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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have surveyed the existing architectures of the image processing
systems for several meteorological satellites and identified issues which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construct the advanced meteorological satellite image processing system that is being developed by
NMSC(National Meteorological Satellite Center). Most of the existing systems provide the
functionalities of the image acquisition, the image processing, the data management, and the data
dissemination. Those systems have some common problems with respect to system integration and
system maintenance. To solve these problems, NOAA, NWS and ESA suggest new system
architectures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s. This paper introduces domestic and foreign approaches to
build the satellite image processing systems and studies some issues and strategies for developing tho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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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어있는 위성 상처리 시스템의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기

상위성 상처리 시스템 구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기존의 위성 상처리 시스템은 운

중인개별위성에대한 상의수집, 처리, 배포기능을구현한시스템이대부분이었다. 그러나향후지구환

경 감시를 위한 다양한 위성들의 개발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의 통합, 기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미국의NOAA, NWS, 유럽의ESA등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기존

의시스템에대한개선사업을진행중에있다. 이에본논문에서는현재국내외에서개발되는위성 상처리

시스템의구축현황을살펴보고, 개발이슈및개발전략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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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기후변화가큰이슈가됨에따라전세계적으로
2020년까지미국, 일본, 유럽을중심으로30여개의지
구환경감시 위성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CGMS, 2011).
이에 따른 위성정보의 증가로 위성정보 활용기술이 중
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위성정
보의활용을위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중장기발전전
략에서도 위성정보 활용기술이 중점육성기술로 분류되
고있다.

일반적으로위성 상데이터처리시스템은Fig. 1과
같은일련의작업을수행한다.

수신및자료수집: 위성이송신하는시그널형태의
데이터를수신하고, 각시그널의특성에따라 상
데이터를 획득한다. 이러한 수신 단계에서는 수동
센서및능동센서를통해위성으로부터자료를수
집한다.
전처리: 전처리단계에서는방사보정, 기하보정, 정
사보정과 같은 다양한 보정 작업을 거친다. 일반적
으로인공위성의자료수집과정은여러가지요인
에 의해 자료의 손실, 왜곡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손실및왜곡은수집된자료의처리나분석시에여
러 오차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보정을통한자료의수정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처리: 수정된 자료는 처리 단계에서 각 목적에 따
라, 혹은 사용하는 위성 자료의 특성에 따라 위성
상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일반적

으로이러한처리단계는사진측량자료들을처리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들을 전용하고 있거나,
새로운 위성 상의 활용분야가 탐색될 때 함께 개

발된다.
배포: 각 목적에 따라 처리된 위성 데이터는 배포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에게 배포된다. 일반적
인사용자, 학계및산업계의전문가, 기상예보담
당자등에게적절한통신방법을이용해배포된다.
자료보관및관리: 위성 상처리단계에서생성되
는 산출물을 스토리지에 저장/관리하며 필요에 따
라데이터를제공한다.

이러한 위성 상처리 시스템은 각 단계의 작업을 수
행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로 구성되는 분
산 시스템 형태를 갖는다. 또한 각 처리 단계의 시스템
은위성의특성과데이터처리방법의특성에따라다양
한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새로운 상처리
기술의개발로기존시스템의기능에대한확장및유지
보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될
다양한 위성의 상처리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시스템
의확장성, 다른시스템과의상호운 성, 기존시스템의
재사용성 및 변경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요구사항이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위성 상처리 시스템은 특
정 위성을 대상으로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된
경우가많고, 특정플랫폼에대한종속성으로인해확장
및통합에많은문제점이존재한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미국및유럽의선
진국에서는기존의시스템에대한아키텍처를개선하거
나 새로운 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있다.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의 GEO-IDE(Integrated Global Environmental
Observation and Data Management System),
GOES-R(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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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orkflow of satellite image processing.



