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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원격탐사학회 회원 여러분!

지난 여름의 무더위가 기억에서 잊혀 질 만큼 시원하고 화창한 이 가을에 전라북

도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개최되는 2018년도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추계학술대회의 규모가 커

지고 일반 세션과 특별 세션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는 총 2박 3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첫째 날인 수요일에는 해외 저명 연구자를 초청하여

튜토리얼 세션도 마련하였으며, 금요일 정오경에 폐회를 예정하여 참석자들의 귀

가편의와 주말일정을 고려하였습니다. 

대학에서 원격탐사분야의 인재양성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가끔 우리분야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

다. 원격탐사가 기존의 학문분류체계상 어디에 속할 것인지 혹은 어떤 학문분야까지 포함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원격탐사라고 하는 분야는 너무나 다양하고 종합적인 영역(사회,

문화, 환경, 경제, 심지어 정치 및 예술분야까지도)을 다루고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격

탐사의 학문적, 기술적, 산업적 문제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이러한 학술대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

습니다. 최근의 보도에서도 세계적인 IT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 실리콘 밸리에 우주스타트업들이 들어서고 있

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위성영상을 컴퓨터비전,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기술과 융합 · 처리하여 경제분석, 경

기동향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탐사 분야는 학문적 경계가 없어

지고 학문분야들 간의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분야로서 그 발전 및 활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는 홍상훈 교수님을 기술위원장으로 모시고 원격탐사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

한 학술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정보위성의 발사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토위성

정보 수집 및 활용기술에 관한 특별세션을 비롯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극지연구소, 국립농업과학원, 산림

청 등에서 마련한 전문성 있는 특별세션이 참가자 여러분께 각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개발동향과 기술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평창에서 개최되고 11개국 420여명이 참가했던 ISRS 2018 국제학술대회가 각

국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인적 교류의 장이었다면,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 연구자 및 전문가,

그리고 신진연구자들이 모두 모여 국내 상황에 특화된 주제로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모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부스전시 참가 기관 및 기업,

광고후원 기관 및 기업들께 감사드리며 매년 지원을 해 주시는 학생논문경진대회 후원기업 관계자분들께도 각

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학회운영과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상임이사님들, 그리고 임

기 내내 저와 함께 해 주신 박노욱 총무이사님, 안정희 사무국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월

대한원격탐사학회 

회장  김  용  일

|인 사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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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것 같지 않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어느덧 지나가고 한 해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가을날 청정 무주 덕유산에서 2018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학술적 발전과 친목을 도모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와 재해⋅재난으로 인한 지구환경변화 감시를 위한 원격탐

사의 활용성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이 추진되는 등 원격탐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대한원격탐사학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양한 분야의 학술 교류는 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추계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튜토리얼 세션에서는 스위스 감마사의 Charles Werner 박사님을

초청하여 “Application of Space-borne SAR and Ground-based Radar for 3D Deformation Mapping”라

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총 142편의 논문발표가 접수되었으며, 아리랑 위성 활용, 국토위성정보 수

집 및 활용기술, 무인기 영상의 농업적 활용, 농림위성과 산림원격탐사, 북극 해빙 위성 관측을 위한 분석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52편의 논문이 5개의 특별세션에서 발표됩니다. 학생논문발표 경진대회 18편을 포함한 90

편의 일반논문 세션 발표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논문발표는 전문제출 완료분에 한하여 10분의 기술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구두 8편, 포스터 3편을 1차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우수학생논문상 선

정은 학회기간 동안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학술대회의 개최와 회원님들간의 교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해 주

신 학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학생논문 심사와 프로그램 구성에 도

움을 주신 이창욱 교수님과 기술위원님들께도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대한원격탐사학회 

기술위원장  홍  상  훈 

|기술위원장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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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직 위 원 장 김 용 일 (서울대학교)

■ 조 직 위 원 이 우 균 (고려대학교)

김 윤 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훈 열 (강원대학교)

김 상 완 (세종대학교)

김 태 정 (인하대학교)

신 동 석 ((주)쎄트렉아이)

유 주 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 형 섭 (서울시립대학교)

■ 준 비 위 원 장 박 노 욱 (인하대학교)
■ 준 비 위 원 김 현 철 (극지연구소)

박 찬 원 (국립농업과학원)

신 재 희 (산림청)

윤 정 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경 도 (국립농업과학원)

이 광 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수 암 ((주)쓰리디랩스)

이 양 원 (부경대학교)

이 현 직 (상지대학교)

■ 기 술 위 원 장 홍 상 훈 (부산대학교)
■ 기술부위원장 이 창 욱 (강원대학교)
■ 기 술 위 원 김 원 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 상 은 (세종대학교)

이 권 호 (강릉원주대학교)

이 명 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원 진 (기상청)

이 윤 경 (세종대학교)

최 재 완 (충북대학교)

한 유 경 (경북대학교)

한 향 선 (극지연구소)

현 창 욱 (극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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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수) 앙상블 콘체르토 소나타 왈츠

15:00~18:00 튜토리얼 세션 (왈츠)

10월 26일 (금) 앙상블 콘체르토 소나타 왈츠

08:40~10:00
(특별세션)

KOMPSAT Application 1 
레이더 자료처리 1

10:00~10:10 Coffee Break

10:10~11:30
(특별세션)

KOMPSAT Application 2
무인기 자료처리 2

11:30~12:00 폐회식 (앙상블)

10월 25일 (목) 앙상블 콘체르토 소나타 왈츠

08:00~09:00 등록/접수

09:00~10:40

(특별세션)
무인기 영상의 농업적 활용 1

- 무인기 영상촬영 및 
처리기술 고도화 

학생세션 1 환경 1

10:40~10:50 Coffee Break

10:50~12:30
(특별세션)

국토위성정보 수집 및 
활용기술 1 

(특별세션)
무인기 영상의 농업적 활용 2

- 무인기 영상과 
작물모형 연계방안 

학생세션 2 해양

12:30~13:30 중식 (티롤 레스토랑)

13:30~15:10
(특별세션)

