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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딩 자동화를 위한 RESTful 웹서비스 개발

- 일별 기상자료 처리를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RESTful Web Service for Loading Data focusing on Daily Meteorolog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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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data loading is a laborous job to develop models. Meteorological data is basic input data for hydrological models, it is provided through 
websites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The website of KMA provides daily meteorological observation data with tabular format 
classified by years, items, stations. It is cumbersome to manipulate tabular format for model inputs such as time series and multi-item or multi-station data.
The provider oriented services which broadcast restricted formed information have caused inconvenient processes. Tim O'Reilly introduces “Web 2.0”
which focuses on providing a service based on data. The top ranked IT companies such as google, yahoo, daum, and naver provide customer oriented 
services with Open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 RESTful web service, typical implementation for Open API, consists URI request and
HTTP response which are simple and light weight protocol than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web-based
service that helps loading data for human use instead of machine use. In this study, the developed RESTful web service provides Open API for 
manipulating meteorological data. The proposed Open API can easily access from spreadsheet programs, web browsers, and various programm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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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데이터 로딩 (loading)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수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사용자가 이

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 따라 입력 자료

의 형태가 다르므로, 다양한 출처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환

경에 맞게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보제공자가 제공하

는 데이터는 사람이 읽기 편리하도록 구성되는데, 일반적으

로 이러한 데이터 구성은 컴퓨터가 인식하기는 어려운 구조

를 갖는다. 이에 따라 수작업에 의존하여 자료 변환을 수행하

며, 정보제공자에 따라 형식이 상이하여 자동화가 쉽지 않다.
기상자료는 작물필요수량 및 수문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로 농공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자료이다. 기상청은 평균

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강수량, 평균풍속, 상대습도, 일조

시간과 같은 일별 기상 관측 값을 전국 92개 지점에서 수집하

여 공개하고 있다 (KMA, 2014).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별 

기상관측자료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HTML
로 작성된 표 형식으로 매일 갱신된다.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

는 기초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입력 자료로 이용하기

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못한 까닭에 연구자가 웹페

이지에서 자료를 복사하여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 변환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거나, 연구자가 전처리를 자

동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전자의 예로, 통
계청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색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검색된 결과를 엑셀파일, 텍스트파일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파일로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한다 (KOSTAT, 2014). 하지만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사용자 컴퓨터 환

경에 따라 기능이 제한되며, 데이터 접근성을 사람 중심으로 

설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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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문모형의 많은 입력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연구

에서도 자료처리의 효율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Nam 
et al., 2010),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이외의 추가기능을 수

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사이트에 

대한 입력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수작업이 필요

하였다. 이와 같이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한 기능을 벗어나는 

다양한 사용자 니즈에 부합하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

성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핵심 데이터나 기능을 제

공하여 소비자가 이들을 결합 (mash up)하여 사용하도록 프

로토콜을 개방하는 Open API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다음은 지도, 검색, 인증과 

같은 다양한 자료와 기능을 Open API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반면, 자료를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텍스트 처리 및 인터넷 기반의 자료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프

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다 (Nam et al., 
2012). 하지만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가 전처

리를 기능을 구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가 

텍스트 파일 (plain text)이나 csv 파일 (comma separated 
values)과 같이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하

지 않는 경우에 데이터 파일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서 자료

를 추출해야 하므로 자료 변환 작업을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필

요하다. 형식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Excel™과 같은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더라도, 기계가 아

닌 사람에게만 읽기 편하게 정리된 경우, 혹은 여러 개의 파일

로 구성되거나 입력 데이터가 수시로 변할 경우에 자동화가 

어렵고,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여 번

거롭다 (Moon,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손쉽게 데이터 

로딩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상청에

서 제공하는 기상자료를 중심으로 개발된 서비스의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개발한 웹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제공

하는 Open API로써 RESTful 기반으로 구현하였으며, 매일 

갱신되는 기상청 자료를 자동으로 구득하는 전처리 모듈과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한 형식

으로 제공하는 출력 모듈로 구성하였다. 출력 데이터는 표준

규약인 HTTP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프로그램에서 수월

하게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개발한 웹 서비

스는 예제를 통하여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웹기반 프로그

래밍 환경, 데스크탑 기반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기상자료 로

딩의 자동화를 실험하여 서비스의 편의성을 평가하였다.

