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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data apply to various fields and global satellite imagery market

continues to expand with increasing the scale according to the developed satellites. Sudden natural

disasters frequently have occurred in Japan. ALOS satellite data support to repair the damaged

area and mitigate the disasters in Japan as well as all around the world.

In this paper, the status of remote sensing and data policy in Japan are described. In addition,

satellite-based remote sensing technology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public sector and related

support to establish the infra system of satellite application promotion has been investigated.

초  록

최근 전 세계 다양한 지구관측 위성이 개발 및 발사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위성영상 자료의 활용이 확대

되고 그에 따른 지구관측 위성영상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

는 재해재난 분야에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복구 지원에 ALOS 위성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재해재난 저감 활동에 자국이 보유한 위성자료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일본의 원격탐사 활용 실태와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위성기반의

원격탐사 기술이 국민 실생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과 관련 지원을 위해 요구

되는기반시스템의구축에대해서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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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가 우주 개발의 수준은 우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우주관련 사업

의 국제협력이 각국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

되고있다. 고가의위성등우주자산에대한자금지원

을 촉진하는 케이프타운조약의 우주 자산 의정서가

2011년내에채택될것으로예상된다. 케이프타운조약

의 우주 자산 의정서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의 우주 개발관련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10년에 걸

쳐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국제 조약이다. 조약의 최대

목적은 우주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다. 개발도상국 및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우주관

련 사업의 투자 수요는 높지만, 투자대비 회수가 불투

명하기때문에금융기관등은투자를기피하는현실이

다. 우주자산에 대하여 국제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

다면시장으로의각국및금융기관의참여의사가높아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우주자산의 거래 및

감독기관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치 시에는

위성의판매뿐만이아니라관련사업의컨설팅도활발

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일본은 우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국가 전략

으로추진해나간다는계획으로국제경쟁력의강화에

의한우주개발 및활용의 산업화라고하는목표를실

현하기 위해관계기관과의 협력 등관련 시책과연구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금

까지의 일본의 우주 개발은 로켓이나 위성 등의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었지만, 향후에는 국민 또는 사회생

활에대한기여, 국가의안전보장확보, 국가기반기술

로써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력

을높이면서활용을중시하는정책으로의전환을도모

하고자한다. 게다가우주관련국제조약에대한대응

을포함한우주활동에관한법제도의정비, 우주관련

기관의 체제 재검토와 종합적·일관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의검토가진행되고있다.

현재일본에서는원격탐사분야의사업화를진행시

키기 위한 움직임은 있지만, 현시점에서 위성 시스템

의 기획에서 운용, 데이터 활용에 이르는 본격적인 사

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체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현황조사를 통해 일본 원격탐사 관련 현 실태와

향후 과제를 위성시스템, 위성의 임무수행능력, 자료

활용측면에서살펴보고, 향후원격탐사를산업부문으

로 확대발전시켜 가기 위한 일본정부의 방향에 대해

서기술하고자한다.

2. 분야별 활용 실태와 전망

2.1 위성 시스템

2.1.1 위성자료사용자정의와요구사항분석[1]

일본의 위성자료 활용 관련 산업은 잠재적인 수요

와 시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주

도의 위성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비중을 살펴

볼 때 위성 개발 분야에 치우쳐 있으며, 활용 관련 사

업, 수요자 측면에서의 고려 등 민간 분야관련 사업으

로서의관점이 거의배제되어있다. 또한 위성 개발·운

용측과활용측과의사이에기술적인차이가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 개발·운용측은 설계시의 요구사

항 달성에 중점을 두고, 활용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고

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활용측은 위

성자료사용자커뮤니티가충분히형성되어있지않으

며, 위성스펙을검토할만한정보가부족한이유로센

서개발기술등에대한지식이미흡한실정이다. 日경

제산업성에서 개발 중인 위성 센서와 관련하여 지질·

자원분야에있어서는日자원탐사용관측시스템·우

주 환경 이용 연구 개발기구(Japan Resources

Observation System and Space Utilization

Organization, JAROS), 日지구원격탐사데이터분석

센터(Earth Remote Sensing Data Analysis Center,

ERSDAC), 日 산업기술종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

며, 사업화를목표로한소형관측위성시스템에대해

서는 무인 우주실험 시스템 연구 개발기구

(Unmanned Space Experiment Free Flyer, USEF)에서

개발을담당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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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2010