국토위성정보 수집 및 
활용기술 2 

(특별세션)
농림위성과 

산림원격탐사 1 

(특별세션)
북극 해빙 위성관측을 위한

분석 기술 개발 1 
환경 2

15:10~16:10 포스터 세션 (Hall)  / 이사회 (호텔티롤 빌더카이저룸)

16:10~17:50
(특별세션)

국토위성정보 수집 및 
활용기술 3 

(특별세션)
농림위성과 

산림원격탐사 2

(특별세션)
북극 해빙 위성관측을 위한

분석 기술 개발 2 

18:00~18:30 정기총회 (앙상블)

18:30~20:30 만찬 (심포니)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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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 덕유산리조트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무주덕유산리조트
TEL. 063-322-9000

■ 승용차 이용 시
| 서울 (2시간 30분 소요)

경부고속도로 → 회덕 분기점(부산방향) → 대전터널 → 무주, 진주방향 → 대전·통영고속도로 → 무주 IC 진입
후 좌회전 → 사산삼거리 좌회전 → 치목터널 → 구천동터널 → 무주덕유산리조트

| 부산(2시간 40분 소요)
남해고속도로 → 진주 분기점 → 대전·통영고속도로 → 덕유산 IC 진입 후 좌회전 → 사산삼거리 우회전 → 치
목터널 → 구천동터널 → 무주덕유산리조트

| 대전 (50분 소요)
남대전 IC → 대전·통영고속도로 → 무주 IC 진입 후 좌회전 → 사산삼거리에서 좌회전 → 치목터널 → 구천동
터널 → 무주덕유산리조트.

| 대구 (1시간 30분 소요)
88고속도로(화원 TG) → 거창 TG통과 후 우회전 → 대전·통영고속도로 → 창동교 지나 주상면방면 → 주상삼
거리에서 고제면방면 → 무주방면으로 직진 →  신풍령고개 지나 리조트삼거리 좌회전→ 무주덕유산리조트

| 광주 (2시간 10분 소요)
88고속도로 → 함양분기점 → 대전·통영고속도로 → 덕유산 IC 진입 후 좌회전 → 구천동방향 → 치목터널 →
구천동 터널 → 무주덕유산리조트

| 전주 (55분 소요)
전주 26국도 → 소양 IC진입 → 익산·장수간고속도로 → 덕유산 IC진출 후 좌회전 →  사산삼거리에서 우회전
→ 치목터널  → 구천동터널  → 무주덕유산리조트

■ 기차 이용 시
| 서울출발 : 서울역 → 대전역(KTX) → 대전복합터미널 →  무주터미널→ 덕유산리조트
| 부산출발 : 부산역 → 대전역(KTX) → 대전복합터미널 →  무주터미널→ 덕유산리조트
| 광주출발 : 광주역 → 서대전역(KTX) → 대전복합터미널 →  무주터미널→ 덕유산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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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및 행사장 배치도 |

이사회: 호텔티롤 1F 빌더카이저룸
중식: 호텔티롤 2F 티롤레스토랑

※ 부스 위치
1. 에스이랩              5-6. 지오스토리                1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삼우과학             7. 인스페이스                   11. 극지연구소
3. 마스터코리아        8. 아세아항측                   12. 에스아이아이에스
4. 쓰리디랩스          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카니발 컬처 팰리스 (B1)

무주덕유산리조트
(리조트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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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및 지상 기반 레이더를 활용한 3차원 지표 변위 탐지

Application of Space-borne SAR and Ground-based Radar
for 3D Deformation Mapping

Dr. Charles Werner
Gamma Remote Sensing AG, Gümligen, Switzerland (www.gamma-rs.ch)

차분위상간섭기법 (differential radar interferometry: DInSAR)은 산사태, 지진, 화산, 빙하 이동 등으로

인한 지표면 변형의 정밀 측정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이거나 발사 예정인 SAR 위성 편대

비행으로부터 획득된 다양한 주파수와 공간영역을 가진 레이더 자료는 위상간섭계 분석의 효용성을 보다 증

대시키고 있다. 이번 튜토리얼의 전반부에서는 차분위상간섭기법의 기술적인 부분인 레이더 시스템의 해상

도, 신호대간섭비, 수집 횟수, 획득 시간 분포 등 위상간섭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논의가 포함

된다. 또한 geocoding, coregistration, filtering, phase unwrapping 등 다양한 처리 방법들이 논의되며,

지표변위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Sentinel-1 등 광역 SAR 관측 센서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차분위상간섭계는 위성 및 항공기에 탑재된 센서에서 국한되지 않고 지상 기반 레이더를 이용하여도 구현

할 수 있다. 스위스의 Gamma Remote Sensing AG는 2007년 관련 분야 연구를 시작하여 Gamma Portable

Radar Interferometer (GPRI2)라고 불리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상 레이더 간섭계 (Terrestrial Radar

Interferometer: TRI)를 구축하였다. 이 간섭계는 빙하 이동 감시, 낙석 및 산사태로 인한 사면 안정성 평가

등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 기반 레이더는 영상 취득 기하구조를 사용자가 손쉽게 제어할

수 있고 변위 속도가 빠른 곳에서의 고밀도 시계열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튜토리얼 후반부에는 지상 기반 레이더 기술과 지표변위 측정에 대한 기술적인 개요와 미국 캘리포니아

Calaveras 단층에서의 실제 측정 사례를 소개한다. 이 실험에서 지상 기반 레이더 간섭계와 Cosmo-

SkyMed(CS) 레이더 위성으로부터 얻어진 간섭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 지표변위 복원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 및 과정을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문 초록을 참조할 수 있다.