Ⅱ. RESTful 웹 서비스 및 정보 시스템

RESTful 웹 서비스는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
fer) 개념을 준수하는 웹 서비스를 의미하며, REST 개념은 네

트워크 환경에서 분산된 시스템 간의 자료 교환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Roy Thomas Fielding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주
요한 특징으로 모든 자원에 대하여 통합자원식별자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s)를 제공하며, 웹 프로토콜인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를 이용하여, 다양한 파

일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Fielding, 2000). 특히 HTTP
의 기본기능인 GET, POST, PUT, DELETE 기능만으로 모

든 서비스가 가능하여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방식에 비하여 가볍고, 별도의 개발환경 지원 없이 이용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Park et al., 2010). 최근 Open API는 대

부분 REST 형식을 이용하여 구현되고 있으며 (Lee, 2012), 
정보 개방의 수단으로 Open AP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

다 (Hyun et al., 2013).
관련한 연구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다

양화된 사용자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RESTful 웹서비스를 활용한 바 있으며 (Kim, 2012), Kim et 
al. (2011)은 RESTful 웹 서비스를 미들웨어로써 다수의 자

료와 다양한 형태의 사용패턴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정

보경로를 단일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주요 인터

넷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을 중심으로 지도 및 검색에 관한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과학기

술정보센터, 인터넷 서점 알라딘 등에서는 학술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을 제정으로 공공정보의 개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하여 Open API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

행정부는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

는 공공정보를 Open API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Public 
Data Portal, 2014). 공공데이터포털에서 Open API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기상청 관할 정보는 “중기예보정보조회서비

스”, “예보구역정보조회”, “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 “보
건기상지수”, “산업기상지수 조회”, “생활기상지수조회”로 

총 6가지로 조사되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 열린 데이

터 광장”을 통하여 2014년 5월 현재 689개의 Open API를 제

공하고 있다 (Seoul, 2014). 서울특별시는 시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취합하여 공개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주로 예보 및 생활정보와 관련한 자료

를 제공함으로써 생활관련 앱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나, 수문/관개 분야 모델링의 입력 자료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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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RESTful web service

있는 기상관측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은 공공데이터포털과는 달리 “일별 기상관측정보”를 제

공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에서 관측한 정보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기상관측정보

에 대한 Open API를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별 기상관측정보를 구득

하여 이를 취합한 후, 연구자에서 Open API를 통해서 편리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저수지 재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산정 시스템을 

개발한 Kim et al. (2011)은 시스템의 사용 및 유지보수를 위

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 폼이 중요하며, 이러한 진단에 따라 

AHP 기법의 프로그램화 및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였다. Suh et al. (2012)은 지역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유사한 방법론으로 수행됨에 착안하여, 자동화된 유형화 분

석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농촌정보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Bae et al. (2010)은 농촌마을 정주평가 자료를 축적하고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자료 입

력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엑셀 업로드를 통한 입력과정을 간

편화하고자 하였다. 이들 시스템은 자료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현되었다. 그러나 일부 시스템에서 입

력과정을 자동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용적

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최근에는 자동 수위 관측 장치를 통하여 많은 양의 자료가 

축적되고 있고 (Park et al., 2012; Nam and Choi, 2013),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자료도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 (Joo et 
al., 2013). 또한 다수의 입력 자료를 요구하는 모델 (Cho et 
al., 2009; Jeon and Lee, 2012)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

력 자료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Nam 
et al., 2007; Nam et al., 2009).

