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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콘텐츠, 는 Open API 서비스를 섞어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매쉬업 

서비스이다. 단순한 정보의 조합이 아닌 필요에 의해 개발된 매쉬업 서비스는 실용성과 편리함으로 새로운 부가가

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날씨와 같은 일기 보와 해양 환경 정보가 요한 사용자들을 

해 지도와 연계된 RIA 기반 동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도와 연계한 사업장 정보의 동  

등록 과정과 선택된 사업장에 해 지도상에 치를 마킹하고 사업장의 내부 환경정보, 외부 연안정보, 날씨 정보

를 함께 한 화면에 보여 주도록 설계하고 구 하 다. 구 된 서비스는 한 화면 내에서 동시에 여러 정보를 확인 가

능하기에 매번 련 정보 확인을 해 해당 웹 사이트를 방문해야 했던 지루한 과정이 필요 없다. 

ABSTRACT

A mashup is a web page or application that uses and combines information, contents or Open APIs available on the web to create a new 

service. The mashup developed by the need not combination of simple information can contribute to new added-values with practicality and 

convenience. Thus, in this paper, we want to develop a RIA-based dynamic mashup service for the users considering weather forecast and 

marine information importantly. We design and implement the system that it can register a number of information about a domain dynamically 

through registration process based on the map and present a mark of domain location on the map and the information including internal 

environment, external environment and weather of related to the domain within a webpage. Implemented service need not require a tedious 

process visiting other web sites every time to confirm the relevant information because we can see simultaneously related information with a 

map within a pag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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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닌 사용자 참여와 정보공유, 개방

화가 강조되는 웹 2.0 시 에 웹의 빠른 응답성과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한 핵심 기술로 

RIA(Rich Internet Application)가 주목받고 있다[1]. RIA 

기술은 통  데스크 탑 애 리 이션의 풍부한 상호 

작용성과 기존 웹 애 리 이션의 근성 등의 장 을 

포함하는 것으로 웹페이지의 특정 역에서 정보를 얻

은 다음에 다른 역에 표시할 수 있고 풀 페이지 리

쉬가 아닌 특정 역의 리 쉬가 가능한 기술이다. 그

리고 RIA 기술  클라이언트와 서버와 통신 시 웹페이

지를 다시 읽어 들이지 않고 데이터를 송하고 해당 결

과를 응답받을 수 있는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기술이 요 부분을 차지한다.  

 한 웹2.0 생태계는 참여, 공유, 개방의 정신에 입각

하여 생겨나는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들을 섞어

서 하나의 새로운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매쉬업 서

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2]. 최 의 매쉬업 서비스, 하우

징맵은 지도와 부동산 정보가 결합된 서비스로 원하는 

가격 의 집을 찾고 치를 알아보기 해 지도 서비스

를 이용해야 했던 반복 이고 번거로운 작업을 해결한 

편리성으로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따라서 정

보와 서비스가 조합되어 편리함과 효율성의 부가가치

가 창출되었을 때 의미 있는 매쉬업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동기는 해안지역의 양식장을 운 하는 어

민들에게 날씨정보 등의 일기 보와 연안 정보 그리고 

양식장 내부 센싱 수집 되는 사업장 환경정보를 지도 정

보와 함께 표시하여 으로써 한 화면 내에서 유용한 정

보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하고 사용자 상호작용이 풍부한 

RIA 기반의 매쉬업 서비스를 수산 해양 분야에 용하

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 

련 연구로 RIA 특징과 제품기술, Open API 개념과 논

문에서 이용한 Open API, 그리고 매쉬업 특징과 매쉬업 

동향  사례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해양 환경 동  매

쉬업 서비스를 한 설계 시 필요한  요구사항, 시스템 

로세스, 데이터 모델링, 젠테이션 모델링 과정 등

을 기술한다. 4장은, 구  내역으로 개발 환경  사업장 

등록 과정 화면과 정보 표  결과 화면을 통해 기능을 설

명한다. 그리고 단일 환경정보 서비스, 날씨 매쉬업 서비

스에 해 구 한 해양환경 동  매쉬업 서비스의 특성

을 나열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Ⅱ. 본  론

2.1 RIA 개발 

RIA(Rich Internet Application)는 풍부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애 리 이션으로 

HTTP(s), CSS, XML 등과 같은 인터넷의 다양한 표 들

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고차원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제공한다. 한 RIA는 기존 웹의 HTML보다 역동

이고 인터랙티 한 인터페이스 구 이 가능하며, 하나

의 페이지에서 모든 로세스를 처리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3].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은 RIA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 해 클라

이언트에서 비동기 으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 측에서는 PHP, JSP와 같은 서버 사이드 로그램

을 이용하여 서버의 답변을 생성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응답 데이터를 리턴 받아 처리 가공함으로써 웹페이지

의 동  리 쉬가 가능한 기술이다. 따라서 Ajax의 핵

심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주고받는 것은 데이터이

고 처리와 가공은 클라이언트에서 수행함으로써 응답

속도 향상  네트워크 사용량 감소에 효과가 있다. 

