(TEP)은 전 지구 규모의

환경 과학적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위성 활용서비스 플랫폼임

 TEP 중 지질재해감시 목적으로 구축된 Geohazard Exploitation Platform(GEP)은 재난재해

감시 및 분석용 플랫폼으로써 화산, 지진, 지반침하 등 지표 변위를 탐지하기 위한 소프트웨

어가 구현되어 있어 관측된 위성영상의 활용도를 극대화함

 재난 재해 감시 시스템을 방재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상 센서 기술, 대용량 고속 통

신 기술, 영상정보처리 기술, 멀티센서 융합 기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 시스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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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및 시험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연계되는 복합 시스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

그림 3. 유럽항공우주국의 위성활용 서비스 플랫폼 (출처: ESA)



- 30 -

그림 4. 유럽항공우주국이 개발 운영 중인 Geohazard Exploitation Platform (GEP)

플랫폼 (출처: ESA)

○ 지질자원위성 탑재체 기술 개발 및 지질자원위성 기반의 지진, 화산 등 지질재해 감시 원격

탐사센터 또는 지오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연구 개발 추진이 필요함

 한반도 관측 횟수 증대 방안 모색을 통한 독자적 지질재해 감시 체계 구축

 전지구적 지질재해와 환경변화 감시 능력개발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위성 및 항공기, 드론 원격탐사 영상 제공을 통한 지질자원사업 분야 활용성 증대 기여

 지질자원을 넘어선 환경, 국가 안보 등 다부처 통합 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

대화

3. 국내외 위성 자료의 통합으로 실시간 지표 변위·변화 모니터링 부각

○ 선진국에서는 선제적 방재와 재해 발생 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센서

를 탑재한 위성을 개발을 운용 중임

 인공위성 원격 탐사에는 광학, 초분광, 영상레이더 탑재체가 주로 사용됨

 광학 탑재체로부터 관측한 영상은 우수한 공간 해상도와 분광해상도를 제공하며 자료처리가

다른 탑재체 자료에 비해 용이하나 주간만 사용 가능하며, 날씨에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음

 초분광 탑재체는 수십∼수백 개의 가시광선∼적외선 대역에서 넓은 스펙트럼 해상도를 보유

하며 주로 농업 또는 지하자원 탐사 등에 사용되나, 광학 탑재체 대비 높은 개발비용 및 고난

도 자료처리가 요구됨

 영상레이더는 전천후 주·야간 감시가 가능하며 자료처리를 통해 수 mm∼cm 범위의 지표 변

위 획득이 가능하나, 전파 방해에 취약하며 고난도 자료처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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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는 재난재해 관측 및 선제적 방재를 위해 주로 광학 탑재체와 영상레이더를 사용 중

이며, 지표 변위 관측에는 영상레이더를 이용한 관측이 주로 이루어짐

○ 우주 개발 산업 시장 경쟁력 및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도 재난 재해 감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위성탑재체의 개발 및 운용 중임

 현재 지표 관측을 위해 1기의 영상레이더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5호와 2기의 광학 다목적

실용위성을 운용 중이며, 2기의 광학 차세대 중형 위성을 개발 중에 있음

 지표변위 감시를 위한 기능이 사용자 요구조건으로 정의되어 있는 다목적실용위성 6호가 개

발되어 2021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자원 감시를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5호가 개발

준비 중에 있음

그림 5. 지표 변위 변화 탐지 분야 국외 영상레이더 위성 운용 및 개발 현황

○ 현재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많은 위성이 개발 중이거나 계획 중이나, 지질재해, 지

구환경변화, 자원탐사를 위해 설계되지 않아 관련 분야 현업 활용에 다소 제한적임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우리나라 위성군을 이용한 지표 변위 감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사

용자 요구조건에 위상간섭기법 적용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

음

 특히 지구환경변화 감시와 지표 변위 측정을 위해서는 L-밴드 장파장 영상레이더가 유리하

지만, 현재 운용 중인 영상레이더의 경우, X-밴드 또는 C-밴드로 위상간섭기법의 적용이 제

한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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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 위성의 경우 목표물 탐지와 지도 제작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근적외선, 적외선 대

역의 탑재체 부재로 지구환경을 보다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중분광 또는 초분광 광학 영상을 활용한 토지 피복에 대한 정량적인 스펙트럼 분석은 자원

탐사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생지수, 토지이용도 조사 등 다양

한 활용분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기획연구과제를 통해 지질자원전용위성의 개발 타당성을 조사하고 지질탑재체의 요구

성능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책/기술개발 동향 환경분석, 지질탑재체 활용 가능성 분석, 지질자원위성 활용기

술 로드맵 작성, 기대효과/활용방안 분석 수행이 요구됨

그림 6. 포항지진 지표변위 관측 사례 (유럽 Sentinel-1 위성 활용)

4. 신기술 위성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표 변위·변화 관측 기술력 개발 및 글로벌 관측

네트워킹 그룹에서 리딩 국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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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 지표 변위·변화 분야 관측 기술 및 위성 자료를 확보한 국가는 해당 기술력

을 바탕으로 자국의 재난재해감시, 농업 및 임업을 관리중임

 유럽은 ESA, 독일은 DLR, 미국은 USGS등 선진국에서는 독자적인 위성 활용 기관을 보유함

○ 우주 개발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보 및 개발 기술 선도

○ 지질자원위성 탑재체 기술 개발을 통해 동남권 지진, 백두산 화산, 연약권 지반침하 등 지

구조 활동에 의한 지질재해와 지구환경변화 감시 정보를 획득 가능함

○ 레이더 탐지 기술, 대용량 정보 장거리 전송 등 독자적인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 기술 획

득을 통한 우주 개발 산업 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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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기획의 필요성

1. 지표 변위·변화 관측 및 예측을 통한 안전한 국민의 생활 추구

○ 효율적인 지질재해, 지구환경변화, 자원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질자원 전용 위성의 개

발이 필수적임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해 약 332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연간 최소 5회 이상 발생하는 추세임

 백두산 재분화 가능성 조사를 위해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 피해 규모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가 요구됨

 지질자원 전용 위성을 이용해 한반도 관측 및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지질재해 발생 시 신속

하게 피해 지역 및 규모 파악을 통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빠른 의사소통 및 결정 지원

 안전한 국가 지질재해 지도의 제작과 보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 마

련이 요구됨

2. 지질재해 감시 인프라 확보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 전 세계 우주개발 예산에서 미국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기관 위주의 개발에서

민간 업체로 이전되는 추세를 보임

○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위성개발주도국에서는 지질자원 전용 위성 및 탑재체를 구축하여 활

용 중이며, 지진, 화산, 산사태 및 지반침하 등 각종 지질재해와 관련된 실시간 정보 분석을

통해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함

○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기반 독자적인 국가전략 위성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국내 항공우주산업 역량 강화는 물론 지질정보, 엔지니어링, 토목산업, 4차 산업혁명, 인

공지능산업 등으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음

3. 한국형 지질자원위성 및 지질 탑재체 개발 요구

○ 국내외 개발·운용중인 위성 자료는 공간, 시간 및 분광해상도 측면에 있어 지질재해 관측

및 감시에 적합한 정밀도와 신뢰도를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광역적이고 지역적인 지질재해

를 감시하기 위한 한국형 지질재해 전용 탑재체 및 위성 개발이 요구됨

○ 발사체 및 위성체 체계 기술은 선진국 대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탑재체 및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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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핵심설계와 개발 기술은 여전히 부족함

○ 인공위성 제작 기술의 고성능화로 인해 소형 발사체에 탑재할 수 있으므로 한국형 발사체

의 활용성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지질자원 위성 탑재체 자체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 국내 기술력 강화 및 해외 의존도 감소

가 가능함

○ Sentinel-1, ALOS PALSAR-2, TerraSAR-X 등 국외에서 다양한 분광대역을 지닌 영상레

이더 위성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역을 주기적으로 관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국내에서는 전지구 관측이 목적인 최대 1 m 공간해상도를 지닌 KOMPSAT-5 영상레이더

를 운용 중이지만 지표 변위를 위한 위상간섭기법 적용의 사용자 요구조건이 다소 제한적

임 (포항지진의 경우 해외 위성 자원으로만 지표 변위를 계산할 수 있었음)

○ 현재 개발 중인 KOMPSAT-6 와 마찬가지로 X-밴드 파장 대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국내 환경에서 위상간섭기법의 적용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

○ 차세대 중형 위성 사업으로 개발예정인 수자원 전용 위성 탑재체는 C-밴드 파장대역을 지

니고 있으나, 국내 지질재해 및 환경변화 감시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S, L-밴드 탑재

체 개발이 필요함

○ 단파장인 X-밴드를 사용할 경우 지표변화에 의한 긴밀도 저하를 줄이기 위한 편대비행 위

성개념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자원탐사를 위해서는 마이크로파 대역 영상보다 다중분광, 초분광 대역 자료의 활용이 요구

됨

○ 효율적인 지질재해, 지구환경변화, 자원탐사를 수행하기 위한 탑재체의 요구조건과 개발 우

선순위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본 기획연구과제와는 별도로 탑재체 개발 이외에 획득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원격탐사센터의 구축 기획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또한, 지질재해의 감시 지역 규모가 과거 도심지로 한정되었지만 컴퓨팅 기술과 관측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세계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질탑재체 개

발을 통해 국내 지질재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질자원 전용 위성 기반 실시간 한반도 관측 및 분석을 통한 실시간 지질재해 예측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기술 확보를 통해 지질재해 대응 플랫폼 구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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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가규모 단위의 지질재해 감시 지도 (출처: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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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기획의 목표

○ 기획과제 추진을 위한 개념설계 및 연구 분야 도출, 연구개발체계 및 세부전략 등 마련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수행 예정임

○ 영상레이더를 이용하여 지진, 산사태, 화산, 지반침하 등 지표 변위 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감시를 통해 피해 예방 및 완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편대비행 시스템을 통해 한반

도 수치 표고 모형 획득이 가능한 지질 자원 전용 위성 탑재체 개발 기술 개념 설계

○ 시간/공간 해상도 등 한반도 중심 재난재해 관측에 필요한 분석단위와 주·야간 전천후 관측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성 조사

○ 지질 자원 위성 활용기술 로드맵 작성을 통한 기존 위성과 연계 운용 및 활용 방안 도출,

타부처 연계/협력 방안 조사 및 지질 자원 위성 성능 목표 제시

○ 글로벌 지질 자원 관리 및 재난재해 관측 시 해외 의존적 자료 활용에서 탈피하기 위한 독

립적·주도적인 관측 인프라 및 분석력 확보를 통한 기대효과/활용방안 분석

그림 8. 기획연구 개발내용 및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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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기획연구 추진 체계

○ 주관 연구 기관: 부산대학교

○ 주관 사업 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 자문위원회

 구성: 관, 학, 연 전문가 15인 이내

 역할: 기술방향 제기 및 성과물 검토

○ 연구 협력기관

 부산대학교: 정책/기술개발 동향 환경 분석,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분석

 부경대학교: 지질탑재체 활용가능성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지질자원위성 활용기술 로드맵 작성

○ 기획연구 개발체계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그림과 같은 개발체계와 업무 분장을 구분하여 사업 기간 내에 제

안내용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

○ 기획연구 진도관리

 매주 일정 관리 회의를 통해 과제수행 현황 및 향후 과제 진행 계획 협의

 매달 외부 연구협력기관과의 업무 협의회의 진행 (온라인 포함)

 사업 실무 책임자와 사업수행에 대하여 수시 협의

그림 9.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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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주관연구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 탐사·개발 활용,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연구에 매진 중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시한 목표 중 지질재해와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을 효과적

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질탑재체 기술개발이 요구되며 사용자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지질탑

재체 사전 기획연구가 필요함

그림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설립 목적 및 경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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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 자문위원회/기획위원회/기획연구 수행부서/협력기관 및 부서

과제 책임자

홍 상 훈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1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6 명선임급 명
대 학 명원 급 3 명
산 업 계 명기 타 2 명
기 타 명

계 6 명 계 6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정책/기술개발
동향 환경분석

지질탑재체
활용가능성 분석

지질자원위성
활용기술 로드맵

작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분석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홍 상 훈 홍 상 훈 홍 상 훈 홍 상 훈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타

계

1 명

명

1 명

2 명

4 명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타

계

1 명

명

1 명

명

2 명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타

계

1 명

명

1 명

명

2 명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타

계

1 명

명

1 명

명

2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국공립(연)

대 학

산 업 계

기 타

계

명

4 명

명

명

명

4 명

출 연(연)

국공립(연)

대 학

산 업 계

기 타

계

명

2 명

명

명

명

2 명

출 연(연)

국공립(연)

대 학

산 업 계

기 타

계

명

2 명

명

명

명

2 명

출 연(연)

국공립(연)

대 학

산 업 계

기 타

계

명

2 명

명

명

명

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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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 분석

1절. 정부지원 타당성 검토

1. 추진 근거

○ 기획연구과제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정부가 제시한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두 가지 중점과제에 근거함

1) 국정과제와 부합성

○ 5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국정과제와 부합성 확

보 가능

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4차 산업 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양성 및 ICT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

 ICT·소프트웨어 혁신과 산업간 융합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경제성장 견인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개 창출

○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복지부)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

○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및 총괄 조정 효율성 제고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가, 연구수행 주체 간 상생 발전하는 연구생태계 조성

○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ㆍ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층 에너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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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강화

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 추진

 (지진 안전)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 활성단층 조사 실시, 지진 대비 교육・
훈련 확대 등 ’20년까지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계 마련

○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ㆍ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적 국가재

난관리체계 구축

 재난에 대한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사후 조사・치료 강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독립적인

사고원인 조사로 사회적 논란 최소화

○ 59.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환경부)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

 (국토보전ㆍ이용 조화)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 (’16년 11.2%)

그림 11. 기획연구과제와 연관된 관련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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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 기획연구과제의 추진 배경은 우리나라가 수행 중인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두 가지 중점

과제에 근거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가가는 위성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과 지속 가능 우주개발을

위한 우주산업 역량 강화, 우주개발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반 확충 과제는 본 기획과제

를 통해 개발될 지질자원위성의 탑재체 개발 목적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그림 12. 기획연구과제 관련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중점과제

○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진흥 계획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 기

업이 공동으로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독려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강화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우주개발 중장

기 계획이 수립됨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통해 발사체 및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로드맵에 따라 다

목적 실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초)소형위성 및 정지궤도 복합위성 확보를 계획 중임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통해 확보된 인공위성은 재난재해 대응, 기상, 환경, 해양·수산, 농

업·산림, 정밀관측 및 통신 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임

 현재 다양한 파장 대역을 가진 영상레이더 인공위성이 개발되어 운영 중이며, 1기의 영상레

이더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5호를 운영하고 있음

 지표변위 감시를 위한 기능이 사용자 요구조건으로 정의되어 있는 다목적실용위성 6호가 개

발되어 2021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자원 감시를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5호가 기획

과제 예비타당성 평가 중에 있음

 초소형위성 기획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 개발 사업을 진행

하였으며, 5 m 해상도의 X-밴드 영상레이더 센서를 통한 재난·재해 대응이 주 임무임

 다목적 실용위성 3A호는 0.5 m 해상도의 전자광학 센서와 고해상도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하

였으며 주·야간 지상 및 해양을 관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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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 실용위성 5호와 6호는 각각 1m 와 0.5m 해상도의 X-밴드 영상레이더를 통해 재난재

해 감시 및 각종 자원 활용에 이용 가능함

 정지궤도 복합위성 2A, B호는 각각 기상 및 대기환경 관측이 주요 임무로 설계된 정지궤도

위성이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정확한 기상 예보가 가능해짐

그림 13. 우주개발 5년간 로드맵 (출처: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그림 14. 준 실시간 전천후 감시를 위한 위성 개발계획

(출처: 제2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 우주개발 진흥 계획 및 중장기 계획 기반 공공중심 서비스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민간중심 서비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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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밀 감시 및 보안과 정책적인 이유로 인해 공공기관과 연계되어 특수한 목적으로만 위

성 정보가 활용되고 있음

 우주개발 진흥계획에 따라 재난재해 및 공공활용목적 등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의 맞춤형 위성 정보 제공 및 활용서비스로 확대

 위성 기반 신산업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한 우주산업 역량 강화

및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함

 초정밀 감시 관측, 해양·환경·농수산 공공서비스,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대처 및 위성항법·

통신 등 4차산업과 관련하여 다목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그림 15. 다중임무 수행을 고려한 위성개발 우선순위 도출

(출처: 제2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그림 16.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지향점 (출처: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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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차세대중형위성 4기의 개발이 국토종합관리용, 산림 관측, 기상관측의 목적으로 진행

중이며 발사체 검증용 탑재체와 수자원 관리용 위성이 개발 준비 중에 있음

 국토종합관리용 차세대 중형위성 1, 2호는 2020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로 인해 발사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됨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 사업에 따라, 1단계에서 확보된 500 kg 급 표준형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3∼5호를 개발할 예정임

 산림 관측 및 농업 관리를 주목적으로 광역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차세대중형위성 4호가

현재 개발 중이며, 우주과학·기술검증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C-밴드 영상레이더를

탑재한 수자원 관리 전용 위성인 5호가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임

그림 17. 차세대중형위성 3∼5호 시스템 구성도

(출처: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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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술개발 동향 및 현황 분석

1. 국내외 지질자원위성 현황 및 미래

○ 국내·외에서 재난재해 감시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센서를 탑재한 위

성을 개발을 운용 중이며, 광학, 초분광, 영상레이더 탑재체가 주로 사용됨

○ 광학 탑재체를 보유한 인공위성은 우수한 공간 해상도와 분광해상도를 제공하며 비교적 자

료처리방식이 간단하나 자료 획득 시 날씨와 주야 조건의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음

○ 초분광 탑재체는 광학 탑재체에 비해 우수한 분광해상도를 지니며 수십∼수백 개의 밴드를

이용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주로 농업 및 지하자원 탐사에 이용되나, 높은 개발비용

및 고난도 자료처리가 요구됨

○ 영상레이더 탑재체는 안테나에서 마이크로파장대의 전자기파를 송신하여 관측 대상으로부

터 신호를 수신하여 자료를 획득하며, 주·야간 전천후 자료 획득이 가능하나 높은 개발 비

용 및 숙련된 전문가의 자료처리가 요구됨

○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관측에 활용 가능한 위성은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지구 관측이

가능한 탑재체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탑재체는 영상레이더

(Synthetic Aperture Radar, SAR)가 있음

○ 영상레이더는 관측 대상으로부터 돌아오는 신호를 진폭(amplitude)과 위상(phase)형태로 수

신하며,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관측 지역을 영상으로 표현함

○ 영상레이더는 항공기, 위성 등의 비행체에 안테나를 탑재하여 일정한 주기로 획득된 전자기

파를 합성하는 기술이며, 적은 안테나 크기로도 높은 공간 해상도를 얻을 수 있음

○ 영상레이더는 지진, 화산, 산사태, 지반침하 등 지질재난재해 감시 외에도 토양 빙하 이동

관측, 수분량 조사, 홍수 피해지역 조사, 물체 분류, 기름 유출 지역 조사, 선박 감시 등 전

지구적 관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음

○ 본 과제를 통해 전자기파에 따른 탑재체 종류, 탑재체의 무게 및 관측 목적에 따른 국내·외

지표변위 탐지 인공위성 기술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지질재해 위성 탑재체 선정(안)을 제시

하고자 함

1) 국내 위성 발사 현황

○ 선진국 대비 우주개발산업 시장에 상대적으로 늦게 참여하여 자세제어, 탑재체 등에 관한

핵심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나, 위성체 체계 관리 기술은 독자적 기술 개발을 통해 상당한 수

준에 도달함

○ 현재 저궤도 및 정지궤도위성에 대한 개발 및 운용 중이며 다목적실용위성의 개발로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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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지구관측위성 기술 확보 및 천리안 위성 시리즈 개발을 통한 정지궤도위성 기반기술

확보

○ 서브미터급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저궤도 광학위성은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었으나, 위성 탑재체 및 정지궤도위성 기술의 독자 기술개발은 현재까지 다소 미흡함

○ 발사체

 우주 발사체 개발국 대열 합류 및 관련 기반 기술 확보 추진 중에 있음

 과학로켓 및 나로호 개발을 통해 우주 발사체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나로우주센터 건설

등으로 국내 우주 발사장을 확보함

 2013년 1월 나로호 개발 및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발사체 기술 자립 및 엔진 개발의 초석을

다짐

 1.5톤급 실용위성 발사체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독자적 개발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보

 한국형발사체는 2018년 11월 75톤급 액체엔진 시험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2021년 2월

과 10월 총 2회 발사를 통해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체 기술 자립을 도모함

 우주개발기중장기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소형 발사체 플랫폼 확장 및 대형 발사체 플랫폼

확장을 통한 다양한 우주 임무 수행능력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위성 발사 수요에 대비할 예정

임

2) 국내 주요 위성 현황

○ 다목적 실용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3A호: 해상도 0.55 m급 전자광학 센서를 탑재하고 국내 최초로 고해상도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하여 주·야간 지상 및 해양을 관측함

 다목적 실용위성 5호: X-밴드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m 급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영상레이더

를 보유하며 전천후 재난재해 감시 및 각종 자원 활용에 이용됨

○ 정지궤도 복합위성

 기상 및 우주, 해양, 대기환경 관측 목적으로 운용되는 천리안위성 1호, 2A 및 2B호 정지궤도

위성을 운용중임

 2010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1호 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개발 기상위성을 보유한

우주개발산업 선진국으로서 기초를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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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2A호는 기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정지궤도위성으로 천리안위성

1호의 임무를 승계 받아 더 향상된 성능으로 임무를 수행함

 2020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대기환경 관측을 수행할 수 있

는 정지궤도 위성으로서, 천리안위성 1호보다 향상된 성능으로 해양관측임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함

 천리안위성 2A호, 2B호 개발과정에서 확보한 본체 개발 기술은 향후 통신방송위성이나 항법

위성 개발 시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임

○ 차세대 중형위성

 우주개발중장기계획은 탑재체 및 핵심부품 관련 기술(위성), 엔진 기술(발사체) 등의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가 간의 기술 협력은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등과 같은 매우 엄격한 다국적 통제 제도로 인해 직접적인 국제 협력에 의

한 기술 이전은 어려움

 이에 반해 우주 과학 분야에서 위성 기술 및 첨단 탑재체 기술에 대한 국제 협력은 상대적으

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며, 선진국과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이 용이함

 50 cm급 공간 해상도의 국토위성 개발은 전자광학탑재체 개발, 국가공간정보 확보체계 선진

화 및 위성탑재체 핵심 기술을 확보를 통한 우주기술 자립도 및 국가공간정보 구축 기술자립

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KOMPSAT-1 (다목적 실용위성 1호)

 사업목표: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저궤도 실용급 위성 개발을 통한 국내 우주기술 능력 향상

및 위성부품의 국산화

 탑재체: 전자광학탑재체(Electro Optical Camera, EOC), 해양관측탑재체(Ocean Scanning

Multispectral Imager, OSMI), 우주과학탑재체(Space Physics Sensor, SPS)

 관측폭 및 공간해상도: 17 × 17 ㎞ / 6.6 m

 사업기간: 1994년 11월∼2000년 1월

 발사일: 1999년 12월 21일(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

 임무종료일: 2008년 1월 31일

○ KOMPSAT-2 (다목적 실용위성 2호)

 사업목표: 한반도 정밀 관측을 위한 고정밀 위성으로, 다중분광대역 카메라 탑재체는 국제공

동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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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재체: 다중분광카메라(Multispectral Camera, MSC)

 관측폭 및 공간해상도: 15 × 15 ㎞ / 1 m (Pan), 4 m (MS)

 사업기간: 1999년 12월∼2006년 7월

 발사일: 2006년 7월 28일(러시아 플레세츠크 발사장)

○ KOMPSAT-3 (다목적 실용위성 3호)

 사업목표: 한반도 정밀 지상관측 등을 위한 저궤도용 관측위성 개발

 사업기간: 2004년 8월∼2012년 8월

 관측폭 및 공간해상도: 15 × 15 ㎞ / 0.7 m (Pan), 2.8 m(MS)

 탑재체: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Advanced Earth Imaging Sensor System, AEISS)

 발사일: 2012년 5월 18일(일본 다네가시마 발사장, 현재 운용 중)