(수정)
2011

석유자원원격탐사기술 R&D 23,051 20,073 20,720 19,127 15,385 - 14,893

자원탐사용관측시스템 R&D 764 764 764 648
1,295 - 1,295

차세대 SAR R&D 764 764 764 648

하이퍼스펙트럴센서 R&D - 4,533 12,950 32,375 25,900 - 28,102

차세대 지구관측위성

활용기반기술 R&D
531 3,276 3,924 6,423 5,180 - 7,317

소형화 선진

우주시스템 R&D* - - 16,835 18,065 43,525 3,095

이동형 통합형

소형지상시스템 R&D* - - - 3,497 8,159 29,513 0

초고해상도 SAR

소형화기술 R&D
- - - 868 1,943 - 907

*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 조기 투입

* 환율 100엔 = 1295원 기준

자료：日 경제산업성, 2011

표1.최근5년간일본지구관측관련예산현황

 (단위：백만원)

향후 일본 위성개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개발하는 위성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에의한커뮤니티를형성하여활용수요를통합

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운용측과의조정의장을구축

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측과 활용

측을고려하여요구사항분석, 개념설계, 상세설계의

공유화·공동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며, 향후위성의개발·운용, 활용을통합시킨서비

스패키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 기업과 업체

간의전략적협력과제휴를필요로한다. 현재日경제

산업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ASNARO(Advanced

Satellite with New system ARchitecture for

Observation) 위성및 HISUI2)센서개발에있어서민간

업체와연계하여통합서비스패키지를고려한개발이

진행중에있지만,더욱확대될필요성이있고, 지금까

지일본정부의위성개발·운용이나자료활용에대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민간의 기획·사업

화 주체를 지원해 나가는 구조가필요할 것으로 예상

하고있다.

2.1.2 국제시장에서통용되는수준의위성설계

미국에본사가있는민간 상업용위성자료배포및

활용 관련 기업들은 고해상도 광학센서 영상자료

2) HISUI (Hyperspectal Imager SUIte) : 2014년 발사예정인 일본

ALOS-3 위성에 탑재될 하이퍼스펙트럴 센서(ALOS-2 위성에 탑재

될 센서는 SAR).

(IKONOS, GeoEye, QuickBird, WorldView 등)를 주

로 판매하고 있으며, 독일(TerraSAR-X), 이탈리아

(CosmoSky-med)에서는 고해상도 SAR 위성 영상자

료를판매하고있다.

자료: 日 경제산업성, 2011

그림 1. 위성개발측과 활용측과의 협력체계(안)

또한 일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해외위성영상 역

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취급하고 있다. 향후 민간 상

업용위성영상활용관련사업을고려할경우에는일반

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위성 스펙이

반드시요구된다고할수있다.

2.1.3 방문주기향상을위한위성군또는협력운용

위성관측시스템의국제적경쟁에서우위를확보하

기위한기준으로공간해상도, 관측폭, 영상자료가격

등을꼽을 수 있지만, 관측 빈도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각되는 추세이다. 일본에서 가장 짧은 관측

주기를 나타내는 재방문 주기는 ALOS 위성이 약 2일

이며, 현재개발중에있는 ASNARO 위성이약 5일로

설계 되었으며,단일 위성으로 관측 가능한 재방문 주

기에는당연히한계가존재하기마련이다.

