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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1999년 한국농 경제연구원에 농업 측센터가 설치되어 채소류 9개 품목의 

측사업이 시작된 이래 농업 측사업은 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측 

품목수가 29개로 확 되었고, 더불어 농가  지역모니터 표본이 증 되었으

며, 측 정보수집 효율성 제고를 해 웹조사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었다. 지 까지 실시해 온 측결과의 신뢰도  정확도 제고를 한 다

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측결과의 오차범  축소는 측사업이 지속해서 추

구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측결과의 정확도 제고를 한 일환으로 측사업에 인공

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우

리나라의 항공우주기술 개발 황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농업분야 성정보 

활용사례, 농 진흥청, 산림청 등 국내 활용사례, 성정보를 측사업에 도입

하기 한 재배면  추정, 작황 독 등 기술  가능성 탐색, 그리고 향후 인공

성 활용 시범 측사업 수행을 해 상지역 선정과 소요 산 검토 등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지 까지 수행된 선행연구 결과는 성정보를 활용한 

경지면  독의 정확도는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정

보를 측사업에 활용하기 해서는 상 수 시기와 비용, 품목구분 독 기

술, 작황 독 기술, 문인력 부족 등은 향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인공 성 정보 활용의 토 가 마련되어 측결과의 신뢰

도  정확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보고서 작성을 해 자료

조에 도움을 주신 농 진흥청, 통계청 계자분께 감사드린다. 

2009. 6.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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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사업은 1992년 우리별 1호가 발사되면서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에는 다목  실용 성인 아리랑 2호의 발사로 고해상도의 

성 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한민국 최 의 

우주인이 배출되었다. 한 2009년도에 최 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의 성공

인 발사를 앞에 두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아리랑 5호, 2011년에는 아리랑 3

호가 발사될 정이어서 앞으로 한반도의 고해상도 성 상 확보가 더욱 용

이해 질 망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의 개발 황과 국내외 성 자료의 

농업분야 활용 사례 등을 살펴 으로써 성정보를 농업 측사업에 도입하는 

방안에 하여 기술 으로 검토하 으며, 시범연구를 한 상지역 선정  

비용 산출 등을 통하여 시범연구를 한 토 를 마련하 다. 

  연구결과, 재의 기술수  하에서 성정보를 농업 측에 활용하는 방안으

로는 ① 성 상을 활용하여 벼의 재배면 을 독하고, ②식생지수를 통하여 

작황을 추정한 후 ③ 장 실사를 통해 생산량을 확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재 성 상의 독수 은 해당지역을 논, 밭, 과수원, 택지 등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이며, 품목간의 재배면 을 추정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작황 

추정과 장 실사를 통해 생산량을 확정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 한편, 작황 

독에 있어서도 식생지수를 활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용을 

해서는 후속 응용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장기 인 에서 성기술과 독기술의 발달은 향후 성정보의 농업

측 활용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성정보를 농업 측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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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는 고해상도 성 상의 수  시기와 비용, 상 분석  가공시스

템 구축, 문인력 육성, 산, 유 기 과의 조체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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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tellite Imagery for Agricultural Outlook

The Korean space program began in earnest with the launching of Woori 1 

Satellite in 1992, and in 2006, it became possible to secure high-definition sat-

ellite images with the launching of Arirang 2, the multi-purpose satellite. The 

first Korean astronaut was also born in 2006, and Korea's first space rocket 

Naro is about to make history when it is successfully launched in the fall of 

2009. Moreover, high-definition satellite images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far more easier to secure since Arirang 5 and Arirang 3 satellites are scheduled 

to be launched in 2010 and 2011, respectively.  

  With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conducted a technical review of the sug-

gestion to utilize satellite data for domestic agricultural outlook projects. By ex-

amining Korea's current status of aerospace technology and foreign cases of 

satellite data utilization, the study laid a ground for such utilization by selecting 

sample regions and assessing the accompanying costs.  

  In the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steps are suggested to utilize satellite data 

under the current technology level: ① estimate the size of rice cultivation area 

② estimate the harvest amount using the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VDI) and ③ fix the estimated production amount through a field 

survey. These steps were drawn as the current level of satellite data deciphering 

technology is sufficient only for classifying the land by type (i.e. rice paddies, 

upland fields, orchards, etc.) and not for estimating the cultivation areas by crop 

type. In the meantime, research is underway for utilizing the NVDI in estimating 

the harvest amount;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apply th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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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ctual practice.    

  In the mid- and long-term, the utilization of satellite data for agricultural out-

look purposes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advancement of satellite and 

data reading technologies. However, in order to utilize satellite information for 

agricultural observation, there remain numerous tasks to be accomplished in re-

gard to the following aspects: appropriate time and cost of adopting high-defi-

nition satellite technology; satellite image analyzing and processing system; and 

procurement of experts, budget, and a cooperative system with related agencies 

concerned. 

Researchers: Bae-Sung Kim and Seong-Hwan Song

E-mail Address: bbskim@krei.re.kr, song9370@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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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농업 측사업은 1999년 9개 품목으로 시작하 으며,  

2008년 콩을 추가하여 재 29개 품목으로 확 되었다. 한 2004년 개발된 

농업 측정보시스템을 농업 측사업에 이용하여 정보의 수집  확산 업무

를 보다 효율 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공 성 등 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측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한 방안으로 성 정보를 활용한 

농업 측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 1999년부터 시작된 농업 측사업은 각 품목의 표본농가조사를 통하여 재배

면  추정, 시기별 출하면 과 단수를 조사하여 출하량  가격을 망함으

로써 농산물의 수  안정과 가격 안정을 기하는 사업이다. 이에 2007년 한국

농 경제연구원은 성정보의 농업 측 활용 타당성에 한 선행연구를 수

행하여, 기술 ․경제  타당성을 규명하 다. 

○ 그러나 성정보를 농업 측에 활용하기 해서는 좀 더 구체 인 사례연구

와 비용 산출  기술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29개 품목  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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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통한 농업 측이 가능한 품목과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 성탐사와 함께 지역별 토양이용도와 품목별 주산지 변화에 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수확량을 측할 수 있는 자료를 축

한다면, 행 농업 측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본농가 화조사 비용과 

노력들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 나아가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 상 국의 재배면 과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축 된다면, 국제 농산물가격 변화에도 능동 으로 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성정보를 이용한 농업 측사업의 도입에 앞서 성  정보기술의 발  

추세와 국내외 성 자료를 농업분야에 활용한 사례 등을 종합 으로 고려

하여, 선제 으로 가능한 품목과 비용 산출을 통하여 장기 추진 략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

○ 본 연구의 목 은 성자료를 농업 측사업에 활용하기 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와 성탐사 기술 수 을 정리하고, 선제 으로 활용 가능한 품목과 사

례지역을 선정하여 필요한 소 트웨어  하드웨어, 소요 산 등 향후 발

방안과 추진 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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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 문상기 외 3인(2005)은 LANDSAT ETM1 상과 1:25,000 수치지형도를 활

용하여 릉 산림 소유역의 지형, 식생  토양과 련된 변수들의 공간  

특성을 정량화하 다. 특히, 계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1999년 6월,  

2000년 9월, 2001년 9월, 2002년 2월 등의 네 성 상을 활용하여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도출하 다. 

○ 김충실 외 2인(2005)은 문헌연구와 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미국, 일본, EU 

등의 성활용 사례를 정리하고 항공우주기술의 농업통계분야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 

○ 홍석  외 4인(2008)은 LANDSAT TM2 상과 1:350,000 지도를 활용하여 

북한지역의 논, 밭, 산림, 나지, 지, 물, 간척지, 염 , 건물․주거지, 기타 

10개의 분류 항목에 한 토지피복도를 작성하 다.

○ 김충실 외 6인(2008)은 KOMPSAT-2호3 의 6월과 9월 촬 된 상과 

1:2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경북 군 군 고로면 지역의 경지면 을 추

정하 다. 

1 LANDSAT ETM

: Landsat 성에 탑재된 공간해상도 15m를 지원하는 Panchromatic Mode가 포함된 

ETM+(Enhanced Thematic Mapper+) sensor임.

2 LANDSAT TMTM(Thematic Mapper)

 : Landsat 성에 기본 으로 탑재되어 있는 30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radiometric 

sensor임. 

3 KOMPSAT-2호: 2006년 7월 28일 한민국의 한국 항공우주연구원(KARI)이 발사한 

다목 실용 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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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복 외 1인(2007)은 문헌연구, 유 기  방문․ 화․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성자료의 국내외 용 사례를 검토하고, 농업 측업무 도입에 한 

기술 , 경제  타당성을 규명하 다. 

○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유 기  방문을 통해 성정보를 실제 농업 측

에 활용하기 한 비용 산출, 사례지역 선정  향후 사업 추진 체계를 확립

하여 장기 으로 성정보를 농업 측에 활용하기 한 기  연구를 수행

했다는 면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4. 연구 방법  범

○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유 기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성자료의 국내

외 최근 용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한 성정보를 농업 측에 활용하기 

한 비용을 산출하고, 시범연구를 한 품목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장

기 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내 항공우

주기술의 황과 응용사례, 제3장에서는 성정보의 측업무 활용방안, 제

4장에서는 성정보를 활용한 농업 측의 장기 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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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국내 항공우주기술과 응용사례

1. 국내 항공우주기술

1.1.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현황

○ 우리나라 최 의 성개발은 1992년 8월 11일 KAIST 인공 성연구센터의 

우리별 1호가 아리안 발사체에 의해 남미 꾸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면서 시

작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인공 성 보유국가로 등록되었다. 우

리별 1호의 주요 임무는 지구표면촬  실험, 통신  우주실험 등이었으며, 

재는 수명을 다해 임무를 종료한 상황이다.  

○ 1993년 6월 발사된 과학 측 로켓 1호(KSR-1)는 고체추진체를 연료로 사용

하 으며,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 측이 목 인 무유도 로켓이었다. 1단형 

과학로켓은 총길이 6.7m, 직경 0.42m, 발사시 무게는 1.25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명은 KSR-420S이다. 과학 측 로켓 1호는 1993년 6월 4일 서

해안 안흥시험장에서 발사되어 고도 39km, 낙하거리 77km를 비행하면서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 측정과 가속도, 응력, 온도, 추진기 , 내부압력 등 로

켓 자체의 각종 성능 측정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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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9월 발사된 우리별 2호(KITSAT-2)는 우리별 1호와 외 상 비슷하

나, 탑재체에 많은 차이 이 있다. 국산 컬러 검출 소자를 채용한 지구

측 카메라와 에 지 검출기, 외선 감지기 시험장치, 고속변복조 실험장

치, 소형 성용 차세  컴퓨터 등이 탑재되어 있다. 무게는 약 48kg의 소형

성으로 스핀안정화 방식의 자세제어를 사용하 다. 재는 1호와 마찬가

지로 수명을 다해 임무를 종료한 상황이다.

 ○ 1995년 8월 발사된 무궁화 1호(KOREASAT-1, 통신 성)는 우리나라 최

의 방송통신 성으로서 도상공 3만6천㎞의 정지궤도에서 직 성방송

과 통신 를 쏘아 보냄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주시 를 여는 첨병 역할을 

하 다. 그러나 발사시 사고로 성의 수명이 10년에서 4년 4개월로 어

들게 되었다. 

 ○ 1996년 1월 발사된 무궁화 2호(KOREASAT-2, 통신 성)는 무궁화 1호를 

백업하기 해 제작이 된 성으로서, 무궁화 1호의 수명 단축을 보조하는 

성이었으며, 성공 으로 발사되어 성 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차질이 없

도록 임무를 수행하 다.

 ○ 1997년 7월 발사된 과학로켓 2호(KSR-2)는 150kg 의 과학탑재물을 탑재

하고 150km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로켓으로, 한반도 상공의 이온층 환

경  오존층 분포 등을 측정하는 것이 주임무 으며 1993년 1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임무를 수행하 다.  

 ○ 1999년 5월 발사된 우리별 3호(KITSAT-3)는 우리별 1호와 2호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설계로 개발된 우리나라 최 의 고유모델 인공 성

이다. 우리별 3호는 1996년 우주개발 장기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해 개발된 

첫 번째 인공 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7

 ○ 1999년 9월 발사된 무궁화 3호(KOREASAT-3, 통신 성) 무궁화 1호의 수

명이 다한 뒤 지속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발사되었다. 무궁화 3호는 

1호나 2호와는 달리 4개의 구동 안테나가 설치되어 지상명령을 통해 원하

는 치로 서비스 지역을 바꿔도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도 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1999년 12월 발사된 아리랑 1호(KOMPSAT-1, 다목  실용 성) 한반도

측, 해양 측, 과학실험 등을 한 성의 국산화와 운용  이용기술 기반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주탑재체인 자 학 카메라는 해상도 6.6m, 

측폭 17km의 성능을 갖고 있고, 부탑재체인 해양 측 카메라는 해상도 

1km이며, 과학 측용 탑재체인 이온층 측정기와 고에 지 입자검출기를 

탑재하고 있다.  

 ○ 2002년 11월 발사된 액체추진 과학로켓 3호(KSR-3)는 우리나라 최 로 개

발된 액체추진 로켓이다. KSR-I, KSR-II가 고체추진체를 사용하는 데 비하

여, KSR-III는 액체연로( 로산)와 액체 산화제(산소)를 추진제로 하 다.

