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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정보 위성체계는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영상정

보를 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위성영상 정

보는 국토감시, 정찰, 도시계획, 수자원, 농업, 해양,

임업, 지도제작, 기상 및 기후 모니터링, 지질자원 활

용 등 다용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위성의 영상

정보는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광범위한 영역으로부

터 동시에 획득하기 때문에 정보변화 추이를 효과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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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위성의 영상획득 시나리오 모델링 및 임무설계 알고리즘 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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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ission Planning Algorithm for SAR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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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satellites are widely used in many fields like communication and image recoding. The
image acquired by satellites contains variety information of wide region. Therefore, they are used for
agriculture, resource exploitation and management, and military purpose. The satellite is required to
acquire images effectively in a given time period. Because the period that satellites can acquire
images is very restrictive. In this study, the modeling of processing time and attitude maneuvering
for satellite image acquisition is performed. From this modeling, mission planning algorithm using
heuristic evaluation function is suggested and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verified by
numerical simulation.

초 록

현대 사회에서 인공위성은 통신, 영상 등의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인공위성

을 통해 획득한 영상은 넓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농업, 자원개발 및 활용, 군사적 

목적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공위성의 특성상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적인 영상획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는 인공위성이 영상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자세 기동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고 이를 바

탕으로 휴리스틱 평가함수를 이용한 임무설계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해

당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Key Words : SAR Satellite(SAR 위성), Mission Planning(임무설계), Performance Analysis(성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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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위성에 탑재

되는 센서는 크게 광학 센서와 영상레이다(SAR,
Synthetic Aperture Radar)로 구분할 수 있다. 광학 

센서의 경우 태양광이 존재하는 시간대에만 영상정

보를 획득함으로써 활용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영상레이다는 태양광에 상관없이 위성영상 정

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영상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

은 차세대 위성탑재체로서의 큰 의미를 가진다. 1995
년 미 공군의 코로나/디스커버러 시리즈를 시작으로 

많은 국가들이 정찰위성을 발사, 운용하고 있다. 정

찰위성은 핵시설이나 미사일 발사기지의 영상을 획

득하여 적국의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이에 대

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정찰위성의 영상 탑재체는 

EO/IR 센서, SAR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SAR 탑

재체는 밤낮에 구애받지 않으며 구름이 존재하는 상

황에서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서 목표 지역에 대

한 지속적인 정찰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활용된다

[1,2]. 정찰위성의 임무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 

지역의 영상을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획득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다수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군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인공위성의 특성 

상, 발사 후에 궤도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궤적 내에서 효율적으로 정찰을 수행하기 위한 임무 

스케줄링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찰위성이 임

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각 단계별 

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였다.
그리고 목표 지역에 대한 정찰을 위하여 설계된 위

성군에 휴리스틱 평가함수를 이용한 임무 스케줄링

을 수행하고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기법의 

임무 성능을 분석하였다.

Ⅱ. SAR 위성 개요

SAR는 일정 시간 동안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여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목표 지점의 정보를 획

득한다. 거리 방향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인 레이다

와 동일한 방식으로 획득하며, azimuth 방향에 대한 

정보는 플랫폼의 운동 속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플

러 효과를 활용하여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나 

인공위성 등 움직이는 플랫폼에 레이다를 탑재하고 

비행 간 레이더 파형의 지속적인 송/수신과정을 통

하여 가상의 aperture를 길게 하는 효과를 활용하면 

azimuth 방향의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Fig. 1
참조). 이 때문에 SAR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range-doppler, chirp scaling, omega-k [3-5] 등의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수신된 영상 정보를 신호처리 하

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광학 센서와 달리 전자파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상획득이 가능하며 사용하는 전자

파의 특성에 따라 해당 목표 지역의 지질, 목표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특성 또한 알아낼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위성 SAR는 항공기에 비해서 높은 고도

를 사용함으로써 지형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으며 

보다 넓은 영역에 대한 영상획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영상획득 가능영역이 인공위성 궤도의 영향

을 크게 받으며 신속한 자세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위성 SAR는 산업/군사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다목적실용

위성 5호를 운용하고 있다. 군사적 용도로는 SAR-
lupe, TecSAR 등과 같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수

의 SAR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군을 사용하여 목표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를 목표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6].
SAR 안테나는 지향 방식에 따라서 수동형(Passive)

안테나와 능동형(Active) 안테나로 나눌 수 있다. 능

동형 안테나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송수

신 모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동작 없

이 전자적으로 빠른 빔 조향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빔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동형 안테나에 

비하여 비용이 매우 높으며 발열이 심하여 냉각장치

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중량이 커진다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소형위성에서는 

본체의 기동을 통하여 빔 조향을 수행하는 수동형 

안테나가 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동형 안테

나를 적용한 인공위성에 대하여 영상획득 시나리오

를 모델링하였다.