현재개발중에있는 ASNARO 위성은세계최고수

준에 가까운 0.5m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만, 재방문

주기는약 5일로관측빈도는그리높지않다. 하지만 4

기의 위성군운용을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주

요 고해상도 상업용 위성에뒤지지 않는 관측 빈도를

가지게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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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운용중인 위성군3) 재방문 주기 비교

기관·업체명 위성 서비스
해상도

(m)
재방문
(day)

영국·SSTL DMC 5기의 소형 광학 위성
재해 감시 22 1

독일·Infoterra TerraSAR-X 2기의 중형 SAR 위성
고정밀도 관측

1 2.5

독일·OHB

SAR-Lupe
5기의 소형 SAR 위성
turnkey 서비스(군용) 1 0.5

Carbonsat
5기의 중형 관측 위성
온실 효과 가스 관측

(계획 단계)
2,000 1

독일·RapidEye RapidEye 5기의 소형 광학 위성
농업 이용에 특화

6.5 1

이탈리아
우주청·방위성

Cosmo-Sky
Med

4기의 SAR 위성
국방 미션 1 0.2

캐나다
우주청·MDA RADARSAT2 3기의 SAR 위성

각종 관측 미션 3 1-3

2010년 5월 25일 日 우주개발전략본부에서 결정된

우주분야에서의중점시책에서요청되고있는지구관

측망의 구축(3시간에 1회 정도의 위성관측이 가능한

재방문 주기의 고빈도화)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일

본에서는유사한기능의위성군운용이필요하다고인

식하고있다.

자료: 日 경제산업성, 2011

그림 2. 전 세계 주요 상업용 위성과 ASNARO 성능 비교

2.1.4 지구관측위성의시리즈화[1]

현재까지 日 경제산업성은 석유 자원 탐사를 목적

으로지구관측센서를개발하여왔다. 센서개발과관

련하여 JERS-1의 운용종료 후 차세대 센서의운용 개

시까지시간적인차이가발생하는등영상자료수급의

3) 넓은 영역에서의 분산 위성 배치에 의한 시스템 구성. 다수의 위성

을 복수의 궤도면에 투입하는 것으로, 주로 지구 전체에 균일하게

서비스를 전개하는 시스템(예: GPS 위성)이나 단일 위성에서도 정

해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관측 주기의 향상 등을 목

적으로 한 다중위성 협력 운영(예: DMC에 의한 재해 감시 위성군)

등이 있다.

연속성의관점에서위성개발이지속될필요성이제기

되고있다. 이미설계수명을초과하여 10년이상의운

용이 지속되고 있는 ASTER를 대체할 차세대 위성인

ALOS-3에 탑재될 HISUI(하이퍼스펙트럴 센서)를 개

발 중에 있으며, ASTER에 비해 분광파장대역이 비약

적으로 향상되었다(밴드 수 14→185). 또한, 일본에서

는 대형 위성에 뒤지지 않는 기능·성능, 저비용, 단기

개발기간을실현하기위한소형위성(ASNARO)을개

발중에있다. ASNARO 1호는광학위성센서(OPS), 2

호는레이더센서(X밴드 SAR)를탑재할예정이다.

향후 중장기적인 위성 운용 계획을 통해서

ASNARO 위성이나 ALOS 위성의 운용·데이터 활용

에 민간 주체가 연계되는 것을 포함하여 시리즈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위성의

수명을고려한데이터의연속성을보장하는것과동시

에 위성군운용에 의한지구 관측망의구축(3시간에 1

회 정도의 위성관측이 가능한 재방문 주기의 고빈도

화)의실현이가능하게될것이다.

2.2 위성의 임무 수행능력

2.2.1 위성개발에관한부처간협력및조정[1]

현재 일본 정부 주도로 개발되는 위성은 각 관계부

처및기관이고유의업무추진을위해독자적으로계

획을수립하여 예산요구, 개발·운용을실시하고 있으

며,필요에따라타기관과의협력을도모하고있는실

정이다. 日 경제산업성에서는 지구 관측위성 개발과

관련하여 위성 센서 개발을 경제산업성, 버스 개발을

문부과학성·JAXA가담당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개발

을 추진한 경우(JERS-1, ALOS 등)가 있으며, 그 외에

센서 개발은 경제산업성, 버스 개발은 NASA가 실시

한 사례(Terra)도 있다. 운용중인 위성에 관해서는촬

영계획 조정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여 다중 센서 복합 위성의 경우 각각의

센서와버스의개발계획일정을면밀하게검토하여조

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센서개발 완료로부터 발사까

지의 시간차이가 커지면, 기술의 진부화, 국제 경쟁력

의상실, 데이터연속성에대한공백기의발생등의위

험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하드웨어의 차이는 데이터

활용의상호운용성등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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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관측위성의 개발·운용과 관련되는 개념을 정

