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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s affect all aspects of our society, and its researches are rapidly 

growing recently. The enhanced remote sensing technology made the satellite to be widely used in the 

environment monitoring applications with the increased worldwide interests. In this paper, recent 

development trends of environment monitoring payloads are researched. The major specifications, 

observational methods and objects of each payloads are surveyed and described. The environment 

monitoring payload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low-earth-orbit satellite to cover the entire earth area 

with single satellite. However, as the importance of time-scale resolution increases, payloads for 

geostationary orbit are under developing recently. Also, ultraviolet, visible, and infrared observation 

payloads are being developed depending on the monitoring objects. According to these trends, domestic 

environment monitoring payloads have to be developed with clear and careful mission analysis.

초  록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 및 기후변화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들어, 

환경감시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원격탐사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환경감시가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감시 탑재체의 개발동향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환경탑재체들의 주요 규격 및 관측방식, 관측대상 등을 사례별로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하나의 위성으로 전지구 

관측을 위하여 저궤도 탑재체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최근들어 시간해상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지궤도 탑재체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관측대상에 따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탐측대역을 

달리한 탑재체가 개발되고 있다. 향후 국내 환경탑재체의 개발은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명확한 임무분석과 

함께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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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환경

학적인 현상규명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외교, 산업, 

보건, 농림수산업 등 사회 전 분야에 폭넓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 감시 및 다른 오염기체들의 감시, 사막 

확장으로 인한 황사의 발생 및 이동, 타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이동 등은 환경변화의 측면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이는 

매연의 증가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스모그 

현상 등을 통해 이미 역사적으로 중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오염물질에 대한 국민

의 경각심도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현재 환경감시체계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상관측

망은 직접적인 관측으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으나, 

관측소의 분포가 대도시에 몰려있고 해양에서는 일부 

선박 관측을 제외하고는 관측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원격탐사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인공위성을 이용한 환경 및 기후

변화 감시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우주개발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감시의 중요

성과 더불어 지구환경위성 탑재체에 대한 기획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환경감시 탑재

체들의 개발동향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환경탑재체들의 주요 규격 및 관측방식, 

관측대상 등을 조사하며 향후 국내 환경탑재체의 개발

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저궤도 환경탑재체

초기 환경탑재체의 개발은 오존층 감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해외위성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현재는 탑재 센서의 감도가 향상되고 산출 

알고리즘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오존뿐 아니라, 에어

로졸과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과 같은 미세물질 및 

미량오염기체의 감시도 인공위성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나의 탑재체로 전지구 관측이 가능한 저궤도 탑재체

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관측대상기체와 

그의 산출알고리즘에 적합한 관측대역이 자외선, 가시

광선, 적외선 등으로 선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본 장에

서는 저궤도 환경탑재체에 대해서 살펴본다.

2.1 GOME(Global Ozone Monitoring    

      Experiment)

  GOME는 ESA에서 개발되었으며 태양동기궤도

에서 오존, 수증기, HCHO, OClO, 구름, 에어로졸 등을 

관측한다. 1995년 4월 21일 발사한 ERS-2 미션

(GOME-1)과 2006년 10월 19일 발사한 EUMETSAT

의 MetOp-A(GOME-2)에 탑재되어 운용 중이다.

그림 2.1.1. GOME 탑재체 측원리  상상도
 

GOME 탑재체는 연직 방향 스캔 방식의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분광기로 250nm~790nm의 영역에서 

4 채널로 나뉘어 관측한다. 분광 해상도는 자외선에서 

0.2nm, 가시광선에서 0.4nm를 갖는다.

그림 2.1.2. GOME 탑재체 내부 모습

GOME-1의 경우에는 3개의 픽셀로 320×40㎢ 의 

해상도를 갖고 960㎞의 관측폭을 한 번에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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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E-2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좋은 80× 40㎢ 의 

해상도를 갖고 전 지구를 3일 만에 촬영한다.