Satellite-R Series) Ground Segment, NWS

(National Weather Service)의 AWIPS(Advanced

Weather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ESA(European Space Agency)의 EGOS(ESA

Ground Operation Segment) 및 MMFI(Multi

Mission Facility Infrastructure)와 같은 시스템이 대

표적인사례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

된 국내외 위성 상처리 시스템의 아키텍처 설계 및 구

축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서 개발될 국가기상위

성센터의 위성 상처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슈 및 개

발전략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국내위성 상처리시스템아키텍처분석

1) 해양위성센터 지상국 시스템

통신해양기상위성은“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에따라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4

개부처가공동출자하여한반도주변해역의환경변화

및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개발된 정지궤도 위성이다(양찬

수 외, 2007). 이러한 통신해양기상위성의 탑재체 중,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해양자원 관리 및 해양 환경 보

전을 위한 해양 관측 탑제체(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에 관련한 해양자료처리시스템

을 개발하 다(한희정 외, 2010). 이러한 해양자료처리

시스템은해양위성자료수신및자료처리, 데이터분석

을 통한 검/보정 업무를 수행하며 해양 분석 자료를 생

산, 분배, 관리하는기능을수행한다(양찬수외, 2010).

해양위성센터의 지상국 시스템은 위성자료 수신시스

템(GDAS), 위성자료 전처리시스템 (IMPS), 위성자료

처리시스템 (GDPS), 위성자료 배포시스템(GDDS), 위

성자료관리시스템(DMS) 등으로이루어져있다(서석배

외, 2010; 양찬수 외, 2007). 이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정보자원의공유화측면에서시스템 역별로서버통합

을 지향하며,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중소형 서버의 도입

을 지양함을 원칙으로 설계하여 개발하 다. Fig. 2는

이러한해양위성센터의해양자료처리과정을도식화한

것이다.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KOMPSAT-2 Terminal for
Polar Station (K2PS) System

K2PS(KOMPSAT-2 Terminal for Polar Station)

시스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KOMPSAT

-2 위성 데이터의 수신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다(구

인회외, 2008). KOMPSAT-2(KOrea Multi-Purpose

SATellite-2) 위성은일반적으로아리랑위성2호로알

려진 다목적 실용위성이다. 이러한 KOMPSAT-2위성

의데이터를수신처리하기위해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Image Receiving and Processing Element(IRPE)를

개발하 으며, 수신시간2배이내에 상표출이라는추

가적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K2PS 시스템을

개발하 다(Kang et al., 200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은K2PS 시스템의개발에있어기존의 IRPE의위성

상처리 기능과 새롭게 도출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 원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

다(Park et al., 2008; 김문규외, 2003).

최대 자동화(Maximum Automation): 최소의 인

원으로운 될수있도록자동화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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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asic flow of GOCI data processing.



고속(High Speed): 대용량의위성 상처리를수

용할수있는성능을보장

고신뢰성(High Reliability): 처리되는 상 데이터

가시스템의오류나운 자의실수로손실되지않음

무결성(Integrity): 운 및 관리가 효과적인 방식

으로통합될수있는시스템개발

비용 효율(Cost effectiveness): 시스템의 운 에

대한 시간, 비용,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

확장성(Expandability):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인한변경이최소화

보안/접근성(Security/Accessibility): 인증된 사

용자만이 상 데이터 및 카달로그 데이터에 접근

하고, 인증된운 자만이시스템에접근할수있음

K2PS에서는높은가용성과신뢰성을보장하기위해

수신국 및 처리 시스템의 중복(Redundancy)을 유지하

도록 개발하 다. K2PS 시스템은 한 곳의 수신국과 두

곳의 처리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수신국 시스템은 북

극의Svalbard 섬에위치하며, 처리시스템은노르웨이

의 Tromso, 프랑스의 Toulouse에 각각 위치한다.

Svalbard의 수신국 시스템은 KOMPSAT-2 위성으로

부터 수신되는 상 데이터를 수신하고 원격의 처리 시

스템에전달하는역할을수행한다. 각각의 상처리시

스템은 수신된 위성 상으로부터 Level 0, Level 1A,

Level 1R, Level 1G 산출물을생성한다.