립하여 주체적으로 추진 또는담당역할을 수행할 기

관을설정하거나또는관계부처간의조율을하는것이

반드실 필요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위성영상 자료 활

용에대해서도 공동 활용기반구축등의 고려가필요

하게될것이다.

자료: 日 경제산업성, 2011

그림 3. ALOS 위성 개발 기관 및 탑재센서

자료: 日 경제산업성, 2011

그림 4. Terra 위성 개발 기관 및 탑재센서

2.2.2 신흥국시장진출을위한준비[1]

전세계위성발사수는연평균 90기정도이지만일

본 기업의 상업위성 수주 실적은 1기에 그치고 있다.

위성 등의 부품이나 소재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 역시

기술적 잠재력이 있지만, 우주 공간에서의 실제 활용

에 대한 기회가 적은 관계로 국제 경쟁력을갖춘분야

는 극히 한정적이며, 위성 본체나 우주 관련 종합적인

시스템에대한수출실적은부족하다고할수있다.

향후 10년간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

구 관측위성 시장, 특히 4배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는

신흥국 시장으로 관련 시스템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통해 일본뿐만 아니라 각국의 우주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도모하는것이과제로남아있다고할수있다.

지금은 우주 신흥국의 요구(저비용·납기단축·고성

능·고신뢰)를반영한세계최첨단의소형위성과그운

용을 지원하는 소형 지상국의 개발, 위성 관련의 각종

서비스를패키지화(위성제조, 발사서비스, 지상시스

템, 위성자료활용서비스, 인재육성등) 할수있는지

원체제구축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위성시스템수출을촉진하기위해아시아,남미, 중

동,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상호운용구조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해외위성자

료 판매에 대해서는 다중 위성영상의 공유 등에 의해

관측주기에대한향상등쌍방의 Win-Win 관계가구

축될수있도록추진해야할것이다. 일본의경우, 아시

아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에서는 APRSAF의 Sentinel

Asia를활용하는것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1].

자료: 日 NEC社, 2009

그림 5. ASNARO 위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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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위성자료의공동활용등을위한국제협력

전지구관측시스템(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EOSS)4)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

이나 ASTER를 통한 NASA의 EOS(지구관측시스템)5)

프로젝트에의참가등, JAXA나관련기관들이다양한

형태로유수의프로젝트를실시하고있는선진우주관

련 기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주도적으로국제협력조직을운용하고있는프로그램

은많지않다.

ASTER GDEM은 ASTER가 10년간에 걸쳐 관측한

약 130만의 방대한 스테레오 영상자료로부터 생성된

30m 공간해상도의 전 지구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자료이다[3].

SRTM3 자료에존재하는수치표고모델의결손지역

(고위도지역이나 급경사산림지역)도모두커버하고

있다. GEOSS에활용을촉진하기위해 2009년 6월부터

日지구원격탐사자료분석센터(ERSDAC) 및 NASA

를통해서무상으로자료를제공하기시작하여지금까

지 전 세계에서 약 13만명의 사용자에게 제공이 되었

으며, GEO로부터찬사를받기도하였다.

일본은국제적인지위향상및강화, 국제협력에있

어서의실질적인리더쉽의발휘를위해서신규국제협

력에의한지구관측관련프로젝트를적극적으로추진

해야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하이

퍼스펙트럴 센서에 관해서는 기능이 유사한, 같은 시

기의 발사를 목표로 하는 EnMAP(독일 DLR 개발)과

의협력을고려해볼수도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4) 2003년 6월 G8 정상회담의 결과를 통해서 지구 관측 위성 및 관련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지구를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다중위성 관측 시스템을 10년간(2005년~2015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무 운영조직으로 GEO(정부간지구관측그룹)가

설립되어 85개국과 61개 국제기관·관련 조직이 관여하고 있다(2010

년 11월 기준).