 ○ 2003년 9월 발사된 과학기술 성 1호(STSAT-1)는 천문우주 측과 우주환

경 측을 목 으로 개발되었으며, 원자외선 역에서의 천체 측을 한 

원자외선분 기와, 극지방의 오로라 상 측과 우주환경 측을 한 우

주물리 탑재체, 정 지향 임무를 수행하기 한 별감지기 등이 탑재되었다.  

 ○ 2006년 7월 발사된 아리랑 2호(KOMPSAT-2, 다목  실용 성) 한반도 정

측을 한 고정  성개발  고해상도 탑재 카메라기술 조기확보를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는 흑백 1m, 컬러 4m의 해상

도와 측폭 15km의 성능을 갖고 있다. 특히, 1m  카메라는 미국과 러시

아, 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 성 선진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정  카메

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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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8월 발사된 무궁화 5호(KOREASAT-5, 통신 성)는 최 의 민군 복

합 성으로서 무궁화 성 3호를 체하는 한편, 그동안 성운용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고속데이터 통신과 상서비스 등 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

고 명실상부한 국내 상용 성의 입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무궁화 성 

5호의 서비스 지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국, 만, 필리핀 등을 포

함하여, 기존 한반도 심의 서비스 역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에 큰 의미

를 지닌다. 최근 한참 활성화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인근 국가에 직  송

출하고,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내기업들에게 용회선, 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 한편, 2006년 12월 우주인 배출사업의 일환으로 36,206명의 지원자  최

종 2명의 후보자를 선발하 으며, 2007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러시아 

‘가가린훈련센터’에서 우주 응  우주과학 실험수행을 한 다양한 훈련

을 실시했다. 2008년 4월 8일, 한국 최  우주인은 러시아 바이코 르 우주

기지에서 소유즈 TMA-12 우주선에 탑승해 지구와 약 350km 떨어진 국제

우주정거장(ISS)에 도착했으며, 여기서 약 10일간 체류하며 18가지 우주과

학 실험과 다양한 우주활동을 수행한 뒤 4월 19일 지구로 귀환했다. 

1.2. 향후 추진 계획

 ○ 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여 운용 인 성에는 2006년 7월에 발사한 다

목 실용 성인 아리랑 2호가 있다. 아리랑 2호의 경우 해상도 1m 의 

성 상을 얻을 수 있으나, 구름이 끼거나, 밤에는 상을 얻을 수 없다.

 ○ 2010년 발사될 다목 실용 성 5호(KOMPSAT-5)는 해상도 1m  천후 

상을 얻을 수 있는 천후 상 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여 흐린 날씨나 밤에도 상 없이 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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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발사될 다목 실용 성 3호((KOMPSAT-3)는 해상도 0.7m  학

카메라를 탑재하여 한반도 정 측 등 국가 상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2. 성 상의 활용분야

 ○ 성 상의 활용분야는 분류목  는 분류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

분할 수 있다. 성 상의 활용분야는 주로 지도제작, 환경, 해양, 지질, 임

업, 수자원, 농업, 기상, 기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 분야는 성 상

의 처리기법과 알고리즘 개발, 정확도 평가 등 성 상을 활용하는 데 필

요한 기반기술 연구에 해당된다.  

분야 분류기

지도제작 지도제작, 고도값 추출, 변화탐지 등

환경 환경계획, 환경모델링  모니터링, 환경 향평가, 피복분류 등

해양 빙하탐지, 어업 리, 갯벌생태계조사 등

지질자원 선구조 추출, 물탐지, 지질재해조사 등

임업 산림피복분류, 산림재해 모니터링, 산림자원 정보 구축 등

수자원 수질 리, 수자원재해모니터링, 습지변화탐지 등 

농업 작황분석, 농업재해모니터링 등 

기상·기후 기보정, 기상모니터링, 기오염분석 등 

기타 상자료의 처리기법 는 알고리즘 개발, 정확도 평가 등 

표 2-1.  성 상 활용분야 분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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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도제작 

 ○ 지 까지 지도제작은 인공 성 상보다는 지형지물 식별 능력이 우수한 항

공사진을 이용하여 주로 활용하고 있다. 성 상을 이용한 지도제작은 

1990년 부터 SPOT 성을 이용하여 지도제작이 실험 으로 수행되었다. 

최근 들어 1m  고해상도 성 상이 상용화됨에 따라 수치 상처리 시스

템  성 상을 이용한 수치도화 등 고해상도 성 상을 이용한 수치지

도 제작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도제작에 주로 사용되었던 성

상은 공간해상도 5~20m 의 아리랑1호, IRS-1C, SPOT 등 해상도 성

상이 많이 활용되었으며, 이 에서 스테 오 상획득이 가능하고 비교

 안정 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SPOT 성 상을 가장 많이 활용하

다. 그러나 향후 IKONOS, 아리랑2호 등의 고해상도 성 상을 이용한 지

도제작이 활발해질 망이다. 

2.2. 임업분야 

 ○ 임업분야에서는 성 상을 이용하여 식생 황, 임상구분, 산지이용 황, 

산림재해 황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고 있다. 자원의 변화상태를 

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산불피해 황을 분석하는 등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임업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성 상은 주로 분 특성을 이

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부분 Landsat 상을 이용하고 있다. Landsat 

상을 이용한 임업분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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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요 연구내용 활용 상

원격탐사에 의한 

산림정보처리해석 

-지형 정보처리기법 개발 
Landsat TM

-임분구조  생장특성 해석 

원격탐사에 의한 

솔잎혹 리 피해동태분석 

-솔잎혹 리 피해지역 분석 
Landsat TM

-피해지역 확산경로 측 

원격탐사에 의한 

북한의 산림자원조사 

-북한의 토지이용 형태  임상구분 

Landsat TM-임상별 산림면  분석 

-비무장지 의 산림 실태조사 

원격탐사에 의한 

산림측정기법 개발 

-최  임상 분류방법 개발 

Landsat TM-임상별 산림자원량 추정식 유도  

 자원량 산출 

인공 성자료를 이용한 

북한의 산림황폐지 조사 

-황폐 산지유형 구분 
Landsat TM

-산림황폐지 유형별 면  산출 

인공 성자료를 이용한 

산림자원의 변화탐지 

-시기별 산림  토지이용 형태 변화 

Landsat TM-지역별, 요인별 산림자원의 

 변화특성 분석 

산불 피해 황 분석 -산불 피해지역  피해정도 구분 Landsat TM

표 2-2.  Landsat 상을 이용한 임업분야의 연구

 

2.3. 환경분야 

 ○ 환경분야는 그 범 가 넓고 다른 분야와 상호연 성이 높기 때문에 성

상을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분야  하나이다. 주로 식생분류, 토지피복분

류에 성 상을 많이 활용하여 왔으며 수질오염과 갯벌 리, 수자원  유

역 리, 환경모델링 등에도 성 상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활용범

가 넓은 만큼 사용되는 성 상의 종류 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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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요 연구내용 활용 상

자연환경 부분의 원격탐사기법 

활용방안에 한 연구 

-활용 가능 상  한계 

-활용분야 제시 
Landsat TM

생태자연도 작성  활용을

한 원격탐사기법연구I

(토지피복 분류도 구축 심)　

-토지 피복분류도의 정의 

-토지 피복분류도의 구축 사례 

-토지 피복분류 항목의 선정  

 구축방안 

Landsat TM

인공 성 상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 분류 

-남한지역 토지 피복분류도 작성 

-기하보정을 한 GCP 선정  측정 

-지도첩 제작 

Landsat TM

생태자연도 작성  활용을

한 원격탐사기법연구III

(하천주변습지 분류도 구축 심)

-습지의 정의 

-습지 분류사례 분석 

-하천 주변습지 분류도 작성 

Landsat TM,

IKONOS

인공 성 상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 분류도 구축 

-남북한 토지 피복분류도 구축 

-기하보정을 한 GCP 선정  추출 

Landsat TM,

아리랑 1호, 

IKONOS

표 2-3.  성 상을 이용한 환경분야의 연구

2.4. 농업분야 

 ○ 농업분야에서는 농작물 분류  구분, 농업 토양 분석, 농업기상분석, 농업

재해 분석, 작황 측 등에 성 상을 이용하고 있다. 주로 Landsat TM, 

NOAA, Radarsat, IRS-1C 등 · 해상도 성 상을 이용하여 작황상태를 

분석하거나 농업재해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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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요 연구내용 활용 상

원격탐사 상자료를 이용한 

농업재해 추정연구 

-홍수피해추정 

-토양침식도작성 

Landsat TM, 

IRS-1C

성자료를 이용한 작황진단 연구 

-벼 재배면  추정 

-벼 생육주제도 작성 

-벼 침수지역 악 

Landsat TM, 

Radarsat

성 상 자료분석에 의한 

토지이용 변화분석 
-지표면 피복분류 변화탐지 Landsat TM

인공 성 화상분석을 통한 

북한의 농경지 이용 황 연구 
-지표면 피복분류 Landsat TM

표 2-4.  성 상을 이용한 농업분야의 연구

 

2.5. 해양분야 

 ○ 해양분야는 수산자원 분석, 연안과 양식어장 리, 갯벌 등 생태계 리, 해

양오염 등의 연구에 성 상을 이용하고 있다. 해양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성 상의 종류로는 SeaWiFS, OSMI, MODIS 등 역 해상도 성

상을 이용하고 있다. 연안지역과 련해서는 Landsat, SPOT, IRS 등 해

상도의 성 상이 활용되고 있다. 

표 2-5.  성 상을 이용한 해양분야의 연구

　제목 주요 연구내용 활용 상

연안 어장환경 모니터링 기법개발 -환경 민감도 지도작성 Landsat TM

시화호 외해 연안 환경 향조사 
-시화호 방류가 인근해역에 

 미치는 향범  정 
Landsat TM

갯벌 생태계 조사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갯벌 생태지도  GIS Db화 
Landsat TM

-서식지 분류 

연안 부유퇴 물 거동에 한 

퇴 역학  모델 구축 

-육상에서 유입되는 부유물질의

이동과 퇴 과정 규명 
Landsat ETM

연안역에서의 육지와 해양 

상호작용 연구 

-섬진강, 낙동강 하구역에서의 부유

물질 이동과 퇴 수지의 정량화 
Landsat E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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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요 연구내용 활용 상

원격탐사 자료응용 기술연구 

-암석의 분 반사율 측정  

Landsat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변질  추출
Landsat TM

SPOT, Radarsat-화성암, 퇴 암, 변성암의 분

반사율 측정  상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질 독 사례 

분석 

원격탐사에 의한 발 소 

주변해역의 온배수 향조사 

-발 소 주변해역의 온배수 향

조사 

Landsat TM,

항공다 분 주사기 

다목  실용 성을 이용한 

지상활용  검보정 

-산사태 치 탐지 비교 

아리랑1호 EOC, 

IRS, Landsat TM

-산사태 측 

-한반도 농림지역의 인  피복

변화에 한 감지 시스템개발 

성 상을 이용한 산불감시

 GIS를 이용한 산불

험정보 리시스템 개발 

- 성 상을 이용한 산불피해

지역  취약지역 탐지 아리랑1호EOC,

Landsat TM-GIS 공간분석기법을 통한 산불 

피해지역분석 

2.6. 지질자원 분야 

 ○ 지질분야에서는 Landsat TM, IRS-1C 등의 학 상과 ERS, JERS  

Radarsat과 같은 SAR 상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원격탐사의 지질학  응

용분야는 주로 암종구분에 의한 지질도 작성, 선구조 추출에 의한 지하수 

탐사, 지질구조 독에 의한 물자원탐사, 산사태, 산불, 지반침하와 같은 

지질재해의 모니터링 등이 있다. 

표 2-6.  성 상을 이용한 지질자원분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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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IKONOS
KOMPSAT
EOC,

SPOTpan
SPOT XS

Landsat
 TM,

MSS,ETM+

Radar
상

SeaWiFS,
OSMI

지도제작 ○ ● ○ ◎ ○ 　

임업 ○ ◎ ○ ● 　 ○

환경 ○ ○ ◎ ● 　 ◎

농업 ○ ○ ○ ◎ ○ 　

해양 ○ ○ ○ ● ○ ◎

기상·기후 ○ ○ ○ ◎ 　 ●

지질자원 ○ ◎ ◎ ● ◎ ○

국토·도시계획 ○ ◎ ○ ● 　 　

수자원 ○ ○ ◎ ● 　 ○

2.7. 기상·기후 분야 

 ○ 기상·기후 분야에서 요시 하는 임무는 먼  오존층의 형성에 한 모델

링과 측이다. 한 지구복사에 지  반사에 지 측정, 지구의 기후모델

링 등에 성 상을 활용하고 있다. 부분 해상도의 기상 성 상이 이

용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 해서 Landsat TM 상과 같은 해상도 성

상의 열밴드가 활용되고 있다.

 ○ 이외에도 국토·도시계획분야  수자원 분야에도 성 상이 활용되고 있

으며, 국토·도시계획분야는 고해상도 성 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

은 항공사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주로 수자원의 황

조사, 수질조사, 유역 리를 한 조사 등에 성 상을 이용하고 있다.