그림 2.1.3. GOME 탑재체의 측 원리

분광기는 1차 분광 프리즘을 가진 이중 단파장 

분광기(double-monochromator)와 4개의 홀로그램 

기반 회절격자(holographic-grating)를 사용하였다. 

GOME-1의 무게는 50Kg, 소비전력은 50W이며 자료 

전송률은 40Kbps이다. 또한, GOME-2의 무게는 73Kg, 

소비전력은 42W, 데이터 전송률은 400Kbps이다.

표 2.1.1. GOME 탑재체 측 채

Channel
Wavelength

[nm]

Integration 
time

[sec]

Spectral 
resolution

[nm]

1A 237-283 1.2 0.20 

1B 283-316 1.5 0.20 

2 311-405 1.5 0.17 

3 405-611 1.5 0.29 

4 595-793 1.5 0.33 

2.2 MOPITT (Measurement of Pollution in  

      the Troposphere)

MOPITT 탑재체는 대기 중에 일산화탄소를 측정

하기 위하여 CSA에서 개발되었으며 Terra 위성에 

탑재되어 1999년 12월 18일 발사되었다. 4개의 검출

기가 포함되어 22×22㎢의 해상도를 가지며 한 번에 

640㎞의 관측 폭을 갖는다[2].

4.7㎛, 2.4㎛ 와 2.3㎛ 세 개의 파장 영역에서 특정 

기체를 통과하여 나간 빛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PMR 

(Pressure Modulated Radiometer)과 LMR (Length 

Modulated Radiometer)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참조 

기체의 압력을 조절하여 관측 대상의 스펙트럼을 분리

하여 볼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MOPITT의 무게는 

182Kg, 소비전력은 243W이며 데이터 전송률은 25Kbps

에 이른다.

그림 2.2.1. MOPITT 탑재체 모습

그림 2.2.2. MOPITT의 측 원리

2.3 GOMOS (Global Ozone Monitoring by 

Occultation of Stars)

GOMOS 탑재체는 항성엄페(stellar occultation) 

를 이용한 자외선/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측정

하여 오존 및 대기 기체를 측정한다. ESA에서 개발

하였으며 ENVISAT에 탑재되어 2002년 3월 1일 

발사되었다. 

태양 동기궤도에서 작동하는 이 탑재체는 배경 

별을 이용하여 대기를 측정하므로 태양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 보다 시간적인 제약이 매우 적게 되어 

상시 관측이 가능하다.

두 개의 분광기가 탑재되어 있으며 250㎚~675㎚

에서 0.89㎚의 해상도로, 760㎚~930㎚에서 0.12㎚의 

해상도를 갖는다. 망원경은 전면 스캔 미러를 포함하여 

직사각형 모양 (20㎝×30㎝)의 카세그레인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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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어 있으며 두 개의 별센서(star tracker)를 사용

하고 있다.

탑재체 전체의 무게는 163kg이며 소비전력은 146W

이며 데이터 전송률은 222Kbps이다.

그림 2.3.1. GOMOS 탑재체 측 원리

그림 2.3.2. GOMOS 탑재체 모습

2.4 SCIAMACHY (Scanning Imaging   

     Absorption Spectrometer for      

     Atmospheric Cartography)

ENVISAT에 탑재되어 2002년에 발사되어 현재

까지 운영중인 탑재체로 GOME의 개량형이다. 관측 

영역은 자외선/가시광선/근적외선/단파적외선 (UV/ 

VIS/NIR/SWIR)이며 격자 분광기로 8개의 밴드를 

8192개의 채널로 분광할 수 있다. 관측 모드로는 

직하점 (Nadir), 주변 대기 (Limb), 엄폐 (Occultation) 

모드이며 대략적인 도식은 그림 2.4.1과 같다.

