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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원격탐사학회 회원 여러분!

2016년도 (사)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을 진심

으로 환영합니다. 가을의 절정에서 국내에서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충주에서 우리 가을학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주호는 우리

나라 호수 가운데 가장 크고 깨끗한 호수라고 합니다.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지난여

름의 힘들었던 기억을 모두 지우시고 1박2일의 짧은 일정이나마 청명한 충주호의 가

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학회가 주관해오던 ISRS가 3개국이 공동 주관하는 동북아의 대표적인 원격탐사 관련 학술대회의 하나

로 성장해가고 있으며 국내학술대회도 그 규모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우리 대한원격탐사학회의 국

내외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차 커지는 위상에 걸맞게 우리 학회는 창립 32

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서울 여의도에 우리 학회 전용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전임회장님들

을 모시고 조촐하게나마 학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는데, 넓지는 않지만 10여분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들께 늘 개방되어 있으니 언제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학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원격탐사 관련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들인 항공우주연구원, 해양과학기

술원, 극지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주제의 특별 세션들이 진행됩니다. 또한 중형위성 시리즈의 하나로 개

발되는 농림위성의 탑재체에 대하여 우리학회가 주관기관으로 기획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토

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워크샵을 준비하였으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기대하겠습니

다. 지난해에 우리 학회가 주관하여 시작했던 「북한지역 인공위성 원격탐사 워크숍」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단

중단됩니다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니 만큼 곧 더욱 체계화된 모습으로 다시 재개되리라 믿고 있습

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술위원장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애써주신 해양과학기술원의 유주형 박사님과 부위원장

으로 수고해주신 세종대학교 박상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회 사무국 이전과 함께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김태정 총무이사님과 안정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준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늘 변함없는 도움을 주시는 후원기관 및 산업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2016년  11월

대한원격탐사학회 

회장 김  광  은

1환 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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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덥고 길었던 여름이 가고 짧아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충주에서 열리는 2016년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라니냐에 의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봄철의 미세먼

지, 여름의 폭염, 가을에 이어진 경주 지진과 10월 태풍 등을 겪으며 한반도도 이젠

자연재해 안전지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경험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동북아의 해양영토 문제 등 한반도 주변에 대한 원격탐사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학회를 중심으로 30년 이상의 원격탐사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대기-해양-육상간의 대상 연계 연구, 위성개발-검보정-활용-현업간의 순차적 연계 연구, 다

중 플랫폼과 센서를 활용하는 융복합 연구 등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금번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의 다목적위성 영상자료품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천

리안 해양관측위성 검보정 및 활용, 농업진흥청과 인하대학교 주관의 농림업 중형위성 탑재체 개발, 그리고 극

지연구소의 극지활용연구 분야에 대해 총 8개의 특별세션에서 29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나

라 원격탐사 학계를 짊어지고 나아갈 학생논문 30여편 포함하여 총 90편의 일반논문이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

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연구성과를 함께 나누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회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

며, 아울러 학생논문의 평가와 프로그램 준비에 큰 도움을 주신 박상은 교수님과 여덟 분의 기술위원분들께 감

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11월

대한원격탐사학회 

기술위원장 유  주  형

2 기술위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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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위원장 김광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조 직 위 원 김용일 (서울대학교)

이우균 (고려대학교)

김윤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성우 (고려대학교)

한경수 (부경대학교)

김상완 (세종대학교)

신동석 (쎄트렉아이)

■ 준비위원장 김태정 (인하대학교)

■ 준 비 위 원 김원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노욱 (인하대학교)

서두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동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수암 (㈜쓰리디랩스)

조성익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훈 (극지연구소)

■ 기술위원장 유주형(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기술부위원장 박상은(세종대학교)

■ 기 술 위 원 김현철(극지연구소) 

유재형(충남대학교)

이권호(강릉원주대학교) 

이명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욱(강원대학교) 

임정호(UNIST) 

조용헌(부산대학교) 

채태병(한국항공우주연구원)

3학술대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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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일정표

KSRS 2016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UNG

■ 경품 행사 안내
1. 부스 방문 이벤트

부스에 참여하셔서 모든 참여업체의 스티커를 모아 비치된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2. 명찰 내 경품권 추첨