튜토리얼 세션

Dr. Charles Werner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System Engineering 박사 (1987)
 NASA JPL,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 개발 연구 (1982-1999)
 University of Zurich, 항공기 및 인공위성 위상간섭계 개발 (1992-1995)
 Shuttle Radar Topographic Mission (SRTM) 자료처리 및 개발 참여
 Gamma Remote Sensing AG 설립 (1995)
 영상레이더 자료처리 소프트웨어인 gamma 소프트웨어 개발자
 Scatterometer와 ground-based SAR 등 다수의 레이더 시스템 설계 및 개발

KSRS2018내지.qxp_KSRS  2018. 10. 17.  오후 3:39  페이지 7



Differential Radar Interferometry (DINSAR) has become an accepted geodetic method for measurement
of surface deformation due to numerous phenomena including landslides, rockfalls, fault creep, coseismic
deformation, volcanic inflation, glacier motion, mining, and extraction or injection fluids and gas. Current
and planned SAR satellite constellations are substantially increasing both the frequency and areal coverage
of data available for interferometric analysis. The first part of the presentation is a technical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radar interferometry. This will include discussion of the different factors affecting the applicability
of radar interferometry, including radar system parameters (e.g. resolution and SNR), temporal decorrelation,
deformation rate, acquisition geometry, and the number and frequency of acquisitions. Processing methods
for terrain geocoding, image coregistration, phase unwrapping, and interferogram filtering will be presented.
Calculation of deformation time-series and the use of wide-swath ScanSAR sensors such as Sentinel-1 will
also be presented.
Differential interferometry is not limited only to space or air-borne sensors but can also be implemented
using ground-based radar data. Gamma Remote Sensing AG in Switzerland began research in this area in
2007 and has since built a commercially available real-aperture Terrestrial Radar Interferometer (TRI) called
the GPRI2 (Gamma Portable Radar Interferometer). This instrument has proven very effective for geodetic
studies of glaciers, and slope instability due to rock falls, and landslides. Advantages of ground- based radar
include control of the imaging geometry and the ability to collect very dense time series for mapping rapid
deformation. The second part of the presentation will begin with an introduction to ground- based radar
methods and instrumentation.
Recently this system has been applied to measurement of fault-creep on the Calaveras fault in California.
The Central Calaveras Fault (CCF) passes directly through Coyote Dam located southeast of Morgan Hill,
California. This earthen embankment dam owned and operated by the Santa Clara Valley Water District
(District), has experienced over 80 cm of accumulated fault creep since its construction in 1936. The average
slip rate is 10 to 15 mm/year as measured using surveying, GPS, and more recently, terrestrial radar inter-
ferometry (TRI). The CCF is a right-lateral strike-slip fault that has the potential for a M7.25 earthquake re-
sulting in meter scale displacement. In 2015, the District initiated a geological analysis of the CCF integrating
past surveying, GPS data, TRI deformation mapping, paleoseismic trenching, and boreholes. The initial TRI
survey included dam measurements from two locations, imaging the upstream and downstream embank-
ments over the period from February to July 2015. The TRI data from the downstream embankment data
showed a complex deformation pattern not consistent with a strike-slip fault model. A second measurement
campaign was initiated utilizing multiple radar viewpoints with the aim of resolving the 3D deformation
field of the downstream embankment. The campaign occurred between May and November 2016 and
showed an unexpected strong westward and downward movement exceeding 2 cm/year. TRI data were ac-
quired from 4 separate observation points every 2 to 4 weeks during this campaign. Point target analysis
methods were used to avoid contamination of the deformation data by vegetation and radar shadow. Defor-
mation uncertainty in the downstream fault zone was relatively high due to the nearly coplanar arrangement
of the TRI observation points. To better constrain the vertical deformation, we integrated spaceborne meas-
urements from the Cosmo- SkyMed (CS) radar satellite in the 3D deformation solution. The LOS to the
satellite has a large vertical component not present in the TRI measurement geometry that facilitates the in-
version. The CS 3-meter resolution data have been acquired every 16 days between 2011 and 2017. These
data are used to test the consistency of the TRI results and the long observation period permits identification
of periodic deforma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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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목) |

| 앙상블 홀 |

■ (특별세션) 국토위성정보 수집 및 활용기술 1                                                           좌장 : 김 태 정 교수(인하대학교)
-----------------------------------------------------------------------------------------------------------------------

10:50 ~ 11:10    국토위성정보 수집 및 활용기술 연구단 개요 
                             김태정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1:10 ~ 11:30    국토위성영상의 정밀기하수립을 위한 GCP 칩 자동매칭기법 개발 
                             윤완상, 박형준, 김태정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1:30 ~ 11:50    국토위성영상 처리를 위한 북한지역 GCP 추출기법 
                             이계동, 윤종성 | (주)범아엔지니어링 국토정보시스템연구소

11:50 ~ 12:10    통합기준점을 이용한 KOMPSAT-3A 영상의 위치정확도 비교 
                             안희란1, 윤완상2, 김태정2 | 1(주)쓰리디랩스 영상공학연구소, 2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2:10 ~ 12:30    국토위성센터 운영관련 표준화 이슈와 전략 
                             박용재, 장은미, 최승규 | (주)지인컨설팅

■ (특별세션) 국토위성정보 수집 및 활용기술 2                                                           좌장 : 신 정 일 교수(인하대학교) 
-----------------------------------------------------------------------------------------------------------------------

13:30 ~ 13:50    고해상 전정색 영상과 저해상 IR 영상의 이종 영상 융합 
                             박숭환, 정형섭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3:50 ~ 14:10    수요자 맞춤형 위성영상 모자이킹 SW 설계 
                             이승현1, 최경환2 | 1(주)지오씨엔아이 공간정보기술연구소, 2(주)지오씨엔아이 공간정보솔루션센터

14:10 ~ 14:30    국토위성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공간객체추출 알고리즘 및 SW 개발 
                             이동국1, 방대식1, 변정민2, 황인규2, 박성근2, 이종훈2, 이현직3

                              | 1상지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2(주)공간정보기술, 3상지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14:30 ~ 14:50    입체 위성 영상 상호표정을 위한 공액점 추출 
                             오재홍 | 한국해양대학교 건설공학과

14:50 ~ 15:10    개선된 MDR기법을 이용한 스테레오 영상의 DSM 생성 및 정확도 분석 
                             정성우, 이수암 | (주)쓰리디랩스 영상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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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상블 홀 |