3. 국외위성 상처리시스템아키텍처분석

1) NOAA GEO-IDE

미국의NOAA에서는우주, 공중, 지상, 해양, 심해에

서 수신되는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추

출 및 제공을 목표로 GEO-IDE를 구축하 다(NOAA,

2004). 이는 전 지구의 기상 환경을 관측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지구의 기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한 통합된 시스템이다(McCulloch and

McDonald, 2008). 다음 Fig. 3은 NOAA의 통합 인프

라로써의 GEO-IDE의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NOAA

에서는 GEO-IDE를 구축함에 있어 관련된 요구사항과

NOAA 자체의역량, 그리고기존에개발된다양한시스

템,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지구 환경과 관련된 통합

관리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 다.

물론 기존의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

여이와같은작업의수행이가능하 으나, 기존의시스

템은 개별 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독립적인

환경에서 동작하 다. 이에 NOAA의 전사적 아키텍처

인 GEO-IDE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 및 새로

운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인프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

도록 하 다(McCulloch et al., 2009). NOAA에서는

2002년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새로운 기능 및 장치의 추가, 외부 시스

템 및 조직과의 통합을 위해 통합된 환경인 GEO-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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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OAA GEO-IDE.



개발을 위해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 다(NOAA, 2004; McCulloch and
McDonald, 2008).

기존 시스템 위에서 구축(Builds on existing
systems):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재개발하는 것이
아닌최대한통합활용하는방향으로개발

요구사항 중심(Requirements-based): 기존의 시
스템이 위성 상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능 중심의
시스템이라면, 통합환경에서는사용자의요구사항

을중심으로데이터를처리하는시스템으로개발
신기술의 활용(Leverages new technology): 새
로운기술을활용하여시스템을개발

완전한데이터공유(Full and open data sharing):
다양한위성및센서들로부터수집되는데이터를공
유하고, 이를활용하기위한시스템개발

모든 데이터의 저장 및 접근(All data archives
and accessible): 다양한위성및센서들로부터수

집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접근하기 위한 시
스템개발
상호운 (Interoperable): 다양한시스템들이개별

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닌 상호운 될 수 있는
시스템개발
효율성(Affordable & efficient): 기존의시스템을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시함으로

써개발효율을높이고자함
표준 기반(Standards-based): 관련된 기존 시스
템 및 새롭게 개발될 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통합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표준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며, 데이터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관련 시스템들이 동일한 포맷의 데이터에 접

근할수있도록함
지속가능성(Sustainable): 개발된 시스템의 아키
텍처가 단일 시스템의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확장이가능하도록아키텍처를설계함

NOAA의 GEO-IDE는 위와 같은 설계 원칙을 기반
으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를 이용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시하 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시
스템과 관련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서비스 개념으로 보
고 각각의 관련된 서비스로 구축하 다. 이러한 서비스

개념상에서 각각의 시스템들이 GEO-IDE를 기반으로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SOA에서 제시하는

표준인터페이스의개념과서비스인프라스트럭처의개
념을토대로기존시스템의개선및새로운시스템의개
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으며, 전사적 목적에

맞는 아키텍처를 도입하 다. Fig. 4는 SOA기반의
GEO-IDE의시스템아키텍처를도식화한것이다.

Fig. 4의아키텍처는크게모든위성 상처리시스템

이 공통적으로 갖는 인프라 서비스(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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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eptional architecture of GEO-IDE.



Services)와각시스템의고유목적을달성하기위한임

무 서비스(Mission Services), 위성 상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아키텍처, 그리고시스템에대한관리방법을포

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관련된 다양

한 시스템들이 공통의 아키텍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

성되며, SOA를 통해 상호 연동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되었다.

2) NOAA GOES-R ground segment

NOAA의GOES-R 지상국시스템은GOES-R 위성

시리즈의 안정적인 발사와 운 지원을 목표로 개발된

시스템이다(Pfister, 2008). NOAA에서는 지속적인 위

성의 발사로 인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과 통합 과정에

서설계, 개발, 통합비용및서비스전환에대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수립하 다. 이를 위해서

GOES-R 지상국시스템은다음과같은설계원칙을기

반으로개발되었다(Hansen et al., 2010; Greg, 2010).