○ KOMPSAT-3A (다목적실용위성 3A호)

 사업목표: 고해상도 광학 및 적외선 관측 위성 개발

 사업기간: 2006년 12월∼2015년 3월

 관측폭 및 공간해상도: 관측폭 12 × 12 ㎞ / 0.55 m(PAN), 2.2 m(MS), 5.5 m(IR)

 탑재체: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Advanced Earth Imaging Sensor System, AEISS) 및 적

외선 영상 시스템(Infrared Imaging System, IIS) 탑재체

 발사일: 2015년 3월 26일(러시아 오레부르크주 야스니, 현재 운용 중)

○ COMS-1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위성 1호)

 사업목표: 통신탑재체 국산화 개발 후 우주인증 및 활용과 함께 국가수요에 따른 기상 및 해

양관측과 정기궤도위성 기술 자립화 및 산업화 기반 마련

 사업기간: 2003년 9월∼2010년 12월

 탑재체: 기상관측센서(Meteorological Imager, MI), 해양관측센서(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통신탑재체(Communication Payload System, COPS)

 해상도: 기상 1 km(적외선채널 4 km)

 발사일 : 2010년 6월 27일(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발사장)

○ GEO-KOMPSAT-2A/B (정지궤도 환경/해양 위성, 천리안위성 2A/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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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기상․해양․환경관측용 정지궤도 복합위성 2기(GEO-KOMPSAT-2A 및

GEO-KOMPSAT-2B)를 국내 주도 개발 및 핵심기술 자립화

 사업기간: 2011년 7월∼2020년 2월

 GEO-KOMPSAT-2A 탑재체: 기상탑재체(Advanced Meteorological Imager, AMI), 우주기

상탑재체(Korean Space Weather Monitor, KSEM)

 GEO-KOMPSAT-2B 탑재체: 환경위성탑재체(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GEMS),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2, GOCI-Ⅱ), 레이저

반사경 탑재체(Laser Retro-Reflector Assembly, LRRA)

 주요 내용: 시스템/위성본체 및 지상국 예비설계 완료 및 상세설계 수행, 지상검증 모델

(STM, EM) 개발, QLX 국산화 부분품 인증모델 개발

 GEO-KOMPSAT-2A 공간해상도: 해양 250 m, 환경 7 km

 GEO-KOMPSAT-2B 공간해상도: 기상 1 km (가시채널 500 m, 적외채널 2 km)

 발사일: 2018년 12월 5일 / 2020년 2월 19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발사장, 현재 운용

중)

3) 국내 주요 영상레이더위성 현황

○ 국내에서는 위성용 영상레이더 탑재체 독자 개발된 사례는 없으며, 다목적 실용위성 5호에

장착할 영상레이더 탑재체를 이탈리아 Thales Alenia사와 공동연구개발 구매하여 장착하였

음

○ 영상레이더를 탑재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6호기의 경우 2021년 발사를 목표로 아직 개발 중

임

○ C-밴드 영상레이더의 경우 국내의 기술개발 경험이 부족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공학

인증모델 제작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C/X/Ku-밴드에서 작동하는 영상레이더 기술을 개

발 중에 있음

○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우주탐사기술 개발 역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발사체 및 위성체 체계

기술은 우선적으로 개발을 진행한 국가 대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탑재체 및 엔진

등에 관한 핵심기술은 다소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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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KOMPSAT-5 KOMPSAT-6 수자원중형위성

개발목적 전천후 지구관측
(영상레이더)

전천후 지구관측
(영상레이더)

전천후 지구관측
(영상레이더)

개발기간 2005.6∼2014.12 2012.12∼2020.12 2022∼2025

중량 1,315 kg 1,750 kg 500 kg 내외

운용고도 550 km 505 km 562 km

임무수명 5년 5년 4년

주요성능
(해상도)

영상레이더

(X-밴드) 1/3/20 m
영상레이더 0.5/3/20

m
영상레이더
(C-밴드) 10 m

총비용 2,381억 3,385 억 1,427 억

발사체 Dnepr (러) Angara1.2 (러, 예정) 미정

발사장 야스니 (러) 플레세츠크 (러, 예정) 미정

발사일 2013.8 2021.상반기 (예정) 2025 (예정)

운용현황 임무수행 중 개발 중 개발 중

한반도 방문주기 2회/1일 (2분촬영/1회) 2회/1일 (2분촬영/1회)
2회/1일

(한반도 전역 관측)

활용실적
(수입대체효과) 상용화 준비 개발 중 개발 중

표 1. 최근 국내 주요 영상레이더 위성 현황

가) KOMPSAT-5 (다목적실용위성 5호)

 사업기간: 2006년 6월∼2013년

 탑재체: 영상레이더 (Corea SAR Instrument, COSI)

 발사일: 2013년 8월 22일(러시아 야스니 발사장, 현재 운용 중)

특성 KOMPSAT-5

센서 Corea SAR Instrument, COSI

목적 전천후 지구관측

주파수 9.66 GHz

촬영기법 Spotlight/Strip/ScanSAR, 185∼490 km
(490∼675 km 까지 확대 가능)

해상도 1 m (Spotlight), 3 m (Strip), 20 m (ScanSAR)

한반도 방문 주기 2회/1일

표 2. KOMPSAT-5 위성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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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주요 영상레이더 위성발사 추진계획

○ 국가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 추진 목표

 인공위성 수요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우주기술개발을 통해 핵심기술 및 전문 인력 확보와 위

성 탑재체 개발 능력의 자립이 요구됨

 지구 관측용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등 개발 예정임

 중점과제 중 [2. 국가 위성 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개발] 과 지질 자원 위성의 연계성

고려가 필요함

가) KOMPSAT-6 (다목적실용위성 6호)

 사업목표: 레이더 영상의 지속적 공급 및 국가전략 기술로서 영상레이더 기술 확보를 통한

전천후 지구관측

 사업기간: 2012년 12월∼2020년 12월 (2021년 상반기 발사 예정)

 총 사업비: 3,385억원 (2014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 기준)

 주요 내용: 탑재체 시스템 요구조건 검토 및 기본 설계 검토 후의 수행, 지상 지원 장비, 지상

검증 모델 개념 설계 및 지상국 개념 설계

 이중편파 동시획득, 지상이동물체 탐지기능, 방사정밀도 향상 등 영상 활용을 극대화하는 차

세대 기술들이 개발 및 적용됨

 탄소복합소재를 적용한 고안정성 탑재체 및 본체 일체형 구조체 개발

 자세제어 정밀도를 향상 및 고전력생성 분배를 위한 전장품과 1N 추력기를 자력으로 개발함

 자료 처리를 위한 영상레이더 신호처리 소프트웨어와 정밀궤도 유지를 위한 비행역학 시스

템을 독자 개발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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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다목적실용위성 6호의 조감도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 수자원위성 (차세대중형위성 5호)

 사업목표: 수자원 및 재난재해 감시를 위한 영상레이더 기반 한국형 수재해 위성기술 개발

 사업기간: 2022년∼2025년 (2025년 발사 예정)

 총 사업비: 1,427억원

 주요 내용: 수재해 감시를 위한 위성 탑재체 및 활용 기술 개발, 물산업 전략국가 관측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다) 국방부 정찰위성

 사업목표: 독일과 기술협력을 통해 영상레이더를 사용한 군사용 정찰 위성 5기를 개발하여

군 정보작전 능력 대폭 향상

 사업기간: 2015년∼2022년

 총 사업비: 약 6,000억∼7,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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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영상레이더 인공위성 개발현황

가) 미국

 ‘20년 화성탐사를 위한 H/W 및 S/W 시험, 달 궤도에서의 유인거주 실험 등을 추진 할 예정

이며 ‘21년 유인비행(EM-2) 준비 중

 저궤도 유·무인 수송 업무를 민간에 위임

 군사 분야에 회복탄력성(resiliency)을 제공하고, 위성 서비스 기술 개발에 기여할 소형위성

기술 개발 예정

나) ESA (유럽항공우주국)

 유럽의 JUICE가 2022년에 발사되어 2030년에야 목성 도달 예정

 유럽연합과 유럽항공우주국간 협력으로 관측 항법위성 인프라 구축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준비 검토

다) 일본

 우주활동법 제정 및 강화된 소형 고체로켓 'Epsilon' 발사

 2016-17년에도 소형 고체형 발사체 Epsilon의 발사 가능 중량 및 위성 크기를 향상시킨 ‘강

화형’ Epsilon 로켓을 발사하는 등 활발한 우주개발활동을 수행

라) 캐나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캐나다는 상용기 및 소형 항공기, 랜딩기어 시스템, 비행 시뮬레이터, 헬리콥터, 로봇 및 위성

기술, 유지·보수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을 보유

 OEM 및 Tier 1∼2급의 대형 기업과 Tier 3, 4 수준의중소기업들이 캐나다 항공우주산업 공

급망을 구성

마)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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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의 주요 참여국으로 미래 탐사를 위한 설비를 개발 중임

 ExPose-R2는 ISS 바깥의 우주와 화성환경에서 bio-molecules의 안전성을 실험하고 있으며

화성에서 생명체의 가능성을 찾는 자료로 활용될 것임

바) 영국

 SSTL 및 Airbus DS 등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영상레이더 위성 개발 및 발사

 2018년 차세대 중형위성급(450 kg) S-밴드 영상레이더 위성을 발사하여 현재 운용중임

사) Capella Space

 0.5 m 해상도의 X-밴드 약 40 kg의 초소형 편대 영상레이더 위성 확보를 통한 전 지구 감시

 2018년 2대가 발사되었으며, 2021년 까지 총 36대의 인공위성을 발사를 통해 1시간 간격의

재방문 주기를 가지는 자료 획득 시스템 구축이 목표임

아) ICEYE

 핀란드에서 개발된 X-밴드 초소형 영상레이더 위성으로 탑재체는 약 80 kg임

 편대비행을 통한 전 지구 관측을 위해 매년 1개의 위성을 발사 예정이며, 현재는 3개의 위성

을 운용중임

2. 최근 지표 변위변화 관측 위성 개발 특성 및 위성 현황

○ 인공위성 원격 탐사에는 광학, 초분광, 영상레이더를 사용한 관측이 주로 이루어지며, 전천

후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영상레이더 및 높은 공간 해상도를 장점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를 이용한 관측이 주로 이루어짐

○ 해외에서는 지질재해 및 지구 환경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주로 광학 및 영상레이더 원격탐

사를 수행하여 재해 재난 정보 수집 및 재난 유형별 피해 분석을 수행함

○ 초분광 탑재체는 주로 농작물 분류 및 관리 또는 지하자원 탐사 등에 사용되나, 광학 탑재

체 대비 높은 개발비용 및 고난도 자료처리가 요구됨

○ 지표 변위변화 관측을 위해 다양한 탑재체를 보유한 위성이 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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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과제의 목적에 따라 지표 변위변화 관측 위성과 차세대 중형위성급 (500 kg) 위성

에서 운용중인 탑재체의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음

○ 여러 대의 위성을 이용하여 관측 주기를 단축시켜 보다 많은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편대

비행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음

1) 지표 변위변화 관련 위성 개발 특성

가) 기술적 특성

○ 기존 위성 탑재체 단점 보완을 통한 지표 변위 변화 관측 정확도 및 정밀도 향상

○ 전 지구 지표 변위 변화 및 정보 획득

○ 전천후 주·야간 감시, 높은 시간해상도를 가지는 장거리 광역 정찰, 대용량 정보 장거리 전

송 기술 등 개발

나) 경제·산업적 특성

○ 지표 감시를 통한 지질재해 및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고해상 위성영상 및 수치표고모형 제공을 통한 지질 자원 산업 수요 충족 및 활용성 증대

○ 지진, 화산, 지반침하, 산사태 등 지표 변위 파악을 통한 지질·지형학분야 연구 활성화

다) 사회·문화적 특성

○ 실시간 감시를 통한 피해 예방 및 규모 감소

○ 지질자원 전용 위성을 이용한 한반도 관측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사

업 확장 및 일자리 창출

○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 및 안전한 국가를 위한 지질재해 지도의 제작과 보급

2) 최근 (5년 내) 지표 변위/변화 관측 위성 현황

○ 대형위성 (1,000 kg 이상)을 중심으로 위성 탑재체 및 분석 기술 첨단화를 통한 지질 재난

재해 관측 시 정밀도와 정확도 향상, 주·야간 및 전천후 시 지표변화 탐지 등 첨단 기술 개

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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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E

 2002년 3월 발사되어 GRACE-1과 GRACE-2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자료를 획득하였으

며, 2017년 10월 임무가 종료됨

 NASA와 DLR의 공동 미션으로 주로 중력장, 지열, 자기장 등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임

 NASA와 GFZ의 공동 미션으로 중력과 기후를 관측하는 GRACE-FO가 2018년 5월 발사됨

특성 GRACE

센서 CESS (Coarse Earth Sun Sensor), SCA (Star Camera
Assembly),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목적 중력장, 지열, 해류, 자기장 등 측정

관리기관 NASA, DLR

표 3. GRACE 위성의 특성

○ RESURS-DK

 2006년 6월에 발사되어 러시아 지구 관측 연구소에서 관리되는 러시아 최초의 민간 위성임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대역에서 지구표면의 다중스펙트럼 및 분광영역 매핑을 위해 발사됨

 기존의 디지털지도를 업데이트 및 개선하고 환경 감시, 자연재해 등 실시간 정보를 획득함

특성 RESURS-DK

센서 TDI (Time Delay and Integration) sensor

목적 높은 공간해상도 및 기하 측정, 실시간 고해상도 이미지 공급

관리기관 NTs OMZ

표 4. RESURS-DK 위성의 특성

○ TIMED

 2001년 12월 발사되었으며 15년 이상 장기간 임무 수행을 통해 정확한 태양 주기를 관측함

 태양 주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리층에서 태양의 영향을 제외한 다른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음

특성 TIMED

센서 GUVI, SAVER, SEE, TIDI

목적 MLTI 영역의 기본 상태와 열 균형을 정의하는 데이터 제공

관리기관 NASA

표 5. TIMED 위성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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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sat-8

 1972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 2월 Landsat 8까지 발사되어 수백만 장의 지구사진을 관측하여

지구자원탐사와 환경변화관측에 많은 기여를 함

 가장 오래 이어져오는 위성 프로그램으로 농산물, 산림, 기후변화, 재해, 빙하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정보를 제공함

특성 Landsat-8

센서 OLI (Operational Land Imager), TIRS (Thermal InfraRed
Sensor)

목적 장기간 데이터 제공을 통한 다양한 자원 및 환경 정보 지원

관리기관 NASA / USGS

표 6. Landsat-8 위성의 특성

○ GOCE

 2009년 3월 유럽항공우주국에서 발사한 S 밴드 위성으로 고감도 중력 경도측정기를 탑재하

여 지구 지각과 해양의 미세한 밀도 차이를 측정함

 지구 중력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260 km 까지 지구 근처에서 공전함

 지오이드의 정확도와 공간해상도를 크게 개선함

특성 GOCE

센서 EGG (Electrostatic Gravity Gradiometer), SSTI (Satellite to
Satellite Tracking Instrument)

목적 높은 정확도의 중력장 이상 측정, 지오이드 모델 및 중력 지도 제공

관리기관 ESA

표 7. GOCE 위성의 특성

3) 차세대 중형위성급 탑재체 (500 kg) 보유 위성 현황 및 특성

○ ASNARO-1

 발사일: 2014년 11월

 임무기간: 2014∼2020

 운영기관: USEF, METI, NEC (일본)

 탑재체 및 무게: Pan (0.5 m). MS (2 m) 광학 센서 (49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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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Snap Shot, Wide View, 3D, Strip Map등 다양한 모드를 이용한 지표의 고해상도 및

고정밀도 영상 획득과 전 지구적 관측

 GeoEye-1 보다 4배 가벼운 탑재체를 이용하나 유사한 해상도를 가진 영상을 얻을 수 있음

○ ASNARO-2

 발사일: 2018년 1월

 임무기간: 2018∼2023 (예정)

 운영기관: USEF, METI, NEC (일본)

 탑재체 및 무게: X-밴드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570 kg)

 목적: Spotlight, Stripmap, and ScanSAR 모드를 이용한 고해상도 지표 관측

○ Kanopus-v1

 발사일: 2017년 7월

 임무기간: 2017∼2020 (예정)

 운영기관: Roscosmos, RosHydroMet (러시아)

 탑재체 및 무게: PSS (2.5 m), MSS (12 m) 와 MSU-200 (25 m) 광학 센서 (450 kg)

 목적: 광학 센서를 이용한 지표, 대류권 및 전리층 등 전 지구적 감시 및 높은 규모의 지진

예측 연구

○ CASSIOPE

 발사일: 2013년 9월

 임무기간: 2013∼2020 (예정)

 운영기관: CSA (캐나다)

 탑재체 및 무게: e-POP (enhanced polar outflow probe) 전자기 관측 센서 (490 kg)

 목적: 전리층 관측을 통한 전자 밀도 파악 및 우주 기상 관측

○ PeruSat-1

 발사일: 2016년 9월

 임무기간: 2013∼202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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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CONIDA

 탑재체 및 무게: Pan (0.7 m), MS (2 m)센서를 보유한 NAOMI (430 kg)

 목적: 토지관리, GIS, 광산업, 지질학, 해양산업, 농업, 임업 등 초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다

목적 관측

4) 편대비행(Constellation)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특성

○ 편대비행 시스템은 여러 대의 소형 위성으로 이루어진 군집형 시스템으로 다양한 탑재체로

구성 가능함

○ DMC 시리즈, SuperView, Spark, Vivid, Nusat, Jilin-1 등 다양한 탑재체로 구성된 편대비

행 시스템이 현재 전 지구관측을 위해 운용되고 있음

가) Disaster Monitoring Constellation(DMC)

 영국 SSTL에서 주도하여 여러 나라들의 위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함

 관심지역을 연속적으로 지나는 많은 위성들로 구성되어 전 지구에 걸쳐 중·고 해상도의 영상

을 제공함

 다수의 위성을 이용하여 자연 재해와 인공 재해를 관측하기 위해 경제성을 지닌 초소형 위성

으로 위성군이 구축됨

그림 19. 세대별 DMC (Disaster Monitoring Constellation) 편대비행 시스템의

조감도

(출처: SSTL)



- 62 -

○ AlSAT-1

 발사일: 2002년 11월

 임무기간: 2002∼2010

 운영기관: CNTS (알제리)

 탑재체 및 무게: 다중분광센서(32 m) (90 kg)

 목적: 홍수, 화재, 지진, 화산 등 지구 전체의 재난 관측

○ BILSAT-1

 발사일: 2003년 9월

 임무기간: 2003∼2006

 운영기관: TUBITAK-ODTU (터키)

 탑재체 및 무게: 다중분광센서(28 m), 팬크로매틱(12 m) (100 kg)

 목적: 임업, 수문학, 토지피복 이용 및 매핑, 환경 및 도심지 개발 관측

○ NigeriaSAT-1

 발사일: 2003년 9월

 임무기간: 2003∼2011

 운영기관: NASRDA (나이지리아)

 탑재체 및 무게: 다중분광센서(32 m) (98 kg)

 목적: 가뭄, 호수 폭발, 산사태, 지진, 홍수, 화산 등 주로 토지 관측을 담당함

○ UK-DMC

 발사일: 2003년 9월

 임무기간: 2003∼2011

 운영기관: BNSC (영국)

 탑재체 및 무게: 다중분광센서(32 m) (110 kg)

 목적: 탑재체 운반, 미래 초소형 위성 프로젝트를 위한 시범 운영, GNSS 반사 측정법 및 행

성 간 인터넷 사용 등 시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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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jing-1

 발사일: 2005년 10월

 임무기간: 2005∼2013

 운영기관: MoST (중국)

 탑재체 및 무게: 다중분광센서(32 m), 팬크로매틱(4 m) (166 kg)

 목적: 중국 전역의 농업, 수자원, 환경 및 재해 관측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며 도시 개발, 오염

관측 및 중국 디지털 지도 생성

○ UK-DMC 2

 발사일: 2009년 7월

 임무기간: 2009 2019

 운영기관: BNSC (영국)

 탑재체 및 무게: 다중분광센서(22 m), 팬크로매틱(2.5 m) (120 kg)

 목적: 편대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화재, 홍수와 같은 재해 및 농작물 및 식생 변화 관측

○ Deimos-1

 발사일: 2009년 7월

 임무기간: 2009∼2019

 운영기관: Elecnor-Deimos (스페인)

 탑재체 및 무게: 다중분광센서(22 m), 팬크로매틱(2.5 m) (91 kg)

 목적: 넓은 범위, 저렴한 가격으로 광학 이미지를 제공하여 해양, 농업, 환경, 임업 등 고해상

도 토지 관찰

○ NigeriaSat-2

 발사일: 2011년 8월

 임무기간: 2011∼2020 (예정)

 운영기관: NASRDA (나이지리아)

 탑재체 및 무게: 다중분광센서(32 m), 고해상도 다중분광센서(5 m), 팬크로매틱(2.5 m),

(286 kg)

 목적: 농업 및 지질학적 응용, 매핑 및 보안 응용 프로그램 지원, GIS 인프라 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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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해상도 영상 제공

나) DMC3/TripleSat Constellation (Beijing-2 Constellation)

 발사일: 2015년 7월

 임무기간: 2015∼2022 (예정)

 운영기관: 21AT (중국) & SSTL (영국)

 탑재체 및 무게: 다중분광센서(4 m), 팬크로매틱(1 m) (447 kg)

 목적: 토지 피복 조사, 지표 변위 및 재난·재해 관측

그림 20. DMC3/Triplesat constellation(좌)와 SSTL-S1 4 satellite(우) (출처: SSTL)

다) SuperView Constellation

 발사일: 2016년 12월

 임무기간: 2016∼2024 (예정)

 운영기관: CAST (중국)

 탑재체 및 무게: 다중분광센서(2 m), 팬크로매틱(0.5 m) (560 kg)

 목적: 토지 피복 지도 제작, 에너지 탐사, 해양, 보안, 국방 감시, 도시 관측, 임업, 농업 등

다양한 시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리정보 및 영상을 제공함

 530 km 고도에서 2일의 재방문 기간을 가지며, Long strip, Multiple strips collect, Multiple

point targets collect, Stereo imaging 등 다양한 다중 수집 모드를 제공함

 2016년 12월 GaoJing 초소형인공위성인 GaoJing/SuperView-1 1, 2호가 발사되었으며,

GaoJing-1/SuperView-1 3, 4호 초소형인공위성은 2018년 1월 9일 발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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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의 SuperView-1 위성이 동시에 작동하여 200만 km 이상의 지표에 대해 관측 가능함

 2022년까지 광학 위성 4기, X-밴드 영상레이더 위성 4기, 다중 마이크로파 비디오 및 초분광

위성을 포함한 후속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20대 이상의 위성군으로 구성된 편대 비행 시스템

을 구축할 예정임

그림 21. SuperView 위성이 제공하는 4가지 collection mode (출처: ESA)

그림 22. Superview-1 위성(좌)과 GaoJing/SuperView minisatellite 모습(우)

(출처: ESA)

라) The Vivid-i Const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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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일: 2018년 1월

 임무기간: 2018∼2023 (예정)

 운영기관: 영국, SSTL

 탑재체 및 무게: 광학탑재체(1 m) (100 kg)

 목적: 지표 변화 관측을 통한 광학영상 제공

 광학 영상을 제공하는 최초의 위성군임

 총 15기의 위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500 km 고도에서 60 cm 해상도의 스틸샷 또는 비디오

를 제공함

 5.2 km × 5.2 km의 고정 프레임이 있으며 3 밴드 실제 컬러 영상 존재

 Target tracking과 strip map 모드의 영상 모드를 가지며, 지구상 모든 위치에 대해 1m 이상

의 고해상도 영상 제공 가능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초고화질 컬러 영상 제공

 하루에 2번 이상의 높은 재방문 주기를 가지며 이는 실시간에 가까운 지표의 정보를 신속하

게 제공 가능함

 2018년 VividX2(Carbonite-2) 위성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위성을 추가 발사할 예정이며,

이는 물체 인식, 3D 모델링, 변화 탐지에 대해 고정밀,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할 것임

그림 23. VividX2-Service Demonstrator 모습(좌)과 The Vivid-i Constellation의 모습(우)