■ (특별세션) 국토위성정보 수집 및 활용기술 3                                                           좌장 : 최 재 완 교수(충북대학교)  
-----------------------------------------------------------------------------------------------------------------------

16:10 ~ 16:30    도로 및 건물 객체 추출을 위한 객체기반분류 및 딥러닝 기반 분류 방법의 비교 
                             이동국1, 방대식1, 최명진2, 백승협2, 이은규2, 이현직3

                              | 1상지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2(주)인스페이스, 3상지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16:30 ~ 16:50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나대지와 농경지 구분을 위한 CNN기법 적용 
                             최  현1, 정지원1, 유호진1, 전왕수2, 이현직3

                              | 1경남대학교 토목공학과, 2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상지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16:50 ~ 17:10    토지 특성별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다시기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무감독 변화탐지 
                             최재완1, 박홍련1, 김동학1, 송아람2, 정민영2

                              | 1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2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17:10 ~ 17:30    고해상도 위성영상 상대 방사정규화 실험 
                             서대교1, 어양담2 | 1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2건국대학교 기술융합공학과

17:30 ~ 17:50    SLIC Superpixel 기법을 이용한 객체 기반 변화 탐지 알고리즘 성능 비교·평가 
                             정민경1, 한유경2, 최재완3, 김용일1

                              | 1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2경북대학교 융복합시스템공학부, 3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 10월 2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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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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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체르토 홀 |

■ (특별세션) 무인기 영상의 농업적 활용 1 - 무인기 영상촬영 및 처리기술 고도화         좌장 : 김 태 정 교수(인하대학교) 
-----------------------------------------------------------------------------------------------------------------------

09:00 ~ 09:20    무인기 기반 농업분야 원격탐사 연구현황 및 추진방향 
                             박찬원, 안호용, 이경도, 나상일, 소규호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09:20 ~ 09:40    무인기 광학카메라를 이용한 작물 판독 가능성 평가 
                             안호용, 박찬원, 이경도, 나상일, 소규호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09:40 ~ 10:00    작물 판독에 활용하기 위한 무인기 촬영조건 도출 
                             홍재영, 이희우, 오웅택, 임경묵 | (주)케바드론 연구개발부

10:00 ~ 10:20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고도별 영상 품질분석 및 성능지표 분석 
                             임평채, 서정훈, 김태정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0:20 ~ 10:40    무인기 영상 기반 작물분류를 위한 기계학습 모형의 비교 
                             김예슬, 곽근호, 박소연, 박노욱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특별세션) 무인기 영상의 농업적 활용 2 - 무인기 영상과 작물모형 연계방안              좌장 : 김 광 수 교수(서울대학교) 
-----------------------------------------------------------------------------------------------------------------------

10:50 ~ 11:10    UAV 영상을 활용한 벼 생육 추정 
                             이경도, 나상일, 안호용, 박찬원, 소규호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1:10 ~ 11:30    회전익 무인기 기반으로 취득한 다중분광 영상을 이용한 콩 생육 추정 
                             장시형1, 유찬석1, 강예성1, 전새롬1, 박준우1, 송혜영1, 전태환2, 이대웅2, 쩌우 쿤옌 2, 이경도3

                              | 1경상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2부산대학교 식물생명과학과, 3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1:30 ~ 11:50    무인기 영상 기반 작물 생육 예측 개선 알고리즘 구현
                             김광수1,2, 유병현1 | 1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2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11:50 ~ 12:10    UAV 영상을 활용한 춘파 맥류 생육 모니터링 
                             이경도1, 심상인2, 나상일1, 안호용1, 박찬원1, 소규호1 | 1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경상대학교

12:10 ~ 12:30    Formulation of an unmanned aerial system-based monitoring regime of spatiotemporal variation in barley
and wheat growth and productivity

                             Jonghan Ko1, Kyung Do Lee2, Sang In Shim3, Seungtaek Jeong1, Ashifur Rahman Shawon1, 
Kyu Ho So2

                              | 1Chonnam National University, 2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3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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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체르토 홀 |

■ (특별세션) 농림위성과 산림원격탐사 1                                                              좌장 : 원 명 수 박사(국립산림과학원)  
-----------------------------------------------------------------------------------------------------------------------

13:30 ~ 13:50    위성정보를 이용한 산악지역 기상정보 모니터링 
                             장근창, 원명수, 윤석희 |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13:50 ~ 14:10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한 산불피해강도 평가 및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원명수, 장근창, 윤석희 |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14:10 ~ 14:30    시계열 위성 빅데이터를 이용한 산림생태계 피해 상시 모니터링 기법 개발 
                             김은숙, 이보라, 임종환 |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14:30 ~ 14:50    딥러닝 영상인식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탐지 
                             이양원1, 김은숙2, 박성욱1, 김형우1 | 1부경대학교, 2국립산림과학원

14:50 ~ 15:10    ENVI 플랫폼 기반의 무인기 활용 산불 및 산사태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이종혁1, 우충식2, 이재희1, 박연구1, 최기은1 | 1(주)에스이랩, 2국립산림과학원

■ (특별세션) 농림위성과 산림원격탐사 2                                                                       좌장 : 홍 승 태 사무관(산림청)  
-----------------------------------------------------------------------------------------------------------------------

16:10 ~ 16:30    식생 모니터링에서 정규식생지수 NDVI의 유용성과 한계 
                             조재일, 류재현 | 전남대학교 응용식물학과

16:30 ~ 16:50    산림식물계절 및 산림생산성 예측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 연구 
                             이보라, 김은숙, 임종환 |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16:50 ~ 17:10    한반도 산림원격탐사 정확도 제고를 위한 주요 수종 표준 분광라이브러리 설계
                             김경민1, 임종수2 | 1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2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17:10 ~ 17:30    생물계절학을 고려한 드론 기반 한반도 주요 수종 분광라이브러리 구축 
                             신정일1, 김성학2, 임종수3, 김경민4

                              | 1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2(주)지오스토리 기술연구소, 3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4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17:30 ~ 17:50    Sentinel 2와 분광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 주요 수종 분류 
                             임중빈, 김경민 |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 10월 2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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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목) |