개방형 표준(Open standards): 표준화된 개발 원

칙을따름으로써기존의지상국시스템에대한통합

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GOES-R 지상국의 개발에

필요한설계가이드라인으로제공될수있도록함

모듈화, 확장성, 유연한 시스템 설계(Modular,

scalable, flexible system design): 지상국 시스

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능을 모듈화하고, 손쉽게

통합할수있는유연한구조로설계

산업 표준 및 소프트웨어공학 실제 적용(Industry

standard system and software engineering

practices): 산업계의 표준을 준수하고, 기존의 소

프트웨어 공학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구조를정의

GOES-R 지상국 시스템은 위성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신을 위한 안테나와 같은 수신 장치, 수신 받은 데이

터 처리를 위한 Product Generation 시스템, 위성의

운용을위한Mission Management 시스템, 자료배포

를위한Product Distribution 시스템, 그리고전체시

스템을관리, 감독하기위한Enterprise Management

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Pfister, 2008). 이러한시스

템은위성으로부터의수신되는데이터의손실을방지하

기 위해 서로 다른 지역에 중복해 설치되었다(Hansen

et al., 2010). 그러나 새로운 위성의 발사로 인해 지속

적인새로운시스템이개발되고있으며, 새로운기능추

가로인한변경가능성이높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GOES-R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다음 Fig.

5와같이정의하 다.

GOES-R 지상국시스템은크게Mission Management,

Product Generation, Product Distribution의 기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시스템 관리를 위한

Enterprise Management와 상호운 하며 동작한다.

또한 모든 지상국 시스템은 Archive and Access 시스

템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한다. Fig. 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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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OES-R ground segment system configuration.



GOES-R 지상국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동작
방식을 설명한다. 각각의 서브시스템들을 Enterprise
Service Bus를 통해 통합하 다. 이를 통해 각각의 서
브시스템들을독립적인모듈로정의함으로써전체시스
템의유연성을향상시켰다. 또한새로운시스템이도입

되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아졌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oduct Generation 시스템의

경우 GEO-IDE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SOA 기반의 시

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들 사이의 상호운 성을 높일

수있는구조로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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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OES-R system architecture.

Fig. 7.  Open architecture concept of GOES-R system.



GOES-R 지상국 시스템의 또 다른 목표는 Fig. 7과

같은개방형아키텍처기반의시스템구축이다.

GOES-R 지상국시스템의고유한기능인임무관리

부분을제외한다른요소들은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와

의독립성을유지하고최대한활용할수있는구조로설

계되었다. 이를위해기존의시스템과연동하기위한인

터페이스와 외부 기관에서 개발하게 될 시스템을 위한

API를개발하 다. 이를통해다양한자동화도구, 시뮬

레이션도구, 데이터생성도구, 테스팅도구, 그리고지

상국하드웨어시스템관리도구등을쉽게추가할수있

게 되었다. 이러한 개방형 아키텍처 역시 Enterprise

Service Bus를 기반으로 관련된 시스템을 통합하기 때

문에 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상용 시스템을 도입하더라

도 Enterprise Service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랩퍼

(Wrapper) 시스템을개발하는것으로충분하다.

3) NWS AWIPS

AWIPS(Advanced Weather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은 미국 NWS(National Weather Service)에

서 제공하는 기상 정보 제공 및 기상 분석을 위해 사용

하는도구이다(Henry et al., 2009). 이는 1980년대개

발되어현재까지널리이용되고있다. 그러나NWS에서

는새로운기상환경관측도구의도입과다양한서비스

에대한요구를반 하기위하여기존의시스템을SOA

를기반으로재설계(re-architecture)하는작업을수행

중 이다(John et al., 2007). 새로운 아키텍처 기반의

AWIPS를 AWIPS SOA 혹은 AWIPS II라 명명하고,

새로운 데이터 타입의 개발 혹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의개발과같은지속적인요구사항변화에대해쉽게대

처할 수 있도록 하 다(John et al., 2007; Fluke et

al., 2008). 이러한 AWIPS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주

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Schultz,

2008).