5) NASA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협력 프로젝트. 지구 관측위성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간 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 규모의 변동

메커니즘의 해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STER는

EOS의 최초 위성인 Terra에 탑재되어 지형·지질 정보 수집, 화산

분화·빙하 거동 등의 감시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자료: ERSDAC,  2011

그림 6. ASTER GDEM 개요

2.2.4 민관협력체계를통한위성개발·운용촉진[1]

정부주도의 위성 개발은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그

개발에서부터운용에관한예산을정부가전적으로부

담하고있기때문에민간사용기반의위성활용에관한

사업화구조가구축되기힘든실정이다.

ALOS는설계수명달성이후의운용(2011년 4월 1

일부터)에대해서민간업체참여를계획하고있으며,

경제산업성에서 개발 중인 소형·고성능·저비용의

ASNARO 역시 민간 주체를 활용해 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있으며구체적방안을검토중에있다.

또한 일본은 정부가 실시하는 위성영상 장기 매입

보증을이용하여 민간 업체주도의 위성개발또는정

부주도개발위성의설계수명달성이후, 양도나운용

을 실시하는 방안이필요하며, 위성영상 공급 업체 스

스로가 위성 개발 또는 투자지원·운용이 가능한 기반

이구축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기도한다.

일본 정부 측에서도 연구 개발 목적만이 아닌사업

화를전제로원격탐사관련사업지원정책을수립하여

국가출자·보조사업의 가능성, 국가 자산의 민간이전,

위성영상자료배포등을검토하고있다.

일본은 민관 합작의 재해·환경 감시용 위성을 개발

하고, 추가로 해외 위성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위성군

운용을위한모델안을제시하였다(그림 7 참조).

또한 우주 기본계획에서는 아시아 국가 등에 기여

하기 위해육상·해상 관측용 위성을 지속적으로 개발

하여 최대 8기의 위성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1년에

소형위성 1기발사계획을수립하였다. 아울러위성자

료활용촉진을위한자료배포와더불어해외인재육성

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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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日 경제산업성,  2011

그림 7. 통합 위성군 운용을 통한 원격탐사 사업 모델 안

2.3 위성 영상자료 활용

2.3.1 국민에게유익한구체적인사례제시

日 경제산업성에서는 위성 영상자료 수집을 통해

주로석유자원탐사에활용하고있다. 日지구원격탐

사 자료 분석 센터(ERSDAC)를 통해서 석유 자원, 금

속광물자원의광상모델이나지표상황등에대한활

용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그림 8 참조). ASTER(광학

센서), PALSAR(레이더 센서) 두개의 센서를 활용하

여 건조지형에서는 ASTER를 이용한 분광분석에 의

해지질상황·광물분포상황을파악하며, 식생지역이

나 해상에서는 PALSAR를 이용해 지형 상황이나 기

름유출지역을파악하는 등 두 센서의 장점을 활용하

는연구를수행하고있다. 이러한활용연구가석유광

구 및 금속 광산 광구의 정보 수집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단기간·저비용으로

적지 분석 정보 추출연구를 통해서 비용절감에도 기

여하고 있다. 日 지구 원격탐사 자료 분석 센터

(ERSDAC)에서 ASTER GDEM, 日산업기술종합연구

소(AIST)를 통해서 GEO Grid 등 부가가치 정보 서비

스도제공하고있다.