2018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13

| 소나타 홀 |

■ 학생세션 1                                                                                                           좌장 : 홍 상 훈 교수(부산대학교)   
-----------------------------------------------------------------------------------------------------------------------

09:00 ~ 09:20    도플러 주파수 분석을 통한 선박 이동 속도 복원 
                             백민영, 원중선 |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09:20 ~ 09:40    이중편파 Sentinel-1 SAR 자료을 통한 도심지 피해 평가 - 아마트리체 지진 사례 연구 
                             전우현, 김용일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09:40 ~ 10:00    위성레이더 오프셋 트래킹 기법을 활용한 2017 북한 제 6차 핵 실험의 수평 및 수직 변위 분석
                             백원경1, 정형섭1, 김태성2 | 1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10:00 ~ 10:20    SAR 영상을 이용한 2017년 9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의한 지표면 변화양상 탐지 
                             윤지상, 이훈열 | 강원대학교 지구물리학과

■ 학생세션 2                                                                                                           좌장 : 홍 상 훈 교수(부산대학교)  
-----------------------------------------------------------------------------------------------------------------------

10:50 ~ 11:10    UAV 영상과 텍스쳐 정보를 이용한 고랭지 배추 주산지 분류 
                             곽근호, 박민규, 박노욱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1:10 ~ 11:30    검정통계량의 표준화와 상관 분석을 통한 초분광 영상의 최적 밴드 선택 
                             송헌수, 김용일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11:30 ~ 11:50    Parameterization and validation of the GRAMI model for forecasting of barley yield
                             Ashifur Rahman Shawon,  Jonghan Ko
                              | Department of Applied Plant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1:50 ~ 12:10    주파수 영역 매칭을 통한 GOCI 정밀 기하보정 가능성 검증 
                             손종환1, 김한결2, 김태정1 | 1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2(주)쓰리디랩스 영상처리기술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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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타 홀 |

■ (특별세션) 북극 해빙 위성관측을 위한 분석 기술 개발 1                                           좌장 : 김 현 철 박사(극지연구소)    
-----------------------------------------------------------------------------------------------------------------------

13:30 ~ 13:50    수동형 마이크로파 관측기반 해빙 거칠기와 해빙두께의 상관성 연구 
                             조선아1, 권영주2, 홍성욱1 | 1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2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13:50 ~ 14:10    바렌츠해 해빙의 인과관계 추정
                             오민기, 김현철 |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14:10 ~ 14:30    딥러닝을 이용한 북극 해빙농도 산출 연구 
                             지준화, 김현철, 이성재 |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14:30 ~ 14:50    딥러닝을 이용한 북극 해빙농도 예측
                             김영준1, 한대현1, 이상균2, 임정호1

                    | 1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2CPOM(Centre for polar Observation and Modelling),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14:50 ~ 15:10    AMSR2와 NWP 모델을 활용한 태평양 북극해 여름 해빙농도 산출 
                             한향선1, 이성재1, 김미애2, 김현철1 | 1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2카를스루에 공과대학교

■ (특별세션) 북극 해빙 위성관측을 위한 분석 기술 개발 2                                           좌장 : 김 현 철 박사(극지연구소)  
-----------------------------------------------------------------------------------------------------------------------

16:10 ~ 16:30    북극해에서 해빙/유빙의 특성에 따른 이동경향 분석 
                             손영백1, 김현철2, 박광섭1 |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특성연구센터, 2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16:30 ~ 16:50    북극해 해빙 고해상도 현장 영상 획득 및 모자이크 생성 
                             현창욱, 김현철 |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16:50 ~ 17:10    무인기 영상 기반 3차원 해빙 표면모델의 오차 보정 방법 
                             김재인, 김현철 |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17:10 ~ 17:30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극해 지역에서의 현열 에너지 추정기법 개발 연구 
                             서민지1, 이은경1, 이경상1, 최성원1, 진동현1, 성노훈1, 한경수1, 김현철2

                              | 1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공간정보시스템공학전공), 2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 10월 2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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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목) |

2018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15

| 왈츠 홀 |

■ 환경 1                                                                                                                 좌장 : 엄 진 아 교수(강원대학교)     
-----------------------------------------------------------------------------------------------------------------------

09:00 ~ 09:20    선포토메터 개발 및 미세먼지 크기분포 역산 기술 연구 
                             김덕현 | 한밭대학교 기초과학부

09:20 ~ 09:40    카메라를 이용한 미세먼지의 소산 및 AOD 추출에 관한 제안 및 검증 
                             김덕현 | 한밭대학교 기초과학부

09:40 ~ 10:00    토양 수분 능동 및 수동 마이크로웨이브 위성 자료에 대한 비국부적 평가
                             이주형 | 고려대학교 건축 토목 환경공학과

10:00 ~ 10:20    GeoEye-1 이미지 매칭 기반 점군데이터를 이용한 접경지역 임분구조 해석 
                             박진우, 김경민 |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 해양                                                                                                        좌장 : 유 주 형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0:50 ~ 11:10    GOCI-II 파장을 이용한 해빙탐지 알고리즘 
                             반현주1, 홍성욱2 | 1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2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11:10 ~ 11:30    연안해역 적조탐지를 위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원격탐사반사도 및 레일리산란반사도 비교 분석
                             김영준1, 임정호1, 김원국2 | 1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11:30 ~ 11:50    GOCI를 이용한 적조농도 정량화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김원국1, 노재훈2, 안재현1, 손승현3, 박영제1

                              |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연구센터, 3CIRA, Colorado State University

11:50 ~ 12:10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 탐지를 위한 다중위성자료의 Synergy 효과 
                             신지선1,2, 김근용2, 유주형1,2 |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2KIOST-KMOU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 환경 2                                                                                                                       좌장 : 이 원 진 박사(기상청) 
-----------------------------------------------------------------------------------------------------------------------

13:30 ~ 13:50    합성곱신경망(CNNs)을 이용한 산림 탄소 축적량 추정 
                             차성은, 조현우, 김문일, 이우균 |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13:50 ~ 14:10    위성영상을 활용한 화산재 퇴적 지역 탐지 방안 연구 
                             선종선, 이원진, 박순천, 이덕기 |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