여러 부류로 나 어진 주요 RIA 제품  기술은 표 1

과 같다[3]. 

표1. RIA 제품  기술[3]
Table. 1 RIA Products[3]  

구분 제품

커뮤니티 심 

오 소스

▪jQuery

▪Dojo

▪Prototype

공 업체 심 

오 소스

▪Ext

▪Bindows

▪Laszlo

RIA 랫폼

▪Adobe Flash

▪Adobe Flex

▪Adobe AIR

▪Microsoft Silverlight

▪IBM Exp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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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바스크립트 임워크로 불리우는 jQuery는 

한 개의 JavaScript 일로 존재하며 DOM 엘리먼트 선택 

 수정, 이벤트, 특수 효과, Ajax 함수를 포함하여 웹페

이지를 상호작용이 풍부한 동  페이지 구성을 쉽게 제

작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그리고 어도  런타임인 

Air(Adobe Integrated Runtime)는 래시나 스로 만

든 애 리 이션이나 HTML 기반의 웹 애 리 이션을 

데스크 탑 로그램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

구이다. Air 애 리 이션은 배포도 가능하며 바이 리 

호환성으로 운 체제에 상 없이 도우/맥/리 스 등

에도 동작 가능하다. 한 서버 없이도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1].  

2.2 Open API 활용

웹에서 API 의미는 웹서비스를 사용하기 한 인터

페이스로 규약 혹은 규칙을 의미한다. 웹사이트 등을 운

하는 서비스 업체가 특정기능 혹은 콘텐츠 서비스를 

해 외부에 근방법을 공개한 형태를 개방형인터페

이스 즉 Open API라고 한다. Open API의 동작은 서버에 

결과를 요청하는 요청(Request)과 요청에 한 처리 결

과, 즉 서버의 응답(Response)으로 이루어지고 요청과 응

답이 HTTP 로토콜을 통해 이루어진다. 요청 방법으로

는 REST, SOAP, XML-RPC 등의 형식이 있고 응답은 

RSS, XML, JSON 형태가 있다[4]. 특히 REST는 Open 

API를 보다 간단하게 제공하기 HTTP 로토콜을 사용

해서 URL 형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식으

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의 매쉬업 서비스를 해 사용된 Open 

API는 구  맵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구  맵 

Open API를 연동시킨다. 구  코드 사이트[5]에서 API 

사용법  로그래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구  날씨 Open API를 사용하기 해 REST 방식을 사용

한다[6]. 응답 결과는 XML형태로 반환된다. 

2.3 매쉬업 서비스

웹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콘텐츠, 는 Open API 서비

스를 섞어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매쉬

업 서비스이다. 매쉬업 동향을 해 해외 매쉬업 표 사

이트라 할 수 있는 Programmable 웹사이트[7]를 살펴보

면 1900개 이상의 Open API와 4800개 이상의 매쉬업 애

리 이션이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 서비

스를 살펴보면 지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매쉬업 서비스  흥미를 끌었던 서비스는 2008 

미국 통령 선거  주요 선거 결과를 주별 확인이 가능

하고 2008 미 선 당시 투표 상황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

한 서비스[8]와 세계 스키장에 한 실시간 스키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Ski Bonk[9] 서비스가 있다. 특히, Ski 

Bonk 서비스는 지도 서비스에 리조트 웹캠, 리조트 일반

정보, 트 일 맵, 일기 보 등이 서비스되기에 어느 리조

트가 24시간이내 최고의 강설량을 가질 수 있는 지를 이

용자들이 측할 수 있게 도움을 다.  

국내 매쉬업 황은 2007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매쉬

업 경진 회 사이트[10]를 통해 발  황을 악할 수 

있다. 2009년 매쉬업 수상 작품  ‘지구를 여행하는 히

치 하이커를 한 안내서’는 여행자가 여행 시 필요로 하

는 정보인, 여행지 검색, 여행지의 날씨와 옷차림 정보, 

련 블로그, 카페 정보,  련 책 정보 등을 안내하는 웹

서비스로 필요성에 의해 개발된 서비스 이다.

Ⅲ. 시스템 설계 

3.1 요구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매쉬업 서비스는 사업장 동  등록 

과정과 선택된 도메인에 한 유  정보 제시와 지도의 

치 정보 표시를 근간으로 한다.  