 ○ 인공 성 상자료는 공간해상도, 분 해상도, 주기해상도 등에 따라 그 특

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활용분야 한 다르다.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 공

간해상도가 높은 panchromatic 상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토지피복분류나 

식생분류에는 다 분 상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각 인공 성 상의 

활용분야별 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인공 성 상의 활용분야별 황 

주: ● : 매우많이 활용, ◎ : 많이 활용, ○ : 일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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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 상의 종류  특성4

◦ 1972년 민간 지구 측 성인 Landsat-1호가 발사된 이래 지 까지 많은 

인공 성이 발사되었으며, 다양한 성 상을 공 하고 있다. 그동안 미

국을 비롯하여 몇몇 소수의 국가에 의해 운 되어 왔던 지구 측 성 

로그램들은 1990년  후반부터 지구환경 모니터링을 한 범지구 측

시스템(Earth Observation Systems : EOS)의 출범, 이더센서를 탑재한 

성, 민간회사에 의한 상업용 성 등으로 그 역을 확장하여 획기

인 기를 맞고 있다.

◦ 다양한 종류의 성 상들은 활용 목 에 따라 다양한 기 으로 나  수 

있다. 성 상은 에 따라 상이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일반 으로 

상자료의 해상도(resolution)에 따라 구분되는 게 보편 이다. 성

상에서 해상도의 개념은 항공사진과 같이 상에서 분해될 수 있는 최소 

단  면 인 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ion)를 지칭하지만 공간해상도뿐

만 아니라,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장의 세분 역을 나타내는 분 해

상도(spectral resolution), 센서의 학  민감성을 표시하는 방사해상도

(radiometric resolution), 그리고 동일 지역을 반복해서 측할 수 있는 

촬 주기(temporal resolution)를 지칭하는 여러 종류의 개념으로 사용된

다. 이러한 해상도에 따라 성 상자료의 특성을 표시할 수 있다.

◦ 성 상의 해상도는 와 같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성 상으

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특성을 나타내는 데에는 공간해상

도가 가장 리 사용된다. 성 상을 공간해상도에 따라 구분할 경우 

4 ｢항공우주기술의 농림 분야 활용방안 연구｣2005. 김충실외.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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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 도 내    용

공간해상도

(spatial resolution)

센서의 공간분해능, 즉 상의 최소 단 인 단일화소에 

해당하는 신호값을 기록할 수 있는 최소 면

분 해상도

(spectral resolution)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장 역의 폭과 범

방사해상도

(radiometric resolution)

센서가 단  해상 공간에서 감지한 에 지를 세분  하

여 기록할 수 있는 민감도

촬 주기

(temporal resolution)
센서가 동일 지역을 반복하여 촬 할 수 있는 주기

3m 이내의 고해상도 상, 5～100m 사이의 해상도 상, 그리고 수 

백미터 이상 되는 해상도 상으로 나  수 있다. 

표 2-8.  성 상자료의 해상도 종류  설명

◦ 성 상의 선택에 있어 그 목 과 해당지역의 범  등을 고려하여 고해

상도 는 · 해상도의 상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가령 고해상도 

성 상에서는 토지이용실태는 물론 개별 작목의 세부 인 형태까지 

찰할 수 있지만, 한반도 체의 토지이용 황 혹은 작황을 추정하기 

한 상으로는 합하지 않을 것이다. 

◦ 최근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 상의 종류와 공간해상도  기본

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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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센서 밴드수 공간해상도 촬 주기 촬 범 발사년도

고

해상도

IKONOS 4 1m/4m 임의조정 11㎞ 1999

다목 실용 성 

KOMPSAT-EOC
1 7m 임의조정 17㎞ 1999

QuickBird 4 0.6m/2.8m 임의조정 14㎞ 2001

OrbView 4 1m/4m 임의조정 8㎞ 2002

해상도

Landsat/TM  7 30m/15m 16일 185㎞ 1982

SPOT/HRV  4 20m/10m 26일 60㎞ 1986

IRS/LISS  4 20m/5m 25일 130㎞ 1995

해상도

NOAA AVHRR 5 1㎞ 12시간 약 2,400㎞ 1980

Terra MODIS 36
250m/500m

/1㎞
2days 약 2,300㎞ 1999

표 2-9.  공간해상도에 따른 성 상의 구분

3.1. LANDSAT(미국)

◦ LANDSAT 상은 오랜 기간 동안 지구 환경 변화에 한 가장 많은 정보

를 제공하고 있어 육지의 자원탐사, 농작물 모니터링, 토지 이용 분류 등 주

제도 제작을 해 리 이용되고 있으며, 열 외선(thermal infrared) 밴드를 

포함하고 있어 연안지역의 환경 감시에도 유용하게 이용된다.

◦ 우주로부터 지구를 찰하기 해 발사된 성 로그램들 에 가장 오래

된 로그램으로, 육상 측  연구가 그 주요 목 이다. 첫 성은 1972년 

미국에 의해 발사된 ERTS-1 (지 의 LANDSAT-1) 이었고, 이는 우수한 

측능력을 발휘하여 인공 성에 의한 원격탐사를 비약 으로 발 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 LANDSAT 성은 다 분 주사계(Multi-Spectral Scanner : MS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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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tic Mapper(TM)의 두 종류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주로 육지의 

자원탐사, 주제도 제작을 해 리 이용되고 있다. TM자료는 열 외선

(thermal infrared)밴드를 포함하고 있어, 연안지역의 환경감시에도 유용하다.

3.2. SPOT(프랑스)

◦ SPOT은 고해상도의 지구 상을 획득할 목 으로 랑스의 CNES(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의 주도하에 스웨덴과 벨기에가 력해 만들어

진 성이다. SPOT은 10m (SPOT 5는 2.5m)의 비교  높은 해상도를 가짐

으로 지도 제작이나 육상 측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 SPOT 성은 Pushbroom 스캐닝 기술과 선형 배열 시스템을 최 로 장착한 

지구자원탐사 성으로서, SPOT 1, 2, 3에는 HRV (High Resolution Visible) 

센서가 2 씩 탑재되어 10m의 해상도로 지구 측을 하기 때문에 주로 지도

제작을 주목 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m의 Multi-Spectral 센서도 탑재하

여 3Band의 다 분 모드로 지구 측을 할 수 있다. SPOT 4호는 이 의 

SPOT과 제원은 비슷하나 다 분 모드에 외선 밴드를 추가한 

HRVIR(High Resolution Visible and InfraRed) 센서 2 가 탑재되었으며, 

농작물  환경변화를 매일 측하기 한 목 으로 Vegetation 센서가 추

가되었다.

◦ SPOT 5호는 2002년 5월에 발사되어 운 이며, 공간해상능력을 향상시킨 

HRG(High Resolution Geometry) 센서 2 를 탑재하여 5m의 공간해상도와 

Resampling 을 할 경우 2.5m 의 해상도를 가지고, Multi-Spectral에서는 가

시 선  근 외선의 3밴드에서 10m, 외선 밴드는 20m의 공간해상도

의 상을 공 하고 있다. SPOT은 성의 고도가 832km, 측주기가 26일, 

측 폭이 60km×60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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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기간(수명) 3년 이상

궤도  태양동기궤도, 경사각 98.13도 

무게  800 kg 

속도  속 7 km, 지구를 하루에 14.5 바퀴 돈다. 

고도  685 km (유사시 300 km 고도까지 낮출 수 있음) 

표 2-10.  아리랑 2호의 주요제원

3.3. 아리랑 2호(한국)

◦ 아리랑 2호는 한민국이 개발한 10번째 인공 성으로 러시아의 세츠

크 공군기지에서 ICBM을 개량한 흐루니체 사의 고체연료 추진방식 발사

체인 로콧(ROCKOT)에 실려 고도 685km에 발사되었다. 지구  685km의 

궤도를 하루 열네 바퀴 반씩 돈다.

◦ 아리랑 2호는 총 2633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었으며, 1999년부터 7년의 개

발 기간이 소요되었다. 탑재된  MSC(Multi Spectral Camera) 즈의 해상도

는 흑백 1m (가로, 세로 1m가  하나로 표시됨), 천연색 4m 이다. 

◦ 아리랑 2호는 한반도를 2분 동안 촬 할 수 있으며 촬  후 10  정도면 

사진 상을 스크린 할 수 있다. 고화질의 상을 얻기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린다.

◦ 이 성의 임무는 규모 자연재해 감시, 각종 자원의 이용 실태 조사,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지도 제작, 군사용 정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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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s

운항속도(on orbit) 7.5km/s

1일 지구회  회수 14.7회

지구 1회  시간 98분

운항고도 681km

공간해상도
Nadir : 0.82m(Panchromatic),  3.2m(Multispectral)

Off-Nadir : 1.0m(Panchromatic), 4.0m(Multispectral)

Swath Width
11.3km(Nadir)

13.8km(26˚Off-Nadir)

동일지 순환주기 도 40˚, 1m 해상도인 경우 약 3일

bands

Panchromatic : 0.45～0.90 ㎛

Blue : 0.445～0.516 ㎛

Green : 0.506～0.595 ㎛

Red : 0.632～0.698 ㎛

Near Infrared : 0.757～0.853 ㎛

표 2-11.  IKONOS 주요제원

3.4. IKONOS(미국)

◦ 1999년 9월 24일 미국 Space Imaging 사는 세계 최 로 상업용의 1m  고

해상도 성인 IKONOS 성의 발사에 성공하 고, 재  세계는 물론 한

반도지역의 상을 송신하고 있다. 특히 해상도의 한계로 축척 지도제작

이 불가능했던 성 상 지도제작 분야의 비약 인 발 과 응용이 확 되

고 있다. 재 상용화되어 있는 것  세계최고해상도인 이 성 상은 

정색 상이며, 공간해상도가 1m이다. 한 4m의 다 분  상도 획득이 

가능하며, 입체 상을 이용하여 수치표고모형(DEM) 추출이 가능하다. 제

원은 성고도가 680km, 측주기는 2일, 측 폭은 13km× 13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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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특성 

운항고도 450 km 

궤도경사각 98˚

궤도특성 자 동기 

동 치순환주기
70cm 공간해상도 기  도에 

따라 1～3.5 일

Swath Width 

& Area Size

평균 swath width 16.5 km(nadir)

제품화규격
*single scene : 16.5 km x 16.5 km 

* Strip - 16.5 km x 165 k

해상도

Panchromatic 

*공간해상도:61cm(nadir) 

*분 해상도:0.445～0.900 ㎛

Multispectral

*공간해상도:2.44 m(nadir)

* 분 해상도

- Blue: 0.450～0.520 ㎛

- Green: 0.520～0.600 ㎛

- Red: 0.630～0.690 ㎛

- Near-IR: 0.760～0.900 ㎛

방사해상도 11 bits 

표 2-12.  QUICKBIRD 주요제원 

3.5. QUICKBIRD(미국)

◦ 2001년 10월 18일 미국 DigitalGlobe사에서는 QuickBird-2 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 으며, 2002년 2월부터 성 상을 공식 수신하고 있다. 

QuickBird-2 성데이터는 Pan의 경우 직하 상은 0.61m, 30도 각도에서는 

0.73m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상을 얻을 수 있으며, 다 분 상은 직하 

2.44m, 30도 각도에서는 2.9m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상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상의 표 은 Pan은 70cm, 다 분 상은 3m로 각각 생산

되고 있다. 재방문 시간은 도에 따라 다르며, 보통 1～3.5일 정도이다. 

측 폭은 16.5km×16.5km 이며, 재 상용 성 상  최고의 해상도를 보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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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Channel position(μm)

1 2 3 4 5

TIROS-N 0.55-0.90 0.725-1.10 3.55-3.93 10.3-11.3

NOAA-7,9,11,12,14,15 0.55-0.68 0.725-1.10 3.55-3.93 10.3-11.3 11.5-12.5

NOAA-6,8,10 0.55-0.68 0.725-1.10 3.55-3.93 10.3-11.3

공간 해상도 1000m 1000m 1000m 1000m 1000m

표 2-13.  NOAA 성들의 AVHRR센서 특징

3.6. NOAA(미국)

◦ 재 NOAA라 불리는 성들은 1960년 4월에 발사된 첫 기상 성인 TIROS 

(Television and Infrared Observation Satellite)를 그 신으로 볼 수 있다. 

이 성은 처음에 단순한 상자 모양에 특별한 television 카메라를 장착한 

모양으로 450마일 상공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간단한 구조 었다. 1965년

까지 모두 10개의 성이 발사되면서 차로 작동 시간이 길어지는 등 성능

의 향상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 성들은 실용 성이라기보다는 실용화 

이 의 실험용 성이었다. 그 후 1969년까지 ESSA (Environmental Science 

Service Administration) 라는 실용 기상 성을 9개나 발사했으며 1970년  

제 2세  기상 성이라 할 수 있는 개량형 TOS(ITOS)가 발사되어 야간에

도 카메라 촬 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2시간마다  지구의 구름 분포 측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ITOS 성이 후에 NOAA 성으로 불려서 

ITOS-2는 NOAA-2가 되었다. 1976년 7월에 발사된 NOAA-5까지 모두 5개

의 성이 발사되었는데 이들은 1979년 반까지 모두 수명을 다해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제 3세  기상 성이라고 할 수 있는 TIROS-N/NOAA 

성은 1978년 10월 13일 발사되었다. 1979년 6월 27일 NOAA-6 성이, 

1981년 6월 NOAA-7이, 1983년 NOAA-8이 각각 발사되었다.