(출처:ESA)

마) SPARK 01∼03 (Xinghuo 01∼03)

 발사일: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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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기간: 2016∼2021 (예정)

 운영기관: CAST (중국)

 탑재체 및 무게: 초분광 탑재체(50 m), X-밴드 영상레이더 (43 kg)

 목적: 8기의 초분광 및 8기의 영상레이더 위성을 이용한 전 지구적 변화 관측

바) Nusat (Aleph-1)

 발사일: 2016년 5월 (1, 2차), 2017년 6월 (3차), 2018년 2월 (4, 5차), 2020년 1월 (7, 8차),

2020년 9월 (6차)

 임무기간: 3 년

 운영기관: SATELLOGIC (아르헨티나)

 목적: 농업 및 식량 생산, 석유 및 가스 산업 내 작업 모니터링, 지도 제작 및 도시 계획, 기후

모니터링, 자원 관리, 지표 변위 탐지를 통한 재난·재해 감시 및 관측

ALEPH-1 탑재체 Panchromatic Multispectral Hyperspectral Thermal
infrared

지상 샘플링 거리 1 m 2 m 30 m 90 m

Swath 5 km 5 km 150 km 92 km

Spectral band 400-900 nm

400-690 nm

400-510 nm

510-580 nm

580-690 nm

750-900 nm

400-900 nm

up to 600

spectral bands
5 nm FWHM

800 μm-14 μm

0.01K
resolution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at the Nyquist

>15.00 %

Dynamic Range 54 dB raw / 66dB HDR

SNR 43 dB

Boresight 25 deg

High Definition
Video 720p, 1080p, 4K, in every spectral band

표 8. ALEPH-1 탑재체 제원(출처: Satellogic)

○ 특징

 현재 8기의 위성으로 편대비행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으며, 총 25개 위성으로 구성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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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기의 위성 구축을 통해 1.2 시간의 재방문 주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관심 지역에서 하루에

최대 20장의 영상을 획득가능함

 NuSat의 현재 목표는 100기의 위성을 구축하여 15분의 재방문 주기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관

측을 하는 것이며, 나아가 300기의 위성을 확보를 통해 5분의 재방문주기 확보를 장기 목표

로 연구 개발 중에 있음

 다중 스펙트럼 및 초분광 탑재체를 통해 가시광선 대역과 적외선 대역에서 높은 분광해상도

의 자료를 제공함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영상 다운로드 및 보관을 완벽하게 제어하여 운영자 자체 팀의 신

속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보장함



그림 24. Aleph-1 Roadmap (출처: Satellogic)

사) Jilin-1 satellite constellation

 Jilin-1 편대위성은 Chang Guang Satellite Technology Co. 가 소유한 중국의 원격 감지 위

성군임

 편대위성 시스템은 광학, 초분광 및 스마트 비디오 위성으로 구성됨

 Jilin-1 위성은 환경 모니터링, 산림 관리, 에너지, 광업, 토지 계획 등 다양한 매핑 응용 프로

그램을 위해 고화질 비디오 이미징, 광학 및 초분광 영상을 획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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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 Jilin-1 Guangxe-A (Optical-A)

 발사일: 2015년 10월

 0.72 m 해상도의 pan-chromatic 카메라와 4 m 해상도의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가 장착된 고

화질 광학 위성

○ Jilin-1 Jishu Yanzheng (Smart Verification Satellite, LQSat)

 발사일: 2015년 10월 발사

 고해상도 상용 원격 감지 위성으로 위성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축적을 제공

 4.7 m의 공간 해상도를 지님

[초분광]

○ Jilin-1 Guanpu-01, 02 (Spectrum-01, 02)

 발사일: 2019년 1월

 26개의 스펙트럼 대역에서 5 m의 공간 해상도와 150 km의 영상 넓이와 폭을 제공하는 초분

광 영상획득시스템이 포함됨

 환경 재해 모니터링, 임업, 에너지, 토지 개발 및 농업과 같은 매핑에 유용

[스마트 비디오]

○ Jilin-1 Shipin-01∼8 (Video-01∼08)

 발사일: 2015년 10월∼2018년 1월

 공간 해상도 1.3m로 비디오를 캡처하도록 설계, 4K HD 컬러 비디오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

는 기능을 가짐

 기존의 지구관측 위성에 비해 영상 위성은 표적에 대한 장기 동적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

며 빠른 기동성으로 인해 지상 조건에 따라 관측 영역 및 강조점을 빠르게 변경한 후 직접

전송하고 비디오 이미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직접 전송하므로 사용자의 응답시간이 단축됨

 따라서 지상의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재난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에 유리

[시리즈 위성]

○ Jilin-1 Gaofen-02 (High Resolu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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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A (High Resolution-02A) 발사일: 2019년 11월

 02B (High Resolution-02B) 발사일: 2019년 12월

 02C,E: 2020년 7월 발사되었지만, 궤도에 도달하지 못함

 팬크로매틱 모드에서 0.75 m, 다중 스펙트럼 모드에서 3 m보다 나은 해상도와 535 km 높은

궤도에서 40 km 이미지 swath를 가진 이미징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Jilin-1 Gaofen-03 (High Resolution-03)

 6개의 Jilin-1 Gaofen-03B Pushbroom 광학 위성과 3개의 Jilin-1 Gaofen-03C 스마트 비디오

위성으로 구성된 시리즈 위성임

 팬크로매틱 모드에서 1 m, 다중분광센서의 경우 4 m의 공간 해상도를 지니며, 스마트 비디

오는 1.2 m의 공간해상도로 획득 가능한 42 kg의 초소형위성임

[광역 위성]

○ Jilin-1 Kuanfu-01 (Jilin-1 Wideband-01)

 발사일: 2020년 1월

 고해상도와 광시야 관측을 통한 영상획득시스템을 보유함

 다중 스펙트럼 해상도가 4m 이상이고 폭이 136 km 이상인 푸쉬부룸 영상획득시스템은 고속

저장 및 고속 디지털 전송 시스템을 갖춤



그림 25. Jilin-1 Optical Satellite

(출처: Chang Guang Sat. Tech. Co.)

그림 26. Jilin-1 Hyperspectral Satellite

(출처: Chang Guang Sat. Tech.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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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Jilin-1 Smart Video

Satellites

(출처: Chang Guang Sat. Tech. Co.)

그림 28. Jilin-1 Gaofen-02

(출처: Chang Guang Sat. Tech. Co.)

그림 29. Jilin-1 Gaofen-03

(출처: Chang Guang Sat. Tech. Co.)

그림 30. Jilin-1 Kuanfu-01

(출처: Chang Guang Sat. Tech.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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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 변위변화 SAR 위성의 기술 및 개발 동향

1) 영상레이더 기술

 영상레이더는 인공위성의 안테나에서 마이크로파 영역 신호를 송신하여 산란체로부터 반사

파를 수신하여 자료를 획득하는 능동 원격탐사 방법이며, 주·야간,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영

상을 획득 가능함

 전자파의 반사 및 투과 특성으로 광학 영상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획득

 해양 및 해수 변화 등 수체에 대한 표면 정보 관측이 일부 가능함

 지형, 거칠기, 수분량 등의 지구물리학적 정보 취득이 가능함

 영상 품질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며 수요자의 요구에 최적화된 영상을 제공함

 수백 km 떨어진 우주공간에서 지구표면을 주기적으로 관측함

 영상레이더 자료에서 획득된 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수 mm∼cm 범위의 지표 변위를 획득 할

수 있어 지진, 화산, 산사태, 지반침하, 빙하 이동 등 자연재해를 감시 및 관측하여 피해를 예

방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영상레이더 시스템은 한 기의 위성을 통해 영상을 획득하나 다수의 위성을 이용

하여 시간해상도를 향상시키는 tandem 및 편대비행 기술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음

 영상레이더는 전파방해에 취약하며 광학과 초분광 영상에 비해 고난도 자료처리가 요구됨

○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는 위성에 탑재할 수 있는 기기의 중량 및 부피가 제한되기 때문에 X (≈3.1 cm),

C (≈5.6 cm), L (≈23 cm) 밴드 위주로 탑재체가 개발 및 활용 중이며 S (≈10 cm) 밴드의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되었음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파장대에서 파장이 짧을수록 공간해상도는 증가하며 탑재체의 무게는

감소함

 마이크로파장의 길이가 길수록 전리층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잡음이 증가하며, 투과성이 높아

조사 목적에 따른 파장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됨

 현재 운용중인 X-밴드 위성 탑재체 중 가장 가벼운 것은 Capella X-SAR로, 탑재체의 무게

가 37 kg에 불과함

 X-밴드 신호는 다른 밴드보다 짧고 공간해상도가 높아 주로 군사목적, 선박 탐지 등 주·야간

전천후 시 전지구적 관측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지표변위 탐지에도 이용됨

 L-밴드 신호는 다른 밴드보다 식생에 대한 투과력이 높아, 우리나라처럼 식생이 많은 지역에

서의 변화 감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에 비용이 높으며 장시간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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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됨

그림 31. 마이크로파 스펙트럼 (출처: IEEE)



표 9. 밴드 별 파장 길이, 주파수, 특징 및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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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재해 활용 가능한 위성 탑재체 개발 동향(밴드별 영상레이더 로드맵)

그림 32. 현재 운용 및 개발 중인 국·내외 영상레이더 인공위성 로드맵 (참고: 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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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파 영상레이더 위성

○ L-밴드

 산림지역이나 경작지의 토양표면 관측, 빙상 및 빙하의 동태 관측(ALOS PALSAR,

RISAT-3, MAPSAR등)

 X-밴드, C-밴드와 같은 단파장 위성에 비해 투과율이 높아 긴밀도가 좋음

○ P-밴드

 전파의 투과율이 높으나 패러데이 회전 효과에 의한 왜곡 현상 발생 우려가 있음

 NASA 실험 항공 연구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장 긴 레이더 파장 대역

4) Tandem 비행 시스템

 거의 동일한 기능, 성능, 궤도 특성을 가지고, 서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비행하는 쌍둥이

위성시스템

 독일의 DLR에서 운용중인 X-밴드 영상레이더 TerraSAR-X와 TanDEM-X가 tandem 방식

으로 운용중이며, 지표변위 관측이 주목적인 L-밴드 tandem-L 영상레이더를 개발 중에 있

음

 매우 짧은 시간차를 가지며 각 위성에서 영상을 획득하여, 위상간섭기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수치표고모형을 제작할 수 있음



그림 33. Tandem 시스템 모식도 (출처: D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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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대비행 시스템 (constellation system)

○ 편대비행 시스템은 여러 대의 소형 위성으로 이루어진 군집형 시스템으로 영상레이더 뿐

아니라 광학 및 초분광 탑재체로 이루어진 시스템도 존재함

 일반적인 단일 위성 시스템과 달리 동시다발적 관측을 통해 재방문 주기를 단축함으로서 시

간해상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에 적합함

 지구상의 특정 지점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거나 즉각적인 통신이 필요한 경우 대기시간과 통

신 중단을 피할 수 있음

 위성들은 서로 조정된 지상 대응 범위를 가지며, 전 세계의 지상국에 연결되어 동일한 통제

아래 운영됨

 핀란드의 ICEYE, 캐나다의 Radarsat Constellation Mission (RCM)과 미국 Capella사의

Capella-X-SAR가 영상레이더 편대비행 시스템으로 운용중임

그림 34. 위성 Constellation system 모식도 (출처: CGSatellite)

○ 현재 초분광 및 광학 탑재체 기반 편대비행 시스템 기술은 Satellogic, NorthStar Earth &

Space, HyperSatSM, Reaktor Space등 여러 국가 및 기업에서 개발 진행 중임

 몬트리올에 기반을 둔 NorthStar Earth & Space는 10 m 이상의 예상 지상 해상도로 매일

재방문 할 수 있는 40 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군을 계획하고 있음

 최근 캐나다 연방 정부와 퀘벡 주 정부의 기부금을 포함하여 5,200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완

료하였고 Telesystem, Telespazio 및 Thales Alenia Space 등과 파트너쉽을 이룸, 2021년 발

사 예정임

 HyperSat LLC는 초분광 위성군 개발을 위해 8,500만 달러 투자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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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의 위성으로 이루어진 초기 위성군 구축을 통한 m급 공간해상도 확보를 목표로 하며,

2020년 발사 예정임

 Reaktor Space는 현재 1기의 초분광 위성을 발사하였으며, 36기의 위성 확보를 통해 편대비

행 시스템 구축 예정에 있음

 SSTL(Surrey Satellite Technology Ltd)에서 주도하여 여러 나라들의 위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DMC 편대비행 시스템을 운용중임

4. 영상레이더의 한계점 및 보완 가능성

1) 영상레이더의 한계점

 영상레이더의 경사거리 (side-looking) 관측 기하 구조로 인한 foreshortening, layover,

shadow등 영상자료 획득시 지형고도로 인한 지형 왜곡이 발생함

그림 35. 영상레이더 기하 구조 (출처: ESA)

 마이크로파 파장의 길이에 따라 관측할 수 있는 산란체 (scatterer)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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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마이크로파 파장 길이에 따른 주요 산란체 획득 (출처: SAR-Edu)

 산란체가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경우 신호 획득이 어려움

 산림지에서 후방산란에 대한 신호 세기가 기록 임계치를 초과하여 (backscatter saturation)

로 인해 정확한 신호 획득이 어려움

 획득한 신호로부터 영상 획득 시의 자료처리과정이 복잡함

그림 37. Raw Data로 부터 레이더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 (출처: DLR)

 광학 센서에 비해 하드웨어 개발에 경제적 및 시간적 비용 소모가 상대적으로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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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위성은 주로 통신, 방송, 기상, 기후, 해양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어 지질재해 측면의 정

보가 부족함

 인공위성 발사 및 자료 취득에 관심이 있지만 자료 처리에 필요한 인력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

 외국 위성의 경우에도 시·공간적 공백으로 연속적인 데이터 취득 및 실시간 분석이 어려움

 국내 지표를 관측하지만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취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에

는 부족함

 지질재해 감시 및 대응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기존 국내·외 위성만으로는 시·

공간적 해상도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대응이 어려움

 영상레이더 위성자료는 고용량이므로 데이터 신청 및 전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2) 영상레이더 보완 가능성

 기존의 영상레이더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넓은 지역을 고해상도로 얻기 위해 디지

털 빔포밍 (Digital Beam forming)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됨

 기존위성과의 자료융합, 지상 관측망과의 자료 융합을 통한 영상레이더 및 시·공간적 한계점

극복

가) 고해상도 광대역 영상레이더 (High-Resolution Wide-Swath (HRWS) SAR)

 EADS Astrium 과 DLR에서 개발한 기술로 디지털 빔포밍(beam-forming)과 비행 방향

(azimuth)에서 다중 영상레이더 기록을 이용하여 해상도를 기존의 TerraSAR-X의 21배 까

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임

 1 m 의 해상도를 유지한 채 영상의 폭을 70 km 까지 확장 할 수 있음

 기존의 영상레이더와 유사한 기법을 통해 영상을 획득하지만, 수신 안테나가 다수의

sub-aperture로 나누어 신호를 획득함으로써 같은 크기의 안테나에서도 azimuth 픽셀 해상

도가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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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High-Resolution Wide-Swath (HRWS) 영상레이더 시스템의 모식도 (출처: DLR)

나) 초광대역 영상레이더 (Ultra-wide swath SAR)

 기존의 HRWS 영상레이더 방법을 계속 이용 할 경우, 영상의 폭을 100 km 증가시킬 경우

안테나 길이를 10 m 증가시켜야함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영상레이더의 안테나 길이에는 제약이 있음

 광대역의 영상을 얻기 위해 다중 azimuth 채널 ScanSAR, 다중 고도 빔을 가진 단일 채널 영

상레이더, 수신 안테나의 디지털 빔포밍과 pulse repetition interval (PRI) 변수를 지닌 다중

빔 영상레이더 기술을 적용하였음

 다중 azimuth 채널 ScanSAR의 경우 기존의 ScanSAR 또는 Sentinel-1 의 TOPS 모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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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며, 보다 넓은 지역을 좋은 해상도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다중 고도 빔을 가진 단일 채널 영상레이더는 다른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신되는 신호

를 동시에 기록함으로서 안테나의 길이 증가 또는 버스트 모드 사용 없이 넓은 지역의 영상

을 획득 할 수 있음

 수신안테나의 디지털 빔포밍 기술을 통해 기존의 영상레이더 보다 빔 조향에 소모되는 시간

이 적어 효율성 증대

그림 39. Ultra-wide swath 영상레이더 시스템의 모식도 (출처: DLR)

 Pulse repetition frequency (PRF) 조정 가능 기술을 지닌 다중 빔 영상레이더 기술의 단점은

blind range로 인해 동시에 송/수신이 불가하나, 이중 안테나 (bistatic)를 이용하여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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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PRF 조정 가능 기술을 통해 PRI 조정 가능 기술을 구현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개발단계에 있

음

다) 다중입력-다중출력 영상레이더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SAR)

 MIMO는 레이더 시스템에서 다수의 수신기와 송신기를 사용하는 방식이며, 2개의 단주기 이

동 직교 전송 신호를 기반으로 함

 MIMO 영상레이더는 기존의 영상레이더와 비교하여 자료 획득이 빠르고, 안테나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적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산란체를 탐지 할 수 있으며 높은 긴밀도를 가짐

 MIMO 영상레이더는 추가 기선거리를 이용하여 위상간섭기법 또는 tomography에 적용 가

능함

그림 40. MIMO 영상레이더 시스템의 모식도 (출처: DLR)

5. 지표 변위변화 영상레이더 위성 운용 및 개발 예정 위성 현황

1) 국외 영상레이더 인공위성 운용현황

가) Cosmo-SkyMed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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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일: 2007년 6·12월, 2008년 10월, 2010년 11월 (총 4기의 편대비행)

 임무기간: 2007∼2019

 개발국: 이탈리아

 운영기관: ASI, MoD

 탑재체: 9.6 GHz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X-밴드)

 목적: 국방/안보, 홍수, 가뭄, 산사태, 화산, 지진 등 재해 관측, 농업, 산림, 환경, 지질, 빙권

관측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 특징

 4기의 편대비행을 통해 매우 신속한 재방문 관측을 수행할 수 있음

 짧은 재방문 주기로 단파장 영상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한 위상간섭기법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화산, 지진, 빙하 등에 활용도가 매우 높음

 Spotlight, Stripmap, ScanSAR의 총 3개 관측모드를 지원하며 최근 광대역 모드를 추가하여

해상에서의 선박 감시 능력 등에 장점을 더하고 있음

 관측폭은 10 km에서 2000 km까지 지원하며 해상도에 따라 달라짐

 단일 편파 혹은 이중 편파로 관측 가능하나, 이중 편파의 경우 위상간섭기법 적용에 다소 제

한적임



그림 41. COSMO-SkyMed 관측 모드 (출처: TERRA SPATIUM)



- 84 -

나) TerraSAR-X

○ 기본정보

 발사일: 2007년 6월

 임무기간: 2007∼2019

 개발국: 독일

 운영기관: DLR, EADS Astrium

 탑재체: 9.65 GHz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X-밴드)

 목적: 1 m 급의 초고해상도 영상 제공, 국방/안보, 지도제작, 지질, 수리, 해양, 환경, 재해재난

감시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해수면 변화

○ 특징

 재방문주기는 11일로 위상간섭기법을 이용한 지구 관측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궤도를 운용함

 X-밴드 시스템으로 Shuttle Imaging Radar–C(SIR-C)와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SRTM)을 토대로 개발되었음

 다중편광모드(full-polarization)와 Along-Track Interferometry(ATI) 를 지원함

 관측 모드는 크게 3가지로 Spotlight, Stripmap, ScanSAR 모드로 운용 가능함

그림 42. TerraSAR-X관측 모드 (출처: DLR)

다) TanDE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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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발사일: 2010년 6월

 임무기간: 2010∼2019

 개발국: 독일

 운영기관: DLR, EADS Astrium GmbH 및 Infoterra GmbH

 탑재체: 9.65 GHz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X-밴드)

 목적: 전지구의 고해상도 3차원 지표표고모형 (DEM) 획득, 해양, 수리, 지형학, 지질, 화산

등 다양한 지구관측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해수면 변화

○ 특징

 재방문주기는 11일로 위상간섭기법을 이용한 지구 관측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궤도를 운용함

 TerraSAR-X와 쌍둥이 위성으로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며 주요 임무는 고정밀 3 차원 지

표표고모형 획득임

 헬릭스 궤도 개념을 도입하여 매우 근거리에서 편대비행하여 관측시간에 따른 위상간섭도의

긴밀도 저하를 최소한으로 하였음

 다중편광모드(full-polarization)와 Along-Track Interferometry(ATI) 를 지원함

 관측 모드는 크게 3가지로 Spotlight, Stripmap, ScanSAR 모드로 운용 가능함



그림 43. Tandem에 대한 InSAR 측정 모식도 a) bistatic mode b) pursuit monostatic

mode (출처: 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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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ADARSAT-2

○ 기본정보

 발사일: 2007년 12월

 임무기간: 2007∼2019

 개발국: 캐나다

 운영기관: CSA, MDA

 탑재체: 5.4 GHz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C-밴드)

 목적: 재해재난 관리, 위상간섭기법 적용, 농업 활용, 지도제작, 수문학 연구, 산림학, 빙하학,

지도 제작, 연안 관리 등 다양하게 활용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해수면 변화

○ 특징

 기존의 RADARSAT-1 위성의 관측 임무를 유사하게 수행하며, 환경감시, 천연자원 관리, 해

양 및 연안에서의 선박감시 또는 유류유출 감시 등이 주요 목표임

 다중편파모드를 지원하는 최초의 C-밴드 위성이며, 좌·우향 관측 가능

 GPS 안테나를 탑재함으로써 20 m 이내의 오차를 가지는 위치정보를 제공함

 고해상도, 초고해상도, 표준, 광범위, 광대역, 등 다양한 모드로 운용되며, 초고해상도 모드는

3 m의 해상도를 제공함



그림 44. RADARSAT-2 관측 모드 (출처: 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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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RISAT-1

○ 기본정보

 발사일: 2012년 4월

 임무기간: 2012∼2017

 개발국: 인도

 운영기관: ISRO

 탑재체: 5.35 GHz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C-밴드)

 목적: 국방/안보, 자연 재해 관리, 농업 기획 및 임업 조사, 홍수 예측·예방이 주목적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 특징

 다중 및 원형 편파 모드를 지원하며, C-밴드 중 10 km x 100 km 영역에 대해 1 m의 해상도

를 지원하는 최초의 위성임

 관측 모드는 크게 3가지로 Spotlight, Stripmap, ScanSAR 모드로 운용 가능함

 현재는 운용을 하지 않으며, RISAT-1A/B가 각각 2020년, 2021년 발사될 예정임

그림 45. Figure 5. RISAT-1 관측 모드 (출처: I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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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entinel-1A/B

○ 기본정보

 발사일: 2014년 4월 / 2016년 4월

 임무기간: 2014∼2021 / 2016∼2023 (예정)

 개발국: 유럽

 운영기관: ESA, EC

 탑재체: 5.4 GHz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C-밴드)

 목적: 지질, 화산, 빙하, 해양을 포함한 전지구적 변화 관측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및 해수면 변화

그림 46. Sentinel-1 관측 모드 (출처: ESA)

○ 특징

 EnviSAT 과 ERS-2 에서 이어진 C-밴드 자료 제공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Sentinel-1이

제작됨

 재방문주기는 12일로 위상간섭기법을 이용한 지구 관측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궤도를 운용함. 편대 비행 궤도를 운용함으로써 6일 간격을 갖는 위상간섭도 제작 가능

 관측 모드는 크게 2가지로 Stripmap과 Wide Swath 모드로 운용 가능함

 주요 관측 모드는 Interferometric Wide (IW)로 광대역 지역을 TOPS 모드로 관측하여 지구

변위 정보를 매우 정밀하게 광역적으로 추출할 수 있어 지질학, 화산학, 빙하학 등에 매우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24시간 이내에 획득한 자료를 아카이브에서 서버로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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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1시간∼최대 3시간 이내로 재해 지역의 자료를 획득함

사) ALOS-2

○ 기본정보

 발사일: 2014년 5월

 임무기간: 2014∼2020 (예정)