사업장 등록 시 지명 는 주소 입력을 통해 지도  상

의 좌표를 자동 추출하고 등록 삭제 과정에서는  페이지 

내의 리스트 변화와 데이터베이스 변화를 함께 처리하

게 구성한다. 사업장에 한 정보 표  시 리스트에서 해

당 사업장을 선택 시 지도상에 사업장 치를 표기함을 

물론 사업장 지역과 인 한 연안 환경정보, 날씨 정보, 

그리고 사업장 내부에서 센싱 수집되고 있는 환경정보

를 한 화면상에 표 하게 구성한다.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한 화면 내에서 동 인 사

용자 반응에 의해 처리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2 시스템 로세스

등록 UI에서 사업장 등록  삭제가 이루어지고 지도

와 연계되어 주소 입력을 통해 지도 좌표 자동 추출  

기본 입력 폼 자동 생성으로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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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표  UI에서는 선택된 사업장을 지도 상에 표기 함과 

동시에 내부 데이터인 사업장 내 센싱 환경정보와 외부 

콘텐츠인 연안정보와 날씨 정보가 함께 제시된다. 

내부 콘텐츠인 양식장 환경정보 데이터는 기 개발 했

던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11]에서 CDMA 통신을 통

해 1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환경정보가 등

록되게 구축 된 것을 이용한다. 그리고 외부 콘텐츠인 날

씨 정보는 REST 방식의 구  날씨 Open API를 사용한

다. 응답이 XML 형태로 제공되기에 싱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한다. 다음으로 연안정보를 활용하

기 해선 소켓통신을 통해 해당 연안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1. 시스템 로세스
Fig. 1 System process  

3.3 데이터 모델링

RIA 환경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이 서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존재하기에 데이터는 서버측 데

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데이터 

모델링이 요구된다[12]. 회색 부분은 서버 측 데이터 모

델이고 흰색은 클라이언트 측 데이터 모델이다. 서버측 

데이터 모델에서 양식장 정보를 나타내는 domain과 연

안정보의 지역과 주소가 들어있는 gplace_list, 날씨 지역 

코드가 들어 있는 area_list, 센서사양, 센서코드, 센싱 되

는 환경정보가 쌓이는 sensor_data, 스펙  구입일이 있

는 sensorinfo, 도메인이름과 센서코드를 Primary키로 갖

는 mashup_tbl로 구성한다. 클라이언트 측 데이터 모델

은 마커 정보, 정보 창에 제시되는 지역 이름, 사업장 이

름, 사업장 좌표 등을 리 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  삭제 처리 시 클라이언트 화면에서도 리스트에 

변경 과정이 용되기 때문이다.

그림 2. 데이터 모델
Fig. 2 Data model  

3.4 젠테이션 모델링

화면의 이아웃을 등록 UI, 표  UI로 나 며 지도 

기반 하에 상호작용성이 풍부하게 구성 한다.

3.4.1 등록 UI

그림 3에서 ①부분에 지명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

하면 검색 된 리스트들이 목록에 나타난다.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주소, 좌표 리스트에 값들이 ②에 자동 생성되

고 사업장명은 입력 수정할 수 있게 구성한다. 등록버튼

을 르면 등록 사업장 리스트 ③에 사업장 이름이 출력

되게 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신규 생성되게 한

다. 삭제 버튼을 르면 목록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를 수행한다.

그림 3. 등록 UI
Fig. 3 Registration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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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표  UI

정보 표  UI 에서는 등록 사업장 리스트에서 사업장

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 환경정보, 인  지역의연안 정

보, 날씨 정보 등을 한 화면에 볼 수 있게 구성한다.

그림 4. 정보 표  UI
Fig. 4 Information presentation UI   

Ⅳ. 시스템 구   서비스 비교

4.1 개발 환경 

구 한 해양 환경 매쉬업 서비스는 표 2와 같은개발 

도구를 이용 구 한 웹 애 리 이션이다. 특히, DOM 

핸들링, 비동기 통신 등 상호작용이 풍부한 동  페이지 

구성을 해 JQuery를 이용했다. 

표 2. 개발 환경
Table. 2 Development environment

구분 개발 도구

웹서버 Apache 2.2.14

데이터베이스 서버 Mysql 5.1.39

서버 처리 PHP 5.2.12

클라이언트 처리
JQuery1.4.2, JavaScript,

CSS, HTML

4.2 사업장 등록 

그림 5와 같은 등록 기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나타난 주소 리스트  하나를 클릭하면 지도상에 치 

마커를 표시하고 좌표와 주소 값이 포함된 자동 목록을 

그림 6과 같이 생성한다. 