추첨: 추첨 : 11월 3일(목) 총회(17:20~18:00), 11월 4일(금) 폐회식(17:10~17:30)

11.3(목)
2016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블 아너스 프리모1

11:00 ~ 13:00 등록/접수

13:00 ~ 14:40
(특별세션)

극지 원격탐사
자료처리1

농림업 중형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워크샾

(13:40-15:20)14:40 ~ 15:00 Coffee Break(센트럴)

15:00 ~ 16:00

Coffee break
(15:20-15:50) 포스터 세션(센트럴) / 이사회(프리모2)

농림업 중형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워크샾

(15:50-17:20)16:00 ~ 17:20 해양 자료처리2

17:20 ~ 18:00 총회(아너스)

18:00 ~ 20:00 만찬(그랜드)

11.4(금) 노블 아너스 프리모1

09:00 ~ 10:40 무인기/사진측량
(특별세션)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이용한 현업 활용

학생세션1

10:40 ~ 11:00 Coffee Break(센트럴)

11:00 ~12:40
(특별세션)

KOMPSAT 영상자료 품질1

(특별세션)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의 

검보정 및 활용연구
학생세션2

12:40 ~ 13:30 중식(더클라우드)

13:30 ~ 15:10
(특별세션)

KOMPSAT 영상자료 품질2
대기 육상1

15:10 ~ 15:30 Coffee Break(센트럴)

15:30 ~ 17:10
(특별세션)

KOMPSAT 영상자료 품질3
기술동향 육상2

17:10 ~ 17:30 폐회식(아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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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켄싱턴리조트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산전장수1길 103 (앙성면) 

TEL : (043)840-2700

■ 자가차량 이용 시

방법 1)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감곡IC  IC빠져나와 직진하여 새로 생긴 제천38번국도  5분(80Km/h)
직진하다 앙성온천(마련리)으로 빠져나와 우회전(구도로)하여 2분 못미쳐 좌측 산중턱에 회사건물 확인

방법 2)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빠져나와 좌회전  장호원(38번국도)로 20분정도 소요됨  장호원시내입구
(큰고가다리보임)우회전  제천38번국도  5분정도(신도로개통)  앙성온천(마련리)으로 빠져나와 구
도로에서 우회전하시고 1분정도 직직하다 좌측 산중턱에 회사건물 확인

구미�김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45)번 감곡IC로 빠져나와 제천38번국도 10여분 직진하다 마련리,앙성온천 이정
표보고 빠져나와우회전 2키로직진후 비보호좌회전하시면 산중턱 콘도있음

중부내륙고속도로(45)이용 감곡IC빠져나와 제천38번국도 10여분 직진하다 마련리,앙성온천 이정표보고 빠져나와
우회전 2키로 직진후 비보호좌회전후 산 중턱 콘도확인 

충주방향으로 진행  중주역이나 롯데마트 근처에서 원주/제천방향 19번 국도  15분가량 진행  38번 국도 만
나는 하영교차로  하영교차로확인(우측:천둥산 주유소)  고가다리밑 좌회전하여 신38번 국도 이용  10분정
도 직진  앙성온천(마련리) 이정표확인하여 빠져나온 다음 2분정도 직진  돈산라이프 케어 30m앞 우회전 산
중턱 회사건물 확인

■ 고속버스 이용시 
용포터미널에서 택시타고 10분 미만.

서울 출발

부산 출발

대구 출발

상주, 문경, 점촌, 수안보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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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월 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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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블 |

■ 농림업 중형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워크샾 (13:40-17:20)
-----------------------------------------------------------------------------------------------------------------------

13:40–13:50      개     회
                         개 회 사     김광은 | 대한원격탐사학회 회장

                         축 사     윤종철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 주제발표                                                                                                      사회: 박노욱 교수(인하대학교)
-----------------------------------------------------------------------------------------------------------------------