◦ NOAA 성의 상과 련된 주된 측기는 AVHRR(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인데, 다섯개의 Channel로 부터 각각 상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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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AA 성의 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밤과 낮에 지구의 기를 규칙 으로 찰한다. 이 시스템은 성의 상

호소통 범  안에서 지상센터에 직 인 해독 결과를 제공한다. 

- 지구 기의 규칙 인 sounding을 제공하고 수치 인 날씨 보에 사용

할 자료를 제공한다.

- 날씨와 기후에 련된 환경 자료를 연속 으로 수집한다.

3.7. EOS-AM1(Terra, 미국)

◦ Terra 성은 1999. 12. 19. 03:57(KST) 미국 Vandenberg 공군기지에서 발사

되었다. 705km 고도에서 일 2회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극궤도 성이다. 

미국 NASA에서 추진하는 성을 이용한 지구 역의 장기 측 계획(EOS)

에 의해 발사되었으며 2013년까지 18기의 성이 연속 으로 발사될 계획

이다.

◦ Terra 성의 발사 목 은 다음의 여섯 가지 분야의 이해를 돕기 해 장기

간 지속 으로 지구의 환경을 측한다.

- 구름과 Aerosol이 지구 복사 평형에 미치는 향 연구

- 육상생물권내에서의 탄소, 물, 에 지의 감소의 근원 탐색

- 육상생태계의 역학과 기후와의 연결고리 검색

- 해수면 온도와 해양 일차생산력 연구

- 류권의 CO와 CH4의 농도 

- 화산학과 지질학에 한 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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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3.5m

길이 6.8m

량 5,190kg

POWER 평균 2530W

고도 705km

상수명 5년

주기 98.88분

궤도 10:30 A.M., Descending node, 98.3°

표 2-14.  Terra 성의 주요제원

◦ Terra 성의 주요 센서는 다음과 같다

- ASTER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 CERES (Clouds and the Earth's Radiant Energy System)

- MISR (Multi-angle Imaging Spectroradiometer)

- MODIS (Moderate Resolution Spectroradiometer)

4. 주요 선진국의 원격탐사기술 응용사례5

4.1. 미국

4.1.1. 경지조사  단 구 구축

(1) 업무개요

 ◦ NASS는 1954년부터  국토에 한 모집단 단 구 구축, 모집단 단 구

5 ｢원격탐사 기술을 이용한 경지총조사 방법 개발｣, 2008, 통계청.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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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 11,000개 표본 단 구를 추출하며, 해당 표본으로 재배면 조

사, 수확량조사, 농가경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1978년부터 원격탐사

를 단 구 구축업무에 도입하여 성 상, 항공 상, 지리정보시스템(GIS)

을 활용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업무과정

 ◦ Area Frame은 샘 링화 될 수 있는 모집단  제 구성요소들을 규정하는 

것이며, 필지(Parcel)들을 샘 추출하기 해 작성된 모든 필지들의 목록

(지도상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미국의 Area Frame 구축과정

◦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Area Frame을 구성하는 총 5,943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필지들은 6∼8제곱마일(약 1,500ha)정도 크기의 PSU(Primary 

Sampling Units)로 명명하며, PSU들은 다시 1제곱마일(약 256ha)의 단 구

(Segment)로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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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펜실베니아주 PSU, Segment

그림 2-2.  펜실베니아주 Area Frame

 ◦ 층화작업(Stratification)

- 층화작업은 토지를 토지이용 범주에 따라 포 으로 분류하는 작업으

로 가장 요한 층화기 은 경작지(Cultivation), 비경작지(Non-agricultur 

al land)를 구분하는 것이며, 일반 인 층화기 은 다음의 5가지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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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층화기

1 경작지(cultivated)

2 농업도심(agri-urban)
제곱마일당 100가구 이상, 그리고 15% 이하의 

경작지

3 도심(intensive urban) 도심, 0%의 경작지

4 비농업지 (non-agricultural) 국립ㆍ주립공원, 군부  등

5 물(water)

표 2-15.  미국의 일반 인 층화기

러나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경작지를 집 경작지, 간경작지, 비율 경

작지 등의 3층으로 재층화하여 총 7개의 층화기 을 사용하 다. 

 ◦ 모집단 단 구를 새로 구축할 주(State) 선정

- 매년 2∼3개 주의 단 구를 새로 구축(한번 구축되면 15∼20년 활용)

- 성 상 독을 통해 토지변화가 심한 주를 구축 상으로 선정

 ◦ PSU(Primary Sampling Unit) 구축

- 성 상, 디지털 벡터데이터, 디지털 래스터지도, 층화결과 등을 이용하

여 기본 표본추출 틀이 되는 PSU를 구축한다.

- PSU 구축 후에 경작비율에 바탕을 둔 토지이용 층별 값을 할당하며, 모

든 지역은 이런 방법으로 층화하게 된다. 

- PSU 구축방법은 구 인 지형(도로, 하천, 수로, 수시설 등)을 기 으

로 참조자료를 보면서 디지타이징하게 되며, 주 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

반 으로 6∼8제곱마일 크기로 나 어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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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SU 구축방법  결과

 ◦샘 선택(Sample Selection)

- 층별로 표본 단 구를 추출하며, 표본으로 선정된 단 구는 1제곱마일 

크기로 단 구 분할하되, 분할된 단 구  랜덤추출을 통해 최종 표본 

단 구 선정한다. 

그림 2-5.  표본 PSU 추출  최종 표본 단 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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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 비(Sample Preparation)

- 최종으로 선정된 표본 단 구에 해당하는 가장 최근에 촬 된 공간해상

도 1m 의 항공사진을 주문하여, 단 구 요도를 제작하고, 단 구 경계 

표시, 주, 카운티명과 단 구 번호, 축척, 방 표시 등을 기록한다. 

 ◦ 완성된 단 구 요도 출력 후, Field Office로 발송

- Field Office는 매년 2월에 단 구 요도를 수취하여 June Agriculture sur-

vey를 한 사 조사를 5월부터 수행( 장 수정사항 피드백)하게 된다. 

(3) 주요 시사

 ◦ ‘원격탐사기술 + GIS'를 통해 경지총조사  단 구 구축업무를 장조사 

없이 NASS 본부에서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GIS Tool을 이용한 단 구 

구획, 상 독을 통한 층화, 층별 표본 단 구 추출, 항공사진을 이용한 

단 구 요도 작성 등 해당 업무수행을 해 30명의 문인력( 상 독, 표

본이론, GIS활용, IT개발 등) 운용하고 있다. 

 ◦ 모집단 단 구 구축을 국 상으로 일시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 별

로 진 인 표본교체로 통계 시계열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등으로 

경지변화가 극심한 지역을 우선 으로 정비하고 있다.

 ◦ 원격탐사기술과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작물재배면 을 청취조사로 수행하

고 있다. 

- NASS 본부: 필지  작물군 구별이 가능한 항공사진 단 구 요도, 각 

필지별 상 독결과, FAS(Farm Service Agency)의 농가

등록정보(필지별 소유주, 작물별 재배면 )등 제공

- Field Office: 해당 단 구의 필지별 소유주, 작물별 재배면 을 사 에 

상당부분 악한 상태에서 단 구 내의 농가를 방문하여 

항공사진요도를 보면서 청취조사하며, 농가 인터뷰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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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경우에만 조사원이 장조사(농가경제조사, 가축조

사, 생산량 조사 등에 요도 활용)

 ◦ 상 독 방법으로 문가 육안 독을 활용

- 단 구 층화를 한 상분석을 해당업무 10년 이상 경력의 문인력들

이 육안 독으로 수행

- 각 작물별 육안 독 방법을 업무매뉴얼로 정리

- 성 상활용 창기에 상 독 시스템  S/W가 부족하여 육안 독

주의 업무방식이 정착

4.1.2. 재배면   작황 추정

(1) 업무개요

 ◦미국은 1972년부터 Landsat-1 성을 활용한 재배면  추정 로젝트를 8

년간 추진하여 1980년 아이오와주 재배면 조사에 실용화하 다. 

 ◦ 재 주별로 독가능한 모든 작물의 재배면 을 원격탐사로 추정하고, 해

당 결과를 GIS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Crop Data Layer(CDL): 작물별 재배면  디지털 지도

 ◦NOAA 성의 AVHRR 센서를 이용한 NDVI 식생지수로 반  작황수  

측정하여 생산량을 추정한다. 

- 작물재배면   생산량 통계확정을 한 단자료로 활용

(2) 업무과정

 ◦재배면  추정을 한 각종 자료 수집

- 장실사 데이터: NASS JAS(June Area Survey) 데이터, FSA(Farm Service 

Agency) 농가등록데이터, USGS(US Geological Survey)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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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상  GIS 데이터: AWiFS, MODIS 성 상, USGS 지형도, 

DEM(Digital Elevation Model) 데이터

 ◦ 성 상 독

- 장실사 데이터를 참조값으로 활용하여 성 상 작물구분  재배면

을 분석한 후 분류정확도  별 정확도 검증

 ◦작물재배면  추정

- 성 상 독결과와 장실사 데이터 간의 회귀계수 도출하여 성

상 재배면  분석결과를 회귀계수로 재조정하여 최종 재배면  추정

 ◦ 추정결과 보고

- ASB(Agricultural Statistics Board)에 재배면  추정결과 보고

 ◦ 재배면  디지털지도(CDL) 제작  배포

- 재배면  공식통계 공표 후, 상 독결과를 GIS 지도로 작성하여 통계

수요자들에게 배포

- 작물수 정책, Agribusiness, 학술연구 등에 활용

(3) 주요 시사

 ◦ 장조사와 원격탐사기술을 상호 보완 으로 활용

- 장조사(표본)와 상 독( 수)을 모두 수행

- ASB(Agricultural Statistics Board)에서 양자를 비교ㆍ검토하여 최종 통

계 확정

- 미국의 작물재배 황이 세계 식량수 에 여 가 크므로 모든 가능한 정

보를 종합하여 최 한 정확한 통계 생산

 ◦원격탐사기술 용이 용이한 작물의 경우 장조사 체가능성 높음

- 최종 공식통계와 비교결과 상 독이 용이한 작물( , 옥수수, 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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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원격탐사결과가 더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최근 10년 간

의 공식통계와의 차이, 분산 크기를 상호 비교 

 ◦회귀분석을 활용한 재배면  추정기법 활용

- 상 독결과를 그 로 재배면 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실사 

데이터와의 회귀계수를 통해 재조정함으로써 정확도 향상

 ◦최근 상 독시스템  방법론을 반 으로 업그 이드

- 기존에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여 

PEDITOR, XLNT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재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기법을 활용

하여 See 5.0이라는 솔루션 채용

- 업그 이드 결과 1개주 상 독 시간을 4일에서 8시간으로 단축

 ◦작물성장기를 심으로 국의 작황 황을 1주 단 로 분석

- 한번에 미국 역을 촬 할 수 있는 NOAA 성 활용

- 상 독을 통해 식생지수를 분석

- 당해 년간 비교, 시계열 비교를 통해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

- 향후 작물재배면   생산량 통계 등 공식통계 확정을 한 단자료로 

활용



34

그림 2-6.  미국의 원격탐사를 활용한 재배면 추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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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005 아이오와-일리노이-인디애나주 CDL

4.2. 일본

4.2.1. 농업분야에서의 다이치(ALOS) 성의 이용

(1) ｢다이치(ALOS) 성｣의 개요  운용 황 

 ◦육역 측 기술 성 ｢다이치(ALOS)｣는 2006년 1월 24일에, 타네가시마 우

주센터로부터 기간 로켓인 H-IIA 로켓에 의해서 발사 되었다. 그 후, 약 3개

월에 걸쳐, 성기능의 기 확인을 실시해, 2006년 5월부터 정상단계로 이

행함. 화상 정도, 처리 알고리즘의 평가 등을 실시해, 2006년 10월 보다 본

격 인 측운용을 실시하고 있다(“다이치(ALOS) 데이터 이용을 해” 

고집, 2008년도 성원격탐사 추진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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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량 약 4t

발생 력 약 7kW

설계수명 3년 이상, 5년 목표

궤    도 태양동기 회귀 궤도

고    도 691.65Km

궤도경사각 98.16˚

주    기 98.7분

회귀날짜 46일 (서 사이클 2일)

강교 통과 지방태양시 오  10시 30분±15분 

표 2-16. ｢다이치(ALOS)｣ 성의 주요제원

 ◦｢다이치(ALOS)｣는, 고해상도 육역 측 데이터를  지구 규모로 취득하여, 

지도 작성, 지역 측, 재해 상황 악, 자원탐사 등에의 공헌을 도모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발사 후, 약 2 년 반이 지난 시 에 그 미션

은 거의 달성되었다.