 개발국: 일본

 운영기관: JAXA

 탑재체: 1.2 GHz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L-밴드)

 목적: 전지구 지도제작, 재해재난 관측, 환경감시, 국지적 관측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 특징

 최소 재방문주기는 14일로 이전의 ALOS 인공위성의 재방문 주기인 46일보다 짧아 긴밀도의

증가로 인한 위상간섭기법의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였음

 좌·우향 관측으로 긴급재난 또는 극지관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관측 모드는 Spotlight, Stripmap, ScanSAR 세 가지를 지원하며 각각의 해상도는 1 m, 3 m,

6 m, 10 m, 100 m 로 다양한 공간 해상도를 제공함

 L1, L2 밴드를 가지는 GPS 수신기를 탑재하여 보다 정밀한 위성 궤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다중편파모드를 지원함



그림 47. ALOS-2 관측 모드 (출처: J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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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PAZ

○ 기본정보

 발사일: 2018 2월

 임무기간: 2018∼2023 (예정)

 개발국: 스페인

 운영기관: Hisdesat, MoD

 탑재체: 9.65 GHz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X-밴드)

 목적: 국방/안보 및 구조, 해상 감시, 전술 지원, 환경 제어, 위험 관리 및 불법 복제 방지를

포함한 전지구적 관측

 주요관측요소: 군사적 동향 및 전지구적 변화

○ 특징

 PAZ는 TerraSAR-X 플랫폼 기반의 X-밴드 영상레이더 위성으로 국가의 안보 및 방어의 역

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함

 서비스 모듈, 플랫폼 등 TerraSAR-X 및 TanDEM-X를 기반 복제로 이루어짐

 관측 모드는 크게 3가지로 Spotlight, Stripmap, ScanSAR 모드로 운용 가능하며, 모두 단편

파 / 이중편파 로 자료획득이 가능함

 PAZ 위성 소유자는 Hisdesat Sercivios Estrategicos 이며, PAZ의 ground segment는 INTA

의 소유임

자) SAOCOM-1A

○ 기본정보

 발사일: 2018년 10월

 임무기간: 2018∼2023 (예정)

 개발국: 아르헨티나

 운영기관: CONAE, ASI

 탑재체: 1.2 GHz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L-밴드)

 목적: 전지구 관측을 통한 자연재해의 영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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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및 해수면 변화

○ 특징

 SIASGE(Sistema Italo Argentino de Satélites para la Gestión de Emergencias) 계약을 통

해 ASI의 COSMO-SkyMed 와 공동으로 운용되어 비상사태, 자연재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함

 Stripamp 과 TOPSAR 관측 모드를 지원하며, 다중편광모드를 지원함

 2020년 2월 SAOCOM-1B가 발사될 예정이며, 2기의 SAOCOM과 2기의 COSMO-SkyMed

Second Generation 을 통해 전지구적 관측의 빈도수를 높일 수 있을 것임

그림 48. SAOCOM-1A 위성 모식도 (출처: CONAE)

차) NovaSAR-S

○ 기본정보

 발사일: 2018년 9월

 임무기간: 2018∼2025 (예정)

 개발국: 영국

 운영기관: SSTL, Airbus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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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재체: 3.1 GHz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S-밴드)

 목적: 자연재해 관리, 농업 기획 및 임업 조사, 홍수 예측·예방, 지도제작 및 해상 감시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및 해상 감시

○ 특징

 관측 모드는 크게 3가지로 Stripmap, ScanSAR, Maritime Surveillance 이며 각각 6 m, 20

m, 30 m의 해상도를 지님

 Maritime의 ship detection 모드를 통해 한번에 400 km의 범위까지 선박 탐지가 가능함

 이중 편광과 삼중 편광모드를 지원함

 위성의 중량이 450 kg으로 한국의 차세대중형위성과 규모가 유사함

그림 49. NovaSAR 위성 모식도 및 관측 영상 (출처: SSTL)

카) RADARSAT Constellation Mission (RCM)

○ 기본정보

 발사일: 2019년 6월

 임무기간: 2019∼2026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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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국: 캐나다

 운영기관: CSA, MDA

 탑재체: 5.4 GHz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C-밴드)

 목적: 재해재난 관리, 위상간섭기법 적용, 농업 활용, 지도제작, 수문학 연구, 산림학, 빙하학,

지도 제작, 연안 관리 등 다양하게 활용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및 해상 감시

○ 특징

 기존의 RADARSAT-2 위성의 관측 임무를 유사하게 수행하며, 재난재해 예방, 환경감시, 천

연자원 관리, 해양 및 연안에서의 선박 감시 또는 유류유출 감시 등이 주요 목표임

 빙하 관측, 기름 유출, 선박탐지 및 고해상도 지도 제작은 매일 관측이 가능하며, 긴밀도 변화

탐지는 4일 주기로 가능하다.

 3기의 동일한 C-밴드 위성 편대비행으로 4일의 재방문주기를 지님

 GPS 안테나를 탑재함으로써 10 m 이내의 오차를 가지는 위치정보를 제공함

 초고해상도, 고해상도, 표준, 광범위, 광대역, 등 다양한 모드로 운용되며, 초고해상도 모드는

3 m의 해상도를 제공함

타) COSMO-SkyMed Second Generation (CSG) Constellation

○ 기본정보

 발사일: 2019 년 12월

 임무기간: 2019∼2026 (예정)

 개발국: 이탈리아

 운영기관: ASI, MoD

 탑재체: 9.6 GHz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X-밴드)

 목적: 국방/안보, 홍수, 가뭄, 산사태, 화산, 지진 등 재해 관측, 농업, 산림, 환경, 지질, 빙권

관측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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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4기 편대비행에서 2기로 감소하였으나, 영상의 해상도와 관측 폭이 증가하였음

 짧은 재방문 주기로 단파장 영상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한 위상간섭기법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화산, 지진, 빙하 등에 활용도가 매우 높음

 Spotlight, Stripmap, ScanSAR의 총 3개 관측 모드를 지원하며 최근 광대역 모드를 추가하

여 해상에서의 선박감시 능력 등에 장점을 더하고 있음

 관측폭은 10 km에서 3000 km까지 지원하며 해상도에 따라 달라짐

 Spotlight, ScanSAR 모드는 단일/이중 편파모드를 지원하며 Stripmap 모드는 다중편파모드

를 지원한다.

그림 50. COSMO-SkyMed Second Generation (CSG) 관측 모드 및 위성 모식도

(출처: ASI)

2) 국외 개발 및 발사 예정 영상레이더 위성

가) RISAT-1A/B

○ 기본정보

 발사일: 2019년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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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기간: 2019∼2024 (발사 예정)

 개발국: 인도

 운영기관: ISRO

 탑재체: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C-밴드)

 목적: RISAT-1의 후속 위성으로 국방/안보, 자연 재해 관리, 농업 기획 및 임업 조사, 홍수

예측·예방이 주목적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나) TanDEM-L

○ 기본정보

 발사일: 2022년 예정

 임무기간: 2022∼2032 (발사 예정)

 개발국: 독일

 운영기관: DLR

 탑재체: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L-밴드)

 목적: 3D 지표 표고 모형 지도 제작, 지질, 화산, 빙하, 해양, 대기를 포함한 전지구적 변화 관

측 및 편대비행을 통한 긴밀도가 높은 위상간섭도 제작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및 해수면 변화

다) NISAR

○ 기본정보

 발사일: 2021년 예정

 임무기간: 2021∼2026 (발사 예정)

 개발국: 인도

 운영기관: NASA, ISRO

 탑재체: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L-밴드, S-밴드)

 목적: 지권, 빙권과 생태계 관측 및 자연재해 예방이 목표임. 서로 다른 두 개의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를 보유한 최초의 영상레이더 위성이며, 획득된 자료는 NASA 지구과학 공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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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정책에 의해 누구든 사용 가능할 예정임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및 해안 감시

그림 51. NISAR 위성 및 탑재체 모식도 (출처: NASA, ISRO)

라) ALOS-4

○ 기본정보

 발사일: 2020년 (발사 예정)

 임무기간: 2020∼2027

 개발국: 일본

 운영기관: JAXA

 탑재체: 마이크로파 영상레이더 (L-밴드)

 목적: ALOS-2 후속 위성으로 전지구적 지도제작, 재해재난 관측, 환경감시, 국지적 관측이

주목적

 주요관측요소: 지표 변화 및 해수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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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ALOS-2 대비 ALOS-4 영상 관측 능력 향상

(출처: JAXA)

마) ROSE-L (Sentinel 12)

○ 기본정보

 발사일: 2026년 (발사 예정)

 개발국: 유럽

 운영기관: ESA

 목적: 영상레이더 위상간섭기법 적용을 통한 지표 변위 관측 및 토양 수분, 식생 및 빙하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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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ROSE-L(Radar Observing System for Europe) 위성의 모식도 (출처: ESA)

3) 국외 항공우주 연구기관의 지표 변위변화 발사운용 현황 분석

○ 미국 (NASA), 유럽 (ESA), 독일 (DLR), 일본 (JAXA) 등을 중심으로 영상레이더를 통한

고해상도의 지표변위변화 관측, 영상자료 획득, 독자적 위성 및 발사체 개발과 관리를 통한

우주개발산업강국 구축

가) 미국 (NASA)

○ 미국의 대표 우주기관으로는 NASA가 있으며, Goddard Space Flight Center (GSFC)와 Jet

Propulsion Laboratory (JPL) 센터가 지표 변위 관련된 주요 임무를 수행

○ NASA의 disaster program을 통해 지표변위변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재난재해를 관측, 감

시, 통보, 경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UAVSAR

 L-밴드 항공기 시스템인 UAVSAR를 2007년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능동형 원격탐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진, 화산, 지반침하 등의 폭넓은 지표변위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음

 반복적으로 측정된 UAVSAR 영상레이더 자료에 위상간섭기법 기법을 사용하여

Line-Of-Sight (LOS) 방향으로 일어나는 지표 변위를 관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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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 기존의 L-밴드 UAVSAR에 인도의 ISRO에서 제작한 S-밴드 합성개구안테나를

설치, NISAR 미션 검·보정을 위해 미국 전역에서 지표변위변화 관련된 자료들을 취득하고

있음

○ NISAR (NASA-ISRO Synthetic Aperture Radar)

 2021년 발사 예정인 미국의 NASA와 인도의 ISRO 공동 영상레이더 미션으로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표 변위를 관측함

 최초의 dual frequency satellite 영상레이더 (L-, S-밴드) 미션으로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지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지표 변화를 감지함

 지표 변위를 관측하는 방법은 위상가섭기법으로 12일 간격으로 측정된 영상레이더 의 phase

의 변화로 정밀한 지표변위 관측을 가능하게 함

 이차원의 phase array를 사용하여 SweepSAR mode로 넓은 지역을 고해상도로 관측 가능함.

기존의 stripmap 모드에 비해 광대역을 관측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지표변위를 관측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

나) 유럽 (ESA)

○ 유럽항공우주국은 센티넬 (Sentinel) 미션 그룹을 개발하여 운용중임

○ 다양한 원격탐사 위성들로 구성된 센티넬 시리즈는 모든 사용자에게 위성 자료를 코페르니

쿠스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음

○ 각각의 센티넬 위성 미션은 두 개 이상의 위성을 활용하여 재방문 주기 단축과 위성 관측

영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킴

○ Sentinel-1A/B

 지표 변위 관측을 위해 Sentinel-1A/B 위성의 C-밴드 영상레이더 자료를 활용함

 Sentinel-1A/B는 2019년 현재 두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ntinel-1A는 2014년 4월

3일, Sentinel-1B는 2016년 4월 25일에 발사됨

 두개의 위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12일 재방문 주기를 6일로 단축시켜 지진, 화산 등의 갑작스

런 지표 변위 관측에 유용하게 활용됨

 Sentinel-1A/B 자료는 촬영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자에게 제공되므로, 긴급한 재난재해 상

황을 분석하는데 용이함

다) 독일 (D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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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aSAR-X

 독일 항공우주연구소 (DLR)과 EADS Astrium의 협력 관계로 만들어진 고해상도 X-밴드 위

성으로 2007년 6월15일에 발사됨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넓은 지역의 지반 침하 현상을 감시 및 분석하였음

 TerraSAR-X의 재방문 주기는 11일로 지진이나 화산 같은 지질재난재해 시 긴급한 분석이

필요한 지표 변위를 관측하기에 최적화 됨

○ TanDEM-X

 TerraSAR-X의 쌍둥이 위성으로 두 개의 X-밴드 영상레이더 위성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동시에 영상을 취득함

 위상 간섭 기법을 활용하여 전 지구적인 3-D 수치표고모형을 제작함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취득된 자료로 12 m 공간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을 성공적으로 제

작, 2016년부터 사용자들에 배포함

 2019년부터 Global DEM Change를 시작하여, 새로운 수치표고모형을 생성하고 있으며, 수치

표고모형의 차이를 이용하여 지표 변화를 감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TanDEM-L

 TerraSAR-X, TanDEM-X와 같이 두개의 위성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동시에 영상을 얻

는 L-밴드 영상레이더 위성 미션임

 미션의 목표는 전세계의 식생 측정과 변화를 감지하고, TanDEM-L 자료를 이용하여 전지구

적인 L-밴드 수치표고모형을 생성임

 최신의 영상레이더 시스템인 디지털 빔포밍을 사용하여 고해상도, 다중편파, 넓은 관측 영역

의 영상 취득이 가능하며, 또한 전 지구 자료를 획득하는데 8일이 소요됨

 긴 파장과 짧은 재방문 주기를 이용하여 지표변위변화를 관측하는데 적합한 기법을 연구 중

에 있음

라) 일본 (JAXA)

○ ALOS-1

 일본항공우주연구원(JAXA)에 2006년 1월24일에 발사, 2011년까지 활동한 다목적 위성

 ALOS-1은 PRISM (Panchromatic Remote-sensing Instrument for Stereo Mapping),

Phased Array type L-band Synthetic Aperture Radar (PALSAR)와 Advanced Visib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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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Infrared Radiometer type 2 (AVNIR-2) 총 3 개의 센서를 탑재함

 PRISM 센서는 3개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여 30m 공간해상도의 DSM (Digital Surface

Model)을 생성함

 PALSAR는 L-밴드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주·야간 전천후 지구 관측이 가능

 최초의 다중편파 인공위성 영상을 제공함

 장파의 특성을 활용하여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재해를 관측 및 자원 탐사에 활용됨

○ ALOS-2

 ALOS-1에 후속 미션으로 2014년 5월에 발사함

 능동형 L-밴드 마이크로파 원격탐사 센서인 PALSAR-2 센서 탑재

 Stripmap모드 이외에 Spotlight, ScanSAR 모드를 추가해서 다양한 관측영역과 공간해상도

로 영상 취득이 가능하게 함

 ALOS-1에 비해 짧아진 14일 재방문 주기와 가까운 공간기선거리 (geometric baseline)로 지

표변위변화 탐지에 최적화 함

4) 지표 변위변화 분야 위성 활용 기술 개발 현황

○ 최근 10년 위성영상을 활용한 지표변위변화 관측 분야 연구는 지표변위측정, 지진 및 화산

감시, 가뭄관리, 다중 위성자료 융합기술 개발, 위성영상활용 플랫폼 개발 등을 중심으로 활

용분야 연구가 수행되었음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연구지원기관

2008.12∼2011.09 위성SAR를 이용한 지표변화량 측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05∼2012.01 화산감시를 위한 위성자료 활용연구 기상청

2012.01∼2019.12 관측지진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 기상청

2012.09∼2015.08 원격탐사를 이용한 베트남 연안지역의 환경
모니터링 한국연구재단

2013.07∼2016.06 다중 위성자료 융합 모델링을 통한 가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활용 미래창조과학부

2014.01∼2014.12 국내위성자료를 이용한 재난관리 활용방안 연구 국민안전처

2014.01∼2018.12 차세대 영상레이더 탑재체 핵심기술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4.11∼2017.10 복합원격탐사를 이용한 해양 환경과 재난 관측 및
예보 시스템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6.10∼2018.02 수자원/수재해 전용 위성 시스템 기술 개발 기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원

표 10. 최근 10년간 위성영상을 활용한 지표변위변화 관측 분야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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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2단계 사업 현황 및 차별성 검토

○ 발사체 검증, 산림 및 기상 관측과 수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지질자원 위성의

재난재해 관측목적 특화(지진, 화산, 산사태, 지반침하 등)를 통한 독립적인 탑재체 개발 필

요

가)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2단계 사업 현황

○ 3호, 과기정통부

 위성명: 우주과학·기술검증위성

 위성 임무: 우주과학연구, 핵심우주기술 검증, 한국형 발사체 위성 발사 기능 검증

 탑재체: 우주과학 및 기술 검증용

 발사: 2023년 예정

 예산: 470억원

○ 4호, 농촌진흥청·산림청

 위성명: 농림·산림관측위성

 위성 임무: 농작물 작황, 농업수자원, 산림자원 관측

 탑재체: 광역전자광학 카메라 (관측폭 120 km급, 해상도 5 m 급)

 발사: 2023년 예정

 예산: 1,169억원

○ 5호, 환경부

 위성명: 수자원, 재난·재해관리위성

 위성 임무: 수자원 조사, 하천관리, 해양환경 감시, 재난·재해 (홍수, 가뭄, 유류유출/적조 등)

2017.01 ∼ 다종 위성의 원격탐사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연속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공동 기획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5∼2019.11 재난재해분야 위성영상 분석서비스 개념설계 항공우주연구원

2019.12∼2025.12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3기(3∼5호기)
시스템/본체 연구개발 한국연구재단

2020.03∼2023.07 차세대중형위성 4호 광역전자광학탑재체 기술개발 한국연구재단



- 103 -

대응

 탑재체: C-밴드 영상레이더 (관측폭 120 km급, 해상도 10 m 급)

 발사: 2025년 예정

 예산: 1,427억원

나) 부처별 차세대 중형위성 탑재체 개발 현황

○ 국토종합관리 (고해상도 광학), 농림·산림 (광역광학), 수자원 (영상레이더) 등 부처 업무 특

성 및 소요 분야별 다양한 탑재체 개발을 계획·추진 중임

○ 지질자원 전용 위성 탑재체는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위성과의 활용가능성 및 차별성 등을

반영하며 지질재난재해 관리에 특화된 독립적인 탑재체 결정 필요

○ 주관부처 및 지질재난재해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기술수요 및 기술 예측을 통해 지질재난재

해 완화 및 예방에 핵심이 되는 관측요소 및 우선순위 등을 분석하여 탑재체 결정에 반영

○ 국토종합관리위성

 탑재체: 고해상도 정밀광학

 공간해상도: 흑백 0.5 m, 컬러 2.0 m

 밴드: 5-밴드 (Pan 1, MS 4)

 추진현황: 2020년 발사 예정

 목적: 국토자원관리 및 공간정보서비스

○ 농림·산림관측위성

 탑재체: 광역전자광학카메라

 공간해상도: 관측폭 120 km급, 해상도 5 m 급

 밴드: 5-밴드 (NIR 1, MS 4)

 추진현황: 2019년 4월 착수, 2023년 발사 예정

 목적: 농작물 작황, 농업수자원, 산림자원 관측

○ 수자원, 재난·재해관리위성

 탑재체: C-밴드 영상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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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해상도: 해상도 10 m 급

 밴드: C-밴드

 추진현황: 2022년 착수 예정, 2025년 발사 예정

 목적: 수자원 조사, 하천관리, 해양환경 감시, 재난·재해 (홍수, 가뭄, 유류유출/적조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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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기술수요 및 기술예측 분석

1. 지표 변위 변화 활용 분야와 기술 개발 필요성 분석

1) 지질재해 활용 분야

○ 지진 관리 분야

 지진은 자연/인위적 원인으로 인해 지각에 누적된 응력이 해소되며 발생하는 지반 이동 현상

이며, 주로 판의 경계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 (기상청)

 지진의 피해 정도 및 크기는 규모와 진도 단위로 구분함

 규모는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원지로부터 관측된 지진 에너

지를 의미하며, 진도는 특정 지점에서 관측된 지진의 세기를 의미함

 지진은 해일·산사태·화재·수도 및 가스, 전기 등 공공인프라 마비·시설파괴 및 인명피해·국가

경제 타격 등 여러 가지 복합적 피해를 초래함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 위성 관측이 필요함

 지진발생 시 조기경보 발령, 피해 규모 파악 및 복구 필요 지역 선정을 위한 주기적 위성 관

측 필요

○ 화산 활동 관리 분야

 화산 활동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균열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지표로

분출되는 현상임 (기상청)

 용암, 화산쇄설물, 이류, 암설류 및 화산가스, 화산재 확산 등 화산으로부터의 직적접인 피해

뿐아니라 지진 등 이차 재해현상을 동반함

 국내에서는 백두산이 화산 폭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기, 규모 등에 따라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국 등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음

 백두산 분화 시 화쇄류·화산이류에 의하여 백두산 인근 시설물과 인명피해가 예상되며, 대규

모 화산폭발에 따른 화산성 지진은 규모에 따라 국내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백두산 분화는 항공대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도 야기하며, 대규모 화산재와 오염물질은

전 지구적으로 온도를 강하시키거나 오존층을 파괴시켜 심각한 복합재난을 초래할 수 있음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위성을 이용한 주기적인 화산 활동 관측이 필요함

 화산 분화 시 피해 규모 파악 및 화산재와 가스로 인한 피해 지역 조사를 위해 인공위성 기

반 관측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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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하 관리 분야

 지반침하는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반이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자연적인 연약지반이 가라앉는 현상임 (국토교통부)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시설 붕괴 및 인명 피해를 수반할 수 있음

 지반침하는 mm에서 cm 규모로 발생하여 인공위성을 이용한 주기적인 지표 변위 관측을 통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위성 기반의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지표 특성 관측자료 구축을 통한 지반 안정도 분류

 지반침하 발생 시 피해 규모 파악 및 복구 필요 지역 선정을 위한 위성 관측 필요

○ 산사태 관리 분야

 산사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산지의 사면이 급격하게 하부로 이동하는 재해 현상

이며, 산지 또는 계곡에서 나무·토석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현상을 토석류로

분류 (산림청)

 산사태와 토석류는 호우로 인한 지반의 응력 약화가 주요인이며, 지진, 화산폭발 및 눈사태와

굴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기상청)

 위성 관측을 통해 지면 안정성 평가 필요

 산사태 발생 시 위성 관측을 통해 피해 규모 파악 및 복구 필요 지역 선정

2) 지구 환경 재해 활용 분야

○ 홍수

 홍수는 일반적으로 여름철 폭우로 인해 하천 및 강 주변으로 물이 범람하는 현상으로, 지질

재해 중 가장 일반적이고 발생 빈도가 높으나,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

는 자연 재해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홍수는 여름철에 발생하며,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에 따른

장마와, 폭우를 동반하는 2∼3개 정도의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함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있으며, 산지의 대부분이 풍화된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구성

되어 있어, 피복토가 얇고 수분함유 능력이 적어 대량의 토사나 암석이 밀려와 산사태와 토

사 유출로 인해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음

 홍수가 발생할 경우 위성 관측을 통한 실시간 홍수 범람 현황 및 침수 피해 지역 관측 필요

 지속적인 관측을 통한 주요 피해지역 집중 감시 및 대피 가능 지역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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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태풍은 열대저기압의 한 종류로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

다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으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여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하는 현

상임

 열대저기압은 발생 및 피해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명명되며, 태평양 북서부 기원

으로 동부 및 동남아시아에 피해를 주는 태풍, 태평양 남부 및 인도양에서 기원하여 주변 지

역에 피해를 주는 사이클론과 멕시코 만에서 발생하여 북아메리카에 영향을 주는 허리케인

으로 분류됨

 태풍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위성을 이용한 신속한 피

해 조사 및 복구 지원 필요

2. 지표 변위변화 위성 활용 및 수요처 정의

1) 1단계 (변위 관측/예측) / 2단계 (국내) / 3 단계 (국외)