13:50–15:20      농림업 중형위성 활용 방안
                             이경도 | 국립농업과학원

                       국내 위성 전자광학 탑재체 개발 경험 및 사례
                             이승훈 | 항공우주연구원

                       농림업 중형위성 탑재체 적정 사양
                             이규성 | 인하대학교

                       농립업 중형위성 탑재체 국내 개발 과정
                             이준호 | 공주대학교

15:20–15:50      Coffee Break

■ 패널토의                                                                                                      좌장: 이규성 교수(인하대학교)
-----------------------------------------------------------------------------------------------------------------------

15:50–17:00     농림업 중형위성 탑재체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제언
                             공영준 | LIG넥스원

                             김이을 | 세트렉아이

                             박홍영 |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이상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양호순 | 표준과학연구원

                             이용근 | 한화탈레스

                             최세철 | 국방과학연구소

17:00–17:20      종합토론/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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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스 |

■ (특별세션) 극지 원격탐사                                                                                 좌장: 김현철 박사(극지연구소)
-----------------------------------------------------------------------------------------------------------------------

13:00–13:20      KOMPSAT-5 SAR 영상을 이용한 척치해의 해빙탐지 및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면적비 평가
                             한향선, 김현철 | 극지연구소 북극 해빙예측 사업단

13:20–13:40      남극순환류 주변해역의 장기 엽록소 변동성 연구
                             고은호*,**, 박지수*,**, 김현철**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극지연구소**

13:40–14:00      위성기반 장기간 알베도 자료를 활용한 남극 지역의 장기간 기후 변화 분석 및 기후인자와의 상관성 분석
                             서민지*, 한경수*, 이경상*, 최성원*, 성노훈*, 권채영*, 김홍희*, 이다래*, 진동현*, 김현철**

|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 극지연구소**

14:00–14:20      다시기 Landsat-7,8 다중분광영상의 영상정합을 이용한 서남극해 Crosson 빙붕 지역의 빙하 흐름 속도 및 질량 균형
추정

                             심성문*, 한향선**, 임정호*, 김미애*
|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극지연구소 북극 해빙예측 사업단**

14:20–14:40      Spatial pattern of phenology in the Ross Sea Polynya using multi-temporal MODIS chlorophyll data
                             박진구*, 황지현*, 조영헌*, 김현철** |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 해양                                                                                                            좌장: 김덕진 교수(서울대학교)
-----------------------------------------------------------------------------------------------------------------------

16:00–16:20      다중위성자료기반 적조종과 출현해역에 따른 탐지방법 비교연구
                             신지선*, 유주형*, 민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KIOST-KMOU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16:20–16:40      무인항공기 영상을 활용한 황도 갯벌 표층 퇴적상의 분류
                             김계림*, 유주형*, 이윤경**, 김범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융합학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16:40–17:00      장기선 항공기 SAR 간섭기법을 이용한 조간대 지형 측정
                             김덕진, 정정교, 최창현, 김승희, 강기묵, 황지환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17:00–17:20      Dynamic warping 기법과 MODIS 자료를 활용한 해빙탐지
                             진동현, 한경수, 이경상 |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공간정보시스템공학전공)

8 11월 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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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모1 |

■ 자료처리1                                                                                          좌장: 양찬수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3:00–13:20      KOMPSAT-5에 의한 우리나라 연안 선박 탐지 실험 소개
                             박주한*, 양찬수*,**, 홍단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안전연구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13:20–13:40      시계열 긴밀도 변화 모델을 이용한 변화 탐지 알고리즘 연구
                             정정교, 김덕진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13:40–14:00      Sentinel-1A DDInSAR 영상으로 관찰된 남극 Ross 빙붕의 조석변위
                             한수정, 진효림, 한향선, 이훈열 | 강원대학교 지구물리학과

14:00–14:20      OGC WPS 2.0의 공간영상 정보처리 적용: 구름탐지 사례
                             윤구선, 이기원 | 한성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과

■ 자료처리2                                                                                               좌장: 정형섭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16:00–16:20      영상정합을 위한 SAR-SIFT를 이용한 SAR 영상과 광학 영상의 특징점 추출
                             정민영, 전형주, 김용일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16:20–16:40      위성레이더 간섭기법의 3차원 지표변위 관측치를 이용한 마그마방 모델링
                             채성호*, 조민정**, 정형섭*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공학과**