직하점 모드로는 센서 밑의 대기의 총량을, 주변 

대기 모드로는 성층권 및 대류권 상부의 수직 분포를, 

그리고 엄폐모드로 태양 또는 달을 광원으로 하는 

정확한 연직 분포를 관측한다.

총 8개의 채널 중, 채널 1, 2와 채널 3~8이 그림 

2.4.2와 같이 각각 구성되어 있다. 

무게는 약 198Kg, 소비전력은 약 122W이며, 자료 

전송률은 400 Kbps이다. 각각 관측 모드에 따른 

해상도는 표 2.4.1과 같으며,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분광 해상도는 표 2.4.2와 같다[3].

그림 2.4.1. SCIAMACHY 의 세가지 측 모드

  

그림 2.4.2. SCIAMACHY의 내부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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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SCIAMACHY의 측 모드에 따른 

시야각, 측 역 , 공간 해상도

관측 모드 관측 방법 시야각 관측 영역 공간해상도

직하점

궤도방향 25 km 전구 30 km

궤도교차

방향
0.6 km +/- 480 

km 60 km

주변대기
방위각 110 km* +/- 460 

km* 250 km*

고도 2.5 km* 0-200 km* 3 km*

태양 엄폐
방위각 40 km* N.A 30 km*

고도 2.5 km* 0-200 km* 2.5 km*

(* 접점에서)

표 2.4.2. SCIAMACHY의 채  정보

Channel
Wavelength

[nm]
Spectral resolution

[nm]

1 240 - 314 0.24

2 309 - 405 0.26

3 394 - 620 0.44

4 604 - 805 0.48

5 785 - 1050 0.54

6 1000 - 1750 1.48

7 1940 - 2040 0.22

8 2265 - 2380 0.26

2.5 AIRS (Atmospheric Infrared Sounder)

AIRS는 AQUA 위성에 탑재되어 2002년 발사된 

가시광선/적외선 탑재체이다. 적외선 영역에 2378개의 

채널을 가지며 분해능이 λ/Δλ = 1200 인 격자 분광계

를 사용한다. 가시광선/근적외선에서는 4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AIRS의 광학 개요도를 그림 2.5.1.에 

나타내었다.

그림 2.5.1. AIRS 탑재체

관측폭은 1650Km이며 분광계의 순간 시야각(IFOV)

은 13.5Km, 가시광선/근적외선 채널의 순간 시야각은 

2.3Km이다. 무게는 177Kg, 소비전력은 256W, 데이터 

전송률은 1.27Mbps이다. 대류권에서는 1㎞의 두께

마다 1℃의 정확도로 대기의 온도를 관측하고, 2㎞의 

두께마다 20%의 정확도로 대기의 습도 관측이 가능하다.

AIRS의 관측 범위에 따른 특성을 표 2.5.1에 요약

하였다.

표 2.5.1. AIRS의 측 범 에 따른 특성

Wavelength

[μm]

Wavelength

[cm-1]
Resolution SNR (NEΔT)

3.74-4.61 240 - 314 ~ 2.0 cm-1 0.14K @ 280K

6.20-8.22 309 - 405 ~ 1.0 cm-1 0.20K @ 280K

8.80-15.4 394 - 620 ~ 0.5 cm-1 0.35K @ 280K

0.41-0.44 604 - 805 30 nm >100 @ 40%반사율

0.58-0.68 785 - 1050 100 nm >100 @ 40%반사율

0.71-0.92 1000 - 1750 210 nm >100 @ 40%반사율

0.49-0.94 2265 - 2380 N/A (광대역) >100 @ 40%반사율

2.6 ACE(Atmospheric Chemistry Experiment)

ACE 탑재체는 CSA에서 제작한 탑재체로 FTS 

(Fourier Transform Spectrometer)와 MAESTRO 

(Measurement of Aerosol Extinction in the 

Stratosphere and Troposphere Retrieved by 

Occultation) 두 가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74°의 

고경사각과 650Km의 저궤도에 위치하며 2003년 8월

에 발사하여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4].