Ⅲ. RESTful 웹 서비스의 개발

1. 서비스 제공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RESTful 웹 서비스의 시스템 개념도

를 Fig. 1과 같이 도시하였다. 서버측에서는 기상청의 일별 관

측 자료를 확인하여 매일 4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자료로 

자동 갱신한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RESTful API를 통하

여 공개되며, 사용자가 요청한 자료는 표준 통신 규약인 

HTTP를 통해 전송된다. 전송되는 정보는 기본 형식으로 간

단하게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를 이용하며, 사용자 요청에 따라 XML, 

HTML, csv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

한 설계에 따라 사용자측에서는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ajax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라는 비동기 방식의 정

보교환 프로토콜에 따라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확

인을 위해서 HTML 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자

원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Java, python, MATLAB, R과 같

은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는 단 몇 줄의 코드로 데이터를 메모

리에 로딩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활용과정을 간단하고,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2. 기상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일별 기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여, 이를 웹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한다. 일별 기상자료는 매일 

1시를 기준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파싱하여 저

장하도록 자동화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자동화 스크립트

는 bash 쉘 스크립트로 작성하였으며, 텍스트 브라우저인 

lynx를 이용하여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저장하고, 이를 perl 언어를 이용하여 파싱하였다 (Nam et al., 
2012). 파싱과정에서 강수량에서 무강우와 0.0 mm는 모두 

동일하게 0.0 mm로 처리하였다. 이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무강우시 빈칸으로 표시되고, 강우가 존재하는 경

우 0.0 mm로 표시하나, 자료 표현상의 복잡성과 강수일 산정

시 0.1 mm 미만의 강수량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성된 

쉘 스크립트는 cron 데몬에 등록하여 매일 자동으로 실행되

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득하는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국내기후

자료 중 “과거자료” 메뉴 하부에 제공하는 “요소별 자료” 페
이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서 이용하였다. 요소별 자료는 

항목별 측후소별로 1년치 일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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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de list for weather stations

Code Station Code Station Code Station Code Station

90 Sokcho 133 Daejeon 185 Gosan 247 Namwon

95 Cheorwon 135 Chupungnyeong 187 Seongsan 248 Jangsu

98 Dongducheon 136 Andong 189 Seogwipo 256 Suncheon

99 Munsan 137 Sangju 192 Jinju 260 Jangheung

100 Daegwalnyeong 138 Pohang 201 Ganghwa 261 Haenam

101 Chuncheon 140 Gunsan 202 Yangpyeong 262 Goheung

102 Baengnyeongdo 143 Daegu 203 Icheon 271 Bonghwa

105 Gangneung 146 Jeonju 211 Inje 272 Yeongju

106 Donghae 152 Ulsan 212 Hongcheon 273 Mungyeong

108 Seoul 155 Masan 216 Taebaek 277 Yeongdeok

112 Incheon 156 Gwangju 221 Jecheon 278 Uiseong

114 Wonju 159 Busan 226 Boeun 279 Gumi

115 Ulleung 162 Tongyeong 232 Cheonan 281 Yeongcheon

119 Suwon 165 Mokpo 235 Boryeong 284 Geochang

121 Yeongwol 168 Yeosu 236 Buyeo 285 Hapcheon

127 Chungju 169 Sinan 238 Geumsan 288 Miryang

129 Seosan 170 Wando 243 Buan 289 Sancheong

130 Uljin 175 Jindo 244 Imsil 294 Geoje

131 Cheongju 184 Jeju 245 Jeongeup 295 Namhae

Table 2 Request parameters for open API

Variables 

key
Type Description

format String one of formats: json(default), html, csv, xml

sy integer Start year. Default value is current year.

ey integer End year. Default value is equals to ‘sy.’
items String Weather item. Default value is “all.”

