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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란? 

•빛, 열, radio파와 같은 지구표면에서 반사 또는 방사되는 에너지를 인공

위성 혹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측정 

•지표면, 대기, 해양의 형태 및 특성을 파악 

•물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대상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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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활용 분야 

분야 응용업무 분야 응용업무 

임업 • 임상분류, 산림 및 병충해 피해 조사 농림 • 농작물 수확량 예측, 가뭄피해 

기상 • 일기예보, 구름이동 분석, 풍속, 온도 토지 • 토지 이용도 작성, 도로/철도 노선 선정 

해양 • 해수면 온도, 수자원 분포, 해류 이동 수자원 • 적설량 추정, 수자원 분포 조사 

지질 • 광역 지질 분류, 화산 감시 통신 • 전파 영향권 분석, 불법전파 감시 

환경 • 대기, 수자원, 공해관측, 생태계, 녹지 경관 • 국립공원 경관 보전 

국방 • 유도탄 제어, 적정 탐지, 군사지도 지도 • 도로망도 등 주제도 작성 

문화 • 교통, 관광안내 토양 • 토양 분류, 토양 침식 

source: 김응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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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원격탐사 

•인공위성에 카메라나 센서 등을 탑재하여 지구, 우주 등을 관측 

유형 목적 

해표면 chlorophyll-a 분포 • 식물 플랑크톤, 부유물질 등 해양에 포함된 유기/무기물에 의한 색의 변화 관측 

해수면 온도 분포 • 해수면의 온도변화 관측 

해수면고도 • 조석과 바람 등 물리현상에 의한 해수면의 높낮이 변화 관측 

해상풍 • 바람의 방향과 세기 관측 

기타 • 해빙, 중력, 해류 및 해류순환, 파랑 등 

•해양 원격탐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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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의 장점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현장을 관측, 분석하는데 적합 

•현지조사에 비해 개인오차가 적고 상대적인 위치가 정확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관측 및 신속한 자료처리 가능(경제적) 

•데이터를 영구적인 기록으로 보전-과거부터 미래 예측 가능 

•동일한 영상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보 추출 

•공간객체의 면적 산정, 거리 계산 등 정량적 해석이 필요한 분야에 적합 

•지리적,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관측 가능 

•주기적, 장기적 관측이 요구되는 경우 효율적 

•데이터의 반복 사용 및 측정이 가능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 가능 

•실시간 및 자동 자료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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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의 단점 

•촬영조건, 플랫폼, 센서, 영상처리 등의 기술에 따라 영향을 받음. 

•고가의 장비와 해석을 위한 많은 훈련 필요 

•영상자료의 해상도에 따라 정보의 한계 결정 

•인문현상은 원격탐사로 측정 불가능 

•협소한 지역의 경우 직접 조사에 비해 비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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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종류 

수동센서(passive sensor) 

•태양에너지와 같은 외부 에너지를 이용하여 반사되는 빛 에너지를 감지 

•주로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상을 수집하는 광학영상 센서 

능동센서(active sensor) 

•센서 자체가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반사되는 에너지를 수신 

•주로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센서(레이저,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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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영상의 해상도 

분광 해상도(spectral resolution) 

•파장을 세분하여 관측할 수 있는 능력 

•얼마나 좁은 파장 대역의 전자파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가?(밴드 수) 

공간 해상도(spatial resolution) 

•대상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능력 

•서로 다른 두 물체로서 구별되는 최소 거리 

•한 화소가 나타내는 넓이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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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영상의 해상도 

주기 해상도(temporal resolution) 

•특정 지역에 대해 얼마나 자주 영상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가? 

•최신 탑재체는 센서를 좌우로 움직이며 영상을 획득(주기 해상도 향상) 

방사 해상도(radiometric resolution) 

•센서가 얼마나 작은 크기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가? 