그림 2.6.1. ACE 성 상상도(SciSat-1)

이 위성은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태양빛을 이용하여

(solar occultation) 대기 조성을 측정한다. 따라서 태양

이 지구 대기 부근에 위치하는 특정 시각에만 관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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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태양차폐 측 원리
 

  

그림 2.6.3. FTS 분 기 구조  완성품

FTS는 Michelson 간섭계가 내장된 푸리에 분광기로 

2.2㎛~13.3㎛ 영역에서 0.06㎚의 해상도를 가지며 

1.25mrad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무게는 약 41㎏, 소비전력은 약 37W이며 분광 영역

에 따라 InSb와 MCT(HgCdTe)로 이루어진 128×128 

픽셀의 두 개의 광전소자를 갖고 있다. SNR값은 대략 

200이다.

MAESTRO는 285㎚~550㎚, 500㎚~1030㎚ 대역

을 1nm~2nm의 해상도로 관측하는 무게 8㎏의 작은 

분광기이다. 간단한 오목격자(concave grating)를 

사용하였으며 FTS의 주광학계로부터 신호를 받아 

1024픽셀을 가진 선형 광전소자로 측정한다.

그림 2.6.4. MAESTRO 구조

2.7 CALIOP (Cloud-Aerosol LIdar with    

      Orthogonal Polarization)

CALIOP 탑재체는 CALIPSO 위성의 세 개 탑재체

(CALIOP, IIR, WFC) 중 하나이며 에어로졸 및 구름의 

최상부 높이를 측정하는 Lidar 시스템이다.

그림 2.7.1. CALIPSO 성의 탑재체 모습

NASA에서 제작되어 2006년 4월 28일에 발사

되어 태양동기궤도에서 현재까지 운용중이며 지표면 

70m에 해당하는 영역을 한 번에 관측한다. 파장대는 

532nm와 1064nm로 두 가지 레이저를 탑재하였으며 

레이저 송신기와 베릴륨으로 만들어진 직경 1m 망원

경을 가진 수신기로 구분된다. 

그림 2.7.2. CALIOP 센서  기기 세부사항

송신기는 532㎚ 및 1064㎚에서 모두 110mJ의 

에너지를 와 20nsec 펄스 주기를 가지며 두 개의 동일한 

기기를 탑재하여 여분(redundant) 기능을 제공한다. 

수신기는 두 가지 파장 중 532㎚ 대역에 대해서는 편광 

관측이 가능하다. CALIOP 탑재체는 전 지구를 16일 

만에 모두 관측한다.

2.8 TES (Tropospheric Emission Spectrometer)

TES는 EOS-Aura 위성에 탑재되어 2004년 7월에 

발사되었으며 2009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푸리에 

방식의 적외선 영상 간섭계로, 4개의 밴드를 궤도 교차 

방향 으로는 40540 개의 채널, 주변 대기 관측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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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162162 개의 채널로 분광을 하게 된다.

관측 해상도는 궤도 교차 모드에서 0.53×0.53㎢

이며, 주변 대기 모드에서는 2.3㎏, 수평 유효 해상도는 

300㎞이다. 총 무게는 385㎏이며 소비 전력은 334W, 

그리고 데이터 전송률은 4.5Mbps이다. TES의 관측 

범위에 따른 해상도는 표 2.8.1과 같다.