Fig. 1. Concept of Satellite 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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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상획득 모델링 및 임무설계

3.1 영상획득 모델링 개요

SAR 위성의 영상획득 과정은 Fig. 2와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먼저 주어진 목표물들을 어떤 순서대로,
어떤 방식으로 촬영할 것인지에 대한 임무설계를 수

행한다. 이렇게 결정된 임무 프로파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하나의 영상 획득을 위해서는 목표 

지점에 대한 레이다 지향 후 영상 촬영 모드에 따른 

시간동안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목표 

지역에 대한 영상획득 가능 시간동안 이 과정을 반

복한 후 획득된 정보를 지상국으로 전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송되지 못한 정보는 다음 방문 때 추가

로 전송하거나 삭제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전송 

데이터는 삭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보다 보수적으

로 영상획득 능력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가지

는 SAR 위성체의 영상획득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목표물 지향을 위한 기동 시간과 영상데이터 획

득 시간에 대한 값이 요구된다.

3.2 자세 기동 모델링

기동 시간의 경우 위성체의 현재 자세와 표적 위

치에 따른 기동 각으로부터 위성체 기동성을 활용하

여 계산한다. 위성체와 표적 간의 상대적 위치 및 기

동각 계산을 위하여 동체 고정 좌표축을 적용하여 

롤, 피치, 요각을 정의하는데, 본 논문에서 사용한 좌

표축의 정의를 Fig. 3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x 축은 

현재 위성의 속도 방향 벡터이며, z 축은 지구 중심

방향(nadir)이고, y 축은 위성 진행방향 기준 동쪽 방

향이 된다. 이렇게 정의된 좌표축에서 표적 지향 과

정을 모사하면 Fig. 4와 같이 롤 기동을 수행한 후 

피치 기동을 하는 형태가 된다. 롤 기동은 위성체의 

속도 방향을 회전축으로 하여 x 축을 법선벡터로 하

는 평면상에 정사영된 표적을 위성체의 z 축 방향이 

지향하도록 회전하는 기동을 의미하며, 피치 기동은 

위성체의 y 축을 회전축으로 위성체의 z 축 방향이 

표적을 지향하도록 회전하는 기동을 의미한다. 이 과

정에서 b 기동의 기동각이 스퀸트각 크기와 같게 된

다. 롤 기동의 기동각을 , 피치 기동의 기동각을 

라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은 기동 전 동

체 고정 좌표축 상에서의 표적 위치이다. Eq. (1)의 

해를 구하면 롤, 피치 각각에 대한 기동각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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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pt of Image Acquis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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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finition of Satellite Coordinate

Fig. 4. Target Tracking Maneuver

기동각이 계산되면 해당 기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임무설계 시 기동시

간 계산이 용이하도록 동역학 모델을 사용하여 일정

한 기동각 간격에 따라 기동시간을 계산하여 그 결

과를 표로 정리한 후, 실제 기동할 기동각 값이 주어

지면 기동각 별 기동시간 표에 기재된 값을 보간하

여 해당 기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였다. 기동시

간을 계산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는 위성체의 관

성질량, 구동기의 성능, 제어기의 제어이득 등이 있

다. 그리고 실제 위성 SAR를 통해 영상을 획득할 

시, 멈춰 있는 상태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 기동하는 

rest-to-rest 방식보다는 현재 어떤 각속도 벡터를 가

지고 기동 중인 상태에서 새롭게 목표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인 가속/감속 구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임무 설계 및 영상획득

성능 계산에서는 rest-to-rest 방식으로 산출된 기동 

시간에 일정한 마진을 추가하여 이를 고려한다.

3.3 영상획득 시간 및 영상 데이터

SAR 영상은 획득할 영상의 해상도 및 스퀸트각,
영상획득 방식에 따라 영상획득시간(Scene Time)이 

달라진다. Spotlight 방식의 SAR의 영상획득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7].