16:40–17:00      위성레이더 영상을 이용한 선박 탐지에 관한 연구
                             황정인, 정형섭, 채성호, 김대성, 권수경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7:00–17:20      ALOS PALSAR-2 영상을 이용한 인공지진의 지표변위 관측 및 모델링
                             조민정*, 김상완**, 윤선용*, 원중선* |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911월 3일(목)

KSRS 2016
대한원격탐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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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

■ 포스터 세션                                                                                                                     15:00 ~ 16:00
-----------------------------------------------------------------------------------------------------------------------

P01                  천리안 구름탐지 산출물을 이용한 일합성 고해상도 일사량 산출
                             김홍희*, 한경수*, 허모랑** |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공간정보시스템공학전공)*, (주)피케이시스템**

P02                  천리안위성 기상탑재체 알베도 모니터의 태양 영상 특성에 대한 계절적 변화
                             조영민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지궤도위성관제팀

P03                  천리안 위성 자료를 활용한 한반도의 일별 지면 온도 산정을 위한 관측기간 설정 연구
                             서정빈*, 남경혜*, 조영현*, 이용관**, 정충길**, 이지완**, 김성준** 

|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수문기상협력센터*, 건국대학교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P04                  히마와리 위성에 내재된 안개의 광학 및 조직적 특성을 기반한 안개 탐지 기법 개발
                             한지혜, 김소형, 서명석 |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P05                  Himawari-8/AHI 자료를 이용한 지표면온도 산출 알고리즘 개발
                             최윤영, 서명석 |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P06                  위성자료를 이용한 가강수량과 기후인자와의 상관성 분석
                             이다래, 한경수, 권채영 |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공간정보시스템공학전공)

P07                  MODIS AOT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에서의 PM2.5농도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가?
                             추교황*, 이권호** |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복사-위성연구소**

P08                  MEDALUS를 활용한 에티오피아 지역 사막화 취약성 평가 
                             송철호*, 이은정**, 이우균*, 차성은*, 김태연*, 김나희* 

|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09                  다중위성 복합주문 처리 기술을 활용한 공개위성 주문관리 기술 개발
                             전갑호*, 채태병*, 김병길**, 김동주**, 한난철**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활용센터 위성활용진흥팀*, (주)솔탑**

P10                  GPS SEM 알마낙을 이용한 DOP 예측치의 정확도 비교
                             고아라, 김동욱, 김은영, 위광재 | (주)지오스토리 기술연구소

P11                   위성 자세 성능에 의한 고해상도 광학 위성 영상 품질 변화 연구
                             김희섭, 서두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본부

P12                   회귀크리깅을 이용한 토양수분 위성자료의 공간상세화
                             이양원*, 김대선*, 김나리*, 신대윤**, 서애숙**, 김현식** | 부경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P13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벼 잎도열병 피해 평가
                             박진기, 박종화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P14                   융합된 고해상도 다중분광 광학영상과 고해상도 SAR 영상 간의 변위량 추정
                             한유경*, 최재완** | 경북대학교 융복합시스템공학부*,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P15                   저고도 원격탐사를 이용한 연안 수심측정 알고리즘 개발
                             백지연, 조영헌 |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P16                   저고도 원격탐사 이미지 분석을 통한 waterline 추출
                             정다운, 조영헌, 이종석 |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10 11월 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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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                   UAV 항공사진측량을 위한 카메라 자가검교정
                             한수희 | 경일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P18                  Waveform Clustering을 통한 위성 Radar Altimetry 지표수 수위 추정 정확도 향상기법 개발
                             김상필, 손홍규, 이지상, 노현주 |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P19                   MSTAR 영상으로부터 표적 방위각 추출을 위한 변형된 라돈변환 적용 연구
                             한아림, 김상완 | 세종대학교 지구정보공학과

P20                  아리랑 위성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한 채석장 체적 계산
                             오재홍 |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P21                   고부가 DB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이광재, 김은선, 김윤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P22                  다중위성 촬영 스케줄링 시스템 개념 설계
                             전정남, 전갑호, 채태병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위성활용진흥팀

