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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 관측정보의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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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우리나라위성개발사업은과거와달리다양한목적에따라수요중심으로변화하고있다. 특히, 단순지상영상관측위성에서

벗어나위성자료를가공, 고부가가치정보생산에대한중요성이제시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따라위성정보에대한수요확대를

위해최종수요대상인국민들의요구사항을반영한맞춤형개발과정보제공이필요한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환경위성의

국민맞춤형서비스를위해요구사항분석을위해대학생을중심으로설문조사를시행하고그결과를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경위

성은발사, 운영전임에따라인지가부족한상황이나, 최근환경이슈인미세먼지에대한인지가높아활용의지는높은것으로파악

되었다. 또한, 환경안보에 대한 의지가 높아 독자적인 환경위성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접근이

용이한 매체를 통한 자료 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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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satellite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has been changing from demand to focus on various purposes. 
Especially, it is proposed to process satellite data from a simple terrestrial image observation satellite and to produce high 
value added information. In order to expand demand for satellite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stomized 
information and to provide information that reflects the needs of the final target populat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zed the results to analyze the requirements for the customized services of environmental 
satellites. As a result, the environmental satellites were found to have a low awareness due to the launch and operation, but 
they were highly aware of the recent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fine dust. In addition, they are aware of the necessity 
of developing independent environmental satellites because they have a strong desire for environmental security, and they 
prefer to provide materials through media that are easy to publicize and access through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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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거 우리나라의 위성 사업은 대부분 군사 목적의 정보

획득, 또는 통신등상업적인목적, 과학기술의시현을위한

소형위성 등으로 추진되거나, 국가적 차원의 이벤트 성격이

강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에는기상등위성정보활

용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방향이 변화하고 있으며, 광학 영상

이외위성에서관측된초분광기정보를처리하여대기중미

량기체의 농도를 산출하는 등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

다.[1] 또한, 광역적이고 지속적인 관측이 가능한 위성의 장

점과 위성 관측 정보에 대한 장벽이 낮아짐[2]에 따라 위성

정보 및 위성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추세에따라위성사업또한모든국가 R&D 사업

과마찬가지로일부전문가의전유물이아닌일반국민이최

종 수혜자가 되어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임무 부여 등

사업방향또한일반국민의요구사항을충족할수있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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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물론, 장기 사업기간이필요

한위성사업특성상변화하는국민들의관심사항을충족시

키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국민 관심사항

과요구사항에대해지속적인모니터링과사업계획의반영

이 필요하다.[3]

이러한필요성에따라본연구에서는환경분야위성사업

의 공공서비스 제공을위해 필요한국민 요구사항 조사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

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서비스방향을도출하고향후환경위성개발방향을대략적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4]

Ⅱ. 연구 방법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해일반국민(대학생) 위주의요구

사항도출을위한설문조사를수행하였으며, 지역및전공에

따른편차를없애기위해수도권을포함한전국 9개 대학의

총 834명(표 1)의답변을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

여통계처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빈도분석으로시행

되었다. 설문지는 대기환경과 우주개발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해 다음의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일반국민들이실제로필요로하는것이무엇인지를이

해하기 위해 정보 수집, 요구사항을 도출

- 이를위해설문지(questionnaire) 조사를통해일반인들

의 요구사항 추출

- 설문대상은학교방문을통해사전필요한사항을설명

하고 일반 학생들이 요구하는 필요(Needs)를 분석하여

일반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

(단위 : %(명)) 남학생 여학생 전체

성별 63.4(529) 36.6(305) 100(834)

학년

1 32.5(172) 26.6(81) 30.3(253)

2 33.6(178) 26.2(80) 30.9(258)

3 21.0(111) 32.8(100) 25.3(211)

4 12.9(68) 14.4(44) 13.4(112)

전공

이공대 79.2(419) 56.7(173) 71.0(592)

상경대 4.3(23) 16.7(51) 8.9(74)

인문,사회대 6.2(33) 13.4(41) 8.9(74)

예술대 3.8(20) 10.8(33) 6.4(53)

체대 5.5(29) 1.3(4) 4.0(33)

법정대 0.9(5) 1.0(3) 1.0(8)

지역

서울 20.0(106) 10.5(32) 16.5(138)

경기도 15.9(84) 14.1(43) 15.2(127)

대전/충청도 29.5(156) 25.0(76) 27.9(232)

대구/경상도 5.9(31) 21.6(66) 11.6(97)

광주/전라도 5.5(29) 22.3(68) 11.6(97)

강원도 23.3(123) 6.6(20) 17.1(143)

표 1.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분석에는 그중 남학생이 63.4%(529명), 여학생이