수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활용

분야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관측

국내 지질재해 관측 및

지질 자원 탐사

국제 협력 및 우주 산업

활성화

활용

방안

 지질재해 및 지구

환경변화 모니터

링 및 대응

 지질재해 피해 규

모 조사 및 분석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

변화 관측 고도화

 정밀 수치표고모형 시

범 제작

 해외전략국가 지질자원

관측 자료 지원 및 수출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

화 관측 고도화

 해외 탐사 기관과 협력

을 통한 위성관측자료

공동 활용 및 수출

 정밀 수치표고모형 제작

 글로벌 지질재해 정보

허브 구축

수요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NASA, ESA, DLR,

JAXA, TRE, MDA

표 11. 지표 변위변화 위성 활용 및 수요처 정의

[1차 수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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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분야) 지표 변위 관측 및 예측

○ (활용방안)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모니터링 및 대응

 지질재해 피해 규모 조사 및 분석지진 모니터링 및 대응

 지질재해 감시 원격탐사센터 구축 계획 수립

○ (수요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지표변위변화 감시를 주요 업

무로 하는 정부 부처

[2차 수요단계]

○ (활용분야) 국내 지질재해 관측 및 지질 자원 탐사

○ (활용방안)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관측 고도화

 정밀 수치표고모형 시범 제작

 해외전략국가 지질자원 관측 자료 지원 및 수출

○ (수요처)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재난의 감시 및 대응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

[3차 수요단계]

○ (활용분야) 국제 협력 및 우주 산업 활성화

○ (활용방안)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관측 고도화

 해외 탐사 기관과 협력을 통한 위성관측자료 공동 활용 및 수출

 정밀 수치표고모형 제작

 글로벌 지질재해정보 허브 구축

○ (수요처) NASA, ESA, DLR, JAXA, TRE, MDA 등 국외 원격탐사 관련기관

2) 수요부처별 활용 업무 분야 (관련 부처/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국토지질연구본부-지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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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진 피해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주요 시설물의 지진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

 지진-공중음파 관측망 운영을 통한 지진원 특성 분석

 부지 고유 지진응답 특성의 정량적 평가

 24시간 지진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지진 조기 경보 체계 구축

 한반도 및 주변 지진활동 특성 규명 및 지진위험도 평가

○ 지질환경연구본부-지질환경재해연구센터

 산사태재해 조사, 예측, 모니터링 및 예·경보 기술 연구

 지질재해 방재대책 및 위해성 관리 연구

 지질재해 실시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국토지질연구본부-백두산화산연구단

 백두산 화산활동 감시 및 분화가능성 연구

 백두산 마그마 연구 및 화산가스 특성 변화 연구

 백두산 화산 관측소 구축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관리본부-재난관리실

 자연재해 감시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대응 역량 강화

 재난 대비 및 대응 인프라 확충

 지진·화산 피해 예측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 지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방재연구실

 지질재해 관리기준 개선 연구

 실증실험 기반 산사태 재해 저감기술 개발

 산사태 위험 평가 시스템 구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재난정보연구실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정보 공유 및 의사결정 지원기술 개발

 위성영상기반 활용 융·복합 재난분석 기술개발

 공간정보기반 재난상황 지원체계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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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지진방재센터

 국가 지진방재 R&D 로드맵 수립

 국가 지진방재 자료구축 및 공유

 위성영상기반 활용 융·복합 재난분석 기술개발

 지진피해추정 기반 지역별 지진대책 연구

[환경부]

○ 기상청-지진화산국-지진화산감시과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감시ㆍ분석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와 특보의 생산 및 통보

 지진 및 인공지진에 수반되는 물리현상의 감시ㆍ분석ㆍ통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인공지진 등에 대한 통지대상 관리 및 조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현업분석기술 개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인공지진 분석결과의 사후분석 및 환류

○ 기상청-지진화산국-지진화산연구과

 지진조기경보 기술 연구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지각구조에 관한 연구

 지진의 규모ㆍ진도ㆍ진원 산출 식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이동식 관측망을 활용한 지진발생 원인 규명 연구

 지진해일 예측시스템 개발 및 개선 연구

 화산활동 감시 및 화산분출물 정보 산출 기술 개발

 인공지진 식별기술 개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기준설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연구 개발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산림청]

○ 산림보호국-산사태방지과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강화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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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예방·대응 계획 수립ㆍ시행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 계획 수립․시행

 산사태 발생신고 및 피해상황 관리

 산사태 분야 기술개발 및 국․내외 기술 교류에 관한 사항

 사방사업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사방지의 지정․ 해제 등 사방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

○ 항만기술안전과

 해양수산부 지진 피해 대응 및 항만시설물 재해 예방

 방재기술개발 및 재해안전항만 시스템 구축

○ 항만연안재생과

 연안침식 및 침하대응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수행

[농촌진흥청]

○ 기획조정관

 차세대 중형위성개발사업 2단계 개발사업 4호(농림위성) 통해 공공서비스 창출

 위성이용 농업환경 관측 현황 및 위성 개발 로드맵 수립

 위성영상을 활용한 농작물 작황 추정 기술 개발

 위성영상을 활용한 농경지 취약성 평가 및 가뭄지도 작성

3. 지표 변위변화 관측/감시를 위한 위성의 기술적/기능적 필요 사항

1) 해상도 필요사항

○ 공간해상도

 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ion)는 원격탐사 시스템에 의해서 분리될 수 있는 두 개체 사이의

최소 각도 혹은 직선 간격을 나타내는 측정값임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지질재해와 지구환경 변화의 규모를 고려할 때 수 m∼수십 m급

의 공간해상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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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재해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목표 공간해상도 설정 필요

그림 54. 공간해상도에 따른 지표면 구분 능력 변화 (출처: 원격탐사와 디지털 영상처리)

○ 시간해상도

 시간해상도(temporal resolution)는 탑재체가 특정한 지역의 영상을 얼마나 자주 수집하는가

를 나타내는 것

 지질재해 감시를 위해서는 가능한 짧은 재방문 주기가 필요함

 재방문 주기의 결정은 위성 본체와 궤도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기성 증대를 위해 편대

비행 개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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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 대역에 따라 다르지만 중, 장파장 경우 14일 이내 주기가 최적

 영상레이더 탑재체의 경우 최소 1일 1회 한반도 중심 관측 필요

(재방문 주기와는 다른 개념)

 광학 탑재체의 경우 최소 1일 1회 한반도 중심 관측 필요



그림 55. 시간해상도와 공간해상도에 따른 활용 분야 (출처: 원격탐사와 디지털 영상처리)

○ 분광해상도

 분광해상도(spectral resolution)는 원격탐사 기구가 감지하는 전자기 스펙트럼 상의 구체적

인 파장대 간격, 즉 밴드 혹은 채널의 수와 크기를 뜻함

 영상레이더의 경우 파장 대역에 따른 비상관화(decorrelation) 효과, 대기 효과, 이온층 지연

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요구 조건과 위성체 탑재 조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초분광 영상의 경우 가능한 다양한 파장대역을 세밀하게 나누어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

가지로 위성체에 탑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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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분광해상도 대역 (출처: 원격탐사와 디지털 영상처리)

그림 57. 전자기파 대역 (출처: en.Wikipedia.org)

2) 편대비행 시스템

 현재 개발 운용되고 있는 많은 위성은 편대비행 개념을 도입하여 지구관측의 주기성과 적시

성을 증대하고 있음

 단일 위성시스템개발에 비해 두 번째 위성의 경우 개발 비용 절감효과와 기술개발 위험 부담

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고, 동시 개발 운용으로 인한 장점이 매우 많음

 다중 위성 시스템은 적시성과 주기성 증대 이외에 다양한 실험적인 지구관측 기술개발이 가

능하므로 항공우주는 물론 원격탐사, 지구과학, 토목 등 많은 분야의 기술적 진보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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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질 탑재체 가능성 분석

1절. 지질 탑재체 활용 분야

1. 영상레이더 기반 정밀 지표변위 관측

 위성 영상레이더 자료를 활용한 지표변위 관측 기법은 크게 위성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에 대

한 함수인 위상 기반 관측 기법과 강도 기반 관측기법으로 대분됨

 위성 영상레이더 위상간섭기법은 서로 다른 시기에 동일한 궤도에서 관측된 영상레이더 자

료의 정밀 위상차를 활용함

 아래 식은 차분한 위상 정보의 구성 성분을 나타냄

 defor

  는 간섭영상의 위상이며,   는 지형에 의한 위상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수치표

고모형의 위상성분, def 는 지표 변위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성분,  은 두 위성레이더 관

측 자료 관측시기의 대기 지연에 의한 위상성분, or 은 위성궤도 오차에 의한 위상성분,

은 노이즈 성분을 의미함

 위상차분영상에 포함된 다양한 위상 성분 중 오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한 성분

만을 정밀하게 추정하는 것이 위성 영상레이더 간섭기법 처리 절차의 주요 목적임

 그림 58은 위성 영상레이더 위상간섭기법의 전반적인 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임

 위성 영상레이더 간섭기법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지표면에 대한 정밀 변위 정보를 사용된 파

장 대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밀도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며, 짧은 파장 대역인 X-밴드의

경우 360도 위상 주기 당 약 1.5 cm, C-밴드의 경우 2.8 cm, L-밴드의 경우 12 cm에 해당하

는 정밀도로 변위를 추정할 수 있음

 간섭 영상의 비상관화는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두 위성레이더 영상의 위상 정보 특징이

크게 달라질 때 발생하며 시간 비상관화(temporal decorrelation)과 공간 비상관화(Spatial

decorrelation)가 주요 요소임

 서로 다른 시기의 영상을 취득할 때에 달라진 식생의 성장이나 강수 등 지표특성 변화가 시

간 비상관화를 야기함

 전자기파의 파장이 길어질수록 지물(地物)에 대한 투과율이 높아지므로 장파장 대역의 영상

레이더 탑제체를 활용하면 투과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지표에서 후방산란된

신호를 영상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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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단파장 대역 탑재체보다 장파장 대역 탑재체가 시간 비상관화 저감에 효과적임

 공간 비상관화는 다중시기에 촬영하는 위성체의 궤도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밀 궤도 제어가 요구됨

 위성 영상레이더 간섭기법의 가장 중요한 한계점은 위성 비행방향(azimuth)으로의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는 관측이 불가능하고 오직 경사거리(range) 관측방향의 변위만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임

 여기서 다중개구간섭기법(Multiple-aperture SAR interferometry)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위성의 비행방향 변위를 관측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위성체의 비행방향의 신호를 분리하

여 비행방향 변위를 추출 (Bechor and Zebker, 2006; Jung et al., 2009, 2012, 2014, 2015)

 최종적으로 계산된 다중개구간섭위상과 지표변위는 아래의 관계식으로 표현 가능함

 ≈



 여기서 은 유효 안테나 길이를 의미하며 다중개구간섭기법의 관측 민감도는 위성의 유효 안

테나 길이에 의하여 결정됨

 즉 2의 위상 변화가 촬영한 위성의 유효 안테나 길이에 대응됨을 의미함 (Jo, 2015).

 전통적인 위상간섭기법과 다중개구간섭기법을 통하여 레이더 위성의 LOS 지표 변위와 남-

북 방향의 지표변위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２차원 지표 변위를 함께 계산할

수 있음(그림 59). 이에 따라 2차원 변위 및 그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지질재해 대응을 위한

보다 복합적인 자료제공 가능함

 강도 기반 지표변위 관측기법은 오프셋 트래킹이 대표적이며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위성

영상의 강도 정보에 대해 강도 교차상관기법을 적용하여 변위의 수평성분 이동량을 계산

 이 과정에서 계산되는 correlation peak까지의 거리를 직접 계산함으로써 비행방향과 관측방

향의 지표변위를 동시에 관측함

 오프셋 트래킹 기법에는 위상간섭기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복잡한 언래핑(phase

unwrapping) 과정이 요구되지 않으며 비상관화 효과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지표 변

위를 관측하기 어려운 변위 속도가 빠른 지역에도 활용 가능함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변위의 속도가 빠른 빙하나 해빙의 이동속도 추정, 또는 산사태 등과

같은 급격한 지표변위를 정량적으로 관측하는 데 활용(Strozzi et al., 2002)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프셋 트래킹 기법은 위성레이더 간섭기법의 정밀도 보다 약 8배 낮다고

알려져 있어 미세한 지표변위 관측에는 적절하지 않음

 최근에는 다중변위추정커널 기반 오프셋 트래킹 기법이 제안되어 생성한 영상들을 활용해

평균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변위 영상의 유효픽셀의 수를 유지하면서 해상도를 향상시켜 수

평변위를 분석할 수 있음 (Chae et al., 2019)



- 117 -

그림 58. 측 방향의 지표 변위 관측을 위한 위성레이더 간섭 영상 생성 흐름도

그림 59. InSAR와 MAI를 이용한 2차원 지표변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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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개선된 오프셋트래킹기법 (a) 오프셋 트래킹 기법을 이용한 지표 변위 관측 (b)

다중변위추정커널 기반 오프셋 트래킹 기법

○ 단층 미세 거동 관측

 인공위성 영상레이더 위상간섭기법으로 얻어진 간섭도는 대기에 의한 지연신호, 지형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수치표고모형 오차, 궤도오차, 잡음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어, 단일 간섭도로 매우 정밀한 지표 변위 성분을 추출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밀한 지표변위 관측을 위한 다중시기 영상레이더 자료기반의 시계열 분석 기법들

이 개발되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Persistent Scatterer InSAR (PSI), Small BAseline Subset (SBAS), Temporally

Coherent Point InSAR (TCPInSAR), SqueeSAR 기법 등이 있음 (Ferretti et al., 2001;

Berardino et al., 2002).

 매우 미세한 지표변위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단층대에서는 그 지표변위의 양이 매우 미세하

므로 시계열 지표변위 관측 기법을 통하여 다양한 오차 성분들을 저감하고 단층의 지표변위

를 관측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Lanari et al. (2007)은 캘리포니아의 Hayward 단층대에 대하여 SBAS 기법을 적용하여 미세

하게 움직이는 단층대의 지표변위를 관측한 바 있으며 현장 측량 결과와 비교할 때에

1mm/year 정밀도의 미세한 단층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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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Hayward 단층대의 미세 지표변위 관측 결과 (Lanari et al., 2007)

 최근 연구에서는 국내의 단층 거동 관측을 위하여 위성레이더 영상의 시계열 지표변위 관측

기법과 함께 함께 트랜스폰더(active transponder)와 코너 리플렉터(corner reflector)와 같은

인공적인 고정산란체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 제안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7).

○ 3차원 지진 지표변위 양상 관측 (2003 Bam 지진, 2016 Kumamoto 지진, 2017 포항 지진)

 위성 영상레이더 영상을 이용해 생성한 지표 변위 영상은 1차원 변위 성분을 나타내며, 3차

원 좌표계에 대하여 투영된 상태이며 서로 다른 기하에서 촬영된 3개 이상의 지표변위 영상

으로부터 3차원 변위를 추출 가능(Fialko et al., 2001; Jung et al., 2011)(그림 62)

그림 62. 위성레이더를 활용한 관측 방향 지표 변위와 비행 방향 지표 변

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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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2는 3차원 지표변위 관측 방법을 활용하여 지진과 관련된 지질재해를 관측한 사례를

나타내며 3차원 지표변위 관측 사례로써 2003년에 발생한 Bam 지진, 2016년에 발생한

Kumamoto 지진, 그리고 2017년에 발생한 포항지진 관측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지질 위성 영

상레이더 탑재체로서의 효용성을 제안하고자 함

가) 이란 Bam 지진

 이란에서 2003년 발생한 Bam 지진은 남북방향의 두 개의 주향이동 단층에 의하여 발생한 규

모 6.6의 지진으로 진원지는 28.85 N, 58.25 E에 15 km 심도로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지진은 기존에 관측되지 않았던 숨겨진 단층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층의 특징이 매우 복잡하므로 이 지역에 대한 모델 파라미터가 제대로 제시

되지 못하였음

 이에 Jo et al. (2018)은 2003년에 일어난 Bam 지진에 대하여 3차원 관측치를 생성하고 그로

부터 지진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림 63는 위성레이더 간섭영상과 다

중개구간섭영상으로부터 3차원 관측치를 얻은 결과를 도시한 것임

 결과적으로 관측치에서 전반적으로 주향 이동 단층의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특징적으로 변위의

3차원 패턴이 비대칭적이었으며, 특히 남쪽 부분의 단층 지역에서는 북쪽 지역보다 그러한 비

대칭성이 강조되었음

그림 63. 개발 기법을 적용한 3차원 관측 영상(a,b,c), 3차원 벡터

맵(d) (Jo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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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Kumamoto 지진

 2016년 4월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 진도 6.5와 6.0의 전진이 발생했으며, 이후로도 총 140회

이상의 여진이 관측되었으며 전진이 발생하고부터 약 28시간 뒤인 4월 16일 새벽 진도 7.3의

본진이 발생했으며 이후 총 1,400회 이상의 여진이 관측됨

 이상의 지진은 북동-남서 방향의 정단층 성분을 포함한 우수 주향이동 단층에 의하여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됨.

 Baek et al. (2018)과 Baek and Jung (2020)은 해당 지진에 대한 여러 오차 성분을 저감하고

3차원 지표변위 관측하였으며 그림 64은 생성한 3차원 변위 영상을 나타냄.

 그림 64의 (a), (b), (c)는 각각 동쪽, 남쪽 그리고 연직방향의 변위를 나타내었으며 GPS 관측

치와 위성레이더로부터 추출한 동쪽, 북쪽 그리고 연직방향의 지표 변위의 평균 제곱근 오차

는 각각 2.96, 3.75, 2.86로 3 cm 내외의 관측 정밀도로 관측가능하였음

 관측 결과 최대 동쪽 1.78 m, 서쪽 1.81 m, 북쪽 1.57 m, 남쪽 1.04 m의 지표 변위가 확인되

었으며 최대 2.49 m의 침하와 0.56 m의 융기가 관측됨

 그림 64(a)에 따르면 북쪽 판은 동쪽으로 우세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남쪽 판은 서쪽으로 우

세한 변위 발생하였음

그림 64. 세 장의 위성레이더 간섭영상과 한 장의 다중개구간섭영상으로

획득한 3차원 지표 변위 (Baek et al.,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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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포항 지진

 2017년 11월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 지진은 1975년 이래로 한국에서 발생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음

 이 지진은 비교적 얕은 곳(3∼7 km)에서 발생하여 국내 역사상 전례 없는 피해를 남겼으며

진앙 근처에서 육안으로 구분 가능한 지표변위가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지진을 야

기한 단층은 남동쪽으로 뻗어져 있으며, 특히나 아직 학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단층이었음

 포항 지진 발생후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출범했으며 연구단에서 2017 포항지진에 대한

3차원 지표변위 관측 결과 제시됨

 해당 3차원 지표변위 관측 결과로부터 2017 포항 지진이 주향이동 단층의 특징과 역단층의

특징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을 밝혀냄

그림 65. 2017 포항 지진의 3차원 지표변위 관측 결과; (a) 3차원 지표변위 벡터맵; (b) (a)

지역의 확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2019)

○ 북한 인공 지진

 북한은 2006년 이후로 만탑산에서 여섯 번의 핵실험을 실행했으며 지진의 규모는 첫 실험 이

후로 계속해서 증가하여 여섯 번째 실험에서의 지진 규모는 6.1로써, 여섯 번의 실험 중 가장

큼

 여섯 번째 핵 실험으로부터 8분 32초 이후에 약한 규모의 지진이 한 번 더 발생 (Wang et

al., 2018). USGS를 포함한 많은 연구진들은 두 번째 지진의 원인을 거대한 붕괴라고 판단하

였음

 Wang et al. (2018)과 Baek et al. (2020b)은 위성레이더를 활용하여 제 6차 핵실험에 의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의 3차원 지표변위를 관측하였으며 Baek et al. (2020b)은 3차원 지표변위 관

측 결과로부터 터널의 붕괴 가능성을 제시함

 그림 66(a)는 –200∼200 cm의 범위의 스케일에서의 수직 변형 영상으로 관측된 수직 변형

은 등방성 변형 패턴을 설명 불가능하며 대신에 중심에서 왼쪽 부분의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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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변형이 관찰되었으며, 선형적인 형태의 침하가 만탑산에서 확인됨

그림 66. (a) 측정 된 수직 지표 변위; (b) 수직 지표 변위의 3 차원 플로팅. 높이와

색상은 상하 변형을 나타냄

○ 지진 모델링

 지구 내부에서의 단층의 변화나 공동의 부피 변화에 따라 지표변위가 발생하며, 지질재해를

야기되며 단층과 내부 공동의 형상을 가정하고 수학적인 모델링에 따라 지표에서 발생하는

지표변위의 형상을 예측할 수 있음

 또한 위성레이더를 활용하여 관측한 지표변위를 입력 자료로 두는 inverse modeling을 통하

여 지질재해의 근원을 시뮬레이션하고 근원의 속성을 모델링할 수 있음

그림 67. Okada dislocation model의 geometry와 좌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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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03 Bam 지진에 대하여 위성레이더 지표변위 관측 결과를 활용하여 지진 모델링을

수행한 사례를 나타냄 (Jo et al., 2018)

 그림 68은 BAM 지진에 대한 3차원 관측치와 그에 가장 부합하는 dislocation model의 결과,

그리고 그 둘을 서로 차분한 잔여 변위 영상을 나타냄

 각 방향의 residual RMS 비는 0.25, 0.23, 그리고 0.6으로 나타나 상하 방향에서 상대적으로

큰 잔여 변위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됨

 이는 결정한 복합 단층 모델에 대하여 적절한 모델 파라미터를 추정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변위 분석을 통하여 단층 모델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68. 3차원 지표변위에 의한 지진 모델링 결과

2. 초분광 대역 기반 지표 성분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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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비율 및 Pseudo-color 영상

 광학 원격탐사 기술은 구조 해석, 광물 탐사, 지표 구성성분 매핑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

어 왔음

 고해상 초분광 영상 센서가 활발하게 활용되기 이전에는 다중분광 위성으로부터 촬영된 영

상을 활용하여 지질 해석에 매우 활발히 이용되었음

 Landsat TM 시리즈나 ASTER 등과 같은 다중분광 영상의 밴드비율(band ratio)나

Pseudo-color 영상의 조합식이 널리 활용되었음을 활용하여 광물 지도 제작에 활용 (van der

Meer et al., 2012)

 밴드비율이나 Pseudo-color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 역시 초분광 위성에 적용 가능한 방법으

로 사례조사를 수행함

 표 12는 Landsat TM 시리즈의 Pseudo-color 영상을 활용한 광물 탐사의 정성적 해석 체계

를 나타냄 (Gillespie et al., 1987; van der Meer et al., 2012)

LANDSAT TM ratio
Image Color Absorption feature

Red : 5/7 Green : 3/1 Blue : 5

M L M Magenta 

H M-H L Yellow Weak , , 


L M L Dark Green 

H L L Red 

L M-H M-H Cyan 

L L-M M Dark Cyan Low 

M-H L-M L Brown Low , moderate 

Wavelength ()

Band 1 (Blue) : 0.45 – 0.52

Band 3 (Red) : 0.63 – 0.69

Band 5 (SWIR 1) :1.55 – 1.75

Band 7 (SWIR 2) :2.08 – 2.35

표 12. LANDSAT TM의 Pseudo-color 조합을 활용한 광물탐사의 정성적 해석 체계; Red 밴드와

Green 밴드에는 LANDSAT TM의 밴드 5, 밴드 7의 밴드비, 밴드 3, 밴드 1의 밴드비가 각각

활용됨; H, M, L은 각각 높음, 중간, 낮음을 나타냄 (van der Meer et al., 2012)

 ASTER 영상의 경우 다양한 광물 탐사를 위한 밴드비 계산 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표 13과

같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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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 Feature ASTER band
combinations Wavelength ()

Ferric iron 2/1

Band 1 : 0.52 – 0.60

Band 2 : 0.63 – 0.69

Band 3 : 0.76 – 0.86

Band 4 : 1.600 – 1.700

Band 5 : 2.145 – 2.185

Band 6 : 1.600 – 1.700

Band 7 : 2.235 – 2.285

Band 8 : 2.295 – 2.365

Band 9 : 2.360 – 2.430

Band 10 : 8.125 – 8.475

Band 11 : 8.475 – 8.825

Band 12 : 8.925 – 9.275

Band 13 : 10.25 – 10.95

Band 14 : 10.95 – 11.65

Ferrous iron 5/3 and 1/2

Ferric oxide 4/3

Gossan 4/2

Carbonate/chlorite/epidote (7+9)/8

Epidote/Chlorite/Amphibole (6+9)/(7+8)