적응성(Adaptability): 새로운 데이터 타입, 새로

운 과학기술, 혹은 새로운 개념의 도입 시 쉽게 적

용할수있는적용가능성

플랫폼 독립성(Platform Independency): 하드웨

어, 운 체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플랫폼에 독립

적인시스템

신뢰성, 가용성, 지원가능성(Reliability, Availability,

Supportability): 신뢰성, 가용성, 확장성, 그리고

지원가능성을제공할수있는시스템

성능, 확장성, 부하 분산(Performance, Scalability,

Load Balancing): 기존시스템에비해더나은성능,

확장성, 그리고부하분산기능을제공하는시스템

간편한소프트웨어구축및배치프레임워크(Simpler

software build and deployment framework):

기존의 소프트웨어 혹은 새롭게 개발된 소프트웨

어를쉽게빌드, 배치할수있는프레임워크로써의

시스템

표준개발환경(Standard development environment):

기존시스템혹은새롭게개발될시스템에대한표

준화를통해동일표준하에시스템을개발통합할

수있는환경제공

NWS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과 접근 방법을 반 하

기위해SOA를기반으로AWIPS의기능을재구성하

다. 이는 NOAA의 전사적 아키텍처인 GEO-IDE와 동

일한 접근 방법이며, SOA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독립

성, 위치투명성, 표준 인터페이스 기반 통합 및 협업 등

의장점을최대한활용하고자하 다. Fig. 8은AWIPS

SOA의개념적아키텍처를보여준다.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위성 상 처리 및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Core Service에

서 구현하고 있다. 이 부분에는 Core Service, Micro

Engine, Plug-in Framework, Core Libraries가 포

함된다. 그상위에는Core Service를기반으로AWIPS

에서 제공하는 Weather Service가 구성된다. 이는

Core Service의 조합과 새로운 기능의 추가를 통해 제

공하고자하는기상서비스를구축할수있는기능을제

공한다. 이 부분에는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weather

libraries, mapping libraries가 포함될 수 있으며, 라

이브러리및데이터타입등을쉽게추가하고변경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AWIPS Applications 부분에서는

Weather Services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

는 부분이다. 이 역시 Weather Service와 마찬가지로

도메인특성을갖는라이브러리, 메타데이터, 가시화플

러그인을손쉽게추가/변경할수있으며SOA에서의표

준 인터페이스를 통한 하위 서비스와의 연동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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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러한구조의중요한특징은가시화부분과데이

터 부분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데이터와 가시화 사이의

약결합을 지원한다. 이러한 약결합은 시스템의 유연성

과적용성을높여준다.

4) ESA EGOS

EGOS는 ESA의 차세대 지상국 시스템 인프라로써

기존의 시스템과 새로 개발될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새

로운 표준을 제시한다(Peccia, 2005). ESA는 비용, 신

뢰성, 상호운 성 측면에서 전체 아키텍처를 개선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수

행하고있다(Doat et al., 2006).

이기종 운 시스템, 하드웨어 플랫폼의 사용 문

제, 공통접근방법의부재

네트워크및통신서비스에대한표준화부재

데이터교환프로토콜및개발언어에대한표준화

부재

공통메타모델의부재

데이터(파일 혹은 데이터베이스) 접근 방법에 대한

표준화부재

서브시스템 간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사

용문제

다양한 시스템의 제어 및 감시 방법에 대한 공통

접근방법의부재

다양한 시스템에서의 보안에 대한 공통 접근 방법

의부재

하드웨어 및 운 체제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

한종속성문제

서브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컴포넌트들 사이의

종속성문제

다양한시스템들의개발시테스트및검증도구의

재사용불가문제

ESA는위와같은기존의시스템에서갖고있는다양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상국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공

통프레임워크상에서구현될수있도록정의하 다. 이

러한 EGOS의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설계 주

안점은다음과같다(Doat et al., 2006; Peccia, 2008).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모듈화

(modular)하고계층화된구조(layer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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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WIPS technical reference architecture.