 ◦｢다이치(ALOS)｣ 성은 3개의 측센서(PRISM, AVNIR-2, PALSAR)를 이

용해서  육역을 측하는 역의 데이터를 취득했다. 지 까지의 측

상(Scene)수는 200만장을 넘고 있으며, 1일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약 3,000 

장의 상을 촬 하고 있다. 이런 방 한 데이터의 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

은, 데이터 계 성 ｢코다마｣를 이용해 데이터 송을 실시하고 있기 때

문이다. ｢코다마｣를 통해 240Mbps의 송회선을 1일당 약 8시간 확보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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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취득

상매수 계

(2006.5.16 ∼

2008.6.28)

맑은 하늘 상매수＆달성률

(2006.5.16 ∼ 2008.6.28) 

운량 0% ∼ 2% 운량 20% 이하

일본 동남아 일본 동남아

PRISM 101만
812

(74%)

8,017

(46%)

1,029

(93%)

12,826

(74%)

AVNIR-2 49만
287

(76%)

2,232

(49%)

361

(96%)

3,960

(87%)

PALSAR 83만

PALSAR 육역커버 상황 (씬수&달성률)

일본 육역 동남아 육역

375

(100%)

4,545

(99%)

표 2-17. ｢다이치(ALOS)｣ 성의 측운용상황

 

◦｢다이치(ALOS)｣ 성의 3개 측센서(PRISM, AVNIR-2, PALSAR)의 특징

은 다음과 같다.

- 팬크로매틱 입체시 센서(PRISM): 공간해상도 2.5m, 측폭은 35∼

70Km, 방시, 직하시, 후방시 3방향의 상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

며, 입체시에 의해 지표 상물의 높이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

- 고성능 가시근 외 방사계 2형(AVNIR-2): 공간해상도 10m, 측폭은 

70km, , 녹, 청의 가시  3밴드와 근 외역의 합계 4밴드의 장역으로 

동시 측이 가능하며, 진행방향 좌우로 포인 하여 3일 이내의 측이 

가능함. 

- Phased Array Type L밴드 합성개구 이더(PALSAR): 공간해상도 10m, 

측폭 70Km( 역의 스캔 SAR 모드에서는, 공간해상도 100m, 측폭 

350Km), 세계 유일의 성탑재형 L밴드 합성개구 이더이며, 야간과 악

천후에서의 측이 가능하며, 송수신 편 의 편성을 다양화한 폴라리메

트릭 모드로의 측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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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다이치(ALOS)｣ 성의 체 구성도

(2) ｢다이치(ALOS) 성｣의 주요 성과 - 경지 악

◦ 농림수산성과 우주항공연구기구(JAXA, Jan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는 경지 악을 한 모집단 정비를 해 독 참조도로서의 

ALOS 상의 용 확인을 실시했다. 농림수산성은 2007년도부터 상을 

구입해(2007년 360장/2008년 400장 정), 1도(都), 1도(道), 2부(府), 41

(縣)의 지방농정국  농정사무소 등에서 실제 이용하고 있다.

◦ 2008년에는 수도작부 상황 악을 해서 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피해 경

지의 수량 악 조사에 성 상을 활용, 손해평가방법 확립의 검토도 시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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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경지 악을 한 참조도로서 ALOS 상의 이용

◦ ALOS 성에는 PRISM, AVNIR-2, PALSAR 3개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지구  지역 규모로의 농업감시의 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일본의 

식량 문제 응에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다.

◦ PALSAR 센서는 천후형 센서로서 몬순 지 에서의 농업 감시에 요하

고, 특히 재해 조사에 이용하고 있다.

- AVNIR-2 센서는 상세한 역에서의 생육상황 감시용으로 이용함.

- PRISM 센서는 농지구획의 악이 가능하며, 입체시에 의해 제작되는 수

치표고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형과 농지 황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

◦ PRISM 상에 의한 농지정비효과의 악

- 1970년부터 일본정부의  생산 조정정책에 의해 농지정비의 목 이 논

의 다용도화라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음. 이런 농지정비의 상황과 효과를 

ALOS 성에 탑재된 PRISM 센서에 의해 악한 로서, 논의 각 포장

마다 폴리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면 GIS 상에서의 리가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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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데이터에 의한 농지 폴리곤 작성을 화면 디지타이징 방법으로 

실시하되, PRISM 데이터에서는 본지와 휴반이나 농도 등과의 경계가 불

명확하므로 폴리곤을 벡터라이징할 때, 휴반의 앙을 경계로 하여 인

하도록 작성함으로써, 휴반은 포장 다각형의 일부로서 포함하여 제작.

◦ 다음 그림은 이 게 작성한 농지폴리곤과 다종의 성 데이터를 반복 으

로 첩하여 2000년∼2003년 3년간의 맥류와 두의 작부 맵을 작성함으로

써, 포장 정비된 논의 다양한 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0.  ALOS PRISM 데이터를 이용한 농경지지도 제작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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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원격탐사기술 응용 사례

5.1. 농촌진흥청 

○ 농 진흥청은 1995년부터 원격탐사 업무를 시작하여 토양, 작물, 물에 한 

자기에 지 특성 연구를 하여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 고, 농업환경의 

분석과 평가를 한 토 를 마련하고 있다. 

○ 주요 연구성과로는 Landsat TM 상을 이용하여 기하보정과 상재배열, 

기보정 등 처리 과정을 거쳐 평택시의 논, 밭, 간척지, 과수원, 비닐하우

스, 산림, 지, 시가지  락, 산업지역 등 13개 항목을 감독분류한 토지

이용/피복 분류도를 작성하 다. 작성된 토이이용/피복 분류도를 통하여 과

거 10～15년 동안 도시개발로 토지이용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RADARSAT 상을 이용하여 집 호우로 침수된 논 면   홍수지역을 

악하 다. 이더 상은 밤낮, 날씨에 계없이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 그 밖의 연구결과로는 분 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밭작물 구분과 생육단계를  

추정하거나, 벼 군락지역의 바이오매스  생산량 등을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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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토지이용변화 지역(2006-1995/1999) 악

그림 2-12.  용인지역의 농경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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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통계청

○ 통계청은 성정보를 활용하여 작물의 재배면 과 생산량 통계산출 기반구

축을 목 으로 외부 기 에 용역을 실시 이다.

- 2005년도에 ‘항공우수기술의 농림분야 활용방안 연구’에 이어 2007년에

도 ‘농업통계조사에 원격탐사기술 활용 방안 연구’를 추진 이고, 2008

년도에는 ‘원격탐사 기술을 이용한 경지총조사 방법 개발’ 연구를 실시

하 으며, 2009년에는 원격탐사기술 활용 면 통계조사시스템 구축을 

한 정보화 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실시 이다.

○ 특히, 2008년도에는 다목 실용 성(KOMPSAT-2)의 성 상을 이용하여 

국내 경지총조사  벼 재배면 조사 방법을 개발하 고, 실제로 김제, 김

포, 연기 등 3개 시범지역의 벼 재배면 을 추정하 다. 

그림 2-13.  김포시 최종분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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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연기군 최종분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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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김제시 최종분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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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산림청

○ 산림청은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경 계획수립, 재산 리, 산

림보호, 산림재난 방 등 산림행정업무에 성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2-16.  GPS 피해목 치 측정(피해목( 색))

○ 산림과학원에서는 삼림자원 확인과 연구를 해 각종 성자료(항공자료) 

DB를 구축하고 련 연구를 진행 이다. 최근의 연구로는 ‘고해상도 

성 상을 이용한 산림병해충정보 리시스템 개발(2002-2005)’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성 상으로부터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을 탐지하

여 피해 선단지를 찾아내는 기법을 개발하고, 공간통계학  기법을 용하

여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여 확산 측 모델을 개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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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IKONOS 기하보정-재선충 피해지탐지

5.4. 수산업관측센터

○ 수산업 측센터는 2004년부터 김, 양식어업 등 4개 품목군의 측을 해 

formosat-Ⅱ( 만) 성자료를 구매하여 면허 장(양식장) DB와 비교하면서 

측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 수산업 측센터는 성 상을 활용하여 시군별로 설치된 책(柵)면 을 추출

하여 시설량을 산출하고, 장조사를 통해 시군별 서로 다른 김 양식 시설 

규격을 악하여 실제 시설된 책의 시설량 산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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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양식장 추출  시설량 산출-해남군

양

6. 성 상 활용의 한계

○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공 성의 기술은 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성 상의 

활용분야도 다양하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토지피복 분류  변화조사, 농작

물작황, 산림 황, 식생·생태계분포 조사 등에 리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상을 극 으로 활용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 을 갖고 있다. 

○ 성 상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해서는 필요한 시기의 상을 입수 

하는데, 이 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Kompsat-2의 성 상

을 활용하는데 있어 국 인 성 상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지역

의 상 촬 을 요청하거나, 기 촬 된 상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촬

요청의 경우 성의 궤도에 따라 기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 촬

 상의 경우 구름, 안개 등 날씨의 향으로 연구목 에 부합되지 않는 

상일 가능성도 높다.



49

○ 앞서 유 기 의 성 상을 응용연구에서 보았듯이 성 상은 재까지 

논, 밭, 과수원, 임야 등을 분류할 수 있으나 밭작물을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

를 갖고 있다. 향후 성기술이 발달하여 모든 밭작물의 구분이 가능해져야

만 농업 측의 상품목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 성 상을 활용하여 작목의 재배면 을 추정하거나, 생산량을 산출하기 

해서 확보된 성 상을 독할 시스템과 문인력 양성과 련된 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의 경우 각 기 의 연구목 과 지역 등이 상

이함에 따라 개별 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스템의 공유나 연구

력을 통한 문인력의 교류도 미미한 상황이다. 일부 기 에서는 문인력

과 시스템을 확보하여 독자 인 연구가 진행되는 반면, 일부에서는 성

상 문 독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이에 성 상을 활용하는 

유 기 들의 의체를 구성하고 시스템  성 상, 문인력의 공유를 

통한 연구 력이 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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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성정보의 측업무 활용방안

1. 농업 측사업 황6

1.1. 농업관측사업 개요

○ 1999년 9개 품목으로 시작된 농업 측사업은 2008년 콩을 포함하여 29개 

품목으로 확 되었다. 농업 측사업 주요 내용은 29개 품목의 재배면 , 작

황을 조사하여 생산량을 추정하고 각 시기별 출하량을 망하여 농축산물의 

수   가격 측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가격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이로써 농민들로 하여  합리 인 농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의 농

업정책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된다.

○ 농업 측센터 설립 당시 무․배추․고추․마늘․양 ․  등 채소류 6개 

품목에 해 실시되었던 측사업은 2009년 재 채소류 10개 품목, 과일·

과채류 12개 품목, 곡물 2개 품목, 축산 5 품목 등 29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6 ｢ 성정보의 농업 측 활용 타당성｣, 2007, 권오복, 김재환. 자료를 요약하고, 최신자

료로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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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도별 측품목 확 추이

연도별 추가 품목 측 품목수

1999  배추, 무, 고추, 마늘, 양 , , 사과, 배, 포도 9

2000  오이, 감귤, 수박, 참외,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18

2001  감자, 당근, 양배추, 호박, 토마토, 단감 24

2002  복숭아, 딸기 26

2006  풋고추 27

2007  28

2008  콩 29

1.2. 농업관측 절차

○ 농업 측은 ① 련 정보의 수집, ②수집된 정보의 가공․분석, ③ 측정보

의 확산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성정보는 이 에서 련정보의 수집 단계

에 활용될 수 있다.

○ 재 련정보의 수집은 각 품목별 표본농가와 모니터를 통하여 출하 정면

과 단수 등을 조사하고 상출하량을 추정한다. 표본농가를 상으로 실

시되는 화조사는 월 는 분기 1회 실시하게 되므로 통계  오차가 발생

될 가능성이 있다.

○ 상 출하량이 결정되면 수집된 정보의 가공․분석 단계에서 모형 추정과  

지역  앙자문회의 등을 통해 상가격을 결정한다. 망된 가격은 월, 

분기보 등 인쇄매체와 인터넷,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농업인 등 고

객에게 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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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농가  모니터 조사

월별 출하량 망

표본농가 : 조사표에 의거 

월별 출하 정면  조사

모니터: 조사표에 의거 

할지역 월별 출하 정

면   단수 조사

표본농가와 모니터 조사에 

의한 월별 출하 정면  

추정

추정된 월별 출하 정면 에 

조사된 단수를 용하여 

월별 출하 상량 도출

도출된 월별 출하 상량을 
토 로 가격 망

가격신축성함수, ARIMA, 

이함수, VAR 등 추정 

함수식 활용

회의에서 도출된 출하량

 가격 검토․수정

Feed-Back

앙자문회의에서 추정 

결과에 한 검토

추정 결과치 확정

이견이 없을 경우이견 발생 시

재조사로 분석결과

재도출

최종 결과 측월보에

게재  발표

그림 3-1.  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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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사업의 여건 변화와 산지정보 수집방식의 개선 필요성

○ 농업 측정보센터가 농업 측을 본격 으로 실시한 이래 측품목수가 9개

에서 29개로 확 되고 농업 측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측을 실시하는 등 농

업 측사업이 질  양 으로 확 ․발 하 다. 그러나 지 까지 농업 측

은 유 기 의 통계자료와 표본농가  모니터 조사 자료에 의존해 왔다. 이

에 품목별 재배환경의 변화와 주산지변화 등의 변화를 반 하기 어렵고 

화조사에서 오는 오차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정보수집에는 한계 을 내포하

고 있다. 

○ 농업 측업무는 상품목의 산지, 유통, 소비지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과

정으로 진행된다. 측사업 기에는 주로 표본농가 조사를 심으로 하는 

산지정보와 도매시장 거래정보를 심으로 하는 유통정보를 활용하 다.

