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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웹 기반의 업 연구 포탈 서버를 통해 여러 과학 분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공유  가공, 
분석, 시각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제주도 고산 측소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수집된 환경자

료를 효과 으로 공유  활용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련 연구자들의 긴 한 업 연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여러 성으로부터 획득한 성 상, ABC
를 통하여 수집한 지상 측자료 등의 지구환경 데이터를 효율 으로 장 리하고, ABC 
Geo-Scientist들이 이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Gridsphere 기반 GeoNet 웹 업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목 이 있다. 

1. 서  론

   륙의 편서풍 지역에 치한 우리나라는 국의 사막

지역과 산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향을 크게 

받고 있다. 갈색구름은 수백m에서 수㎞ 두께의 층을 이루

며, 특히 인구 도가 높고 에어로졸과 온실기체 배출원이 

리 분포돼 있으며 산업화가 속히 진행 인 동남아시

아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색구름은 국의 황사와 

공장 매연 등의 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 

아시아지역의 갈색구름의 생성과 이에 한 기후변화 

향을 측하기 한 UNEP(UN Environment Program)의 

ABC 국제공동 측 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으며, 제주도 

고산에 ABC 측시설을 설치하고 아시아 지역의 슈퍼 사

이트에서 세계 각국의 국제공동 측을 통해 각 나라의 

측 장비의 상호 보정  정보 교환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고산 측소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수집된 

환경자료를 효과 으로 공유  활용하는 시스템의 부재

로 인하여 련 연구자들의 긴 한 업 연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여러 성으로부터 획득한 성

상, ABC를 통하여 수집한 지상 측자료 등의 지구환경 

데이터를 효율 으로 장 리하고, ABC Geo-Scientist들

이 이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e-Science 기반 

GeoNet 웹 업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련 연구

2.1. Gridsphere

   Gridsphere는 그리드 기반 웹 포탈을 개발할 수 있는 

Framework를 제공한다. 한, Globus와 같은 그리드 미

들웨어 솔루션과 연동하여 그리드 환경 구축이 가능하며, 

Gridsphere는 Portlet API JSR 168과 100% 호환되고, 

Portlet API를 통해 다양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Gridsphere의 구조는 그림 1과 같고 portlet 실행, portlet 

컨테이 와 core 서비스와 portlet으로 구성된다[1].

그림 1 GridSphere Portal Architecture

   Gridsphere 자체의 개발 Framework는 단일 로그래

 언어를 사용하고 디자인과 구 이 분리되어 있다. 한 

데이터 모델을 지원하고 Framework 자체에서 국제화를 

지원한다. Gridsphere 자체가 이미 그리드 솔루션으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과정 없이 그 로 그

리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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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pen API

2.2.1 Google Earth

   Google Earth는 성 이미지, 지도, 지형  3D 건물 

정보 등  세계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 최 의 성 

상 지도 서비스이다. 2008년 5월 28일, Google은 Google 

Earth의 라우 용 러그인과 Javascript API를 공개하

다. Google Earth API는 Object-Oriented Programming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인터페이스와 소속멤버들로 구성되

어져 있는데, 크게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3].

∘ Google.earth Namespace

  - 인스턴스의 생성이나 이벤트 핸들링 등의 역할을 하는 역

함수들

∘ Browser Plugin-specific Interfaces

  - Google Earth를 직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들

∘ KML-based Interfaces

  - KML에 기반한 인터페이스들로 부분이 Browser 

Plugin-specific 인터페이스들로 상속되어짐

2.2.2 JFreeChart

   JFreeChart는 다양한 어 리 이션에서 문 인 그래

를 구 하기 한 JAVA기반의 무료 라이 러리이다. 

JFreeChart 로젝트는 1999년말 David Gilber에 의해 시

작되었으며, 그 이후 Object Refinery 사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그림 2는 JFreeChart를 통해 구  가능한 다양한 그

래  목록을 나타낸다[4].

그림 2 JFreeChart 그래  Demo

JFreeChart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API Document와 다양한 그래  타입을 제공

∘ 서버와 클라이언트측에서 확장하기 쉬운 유연한 디자인 제공

∘ 스윙 컴포 트, 이미지, 벡터 그래픽 일(PDF, EPS, SVG) 

포맷 등의 다양한 Output 타입 제공

3. G e o Ne t  P o r t a l

3.1. GeoNet 시스템 구조

   GeoNet 시스템은 Gridsphere Framework 기반으로써 

그림 3과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상  2계층을 업 환경

에 맞게 커스텀마이징 하고 분산된 노드를 통해 네트워크

를 구축한다. Portlet은 core portlet와 application portlet 

으로 구분된다. core portlet에서는 ABC 유 의 로그인과 

로그아웃, 데이터 등록, 데이터 검색 등의 기능이 있고, 응

용 portlet은 ABC의 지구환경 데이터의 분석, 가시화 등

의 기능을 가진다.    

그림 3 GeoNet 시스템 구조

3.2. GeoNet 서비스 구조

   GeoNet 웹 서비스는 코어 서비스와 데이터 리 서비

스, 검색 서비스, 응용 서비스로 구성된다. 자세한 서비스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GeoNet 서비스 구조

   코어서비스는 로그인이나 계정 리와 사용자의 서비스 

근 권한 설정과 같은 포털의 기본 인 리 기능을 제

공한다. 데이터 리 서비스는 업로드 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로 구성된다. 검색 서비스는 Basic 검색 서비스와 

Advanced 검색 서비스로 구성된다. Basic 검색 서비스는 

테이블 형태의 자료((CO2, CH4 등)로 구성된 데이터베이

스를 검색할 수 있고, Advanced 검색은 일의 메타정보

를 통해 일 리스트를 검색한다. 