하위 시스템(sub system)과 계층(layers)의 경계

를명확하게함

하위 시스템들 사이에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정

의하고이를따르게함

공통 기능을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

를정의

향후 개발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통합할

수있는구조로설계

Fig. 9는EGOS 프레임워크의구조를보여준다.

EGOS 프레임워크는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기 위한

실행환경을제시하고, 새로운애플리케이션개발시표

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

한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EGOS 프레임워크 내부의 구성요소 또한 주어진 구성

요소로구현하도록정의함으로써향후프레임워크의변

경 시 향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

다. 예를들어Fig. 9에서볼수있듯이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공통 기능을 사전에 EGOS 프레

임워크에 컴포넌트 형태로 구현하 다. 또한 각각의 컴

포넌트들 사이에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쉽게 하 다. 내부의 컴

포넌트 역시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을 정의함으로써

내부의 구성이 바뀌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경우 쉽

게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 다. 이와 같이

EGOS를구성하는다양한애플리케이션및시스템들은

EGOS 프레임워크 상에서 구현되고 동작하게 된다. 이

때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의 내부는 철저하게 모듈화 하

여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설계 및 구현된다. 이를 위해

ESA에서는 Fig. 10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아키

텍처를 정의하 다(Henry et al., 2009; Eggleston,

2009).

EGOS 애플리케이션은 EGOS 프레임워크에서 구현

된 하위 수준 컴포넌트(Low Level Component)의 기

능을이용해구현된다. 이러한하위수준컴포넌트는가

장기본적인서비스인통신, 이벤트기록과같은기능을

제공한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로직은 중간 수준 컴포

넌트(Mid Level Component)와 상위 수준 컴포넌트

(High Level Component)로 구현되는데, 각각의 단위

기능을 세분화하여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중간 수준 컴

포넌트를 구현하고 이를 조합하여 상위 수준 컴포넌트

를 구현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통해

컴포넌트들 사이의 공통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

록정의하 다.

5) ESA MMFI

MMFI는 ESA에서 2003년에 진행한 FEOMI

(Facilities Evolution into an Open Multi-mission

Infrastructure) 프로젝트의 산출물로 2004년 개발을

시작으로2006년다양한위성데이터처리시스템에적

용된 시스템이다(Pinna, 2005). 이는 지상국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혹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

프라스트럭처이다.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시스템(혹

은애플리케이션)의공통기능을추출하고, 재사용가능

한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줄이고

확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시스템 아키텍처

를 도입하 다. Fig. 11은 이러한 MMFI의 역할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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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GOS framework architecture. Fig. 10.  Architecture of application based on EGOS.



화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 획득 및 처리

시스템, 임무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의공통아키텍처를

제공하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획득

및 처리되는 데이터의 표준 포맷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된 서브시스템의 상호운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

를제시하 다(Pinna. 2008). 또한MMFI는관련된서

브시스템들 사이의 워크플로우 관리 및 데이터 처리 프

로세스를 관리함으로써 전체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있도록하 다.

ESA에서는 이러한 MMFI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 주안점을 두고 설계 및 구현을 진행하 다

(Pinna. 2008; Freitas et al., 2009).

특정미션에종속적이지않고, 전체지상국시스템에

서적용가능한일반화된아키텍처의구현

인프라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기능 블록 요소 단위

로나눠질수있도록구현

표준화된인터페이스를통해통합

기존의개발및검증된시스템을최대한재사용

각각의 미션들 사이에서 사용 및 교환되는 산출물

(데이터)의표준화

ESA 내에서 수행하는 미션뿐만 아니라 유럽 내의

다른기관의임무와통합하고확장할수있는구조

를제시

이러한 설계 주안점을 토대로 제시된 MMFI의 아키

텍처는 Fig. 12와 같으며,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

명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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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ole of MMFI.

Fig. 12.  Generic MMFI architecture.