P23                  다중 위성 자료관리를 위한 자료관리 스케줄링 서비스
                             김민아*, 전갑호*, 채태병*, 김문기**, 김태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스페이스**

P24                  영상품질이 자동 수치표고모델 추출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냠자르갈, 김재인, 김태정 |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과

P25                  UAV를 이용한 고랭지배추 주산단지 생육이상 분포도 작성
                             나상일, 박찬원, 이경도, 백신철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P26                  위성영상을 이용한 우리나라 벼 생산성 모니터링
                             정승택*, 고종한*, 염종민** | 전남대학교 응용식물학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P27                  산불탐지 알고리즘의 향상을 위한 중적외선 채널의 반사신호 제거 연구
                             박  욱*, 박숭환**, 정형섭**, 백민영*, 원중선* 

|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P28                  Kompsat-3 위성영상을 이용한 수계 탐지 알고리즘 개발
                             루림강, 박상은 | 세종대학교 지구정보공학과

P29                  MODIS 위성 데이터 기반 ATI-NDVI 기법을 활용한 한반도 지역 고해상도 토양수분 산정 연구
                             김성균*, 백종진**, 최민하* | 성균관대학교 수자원대학원 수자원학과*,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P30                  GK-2A 후속 기상위성에 적용하기 위한 가뭄지수 평가
                             류재현*, 신진호**, 박준동**, 조재일* | 전남대학교 응용식물학과*,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P31                   육상지역 시계열 분석을 위한 GOCI 영상 BRDF 보정
                             손동주, 이화선, 이규성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P32                  Collect Earth를 이용한 서울시 도시림 평가
                             김태연, 이수정, 이원아, 김나희, 이우균 |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P33                  해양 전선 변화에 따른 동해 어장의 공간 변동성
                             오예진, 조영헌 |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해양학과

P34                  정지궤도해색위성으로 산출한 부유사농도 스펙클의 특성 및 원인
                             이민선*, 박경애** |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P35                  Himawari-8/AHI 자료를 이용한 해수면온도 산출 알고리즘 연구 및 오차 특성 분석
                             우혜진*, 박경애** |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교육종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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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                  Long-term Trend of Significant Wave Height and its Impact on Marine Ecosystem in the East Sea using Satellite
Altimeter Data

                             우혜진*, 박경애** |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교육종합연구원**

P37                  KOMPSAT-5 SAR 자료를 이용한 선박탐지 성능 분석
                             김상완*, 김동한** | 세종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세종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P38                  황해 광학적 해수 유형 분류 및 계절 변화 분석
                             민지은, 유주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P39                  천리안해양관측위성 실시간 대기보정 처리를 위한 기상 자료 제공 정책
                             양  현*, 한희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ICT융합연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P40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대기-해양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출 기초 연구
                             엄진아*, 최종국**, 박근하***, 김영호****, 황득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PML 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특성연구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P41                   고해상도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영국갯끈풀 분포 파악 및 환경특성 분석
                             이윤경*, 유주형*, 이준호**, 김범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센터**

P42                  냉수대 해역에서 TeraScan을 이용한 NOAA/AVHRR영상의 여름철 특이해역의 영향에 의한 해수면온도 산출시에 
구름의 탐지 방법의 개선

                             윤  석*, 양  현** | 해양위성센터 한국과학기술원*, ICT융합단 한국과학기술원**

P43                  Using TanDEM-X observations for extracting glacier and sea-ice topographies
                             Sang-Hoon Hong*, Shimon Wdowinski**, Falk Amelung***, Joong-Sun Won****, Hyun-Cheol Kim* 

|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Miami***, Yonsei University****

P44                  Evaluation of interferometric coherence over snow/ice-covered areas with space-based quadruple polarimetric
X-band synthetic aperture radar

                             Sang-Hoon Hong*, Shimon Wdowinski**, Don Atwood***
|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Michigan Tech Research Institute***

P45                  Fourier Fitting을 해수면 온도차에 적용한 SAF와 PF 관측
                             배덕원, 최성진, 조영헌 |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P46                  ALOS PALSAR 자료를 이용한 서남극해 고착빙 탐지
                             김미애*, 임정호*, 한향선**, 김현철** |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극지연구소 원격탐사실**