Amphibole (6+9)/8 and 6/8

Dolomite (6+8)/7

Carbonate 13/14

Sericite/Muscovite/Illite/Smectite (5+7)/6

Alunite/Kaolinite/Pyrophyllite (4+6)/5

Phengite 5/6

Kaolinite 7/5

Silica 11/10, 11/12, 13/10

 13/12, 12/13

Siliceous rocks (11×11)/(10×12)

표 13. 광물 탐지를 위한 ASTER 영상의 밴드비율 계산식 (van der Meer et al., 2012)

○ 다중분광 및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광물 탐사

 최근 다중분광 및 초분광 영상을 함께 활용하여 탐지 품질을 향상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

음

 Ni et al. (2020)은 다양한 원격탐사 영상 기반 광물 탐지 기법에 대해 초분광 영상과 다중분

광 영상을 융합하여 광물 분류 성능 향상 효과를 확인했음

 해당 연구를 위하여 지표 광물에 대하여 잘 조사가 된 미국 네바다 주 Cuprite 지역을 연구지

역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미리 구축된 Cuprite 지역의 광물 분포를 활용하여 최

종적인 탐지 성능을 평가하였음

 이를 위하여 항공 기반의 초분광 영상인 AVIRIS와 ASTER TIR 다중분광 영상이 활용되었

음

 그림 69는 Cuprite 지역의 광물 분포도를 나타냄. 해당 지역은 주로 8개의 광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Ni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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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미국 네바다주 Cuprite 지역의 광물 분포

 그림 70는 SAM(Spectral Angle Mapping), SFF(Spectral Feature Fitting), OSP(Orthogonal

Subspace Projection), 그리고 ACE(Adaptive Coherence/Cosine Estimator)의 광물 탐지 기

법을 활용하여 Cuprite 지역의 광물을 탐사한 결과임

 초분광 영상만 활용했을 때와 다중분광 영상을 함께 활용했을 때의 결과를 각각 나타냄

 육안으로 보았을 때 SFF와 ACE 관측 결과에서 다중분광 영상을 함께 활용했을 때에 결측

지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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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다중분광 및 초분광 영상 융합을 통한 미국 네바다주 Cuprite 지역의 광물 탐지 결과

(Ni et al., 2020)

 그림 71은 현장 관측 자료를 활용한 탐지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냄. 각 광물 탐지 기법에

대하여 모두 1∼5%의 관측 품질 향상을 화인할 수 있었음 (Ni et al., 2020)

 또한 ACE 기법 및 다중분광 영상을 함께 활용했을 때에 Chlorite-Montmorillonite 광물의

User accuracy가 약 20% 이상 향상되었음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 지질 위성 탑재체로서 초분광 영상 탑재체를 선택했을 때에

다중분광 영상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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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다중분광 및 초분광 영상 융합을 통한 광물별 탐지 성능 평가 (Ni et al., 2020)

○ 초분광 영상 해상도에 따른 광물 탐지 성능 평가

 분광해상도와 공간해상도는 서로 대립적인 균형 관계(trade-off)가 있음

 광학 센서 설계 목적에 따라 공간해상도를 저하시키면서 분광해상도를 높이거나, 분광해상도

를 저하시키면서 공간해상도를 높이는 등의 균형 관계를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상관관계를 광물 탐사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간해상도가 낮아지면 보다 세밀한 분광

프로파일을 분석할 수 있으나 하나의 픽셀 내에 다양한 광물이 포함될 수 있어 분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공간해상도가 높아지면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지표 특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분광적 프로파일의 세밀함이 줄어들어 광물 분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지질 위성으로써 초분광 영상 탑재체를 활용할 때에 위와 같은 균형 관계를 고려하

여 해상도 등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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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Kruse et al. (2011)은 AVIRIS 영상과 AVIRIS 영상으로부터 모사된 HyspIRI

영상을 활용하여 해상도에 따른 광물 탐지 성능을 비교한 바 있음

그림 72. (좌) AVIRIS(15m) 영상으로 분류; (우) AVIRIS 영상으로부터 모사한 HyspIRI

영상(60m)으로 분류한 결과(Kruse et al., 2011)

 AVIRIS 영상을 활용한 광물 분석 결과를 참으로 두고 모사된 HyspIRI 영상의 탐지 결과를

비교했을 때에 전체 정확도는 약 81%로 확인되었음(그림 73)

 하지만 계산된 카파 계수는 0.46에 불과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아래 그림에서 대각선 부분은 각 광물에 대하여 정확히 분류한 비율을 나타내는데 24∼85%

의 분류 성능을 보였으며 kaolinite에 대하여 분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대부분의 오차는 분광 특성이 유사한 광물들에서 발생했음

 본 연구 결과는 동일한 영상 자료로부터 광물을 비교 분석 하였으나, 60m의 공간 해상도에서

도 상당한 분류 성능을 보여주었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소 낮은 해상도를 지니는 초분광 탑재체를 설계하더라도 지질 자원

탐사의 수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공간적으로 광물이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탐지 성능이 비교적 떨어질 것으

로 판단됨 (Kruse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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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AVIRIS 영상을 활용한 광물 분석 결과를 참으로 두었을 때 모사된 HysPIRI

영상의 광물 탐지 성능(Kruse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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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위성탑재체 기술 수준 및 개발 가능성

1. 탑재체 개요

 인공위성은 크게 위성본체인 버스(Bus)와 탑재체(payload)로 구성되어 있음

 지구관측 위성에서 탑재체는 영상데이터 획득, 자료 처리 및 저장, 영상데이터 지상 전송의

역할을 수행함

 이에 따라 탑재체는 위성센서부, 위성탑재 자료처리 및 저장 시스템, 송신장치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74)

※ 위성 센서, 위성 탑재 자료 처리 및 저장 시스템, 송신장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가능함

※ 위성 센서 : 지상에 대한 원시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고 자료 처리 및 저장 시스템으로 전송

※ 위성 탑재 자료처리 및 저장 시스템 : 원시자료의 압축, 저장 형식 변환 등의 기초적인 전처

리 기능 수행

※ 위성탑재 송신장치 : 획득 및 전처리 기능이 수행된 센서데이터를 지상으로 송신

그림 74. 위성 탑재체의 구성 및 역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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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레이더 센서는 제어장치, 송수신부장치, 안테나, 전원공급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광학기

반 센서의 경우 광학 장치부, 카메라 전자부, 데이터 출력부로 구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한편 위성자료 처리 및 저장 시스템은 위성센서의 특성에 따라 자료 처리 알고리즘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센서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위성 탑재 송신장치 역시 위성 센서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 중 위성 센서는 위성 탑재체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위성 센서가 활용

하는 전자기파의 파장대역에 따라 위성 센서의 기술적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 가능성

 영상레이더 센서는 능동형 센서로 안테나로부터 마이크로파를 전파한 뒤 지표에서 후방산란

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영상화하는 기기를 말함

 탑재체 센서에서 능동적으로 방출된 신호를 기반으로 지구를 관측하므로 주야간에 상관없이

영상을 취득 가능함

 마이크로파 대역은 지구 대기에 대한 투과성이 다른 파장대역에 비해 우수하므로 기상 조건

에 적은 영향을 받음

 이에 따라 광학영상 대비 동일 지역에 대한 영상의 수집율이 매우 우수한 것이 특징이며 지

표변위 관측과 관련하여 단파장 탑재체가 장파장 탑재체보다 공간해상도 측면에서 보다 정

밀한 관측 정밀도를 보임

 또한, 단파장 탑재체가 비교적 이온층 효과에 의한 영향이 적음

 한편 장파장 탑재체는 단파장 탑재체보다 빠르고 큰 변위 관측에 적합하며 여러 비상관화 효

과에 영향을 덜 받으며 파장이 길어질수록 수목에 영향을 덜 받으므로 지질에 대한 관측을

위해선 가능한 장파장 대역의 탑재체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까지 국내에서의 영상레이더 탑재체는 연구용으로 개발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국외 기

술을 도입한 국내 주도의 개발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단파장 (X-, C-밴드)

 최근 차세대 중형위성 5호와 다목적실용위성 6호 개발과 관련하여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

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위성용 영상레이더 탑재체 제작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

고 있음

 차세대 중형 위성은 C밴드,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X밴드로 계획되어 있어, 모두 단파장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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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체에 해당됨

 일정한 chirp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영상화하는 것이 영상레이더 탑재체의 핵심적인

기술로 개발/시험 중인 국내 업체에 의해 국내 개발로 추진 중임 (한국수자원공사, 2016; 국

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신호처리기와 관련된 하드웨어의 경우 국내기술로 개발 가능 (한국수자원공사, 2016; 국립재

난안전연구원, 2016)

 신호처리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내 일부 대학에서 영상레이더 설계 관련 기술이 축척되어 있

어 일부 국외 협력을 통하여 개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수자원공사, 2016; 국립재난안

전연구원, 2016). 또한 최근 연구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 레이더 탑재 소프트웨어의 구현

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7)

 하지만 정밀 신호처리 소프트웨어의 개발여부가 영상레이더 자료처리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위상정보의 보존에 밀접하게 관여하므로 지속적인 향상 개발 필요가 있음

 데이터 처리기 모듈의 경우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개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수자원공

사, 20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초기에 단파장 대역의 센서 모듈로 고려되었던 것이 phased array 안테나와 접이식 확장형

(reflector 방식) 안테나로 두 가지였음.

 이 중 phased array 안테나는 중량이 많이 나가 차세대 중형위성에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접이식 확장형 안테나로 방향을 정하고 연구개발 중에 있음

 개발 초기에는 국내에 관련 기반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국제 협력이 요구됨을 명시

(한국수자원공사, 20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하여 C밴드와 X밴드를 함께 포함하는 멀티밴드 SweepSAR 반사판

안테나 패턴의 설계 내용이 발표된 바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각 파장대역별 성능 분석

을 수행 (윤성식 외 2017)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국내 단파장대역의 위성 탑재체 기술 개발이 큰 차질없이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4는 영상레이더 기술의 개발 목표 기술완성도와 현재 기술 수준을 나타냄 (한국수자원공

사, 20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최성화 외, 2019)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차세대 영상레이더 탑재

체 핵심 기술을 개발

 탑재체 주요 기술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국내 탑재체 기술 수준을 6단계까지 확보하

는 것이 목표 (최성화 외, 2019)

 현재 기밀 자료로 2017, 2018년 보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의 단파장대역의 기

술개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지질위성 발사 시기에는 단파장 대역의 위성 영상 센서

기술은 완전히 구축될 것으로 판단됨



- 135 -

구분 TRL 수준
(2016)

현 TRL 예상
수준 개발목표 난이도

발생기 3 6 이상 국내 주도 중

증폭기 4 6 이상 국내 주도 중

전개장치 5 6 이상 국내 주도 중

방사장치 3 6 이상 국내 독자 상

수신기 3 6 이상 국내 주도 중

처리기 4 6 이상 국내 주도 중

제어기 4 6 이상 국내 주도 중

영상 자료저장 6 6 이상 국내 독자 중

자료전송
송신기 6 6 이상 국내 주도 상

자료전송
안테나 3 6 이상 국내 주도 싱

표 14. 영상레이더 탑재체 주요 기술의 TRL 수준

○ 중파장 (S-밴드)

 HJ-1C, NovaSAR가 대표적인 S밴드 탑재체 사례로 국제적으로 S-밴드 (9.37 cm) 영상레이

더 탑재체의 활용은 많지 않은 편임

 최근 미국 NASA와 인도 ISRO에서 함께 개발 진행 중인 NISAR는 멀티채널 영상레이더로

S-밴드와 L-밴드 탑재체를 함께 활용 예정임

 국내의 경우에도 S밴드 영상 레이더 탑재체에 대한 개발 사례가 없음

 하지만 단파장대역 탑재체를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많은 부분이 겹칠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모듈을 축척 기술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탑재체의 질량에 따라 위성체에 탑재 및 운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위성 본체의 허용 무

게를 고려하여 개발 필요

 80 Mhz의 밴드폭을 갖는 L-밴드에 비해 더 넓은 200 Mhz의 밴드폭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음

 파장의 제곱에 비례해는 이온층 대기효과가 장파장에 비해 제약이 덜 하며 다른 영상레이더

로부터의 간섭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음

 또한 단파장에 비해 디콜리레이션 효과가 적으며 장파장에 비해서는 2.5배 향상된 지표변위

민감도로 관측할 수 있음

 통신 안테나로 사용하고 있는 S-밴드 주파수 대역은 2.2∼2.3 Ghz 대역으로 3.1∼3.3 Ghz와

차이가 있어 간섭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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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파장 (L-밴드)

 단파장대역 탑재체 개발에 많은 부분이 중복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부분의 모듈에 대해서는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영상레이더의 활용 파장이 길어질수록 탑재체의 중량이 증가하여 위성체의 총 중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ALOS PALSAR-2의 안테나 질량만 해도 547 kg에 달하며, 후속

위성인 ALOS PALSAR-4의 탑재체는 2990 kg으로 매우 무거움

 차세대 중형위성은 500 kg 급 까지의 위성 탑재체를 탑재할 수 있는 위성 본체로 기존의 L-

밴드 위성 탑재체를 탑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장파장 대역의 영상 레이더 탑재체를 실제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위성 탑재체의 소형

화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임

 최근 정해원 (2016)와 안진홍 외 (2015)에서는 100 kg급 소형위성에 탑재할 수 있는 L-밴드

탑재체를 설계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설계변수를 도출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설계 탑재체의 질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영상레이더 탑재체의 핵심 기술인

chirp 신호 발생기의 설치 방식을 저주파수의 Direct digital synthesizer(DDS) 여러 대 설치

하는 Parallelized DDS(PDDS) 방식을 제안함

 또한 도출된 설계변수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영상레이더 시스템이 합당한지에 대하

여 확인한 바 있음

 하지만 해당 연구 이후에 프로토타입 제작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30 kg

미만의 탑재체 질량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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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모드 Stripmap

비행 고도 600 km

주파수 1.27 GHz (L 밴드)

Chirp bandwidth 15 MHz

Pulse with 30 s

Antenna gain 32.44dB

Antenna size 5 m × 2.6 m

Beam width
2.38(Azimuth)/

4.58 (Range)

Resolution
2.5 m (Azimuth)/

10.0 m (Range)

PRF 3517 Hz

Swath
15.885 km (Azimuth)/

70.871 km (Range)

Look angle 25∼32

Peak power transmit 800W

Avearge Power transmit 80W

NESZ -17dB

Payload weight <30 Kg

표 15. 소형 위성용 L-밴드 영상레이더 시스템 설계 파라미터

3. 초분광 영상 탑재체 개발 가능성

 태양에서 입사되어 반사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양은 물체를 분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수행

 드론, 항공기, 위성 등에서 촬영된 광학 영상은 이러한 태양광이 지표에서 반사되어 센서로

도달할 때까지의 지표와 대기의 상호작용에 따라 빛 에너지량을 영상화함

 이러한 빛 에너지는 파장 길이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며, 자외선 파장영역은 200∼400 nm, 가

시광선은 400∼700 nm, 그리고 적외선은 700 nm으로 구분

 원격탐사 분야에서는 적외선을 다시 근적외선 (700∼1,100 nm)과 중적외선 파장영역(1,100∼

2,500 nm)으로 구분

 초분광영상은 파장영역대역을 5∼20 nm의 좁은 폭으로 수십에서 수백 개로 구분하여 연속

적으로 촬영되는 영상을 의미

 파장영역을 x축으로 하고 파장구간 마다 위치한 사진 속 픽셀에 저장된 분광반사율을 y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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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하여 지표면 대상물체에 따라 고유하게 나타나는 분광반사곡선을 획득할 수 있음

 이러한 특성을 지질위성에 적용한다고 할 때에 광물과 암석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분광 특

성을 추적하여 우리나라의 광물 및 암석 매핑에 활용할 수 있음

 과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초분광 카메라 개발과 활용

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다목적실용위성의 해양관측 센서를 탑재한 바 있음

 또한 추가 연구를 통하여 초분광 위성 운용에 필요한 지상 모델의 국내 개발도 수행했으며

다목적위성 2호, 3호, 3A호의 고해상도 광학 탑재체의 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전자광학부 조

립/정렬/시험 및 자료 전송부 개발기술은 초분광 탑재체 개발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 (한국

수자원공사, 20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최근에는 천리안 2호 탑재체 개발 과정에서 환경 및 해색 탑재체가 개발되어 운용 중임

 표 16은 우리나라 주요 초분광 탑재체 기술의 TRL 수준을 나타냄 (한국수자원공사, 2016; 국

립재난안전연구원)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광학 탑재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에 따라 영상 레이더 센서보다

기술적 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들어 국내에서 초분광 탑재체 개발과 관련된 연구 성과

를 찾아보기는 어려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일찍이 어느 정도 기술적 자립을 이루어낸 상태라 최근 국내

에서는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에 참여한 초분광 탑재체는 정지궤도 위성 탑재용으로 저해상 고시

간 해상도로 영상 정보를 취득에 활용

 광물과 암석의 종류를 지도화하는 측면에서는 시간해상도보다 공간해상도가 더 중요할 것으

로 판단되므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지질위성으로써의 초분광 탑재체 개발의 방향성을 저궤도·고해상으로 설정해야하

며 누적된 초분광 탑재체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탑재체 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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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L 수준
(2016)

현 TRL
예상 수준 개발목표 난이도

텔레스코프 6 3 국내 독자 중

분광기 4 4 국내 독자 중

검출부 3 5 해외 구매 하

광구조부 8 3 국내 독자 하

열제어부 8 3 국내 독자 하

카메라제어 4 4 국내 독자 중

카메라전력 6 4 국내 독자 상

영상자료 저장 6 6 국내 독자 중

자료 전송 6 6 국내 독자 상

안테나 5 3 국내 독자 상

표 16. 영상레이더 탑재체 주요 기술의 TRL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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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지질 탑재체 사양 및 개발 방향 도출

1.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 사양 도출

○ 영상레이더 탑재체의 개발 사양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음

 활용 목적에 적합한 탑재체 요구사양 조건 만족 필요

 국내 영상레이더 탑재체 기술 수준 고려

 국내 지질환경적 특징 고려

 구축된 영상을 활용한 스핀오프 사업 모델 도출 고려

 현재 개발 중인 영상레이더 위성들의 특징과 지질 전용 위성과의 연계 가능성 평가

○ 또한 지질위성으로써의 영상레이더 탑재체가 주로 우리나라 활성 단층의 장기적인 미세한

거동을 관측하는 것과 지진, 지반침하 등의 지질재해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과거 풍

수해 위성의 도출 사양과 활용 방향이 유사한 부분이 있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 그에 따라 풍수해 방재위성의 사양 도출(안)을 고려하여 영상 레이더 탑재체의 사양(안) 제

시하였으며 영상레이더의 파장별 특징을 고려하여 각 파장별로 필요한 탑재체의 사양을 고

려하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

○ 긴밀도는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두 위성레이더 영상의 위상 정보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에 대한 지표로 관측된 지표변위 영상의 품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이며 두 위

성 영상의 위상 특징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의하여 결정됨

○ 두 위성 영상의 영상 레이더의 시간기선(temporal baseline)과 수직기선(perpendicular

basline), 파장 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Zebker and Villasenor,

1992)

○ 시간기선이 짧을수록 관측 지역의 지표면 변동성(수목의 변화 등)이 적으며, 수직기선이 짧

을수록 두 영상 사이의 기하적 왜곡이 적으며, 그리고 파장이 길수록 지표에 대한 투과력이

높아 위상 중심(phase center)이 깊어지므로 변동에 영향이 적음

○ 또한 긴밀도는 관측 지역의 환경적 요인(지표 변동성)과 위성 영상의 관측 해상도에 영향을

받음 (Baek et al., 2018c; Hong et al., 2013)

 만약 시간기선이 매우 짧더라도 해당 지역이 다양한 환경적 요인(강수, 지진, 수목의 생장과

관리) 등으로 변동성이 크다면 긴밀도가 낮아져 관측 품질이 저하됨 (Baek et al., 2018c)

 그리고 높은 공간해상도를 갖는 위상 신호가 보다 안정적인 위상 특성을 갖는 산란체에 대한

정보를 각 화소 내에 잘 보존할 수 있으므로 공간해상도 역시 긴밀도와 상관관계가 있음

(Hong et al., 2013)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농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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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으므로 지표의 변동성이 매우 큼

○ 따라서 단파장 대역이나 중파장 대역의 영상 레이더 탑재체를 선택할 경우에 일정 수준 이

상의 관측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 탑재체를 장착한 위성군의 편대 비행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음

○ 한편, 일본의 JAXA는 L-밴드 영상레이더로써 JERS-1부터 ALOS PALSAR를 거쳐, 현재

ALOS-2 PASAR-2를 운영중이며 더 나아가 일본의 JAXA는 ALOS-4 PALSAR-3를 계획

중

○ 일본의 JAXA가 개발해온 각각의 탑재체의 사양을 고려할 때에 ALOS-2 PALSAR-2 까지

는 영상의 해상도가 크게 향상 (Stripmap 기준 3 m) 되었으며 이후 ALOS-4 PALSAR-3

의 경우 ALOS-2 PALSAR-2의 해상도를 유지하며 관측 폭을 크게 넓힘 (ScanSAR

Normal 촬영 모드 기준 ALOS-2 PALSAR-2 : 350 km; ALOS-4 PALSAR-3 : 700 km)

○ 이는 일본이 동서 방향으로 넓게 위치하고 있다는 환경적 특징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영상

레이더 위성체가 극궤도에 따라 공전함에 따라 일본에 대한 관측 주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판단됨

○ 한편, 우리나라는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어 ALOS-4 PALSAR-3처럼 관측폭을 특별

히 향상시키지 않더라도 국토를 적절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질재해 (지반침하, 지진 등)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지표 변위를 야기하므로 ALOS-4 PALSAR-3 만큼의 관측폭 향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긴밀도의 향상을 위해 관측 해상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영상 레이더에서 foreshortening, layover,

shadow 등과 같은 고도가 높은 산지에서 발생하기 쉬운 기하 왜곡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관측 입사각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표 17은 이상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도출한 영상레이더 기반 지질위성 탑재체 주요 사양을

나타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 아래의 영상레이더 탑재체 사양은 제안이며 추후 각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기획 연구에 통

해 추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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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파장 탑재체
(X 및 C밴드)

중파장 탑재체
(S 밴드)

장파장 탑재체

(L 밴드)

운용모드에 따른
해상도 (m)

Spot : 0.5

Stripmap : < 2.0

ScanSAR : 30

송신 대역폭 4∼12 GHz 2∼4 GHz 1∼2 GHz

관측 입사각 30∼45

운용모드에 따른
관측폭 (Km)

Spot : 20

Stripmap : 40

ScanSAR : 150

편파

단일 편파 (HV, VV, HV, VH)

이중 편파 (HH+HV, VV+VH)

완전 편파 (HV+VV+HV+VH)

임무시간 궤도당 1xx초

Digital Process BAQ 압축 / CCSDS Source packet formatting

위성 자료 처리시스템 4 Gbps

위성 자체 저장 용량 1 Tb

송신장치 데이터
전송률 600 Mbps 이상

탑재체 질량 차세대 중형급 ∼500 kg / 다목적 실용급 ∼1,000 kg

추가 고려 사항 편대 비행 선호 -

표 17. 영상레이더 기반 지질위성 탑재체 주요 사양(안)

2.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 방향 도출

○ 현재 우리나라는 X-밴드 영상레이더인 다목적 실용위성 5호를 운용중이며, 잇달아 다목적

실용위성 6호(X-밴드), 차세대 중형위성 4호(C-밴드)와 같은 단파장대 영상 레이더를 개발

계획 중임

○ 반면 중파장대역과 장파장대역의 탑재체 개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적어 비용적·기술적 측면에서 개발에 초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편대 비행이 가능한 수 기의 단파장 대역을 영상레이더를 활용했을 때 비용, 인

력, 기술적 위험도 측면에서 개발에 용이할 수 있음

○ 하지만 지질 전용 위성의 활용 분야를 고려해볼 때 단파장 대역은 수목 등으로 인한 지질

학적 특징을 반영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미 여러 단파장대 영상레이더 위성이 계획 중이므로 지질 위성이 가지는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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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파장이나 장파장 대역 영상레이더가 보다 적합할 것으

