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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developed a data integration system for ground-based space weather facilities in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KASI). The data integration system is necessary to analyze and 
use ground-based space weather data efficiently, and consists of a server system and data monitoring 
systems. The server system consists of servers such as data acquisition server or web server, and storage. 
The data monitoring systems include data collecting and processing applications and data display monitors. 
With the data integration system we operate the Space Weather Monitoring Lab (SWML) where real-time 
space weather data are displayed and our ground-based observing facilities are monitored. We expect that 
this data integration system will be used for the highly efficient processing and analysis of the current and 
future space weather data at KASI.

Key words: space weather; data integration system; ground-based observational system: solar tele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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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류의 활동 무대가 우주로 확장됨에 따라 우주환경 변

화에 의한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극심한 우주환경 변화

는 사회․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강

한 X-선은 전리층을 교란시켜 단파 무선통신 신호를 약

하게 만들거나 끊기게 한다(Lanzerotti, 2001). 고에너지 

입자는 인공위성과 우주선의 센서, 태양 전지에 침투하

여 고장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시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Dorman et al., 2010; Woo, 2007). 또한, 우주인

은 물론 북극항로를 운행하는 비행기의 승객이나 승무

원에게도 방사선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Hwang et al., 
2010; Mertens et al., 2005). 태양폭발은 전력 시스템 고

장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실제로 1989년 캐나다 퀘벡주 

전역의 대규모 송전 시설에 영향을 미쳐 약 600만 명의 

주민이 6시간 동안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시설보수 

비용만 수백만 달러가 넘었다. 이처럼 태양활동에 의한 

피해는 현대 사회에 일시적인 불편 뿐 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Koskinen et al., 2001; Babayev, 
2003).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태양활

동 및 우주환경 변화 예보는 우주개발 시대에 갖추어야

할 국가적 핵심 우주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환경 

예보 기술은 이미 미국을 포함한 군사 강국과 경제 선

진국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천문연구원(KASI)에서는 2007년 우주환경예보센터 

구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주환경 감시실을 개소하였고, 
현재까지 우주환경 예․경보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우주환경 감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우주환경 감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태양 및 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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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관측 자료는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국외에

서 제공하는 것이었고, 2007년까지 KASI에서 보유한 관

측기는 태양플레어 망원경, 태양분광 망원경, 태양흑점 

망원경 등 태양 광학 관측기뿐이었다. 태양 플레어나 코

로나 물질 방출(CME, Coronal Mass Ejection)과 같은 큰 

폭발이 발생하면 전 지구적으로도 영향을 주지만 태양

을 향하고 있는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지

구자기장이나 전리층은 지역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해 

국내 관측 시설이 필요하다. 국내 몇몇 기관에서도 지자

기 관측기나 전리층 관측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측자

료 공유가 어려워 KASI 자체적으로 관측기를 보유할 필

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주환경예보센터 구축 사업을 시작

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태양 전파폭발 감시 시

스템(KSRBL, Korean Solar Radio Burst Locator)을 포함

하여 e-CALLISTO(Compound Astronomical Low-frequency  
Low-cost Instrument for Spectroscopy and Transportable 
Observatory), 지자기 관측기인 플럭스게이트 센서, 프로

톤 센서, 삼축 MI(Magneto-Impedance) 센서와 전리층 관

측기인 VHF 레이더, 그리고 전천 카메라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태양과 우주환경 관측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우주환경 지상관측기를 위한 자료통합시

스템을 구축하여 관측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우주환경 

관측 자료의 축적은 물론 관측자료 분석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주환경 

지상관측기 자료통합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서버 시스템

과 관측자료 감시 시스템에 대해 기술한다.