P47                  항공라이다 데이터의 지면점 추출을 위한 안정적인 필터링 기법
                             이정호, 김윤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활용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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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블 |

■ 무인기/사진측량                                                                                            좌장: 김태정 교수(인하대학교)
-----------------------------------------------------------------------------------------------------------------------

09:00–09:20      조립식 드론 영상기반 공간정보 분야 활용성 연구
                             김종찬*, 허  민**, 김병국*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산업협회**

09:20–09:40      드론 영상의 자동전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하/방사정확도 개선 연구
                             이민섭, 양윤정, 최명진, 우한별 | (주)인스페이스

09:40–10:00      사진측량 기반의 Incremental Bundle adjustment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영상의 센서모델 처리기법
                             이수암*, 정종원**, 김태정** | 주식회사 쓰리디랩스*,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0:00–10:20      시뮬레이션을 통한 백팩(backpack)형 실내 매핑 시스템의 LiDAR 배치안 비교
                             정민경*, 김창재**, 최강혁*, 김용일*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특별세션) KOMPSAT 영상자료 품질1                                                   좌장: 이동한 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

11:00–11:20      다목적실용위성 영상 품질 개요
                             서두천, 정재헌, 박대순, 서유경, 신광수, 이동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관리팀

11:20–11:40      다목적실용위성 3호 사용자 활용성 향상을 위한 영상 제품군 구성방안
                             서두천*, 오금희**, 김문규***, 이동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관리팀*, (주)세트렉아이**, (주)에스아이아이에스***

11:40–12:00      KOMPSAT 활용사례 및 사용자 요구사항 소개
                             김태화, 김지연, 김문규 | (주)에스아이아이에스

12:00–12:20      KOMPSAT-3A 스테레오 위성영상을 이용한 남극 DEM 제작
                             이효성*, 오재홍*, 서두천**, 조민수*, 황호빈* | 순천대학교 토목공학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관리팀**

12:20–12:40      대리검보정을 통한 KOMPSAT-3A 절대복사보정 수행
                             염종민, 이동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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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블 |

■ (특별세션) KOMPSAT 영상자료 품질2                                                   좌장: 이동한 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

13:30–13:50      KOMPSAT-3A 확대영상 생성 및 성능 분석
                             정재헌, 서두천, 이동한, 박대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관리팀

13:50–14:10      다목적실용위성 영상자료 검보정을 위한 SNR 자동 측정 기법 연구
                             서유경, 이동한, 정재헌, 서두천, 임효숙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관리팀

14:10–14:30      다목적실용위성 3/3A호 Edge Target 영상을 이용한 PSF 추정
                             박대순, 정재헌, 서두천, 이동한, 서유경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관리팀

14:30–14:50      엣지타깃을 사용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의 공간 품질 측정 결과
                             이동한*, 박대순*, 정재헌*, 서두천*, 박윤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관리팀*, (주)에스아이아이에스**

14:50–15:10      다목적실용위성5호 2016년 영상품질 분석
                             정호령, 김동현, 양도철, 이동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관리팀

■ (특별세션) KOMPSAT 영상자료 품질3                                                   좌장: 이동한 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

15:30–15:50      다목적실용위성 5호에 대한 기하적 위치 정확도 측정 방법
                             김동현, 정호령, 양도철, 이동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관리팀

15:50–16:10      KOMPSAT-5 SAR 자료의 후방산란계수 계산
                             김덕진*, 김동옥*, 김승희*, 정정교*, 정호령**, 양도철**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관리팀**

16:10–16:30      KOMPSAT-5 영상 기반 홍수지도 생성
                             홍승환, 최윤조, 손홍규 |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16:30–16:50      다목적실용위성5호 영상을 이용한 해상풍 산출 결과 초기 분석
                             박경애*,**, 김태성*, 장재철***, 박재진*** 

|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16:50–17:10      다목적실용위성 5호 SAR 간섭영상을 이용한 지구관측 활용 소개
                             양도철, 이동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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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스 |

■ (특별세션)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이용한 현업 활용                                    좌장: 조성익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