정보 획득(Ingestion): 정보 획득 워크플로우는

Generic Front End(GFE)의 제어에 의해 동작한

다. GFE는동적으로설정가능한워크플로우엔진

과 재사용 가능한 플러그인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

에 상황에 따른 동적인 설정이 가능하다. 상 데

이터 산출물에 의존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메타데

이터 교환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Data

Request Server (DRS)로부터수신되는요청을처

리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 및 상 데이터의 새로

운 조합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능

을플러그인형태로재조합해사용한다.

데이터 라이브러리(Data Library): 데이터 라이브

러리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 집

중형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의 다양한 Archive

Management System(AMS)의 기능을 조합해 관

리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Local

Inventory(LI)로구성된다. AMS는실제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데이터베이스, 저장장

치와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상화된 계

층의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하위의 저장장치나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바뀌어도 손쉽게 교체/변

경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운 중인 다양한 FGS

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문제도 이러한 추상화된 계층 및 인터페이스를 통

해 동일한 구조의 저장장치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

합할수있다.

요청처리(Request Handling): 디중임무명령처

리시스템(Multi-Mission Order Handling System:

MMOHS)은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서브시

스템이며, Product Ordering System(POH)는

상 처리 산출물의 생성 및 배포 요청에 대한 처리

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 역

할을담당한다. 이때POH는

다양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워크플로우를 동적으

로 생성하고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POH는 다른 MMFI 요소와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활용한다. 이는 특정 요청에 대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처리를 하위의 보조 컴포넌트를 통해 수행하게 함

으로써 요청의 변화에도 손쉽게 컴포넌트를 교체할 수

있는구조이다.

배포(Dissemination): 배포는 생성된 데이터 산출

물에대한다양한배포시나리오와채널을통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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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ajor systemic workflows in the MMFI.



루어진다. 따라서 배포 시나리오, 채널에 따른 다

양한배포방법을배포기능에구현할수있어야한

다. 배포 기능에서 데이터 배포를 위한 가장 핵심

적인 컴포넌트는 Product Formatting and

Delivery(PFD)이다. 배포워크플로우관리컴포넌

트는서로다른배포채널에대한다양한설정을지

원하며, Product Distributor는 센터와 기타 데이

터요청에대한처리를자동으로수행해준다.

처리(Processing): MMFI는필요한데이터산출물

을생성하기위해Process System Management

(PSM)라는도메인특성에맞는서브시스템을포함

한다. 일반적으로 PSM이 데이터 산출물을 생성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MMFI 프레임워크는 미션 및

센서 특유의 프로세싱 장치를 적은 노력으로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MMFI에서 사용

하는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프로

세싱모듈이통합환경에서동작할수있다.

기타 시스템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로깅, 그리고

자동화된모니터링및알람시스템이있다.

Fig. 13은이러한MMFI 내에서동작하는서브시스템

의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Level 0와 Level X는

MMFI의데이터저장소를나타내며, Data Library가이

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실질적인 데이터 처리는

서브시스템인Processing은담당하는데이터처리기능

만을구현한것으로MMFI의제어에따라데이터를처리

한다. 따라서 MMFI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시스템은 데

이터획득, 배포, 관리기능을MMFI에서제공하는기능

을 이용하며, 내부적인 데이터 처리 기능만을 수행함으

로써공통된아키텍처기반의시스템을구축할수있다.

4. 결론

본논문에서는기존의국내외위성데이터처리시스

템의 개발 동향을 분석하 다. 현재 개발 및 운 중인

국외 위성 상 처리 시스템들(GEO-IDE, GOES-R,

AWIPS, EGOS, MMFI)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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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rchitecture construction strategy of foreign case studies

구분 NOAA NOAA NWS ESA ESA
GEO-IDE GOES-R GS AWIPS EGOS MMFI구 분
NOAA NOAA NWS ESA ESA

GEO-IDE GOES-R GS AWIPS EGOS MMFI

표준인터페이스
도입

통합운
감시및제어
시스템개발

플랫폼독립성
확보

모듈화

산출물데이터
표준화

서비스지향구조기반
서비스인터페이스의
표준화

현재운 중인시스템
및향후개발될시스
템의통합운 감시
를위한MII의도입

서비스지향구조기
반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개발언어, 운
체제, 하드웨어와 각
각의 시스템에 대한
독립성보장