그림 5. 등록 기 화면
Fig. 5 Web screen of initial registration

그림 6에서는 좌표와 주소는 자동 생성되고 사업장명

과 센서코드는 사용자가 입력하게 한다. 

그림 6. 등록 리스트 화면
Fig. 6 Web screen of registration list

그림 6의 체크박스 기능은 체 는 부분에 해 선

택  해제가 자유롭다. 등록 버튼 클릭으로 선택된 해

당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장되고 신규 등록 사업장 

리스트에도 표시된다. 삭제 버튼의 기능은 선택된 사업

장에 해 데이터베이스와 목록에서 삭제 처리를 수행

한다.

4.2 사업장 환경정보 제시 

그림 7은 사업장 목록  ‘ 호수산’을 클릭 한 경우

의 결과 화면이다. 지도상에 마커가 표시되고 하단에 내

부 환경정보, 연안정보, 날씨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마

커에 마우스가 지나가면 표시되는 마커 창에는 3개의 탭

에 각각의 내부 환경 정보, 외부 연안정보, 날씨 정보에 

한 간단한 설명이 표기 된다. 



RIA 기반 해양 환경 동  매쉬업 서비스 개발

2297

그림 7.  환경 정보 표  
Fig. 7 Presentation of environment information 

4.3 서비스 비교

구 한 해양 환경 매쉬업 서비스와 타 서비스와의 비

교 내역은 표 3과 같다. 

표 3. 서비스 비교
Table. 3 Service Comparison

구분 서비스 내역 비고

환경정보 모니터링시스템

양식장 수조 환경정보

(온도, 염도, 용존산소량, 

클로로필, PH, 공기포화

도)

[11]

연안정보서비스

연안 환경 정보

(수온, 염분, 기온, 조 , 

기압, 풍향, 풍속)

[13]

Spin Cloud

치(지도) + 날씨 정보

(매쉬업 서비스)
[14]

해양환경 매쉬업 서비스

치 정보(지도) +

양식장 수조 환경정보 +

연안 환경 정보 +

날씨 정보

구

표 3에서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11]은 수조에 설

치된 센서로부터 환경정보인 해수온도, 염분, 용존산소, 

PH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LCD 모니터에 시각 으로 표

시해 주며 수집된 정보를 CDMA 통신을 이용하여 서버

로 송해 주는 기능을 하고[11] 표 되는 정보는 사업

장 내 센싱되는 환경정보만 제시한다. 그리고 해양조사

원웹사이트[13]에서 제공되는 연안정보 서비스는 단순 

지도이미지에 조 , 수온, 염분, 기온, 기압, 풍향, 풍속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이곳도 연안 환경정보에만 치

하고 있다. 세 번째 Spin Cloud 서비스[14]는 지도상에  

세계 주요 도시의 기상정보를 쉽게 악할 수 있는 특성

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소개 구 한 서비스는 

사용자가 사업장 등록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한 사용

자가 등록된 양식장을 선택 시 지도상에 치를 마커 해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부 환경정보와 사업장과 연

된  지역의 연안정보와 날씨 정보를 한 화면에 제시하여 

다. 특히 날씨와 같은 일기 보  해양 환경 정보가  

요한 사용자들에게 유용하다.

Ⅴ. 결론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날씨와 같은 일기 보와 해양 환경 정보가 

요한 수산업 종사자자들을 해 지도와 연계된 동  

해양환경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하

고 그리고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통해 양식

장 수조 환경정보 데이터인 내부 콘텐츠가 1년여 넘게 

장 리 되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

되었다. 따라서 이 내부 콘텐츠와 지도, 날씨, 연안 정보 

등의 외부 콘텐츠를 조합하여 상호작용이 풍부한 RIA 

기반 해양환경 매쉬업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하 다. 

지도와 연계한 사업장 등록 과정을 통해 변경 가능한 

사업장 목록을 생성하기에 등록이 유동 이다. 따라서 

정 인 정보 표 에서 한발 나아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화면 내에서 등록 사업장에 한 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매번 다른 웹 사이트를 방문해야했던 지

루한 과정이 필요 없다. 

추후에는 Open API를 이용한 매쉬업 애 리 이션

을 운 체제에 상 없이 다양한 단말기 즉 네트워크 기

기인 내비게이션, IPTV 등에서도 구동 될 수 있도록 애

리 이션을 확장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쉬업 서비스는 기존의 가지고 있는 내부 정

보와 웹의 개방화에 의해 제공되는 유용한 Open API 등

의 조합을 통해 수산업 분야에서도 무수히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필요성과 편리성이 더해진 매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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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새로운 부가가치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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