   응용 서비스는 이미지 시각화, 구 어스 연동 서비스, 

그래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미지 시각화는 Advanced 검

색 서비스에서 검색된 이미지 일을 시각화한다. 구 어

스 연동 서비스는 Advanced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된 이

미지, KML 등의 일을 구 어스상에서 표 한다. 그래

 서비스는 Basic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된 테이블 형태

의 데이터를 시간순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그래 로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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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업로드 서비스

   데이터 업로드 서비스는 데이터의 카테고리별 업로드

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데이터 업로드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나 응용 로그램을 업로드 할 

수 있다. 일을 업로드 할 때 검색 서비스에서 치, 시

간 등의 쿼리를 통한 검색을 가능  하기 해 여러 일 

속성 정보와 함께 송한다. 

   업로드 할 데이터의 작권자와 제목, 카테고리 정보, 

치기반 검색을 한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의 도/경

도 정보, 시간별 검색을 한 시간 정보, 자세한 메타데이

터 정보와 함께 일을 업로드 한다. 업로드 일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업로드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

는 사용자는 리자에 의해 권한이 승인된 사용자이다. 그

림 5는 업로드 서비스의 로서 작권자와 제목을 입력

하고 카테고리 정보(기후자료, 성자료, KML 등)를 선택

한다.

그림 5 일 업로드 서비스

 

   수집된 데이터의 수집 기간과 측정 치정보( 도/경

도, 측정 시간)를 입력하고 이외에 일의 자세한 메타데

이터를 입력한 후 일을 업로드 한다. 업로드 된 일과 

함께 일의 크기, 확장자, 업로드 시간, 일 등이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된다. 

3.4 데이터 검색 서비스

   검색 서비스는 구축된 GeoNet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

는 서비스로서 Basic Search 서비스와 Advanced Search 

서비스로 구성된다. 검색 서비스는 데이터의 테이블 DB와 

일의 속성 DB와 연동 되고 검색 된 테이블  일 속

성 정보는 응용 서비스와 연동되어 서비스 된다. 자세한 

검색 서비스의 개념도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검색 서비스 개념도

   Basic Search 서비스는 그래 와 다운로드 서비스와 

연동되고 Advanced Search 서비스는 이미지 View 서비

스와 다운로드 서비스, 구 어스 서비스와 연동된다.

3.4.1 Basic Search 서비스

   Basic Search 서비스는 테이블 형태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각각 카테고리의 데이터는 측정 기간, 측정 치 

정보를 통해 검색되며 검색된 데이터는 다운로드와 그래

를 통한 시각화가 가능하다. 검색할 데이터의 카테고리

를 선택하고 측정 지역, 측정 기간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그림 7은 Basic Search의 메인 화면이다. 

그림 7 Basic search 서비스

   질의를 통해 검색된 데이터는 각각의 데이터에 맞게 

다양한 그래 로 표  할 수 있고 검색된 데이터의 칼럼 

개수에 맞게 데이터의 범주가 결정된다. 그림 8은 다 의 

값을 가진 데이터를 다 선형 그래 로 표 한 이다.

그림 8 다  선형 그래

3.4.2 Advanced Search 서비스

   Advanced Search 서비스는 데이터 업로드 서비스를 

통해 구축된 일(KML, 이미지 등)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하고 검색된 데이터의 다운로드와 View, 구 어스 오버

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표 1은 검색 일의 타입에 따

라 연동되는 서비스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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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일 타입
다운로드 

서비스
이미지 시각화 구 어스 연동

 Text 일 ○ × ×

 Image 일 ○ ○ ○

 KML 일 ○ × ○

 HDF 일 ○ ○ ○

표 1 일 포맷별 연동되는 서비스

   각각의 검색 결과 타입에 따라 다운로드 서비스, 이미

지 시각화, 구 어스 연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Text 

일은 다운로드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미지 련 일은 

다운로드 서비스와 이미지 시각화, 구 어스 연동 서비스

가 가능하다. KML 일은 다운로드 서비스와 구 어스 

연동 서비스가 가능하고, HDF 일은 3개의 서비스가 모

두 가능하다.

   Advanced Search 서비스는 키워드 검색과 검색 데이

터의 일 포맷, 치 기반 정보의 질의를 통해 검색된 데

이터와 응용서비스를 연동한다. 키워드 검색은 주제별 정

보를 선택하여 기입하고 일 포맷은 KML, HDF, 

GeoImage, TEXT 에 선택 가능하다. 그림 9는 

Advanced Search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이고 검색

된 정보의 결과 화면의 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9 Advanced Search

그림 10 MODIS NDVI

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구환경과학자들의 업 연구를 한 

환경 구축  환경 분야 응용 서비스를 연구하 다. 이를 

하여 첫째, 기단계에서는 제주도 고산 측소의 ABC 

자료를 심으로 지상 측 자료를 수집하고 둘째, 이들 자

료와 유 들을 리할 GeoNet 시스템을 설계하며 셋째, 

성 상 자료  지상 자료를 응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 

 분석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들 결과를 효율 으로 표

할 수 있는 가시화에 하여 연구하는 것인데, 

Gridsphere Framework를 통해 웹 포털을 구축하고, 데이

터의 리  검색 기능을 연구하 다. 

   Google Earth 기반 벡터 자료 가시화 기술을 구 함으

로써 궁극 으로는 웹 환경에서도 효과 으로 자료 공유 

 처리를 할 수 있는 유기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업 연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Google Earth 상에서 3D 데이터  고용량의 데이터를 

효과 으로 가시화 하는 기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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