14:10 ~ 14:30    다중플랫폼 원격탐사를 활용한 곰소만 갯벌 지역의 지형 변화 분석 
                             황득재1,2, 김범준2, 유주형1,2 |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융합학과

14:30 ~ 14:50    Frequency Ratio (FR), Logistic Regression (LR), Naive Bayes(NB) 방법을 이용한 사천면의 산사태 민감도 작성
을 위한 공간 예측

                             Prima Riza Kadavi1, Saro Lee2,3

                              | 1Division of Science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Geological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KIGAM), 
3Department of Geophysical Exploration, Kore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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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 |

■ 포스터세션                                                                                                           좌장 : 조 재 일 교수(전남대학교)
-----------------------------------------------------------------------------------------------------------------------

SP01                드론 라이다 데이터와 기존 DEM을 이용한 실시간 변화탐지 
                             함상우, 김호준, 이임평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SP02                6S기반 산란 보정된 가시채널을 활용한 True color 영상 표출 
                             한현경, 이경상, 한경수 |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공간정보시스템공학전공)

SP03                GPM을 활용한 강우량과 봄철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이슬찬1, 정재환2, 최민하2 | 1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2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 수자원학과

P01                  2018년도 KOMPSAT-3호/3A 품질특성 및 성능향상
                             서두천, 정재헌, 박대순, 김현호, 차동환, 서유경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센터

P02                 지상기준점 분포 특성에 따른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정사영상 정확도 분석
                             김혜지1, 서두천2, 차동환2 | 1(주)SI Imaging Service, 2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관리팀

P03                 다목적실용위성 3A호 Side Slither 영상을 이용한SNR 자동 측정 기법
                             서유경, 이동한, 박대순, 정재헌, 서두천, 임효숙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센터

P04                 RER을 이용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에이징 경향 분석
                             박대순, 김현호, 서유경, 정재헌, 서두천, 이동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영상체계개발실

P05                 고해상도 위성 영상의 수직 노이즈 보상 알고리즘 연구
                             김현호, 정재헌, 박대순, 이동한, 서두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P06                 SARP의 개발 및 아리랑 5호 데이터를 이용한 그 성능 검증
                             김동현1, 임병균2, 양도철1, 정호령1

                           | 1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영상체계개발실, 2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목적실용위성6호 사업단

P07                  다목적실용위성군 긴급 촬영 계획 요청 자동 처리 방법
                             임은숙1, 조은아2, 전정남1, 정대원1 | 1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실, 2(주)에스아이아이에스

P08                 다중위성 촬영 스케줄링 자동화 시스템 개발 
                             전정남1, 조은아2, 임은숙1, 정대원1 | 1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실, 2(주)에스아이아이에스

P09                 다중위성 통합 자료처리시스템 개발 
                             김민아1, 전경미2, 방지현2, 김구혁1, 정대원1 | 1한국항공우주연구원, 2(주)에스아이아이에스

P10                  HMA 기반의 KOMPSAT API 개발 방안 
                             장윤정, 전갑호, 정대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실

P11                  인공위성 운영 특성을 고려한 촬영주문 수행가능성 분석 방법 
                             전갑호, 전정남, 정대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실

P12                  국토관측자료 현황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 시스템 개발 
                             김동영, 최명진, 이동의 | (주)인스페이스

P13                  국외 곡물 생산지역 작황정보 표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김응백, 오금희, 최재승 | (주)쎄트렉아이

P14                  실감형 3D 도시 공간 객체 보정 도구 설계 
                             김광수1, 유재준1, 김성배2, 장인성2 | 1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연구본부, 2(주)로딕스

P15                  SIFT와 분광지수를 이용한 고해상도 광학영상의 변화탐지 
                             정민영, 김용일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 10월 2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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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가변 원형 템플릿을 이용한 다중 해상도 영상 정합 
                             예철수 | 극동대학교 항공IT융합학과

P17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대한 L-밴드 및 X-밴드 SAR 후방산란계수의 계절별 변화 
                             김재헌, 원중선 |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P18                  ALOS-2 L-band SAR 자료를 활용한 토스카나 지역의 지표면 변위 시계열 분석 
                             김재헌1, 원중선1, 김상완2 | 1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 2세종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P19                  ALOS L-밴드 PALSAR 영상레이더 관측을 통한 부산지역 지반침하 평가 
                             박서우1, 김현옥2, 홍상훈1 | 1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2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센터

P20                 Range Split-Spectrum 레이더 위상간섭기법을 이용한 절대위상 보정 
                             박현주1, 김상완2 | 1세종대학교 지구정보공학과, 2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P21                  KOMPSAT-5 SAR영상에서의 Human Visual Attention System 알고리즘을 통한 선박탐지 기술 적용
                             김동한1, 김상완2 | 1세종대학교 지구정보공학과, 2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P22                  Himawari-8 AHI 광학영상을 이용한 Sentinel-1 SAR 간섭도 대류층 수증기 위상 보정 
                             이보람1, 박현주1, 이윤경2, 김상완2 | 1세종대학교 지구정보공학과, 2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P23                  X-밴드 위성영상레이더 시계열 관측을 이용한 그린란드 Petermann 빙하 이동 속도 관측 
                             정성우, 장민정, 배지연, 윤지훈, 전세훈, 조부근, 주재범, 홍상훈 |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P24                  화산활동과 연관된 지표변위 분석 
                             이원진, 선종선, 박순천, 이덕기 |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

P25                  인공위성 영상레이더 위상간섭기법을 이용한 2018 대만 화련 지진 관측 연구 
                             홍상훈 |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P26                  ALOS-2 광대역 위상간섭도를 이용한 습지대 수위관측 평가 
                             홍상훈1, Shimon Wdowinski2

                              | 1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2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P27                  지역별 생장시기 반영 쌀 생산량 예측을 위한 다중시기 Sentinel - 1 ＆ 2호 영상 활용 연구 
                             조현우1, 임철희2, 이우균1 |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P28                  Sentinel-1 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한반도에서의 토양수분 산정 및 검증 
                             조성근, 정재환, 최민하 | 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 수자원학과