 


≈sin


(2)

여기서 는 영상획득시간, 은 영상획득을 위해 

위성이 이동한 거리, 는 위성의 속도, 은 경사거리,

는 azimuth 방향 해상도, 는 Doppler cone angle

로서 위성의 속도 벡터와 영상레이다의 boresight가 

이루는 각을 의미한다. 실제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는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시스템 부정확성으로 인한 성

능 저하, 환경에 의한 성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일정

량의 마진을 두고 영상획득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또

한 스퀸트각(Squint Angle)이 커질수록 영상획득 시

간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영상획득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촬영 

목표에 대한 입사각과 스퀸트각이 필요하다. 스퀸트

각의 경우는 Eq. 1에서 계산된 피치 기동각과 같은 

값이며, 입사각은 다음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 가능

하다.

cos  
  (3)

여기서 는 위성체와 표적 간의 경사거리

이며, 은 지구의 반지름, 는 위성의 고도를 의미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임무설계 시 기동시간 계산이 

용이하도록 입사각과 스퀸트각에 대한 영상획득 시

간을 미리 계산하여 표 형태로 정리한 후, 목표점과 

이루는 입사각과 스퀸트각에 대하여 보간법을 수행

하여 실제 소요되는 영상획득시간을 계산하였다. 이

렇게 획득한 영상 데이터의 크기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

여기서 는 샘플링 주파수, 는 펄스 반복 주

파수, 는 영상획득 시간이며 는 샘플링 비트 수,

그리고 는 Sampling Window Time(SWT)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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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BAQ(Block Adaptive Quantization) 등의 방법

으로 데이터 크기를 압축할 경우, 계산된 데이터 크

기에 압축비를 곱하면 된다.

3.4 임무설계 알고리즘

인공위성은 목적에 따른 다양한 임무 모드를 가지

고 운용된다. 지질 관측, 농경지 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넓은 영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도

로 관측을 수행하고, 특정 목표물을 관측 및 추적하

기 위해서는 좁은 영역에 대하여 높은 해상도로 정

밀관측을 수행하게 된다. 정찰위성의 경우, 위협이 

발생하지 않은 평시에는 적 병력 혹은 시설에 대하

여 전반적인 감시를 수행하다가 병력의 이동, 미사일 

등 무기의 배치와 같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지역 혹은 목표물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를 수행하여 

위협을 조기에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 이 중에서 특

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 감시의 경우 Spotlight
SAR 방식과 같은 초밀집지역 영상획득에 적합한 방

식으로 순차적으로 수행되지만, 평시에 수행되는 전

반적인 감시의 경우 다수의 목표물을 빠짐없이 지속

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임무설계를 통해 목표 지

역 촬영 순서를 효율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임

무설계 문제는 영상획득 수량, 인공위성의 기동 최소

화 등과 같은 수행하고자 하는 임무의 목적을 반영

한 성능지수의 최적화 문제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

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전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GA)[8], potential field 알고리즘

[9] 등의 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최근

에는 기계학습 기법을 통한 임무설계 또한 수행되고 

있는 추세이다[10].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목표물을 최대한 고르게 관

측하기 위하여 휴리스틱 평가함수를 이용한 임무설

계 기법을 적용하였다. 경험 또는 데이터에 의하여 

환경변수와 임무성능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여 이를 

반영한 평가함수를 설계한 후, 이 함수의 값을 바탕

으로 각 목표별로 우선순위를 계산하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측하는 방식으로 임

무설계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가함수를 선정

할 때 이론적인 엄밀함보다는 직관적인 측면을 기반

으로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성능은 평가함수가 얼

마나 실제 시스템을 잘 반영하였는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해당 함수를 사용하여 설계

된 임무 스케줄에 따른 시험 또는 수치 시뮬레이션

의 결과를 통하여 판단하게 된다. 휴리스틱 평가함수

를 사용한 기법은 유전 알고리즘과 같은 알고리즘들

에 비하여 매우 빠른 계산속도를 가지면서도 계산 

결과의 성능저하가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로 인하여 촬영 궤도 운행 중에 관측 목표 추가와 

같은 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는 돌발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의 대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11,12].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휴리스틱 평가함수를 이

용하여 목표 지역 별 우선순위를 계산하였다.