•하나의 화소값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bit 수로 방사 해상도 표현 

•방사 해상도가 높은 영상은 밝기, 색의 미세한 차이 식별 능력이 우수 

• e.g., 8 bit 해상도  화소값은 0~255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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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 원격탐사 데이터 

OBPG(NASA Ocean Biology Processing Group) 

• NASA의 OBPG에서 MODIS/Aqua, MODIS/Terra, SeaWiFS, OCTS, CZCS

에서 생성되는 ocean color와 SST 데이터 처리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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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DAS(SeaWiFS Data Analysis System) 

• NASA에서 제공하는 인공위성 데이터 처리 및 분석 S/W 

• OBPG에서 지원하는 모든 위성 센서를 위해 개발 



해색 원격탐사 데이터 

HDF/HDF-EOS 데이터 

• NCSA(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에서 개발 

•다양한 OS와 machine에서 scientific data를 저장, 활용 목적으로 개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type과 metadata를 저장할 수 있는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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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2003 and HDF Group 



원격탐사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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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BPG, 2007 

Level-0 Level-1A GEO 

Level-1B Level-2 

Level-3 

Ancillary data 

ATT & EPH 

•raw digital counts 
•native binary format 

•raw digital counts 
•HDF formatted 

•geolocation 
•radiant path geometry 

•spacecraft attitude 
•spacecraft position 

•wind speed 
•surface pressure 
•total ozone 
•Reynolds SST 

•geolocated 
geophysical products 
for each pixel 



해색 원격탐사 주요 연구 현안 

•기후 온난화 영향이 한반도 해역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 변화 및 생태적 변화가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 국지적인가? 지구 규모 순환의 일부인가? 

•극지역 또는 적도에서의 변화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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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데이터 유형 

• Remote sensing data 
• year/month/day/season 

    * NASA의 월/연 단위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어 연구자들이 직접 일 데이터로 재구성 

• latitude/longitude 

    * 작은 그리드 데이터로 큰 그리드 데이터 생성은 가능, 큰 그리드 데이터로 작은 그리드 데이터 생성 불가 

• ocean color (chlorophyll concentration) 

    *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데이터 

• SST (sea surface temperature) 

• wind speed(direction과 크기가 있는 것, vector) 

• wind direction + wind stress = wind speed 

• sun-light PAR 

• sea ice concentration 

• sea surface height(해수면 고도) 

    * 바다의 해수면은 고르지 않고 높낮이의 차이가 있어 해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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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데이터 유형 

• Sea truth data 
• water temperature 
• salinity at standard depth 
• partial nutrient data (nitrite, phosphate, silicate) 
    * remote sensing data와 결합하여 분석 
    * KODC, JODC 등의 데이터 활용 

 

• Climate indices 
• SOI (southern oscillation index) 

• NOI (northern oscillation index) 
 

• etc. 
• MLD (mixed layer depth): 해수면 온도와 풍속 등에 영향을 받음 

• CRD (critical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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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분석을 위해 Matlab 및 Fortran, IDL 등 자체 개발 코드 사용 

•자체 개발 코드는 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 사용 

•데이터 분석은 대부분 과학자의 지식으로 존재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거나 문서화하지 않음 

•오류 발생 시 처음부터 다시 전처리 작업과 분석 수행 

•정밀한 연구를 위해 SeaDAS로 NASA L1A~L3 데이터 처리 

• SeaDAS는 순차적 프로그램으로 L3 데이터 생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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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 알고리즘 

• Gaussian function 
• 식물성 플랑크톤이 blooming 하는 추세 파악, 불확실성(오류)을 가정

하여 수학적 함수에 근사한 후 추세 설명 

 

 

 

• CV (coefficient of variation) 
• 기능: {특정 지역(공간) 내에서 엽록소 농도 분포 파악}, {특정 지역(공간) 