자료: 日 경제산업성,  2011

그림 8. ASTER 영상자료를 활용한 석유자원 탐사의 예

향후에는 보다 정밀도 높은 석유자원 탐사의 활용

뿐만 아니라 희소 금속·희토류자원의 확보에 기여하

는기반정보로서의활용과식량, 임업, 환경분야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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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개발 진행 중에

있는 하이퍼스펙트럴 센서에 대해서는 농업, 환경 분

야에의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덧붙여

2011년도부터 日 지구 원격탐사 자료 분석 센터

(ERSDAC)에서는 기타 분야에의 활용 확대를 목적으

로 ASTER·PALSAR 등의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아이

템 도출과 관련하여 공동 연구 주제를 공모할 예정으

로 실제 적용 가능한 분야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

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의 실

생활에 기여하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활용 사례를

구축해나가야한다는의견이확산되고있다[1].

ASTER 위성자료의 밴드별 파장대 특성으로 인해

10종류정도의 지표광물추정이 가능했지만, 보다넓

은범위의세밀한파장대역을커버하는하이퍼스펙트

럴영상자료를통해서는 30종류정도를탐지하는것이

가능하게된다(그림 9 참조)[4].

자료: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USGS), 1995

그림 9. 하이퍼스펙트럴 센서에 의한 지표광물의 해석

또한 하이퍼스펙트럴영상자료를 활용하여농작물

의 생육 현황(건중량)을 추정하여작황분석을 수행하

는것이가능하게된다(그림 10 참조).

자료: 日 경제산업성,  2011

그림 10. 하이퍼스펙트럴 센서에의한농작물생육분석(건중량)

2.3.2 위성자료활용촉진기반구축

현 시점에서는 위성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각 위성

마다독자적인개념을기반으로운용되고있는실정이

다. 일반사용자또는영상자료부가처리관련업체등

폭넓은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가 쉽게 영상자료 검색

등을 실시할수 있는위성자료 활용을위한플랫폼구

축은반드시필요하다. 활용촉진기반구축을위한방

안으로메타데이터의통합, OGC/ISO 규격등국제표

준화에대처하고카탈로그형식에있어서의영상규격

의통일, 검색기능의지원이요구된다. 이를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의 운용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상자료의 지속성(경년적인 변화를 비교할 때 등에

필요한 지속기간 동안의 영상자료 보장),촬영 우선순

위의 유연화(장기간 운용하고 있는 위성에 대해서 민

간부문의 촬영 범위 확대 등)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日 경제산업성 산하 日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에

서는 ASNARO와 기존의 광학센서(JERS-1의 OPS,

ASTER) 및 레이더 센서(JERS-1의 SAR, PALSAR)와

의 통합 검색을 가능케 하는 영상자료 아카이브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그 동안 수집된 위성자료들이 통합

된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때 사용자들은 다양한 종류

의영상자료를쉽게접해볼수있는계기가될것이고,

영상자료활용촉진에효율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으

로판단된다[1].

GEO Grid란그리드기술이 적용된 지구 관측위성

데이터의대용량아카이브·고도화처리가가능하도록

구축된시스템이다. 지구관측데이터베이스와 GIS 데

이터간의융합정보를사용자가쉽게활용할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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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되어 GEOSS에도 기여하

고있다[2].

자료: Koki Iwao,  2009

그림 11. GeoGrid 기반의 통합 자료처리 및 서비스

2.3.3 자료배포정책및원격탐사관련법제도정비

위성영상 자료의 배포·판매에 관해서는 현재 각 기

관이독자적으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가격정책이다

양하게 수립되어 있다. 또한 신규촬영 이후 장시간이

경과한 자료이지만 공급가격이 최초금액으로 그대로

유지되고있어활용촉진의저해요소로작용할가능성

도 있다. 현재 日 경제산업성이 개발을 주도한 ASTER

는 126,910원/1scene, PALSAR는 259,000원/1scene

(100엔=1315원기준)으로, 日지구원격탐사자료분석

센터(ERSDAC)에서배포하고있다[1].

