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
법인 대한원격탐사학회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일시: 2020년 11월 4일(수) ~ 6일(금)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사)대한원격탐사학회
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극지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인하대학교
부산대학교

ISSN 1226-9735

Proceedings of the KSRS Fall Conference 2020

2020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회

KSRS2020내지.qxp_KSRS  2020. 11. 3.  오후 3:36  페이지 1



| 2020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표 |

6

11월 04일 (수) 화상회의실A 화상회의실B 화상회의실C 포스터세션

14:20~14:30 개회식

14:30~16:00
[극지연구소 특별세션]

북극빙권변화 정량 분석을
위한 원격탐사 연구 I

튜토리얼 세션16:00~16:10 휴　식

16:10~17:40
[극지연구소 특별세션]

북극빙권변화 정량 분석을
위한 원격탐사 연구 II

KOMPSAT 포스터세션 1

11월 06일 (금) 화상회의실A 화상회의실B 화상회의실C 포스터세션

09:00~10:15 육상 해양 포스터세션 7

10:15~10:25 휴식

10:25~12:00
[국립산림과학원 특별세션]
농림위성 활용체계구 축을

위한 워크숍

[부산대학교 특별세션]
지질자원위성 개발을 위한

전문가 포럼

12:00~12:30 실시간 총회 및 폐회식(화상회의실C)

11월 05일 (목) 화상회의실A 화상회의실B 화상회의실C 포스터세션

09:00~10:3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별세션]

KOMPSAT Application
자료처리 포스터세션 2

10:30~10:40 휴　식

10:40~12:1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별세션]

다목적실용위성 AI 학습 
데이터셋과 활용기술

대기/기상 포스터세션 3

12:10~13:30 점　심

13:30~15:00 무인기&레이더

[인하대학교 국토위성
정보연구단 특별세션]

국토위성정보활용 중장기
로드맵에 관한 토론회

학생경진대회 1 포스터세션 4

15:00~15:10 휴　식

15:10~16:25
재해/재난&센서/

시스템&초분광원격탐사

[인하대학교 국토위성
정보연구단 특별세션]
국토위성정보 활용기술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

학생경진대회 2 포스터세션 5

16:25~16:40 휴　식

16:40~18:00

[인하대학교 국토위성
정보연구단 특별세션]
국토위성정보 활용기술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

학생경진대회 3 포스터세션 6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2020

KSRS2020내지.qxp_KSRS  2020. 11. 3.  오후 3:37  페이지 6

kopri
강조



| 포스터세션 |

■ 포스터세션7                                                                                                                                                      
-----------------------------------------------------------------------------------------------------------------------

FP7-1               K-ARD(Analysis Ready Data)의 내용 및 계획 ............................................................................................ 347
                             이동한, 유대훈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영상체계개발부

FP7-2               고기동 위성관측에 따른 유효 영상 영역 결정 .............................................................................................. 349
                             서두천, 정재헌, 김현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FP7-3               시험용 달 궤도선 LUTI 영상의 검보정 현황 및 계획 .................................................................................... 352
                             신광수*, 이동한*, 서두천*, 임조령**, 강금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영상체계개발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총조립시험담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탑재체연구부***

FP7-4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아리랑위성 부가처리영상 품질 평가방법 연구 .............................................. 356
                             정의천, 이광재, 채태병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위성활용부

FP7-5               Simulation of Agronomic Crop Yields grown under Agro-Photovoltaic Module Panels ............................... 357
                             고종한*, 윤창용**, 안규남**, 조재일* | 전남대학교*, 전남농업기술원**

FP7-6               천리안 해양위성 2호의 촬영 스케쥴링 ........................................................................................................ 358
                             최우창*, 한희정*, 안기범**, 박영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FP7-7               고해상도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한 Sentinel-2 지표 반사도에 대한 지형보정 기법 비교 .................................. 362
                             백승일, 김원국 |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FP7-8               GCOM-W1/AMSR2 6.9GHz에서의 결빙기 북극 해빙 방출율 변화와 물리 모형 비교 .................................... 363
                             권영주*, 박정원*, 김승희*, 홍성욱**, 한향선**, 김종민*, 김현철*
                              | 극지연구소 북극 해빙예측 사업단*,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강원대학교 지구물리학과***

FP7-9               북극해 해빙 융빙호 분류를 위한 고해상도 현장 광학 영상 활용 ................................................................... 364
                             현창욱, 김현철 |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FP7-10             무인기 탑재 초분광 센서 자료의 정사 기하보정 방법 .................................................................................. 365
                             김재인, 지준화, 김현철 |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FP7-11              극지 환경변화 관측을 위한 위성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STAR System) 구축 및 활용 ......................... 366
                             이성재*, 김현철*, 주동찬** |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극지연구소 극지기술개발지원부**

FP7-12              영상레이더 활용 북극 해빙 융빙호 분포 비율 추정 연구 .............................................................................. 367
                             김승희, 김현철ㅍ극지연구소 북극 해빙예측 사업단

FP7-13              Ultra-High Resolution KOMPSAT-5 SAR sea-ice image texture noise suppression based
on Time-frequency domain formulation .................................................................................................... 368