표 2.8.1. TES의 측 범  정보

Wavelength

[μm]

Wavelength

[nm]

Spectral resolution

(unapodised)

11.11 - 
15.38

650 - 900
0.059 cm-1 (nadir view)

0.015 cm-1 (limb view)

8.70 - 12.20 820 - 1150
0.059 cm-1 (nadir view)

0.015 cm-1 (limb view)

5.13 -  9.09 1100 - 1950
0.059 cm-1 (nadir view)

0.015 cm-1 (limb view)

3.28 -  5.26 1900 - 3050
0.059 cm-1 (nadir view)

0.015 cm-1 (limb view)

2.9 IMG (Interferometric Monitor for       

      Greenhouse gases)

IMG는 ADEOS 위성에 탑재된, 2개의 거울 및 광속 

분리기를 가진 Michelson 계열의 FTS이다. 각 탐지

기의 시야각은 0.6˚×0.6˚㎛이며, 해상도는 8×8㎢ 

이다. 총 무게는 133.5㎏, 소비전력은 149W, 크기는 

1.15×0.93×0.65㎥이며, 데이터 전송률은 882 Kbps

이다. 측정 스펙트럼 범위는 14㎛~3.3㎛, 파동수 해상도

는 0.1㎝-1이다.

 IMG의 광학 구조도는 그림 2.9.1과 같다. 3개의 

측정 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밴드1, 2는 InSb 검출

기를 사용하며, 밴드3은 MCT (HgCdTe)를 사용

한다. 각 밴드에 대한 정보는 표 2.9.1과 같다.

표 2.9.1. IMG  분  성능 정보

Spectral Range 714 ~ 3030 cm-1(3.3~14μm)

Number of bands 3

Range of band 1 2325 ~ 3030 cm-1(3.3~4.3μm)

Range of band 2 2000 ~ 2500 cm-1(3.3~14μm)

Range of band 3 714 ~ 2000 cm
-1

(3.3~14μm)

Number of samplings
band 1: 1.6 x 10

5

band 2&3: 1.0 x 105

그림 2.9.1. IMG 학부 개념도

2.10 OMI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는 EOS-Aura위성에 탑재되어 2004년 7월에 

발사되었으면 현재까지 운용중에 있다. 270㎚~500㎚

의 영역을 약 0.5㎚의 밴드폭으로 분광하여 관측한다. 

관측대상은 오존과 에어로졸 이외에도 환경기체인 

CH2O, BrO, NO2, OClO, SO2 등이 있다. 

OMI는 직하점 방식으로 촬영을 하며 2600㎞의 넓은 

관측폭을 갖기 때문에 하루만에 전구를 관측할 수 

있다. 회절격자를 이용하여 분광을 하며 자외선 영역과 

가시광선 영역이 서로다른 초점면을 가지게 설계되

었다. OMI의 공간 해상도는 13×24㎢이며 줌 모드에

서는 13×24㎢로도 관측할 수 있다. 무게는 65㎏, 소비

전력은 66W, 크기는 500×400×350㎣이며, 데이터 

전송률은 0.8Mbps이다[5].

표 2.10.1. OMI의 측범 화 해상도

채널
스펙트럼 범위 

(nm)
채널 수

스펙트럼 
해상도 (nm)

UV1 270 - 314 390 0.42

UV2 306 - 380 390 0.45

Vis 350 - 500 780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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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1. OMI의 측정방식

2.11 OCO (Orbiting Carbon Observatory)

OCO 탑재체는 동명의 OCO 위성에 탑재되어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2009년 2월 

24일 발사가 실패한 탑재체이다.

측정 범위는 3개의 근적외선/단파적외선이며, 총 

3개의 밴드 (0.76㎛(O2), 1.61㎛과 2.06㎛(CO2))를 

가지며 3000개 이상의 채널로 분광이 가능하다.

무게는 150㎏, 소비전력 165W, 데이터 전송률은 

1Mbps이며, 공간 해상도는 궤도 교차 방향 (Cross- 

track)으로는 1.29㎞이며, 궤도 방향 (Along-track)

으로는 2.25㎞이다. 

OCO 측정 관측 밴드 별 스펙트럼 해상도 및, 채널 

수를 표 2.10.1에 나타내었다.