 ×



(5)

여기서 는 번째 목표지역의 우선순위 값이며,

는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된 목표지점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한 수치, 은 목표지역의 개수, 는 

임무 시간 내에 해당 지역을 관측 가능한 타임라인

의 수이다.  는 번째 목표지역과 관측 가능 시간

이 겹쳐서 번째 목표지역을 관측할 경우 관측 불가

능하게 되는 지역의 숫자이다. 는 현재 시간 이전

에 번째 지역에 대하여 획득된 영상의 수이다. 휴리

스틱 평가함수의 분모에서 ×는 해당 지역을 관

측 가능한 기회가 많은 지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

추는 역할을 하며 여기에 를 더하여 타 지역의 관

측기회 감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

도록 한다. 그리고 1
항은 기존에 관측된 횟수가 

많은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추어 목표 지점 별 

관측 횟수의 편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계산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표적에 대한 영상획득

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며 그 이후 남은 표적들에 대

한 우선순위 값을 다시 계산하여 영상획득 목표지점

을 정한다. 위성 SAR는 특성 상, 위성 궤도 근방의 

목표물들만을 촬영 가능하므로 시간 별로 영상획득 

가능 지역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임무설계 알고리즘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표적별 영상획득 가능 

timeline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에 따른 인

공위성의 위치 별로 각각의 목표점과의 상대위치 벡

터를 계산하여 SAR 센서가 영상을 획득 가능한 입

사각, 스퀸트각 범위 내에 목표점이 존재 시 영상획

득이 가능한 timeline에 포함된다고 간주하였다. 이렇

게 도출된 timeline에서 최초로 관측 가능한 지점과 

그 지점의 관측가능 시점에서 일정 시간 내에 관측 

가능한 지점들을 후보로 하여 휴리스틱 함수를 적용

하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점을 관측하고 해당 

지점의 관측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내에 

관측 가능한 지점들에 대하여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영상획득 타임 스케줄링을 수행하게 된다.

IV. 수치 시뮬레이션

3.4절에서 제시한 임무설계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치 시뮬레

이션 도구로는 STK(Satellite ToolKit)와 Matlab이 사

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Fig. 5와 같이 분포하는 10
개의 표적지점을 설정한 후, 4대의 SAR 위성으로 구

성된 위성군이 해당 표적들에 대하여 획득한 영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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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Target Point

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각 기법의 성능을 비교 분석

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위성군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이 정보를 STK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위성

군의 위치 정보를 산출한 후, 각 목표 별 관측가능 

타임라인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타임라인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순차적으로 휴리스틱 기

법을 사용하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목표지역을 촬

영하도록 하였다. 목표지역 촬영능력 산출에는 인공

위성의 자세 기동시간과 SAR 센서의 incidence/
squint와 촬영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 영상획득 시간 

및 영상 데이터의 크기, 각각의 방문마다 획득한 영

상을 전송하기 위한 지상국 지향시간과 SAR 위성의 

데이터 저장용량을 초과한 영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고려되었다. 휴리스틱 함수는 모든 목표점에 대하여 

최대한 균등한 비율로 영상획득을 수행하는 것을 목

표로 설정하였다. 모든 목표점에 대한 가중치를 동일

하게 1로 두었으며, 휴리스틱 함수 계산에 적용되는 

Time Window는 영상획득 및 자세기동 예상 소요시

간의 최대값에 마진을 더한 값을 적용하였다. 목표지

향을 위한 자세기동 시간과 각각의 영상 획득에 소

요되는 시간은 3.2, 3.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간법

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값을 Table 2, 3에 정

리하였다. 또한, 임무설계를 위하여 각 표적 별로 계

산한 timeline의 일부를 Fig. 6에 도시하였다.

Num. of Satellites 4

inclination (deg) 46.48

RAAN (deg) 18.6 113.8 195.8 289.1

semimajor axis (km) 6954.1

incidence (deg) 20~50

squint (deg) ≤15

Table 1. Spec of Satellite Constellation Used
in Simulation

Roll
Pitch 0° 5° 10° 15° 20°

0° 0.00 10.04 13.65 17.25 19.96

5° 9.91 13.78 17.12 20.21 23.05

10° 13.52 16.87 19.57 22.15 24.33

15° 17.12 19.70 22.27 24.72 26.91

20° 19.70 22.15 24.33 26.27 28.20

25° 22.27 24.59 26.52 28.58 30.51

30° 24.33 26.39 28.07 30.00 31.54

35° 26.52 28.20 30.13 31.93 33.60

40° 28.33 30.26 31.80 33.22 34.76

45° 30.26 31.93 33.48 35.15 36.69

50° 31.93 33.60 34.89 36.31 37.60

55° 33.48 35.28 36.69 38.24 39.53

60° 35.15 36.57 38.11 39.40 40.56

65° 36.69 38.24 39.53 40.94 42.23

70° 37.98 39.66 40.94 42.23 43.39

75° 39.66 41.07 42.49 43.65 44.93

80° 40.81 42.36 43.65 45.06 46.35

85° 42.36 44.03 45.19 46.22 47.51

90° 43.39 45.19 46.48 47.77 49.18

Table 2. Maneuver time vs. Maneuver Angle

(Unit: sec)