P29                  시계열 한반도 식생지수 자료 제작을 위한 다중회귀 모의기법과 기상조건 변수 적용성 실험 
                             박진수, 김혜진, 어양담 | 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P30                 Simulation of the rice model ORYZA2000 under current and future nitrogen-limited conductions
                             Daophone Phetkhampheng1, Ngo Huu Loi2, Jonghan Ko1

                           | 1Applied Plant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Can Tho University, Vietnam

P31                  Satellite-derived thermal properties of canopy vegetation onset in temperature forests of Korea
                             NangHyun Cho1,2, SinKyu Kang1, Eun-Sook Kim2, Jong-Hwan Lim2

                              | 1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Forest Ecology and climate Change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P32                  Landsat 영상을 이용한 시베리아 야쿠츠크 지역의 생태계 변화 특성 분석 
                             이예지1, 정윤택2, 조근후2, 박상은1 | 1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2세종대학교 지구정보공학과

P33                  아랄해 조림지역의 식생지도 개발 연구 
                             김지원1, 조현우2, 송철호2, 안지애2, 박은빈2, 이우균2

                     | 1고려대학교 기후환경학과, 2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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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저해상도 위성 자료의 다운스케일링 
                             박노욱, 김예슬, 곽근호, 박민규, 박소연, 채승호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P35                  3D fully convolutional network를 활용한 초분광 영상 분류 
                             송아람, 김용일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P36                  WorldView-3 Multispectral 밴드와 SWIR 밴드간의 상호등록을 통한 토지피복분류 정확도 개선 
                             정세정1, 이원희1, 최재완2, 한유경1 | 1경북대학교 융복합시스템공학부, 2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P37                  항공기 기반의 초분광 영상을 통한 Sentinel-2 Level-2A 자료 모의실험 및 농업지역에서의 정량적 활용 분석 
                             조강준, 김용일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P38                  객체기반 분류 기법에 기반한 브르나이 토지피복변화 분석 
                             Hangnan Yu, 홍민아, 고영진, 이우균 |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P39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황강댐 수위 추정 
                             최성화1, 이재희2 | 1K-water융합연구원 물순환연구소, 2(주)에스이랩

P40                 UAV 데이터를 이용한 DTM 자동 생성에 관한 연구
                             김혜진, 김용일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P41                  교량의 육안점검을 위한 드론영상의 소구역 상대보정 
                             한동엽1, Canh Bui Dinh2, 허정원1 | 1전남대학교 해양토목공학과, 2전남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P42                  고해상도 해초 분포지도 제작을 위한 UAV 활용 연구 
                             김근용, 김범준, 유주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P43                  UAV를 이용한 고추 생육추정 모형 개발 
                             나상일, 박찬원, 소규호, 안호용, 이경도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P44                  UAV 영상처리 프로그램에 따른 식생지수(NDVI) 특성 비교 
                             이경도, 나상일, 안호용, 박찬원, 소규호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P45                  UAV 영상 식생지수(NDVI) 일주기 변화 분석
                             이경도, 나상일, 안호용, 박찬원, 소규호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P46                  위성영상기반의 몽골의 가축집단몰사 조기 예측 모형 개발 
                             김재범, 강신규 |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P47                  The response of water use efficiency to drought in Northeast Asia dryland ecosystem based on satellite data
                             Wenping Kang, Sinkyu Kang | Department of Environment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48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하수 잠재 가능성 분석 및 검증 
                             이선민1,2, 현윤정3, 이명진2

                              | 1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모니터링센터, 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국토연구부

P49                  LULUCF 부문 산림 온실가스 인벤토리 적용을 위한 Sampling, Wall-to-Wall 방법론 비교
                             박은빈1, 송철호1, 함보영2, 김지원3, 최솔이1, 이우균1

                              |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환경 GIS/RS 센터, 3고려대학교 기후환경학과

P50                 도시지역의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시공간적 생태계서비스 변화 추정 
                             이수정1, 임철희2, 이하림1, 이우균1 |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P51                  원격탐사 및 공간자료를 이용한 정주지 면적 변화 시계열 분석 
                             최솔이1, 박은빈1, 이수종2, 함보영3, 이우균1

                              |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3고려대학교 GIS/RS 센터

| 10월 2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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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체르토 홀 |

■ (특별세션) KOMPSAT Application 1                                                    좌장 : 이 광 재 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

08:40 ~ 09:00    아리랑위성 영상처리 및 활용 현황
                             이광재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활용실

09:00 ~ 09:20    인공신경망 기반 광학 영상에서의 자연림과 인공림의 분류 
                             백원경, 권수경, 박숭환, 정형섭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09:20 ~ 09:40    스테레오 위성영상을 이용한 DSM 및 정사영상 제작 정확도 평가 
                             차동환1, 서두천1, 김혜지2 | 1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2(주)에스아이아이에스

09:40 ~ 10:00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위성영상 객체 검출 및 식별에 관한 연구 
                             임성균1, 황정환1, 전영배1, 윤순한2, 윤지원1 | 1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2(주)지아이소프트

■ (특별세션) KOMPSAT Application 2                                                    좌장 : 이 광 재 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

10:10 ~ 10:30    다목적실용위성5호 2018년 상반기 영상품질 분석 결과 
                             정호령, 김동현, 양도철, 이동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영상체계개발실

10:30 ~ 10:50    다목적실용위성 5호 시그마 놋 방정식 및 검증 
                             양도철, 정호령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영상체계개발실

10:50 ~ 11:10    KOMPSAT-5 영상정보를 이용한 해상 Wind Speed 모니터링 
                             윤동현, 김지영, 송정헌 | (주)하이퍼센싱

11:10 ~ 11:30    아리랑 시리즈 영상을 이용한 DSM 생성과 품질 평가 
                             오관영, 정의천, 이광재, 김윤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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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타 홀 |