서비스기반기능단위
세분화및구현

Operational data,
Metadata, Archive
Data를통합관리

Enterprise Service
Bus의 도입을 통한
하위 계층의 인터페
이스표준화
현재운 중인시스
템및향후개발될시
스템의통합운 감
시를위한Enterprise
Management 시스템
도입
각각의 시스템이
Enterprise Service
Bus의 서비스를 이
용하게 함으로써 하
위의 운 체제, 하드
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
서비스기반기능단위
세분화및구현
CLASS(Comprehensiv
e Large Array-data
Stewardship System)
기반고유자료형식

서비스지향구조기반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화

생성된 데이터의 배
포 시스템으로 위성
상 데이터의 배포

서비스를개발

서비스지향구조기
반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개발 언어, 운
체제, 하드웨어와

시스템에 대한 독립
성보장

서비스기반기능단위
세분화및구현

특별한고유자료형식
에대한고려없음

EGOS 프레임워크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구성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표준화

시스템의통합운 감
시를위해EGOS High
Level Architecture 내
의시스템으로구성

EGOS Framework 개
발을통해상위의시스
템과하부의운 체제
및하드웨어와의독립
성을보장

컴포넌트 기반 기능
단위세분화및구현

ADAR(Advanced
Data ARchive) 자료
형식

개별지상국의통신을
위한 MM Central
Service의인터페이스
표준화

개별지상국의시스템
의제어와감시를위한
기능을 MM Central
Service에구현

MMFI 자체가다양한
환경에서의지상국시
스템을구축하기위한
인프라시스템으로플
랫폼에독립적인환경
을제공

컴포넌트 기반 기능
단위세분화및구현

ADAR(Advanced
Data ARchive) 자료
형식



를해결하기위해새로운아키텍처를제시하 다.

이기종운 체제환경

이기종하드웨어/소프트웨어사용

다양한데이터베이스사용

시스템간연동및통신에대한표준부재

관리데이터에대한표준메타데이터부족

운 체제및컴포넌트간독립성부족

모니터링/제어를위한공통적접근방법부족

또한위와같은문제를해결함과동시에향후개발될

다양한 위성의 개발 및 새로운 위성 상처리 방법의 개

발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 다.

새로운위성및시스템의확장에대한고려

위성 상뿐만아니라다양한센서데이터의통합

개발및유지보수비용/시간의단축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고려사항을 위해

국외기관들은다음과같은전략을도입하 으며, 각시

스템별적용한실질적인전략은Table 1과같이요약할

수있다.

모듈화(컴포넌트, 서비스화): 시스템(애플리케이

션)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능을 단위 모듈(컴포넌트

혹은서비스) 형태로구현

인프라(프레임워크, 미들웨어) 도입: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하는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

능을인프라형태로구축

산출물데이터에대한표준화: 다양한산출물의관

리를위한데이터를표준화

표준 인터페이스 도입: 시스템 내 하위 모듈, 시스

템간통신을위한표준화된인터페이스도입

새로운 시스템 및 외부 시스템과의 유연한 통합:

새로운위성의개발, 새로운외부시스템과의통합

을고려

현재국외의사례에서는시스템의통합및새로운위

성의개발, 새로운 상처리방법의개발을위해플랫폼

독립성, 통합 운 시스템의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의

도입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사위성센터의경우전체시스템구조측면에서의

아키텍처 분석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국외 시스템들이 통합 환경을 구축하기 이전에

가졌던 개발/연구/운 환경의 혼재, 자료 접근 및 관리

방법의 혼재, 확장성 및 상호운 성 등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내포하고있다. 따라서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도

다양한환경변화와요구사항변경에대한대응전략및

새로운 아키텍처의 도입이 요구되며, 다음 Table 2와

같은품질속성을달성할수있는형태로개발되어야할

것이다(국승학외, 2009; Bass et al., 2003).

사사

본 연구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선센터“한국형 기상·

환경위성 상처리기본체계개발”사업의연구비지원

으로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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