측항목과 측후소 리스트를 순회하며 웹페이지에 접근하여 값

을 갱신하였다. 기상항목은 최고기온, 평균기온, 최저기온, 
평균습도 (%), 평균풍속 (m/s), 일조시간 (hr), 강수량 (mm), 
최심신적설 (cm), 운량 (할)로 9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구축

하여 제공하도록 개발하였다. 측후소는 Table 1에 정리한 바

와 같이 76개 측후소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대상측후소 중 

성산 기상대가 성산포 관측소에서 승격되면서 코드가 바뀌는 

시기가 존재하여, 측후소 코드로 사용하였던 187번, 188번, 
265번 코드는 구축과정에서 측후소 188번으로 통일하였다. 
그 외 18개 관측지점은 관측기간이 짧거나 중복되는 지역으

로 대상지점에서 제외하였다.

3. 웹 서비스 개발

본 연구에서는 개발 언어로 python 3.3.1를 이용하여 개발

하였으며, RESTful 서비스는 경량 웹 프레임워크인 플라스

크 (flask)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플라스크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대표적인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로 RESTful 요청을 처

리할 수 있으며, 복잡한 설정 없이 직관적으로 웹 서비스 개발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Joo and Hong, 2014).
개발된 웹 서비스는 5002번 포트를 이용하며, 요청시 주소

는 “http://api.taegon.kr:5002”로 접근할 수 있다. 제공하고자 

하는 기상데이터는 “/stations/ (측후소코드)/”로 접근가능하

며, 사용가능한 웹 서비스 API는 아래 Table 2와 같이 정리하

였다. 요청인자는 모두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시 지정한 측후

소의 현재연도 전체 기상관측데이터를 JSON 포맷으로 자료

를 제공한다. 이 때 사용가능한 측후소 번호는 Table 1에서 정

리한 코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Ⅳ. 웹 서비스의 적용 및 고찰

1.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웹 서비스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

별 기상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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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pre-process between ordinary and RESTful method

한 웹 서비스의 편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스프레드시트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기상자료의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하는 과

정에서 일반적인 처리방식과 Open API를 통한 자료 처리방

식을 비교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자료는 행 방향으로 일 단위로 

최대 31개, 열 방향으로 월 단위 12개 필드가 결합된 표 형식

의 일별 관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자료를 처리하기 위

한 전처리 과정을 Fig. 2에 도시하였다. 일반적인 방법은 기상

청 웹페이지에 접근하여, 측후소, 연도, 항목을 선택한 후 테

이블 형식으로 제공되는 자료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엑셀 프로그램에 붙여넣기를 한다. 데이터 처리의 용이성

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열 방

향으로 나열된 데이터를 하나의 열로 병합해야 한다. 이 과정

에서 11번의 복사하여 붙여넣기가 필요하다. 이 같은 과정을 

측후소 개수, 연도, 항목 개수만큼 반복해야 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엑셀에

서 제공하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를 이용하여 웹페

이지 자료를 긁어올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측후소 번호와 시

작연도, 종료연도를 지정하고, 출력포맷을 html로 지정하여 

쿼리를 수행하면, 엑셀에서 바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쿼리에 한 개의 측후소 데이터만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여러 지역의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는 측후

소 개수만큼 반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방법에 비하여 변환작업과 연도, 항목에 대한 반복 작업이 생

략되므로 전처리 수행에 있어서 편의성을 보장한다고 판단

된다.

2. 매쉬업을 통한 자료의 시각화

매쉬업은 하나 이상의 자료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

여, 이를 결합한 만든 하나의 새로운 웹 서비스 혹은 웹페이지

를 의미한다 (Wikipeda, 2014).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고, 공
개된 데이터를 결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매쉬업의 특성상, 
open API를 통한 자료 공개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향은 매우 

고무적이다. 매쉬업 서비스는 SNS (Social Network Service)
를 기반으로 한 소셜 서비스, 주식을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 
영화, 음악, 사진 등의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오락 분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도 분야가 대중적이며 (Programm-
able web, 2014), 최근에는 정보 시각화 (infographics)가 부

각되면서 D3.js라는 라이브러리가 주목받고 있다 (Byun, 
2014).