그림 2.11.1. OCO 탑재체 모습

표 2.11.1. OCO 측정 측 밴드 별 특징

스펙트럼 범위 

(nm)
채널 수 스펙트럼 해상도 (nm)

758 - 772 1024 0.04

1594 - 1619 1024 0.08

2042 - 2082 1024 0.10

3. 정지궤도 환경탑재체

최근 들어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한 환경 및 기후

변화 감시체계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지궤도위성의 경우 시간에 대한 연속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전지구를 커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장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GEO- 

CAPE 미션과 정지궤도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탑재체

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3.1 GEO-CAPE (GEO-stationary Costal   

      and Air Pollution Events)

정지궤도위성을 이용하면 고정된 위치에서의 연속

적인 환경감시가 가능하지만, 대륙과 대륙 사이의 

환경감시에 대해서는 전지구에 걸친 관측이 실시

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지궤도상에 3개의 

위성을 배치시켜 전지구를 관측하는 방식이 GEO- 

CAPE 미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3.1.1. 3 의 정지궤도 성을 이용한 지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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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APE 미션의 환경탑재체로는 SUVS (Scanning 

UV/Vis Spectrometer)가 NASA의 IIP (Instrument 

Incubator Program)를 통해 개발 중이다. 300㎚~ 

480㎚의 자외선, 가시광선 대역을 0.8㎚로 분광시켜 

관측하며, 관측영역은 5000×5000㎢이며 공간분해능

은 1.25×5㎢에 이른다. 관측 기체는 오존, 에어로졸, 

NO2, SO2, HCHO 등이며 낮 시간대에 1시간 간격

으로 촬영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크기는 1700×830× 

860㎣이며 무게는 약 139㎏, 소비전력은 약 208W이다.

그림 3.1.2. SUVS 외형도

3.2 GIFTS (Geo-stationary Imaging    

       Fourier Transform Spectrometer)

GIFTS 탑재체는 정지 궤도에서 대기온도, 습도,  

바람 및 H2O, CO, O3, SO2와 같은 미량기체들을 측정

하기 위해 NASS와 NOAA에서 개발 중에 있다. 미국

의 다음 기상위성인 GOES-R에 탑재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 이후 예산초과로 탑재가 취소되어 개발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현재까지 원형모델 (prototype 

model) 제작, 시험 및 항공기 실험(NAST-1)까지 

수행된 상태이다. 

그림 3.2.1. GIFT 성(EO-3 랫폼) 상상도

그림 3.2.2. GIFT 탑재체 내부 모습

분광방식은 FTS를 사용하며, 관측 분광 대역은 

4400㎚~6100㎚, 8800㎚~14600㎚이며, 해상도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1㎞, 적외선 영역에서 4㎞를 

갖고 스캔 미러를 사용하여 전 지구 영상을 10분 만에 

획득한다.

주 광학계는 25㎝의 구경을 갖는 망원경으로 구성

되어 있고 24˚×24˚ 시야를 갖는 스캔 미러를 포함하고 

있다. 검출기는 128×128 픽셀을 가지며 총 2048 채널

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림 3.2.3. GIFT 탑재체 분 기

4. 결 론

지금까지 환경감시 탑재체의 개발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초기 환경감시 탑재체는 전지구적 오존

감시를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후의 관측기술

과 산출 알고리즘의 발달로 환경기체의 감시로 확대 

되었다. 전지구적 관측을 위하여 저궤도 탑재체가 

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 시간분해능의 



88 연정흠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7/1 (2009) pp. 79~88

중요성과 환경기체들의 움직임 및 수송모델 확보를 

위하여 정지궤도 탑재체가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관측대상 기체의 종류에 따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관측영역과 분광분해능이 바뀌게 되며, 이에 따른 

환경탑재체 핵심요소인 분광기와 검출부의 요구조건

이 변하게 된다.

향후 국내의 환경감시 탑재체의 개발에서는 관측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임무분석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궤도결정 및 분광방식, 검출부 등의 선정이 이루어

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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