- 농업 측정보 생산의 핵심인 산지정보는 농업통계, 표본농가 조사와 국

내외 모니터 조사 등의 조사자료 그리고 기상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

러나 농업통계는 그 갱신주기가 1년으로 시의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조사자료의 경우 정확성과 객 성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 다른 한편 소비자 정보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매시 정보 리시스템

(Point of Sales: POS)자료와 소비자 패  조사를 통해 소비자 소비 패턴과 

구매 의향 등을 조사하여 월보  분기보에 게재하고 있다. 

○ 최근 빈번해지는 기상재해와 주산지 이동은 객 인 산지자료 확보의 필요

성을 증 시키고 있다. 태풍 는 홍수 등과 같은 기상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지역과 상황을 신속하게 악해서 응책을 강구해야 한

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산물 교역  시장개방의 확 로 해외 산지자료의 

요성도 더욱 증 하고 있다. 지 까지의 해외농업정보는 국,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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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에 선정된 40여 명의 해외 모니터를 통해 수집해 왔으나, 해당국가의 

체 인 생산량  수 동향을 악하기에는 부족하며 객 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 기존 산지정보 수집단계에서 조사자료를 사용하는 신 성정보 활용이 가

능하게 된다면 객 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빠른 측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3. 성정보의 측사업 도입방안

3.1. 추진방안

○ 재 성 상의 해상도  독 기술수 에서는 논, 밭, 과수원 등의 식별

만 가능하고, 노지 밭작물의 경우 품목별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성기술의 발달과 독 시스템의 개발 정도에 따라 성 상을 활용한 품

목별 재배면  추정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것이다. 

○ 작황 독은 NDVI지수로 표되는 식생지수를 활용한다. NDVI지수 이외에 

GNDVI지수를 활용한 작황 단, SAR 성의 산란계수를 활용한 작황 단, 

피해면  산출 등 다양한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 그러나 식생지수와 작황과의 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 에서  

생산량을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 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식생지수 단수와

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서는 성 상을 통해 얻은 식생지수와 

장조사를 통한 단수와의 상 계를 분석하고 정보를 축척하여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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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배면적 추정

3.2.1. 재배면  추정 기술 수  

○ 성사진을 독하여 재배면 을 악하는 데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일작물 재배지에 해 재배면 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혼작상태에서 두 개 이상의 작물을 별하여 각각의 재배면 을 

추정하는 것이다. 

○ 재 기술 하에서는 논과 밭을 구분하는 작물 독은 가능하나 밭작물 간의 

독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밭작물의 경우 주산지를 상으로 장조

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배면 을 독해야 할 것이다.

○ 재배면  산출을 한 표 샘  지역에 한 촬 은 KOMSAT-2를 우선

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술 으로 구별이 보다 용이한 벼의 재배면 에 

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3.2.2. 재배면  추정 차

○ 성 상을 통해 재배면 을 산출하는 일반 인 과정은 사진을 통한 재배면

 추정의 기술  한계는 해상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배면

 산출을 한 표 샘  지역 상은 KOMSAT 2를 우선 으로 활용할 계

획이다.

○ 재배면 을 산출하기 해서는 제작 상지역에 한 성 상을 입수하여 

상을 보정한 후 지형도, 지 도의 경지 련 이어를 참고한다. 이 후 연구 

상지역만을 추출하여 논, 밭, 시설재배지 등을 분류하고 분류결과를 평가한 

후 연속수치지도와 첩시키고, 장 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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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재배면  산출 차

자료: ｢농업통계조사에 원격탐사기술 활용방안 조사 연구｣, 2008, 김충실.

3.3. 작황 추정 가능성

3.3.1. 식생지수의 개요

○ 식생지수는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하여 지표의 식생에 해 조사ㆍ평가하는 

방법  하나로, 성 상의 각 밴드가 식생에 해 나타내는 특징  반사치

를 이용하여 지피의 식생 유무와 상태를 표 하는 지수이다. 일반 으로 왕

성하게 생장하는 식생은 클로로필을 비롯한 기타 색소에 가시 선의 붉은 

장을 많이 흡수하고, 근 외선 장에 해서는 높은 반사율을 보인다.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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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별 반사치 차이를 이용한 식생지수  가장 범 하게 이용되는 것이 정

규식생지수(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이며, NDVI는 

식물의 활력도  녹피율에 따른 가시 선(VIS: Visible Ray)과 근 외선

(NIR; Near Infrared Ray) 장 선의 반사량 차이와 비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계산한다.

         NDVI= NIR-RED
NIR+RED

○ 정규식생지수 (NDVI: Normaliz -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 으로 , 구름, 토양 등과 같이 식물이 아닌 토

지피복에서는 -1~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며, 식물은 0~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식물이 있는 지역 내에서도 식물의 양이 많거나 건강한 식물이 있는 

지역이 노화한 식물이나 병충해 등의 피해를 입은 식물이 있는 지역보다 높

은 값을 나타낸다. 즉, 지수값이 0 이상 건지역은 식물로 피복이 된건지역으

로 토지 이용상으로 농지, 지, 산림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토지수 있으며, 0 

이하 건지역은 식물이 피복되지 않은 지역으로 토지이용상 수역, 시가화 지

역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 NDVI는 일반화된 지수로서 식생지수 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아 지표면

의 식생변화, 작황분석, 가뭄발생지역 검출 등 다양한 연구에 객 인 자료

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인공 성 상별로 정규식생지수를 산출하는 방법

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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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성 상 식 밴드 범 Swath Resolution

NOAA AVHRR 
 B1 : 0.58∼0.68㎛ 

B2 : 0.73∼1.0㎛ 
2,700km 1.1km

Landsat TM 
  B3 : 0.63∼0.69㎛ 

B4 : 0.76∼0.90㎛ 
185km 30m

Landsat7 ETM+ 
  B3 : 0.63∼0.69㎛ 

B4 : 0.76∼0.90㎛ 
185km 30m

SPOT-5 HRG 
 B2 : 0.61∼0.68㎛ 

B3 : 0.78∼0.89㎛ 
60km 10m

Terra/Aqua MODIS 
 B1 : 0.62∼0.67㎛ 

B2 : 0.75∼0.9㎛ 
2,330km 250m

Envisat Meris 
  B8 : 0.66∼0.76㎛ 

B14 : 0.85∼0.88㎛ 
1,150km 300m

표 3-2.  인공 성 상별 정규식생지수 산출법

3.3.2. 식생지수의 활용 사례

○ 재 미국 농무부 농업통계국에서는 재배면   작황추정을 해 원격탐사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NOAA 성의 AVHRR 센서를 이용한 

NDVI 지수를 이용하여 반 인 활력도를 악하여 작물 재배면   생산

량 통계 확정을 한 단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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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미국 농업 성정보 활용 로세스 

자료: ｢ 성정보의 농업 측 활용 타당성｣, 2007, 권오복, 김재환. 

그림 3-4.  미국 농업통계국 NDVI 활용 사례 

    자료: ｢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한 경지총조사 방법 개발｣, 2008,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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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업통계조사에 원격탐사기술 활용방안 조사 연구｣, 2008, 김충실.

재배면 작황

성 해상도 성(센서) 해상도 지표

미국(NASS)
Landsat 30m

NOAA(AVHRR) 1,000m
NDVI지수

RATIO지수2)
QuickBird1) 0.6m

캐나다(CCAP) - - NOAA(AVHRR) 1,000m
NDVI지수

RATIO지수
2)

EU(MARS) SPOT 2.5m

NOAA(AVHRR) 1,000m NDVI지수

SPOT(VGT) -
NDVI지수

지표면온도

표 3-3.  국가별 재배면 , 작황 산출 성정보 황

○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EU 등에서도 농업 측을 한 기 자료로 성

상으로 산출한 식생지수를 활용하고 있고, 모두 NOAA(AVHRR) 상의 

NDVI를 사용하여 작황, 생육, 가뭄 상태를 분석한다. 

 1) 오 지 등 일부과수품목의 경우 재배면  산출을 해 고해상도 상과 련 산출 

소 트웨어를 활용함.

 2) RATIO지수는 NDVI지수의 년 비 증감지표임.

그림 3-6.  유럽의 NOAA AVHRR과 SPOT VGT NDVI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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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토지피복분류  변화, 가뭄 추정, 녹지 변화, 황사 발생, 환

경 변화 등 다양한 연구에 기 자료로써 NDVI 수치가 활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 농업분야와 련해서는 ‘Landsat 성 상을 이용한 벼 생육  수

량 모니터링(김민호 외5인, 2008)’ 연구를 통하여 서산간척지 지역내의 벼 

수량을 모니터링 한 결과 NDVI와 백미 수확량간에 1차 직선 계(R2=0.46)

가 성립함을 밝혔으며, 필지 에 면 이 다소 거나 주변의 반사특성에 

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여 살펴본 결과 추정도가 다소 높아졌

다(R2=0.66). 

○ 한 ‘시계열 RADARSAT 상을 이용한 벼 생육 모니터링(홍석  외 2인)’ 

연구에서 벼 생육기간 동안 9시기의 RADARSAT 상을 standard beam-5/6

으로 취득하여 캘리 이션 과정을 통하여 지표면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backscattering coefficient를 산출하고, 지의 엽면 지수, 생체 , 건물  등 

조사하여 생육과의 계를 조사하 다.  

○ ‘항공기 학 센서를 이용한 작물의 엽면 지수와 수량 추정(장용선 외 8

인)’ 연구에서는 태양에 지 역의 장을 이용하는 항공기 탑재 학센서

를 이용하여 콩과 옥수수의 엽면 지수7(LAI)를 측정하 고, 콩과 옥수수에

서 생육기간 동안 NDVI는 LAI와의 선형의 상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

타났다. 

7 엽면 지수(Leaf Area Index, LAI)는 작물이 태양에 지를 차단하여 이용하는 능역을 

설명하는 생육변수로, 작물학 으로는 최종 수량과 한 계가 있고, 수문학 으

로는 작물의 물이용 요구량을 설명하는 등 물수지  에 지수지에서 요한 모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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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NOAA AVHRR 상을 이용하여 작성한 월별 NDVI(1999)

    자료: 농 진흥청, 농업과학원.

3.3.3. 작황 독 차

○ 작황 독 차는 그림 3-8의 도표와 같다. 기에는 기존의 측업무과정과 

같이 화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고, 보조  지표로서 성으로부터 산

출되는 NDVI지수(NOAA, MODIS, 해양기상 성 등으로부터 산출)와 장

조사( 장확인  능동형 학센서 등 활용)를 통해 산출되는 각종 식생지수

를 이용하여 작황을 독한다.

- 식생지수에 한 연구와 함께 SAR 상의 확보  활용기술 등이 좀 더 

개선될 경우 산지정보조사 수집을 한 화조사 비율이 낮아지고 성

정보 활용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확한 산지정보를 악하기 

해서는 장조사, 화조사, 성정보를 병행해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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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사

(능동형 학센서 등 활용)

작황 산출

통합 작황산출

최종작활 산출

식생지수 산출

(NDVI지수 등)

해상도 성 상 수집

기상정보

작황 산출

작황 화조사

그림 3-8.  작황 산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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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작황 독 한계

○ NDVI지수와 GNDVI지수 등을 이용하여 작황을 독하기 해서는 작물의 

재배방식, 이앙시기, 생육량, 질소농도 등의 변이를 포 으로 설명할 수 있

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련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 되지 않은 실정이다. 

○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작황을 독하기 해서는 기보정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시기의 시계열 상을 이용하여 식생지수와의 작황과의 상 계를 규

명하고 장조사를 통하여 독된 작황을 확인하는 차가 필요하다.

3.4. 시범지역 연구계획

○ 농업 측정보센터에서는 2007년 ｢ 성정보의 농업 측 활용 타당성｣연구와 

2008년 ｢ 성정보의 농업 측 활용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2009년에는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성 상 활용과 모니터  지조사를 

병행하여 해당지역의 토지이용도  벼 재배면 을 추정한 후 벼의 생산량

을 산출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3.4.1. 주요 연구 내용

가 .  연구 상 지  선 정  상 지 역  참 조 자 료  구축

○ KOMPSAT-2 성 상의 촬 황  상태, 장조사의 근성, 지역  경

지 이용 황  면  등을 고려하여 시범 상지를 선정한다.

○ 2009년 성정보를 활용한 농업 측 시범연구의 상지역은 2008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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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시군별
경지면 (ha)

계 논 밭

북 김제시 28,325 23,977 4,348

충남 당진군 28,173 23,294 4,879

남 해남군 33,477 22,623 10,854

충남 서산시 27,849 21,845 6,004

북 익산시 25,166 21,322 3,844

이 경지면  시범연구를 한 김포, 김제, 연기 등의 지역을 제외하고 논 면

이 많은 지역으로 당진군을 선정하 다.

표 3-4.  논 면  기  상  5개시군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업통계정보.

○ KOMPSAT-2의 성 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http://www.space-

capture.kr)로부터 구입할 계획이다. 

- 성 상 구매비용: 50만원 - 15㎞×15㎞(225㎢) (기촬  상-공공기 )

                   65만원 - 15㎞×15㎞(225㎢) (촬 요청-공공기 )

그림 3-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 상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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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여 공 하는 1:5,000 수치지형도 

입수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나 .  자 료 구축  과정

○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DEM 제작, 지상기  선정을 

한 참조자료 구축하고, 시범 상지역에 해 확보된 고해상도 성 상

(Kompsat-2)을 정사보정 처리과정을 거쳐 지상기 을 선정한다. 