                             Iman Heidarpour, 김현철 | 극지연구소 북극 해빙예측 사업단

| 11월 6일(금) |

2020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25

KSRS2020내지.qxp_KSRS  2020. 11. 3.  오후 3:37  페이지 25

kopri
강조

kopri
강조

kopri
강조


	
	빈 페이지
	WA1.pdf
	00022_WA1-1
	00150_WA1-2
	00188_WA1-3
	00206_WA1-4

	WA2.pdf
	00138_WA2-1
	00066_WA2-2
	00145_WA2-3
	00060_WA2-4

	WC2.pdf
	00036_WC2-1
	00042_WC2-2
	00108_WC2-3
	00109_WC2-4
	00176_WC2-5

	빈 페이지
	WP1.pdf
	00104_WP1-1
	00053_WP1-2
	00054_WP1-3
	00090_WP1-4
	00101_WP1-5
	00185_WP1-6
	00003_WP1-7
	00031_WP1-8
	00032_WP1-9
	00153_WP1-10
	00197_WP1-11
	00198_WP1-12

	빈 페이지
	TA3.pdf
	00184_TA3-1
	00193_TA3-2
	무하마드 풀키 파딜라 , 이창욱1*

	00195_TA3-3
	00068_TA3-4
	00123_TA3-5
	00124_TA3-6

	TA4.pdf
	00168_TA4-1
	00050_TA4-2
	00065_TA4-3
	00137_TA4-4
	00081_TA4-5

	빈 페이지
	TB1.pdf
	00016_TB1-1
	00087_TB1-2
	00107_TB1-3
	00125_TB1-4
	00131_TB1-5

	빈 페이지
	TB4.pdf
	00210_TB4-1
	00085_TB4-2
	00216_TB4-3
	00209_TB4-4
	00220_TB4-5

	TB5.pdf
	00214_TB5-1
	00170_TB5-2
	00215_TB5-3
	00211_TB5-4
	00213_TB5-5

	빈 페이지
	빈 페이지
	TC_ALL.pdf
	TC1
	00174_TC1-1
	00173_TC1-2
	00018_TC1-3
	00041_TC1-4
	00165_TC1-5

	TC2
	00048_TC2-1
	00051_TC2-2
	00070_TC2-3
	00118_TC2-4
	00161_TC2-5

	TC3
	00017_TC3-1
	00026_TC3-2
	00061_TC3-3
	00106_TC3-4
	00121_TC3-5

	TC4
	00143_TC4-1
	00155_TC4-2
	00169_TC4-3
	00172_TC4-4
	00175_TC4-5

	TC5
	00180_TC5-1
	00199_TC5-2
	00126_TC5-3
	00178_TC5-4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TP.pdf
	TP2
	00002_TP2-1
	00005_TP2-2
	00006_TP2-3
	00008_TP2-4
	00028_TP2-5
	00029_TP2-6
	00094_TP2-7
	00098_TP2-8
	00099_TP2-9
	00112_TP2-10
	00114_TP2-11
	00142_TP2-12
	00152_TP2-13
	00192_TP2-14
	00196_TP2-15
	00217_TP2-16
	00218_TP2-17

	TP3
	00095_TP3-1
	00097_TP3-2
	00103_TP3-3
	00133_TP3-4
	00141_TP3-5
	00144_TP3-6
	00148_TP3-7
	00164_TP3-8
	00166_TP3-9
	00058_TP3-10

	TP4
	00056_TP4-1
	00077_TP4-2
	00078_TP4-3
	00096_TP4-4
	00105_TP4-5
	00134_TP4-6
	00179_TP4-7
	00186_TP4-8
	00205_TP4-9
	00073_TP4-10

	TP5
	00007_TP5-1
	00038_TP5-2
	00128_TP5-3
	00117_TP5-4
	00200_TP5-5
	00202_TP5-6
	00049_TP5-7
	00091_TP5-8
	00132_TP5-9
	00033_TP5-10
	00045_TP5-11

	TP6
	00063_TP6-1
	00071_TP6-2
	00129_TP6-3
	00034_TP6-4
	00092_TP6-5
	00139_TP6-6
	00189_TP6-7
	00190_TP6-8


	빈 페이지
	FA1.pdf
	00019_FA1-1
	00039_FA1-2
	00122_FA1-3
	00151_FA1-4
	00204_FA1-5

	빈 페이지
	FA2.pdf
	00203_FA2-1
	00023_FA2-2
	00055_FA2-3
	00021_FA2-4
	00074_FA2-5
	00089_FA2-6

	FB1.pdf
	00035_FB1-1
	00047_FB1-2
	00079_FB1-3
	00158_FB1-4
	00059_FB1-5

	빈 페이지
	빈 페이지
	FP7.pdf
	00040_FP7-1
	00046_FP7-2
	00080_FP7-3
	00088_FP7-4
	00140_FP7-5
	00201_FP7-6
	00115_FP7-7
	00044_FP7-8
	00062_FP7-9
	00082_FP7-10
	00136_FP7-11
	00146_FP7-12
	00147_FP7-13

	TB2.pdf
	00072_TB2-1
	00086_TB2-2
	00075_TB2-3
	00043_TB2-4
	00067_TB2-5
	00037_TB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