Squint
angle

Incidence
angle

Bore-
sight 20° 25° 30°

20° 5.91 6.28 6.69 7.12

22.5° 5.98 6.36 6.77 7.2

25° 6.06 6.45 6.87 7.31

27.5° 6.16 6.55 6.97 7.42

30° 6.26 6.66 7.09 7.55

32.5° 6.37 6.78 7.22 7.68

35° 6.5 6.91 7.36 7.83

37.5° 6.62 7.05 7.5 7.98

40° 6.76 7.19 7.65 8.14

42.5° 6.9 7.34 7.81 8.31

45° 7.08 7.54 8.02 8.53

47.5° 7.19 7.65 8.14 8.66

50° 7.34 7.81 8.32 8.85

52.5° 7.49 7.97 8.48 9.03

55° 7.66 8.15 8.67 9.23

57.5° 7.82 8.32 8.86 9.43

60° 8.01 8.52 9.07 9.65

Table 3. Scene Duration vs. Incidence/Squint Angle

(Unit: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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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line of Image Acquisition Availability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대조군으로는 

가장 먼저 관측 가능한 timeline이 발생하는 목표지

역 순으로 관측을 수행하는 FIFO(First In First Out)
방식을 사용하였다. 해당 방식은 2007-2008년 사이에 

걸쳐 발사 후 운용된 Cosmo-SkyMed 위성군의 스케

줄링에 적용되었다[13]. FIFO 방식은 영상획득 간에 

발생하는 시간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한 번의 방문

에서 획득 가능한 영상의 최대값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한 알고리즘의 영상획득 

능력이 최적해에 얼마나 근접한가를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한 과정을 Fig. 7에 도시하였다. 먼저, timeline
을 통해 목표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시작 

시점을 정한다. 방문 시작 시점 기준으로 임무설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첫 번째로 관측할 지역을 정한

다. 그 다음, II-III절에서 모델링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목표에 대한 지향시간과 영상획득 소요시간, 영

상 데이터의 크기를 계산한다. 목표에 대한 영상획득

을 완료한 시점에서 지상국으로 데이터를 충분히 전

송 가능한 교신시간이 확보된다면 그 시간을 기준으

로 임무설계 알고리즘을 다시 적용하여 다음 목표 

지역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임무 스케

줄링을 수행하면서 마지막 목표 지점에서 그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지상국으로 전송하기 위한 충분한 

교신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해당 목표 지점을 

스케줄링에서 제외하고 직전 목표까지 획득한 영상

을 지상국으로 교신하는 것으로 1회 방문에 대한 스

케줄링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방식을 시뮬레이션 구

간 전체에 대하여 반복함으로써 임무설계 알고리즘

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다.
2일간 목표지역에 대하여 FIFO와 휴리스틱 평가함

수 알고리즘을 각각 적용한 영상획득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Figs. 8, 9에 도시하였다. FIFO 방식을 

적용한 결과 동남쪽에 위치한 표적들에 대하여 집중

적으로 영상을 획득한 반면 휴리스틱 평가함수 알고

리즘을 적용한 결과는 거의 모든 지역을 편차 없이 

Fig. 7. Numerical Simu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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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촬영하였음을 볼 수 있다. Table 4에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수치적으로 정리하였다. 두 

시나리오의 방문 별로 획득한 영상 수의 차이는 0.1
장 내외이지만 목표별 영상획득 수량의 표준편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경우에 

대해서 총 획득된 영상의 수량은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관측 목표가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 다수 분포하여 목표 지역 방문기간 내에 끊임

없이 영상획득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목표 

별 영상획득 수량은 두 경우가 크게 다른 양상을 나

타낸다. 이를 통해서 휴리스틱 평가함수 알고리즘이 

총 영상획득 수의 저하를 최소화하며 지역별 영상획

득 수의 편차를 최소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8. Image Acquisition for Each Target
(FIFO Case)

Fig. 9. Image Acquisition for Each Target
(Heuristic Algorithm Case)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정찰위성이 자세 기동을 통하여 목

표 지역에 대한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을 수치적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이러한 모델링을 기반으로 임무설계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평시에 목표 지역 전

반에 대한 정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리스틱 알고리

즘을 적용하였고, STK와 Matlab을 활용한 수치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

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휴리스틱 평가함수 알고리즘

이 의도한 목표에 맞는 임무 스케줄링을 수행하였으

며, 임무설계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상당히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빠른 시간 내에 최

선의 결정을 요구하는 정찰위성의 운용에 상당히 적

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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