09:00–09:20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이용한 현업지원 서비스
                             조성익, 배상수, 유정미, 이순주, 윤  석, 김광석, 최우창, 한희정, 박영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09:20–09:40      GOCI와 GOCI-II를 위한 엽록소 농도 추정 알고리즘 검증
                             김원국*, 김나은*, 안재현*,**, 이보람*,***, 박영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세종대학교 지구정보공학과***

09:40–10:00      GOCI 영상 및 KORUS-OC Field Campaign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의 하향 확산 감쇠계수 및 수중가시거리 분석
                             이보람*,**, 박영제*, 김원국*, 안재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세종대학교 지구정보공학과**, 

한국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10:00–10:20      동중국해 염분 추정 알고리즘의 정확도 비교
                             김광석*,**, 박영제*, 김원국*, 문일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제주대학교 해양기상학협동과정**

■ (특별세션)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의 검보정 및 활용연구                           좌장: 김원국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1:00–11:20      GOCI 클로로필-a 영상 해류 벡터에의 공간 규모를 고려한 최적화 한계 기법 적용
                             박지은*, 박경애** |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11:20–11:40      GOCI 영상의 육상 활용을 위한 대기보정 알고리즘 개발
                             이화선, 손동주, 이규성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1:40–12:00      천리안 해양위성 자료처리 시스템 (GDPS) v.1.5 대기보정 업데이트
                             안재현*,**, 박영제*, 김원국*, 이보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세종대학교 지구정보공학과***

12:00–12:20      천리안 해양위성 2호 개발현황 및 운영개념
                             안기범, 조성익, 오은송, 박영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2:20–12:40      천리안 해양위성 2호의 산출물 개요
                             김원국, 조성익, 한희정, 배상수, 박영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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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스 |

■ 대기                                                                                                      좌장: 이권호 교수(강릉원주대학교)
-----------------------------------------------------------------------------------------------------------------------

13:30–13:50      천리안 기상위성을 활용한 초미세먼지 경보지도 제작
                             조강준, 송아람, 최강혁, 김용일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13:50–14:10      Sun/sky radiometer와 시정 관측 자료를 이용한 서울지역의 대기 에어로솔 연직분포 추정 및 검증
                       신성균*, 이권호**, 추교황** | 강릉원주대학교 복사-위성연구소*,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복사-위성 연구소**

14:10–14:30      인공위성, 지상관측, 재분석 모델링 자료를 이용한 3차원 대기환경정보의 가시화
                             이권호 |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복사-위성 연구소

14:30–14:50      MODIS LST와 조건부 합성방법을 이용한 위성영상 지면온도와 관측 지면온도의 보정 연구
                             정충길, 김성준 | 건국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14:50–15:10      직달 및 다중산란 효과를 이용한 에어로졸의 크기 및 소산계수 측정 방법
                             김덕현 | 한밭대학교 공과대학 기초과학부

■ 기술동향                                                                                                      좌장: 박노욱 교수(인하대학교)
-----------------------------------------------------------------------------------------------------------------------

15:30–15:50      저해상도 위성 산출물의 공간 상세화: 최신 기술과 이슈
                       박노욱 | 인하대하교 공간정보공학과

15:50–16:10      정지궤도복합위성 우주기상탑재체 개발 현황
                             진경욱*, 양군호*, 채규성**, 선종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지궤도복합위성체계팀*, 경희대학교 우주탐사학과**

16:10–16:30      국내 지역에서 취득된 초분광 영상의 최적 밴드 분석 및 평가
                             김예지, 송아람, 김용일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16:30–16:50      웹 콘텐츠 접근성과 위성영상정보 시각화 서비스 연계
                             박한샘*, 김광섭**, 이기원*** 

| 한성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과*, 한성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한성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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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모1 |

■ 학생1                                                                                               좌장: 유주형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

09:00–09:20      저해상도 원격탐사 자료의 공간 상세화에서 잔차 보정의 영향 분석
                             김예슬, 박노욱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09:20–09:40      개선된 Snow Fraction 추정식을 이용한 적설깊이 추정
                             김대성, 정형섭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09:40–10:00      동해 연안에서 MODIS 위성관측 클로로필-a 알고리즘 개선
                             임진욱*, 이충일**, 김상우*** 

|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공학*,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10:00–10:20      MODIS 다중시기 영상 기반 최고 및 최저 도시 지상기온 추정
                             유철희, 임정호 |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10:20–10:40      차세대 정지궤도 위성 관측자료를 이용한 대기 에어로솔 탐지와 타입 구분
                             추교황*, 이권호** |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복사-위성연구소**