■ 레이더                                                                                                           좌장 : 정 형 섭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08:40 ~ 09:00    DDInSAR 기법을 이용한 동남극 Campbell 빙하의 계절적, 지역적 속도변화 관찰
                             서희정1, 한향선2, 이훈열1 | 1강원대학교 지구물리학과, 2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09:00 ~ 09:20    위성레이더간섭기법을 활용한 월드컵 공원의 시공간 지반침하 분석 
                             홍성재, 백원경, 정형섭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09:20 ~ 09:40    SAR 영상 간섭 기법을 이용한 마그마방 모의실험 연구 
                             박성재, 이창욱 | 강원대학교 과학교육학과

09:40 ~ 10:00    Back-projection 알고리즘을 이용한 항공기 기반 FMCW-SAR 신호처리 기법 연구 
                             이승철1, 김덕진1, 황지환1, 한승훈2, 조재형2, 문효이2

                              | 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한화시스템 AESA 레이다 개발센터

■ 무인기                                                                                                                 좌장 : 현 창 욱 박사(극지연구소) 
-----------------------------------------------------------------------------------------------------------------------

10:10 ~ 10:30    무인항공기 포인트클라우드 생성을 위한 객체공간 기반 정합 기법에 관한 연구
                             이수암1, 김태정2 | 1(주)쓰리디랩스, 2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0:30 ~ 10:50    해양 환경을 고려한 무인항공영상의 지오레퍼런싱 
                             유형석, 최경아, 이임평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0:50 ~ 11:10    무인항공기에 동시에 탑재된 광학센서와 열화상센서를 활용한 농경지 영상 취득 및 활용 
                             김태헌1, 이기림1, 이원희2, 이창희2, 한유경2 | 1경북대학교 공간정보학과, 2경북대학교 융복합시스템공학부

11:10 ~ 11:30    식생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의 광학적 특성 
                             이화선1, 박연연1, 서원우1, 우충식2, 이규성1 | 1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2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 10월 26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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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6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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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츠 홀 |

■ 자료처리 1                                                                                                           좌장 : 한 유 경 교수(경북대학교) 
-----------------------------------------------------------------------------------------------------------------------

08:40 ~ 09:00    개미 군집 최적화를 이용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의 객체 기반 도로 추출 
                             김한세, 최강혁, 김용일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09:00 ~ 09:20    Global Land Cover 산출물 비교 분석: 한국을 대상으로 
                             손상훈1, 박소영2, 이성혁1, 김성헌1, 한지혜1, 김진수3

                              | 1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공간정보시스템공학전공), 
2부경대학교 BK21플러스 지구환경재해시스템사업단, 3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09:20 ~ 09:40    Faster R-CNN 기반의 북한 평남 고속도로 교통량 자동 측정 사례 연구 
                             최정렬1, 서정훈2, 전태균1 | 1에스아이에이 인공지능연구소, 2쎄트렉아이 신기술연구팀

09:40 ~ 10:00    Mask-RCNN을 이용한 태양광 패널 탐지 
                             오연곤, 최경아, 이임평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자료처리 2                                                                                                           좌장 : 김 상 완 교수(세종대학교)
-----------------------------------------------------------------------------------------------------------------------

10:10 ~ 10:30    백팩형 멀티 센서 시스템 데이터 간 융합을 위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최강혁1, 김창재2, 김용일1 | 1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2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10:30 ~ 10:50    GPS 반사파 신호 강도의 다중경로 신호 분석
                             권영주1, 홍성욱2 | 1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2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10:50 ~ 11:10    사진측량기반 단영상 주행기록계와 스테레오영상 주행기록계의 비교
                             윤성주, 김태정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1:10 ~ 11:30    화소이동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영상융합 
                             김용현, 김용일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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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전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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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우수발표논문 시상금 후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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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시상제 안내 |

24

■우수논문상, 우수논문인용상, 우수논문심사상, 기술상, 공로상, 감사패 시상

- 전년 게재 논문중 우수논문 선정(우수논문상), 2년전 게재 논문중 최다 인용된 논문 선정(우수논문인용상), 당해
년도 심사자중 선정(우수논문심사상), 전년도 원격탐사 관련분야 기술개발 성과가 탁월한 사업체 대표자(기술상),
학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공로상, 감사패)

- 매년 추계학술대회 폐회식에서 시상

- 2018년 수상자

● 공로상: 이상훈(가천대학교)
● 기술상: ㈜쓰리디랩스(대표이사: 김태정)
● 우수논문상: 이명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우수논문인용상: 나상일(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신동윤(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우수논문심사상: 안호용(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원진(기상청)
● 감사패 : 도서출판 두솔

■학회 지원 ISRS 국제학술대회 해외 파견자 선발

- 매년 초 학회 홈페이지 공지

- 개인 신청 접수 후 학회 심사규정에 따라 2명 선발, ISRS 국제학술대회 해외 참가 및 논문 발표

- 지원금: 900,000원/명

- 선발규정

● 자격 : 35세 이하의 학회회원으로 관련분야 박사, 석사, 혹은 학사학위 소지자
● 최근 2년간의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
● 배점기준: 국제학회지논문(4점), 대한원격탐사학회지논문(3점), 기타 국내학회지논문(2점), 
ISRS 및 국제학술대회발표(2점), 국내학술대회발표(1점)

● 1저자인 경우 100% 배점, 1저자가 아닌 경우 50% 배점

■추계학술대회 및 ISRS 학생논문 시상제

- 논문 제출 기한 내 접수된 전문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심사(1차 심사)와 학술대회 구두/포스터 발표 현장심사(2차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위원단: 심사 신청 논문의 공저자와 공저자를 제외한 원격탐사분야 전문가로 비공개 심사위원 구성

- 시상자 수

● 추계학술대회: 4~6명
● ISRS: 4~6명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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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법인대한원격탐사학회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일시: 2018년 10월 24일(수) ~ 26일(금)

장소: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

주최: (사)대한원격탐사학회

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극지연구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KSRS Fall Conference 2018

2018 대한원격탐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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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덕유산리조트 인근 KOMPSAT-3/5호 영상
(영상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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