그림 3-10.  자료구축 과정

자료: ｢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한 경지총조사 방법 개발｣, 2008,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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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정사보정 작업과정 시

그림 3-11.  정사보정 작업과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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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ation  
Level

KOMPSAT-2  bands

Scale　

Homogeneity  Criterion

color/shape

shape

blue green red Nir smoothness
/compactness

Level 1 1 1 1 1 10 0.9/0.1 0.5/0.5

Level 2 1 1 1 1 25 0.9/0.1 0.5/0.5

Level 3 1 1 1 1 30 0.9/0.1 0.5/0.5

Level 4 1 1 1 1 50 0.9/0.1 0.5/0.5

Level 5 1 1 1 1 100 0.9/0.1 0.5/0.5

표 3-5.  Segmentation Parameter 설정 시 

다 .  벼 재 배 면  산 출

○ Object-Based Segmentation 수행

- 하나의 화소 객체를 가지고 역을 확장하는(Region-Growing) 분류 방식

인 Object-Based Segmentation 방법을 사용하여 분 의 유사성, 질감, 거

리, 간격사이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역을 설정한다.

○ Object-Based Segmentation은 하나의 픽셀 값을 기 으로 주변픽셀을 하나씩 

추가해 가며 segment의 color 와 shape 값을 계산하여 이 값이 scale parame-

ter값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의 segment를 완성하고 다른 segment의 생성을 

시작하는 원리이다. 

○ Parameter 설정 과정을 거쳐 재의 구획을 잘 반 하는 공간분할 단 를 선

정한다. 

○ 설정된 역을 바탕으로 분류 작업 수행

- 하나의 Segment를 하나의 분류 단 로 사용하여 Fuzzy System  

Nearest neighbor algorithm에 의한 분류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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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분류작업 

그림 3-13.  Segmentation 결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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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결과물에 한 정확도 검증

- 연구 상지에 한 장조사를 통하여 분류 결과물에 한 정확도 검증 

 보정작업을 수행한다. 

- 검증에 사용되는 표본의 개수는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한 크기로 결

정하되, 표본을 무작 로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에 해 장조사를 실시

하여 정확하게 분류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분류된 결과와 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Error matrix와 Product, User, 

Overall 정확도와 카 계수 등을 산출한다. 

○ 벼 재배면  산출  검증

- 상분류  검증이 끝난 분류결과물을 활용하여 Class별 면 (픽셀 수)

을 산정하여 벼 재배면  계산한다. 

- 성 상을 활용한 벼 재배면  조사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해 정확도 

추정과 상 계분석을 수행한다. 

- 성 상을 활용한 벼 재배면  결과물과 기존 조사방법에 의해 측된 

벼 재배면 을 비교하여 성 상에 의한 독 결과물을 검증한다.

3.4.2. 시범연구 추진 계획  소요 산

○ 연구 기간: 2009년 이앙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로 하며, 월별계획은 다

음과 같다. 

표 3-6.  월별 주요추진계획

일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주요

내용

성 상

주문

용역 발주

 착수
자료수집

데이터 처리

( 성 상 등)

상분류  

벼 재배면  

산출

보고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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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산: 60백만원 

- 연구비: 5백만원

- 성 상구입비: 10백만원

- 성 상 독 용역비: 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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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성정보를 활용한 농업 측의 장기 략

1. 작물별 생산량 측 활용 략 

○ 성정보를 활용하여 작물별 생산량을 측하기 해서는 작물별 재배면  

정보와 작황에 한 정보가 결합 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지 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성정보를 통해 논, 밭, 시설, 수지 등에 한 정보만 이용 

가능함을 감안할 때, 성정보를 통해 세부 작물별 구체 인 재배면  정보

를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재의 성 상 촬   독 기술 하에서는 벼 재배면   특정 

지역에 집  재배되고 있는 작물에 한 상정보만이 재배면  탐색에 활

용 가능하다. 재 기술하에서는 남한 지역의 벼 재배면 , 북한 지역의 벼 

재배면 , 북한 지역의 옥수수 재배면 , 국 동북 3성의 벼 재배면 , 제주

지역의 감귤 재배면 에 한 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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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지역 이용가능 성

벼 남한, 북한, 국 동북 3성 KOMSAT 2, QuickBird, IKonos

옥수수 북한, 국 일부지역 KOMSAT 2, QuickBird, IKonos

감귤 제주지역 KOMSAT 2, QuickBird, IKonos

표 4-1.  성 상을 활용한 재배면  탐색 가능 작물  지역

○ 재 우리나라 성  재배면  탐색을 해 활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상

은 최  1m (흑백기 임, 칼라는 4m 임)해상도이고, 상업 성인 QuickBird

는 최  0.6m  해상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식재배 환경

하에서 작물에 한 독을 해서는 고해상도 상을 확보하기 한 성

용 학센서의 개발과 RS 독기술의 개발  응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 재의 성 상 촬   독기술 수 에서는 <표 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벼, 옥수수, 감귤 등 소수의 작물에 한 재배면  탐색이 가능할 뿐 

배추, 무 등 특정 밭작물에 한 구별이 어렵고, 한 과수 에서도 사과, 

배 등에 한 구별도 어렵다. 따라서 이들 작물을 구체 으로 구별할 수 있

는 성 촬   독기술이 개발되어 응용 가능한 수 에 이르기 까지는 

<표 4-1>에 제시한 작물과 지역에 을 두고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특정 밭작물  과수 재배면  악을 해 성 상 정보와 함께 표본설계

를 통한 지조사 정보를 결합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안 으로 모색될 수 

있으나, 이 방안도 특정 지역에 한 식재정보가 필요하고 지조사를 한 

비용부담이 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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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 개수

재배면

샘 지역

 단일작물 재배지역으로 10m × 10m이상

 (KOMPSAT 1에서 최소 1픽셀 단 임.)

 통계  유의성을 해 주산지내 분산 분포

체지역의 

5% 이내

작황

샘 지역

 단일작물 재배지역으로 500m × 500m이상

 (기상 성(NOAA등) 해상도 독 가능) 

 지 으로 몰려 있지 않아야 함.

 장조사가 가능해야 함.

 표  재배방식 지역일 경우 매우 추천함.

3～4개 지

표 4-2.  표본지역 요건

자료: ｢ 성정보의 농업 측 활용 타당성｣, 2007, 권오복, 김재환.

○ 한 작물의 생산량 측을 해 재배면  정보와 더불어 필수 으로 단수 

정보가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 상을 활용한 작황 악은 미

국, 캐나다, EU 등에서 사용되는 식생지수인 NDVI지수와 최근 농 진흥청

에서 개발한 GNDVI지수가 활용될 수 있다.  NDVI지수는 작물별 실제 단수

가 재배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 기술 수

하에서 농진청에서 개발한 GNDVI지수를 이용한 엽질소 독방식이 보다 

유용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이 방식도 실제 단수와 지수 간 완 한 상

계를 갖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따라서 작물의 생산량 측을 해서 재배면 은 상정보를 활용하고, 단

수 정보는 재 이용되고 있는 측 표본(농가  지역모니터)에 의한 작황 

정보를 결합 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실 이고, 유용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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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사업

개요

정보 략

계획(ISP)

시범 사업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시스템 구축
업무도입

상

품목

벼

(특정 군)

벼

(특정 도)

벼

( 국)

벼 (한반도)

감귤(제주지역)

해외

산지

국 벼

(동북 3성)

국 

(벼, 옥수수)
미국, 호주, 등 기타 국가

북한 지역 식량작물 측

상세

내역

정보 략

계획수립

시범사업

측기법확립

시스템구축

시범사업

측기법확립

시스템구축

성DB구축

시범사업

측기법확립

시스템구축

성DB구축

시스템개선

성DB구축

시범사업 

결과 보완

시스템개선

성DB구축

시범사업 

결과 보완

표 4-3.  성정보를 활용한 측사업 추진 일정(안)

2. 단계별 문인력  제도기반 구축 방향 

○ 우리나라 농업부문에서 성 상 활용을 한 시도는 10여 년이 지났으나, 

실제 응용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특정분야에서 새로 성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문인력 운용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농업 측 분야에

서도 성 상을 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문인력이 무한 상황이다. 농

업 측에 성정보 분석을 한 문인력 양성은 미래 측사업의 고도화를 

해 필수 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장기 략 으로 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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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사업개요
정보 략

계획(ISP)

시범 사업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시스템 

구축

업무도입

상품목
벼

(특정 군)

벼

(특정 도)

벼

( 국)

벼 (한반도)

감귤(제주지역)

해외산지

국 벼

(동북 3성)

국 

(벼, 옥수수)
미국, 호주, 등 기타 국가

북한 지역 식량작물 측

문인력 상분석인력 1명

( 지조사 방식병행)

상분석인력 2명

<국내 1명, 국외 1명>

상분석인력 3명

< 성 측  신설>

표 4-4.  성정보를 활용한 측사업 일정  인력확보 방안(안)

○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재의 성정보 활용기술의 수 을 고려할 때, 표본

설계를 통한 직  지 조사방식을 성정보로 완 히 체하는 것은 실

이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실제 성정보 촬   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수 에 있는 미국의 농업통계국도 행 조사방식에 성정보를 보완 으로 

활용하면서 성 상 촬   독 기술수 에 맞춰 측사업의 고도화를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 농업 측 분야에서 성 상을 수집, 가공, 분석, 응용할 수 있는 

문인력이 무한 실정이다. 성 상의 촬 과 독기술이 지속 으로 발

하고 있고, 이를 농업 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

고 있는 상황에서 성 상을 담당할 수 있는 문인력이 필요하다. 재 기

술 수 하에서 성 상을 통해 재배면 과 단수를 탐색할 수 있는 로그

램 운 자의 양성이 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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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나라 농업부문에서 성정보는 농 진흥청이 토양조사에, 통계청

이 경지면  통계산출에, 국가정보원이 북한농업 황 악을 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측 분야의 성정보 활용 목 인 생산  수 망을 

한 활용은 아직 어느 기 에서도 시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우리나라 성정보의 활용은 각 기 의 서로 상이한 활용목 에 따라 독립

으로 수행되고 있어 상호 조할 수 있는 제도 인 기반이 아직 구축되지 

못하여 비효율 으로 운 되고 있다. 성 상의 공동촬 , 기 촬 된 상 

 가공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산  인력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등 련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미국의 경우 USDA산하에 RSCC형태의 의기구를 설립하여 농업부문 

성정보 수집  RS 기술개발에 효과 으로 응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농업부문에서도 농식품부을 심으로 의체제를 구축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 상 촬   독정보 공동활용을 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국가정보원, 농 진흥청, 통계청, 한국농 경제연구원 조

체제 구축을 한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기 의 성

정보 활용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의 복성을 배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 농업부문 성정보 활용기  조체제 구축

○ 성정보 수집은 주로 국정원 지구 측센터, 해양 성센터, 기상청, 한국항

공우주연구원 등에서 담당하고, 성정보 분석은 농 진흥청, 학 등에서, 

그리고 GIS는 건설교통부, 한국농 공사 등지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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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성명 용도/활용사례
최

해상도

가격

(천원)

미국 NOAA
기상  작황 독

NASS NDVI지수 곡물 작황 독
1km 무상

미국 TERRA 기상  작황 독 250m 무상

미국 IKonos 라질오 지 재배면 , 작황 독 1m 6

미국 QuickBird 재배면  독 0.6m 82

한국 KOMSAT-1 참고자료용 10m 무상

랑스 SPOT-5 수산 측 2.5m 4

만 FORMOSAT-2 수산 측 2m 10

미국 RADARSAT 천후 측
SAR

8m
3

한국 KOMSAT-2 재배면  독 1m 무상

한국 통신해양기상 성 기상  작황 독 500m 무상

한국 KOMSAT-5
천후 측

재배면   작황 독

SAR

m
무상

한국 KOMSAT 3 재배면  독 고해상 무상

표 4-5.  성 운용 황  활용사례

주 1. 성 상가격은 1km ×1km 촬 당 단가이며, 해상도에 따라 1회 촬 당 면 은 달

라짐. 각 성의 촬 당 상폭은 Formosat-2(25km×25km), SPOT-5(60km×60km), 

IKonos(11km ×11km), KOMSAT-2(24km ×24km), QuickBird-2(16km × 16km) 임. 

   2. IKonos는 신규촬 을 실시하지 않음.

   3. KOMSAT-2(15km ×15km)의 경우 공공기  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서는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성운 센터를 통해 장당 50만원 정도에 실비제공. 단, 앙정부기

에 해서는 무상으로 국가정보원 지구 측센터에서 제공함. 

자료: ｢ 성정보의 농업 측 활용 타당성｣, 2007, 권오복, 김재환.

○ 농업분야에 성정보를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미국이 농업분야에 성정보를 도입할 때 유 기  간 공동 로그램을 운

한 것처럼, 한 미 농무성의 RSCC처럼 우리나라도 농업분야 성정보 활

용을 확 하기 해 가칭 ‘농업분야 성정보 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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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의회에는 농림부 통계기획과가 주축을 이루되, 한국농 경제연

구원, 농산물품질 리원 등과 같은 성정보 활용기 과 한국항공우주연

구원 등의 성정보 수집기 , 농 진흥청 같은 성정보 분석기  등이 

참여, 농업분야에 있어서 성정보의 활용 분야를 개발하고, 정보를 교

류, 련 업무의 조가 필요할 것이다.