구분 ASTER PALSAR ASTER GDEM

URL
http://www.gds.aster.er
sdac.or.jp/gds_www200

2/index_j.html

http://www.palsar.ersdac
.or.jp/

http://www.gdem.aste
r.ersdac.or.jp/index.jsp

자료취득
누계

약 180만 scene
(2011년 1월말)

약 240만 scene
(2011년 1월말)

2만 2천 tile*

배포일자 2000년 12월 1일 2007년 3월 1일 2009년 6월 29일

배포합계 약 7만 scene
(2011년 1월말)

약 4천 scene
(2011년 1월말)

약 450만 tile*
(2011년 1월말)

배포방식 온라인＋미디어 온라인＋미디어 온라인

가격 유(128,870원/scene) 유(263,000원/scene) 무

결제방식 신용카드, 송금 신용카드, 송금 해당 없음

* 1 tile은 위도 1도×경도 1도
* 환율 100엔 = 1295원 기준
자료：日 경제산업성, 2011

표 3. ASTER, PALSAR의 데이터 취득 및 활용 실태

고해상도 센서의 개발과 함께 향후 일본에서도 고

해상도의위성영상을취급하는민간비즈니스의출현

이 예상된다. 지구관측 위성영상은 군대의 배치 상황

등국가안보상기밀정보를포함할수도있지만, 일본

에서는이러한영상의배포와관련되는법제도가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예측성 저하, 해외로부터의

사업 추진을위한신뢰성의저하등으로인해관련사

업추진에지장이우려되고있다.

국가예산으로개발된위성에대해서소유권은국가

에 있기 때문에 양도·처분에 관해서는 법령상의 제한

이존재하게된다. 따라서민간운용을고려했을경우,

위성 설계수명완료 이후의 시점에 대해 운용상의 유

연화를 발휘하기에는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가관리하는데이터에관해서도민간비즈니스를

통해운영될수있는가격기준이마련될수있도록지

원하는 것이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상 수집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영상에 대해서 무료 또는 저가로

배포하는방안도검토해볼만한가치가있을것이다.

향후 민간에 의한 위성 운용·영상 판매 비즈니스

(원격탐사 사업)의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

기 위해서 원격탐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

업 허가, 영상 배포관련 규정, 재해시의 정부 수요에

대한우선관측등사업의건전한발전을촉진하는법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 보조사업, 정부조달을 통한 영상 구입 등

사업화를 전제로 한 국가 원격탐사 지원정책의 수립

을검토해야하며, 법령상의제한·해석등에대해서정

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시점이다.

3. 결   론

日경제산업성에서는 2005년부터각분야에있어서

의 「기술전략맵」을 수립하고 매년 개정하고 있다.

그중의한분야로우주분야가포함되어있으며, 향후

원격 탐사에 관한 기술개발, 지구 관측위성의 개발 등

에대해서도검토가이뤄지고있다.

단기적으로는 ASNARO급의 소형 위성의 개발, 하

이퍼스펙트럴센서의개발, 영상자료활용기술의개발

등에대한논의가집중되고있다. ASNARO 및 HISUI

의 개발은 해외진출을겨냥한 서비스패키지의 형태

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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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日 경제산업성, 2011

그림 12. 日 경제산업성의 지구관측용 위성 센서 및 위성 개발 계획

부와민간부문이일체가되어연구개발의진행방식을

공유하기위한기술로드맵의수립이요구된다.

우주 개발 분야는 기술개발의 어려움·불확실성이

존재하고,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연구 개발 및 투자

를필요로하게된다. 이러한이유로기술개발및사업

리스크가큰것부터 정부에 의한 강력한 지원 아래점

진적인 기술의 축적·경쟁력 강화를 도모할필요가 있

으며, 표준화의 추진과 맞물려 세계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원격탐사관련실태및정책방향에관한조사

를 통해서우리나라 역시기반산업의강화와 함께우

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지침 또는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산업으로서의국제경쟁력을높여중소기업과벤처

기업을포함한전문기업의확대를추진하기위해서국

내수요의정부조달보증·우대조치·관련법제도수립

등의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및 기관과의 협

력을 통해서 우주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을 강화하는

것이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원격탐사 기술 관련 인재육성, 교육및

국제협력․기여를통한국가지위 향상 등장래의우

주 기반 산업의 강화를위해서우주산업에대한지속

적인 관심과 해외교류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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