■ 학생2                                                                                                          좌장: 박상은 교수(세종대학교)
-----------------------------------------------------------------------------------------------------------------------

11:00–11:20      무인항공기(UAV) 기반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 분류기법
                             김구혁, 최재완 |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11:20–11:40      UAV 영상의 효율적인 점진적 번들조정 적용을 위한 대응점 추출 후보군 구성 방법 분석
                             정종원, 김태정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1:40–12:00      텍스쳐 정보가 없는 영상의 자동 모자이킹을 위한 주파수 영역 매칭 기법
                             김한결, 김태정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12:00–12:20      CRISM 초분광 데이터를 이용한 화성 귓불형 빙하퇴적 선상지의 광물 분포 조사
                             백현섭*,**, 김광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물리탐사공학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12:20–12:40      다중개구간섭영상과 차분간섭영상을 활용한 2016 구마모토 지진의 3차원 지표 변위 관측
                             백원경, 정형섭, 채성호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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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모1 |

■ 육상1                                                                                                          좌장: 이창욱 교수(강원대학교)
-----------------------------------------------------------------------------------------------------------------------

13:30–13:50      다중시기 Landsat 영상을 이용한 북한 지역 작물 분류: 대홍단 일대 사례 연구
                             곽근호*, 유희영**, 박노욱* |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연구소**

13:50–14:10      적외선 위성영상 보정을 위한 μ-FTIR 기반 복사휘도 및 복사율 야외 측정
                             이홍탁*, 박  욱*, 이창욱**, 오영석***, 구태영***, 원중선*

|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강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국립기상과학원***

14:10–14:30      Himawari-8/AHI 자료의 BRDF 보정을 통한 NDVI 산출
                             성노훈*, 한경수*, 염종민** |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30–14:50      KOMPSAT 위성영상의 산악지역 지형효과 보정
                             정남기, 정형섭, 박숭환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육상2                                                                                                          좌장: 홍성욱 교수(세종대학교)
-----------------------------------------------------------------------------------------------------------------------

15:30–15:50      MODIS RGB합성기법을 이용한 홍수탐지
                             반현주*, 권영주*, 유한솔**, 홍성욱* 

                                   |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15:50–16:10      수자원 위성을 활용한 물관리 개선방안
                             장철호, 신대윤, 김현식 | 한국수자원공사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위성활용팀

16:10–16:30      Random Forest와 Boosted Tree Model을 활용한 서울 지역의 홍수 취약성 분석
                             이선민*, 이사로**, 정형섭*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조사연구실/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6:30–16:50      MODIS 관측을 이용한 TVDI 기반 토양수분 알고리즘 개발
                             권영주, 반현주, 조선아, 김예린, 홍성욱 |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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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논문상, 기술상, 공로상

- 전년도 학술지 게제 우수논문 1~2편 선정(우수논문상), 전년도 원격탐사 관련분야 기술개발 성과가 탁월한 사업
체 대표자(기술상), 학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공로상)

- 매년 추계학술대회 폐막식에서 시상

- 2016년 우수논문상: 정형섭(서울시립대학교)

- 2016년 기술상: ㈜에스아이아이에스(대표이사:김문규)

- 2016년 공로상: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학회 지원 ISRS 국제학술대회 해외 파견 (매년 5월 경)

- 매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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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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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시딩 논문 심사(1차 심사)와 학술대회 구두/포스터 발표논문 심사(2차 심사)의 
합산으로 선정

- 심사위원단 구성: 심사 신청 논문의 공저자와 공저자를 제외한 10~14인 원격탐사분야 전문가로 비공개 심사위원 구성

- 수상자 수

● 추계학술대회: 4~6명
● ISRS: 4~6명

21학회 시상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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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논문집은 2016년도 정부재원(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KOFST)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