○ 기 시범사업단계에서 성정보 구매, GIS시스템 등은 컨소시엄 형태로 유

기 과의 력을 통하여 복투자를 배제할 수 있다. 농업 측정보센터는 

고유 역인 측업무의 문성 강화에 을 맞추어 활용기법을 개발하고 

략을 수립해야 한다. 

○ 성정보 분석 기법은 농 진흥청과 학의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사업 시

행 기에는 재배면  산출용인 고해상도 성사진을 농산물품질 리원 등

과 공동으로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이 경제 이다.

- 수산 측은 성정보 수집․가공․ 독업무를 외주용역으로 해결함으로

써 인력  장비를 신규로 구매하지 않아 기 사업의 험성을 최소화하

다. 

○ 사업 기에는 유 기  간 성사진을 공동으로 확보, 이용하는 방안을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며, 수산 측 사례처럼 련 업체가 필요한 투자를 맡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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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유 기 역할

성정보

수집

국정원 지구 측센터  KOMSAT 성 정보 제공

해양 성센터  해양기상 성 정보 제공

기상청  Terra 성 데이터베이스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 IKonos 성 데이터베이스 제공

상업 성 매 행사  IKonos, QuickBird 등의 상업 성 정보 매

NASA  NOAA등 련 성정보 제공

성정보

분석

농 진흥청  성정보 분석기법 기 연구

상업 성 분석 행사  성정보 독 업무 행

학 등  성정보 분석기법 기 연구

GIS정보

제공

건설교통부  국가 GIS제공

한국농 공사

농림부 농지과
 국가 농지 GIS제공

성정보

활용

농림부 통계기획과  통계  측업무 조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 

수산 측센터  수산 측

농산물품질 리원  농업통계 생성

표 4-6.  성사업 련 상 유 기  시

자료: ｢ 성정보의 농업 측 활용 타당성｣, 2007, 권오복,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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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고해상도 성 상의 종류  제원

1. IKONOS-2 성

1.1. 개념

○ 그리스어로 ‘Image’를 뜻하는 IKONOS 성은 미국의 Space Imaging사에서 

1990년 에 발사 계획을 세웠고, 1999년 4월 27일 최 의 1m 해상력을 가

진 상업 성을 쏘아 올릴 당시 네 번째 추진 로켓의 분리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 추진력 부족으로 태평양에 수장 되었지만, 곧이어 착수에 들어간 성 

계획은 그 해 9월 24일에 성공 으로 발사됨.

○ 1m 해상력을 가진 최 의 상업  성이라는 과 성 상을 이용한 축

척의 지도 제작의 가능성을 제시함.

○ 다 분 상의 밴드는 LANDSAT 성의 TM 센서 밴드 1~4와 같으며, 정

한 GCP(RMSE : 20㎝(수평), 60㎝(수직))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 정보와 

DEM, Map 제작에 가장 합한 상으로 농업, 지도제작,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기름  가스탐사, 시설물 리, 응 응, 자원 리, 통신, , 국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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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사 일 1999. 9. 24 (   AM 11:21:08)

발 사 체 Athena II

발 사 장 Vandenberg Air   Fore Base, California

    량 725 kg / 1600 pounds

, 보험, 뉴스 수집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IKONOS 성 시스템의 제작은 Locked Martin Commercial Space Systems 

(Sunnyvale, Calif.)가 맡았고, 통신과 상처리, 고객지원분야는 Raytheon 

Company(Garland, Tex)가 맡았으며, 카메라는 Eastman Kodak (Rochester, 

NY)에서 맡았음.

1.2. 위성 제원 

<IKONOS-2 성의 제원>

<IKONOS-2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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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 423 mile (   682km )

경    사 98.1°

속    도 4 mile/second (   7km/second ) 

궤도 주기 98 분/바퀴

도 통과 시간 AM 10:30

1.3. 궤도 특성

○ IKONOS-2 성은 하루에 14~15회 지구궤도를 회 하고 한 번 회 하는 데 

약 98분이 소요되며, 처음 지나간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142일임.

<IKONOS-2 성의 궤도 특성>

 

1.4. 센서 특성

○ IKONOS-2에 탑재된 센서는  거리 1m의 코닥(Kodak) 디지털 카메라로 

정 상을 한 135,000개의 선형 CCD 배열과 다 분  상을 한 

3,375개의 선형 소자(photodiode) 배열로 구성되어 있음.

○ 한 픽셀당 장되는 자료 정보는 11비트(bit)이고, 최 로 촬  가능한 경사

각도는 수직을 기 으로 양쪽으로 26° 이며, 이것으로 스테 오 상 촬

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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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정(Panchromatic),   다 분 (Multi-spectral)

해 상 도
Pan: 1m * 1m (촬 경사각 26° 이하일 때)

Multi: 4m * 4m   (촬 경사각 26° 이하일 때)

밴 드 폭

Pan. : 0.45 ～   0.25 ㎛

Multi. Band 1:   0.45 ～ 0.52 ㎛

Multi. Band 2:   0.52 ～ 0.60 ㎛

Multi. Band 3:   0.63 ～ 0.69 ㎛

Multi. Band 4:   0.76 ～ 0.90 ㎛

 측 폭 11 km

궤도주기
2.9 day / 1m resolution

1.5 day / 1.5m   resolution ( 도 40°일 때)

장 능력 64 휴 (Pan.과 Multi. 26개   full scene 장능력)

<IKONOS-2 성의 센서 특성>

 

2. QuickBird-2 성 

2.1. 개념

○ 2001년 10월 18일 캘리포니아에 치한 공군 기지에서 발사된 QuickBird-2 

성은 DigitalglobeTM 회사에서 운 함.

○ DigitalglobeTM는 기에 EarlyBird와  QuickBird 성개발을 동시에 추진

을 하 는데, EarlyBird의 경우 1997년 12월 24일 성 발사 후 4일만에 

력체계의 문제가 발생해 실패하 으며 EarlyBird 계획은 포기하고, 바로 

QuickBird 성개발에 착수하여 1999년에 1호를 발사하 지만,  다시 실

패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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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일 2001. 10. 18

발사체 Boeing DELTA II

발사장 SLC-2W, Vandenberg Air Fore Base, California

  량 931 kg / 2100   pounds

○ 지  운용되고 있는 상업 성들 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이 

QuickBird-2 성은 IKONOS와 마찬가지로 1밴드의 정 상과 4밴드의 

다 분  상을 제공함.

○ 기 계획 단계에서는 1m 해상도의 정(Panchromatic) 상과 4m의 다  

분 (Multi-spectral) 상을 제공하려 했으나 낮은 궤도를 채택함으로써 좀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공간 해상도는 수직 촬 시 정 상의 

경우 최고 61cm이고 다  분  상의 경우 2.44m임.

2.2. 위성 제원

<QuickBird-2 성의 제원>

 <QuickBird-2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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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 423 mile (   682km )

경    사 98.1°

속    도 4 mile/second (   7km/second ) 

궤도주기 98 분/바퀴

도 통과시간 AM 10:30

2.3. 센서 특성

○ 궤도 타입은 태양 동기식으로 IKONOS와 같은 방식이지만 고도가 상 으

로 낮아서 궤도를 도는데 더 짧은 시간이 걸리며, 하루 동안의 지구 궤도 순

회 횟수는 15~16회임.

<QuickBird-2 성의 센서 특성>

 

3. SPOT-5 성

3.1. 개념

○ SPOT 성은 랑스 CNES(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주도 하에1, 

2, 3, 4, 5호가 발사 되었으며, 이  1, 2, 4, 5가 운용 이지만 지상 제 

센터에서 제할 수 있는 성의 수가 3 이기 때문에 상은 2, 4, 5호의 

상만을 송받고 있음.

○ SPOT 5호는 2002년 5월에 발사되어 운  이며,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킨 

HRG(High Resolution Geometry) 센서 2 를 탑재하여 5m의 공간 해상도의 

정 상을 취득하는데 이를 재배열(resampling)할 경우 2.5m까지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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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사 일 2002. 5

발 사 체 Ariane 4

발 사 장 Guiana Space Centre

    량 3000 kg

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  상은 가시 선  근 외선의 3밴드에서 

10m, 외선 밴드는 20m의 공간 해상도의 상을 공 하고 있음.

 3.2. 위성 제원

<SPOT-5 성의 제원>

 

<SPOT-5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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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HRG HRS

밴 드 수

 (해상도)

1 Pan. (5m → 2.5m resampling)

3 Multi. (20m)

1 Short-wave infrared (20m)

1 Pan.

(10m → 5m   

resampling)

밴 드 폭

Pan. Band: 0.48 ～ 0.71 ㎛

Pan. band

:0.49 ～ 0.69

Multi. band 1:   0.50 ～ 0.59 ㎛

Multi. band 2:   0.61 ～ 0.68 ㎛ 

Multi. band 3:   0.78 ～ 0.89 ㎛ 

Short-wave   infrared: 1.58 ～ 1.75 ㎛

방사 해상도 8 bits

스테 오 모드 비행 직각방향 비행방향

취득 상 60 * 60 km / 80   km 600 * 120 km

시 야 각 27 ° ·

치정확도 < 50 m < 15 m

3.3. 센서 특성

○ 5m 정 상을 이용하여 2.5m의 재배열된 상을 생성할 수 있으며, 비행 

방향의 수직으로 스테 오 상을 취득하던 기존의 SPOT 성들과는 달리 

SPOT-5호는 비행 방향으로도 스테 오 상 활용이 가능함.

<SPOT-5 성의 센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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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MPSAT-2 성

4.1. 개념

○ 다목  실용(아리랑) 성이라고도 불리는 KOMPSAT 성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성으로 1999년 12월 21에 공간해상도 6.6m의 1호 성이 

발사되었고, 2015년까지 8호기를 쏘아 올릴 계획에 있음.

○ 당  7호기까지 계획했으나 한반도 지도 제작과 성 수요증가에 따라 고해

상도 학 성인 3호기가 추가로 개발될 정임.

○ KOMPSAT-2호는 1호의 설계 개념을 그 로 반 하 고, 다  분  카메라

(MSC: Multi-Spectral Camera)가 탑재되었으며, 이 성의 고해상도 상은 

규모 자연 재해의 감시, 각종 자원의 이용실태 조사, 지리정보 시스템, 지

도 제작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목 으로 함.

○ 2004년 11월 발사될 정이었지만 이스라엘 엘롭(Elop)의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이 지연되어 발사가 연기되었고, 2005년 1말 고해상도 카메라에 장착된 

메모리보드의 고장이 발견되면서 다시 늦추어짐. 2006년 7월 28일 오후 4시 

러시아 세츠크 공군기지에서 흐루니체 사의 발사체 로콧(ROCKOT)에 

실려 지구 상공 685㎞의 태양동기궤도(Sun-synchronous low earth or-

bit;LEO)로 발사됨. 같은 날 오후 10시 58분  지상국과 첫 교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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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일 2006. 7

발사체 ROCKOT

발사 장소 러시아 세츠크 공군기지

고  도 685 km

경  사 98.1°

속  도 4 mile / 7 km

도 통과시간 10:50 AM

궤도 주기 98 분

  량 765 kg

○ 탑재한 고해상도 카메라는 1m 해상도의 흑백 상과 4m 해상도의 컬러 상

을 식별하고 촬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춤. 이 카메라가 촬 한 사진은 한반

도 정 상 획득  지도 제작,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될 정이며, 

2005년 7월 랑스 스팟이미지(Spot Image)사와 체결한 3년간 최  2,700만

달러의 상 매 계약에 따라 랑스에도 제공됨. 

4.2. 위성 제원

<KOMPSAT-2 성의 제원>

 

<KOMPSAT-2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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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센서 특성

○ MSC(Multi Spectral Camera)는 Electro-Optic System(EOS), Payload 

Management Unit(PMU), Payload Data Transmission Subsystem(PDTS)로 

구성되어 있음.

○  EOS는 지상 물체로부터 반사, 산란, 방출되는 빛을 모아서 상을 만드는 

Optical Module(OM)과 상을 검출기를 통해 자 상 신호로 바꾸고 

신호 증폭  디지털화를 수행하는 Camera Electronics Unit (CEU)로 구성되

어 있으며 MCS 학계는 반사굴  복합계(Catadiotric type)로 만들어졌으며 

MSC 검출기는 Time Delay and Integration (TDI) Charge Coupled 

Device(CCD)를 사용하 음.

○ PMU는 Single Board Computer(SBC), Thermal and Telemetry Module(THTM), 

Antenna Pointing and Driving Electronics Board(APED), Power Supply 

Model(PSM), Non-Uniformity Correction board (NUC)으로 구성되어 있음.

○ PDTS 는 Data Compression and Storage Unit(DCSU), Channel Coding 

Unit(CCU), QPSK Transmitter (QTX), Antenna Pointing Mechanism(APM), 

Antenna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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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MSC (Multi-Spectral   Camera)

해 상 도
Pan. : 1 m

Multi. : 4 m

밴 드 폭

Pan. : 0.5 ～ 0.71 ㎛

Multi. Band 1:   0.45 ～0.52 ㎛

Multi. Band 2:   0.52 ～0.60 ㎛

Multi. Band 3:   0.63 ～0.69 ㎛

Multi. Band 4:   0.769 ～0.9 ㎛

 측 폭 15 km

장 능력 94 Gb

 송 량 350 Mbps

<KOMPSAT-2 성의 센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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