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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기상 정보 서비스에서 USN, 휴대폰, 대중 교통차량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센싱된 
데이터는 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서버에 수집되어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
용량 데이터로서 특별한 쿼리 방법과 자료 구조가 요구된다. 이 논문은 기상 정보 서비스를 위해 필
요한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고 자료구조와 쿼리 유형을 분석한다. 

ABSTRACT

For the mobile meteorological services, sensed data should be gathered at a server from various clients 

like as USN, mobile phone or public traffic vehicle by wireless network. The gathered data have huge 

volume and increase continuously, a special query method and data structure are considered. This paper 

studies on all query type and processing steps for the mobile meteorological services and proposes effective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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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시 내 대기환경 정보와 기상 정보는 점점 보
편적 정보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근래 후쿠시마 
원전 사태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밀한 대기환
경 정보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아주 정밀한 지역의 데이터의 수집은 기상관측
대의 설치보다는 그림 1과 같이 도시 내를 운행
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으로도 서비스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은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
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해보면 첫째, 센
싱된 데이터를 결집하여 집단화(aggregation)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모바일 화면을 통
해 유용한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
고 획기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림 1. 모바일 기상정보 서비스 시스템

이 논문은 도시 지역을 위한 모바일 기상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전체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고 다양한 쿼
리 유형을 분석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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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바일 기상정보 서비스 시스템 설계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기상정보 서비스 

시스템(Mobile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MMIS)은 기상 수집 장치의 모바일화와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를 위한 서비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2는 MMIS 시스템의 레이아웃을 보이고 
있다. MMIS 시스템읜 2 외부 레이어와 4 내부 
레이어로 구성된다.

그림 2. MMIS 시스템 Layout

그림 2에서 굵은 선으로 강조한 레이어는 정해
진 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기능이 수행하여야 
한다. 

모바일 센서로서 휴대폰, 버스, 택시, 그리고 
전용 정보수집차량을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를 그
림 3에서 보였다.

그림 3. 모바일 센서 비교((G:Good, N:Normal, 

B:Bad)

그림 2에서 집단화 레이어에서는 센싱되어 지
속적으로 수집 되는 데이터를 합치고 평균내어 
일정한 간격의 단일 대푯값을 구하는 기능을 지
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4에서 이 개념을 
보이고 있다. 그림 4에서 TI의 단위는 10분으로, 

LZ는 100 제곱미터로 가정하였다. 이 예에서 보
인 집단화 압축 효율은 1/8이다.

저장 레이어에서는 집단화 레이어에서 계산된 
값을 쿼리 유형을 감안한 효율적 자료구조로 변
환하여 저장한다. 그림 5는 제안하는 자료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a)는 센서 정보의 자료구조
이고 (b)는 집단화 된 저장 데이터를 위한 자료 
구조이다.

그림 4. 집단화 과정의 예

그림 5. 센서와 저장 데이터의 자료 구조

그림 6은 그림 5에서 보인 자료구조를 이용하
여 집단화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보인다. 

Routine() 프로시저는 센싱된 데이터가 도착할 때
마다 호출되어 GPS 좌표와 시간 값에 따라 분류
되어 저장되었다가 특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집단화 과정을 수행하고 산출된 값을 저장한다. 

그림 6. 집단화 알고리즘

그림 7은 가능한 쿼리 유형을 3가지 변수 값으
로 공간을 구성해 본 것이다. 한 변수는 시간이며 
또 한 변수는 위치이다. 마지막 변수값은 센싱된 
값이다. 이 공간에서 검색할 수 있는 질의는 2차
원 평면 3개와 3차원 공간이다. 다시 말해서 2차
원 질의는 1가지 값을 고정하여 두고 나머지 2개
의 가변적 변화를 구하는 질의이고 3차원 질의는 
3가지 값 모두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질의이다. 3

차원 질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와 구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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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쿼리 공간

그림 8. 저장데이터에 대한 2차원 쿼리 유형

그림 8은 저장 데이터에 대한 가능한 2차원 쿼
리의 유형을 요약하여 보인다. 타입 1은 특정 위
치의 시간대별 여러 센싱 결과를 검색하는 유형
의 쿼리이다. 타입 2는 특정 시간에 여러 위치의 
여러 센싱 결과를 검색하는 유형의 쿼리이다. 타
입 3은 시공간이 고정된 1차원 질의에 해당된다. 

타입 4는 센싱 결과가 누락되어 의미없는 쿼리이
다.

Ⅳ. 결론

이 논문에서는 대중 교통 시스템 등 다양한 센
서를 활용하여 기상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바일 기상정보 서비스(MMIS)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고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소개하였다. 쿼
리 유형의 분석으로 적합한 설계임을 확인하여 
보았다.  

MMI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최근 지
구환경의 방사능 오염과 황사 오염 등의 위협으
로 빠른 시일 내 대중화 되어야 할 기술로 평가
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도시 내의 
대기 및 기상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제안한 
시스템이 정교한 정보를 빠른 속도로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
다. 향후 제시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구
현 실험이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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