본 연구에서는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개발 가능한 다양한 

매쉬업 중 정보 시각화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Chen 
(2014)은 D3.js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데이터 

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계열 자료를 달력 형태로 시각화

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Javascript로 개발된 Chen (2014)의 

코드에서 입력자료 위치와 등급색상 정도만 수정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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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oul city’s average temperature outlook 2010-2014 accessed 6 June 2014

관측소의 평균온도를 시각화하는 웹페이지를 구현하였다. 
그림을 도시하기 위하여 평균온도에 대하여 영하 15도에서 

영상 35도까지 10구간으로 나누어 색상을 등급화하였다

(Harrower, 2003). 개발된 웹페이지는 파일럿 사이트로 구축

한 URL (http://taegon.kr/mashup/)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

다1). 특히, Fig. 3은 서울 강수량 관측자료를 도시한 결과로

써, 데이터는 매일 갱신되는 자료를 RESTful 웹서비스로부

터 JSON 타입으로 전달받아 시각화하였다. 서버의 자료가 

매일 갱신되므로, 구동일시가 2014년 6월 6일인 Fig. 3에서

는 구동일 직전일인 6월 5일까지의 데이터가 표시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개발한 웹 서비스를 통하여 제시한 결과와 같이 기상자료

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응용프로그램 및 모바일 앱 개발 시 자료 연계가 용이하므

로 웹 서비스를 통하여 원 자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일별 

기상자료는 저수지/논/밭의 일별 물수지 분석, 잠재증발산량 

산정,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평가, 가뭄지수 산정과 같은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제시한 웹 서비스는 다양한 연

구 분야의 모델링, 의사지원 도구 개발, 모바일 앱 개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농업일지, 저수지 운

영시스템과 같이 매일 갱신된 기상자료를 이용해야 하는 서

비스에 응용가능성이 높다.

1) Chrome과 Safari 최신 버전에서 작동함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Internet 
Explorer 환경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한 활용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처리과정을 자동화하기 위

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전자파일로 제공되

는 자료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가 가장 번거로운 부분

이 자료를 메모리에 읽어 들이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일반적

으로 자료를 내려 받아서 파일로 저장한 후, 저장한 파일 경로

를 프로그램에 적시하는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료를 내

려 받는 과정은 사용자의 수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에

서 내려 받은 파일의 위치는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 혹은 사용

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 처리용 프로그램 코드를 배포하

더라도 경로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

는 방안으로 UNIX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curl, wget과 같은 

텍스트 기반의 자료전송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자동화 스크

립트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윈도우 기반의 시스템이 널리 

쓰이고 있는 우리나라 컴퓨터 환경에서 UNIX 기반의 프로그

램을 이용하는 방안은 사용하기 까다로운 해결책이라고 사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ython과 Java 언어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네트워크에서 자료를 수신하여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
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을 만

들 수 있는 언어는 다양하나, 프로그램 코드의 생산효율이 좋

은 python과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 중 하나인 Java를 대

상 언어로 선정하였으며, c언어는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교환

하는 데이터 통신과 문자열 처리가 복잡한 측면이 있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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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후소: 105, 총 강우량: 1381.9, 강우일수 : 116.0

측후소: 108, 총 강우량: 1501.2, 강우일수 : 112.8

측후소: 159, 총 강우량: 1463.5, 강우일수 : 100.0

측후소: 192, 총 강우량: 1527.1, 강우일수 : 100.4

(a) Console output for python program

측후소 108는 10년간 34도 이상인 일수가 25 일

측후소 159는 10년간 34도 이상인 일수가 11 일

측후소 112는 10년간 34도 이상인 일수가 6 일

측후소 133는 10년간 34도 이상인 일수가 26 일

측후소 143는 10년간 34도 이상인 일수가 194 일

측후소 156는 10년간 34도 이상인 일수가 84 일

측후소 152는 10년간 34도 이상인 일수가 104 일

(b) Console output for Java program

Fig. 4 Console outputs for custom program using python and 

Java

하였다.
먼저, python 언어를 이용하여 10년간 평균 강우량과 강우

일수를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풀이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웹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통계 계산을 하는 루틴을 작성하였다. 작
성한 코드는 부록 A에 첨부하였으며, 파이썬 3.x 환경에서 기