로 판단됨

○ 중·장파장 대역의 탑재체 개발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할 부분은 레이더 센서의 구현과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위성 본체(차세대 중형급 / 다목적실용위성급)가 허용 가능한 탑재

체 중량 조건의 만족이 될 것이라 판단됨

○ 한편, 표 18은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에 필요한 주요 소요기술과 기술 확보 전략을 나타냄

○ 표 18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 확보 전략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갱신하는 형태로 정리하였음 (한국수자원공사, 20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 영상 레이더 탑재체의 주요 소요 기술는 RF 송수신기 모듈, 신호처리기 모듈, 데이터 처리

기 모듈, 안테나 기술,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있음 (한국수자원공사, 2016; 국

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 우리나라의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우주 산업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탑재체 개발과 관련된 원천기술의 확보 필요

○ 따라서 가능한 국내 주도로 기술을 개발하며 개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자문 등

을 통하여 지질 위성 활용에 필요한 탑재체 주요 사양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음



소요기술 기술 확보 전략

RF 송수신기 모듈 국내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신호처리기 모듈 국내 통신업체 기술 기반 고도화

데이터 처리기 모듈 국내 통신업체 기술 기반 고도화

안테나
(Phased array 혹은

SweepSAR)

Phased array 안테나의 경우 KOMPSAT-5, -6 안테나 기술에
대해 해외 공동개발 및 기술 자문 형태로 추진

SweepSAR의 경우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및 MCSAR 안테나
기술이전 및 고도화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국내가 주도하되 복잡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 업체와
협력

표 18.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에 필요한 주요 소요기술과 기술 확보 전략

3. 초분광 탑재체 개발 사양 도출

○ 초분광 탑재체의 개발 사양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음

 활용 목적에 적합한 탑재체 요구사양 조건 만족 필요

 국내 초분광 탑재체 기술 수준 고려

 국내 지질환경적 특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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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된 영상을 활용한 스핀오프 사업 모델 도출 고려

 현재 개발 중인 초분광 위성들의 특징과 지질 전용 위성과의 연계 가능성 평가

○ 일반적으로 위성으로부터 영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파장 대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광물

탐지를 위해서 0.3∼2.5  대역의 초분광 영상을 활용

○ 그림 75은 광물별로 흡수하는 파장대역 정보를 나타냄





그림 75. 광물에 따른 파장 길이 별 흡광 정보 (Clark, 1999)

○ 초분광 탑재체를 활용한 광물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광물의 분광

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구축된 광물 분광 특성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보다 정확한 초분광 탑재체의 밴드 별 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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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과 밴드 수가 결정 가능함

○ 보다 정확한 광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공간해상도가 향상될 필요가 있음

○ 해상도가 커질수록 하나의 화소 내에 반사되는 광물의 종류가 많아지며 그에 따른 분광 정

보의 간섭이 생겨 정확한 광물 탐지가 어려움

○ 최근 미국의 지질위성으로써 발사를 계획중인 HyspIRI 위성은 380∼2,500  대역을 10

마다 분광을 나누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m의 공간해상도와 185 km의 관측폭으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음 (Lee et al., 2015)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동서방향으로는 좁고 남북방향으로는 긴 형태로 위치하

므로 보다 정확한 광물 탐지를 위해서 관측 폭을 줄이고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접

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분광 대역의 간격을 조금 더 넓혀 공간해상도를 향상시키는 것 역시 광물 분광 특성

에 따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표 19는 HyspIRI 위성 탑재체의 사양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적절하게 수정한 초분광 탑

재체 주요 사양을 나타냄

○ 단, 아래의 초분광 탑재체 사양은 제안이며 추후 광물 분광특성에 관련된 추가적인 기획연

구에 따라 수정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항목 초분광 탑재체 주요 사양

해상도 < 30 m

관측폭 100 km

파장대역 380∼2,510 nm

분광해상도 10 nm

밴드 수 212개

위성 자료 처리시스템 4 Gbps

위성 자체 저장 용량 1 Tb

송신장치 데이터
전송률 600 Mbps 이상

탑재체 질량 차세대 중형급 ∼500 kg / 다목적 실용급 1,000 kg

표 19. 초분광 탑재체 기반 지질위성 탑재체 주요 사양(안)

4. 초분광 탑재체 개발 방향 도출

○ 우리나라는 천리안 2B 위성에 초분광 탑재체를 장착하여 활용 중이며, 해당 위성은 자외선

및 적외선 대역 (300∼500 )의 초분광 위성으로 0.2 의 분광해상도로 밴드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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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총 1000개의 밴드를 활용 중임

○ 이 위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초분광 위성 조립 기술은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초분광영상 탑재체는 분광기와 검출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품들을 국산화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 광학탑재체 공통기술에 해당하는 광학부, 광구조부, 광전자부, 자료전송부 등은 기존 우주개

발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국산화 개발할 수 있

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 다만 현재 천리안 2B 위성에서 운용중인 초분광 탑재체는 정지궤도위성용 탑재체이며 분광

해상도가 높아 공간해상도는 7×8 으로 지질 위성으로써 활용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자외선 및 적외선 대역의 초분광 정보를 활용하여 역시 지질위성으로는 적합하지 않

음

○ 따라서, 현재까지 누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초분광 탑재체를 개발하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기술 고도화 필요 1) 국내 광물 분광 정보를 바탕으로 탑재체 밴드 결

정 2) 약 400∼2,500nm의 분광 대역을 촬영 2) 공간해상도 향상 (촬영 폭을 좁히거나 분광

해상도 조정)

○ 표 20은 초분광 탑재체 개발과 관련된 주요 탑재체 기술과 기술 확보 전략을 나타내며 기

존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 확보 전략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갱신하는

형태로 정리가 필요함 (한국수자원공사, 20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 초분광 탑재체 개발의 주요 기술로는 분광 소자 설계기술, 분광기 조립/정렬 기술, 2D 검출

기 접속 기술이 있음

○ 해당 원천 기술은 천리안 2B의 초분광 탑재체 개발 과정에서 일정수준 확보한 것으로 판단

되지만 해당 탑재체와 지질 탑재체의 센서 특성이 달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소요기술 기술 확보 전략

분광소자 설계기술 국내가 주도하되 해외 공동 연구 및 기술 자문의 형태로 확보

분광기 조립/ 정렬
기술

천리안 2B 초분광 탑재체 개발 과정에서 일정수준 확보했으며
저궤도용 위성체에 적합하도록 고도화 필요

2D 검출기 접속
기술 국내가 주도하되 해외 공동 연구 및 기술 자문의 형태로 확보

표 20. 초분광 탑재체 개발에 필요한 주요 소요기술과 기술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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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탑재체별 SWOT 분석

○ 지질 위성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탑재체의 종류별로 탑재체 지질 분야 활용 기술, 국

내 탑재체 개발 기술 수준, 탑재체 사양안 도출, 그리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음

○ 본 절에서는 최종 탑재체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로써 각 탑재체를 선택했을

때의 SWOT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여기서 내부요인(강점과 약점)은 각 탑재체의 특성과 탑재체와 관련된 국내 기술력으로 설

정하고 외부요인(기회와 위협)은 기타 국제적 연구 동향과 상황, 그리고 국내의 환경적 요

인으로 설정

1. 단파장 영상레이더 탑재체

○ 내부환경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점(Strength, S) 및 약점(Weakness, W)을 분석하였음

1) 강점 (Strength)

 다목적실용위성 5/6호, MCSAR,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의 단파장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

경험

 탑재체 중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위성체 탑재 용이

 짧은 파장 대역으로 인한 높은 관측 정밀도와 공간해상도

 이온층 효과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음

2) 약점 (Weakness)

 수증기 등 대기효과에 큰 영향을 받음

 짧은 파장으로 인한 언래핑 오차 발생

 비상관화 효과가 쉽게 발생하여 수목 지역에서의 지반 정보 획득에 한계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제작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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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환경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회(Opportunity, O) 및 위협요인(Threat, T)을 분석하였음

3) 기회 (Opportunity)

 비상관화 효과를 줄이는 방안으로 편대 비행 개념 도입 운용

 능동형 트랜스폰더를 활용하여 관측 신뢰성 향상 가능

 다수의 편대비행 위성 개발 계획과 연동 가능

4) 위협 (Threat)

 단파장 대역 위성 영상의 경쟁 심화

 단파장 탑재체로 촬영한 레이더 영상의 무료 배포로 효용성 저하

 국내 다수의 단파장 위성 개발 중복성으로 인한 차별성 확보 어려움

 국내 지역은 대부분 수목지역으로 긴밀도 저하 우려

그림 76. 단파장 영상레이더 탑재체의 SWOT

2. 중파장 영상레이더 탑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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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환경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점(Strength, S) 및 약점(Weakness, W)을 분석하였음

1) 강점 (Strength)

 단파장 대역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 경험

 탑재체 중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위성체 탑재 용이

 장파장 영상레이더 탑재체보다 높은 관측정밀도와 공간해상도 제공하며 이온층 효과가 약함

 단파장 영상레이더 탑재체보다 디콜리레이션에 의한 효과가 적어 수목지역에 대해서도 지반

정보 획득이 가능

2) 약점 (Weakness)

 탑재체 및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개발사례가 전무하여 자체적인 탑재체 개발은 다소 제한적

 장파장 영상레이더에 비해 긴밀도 저하 우려

○ 외부환경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회(Opportunity, O) 및 위협요인(Threat, T)을 분석하였음

3) 기회 (Opportunity)

 중파장 대역은 단파장과 장파장 대역의 장단점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NISAR 위성 개발계획을 통해 중파장 대역 관련 활용 사례가 다수 제시될 것임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목지역으로 단파장보다 유리함

 편대비행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매우 매력적인 탑재체가 될 것임

4) 위협 (Threat)

 국제적으로 개발 경험이 적은 파장대역으로 기술적 참고 사례가 적음

 국내에서 위성 탑재체 개발 사례 없음

 탑재체 중량 경량화 가능 여부



- 150 -

그림 77. 중파장 영상레이더 탑재체의 SWOT

3. 장파장 영상레이더 탑재체

○ 내부환경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점(Strength, S) 및 약점(Weakness, W)을 분석하였음

1) 강점 (Strength)

 단파장 대역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 경험

 비상관화의 영향을 덜 받아 수목지역에 대해서도 지반 정보 획득 가능

 시스템 설계 사례

 대기효과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음

 지구관측 정보 추출에 매우 효과적

2) 약점 (Weakness)

 단파장의 탑재체보다 낮은 관측 정밀도

 이온층 효과에 큰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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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재체의 중량이 크며 위성 탑재체 개발 사례가 없음

 미세한 지표변위 관측의 어려움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제작의 어려움

○ 외부환경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회(Opportunity, O) 및 위협요인(Threat, T)을 분석하였음

3) 기회 (Opportunity)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목지역으로 단파장보다 유리함

 이온층 효과 보정 기술이 지속적 개발되고 있음

 센서 기술의 개선으로 공간 해상도의 향상

 장파장 편대비행 국제적 협력 기대 가능

4) 위협 (Threat)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질재해는 매우 미세한 지표변위를 보이므로 보다 짧은 파장을 이용

한 정밀도가 유리

 탑재체 중량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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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장파장 영상레이더 탑재체의 SWOT

4. 초분광 영상 탑재체

○ 내부환경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점(Strength, S) 및 약점(Weakness, W)을 분석하였음

1) 강점 (Strength)

 다목적실용위성과 차세대중형위성, 천리안-2B 환경탑재체 개발 경험

 다수의 광학 탑재체 개발 경험을 통해 영상레이더 센서보다 기술적 자립도가 높음

 매우 다양한 분광대역 정보 활용 가능

 단일 영상을 이용한 지표면 정보 획득 용이

2) 약점 (Weakness)

 가시광선, 근적외선을 제외한 대역에 대한 국내 개발 사례 없으며 SWIR 대역 센서를 추가

탑재하여야 하므로 중량 가중

 수목 피복 지역에서의 적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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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분광해상도로 인한 공간해상도 저하

 국내 지표물질에 대한 실험실 분광 자료 구축 미비

○ 외부환경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회(Opportunity, O) 및 위협요인(Threat, T)을 분석하였음

3) 기회 (Opportunity)

 국제적으로도 개발 및 운영 사례가 적어 성공적으로 개발되는 경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됨

 행성탐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센서임

4) 위협 (Threat)

 미국 지질위성(hyspIRI)의 연이은 발사 연기

 국제적으로 영상 보정 기술 개발의 한계

 국내의 대부분은 산지로 덮여 있어 모암 원물질에 대한 탐사 어려움

그림 79. 초분광 영상 탑재체의 SWOT



- 154 -

5. 도출된 SWOT을 바탕으로 4가지 유형의 전략 도출

1) 단파장 영상레이더 탑재체

○ SO 전략

 축적된 탑재체 기술력과 개발경험

 축적된 탑재체 기술력과 개발 경험

 편대비행 시스템 개발가능

○ ST 전략

 비교적 다른 영상레이더 탑재체에 비해 개발 경험이 풍부해 경쟁 상황에 대비 가능

○ WO 전략

 편대비행 개념 도입을 통한 비상관화 극복 가능

○ WT 전략

 다른 위성 임무와 연계를 통한 관측 자료의 효과적 구축

2) 중파장 영상레이더 탑재체

○ SO 전략

 중파장 대역 영상레이더 탑재체의 국제적 선도기술 확보

 장파장대역에 비해 정밀관측, 고해상도 관측 가능

○ ST 전략

 단파장 영상 레이더 개발 기술력 확보

 장파장과 단파장의 장점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연구분야 도출 가능

○ WO 전략

 자체적인 탑재체 개발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중파장 대역 영상레이더 활용연구의 기술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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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선점

○ WT 전략

 중파장 편대 비행 시스템 개발시 세계 유일한 선도적 시스템



3) 장파장 영상레이더 탑재체

○ SO 전략

 수목 지역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지표변위 관측에 유리

○ ST 전략

 상대적으로 비상관화 영향이 적어 누적된 지표변위 관측 가능

○ WO 전략

 영상레이더 이온층 효과 보정 기술의 기술적 우위 선점

○ WT 전략

 시계열 지표변위 관측 정밀도 향상 기술 개발

4) 초분광 영상레이더 탑재체

○ SO 전략

 위성기반 초분광 탑재체 국제 선도 기술 확보

○ ST 전략

 비교적 높은 광학 탑재체 기술적 자립도

 영상 검보정 기술 개발 집중 가능

○ WO 전략

 개발 탑재체를 항공기나 무인기에 스핀오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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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 전략

 해외 광물 자원탐사에 효과적

그림 80. 탑재체별 SWOT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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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질 탑재체 개발 및 활용기술 중장기 계획

1절. 지질재해·지구환경분야 전용 위성 탑재체 기술개발 로드맵

※ 1단계: 단일 SAR 위성 시스템

※ 2단계: 단일 SAR 위성 시스템과 소형 수신 위성군

※ 3단계: 소형 군집 SAR 위성 시스템

1단계 (2026) 2단계 (2030) 3단계 (2032)

운용 방식 Solo SAR satellite Mirror-SAR system Tandem/Constellation

탑재체 수 중형 1 기 중대형 1기 +
소형 3 - 4 기 소형 15기 이상

센서 모드 repeat-pass
monostatic

single-pass
bistatic

single-/repeat-pass
mono-/bistatic

파장대 S-밴드 S-밴드 or L-밴드 X-밴드 or C-밴드

공간해상도 > 10 m < 10 m 1 m – 20 m

재방문주기 < 14 일 < 14 일 < 1 일

영상이미지
모드 StripMap/ScanSAR StripMap/ScanSAR StripMap/Spotlight

핵심 기술 S-밴드 안테나 소형화 Synchronization
정밀 궤도 조정/측정

SAR 센서 소형화
NESZ 향상
정밀 군집 궤도

위성 미션 NovaSAR-S Multibaseline HRWS
SAOCOM-CS/TANGO

Sentinel-1A/B
Cosmo-SkyMed

ICEYE

표 21. 지질재해·지구환경분야 전용 위성 탑재체 기술개발 로드맵(안)

그림 81. 지질 탑재체 중장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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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한반도 지역 지질재해·지구환경분야 활용 가능한 탑재체 개발

1) 국내외 영상레이더 위성의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분야 관측 한계점

 지진계는 지진의 강도 및 지구조적 현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가능하지만, 실제 지표에

서의 변위는 관측 및 정보 제공 불가

 GNSS와 같은 정밀 GPS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한 지표 변위를 측정 가능하지만,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의 정보만을 제공함으로 2차원, 3차원 변위 측정이 불가능함

 영상레이더 인공위성을 이용한 자연재해는 재해 발생 후 신속히 영상을 취득하고 자료처리

를 통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생성하는데 있음

 영상레이더 위성은 마이크로파를 생성하여 송수신하는 원격탐사 방식을 사용하므로 주야간

및 기상 상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영상을 획득 가능함

 인공위성 영상레이더 시스템은 태양동주기 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방문 시기가 수일에서

수주 정도로 길어서 신속히 재해 지역의 영상을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음

 국내외 위성을 통합하여 우리나라 지역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취득하여 발생 시기가 예상 불

가능한 지질재해를 대비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운용 중인 국내외 영상레이더 위성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기획, 개발되어 운용 중에 있

으며,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분야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공위

성 영상레이더 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최소 1일 1회 이상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지질재해 취약 지역 관측 가능한 국내 영상레이더

위성 시스템 필요

2) 영상레이더 위성 개발

 영상레이더 위성에서 송수신 되는 마이크로파는 다양한 파장 대역을 사용하지만, 지질재해

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장파대역(P-밴드, L-밴드, S-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다양한 토지 피복

을 갖는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신호를 획득 가능함

 X-밴드, C-밴드 인공위성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파장을 이용하는 L-밴드, P-밴드를

사용하는 인공위성의 수는 적음

 하지만 장파장 영상레이더 위성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위성 탑재체의 크기와 중량이

증가함

 중대형 위성 급으로 L-밴드, P-밴드 인공위성들이 운용, 개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중소형

급 위성으로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X-밴드, C-밴드 SAR가 개발 되었으며,

NovaSAR-S (< 450 kg) 위성이 S-밴드를 중형급 인공위성 영상레이더 시스템에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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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

 다양한 영상레이더 이미지 촬영 모드 중 StripMap, Spotlight 모드로 관측한 S-밴드 영상레

이더 기반 위성자료는 높은 공간 해상도를 요구하는 도심 지역 지반 침하 등의 지질재해 관

측에 유리

 넓은 관측폭(> 150 km)을 이미지 모드 방식인 ScanSAR, TOPSAR 백두산 화산 감시, 한반

도 동남권 지진재해 등 광역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 관측에 유리

 정밀 지표변위 및 지표피복변화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영상레이더 영상의 정밀 검보정이 필

수이며, 이를 위해 S-밴드 능동형 트랜스폰더망을 한반도를 포함한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분

야 연구지역 내에 구축 필요

3) 영상레이더 위성 활용기술 개발

 영상레이더 위상간섭기법은 수치표고모형 제작이 가능하며, 수치표고모형 및 수치지도 등의

지형정보 제공이 가능한 S-밴드 영상레이더 인공위성은 지표변위 및 토지피복 변화에 필요

한 정밀자료 제공 가능

 영상레이더 레이더 간섭 기법은 지표 변위변화에 대한 2·3차원 정보를 수 mm∼수 cm 정밀

도로 측정 가능한 유일한 원격탐사 방법임

 영상레이더 차분간섭기법은 광학영상과 달리 정밀하게 지진으로 발생한 단층의 변화량을 관

측 할 수 있어 지진 피해 면적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2차 피해 지역 예측

및 피해 복구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

 지진 발생 전후 영상레이더 영상 처리를 통해 단층의 변위 방향 및 이동 정도, 크기 등에 관

한 정밀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지구조 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음

 영상레이더 차분간섭기법은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지표변위가 일어나는 지진과 같은 지질

재해 이외에도 서서히 장기간 발생하는 지표변위도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관측 가능함

 화산 분출 전후로 일어나는 정밀한 지표변위 측정 가능하며, 화산 분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

는 방재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

 지구조 작용으로 인한 지표 변위 이외에도 지하수 사용, 지하 구조물, 싱크홀, 매립지, 대형

구조물, 광산 개발 등의 침하로 인한 지표변위 또한 영상레이더 차분간섭기법을 활용하여 정

밀 관측 가능함

 차분위상간섭기법은 안정적인 물체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일관성을 관측하는 것이 중요함

으로 능동형 트랜스폰더와 GNSS 망을 연계한 정밀 지표변위 관측 알고리즘 개발 필요

 지표변위 관측 정보 이외에 토지피복 변화 등의 정보 제공이 가능

 영상레이더 영상은 기상상태와 상관없이 측정 가능하므로, 집중 호우로 인한 2차 피해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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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피해 규모 모니터링 정보 제공

 광학 위성 영상은 대형 산불 시 연기로 인해 산불 피해 면적 및 진행 방향을 파악하는데 어

려움이 있으나, 영상레이더 영상은 숲에서의 마이크로파 산란 현상 차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피해 현황 정보를 제공 가능

 홍수, 가뭄과 같은 수자원 정보 제공 가능

 대기와 지표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문에너지 순환 매개체인 토양수분 관측이 가능하며, 토양

수분 기반 가뭄 모니터링 및 농작물 수확량 예측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접경 지역의 지표변위와 토지피복변화 관측 및 분석을 통한 국가 안보 확보 및 대응 가능

 북한 지역의 정밀 지표변위, 자연재해 관측 및 토지피복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

측 가능

2. 2단계: 고정밀 수치표고모형 및 tomography 탑재체 개발

1) Bistatic SAR 위성 개발

 영상레이더의 다양한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위상간섭기법을 이용한 정

밀 수치표고모형을 생산하는 것임

 전세계 규모의 수치표고모형은 2000년 NASA’s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SRTM) DEM과 2016년 공개된 TerraSAR-X add-on for Digital Elevation Measurement

(TanDEM-X) DEM이 있으며 bistatic InSAR 모드로 데이터를 취득하였음

 TanDEM-X의 bistatic 모드는 하나의 위성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두 개의 위성에서 신호를

동시에 수신하여 영상레이더 영상 두 장을 생성하며, 이를 이용해서 생성된 위상간섭도는 관

측주기에 따른 비상관화의 영향은 받지 않으므로 높은 위상 정밀도를 보임

 TanDEM-X와 같은 두 개의 위성 모두 데이터를 송수신 가능한 TanDEM-X은 비용이 높다

는 단점이 있으므로, multi-baseline HRWS 시스템과 같이 하나의 위성에서 신호를 송신하

고 수신만을 전담하는 소형 위성들이 군집을 이루는 시스템을 개발

 3∼4개의 소형 위성이 주 위성의 주위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다양한 기선거리의 위상간

섭도가 생성 가능한 mirror-SAR 개념의 군집 영상레이더 위성 시스템 개발

 Bistatic 모드는 두 개 이상의 센서를 운용하는 방식이므로, 주 위성 송수신 센서와 두 번째

위성의 수신기 센서들의 시간을 동기화를 시키는 동기화(synchronization) 기술 개발 필요

 X-밴드를 이용하는 TanDEM-X 두 위성의 상대 궤도 정밀도는 1 mm 이하로 bistatic 모드

방식의 군집 위성 시스템 운용 시, 정밀한 위성 궤도를 조정하고 관측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요구

 다양한 기선거리로 측정된 위상간섭도 위상의 offset없이 결합 가능하므로, 일회 방문시 취득

된 영상들을 기반으로 고정밀/고해상도 수치표고모형을 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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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 관심지역의 수치표고모형을 주기적으로 제공 가능함

 주 위성과 수신 위성들과의 거리를 증가시켜, 지표의 표고 높이가 적은 연안지역, 갯벌 등의

지역의 아주 높은 수직 정밀도를 갖은 수치표고모형 생성 가능

 그림 82. Multibaseline High Resolution Width Swath (HRWS) 개념도. 3기의 소형 수신 위

성이 모 위성 앞에서 비행을 하면서 모 위성에서 송신된 신호를 수신함. 1기의 SAR

송수신 위성과 3기의 수신위성 운용 시, 3개의 위상간섭도를 동시에 취득 가능함

 태풍 및 해류, 침식, 퇴적 작용 등에 변화로 인한 수치표고모형 변화 정보 제공

 동시에 측정된 3∼4장의 영상레이더 영상을 stacking 하는 경우, 공간해상도를 유지하며

speckle noise 현상을 감소 가능

 Mirror-SAR 개념의 위성 운용 시, 재방문 주기마다 고정밀 수치표고모형을 생성 가능하므

로, 지표변위 및 지표피복변화 등에 활용 가능

 SAR tomography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지표에 대한 3차원 복원이 가능