내에서 PAR 분포 계산} 
• CV = STD/mean 
    * 자체적으로 만든 변수 

𝐶ℎ𝑙𝑎 𝑡 = 𝐶ℎ𝑙𝑎0 +
ℎ𝑠

𝜎𝑠 2𝜋
𝑒𝑥𝑝

−(𝑡 − 𝑑max 𝑠)
2

2𝜎𝑠
2 +

ℎ𝑓

𝜎𝑓 2𝜋
𝑒𝑥𝑝

−(𝑡 − 𝑑max 𝑓)
2

2𝜎𝑓
2  

Source: Hyun-Cheol Ki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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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 알고리즘 

• k-means clustering 
• 기하학적 거리를 기준으로 엽록소 농도가 유사한 지역을 분류 

• 시간 별로 k-means를 여러 번 수행하여 시간 별 snapshot 확인 

• EOF 
• 다수의 변수를 소수의 요소(component)로 재구성하여 특성 파악, 시공

간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사용 

• correlation 
• 비교하고자 하는 두 변수 간 선형 관계 파악 

• cross correlation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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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 알고리즘 
(correlation) (k-means clustering) 

Source: Jisoo Park et al., 2010 and Hyun-Cheol Kim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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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 알고리즘 
(CV) (EOF) 

Source: Jisoo Park et al., 2010 and Hyun-Cheol Ki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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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 data 분석 환경 

NASA 

KODC 

JODC 

NAS 
file 단위 
전처리 

file 단위 
분석 

연구결과 
발표 

•40TB 데이터 
•L1A, L3 

•특정 지역 
•특정 기간 
•저해상도(4km, 9km) L3 
•SeaDAS/IDL/Fortran 
•single node/single core 
•NASA 작성 L3 사용 

•특정 지역 
•특정 시점 
•저해상도(4km, 9km) L3 
•Matlab 
•single node 기반 

자료 처리 과정 반복(long, 
complex) 

•인공위성 데이터 

•sea truth 데이터 

•sea truth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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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pipeline (As-Is) 

위성데이터 
download 

특정 기간 L3 데이
터 선별 

분석지역 filter 
시공간  

데이터 생성 

•NASA MODIS Aqua 
•L3 
•엽록소 

•land masking 
•4km~9km L3 daily 

•좌표 변환(변환 수식) 
•분석 지역 filter 
•한반도/극지역 

•공간데이터+시계열 데
이터 결합 

k-means 
clustring 

•initial seeds 
•object 간 거리 계산(반복) 
•중심 조정(반복) 
•시공간 데이터로 군집 생성 

sihlouett value 
계산 

boundary value 
계산 

•군집의 경계 표시 
•시각화 

결과 reporting 

•연구결과 발표 

SCHL 분석 

•Mean/STD/CV  
•시각화 
•외부 변수와 연계 분석 
•염분/nutrient 등 
•상관분석 
•Gaussian fitting 등  

•군집 내 object 간 거리 계산 
•인접 군집 object와 거리 계산 
•ASW(평균 실루엣 폭) 계산 
•max(ASW)인 k 선택 

•cluster 수(k)를 변경  재군집 
•ASW 비교 
•for(mink ≤ k ≤ ma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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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 DBMS (SciDB) 

• cluster 기반 병렬 처리와 데이터 저장으로 scalability 확보 
• data chunking 및 chunk overlapping으로 데이터 처리 효율성 확보 

Source: Paradigm4, SciDB User’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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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SMI array design 

• n-dimensional array data model로 위성 데이터 표현에 적합 
• 인접 셀의 값과 물리적으로 근접하게 저장되어 센서 데이터의 논리 구조와 일치 

time 

longitude 

latitude 

band 

band 1 band 2 

24 



25 

DB-centric architecture 

DB 

data sources 

DB 

data sources 

DB 

data sources 

ETL 

ETL 

ETL 

MPI/CUDA/OpenMP… 

complex analysis 

batch & parallel analysis 

In-situ analysis 

ra
w

 d
a
ta

 la
y
e
r 

D
B
 la

y
e
r 

admin/user interface 

cluster mgt. data mgt. storage mgt. array mgt. analysis visualization processing AFL/AQL 

base array derived array 

• L1A base array 
• high resolution L3 array • L3 subset(area/time/product)  

a
n
a
ly

sis la
y
e
r 

security synthesize ETL connectivity provenance workflow UDFs data sharing 

http://www.unidata.ucar.edu/blogs/news/category/Software/NetCDF
http://www.unidata.ucar.edu/blogs/news/category/Software/NetCDF
http://www.unidata.ucar.edu/blogs/news/category/Software/NetCDF
http://www.r-project.org/index.html
http://www.mathworks.co.kr/index.html
http://hadoop.apache.org/