본 제공되는 모듈인 urlopen과 json을 이용하여 단 2줄의 코

드로 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첨부

한 코드는 별 다른 설정과정 없이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는 어디든 실행가능하며, 구동한 결과는 Fig. 4(a)와 같다.
다음으로 Java 언어를 이용하여 10년간 최고기온이 34도 

이상인 횟수를 계산한 코드를 부록 B에 제시하였다. 앞서 

python 코드와 달리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 라이브러리가 필

요하며, JSON for Java (http://json.org/Java)에서 라이브러

리를 다운받아서 클래스 경로에 포함시켜주어야 한다. 코드

가 상대적으로 길지만, 통합개발환경 (IDE, Integrate De-
velopment Environment)가 잘 갖추어져 있어 대부분의 코드

를 자동으로 생성 가능하므로, 실제로 작성해야 하는 코드라

인 (LOC, Lines of Code)은 10여 줄에 불과하다. 구동한 결과

는 Fig. 4(b)와 같다.
최근에는 python, Java와 같은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MATLAB, R과 같은 자료 분석용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를 

어렵지 않게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한 코드와 같이 제안

한 웹 서비스를 통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된 결과

를 MATLAB, R과 같은 공학/통계 프로그램에서 그래프나 

통계분석을 실시하면 비교적 길지 않은 코드로 많은 양의 자

료를 분석하여 양질의 연구결과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구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RESTful 기반의 웹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별 관측 자료를 구

득하여 적용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변환한 후 표준 

규약인 HTTP을 통하여 자료를 전송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연구자가 기상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

단되며, 아래 3가지 환경에서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1)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측후소의 시계

열 기상자료를 분석할 경우, 단 한번의 URL 쿼리를 통하

여 기상자료를 구득할 수 있었다. 기상청에서는 각 기상인

자를 연단위로 테이블을 구성하여, 행은 일 단위, 열은 월 

단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여러 연도 (n)를 분석하거

나, 다양한 기상인자 (m)를 수집할 경우, 최소 n x m번의 

자료 수집 및 자료 변환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

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고 판단된다.
2) 다양한 정보 시각화 툴과의 매쉬업을 통하여 기상자료를 

시각화할 수 있었다. 정보 시각화를 위하여 개발된 D3.js
를 이용하여 calendar view를 구현함으로써 시계열 자료

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였다. 개발한 웹 서비스는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는 매쉬

업을 통해 기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별 기상자

료를 이용하되, 매일 갱신될 필요가 있는 실시간 서비스에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URL를 통하여 자료에 바로 접근함

으로써, 자료의 구득, 변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일
반적으로 전자파일형태의 자료를 내려 받아 저장하고, 해
당 경로를 입력하는 단계를 거치므로 자료 구득 작업이 필

요하고, 작업환경에 따라 경로가 상이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직접 URL를 입력하여 자료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코드가 간결하고, 작업환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접근경로

를 경유하므로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재현 가능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코드는 python 3.x 환경이 갖추어진 임

의의 컴퓨터에서 수정 없이 구동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데이터 접근이 단순화됨에 따라 다

량의 자료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가 용이하다.
본 연구는 기상청에서 표 형식으로 제공하는 관측 자료를 

자료처리와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변환한 웹서비스를 개발함

으로써 기상자료 활용에 있어서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기존 

정보제공시스템에 사용하기 편리한 웹서비스를 미들웨어로 

추가하는 방식이므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자료 외에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하천 수위자료, 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저수지 수위 자료와 같이 다양한 정보제공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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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료 형태를 통일된 규약

으로 제공함으로써 여러 정보시스템에서 배포되는 데이터를 

매쉬업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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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Python code to manipulate weather data using web service API

Appendix B. Java code to load weather data via int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