36.6%(305명)였다. 전공은 이공대학교 학생들이 전체

71%(592명)을 차지하였다. 참가자들은한국외대, 광운대, 경

희대, 단국대, 남서울대, 충남대, 강원대에 재학생을 대상으

로 2016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조사하였으며, 자세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해당 설문은 총 19

개문항(Table 2)으로구성되어있으며, 금번연구에서는환

경위성정보의대국민서비스를위한 9개 항목에대한결과

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번 설문 내용

1 2019년 환경위성(천리안 2B) 발사 예정 정보 인식

2 환경위성 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 기관에 대한 이해

3 환경위성이 제공하는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

4 환경위성의위성정보의환경분야분석및예보활용에대한이해

5 환경위성정보를 생활에 활용되는 분야에 대한 이해

6 환경위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

7 환경 위성의 독자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이해

8 정지궤도환경위성과저궤도환경위성을사용효과에대한이해

9 환경위성 정보 서비스분야에 대한 이해

10 환경위성의 추가 산출물 분야에 대한 이해

11 환경위성 정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선호도

12 환경위성 정보 활용 계획에 대한 이해

13 향후 환경위성 관련 분야 직업 선호도

14 환경위성 정보를 활용한 창업계획 여부

15 환경위성 정보 활용에 대한 추후 활동 계획

16 환경위성에 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분야

17 환경위성에 대하여 가장 나중에 활용되기를 바라는 분야

18 환경위성이우주공간에서활용을위한향후가장요구되는분야

19 환경위성분야 대한 대국민 효과적인 홍보 방법

표 2. 설문 문항

Ⅲ. 연구결과

1. 환경위성(천리안 2B) 발사 예정(‘19) 정보 인식

우선연구참여자에대한환경위성인지정도를파악하였

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의대부분인 88.6%(739명)가 환경위

성 발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중남학생은 87.9%(465명)이 여학생은 89.8%(274명) 발사

예정에대해서모른다고하였으며, 해당결과를바탕으로환

경위성발사에대한대중매체를활용한홍보가적극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통계분석 결과 참가 학생들의 전공

별, 지역별 결과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전공별

관심 사항이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

에 환경위성 자체에 대한 인지 부족이라기보다, 언론 및 대

중매체에서알려지지않는영향으로판단되어진다. 이러한

환경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홍보 방법으로 언론 매체 통한 홍보, 교육 및 체험 행사, 그

리고 위성자료 공개방법에 대해다음의 추가질의에서 제

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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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사 예정 환경위성의 인식 설문 결과

2. 환경위성 정보 활용 기관에 대한 이해

본 항목은 환경위성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할 것

으로판단되어지는주체에대해어떻게인지하고있는지확

인하고자 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35.7%(298명)가 국립연구

기관에서, 23.3%(194명)는 중앙정부기관에서, 17.4%(145명)

가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12.0%(100명)는 언론사에서 가장

많이활용할것이라고답하여환경위성정보활용대부분이

국립연구기관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대규모의 위성 정보 활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국립또는정부출연연구소에서가능할것으로생각하는심

리적 진입 장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 환경위성의 정보 활용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따라서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일반국민의환경위성정

보의접근이용이하도록하여환경위성정보영상에대한익

숙하도록하고이후산업체나학교, 또는농업분야에환경위

성 정보를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3. 환경위성 제공 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

설문 참여자들의 57%(475명)가 ‘연구 및 기술활용’ 분야

에서환경위성정보가가장많이사용될것이라고예상하였

다. 그다음으로 33.5%(279명)이 공공서비스분야에활용될

것으로 본 반면, 산업체나 교육 분야, 외교에 활용 될 수 있

을것이라고보는경우는아주미미하였다. 환경위성정보가

‘공공서비스’보다 ‘연구및기술활용’ 분야에더많이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특이한 결과로 판단되어지며, 환경위

성이아직공공서비스등실제활용되기에는연구와기술개

발이더필요하다고생각하는결과인것으로판단되어진다.

그림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활용 가능 분야

4. 환경위성 정보 분석 및 예보활용에 대한 이해

본항목은환경위성정보가주로활용될것으로예상되는

대기질예보에대한설문참여자의인지정도를분석하기위

한항목으로전체참여자의과반이상인 57.2%(475명)가 일

기예보와같은기상분야에대해서주로사용될것이라고생

각하였다.