 3차원, 4차원(3차원 + 시간)을 통해 지표변위를 측정 가능

 동시에 측정된 여러 장의 영상레이더 자료들을 이용하여 빙하의 고도 측정 가능

 소형 수신기 위성의 위치 조정으로 취득된 자료들에 Along Track Interferometry(ATI) 기법

을 적용하여 지표에서 다양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물체의 속도를 계산 가능

 소형 수신 위성이 2기 이상인 경우, cross-track과 along-track interferometry 기법을 동시에

적용 가능

 두 종류 이상의 편파 (dual-polarization, full polarization)로 영상 취득이 가능한 시스템인 경

우, Polarimetric SAR Interferometry (Pol-InSAR) 기법이 적용 가능하며, 다양한 높이의 식

생의 높이를 주 위성과 수신 위성들의 기선거리 조정으로 일회 방문 시 촬영한 영상들로 동

시에 모두 측정 가능

 다양한 기선거리 자료 조합으로 식생의 수직 분포 정보 제공 및 추정 식생량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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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소형 군집 위성 탑재체 개발

1) Mono-/bistatic single-/repeat-pass 영상레이더 군집 위성 시스템 개발 및 활용

 다수의 인공위성은 군집 형태로 이용 시, 많을 장점이 있으며 bistatic 모드와 monostatic 모

드를 동시에 운용 할 경우, 1·2 단계에서 보여준 각각의 장점들이 가능하여 지질재해 관측 및

지구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관측 및 분석 가능

 다수의 소형화된 인공위성 군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 지질재

해 및 지구환경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영상레이더 영상 취득 및 제공

 현재 운영 중인 군집 중대형 영상레이더 인공위성 시스템으로는 두 개의 위성을 이용한

ESA Sentinel-1A/B 시스템과 4기의 Cosmo-SkyMed 시스템이 있으며, 재방문 주기는 각각

6일과 1∼8일

 중대형 영상레이더 위성의 경우, 다수의 인공위성 사용 시 많은 예산 증가로 인해 위성 수에

제한을 받음

 소형 영상레이더 군집 위성으로는 X-밴드를 사용한 ICEYE가 현재 운용 중에 있으며, 다양

한 궤도를 이용하여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높였으나, 다양한 궤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

제적으로 간섭기법 혹은 차분간섭기법이 적용 가능한 데이터는 저음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영상 취득에 최적화된 2∼3 궤도를 계획하여 한 궤도당 수 기의 소형

위성이 군집을 형성하여 일정한 각도 차이를 두고 운영하여 한 궤도당 3일 이하의 재방문 주

기를 갖는 영상 제공

 3개의 궤도 운영 시, 매일 하나의 위상간섭도 정보 제공

 자료 취득, 자료수신, 자료처리까지 15분 이내로 모든 과정을 단축시켜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

문제 발생 시 실시간으로 영상레이더 영상 제공

 각 궤도 당 TanDEM-X와 같은 bistatic mode가 가능하도록 한 쌍의 소형위성을 운영하여,

정밀 수치표고모형 혹은 지표 물체 이동 속도가 가능한 ATI 영상 제공

 한 쌍의 위성이 편대 비행을 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입사각의 변화를 주어 약 두 배로 넓은

지역을 관측 가능 (단, 수치표고모형, ATI 정보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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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SAOCOM-CS/TANGO Formation Flying 개념도

 군집 위성 시스템을 통해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실시간 영상레이더 영상 정보 제공 시스템 구

축 및 지질재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그림 84. ICEYE 소형 군집위성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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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지질탑재체와 기존 원격탐사 자료와 융합 및 활용 방안

1. 현재 운용 및 계획 중인 인공위성 시스템과 연계



1) 국내외 인공위성 시스템의 한반도 지질재해 관측의 한계점

○ 발생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지질재해는 일정한 주기로 수 일∼수 십일 간격으로

재방문하는 1기의 인공위성으로 관측하는데 어려움

○ 국내외 위성들과의 연계를 통해 관측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으나, 인공위성은 다양한 목

적으로 운용되므로 한반도 및 주변지역 지질재해 발생 시 지질재해 관리 측면의 정보 부족

2) 광학영상과 영상레이더 인공위성의 자연재해 관측의 시스템적인 문제점

○ 국내에 광항영상 인공위성 KOMPSAT-1/2/3/3A 등의 위성을 운용해오고 있으나 광학영상

은 기상상태 및 주야간의 영향을 받으므로 지질재해 발생 시 영상 획득을 확신할 수 없음

○ 지질재해의 대부분은 지표변위를 수반하는 재해로 광학영상은 3차원 지표변위를 관측하는

데 어려움

○ 현재 운용 중인 영상레이더 인공위성 수는 광학위성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다양한 미션 목

적에 따라 이미지 모드, 궤도 등이 결정되어 실제로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 분야에 활용 가

능한 영상레이더 자료는 부족

○ 한 기의 지질탑재체 위성으로 모든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질재해 및 지구환

경 문제를 해결은 불가능하므로 국내외 다른 위성 미션들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

출하여 다양한 지질재해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관측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국내 KOMPSAT-5/6, 수자원 위성 및 국외 영상레이더 위성들의 한반도 및 주변지역 방문

주기를 고려, 지질탑재체 방문 시기를 결정 한반도 지역 높은 빈도와 주기적 영상레이더 영

상 취득 시스템 구축 가능

○ 원격탐사의 시스템과 파장대는 다양하며, 각각의 자연현상을 탐지 및 분석 가능한 분야가

있으므로 다양한 목적에 따른 위성자료 활용이 필요함

○ 지질탑재체와 같은 재방문주기 영상레이더 인공위성 시스템은 3차원 정밀 지표변위와 관련

된 지질재해를 모니터링하고, 지표피복변화와 관련이 있는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재해는 지

질탑재체와 기존위성과 상호 연계 운용 및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감시하는 연계 운용 방안

을 설정

○ 지표변위 관측을 위한 위성으로는 KOMPSAT-5/6, 수자원위성, Sentinel-1A/B,

Cosmo-Skymed, SAOCOM, NISAR, ALOS-2 등이 있으며, 영상레이더 위성을 제외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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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위성으로는 KOMPSAT-3/3A, Landsat series,

Sentinel-2A/B 등이 있음

2.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지질재해·지구환경문제 모니터링

1) 국내 정부기관 및 연구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공공 및 연구에 활용에 목적을 두었을 경우

신청 및 내부검토 과정을 통해 위성자료를 배포하고 있음

○ 수자원 위성이 운용을 시작하는 2025년 수자원 위성 센터에서 C-밴드 영상레이더 자료를

배포할 예정

○ 영상레이더 자료 이외에도 한국해양위성센터/해양조사원, 국가기상위성센터 등에서 다양한

인공위성 원격탐사자료를 배포하고 있음

○ 각각의 위성센터에서는 초기 레벨 자료부터 다양한 자료 처리 과정을 통해 상위 레벨 자료

도 사용자들에게 제공

○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문제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내 위성 센터들과의 긴밀

한 연계 필요

2) 국외 기관

○ 발생 시기 예측이 어려운 지질재해를 하나의 위성 혹은 한 국가의 위성 시스템만으로 독자

적으로 위성의 재방문 주기 등의 한계로 영상 수급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지표변위를 관측

하기 위한 위상간섭도 제작을 위해서는 한 쌍의 영상레이더 영상이 필요하므로 관측 빈도

를 높이는데 하나의 영상레이더 위성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위성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 협력을 높이는 방안 모색

○ 유럽항공우주국의 Sentinel series는 영상 촬영 후 24시간 이내에 위성영상을 데이터 저장시

스템에 공유하며,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함

○ 2022년 NASA-ISRO NISAR 위성 영상들은 open data policy 정책으로 사용자들에 L-밴드

와 S-밴드 영상레이더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임

○ 국제기관 및 연구소 (International Charter, Earth Observation Center (EOC), NASA

Disaster Program, UN Spider, ESA Sentinel Aisa) 등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문제를 인공위성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문

제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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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 탑재체와 국내외 위성 시스템과 연계

○ 영상레이더 인공위성 시스템은 주로 S-밴드보다 짧은 X-밴드, C-밴드가 주로 개발되어 왔

으며, 일본 JAXA S-밴드 보다 긴 파장을 이용하는 L-밴드 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나, 최근

S-밴드 인공위성 시스템인 NovaSAR-S가 운용 중에 있으며, NASA-ISRO NISAR (L-/S-

밴드) 개발 중에 있음

○ S-밴드는 인공위성 시스템에서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파장영역으로 지질탑재체가

성공적으로 운용되면 지질재해 및 다양한 활용분야에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 수

요 기대

○ 지질탑재체와 국내외 위성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영상 관측 빈도수를 획기적으로 늘려

실시간에 가까운 지질재해 관측 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NovaSAR-S와 NISAR S-밴드 위성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 지역의 새로운 인공위성

파장대 S-밴드 자료를 활발히 취득하여 지질재해와 지구환경문제를 관측 및 분석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

○ 현재 운용 중인 인공위성 영상레이더는 하나의 고정된 파장대만을 사용함으로 지질탑재체

와 파장대가 다른 국내외 위성과의 연계로 다양한 파장대 특성과 높은 재방문 주기로 한반

도 지역 지질재해 즉각적 대응 가능

○ 다양한 파장대와 높은 재방문 주기로 자료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확보된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질재해 모니터링를 통해 다양한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이 확보에 필요

한 기본 자료 제공

○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정보를 국제 사회와 교류함으로 자

연재해에 국제 협력 체계에 기여

○ 차세대 중형과 같은 제한된 크기에 L-밴드와 같은 장파 영상레이더 위성 시스템은 불가능

함으로 L-밴드 영상레이더 신호를 수신만 하는 시스템을 개발, 국내 KOMPSAT-8 혹은

국외 NISAR, SACCOM, ALOS-4 등과 L-밴드 영상레이더 위성과 Mirror-SAR 개념의 군

집 시스템 개발

○ 영상레이더 신호를 수신만 하는 시스템은 소형화가 가능하며 3-4기의 수신 위성을 운용 중

인 국내외 위성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영상레이더 자료 제공 및 고정

밀·고해상도 수치표고모형 제작, tomography 분야 활용 가능

4. 인공위성 자료 융합

○ 영상레이더 와 적외선, 다중분광 영상과의 융합 알고리즘을 개발, 지질재해 관측의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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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확도를 향상

○ 다중 밴드 영상레이더 자료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지질재해 탐지 기법 개발

○ 인공지능과 Machine Learning 산사태 지역 파악 및 피해 지역 산출 및 취약 지역, 위험도

등 정량적 수치 정보 제공

○ 인공지능과 Machine Learning 입력자료/훈련자료의 일관성 및 다량의 훈련 자료로 지질탑

재체 영상을 활용 가능하며, 높은 탐지 능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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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지질탑재체 위성 개발 및 활용 추진 계획(안)

1. 1 단계 (2021∼2025)

1) 지질재해·지구환경 전용 위성 탑재체 개발

○ 충분한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지질탑재체 개발의 필요성 및 전문가 컨센서스 도모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한반도 지질재해 분야 중 지질탑재체 임무 우선순위 부여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최적의 시스템 및 위성 운용 전

략 기획

○ 본 기획 연구에서 지질탑재체 상세 개발 계획을 수립 및 지질재해 관측 관련 주요 성과 목

표 정립

○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 분야 전용 위성 시스템의 중장기 로드맵 기획

○ 지질탑재체 1호기 개발 및 발사

○ 지질탑재체 운용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아카이브 설치

○ 위성관제와 수신은 통합수신센터 활용

2) 지질탑재체 활용 기술 개발

○ NovaSAR-S 및 NISAR S-밴드, 항공기 S-밴드 영상레이더 자료를 이용하여 정밀 지표 변

위 기술 개발 및 한반도 지역에 적합성 평가

○ 드론 영상레이더 시스템과 연계한 지질재해 관측 알고리즘 개발

○ 안정적 타겟 망을 active transponder 장비를 활용하여 구축하고 고정밀 지표 변위 관측 및

영상레이더 영상 검보정 기술을 확보

○ 비접근지역 및 상습 지질재해 지역 대한 지질재해 분석 기술 개발 및 원격탐사 관측 자료

구축

○ 인공지능 및 Machine Learning 기법 등을 활용한 지질재해 예측 모델 개발

○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2. 2 단계 (202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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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 위성 활용연구센터 설립

○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문제 관리를 위한 지질탑재체 자료 활용을 고도화 및 선진화 주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에 지질탑재체 활용연구센터 설립

○ 지질탑재체 위성의 주 활용부처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동 활용부처로 행안부, 환경부, 해

수부, 농진청 등으로 설정

○ 타부처의 차세대중형위성인 국토, 기상, 농림 위성과의 연계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질탑재

체 활용연구센터 내에 부처간 협의체 조직 운영

○ 지질재해 관련 현상은 지질탑재체 활용연구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분석 및 자료배포 업무를

담당하고 공동 활용 분야(지질재해를 제외한 자연재해)는 공동활용 분야로 구분하여 타부처

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의 생활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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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지질재해 원격탐사 전문가 인력양성 계획

○ 지질탑재체 개발 및 위성영상레이더 자료 활용,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산업분야를 육성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

○ 위성 자료 활용, 공간정보 및 인공지능과의 결합 등의 응용 산업분야와 고부가가치 4차 산

업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 기대

○ 전통적인 지질재해 전문가가 아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원격탐사 자료로 미래 산업을 선도

하는 지질재해 원격탐사 전문가 양성

○ KOICA 국제지원 사업 및 MOU 등을 통해 해외 전문 인력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진출 및 국제 사회에서 지질재해 분야에 선도적 인재 양성

○ 지질재해 연구센터 주도로 지질탑재체 최고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해외 전략국가 컨설

팅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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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대효과

1절. 기술적 기대효과

○ 동남권 지진, 백두산 화산, 연약권 지반침하 등 지구조 활동에 의한 지질재해와 지구환경변

화 감시 정보 획득 가능

○ 레이더 탐지 기술, 대용량 정보 장거리 전송 등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 기술 획득

○ 자원탐사와 지구환경변화 감시를 위한 초분광 탑재체 개발 기술 획득

○ 위성을 비롯한 항공기, 드론 중심 원격탐사 기반 통합 지질자원 관리 기술 개발

○ 인공위성 융복합 핵심기술 기반 지질재해, 지구환경변화 통합 관리 감시 체계 구축

1. 중장파 영상레이더 위성을 활용한 재난/재해 관측 기술력 확보

○ 영상레이더의 중요한 결정요소인 안테나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였을 때, 지표 관측에 유리

한 L-밴드 시스템의 경우에 크기가 6 m 이상이고 구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L-밴드보다

파장이 짧고 C-밴드보다 긴 S-밴드에 대한 기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통적으로 유럽항공우주국은 C-밴드 영상레이더 위성을 수행해왔고, 일본 항공우주탐사국

(JAXA)는 L-밴드 영상레이더 위성을 이어오면서, 지구관측에 대한 연구를 수항하였음. 따

라서, 국내외적으로 다중 센서 및 밴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에, 중장파 S-밴드에 대한

기술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사료됨

○ 영상레이더에서 수신하는 신호는 관심을 가지는 관측대상의 크기와 모양뿐만 아니라 송신

하는 신호의 파장 대역에 따라서 관측체의 산란을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파장대별 관측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융복합하는 기술력 수요도 증대할 것으로 생각됨

○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에서도 2021년에 발사예정인 NISAR미

션을 통해서 L-밴드와 S-밴드 중장파 영상레이더 위성을 이용하여 지표변위, 생태, 극지

및 재해재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려함

2. 한반도 지형을 고려한 tandem 위성을 운용하여, 독자적인 tandem 운용 기술 및

constellation 시스템 연구

○ 영상레이더 영상자료를 획득한 이후에 레이더 위상값을 이용하여 고도를 측정하고 지표변

위를 관측가능하며, 위성 미션 설계 목적과 궤도 운영에 따라서 repeat-pass 또는 tandem

위성을 구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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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repeat-pass 궤도 운영은 관측 주기별로 동일한 장소에 대한 지표변위를 관측

하기에 용이하다. 관심 갖는 물체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위성의 반복주기를 최적화시키

는 연구가 필요함. 대부분의 위상간섭기법은 repeat-pass 운영을 통해서 지표변위를 관측해

왔으며, 반복주기 사이에 변위가 없는 경우에는 위상간섭기법을 이용하여 고도를 측정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함

○ 독일 DLR에서 추진하고 있는 TanDEM-X 미션은 동일한 X-밴드위성인 TerraSAR 위성을

이용하여, 고정밀의 전지구적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하였음. Tandem 미션의 장점으로 두 영

상레이더 위성 간의 시간적인 요인에서 올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공간해상도 10미

터 급의 정확한 고도 자료를 얻는데 성공함

○ Tandem 위성 미션 운영 시, 궤도에 대한 설계는 repeat-pass 궤도 운영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tandem의 경우에서는 동일한 두 개 위성이 가까운 거리에서 운영하

기에 송신하는 위성과 수신하는 위성이 동일한 경우(monostatic mode)와 동일하지 않은 경

우(bistatic mode)가 발생한다. 각각의 경우에 따른 레이더 위상 값이 의미하는 위성 센서와

지표 사이의 거리에 대한 관계식은 상이함

○ 한반도는 사계절이 있어 시간에 따른 지표 피복에 대한 변화가 심하고 산악지형이 많아서

능동형 센서 설계에 있어서 위성 편대비행 시스템 연구가 선행되어야함

그림 85. TanDEM 에서 InSAR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관측모드 예시 (출처: DLR)

3. 실현 가능한 최고 해상도/최고 정밀도 수치표고모형 기술 개발 및 제작

○ 최근에는 드론이나 무인항공기를 통해서 사진측량기술을 적용하여 고해상도 수치표고모형

을 제작하는 수요가 많으나, 광역적인 지도 제작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 영상레이더 위성을

이용한 수치표고모형 기술개발이 요구됨

○ 식생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능동형 센서인 영상레이더 신호의 파장대역에 따른 침투깊이

(penetration depth)와 식생부피(biomass)에 연구주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식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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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를 최대한 제거할수록 영상레이더 신호에서의 지표바닥면에 대한 고도값(bare-earth

DEM)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4. 지표에서 취득된 현장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정확/정밀한 지표 변위 관측 기술 개발 및

확보

○ 위상가섭기법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된 지표변위에 해당하는 위상값을 검보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의 현장자료 또는 GPS 자료가 필요하다. 대기층이나 이온층에서 오는 잘못된 신

호를 지표에서 오는 신호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함

○ 지형 및 기상에 대한 자료는 높은 산악지형에서 대기효과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고, 풍속

및 풍향에 대한 자료는 수체 탐지에 있어서 지표면 거칠기 연구에 도움이됨

○ PSI의 경우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지표변위의 값을 보정하려는 알고리즘이며,

MAI (Multiple Aperture Interferometry)의 경우에는 영상처리기술을 통해서 이온층에서 오

는 효과를 제거하는 기법임

그림 86. PSI 기법을 적용하여 지표 변위 관측 정확도를 향상시킴

5. 위성 기반의 지표 변위/변화 감지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용

○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지구관측 위성 R&D 규모가 급격하게 확장되었음. 따라서, 위성자료를

기반으로 다중센서 다중밴드를 활용한 광역적인 모니터링 플랫폼 설계 및 운용이 요구됨

○ 플랫폼 구축으로 단일 위성사업에서 정해진 관측주기에서 오는 시간적 해상도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으며, 다중 밴드로 인해서 다양한 지표면에 대해서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감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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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사회적 기대효과

○ 지질자원위성 탑재체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본 기획연구 추진의 기반 마련

○ 지질자원위성 기반의 지진, 화산 등 지질재해 감시 원격탐사센터 또는 지오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한반도 관측 횟수 증대 방안 모색을 통한 독자적 지질재해 감시 체계 구축

○ 전 지구적 지질재해와 환경변화 감시 능력개발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위성 및 항공기, 드론 원격탐사 영상 제공을 통한 지질자원사업 분야 활용성 증대 기여

○ 지질자원을 넘어선 환경, 국가 안보 등 다부처 통합 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질자원위성 개발 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역할을 정의하고 성과를 대중들에게 서비스함

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적 기여 확대 가능

1. 지질 관련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생활 안정 확보

○ 최근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근 시설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재해재난에 대해서 감시 가능한 국내 기술 영상레이더 위성자료의 확보로 인

하여, 도시계획 및 건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칙에 대한 광역적인 감시도 가능함

○ 위성기반 플랫폼 구축으로 인하여 준 실시간 재난재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함. 위성자료

와 모델링 간의 연계로 재난재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예측에 대한 시스템으로의 확장

도 구상할 수 있음. 위성 사업으로부터의 재난재해에 대한 결과들은 행정자치 단위로 구분

하여 배포하여, 신속 가능한 대응대비책 강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2. 국제 협력을 위한 지질 탑재체 확보

○ 전지구적 지구관측 위성미션인 NISAR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의 협력사업이며 지표수 관측 위성미션인 SWOT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프랑

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의 협력사업임

○ 국제협력으로 인해서, 사용처 수요를 증대할 수 있고 활용 분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세

부화하여 충족할 수 있음. 예산뿐만 아니라 국제기술협력 차원에서 국내 위성산업분야에서

국제적인 높이의 기술력 가진 산업을 증진시킬 수 있음

3. 레이저 및 현장 자료 등의 국토 관측 센서에 의해 획득된 자료와 융합을 통해 고정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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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제공

○ 현장자료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부처 및 정부출연연구원 간의 협력 관계로 빅데이터를 이루

어, 지표변위 및 고도에 대한 고정밀 자료를 제공함

○ 다부처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대국민 고정밀 수치표고모형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향상시키

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4. 자국 위성의 자료와 기술력으로 확보된 고해상도 수치표고모형 을 확보

○ 국내에는 대북 접경 지역이나 군사 시설 등에 관하여 군사 대외비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며, 자국 위성의 자료와 기술력으로 자주 국방 및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고해상도 수치표고모형 자료는 산악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현장이나 국민 여가활동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자료임. 자국 위성의 자료와 기술력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

고 인간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 유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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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경제적 기대효과

1.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재해/재난으로부터 피해 감소

○ 지진이나 화산 같은 지질 지해재난은 조기 경보가 피해 저감에 있어서 중요하며 준실시간

의 재해재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은 피해 예방에 있어서 필수적임. 축적된

현장자료와 기본이 되는 지질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재난재해에 대한 예측 모델링이 연계

되면, 피해 손실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

2. 신규 산업 창출

○ IT/정보화 시대에 위성을 비롯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고 있으며 자국 기술

력의 위성 자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발맞추어 위성 자료 처리에 대한 인력 및 신규 산

업의 필요가 증가함

○ 전통적인 지질탐사의 영역에서 위성 기반의 접근법들이 광범위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국

내 지질 위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질 원격탐사에 대한 학계 및 연구 기관에 수요

가 증대하고 있음

3. 국토관측센서와 융합을 통해 지표 변위/변화 관측의 확장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분야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활용 최적화

○ 향후 통일대비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표 변위/변화에 대한 관측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성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기원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최상의 국가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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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활용방안

1. 성과확산방안

○ 동남권 등 주요 지질재해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 방안 제시 가능

○ 우주탐사기술 개발을 통한 지질 탐사와 환경변화 감시 신규 사업 창출 및 활성화

○ 지질재해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가능

○ 지질자원위성 기반의 지진, 화산 등 지질재해 감시 원격탐사센터 또는 지오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국제 협력을 통한 지질자원 위성영상 관측자료 지원와 수출 효과

2. 기술이전방안

○ 한반도 관측 횟수 증대 방안 모색을 통한 독자적 지질재해 감시 체계 구축 및 대응 시스템

활용

○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질자원위성 탑재체 기술, 재해감시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대한 기술

이전

그림 8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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