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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홍수, 지진, 지진해일 등 복합적이고 광역적인 재해·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재난대응 및 피해지역에 대한 조기분석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기술개발과 재난관리 적용성에 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 가
운데 위성영상을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가치와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재해·재난분야의 위성영상 활용성을 인지하여 정부기관 고유 업무에 대한 실무적 대안 마련이 검
토되고 있으며, 특히 재난발생시 위성영상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
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상도 위성영상인 Kompsat-2 영상과 GeoEye 영
상의 피해 전·후 영상을 육안 분석하여 2010년 1월 12일에 진도 7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HAITI의
수도인 포르토프랭스 중심으로 건물피해 분석 및 피해밀집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외 위성영상 분석 전문기관인 UNOSAT 및 SERTIT의 영상촬영, 취득, 분석, 건물피해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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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상이변과 예상치 못한 지각변동으로 인해 재해·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 규
모 또한 광역적·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피해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
해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복구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
해·재난에 대해 다양한 인공위성의 공간, 분광, 방사, 주기해상도를 통해 신속한 피해 분석 및 효
율적 관리를 위해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기관 및 연구원에서는 재해·재난분야에 위성영상을 활용성 및 실무적 대안마련
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재해·재난발생시 영상의 취득 및 분석결과를 통한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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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등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정부부처의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10년 1월 12일에 진도 7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HAITI의 수도인 포르토프랭
스 지역에 대해 고해상상도 위성영상인 Kompsat-2 영상과 GeoEye 영상의 피해 전·후 영상을 취
득하여 건물의 전파·반파에 대해 육안분석 및 피해밀집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검증하
기 위해 국외 위성영상 분석 전문기관인 UNOSAT(UNITAR Operational Satellite Applications

Program) 및 SERTIT(Regional Service of Image Treatment and Remote Sensing)의 영상촬영, 취득,
분석, 건물피해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연구지역 및 활용자료
2.1 연구지역
HAITI는 카리브해 히스파니올라 섬의 서쪽 부분에 있는 국가로 동쪽은 도미니카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연구범위는 그림 1(a)과 같이 HAITI 수도인 포르토프랭스 중심지역으로 약
2×2㎞로 선정하였다. HAITI 지역의 피해발생 및 규모는 2010년 1월 12일 21시 53분 9초(UTC), 1
월 12일 현지 시각 16시 53분 9초에 HAITI의 수도인 포르토프랭스 인근 지표면으로부터 13km
깊이에서 발생하였으며(그림 1(b)), 이 지진으로 아이티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포르토프
랭스의 주요 건물들이 붕괴되었거나 손상되었으며, 감옥, 공항, 병원과 같은 시설도 폐쇄되었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구가 아이티 전체 인구의 1/3인 300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사망자는 15만∼최대 35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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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방방재청 조직의 GIS 관련 업무분석

2.2 활용 자료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피해 전·후 고해상도 광학 위성영상을 사용하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에서 제공한 Kompsat-2 영상의 주요제원은 공간해상도 흑백 1m와 칼라 4m로 관측폭 15㎞이며,
촬영기간으로는 피해 전 영상은 2009년 4월 13일에 촬영된 영상과 피해 후 영상은 2010년 1월 16
일에 촬영된 결과를 제공하였다(그림 2). 또한 지오아이社에서 제공한 GeoEye 영상으로 공간해상
도 흑백 0.41m와 칼라 1.65m로 관측폭 15.2㎞이며, 촬영기간으로는 피해 전 영상은 2009년 12월 7
일에 촬영된 영상과 피해 후 영상은 2010년 1월 21일에 촬영된 결과를 제공하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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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eoEye 위성영상 제원

3. 건물피해 및 피해밀집도 분석·비교
연구지역에 대해 Kompsat-2 및 GeoEye 위성영상을 취득하여 연구지역에 대해 육안 분석을
통해 건물의 전파·반파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용S/W를 사용하여 밀집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 또한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첫 번째, 국립방재연구원은 피해 전 GeoEye 영상과 피해 후 Kompsat-2 영상을 활용하여 약
590동의 건물의 피해 및 위치 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4단계의 범례로 구분하여 피해밀집도
를 작성하였다. 분석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4일이 경과 후에 촬영하여 이로부터 3일 후에 취득
하였으며, 취득한 영상으로 약 4일 정도 분석을 거쳐 그림 4(a)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SERTIT(프랑스)는 피해 전·후 GeoEye 영상을 활용하여 약 670동의 건물 피해 분석
을 통해 위치 정보를 취득하고, 이에 대해 블록단위로 4단계 범례로 피해밀집도를 작성하였다. 분
석기간은 피해 발생과 동시에 촬영과 취득을 하여 약 7일 정도 분석을 거쳐 그림 4(b)와 같은 결
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UNOSAT(UN소속기관)는 피해 전·후 GeoEye 영상을 활용하여 약
120동의 건물 피해 분석만을 수행하였다. 분석기간은 피해 발생과 동시에 촬영과 취득하여 약 5일
정도 분석을 거쳐 그림 4(c)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표 1).

표 1. 각 기관별 영상 제원, 분석내용, 분석기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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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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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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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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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건물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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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상 건물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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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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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Eye

건물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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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건물피해 및 피해밀집도 분석 결과

건물 붕괴 지점

(c) UNOSAT

4. 맺음말
최근 재해‧재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위성영상 통해 재난극복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
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각각의 특성이 다른 위성영상을 활용하
여 신속하게 재난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법과 시스템 등이 점차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위성영상
으로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재난유형에 대해 점차 활용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해 전·후 위성영상으로 지진피해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 시범적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특히 국립방재연구원과 국외 위성 전문분석기관간의 분석기간(촬영, 취득, 분석)을 비교하
였으며, 또한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결과를 검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재난발생 후 영상취득·분석까지 국외의 경우 4∼5일, 국립방재연구원은 9일정도 소요되었으며,
순수 분석기간을 비교해 보면 국외 4∼5일, 국립방재연구원은 3일 정도 소요되므로 상대적 기술력
은 있으나, 위성영상 수급체계 미흡으로 분석의 시간적 제약이 발생하였다. 또한 SERTIT(프랑
스), UNOSAT(UN) 등 국외의 경우 재해분석을 위한 위성활용 기반 인프라 및 상시운영 중에 있
으나, 현재 국내의 경우는 재해·재난에 특화된 위성활용 기반 실험실 및 상시운영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영상 수급 및 재해·재난분석의 문제점에 대해 국립방재연구원(NDMI)과 한국
지구관측센터(KEOC)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재해·재난분야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점
차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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