다음으로는대기오염분야에대해서 31.4%(262명)가사용

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밖에 수질오염분야 7.4%(62명)에 대

해서활용될것으로보았다. 본 결과에서일기및기상예보

의인지가높은이유는 1960년부터기상위성은일기예보에

활용되었으며, 2008년우리나라에서도천리안이라는정지궤

도위성을통해일기예보에활용되어인지도가높기때문인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림 4. 예상되는 환경위성 자료의 활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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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 활용 가능한 환경위성 정보

환경위성주요산출물에대한활용순위에대해분석하였

다. 과반이넘는 57.6%의참가자가에어로졸과황사라는대

기중미세먼지문제에활용될것이라고예상하였다. 세부적

으로는 41.2%(344명)가 에어로졸에서, 16.4%(137명)는 황사

에 대한 분석에 주로 활용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 외 30.9%(258명)은 오존,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에서

는 7.8%, 2.5%의참가자가우선활용될것이라고보았다. 이

러한항목순위는최근미세먼지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아

졌으며, 고농도미세먼지사례로인한건강위험등주요이

슈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환경위성 관측 항목의 예상 활용 순위

6. 환경위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설문참여자들의 65%(542명)이 ‘대기환경문제를지상관

측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에 환경위성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위성이광역감시가가능한특징이참여자들에

게 장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16.7%(139명)는 ‘선진국들이환경위성을자체적으로개발하

여 이용하기 때문에’라고 답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국력으로

환경위성의자체개발및운영이가능한우주개발능력과경

제적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환경위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7. 환경 위성의 독자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이해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인 92%(767명)는 독자적인 환경

위성의 개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답을 하였다. 또한

91.4%(762명)가 환경위성에 대한 외국 자료를 계속 활용되

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그림 7. 환경위성의 독자 개발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8. 환경위성 정보 서비스 제공 방식

참가자들의 환경위성 정보 접근 방식에 대해 57.3%(478

명)는 ‘어플(Application) 활용 스마트폰’ 형태로제공되기를

희망했다. 다음으로 18.1%(151명)가 인터넷, 재난문자 메시

지에대해서도 14.9%(124명)가 서비스가제공되기를희망했

다. 참여자들은대학생으로쉽게정보확인이가능하고이용

이 용이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세먼지는 대기환경 발생

시재난문자메시지와같은방식으로정보가제공되기를희

망함에따라악화된대기환경또한재난에준하는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선호하는 환경위성 정보 서비스 제공 방식

9. 환경위성분야 대한 대국민 효과적인 홍보 방법

참여자들의반수이상인 59.1%(493명)가 ‘언론매체를통

한 홍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 및 체험 행사’를 통해

21.1%(176명)도 환경위성분야에대해홍보를할수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19.8%(165명)은 ‘위성 자료 공개’를 통해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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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가능하다고보았다. 이러한 결과를비추어볼때,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가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인 전략에 따른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9. 환경위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법

Ⅳ. 결론

우리나라 환경위성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학생들

에게 설문조사방식으로 인식조사를 한결과 우선연구 참

여자들의 대부분은 추후 2019년 환경위성 발사예정에 대해

서잘모르고있다고하였다. 참여자들이대부분은대학생임

을 감안하면환경위성 관련정보 인식수준은 매우낮은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기환경 감시용 위성은 사례가 없으

며, 현재 개발 중인 단계임을고려했을 때, 10%의 인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어진다.

환경위성 정보의 활용은 대부분이 국가출연 연구기관에

서 활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산업체나 학교, 또는 농업분

야, 외교 분야 등에 환경위성 정보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수준이 낮았다. 이는 조사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함에

따라대기환경이산업체, 외교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만

한경험또는지식이부족하여연구기관의연구목적을주로

선택한것으로짐작된다. 또한환경위성의위성정보에대한

환경 분야 및 예보 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일기예보와 같은

기상분야에 대해서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참

여자들이개인적으로환경위성정보에대한추후활용계획

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와 ‘아니오’로 답을 한 경우가 반 이

상이 되었다. 즉, 아직은 환경위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기존의활용범위이외에는매우제한적으로생각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최근국내기상분야에서미세먼지나, 오존농도측정및황

사와같은실생활에서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분야에대

해서환경위성정보가적절히활용되기를바라는것으로나

타났다. 따라서 환경위성은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

였다. 즉, 환경위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나 실제

생활에는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는것으로보

였다. 이러한 인식은아직은대기질예보시행기간(`14~)이

짧아국민적인인지율이낮고, 일기예보와통합, 전달되어대

기오염보다 친숙한 일기예보를 선택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

으로판단된다. 이러한현상은대기질예보가안정적인체계

를 갖출 경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

인환경위성의개발에대해서는중요성을인식하고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가 11번째로 우주클

럽에 가입할 정도의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우주개발 기술이 최첨단 기술의 상징적임에 따

라 독자 위성 개발에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와더불어우리나라는주변국가의대기환경에영향을

받는 피해국이라는 인식으로 대응에 필요한 자구적인 도구

로써 환경위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참가자들이대학생이다보니주로 ‘어플(Application)

활용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있었다. 특히재난문자서비스에대해서도높은관

심을 보였다. 지난 경주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해서 앞으

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환경위성정보활용분야에대한연구들이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연구는 2016년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지원을받아수

행되었음(과제번호:NIER-2016-0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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