To-Be data 분석 환경 

NASA 

KODC 

JODC 

NAS base array derived array 
MDA DBMS 기반 

분석 

•인공위성 데이터 

•sea truth 데이터 •40TB 데이터 
•L1A, L3 

•전 지구 
•전 기간 
•L1A  L3 변환(UDF) 
•전 지구 L1A/L3 
•uncertainty처리 
•cluster 환경 

•특정 지역 요약 
•특정 기간 요약 
•고해상도(1km) L3 
•uncertainty 처리 
•cluster 환경 

•semantics of the data 
•cell 수준 provenance 

자료 처리 과정 반복(short, 
simple) 

•sea truth 데이터 

provenance 

version 

연구결과 
발표 

•AQL/AFL(단순연산) 
•고급 분석 UDO 
•R/Matlab(고급분석) 
•cluster 환경 

Hadoop 

•one-off 분석 

ETL 

•추가 데이터 추출 
•HDFS loading 

HDFS 

AQL 

curated active 
data appliances 

•High-capacity, reliable networking, workflow management 

•data repository 
•in-situ analysis 
•synthesize data 

(신규 프로세스) 

A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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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pipeline (To-Be) 

위성데이터 
download 

base array 생성 object array 생성 

•NASA MODIS Aqua 
•L1A 
•엽록소 

•L1A daily data 로딩 •좌표 변환(UDF) 
•분석 지역/기간 요약 

k-means 
clustring 

•initial seeds 
•object 간 거리 계산(반복) 
•중심 조정(반복) 
•시공간 데이터로 군집 생성 

sihlouett value 
계산 

•군집 내 object 간 거리 계산 
•인접 군집 object와 거리 계산 
•ASW(평균 실루엣 폭) 계산 
•max(ASW)인 k 선택 

•cluster 수(k)를 변경  재군집 
•ASW 비교 
•for(mink ≤ k ≤ maxk) 

boundary value 
계산 

•군집의 경계 표시 
•시각화 

결과 reporting 

•연구결과 발표 

SCHL 분석 

•Mean/STD/CV  
•시각화 
•외부 변수와 연계 분석 
•염분/nutrient 등 
•상관분석 
•Gaussian fitting 등  

L3 변환 

•L1A  L3 변환(UDF) 
•1km 이내 daily 
•land masking(UDF) 
•시간+공간+밴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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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프로세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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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구, 전 기간 등 광범위한 시공간 데이터 분석 가능 

• 데이터 처리와 분석 시 cluster 기반 병렬처리로 high scalability 확보 

• 고해상도 L3(1km, 500m, 250m) 데이터 분석 가능 

• 대규모 집계연산은 AQL 처리, 복잡한 고급 분석은 전용 S/W 분석 

• one-off 대규모 분석은 Hadoop, CUDA, OpenMP 등을 통해 분석 

병렬처리에 따른 접근 가능 문제 영역 확대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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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자동화된 uncertainty 처리 가능 (error bar, normal distribution) 

• provenance 관리로 데이터 재현성, 신뢰성/검증, 효율성 확보 

• workflow management로 체계적 분석 및 자원 활용 가능 

• MDA-DBMS 기반 공동 작업 및 데이터 공유 효율성 증대 

• 데이터 처리 시 multi dimensional array DBMS 기반 단순한 AQL 처리 

• L1A 데이터를 사용하여 직접 L3 데이터 작성함에 따라 자유로운 데이터 변환 

연구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