2. 시스템 구성

우주환경 지상관측기 자료통합시스템은 KASI에서 보유

하고 있는 지상관측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용

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에서는 각 관측기에서 

나온 자료를 특성에 맞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및 서

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수집/처리/저장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통합하여 관

리하고, 웹 페이지를 이용해 자료를 표출한다. 이런 과

정이 포함된 지상관측자료 감시 시스템은 관측기마다 

독립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림 1은 우주환경 지상관측기 자료통합시스템의 구

성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상관측기 자료통

합 시스템은 서버와 스토리지로 구성된 서버 시스템과 

지상관측자료 감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서버 시스템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자료수집 서버

와 자료처리 서버, 관측 자료를 저장하는 저장 스토리

그림 1. 우주환경 지상관측기 자료통합시스템의 구성도.

지, 그리고 관측자료 표출을 위한 웹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관측자료 감시 시스템은 각 관측기의 관측 

PC에서 나온 관측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

는 프로그램, 재생산된 관측 자료를 표출하고 실시간 감

시하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서버 시스템

서버 시스템은 지상관측기의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서버와 처리된 자료를 저장하는 

저장 스토리지로 되어있다. 각 서버와 스토리지는 관측 

자료의 양과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 
KSRBL과 VHF 레이더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상관측기에 

대한 자료수집 및 처리는 DAS(Data Acquisition Server)
에서 이루어진다. DAS의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서버로 

윈도우즈용으로 개발된 자료수집 및 처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자료수집 및 처리 프

로그램들은 관측 PC에서 원 자료를 가져와 후 처리한 

후 자료 저장 서버(SWC1)를 통해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DAS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중 SWC1에 저장된 과거 

관측 자료를 필요로 하여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하

였다.
   KSRBL의 관측 자료는 양이 방대하여(하루 약 90 
GB) 독립적인 스토리지에 보관한다. KSRBL의 자료수집 

프로그램은 파이썬(python)으로 개발되어 있고 Watchdog 
서버를 통해 스토리지에 옮겨진다. VHF 레이더는 공군

기지인 계룡대에 설치되어 있어 공군과 전용망으로 연

결된 SWC3 서버를 통해 관측 자료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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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태양 광학 감시 시스템의 구성도.

   CME 서버는 KSRBL과 같은 고용량 자료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자료처리 전용 서버이다. KSRBL에서 관

측한 안테나 교정(calibration) 자료와 태양전파 스펙트럼 

자료를 IDL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본적인 보정 작업을 

거친 후 태양전파의 다이나믹 스펙트럼 이미지를 얻는

다. 이 자료는 다시 스토리지에 저장된다. 
   우주환경 지상관측기를 위한 자료통합시스템에서 우

주환경 자료를 표출하는 부분은 모두 웹 기반으로 개발

되었다.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우주환경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웹 서버인 SOS(SOlar and Space weather research 
group) 서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주환경 관측 자

료를 표출하는 화면들은 자료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나 

그래프를 가져와 웹 페이지로 만들어 사용자에게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태양활동과 우주환경 변화를 실시간으

로 감시할 수 있다.

4. 지상관측자료 감시 시스템

지상관측자료 감시 시스템은 우주환경 지상관측기로 관

측한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한 뒤 표출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처리한 후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소프트웨어와 그래프나 

이미지 형태로 저장된 관측 자료를 표출하는 웹 페이지

로 구성되어 있다. 표출 웹 페이지에는 관측 자료와 함

께 관측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영상도 함께 표출

하여 실제 관측 시스템 운영에도 유용하다.

4.1. 태양 광학 감시 시스템

태양 광학 감시 시스템은 태양플레어 망원경(SOFT, 
Solar Flare Telescope)에서 관측하는 태양 영상을 처리하

고 관측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2는 태양 광학 감시 시스템 개요로 관측 자료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면, SOFT의 여러 관측기로 

그림 3.  태양 광학 감시 화면.

관측한 자료는 FITS 파일 형태로 관측 PC에 저장되었다

가 관측자료 서버인 SWC1에 저장된다. 이 부분은 

SOFT의 오퍼레이터가 FTP를 통해 수동으로 진행한다. 
DAS에서 실행되는 이미지 변환 프로그램인 Image 
Converter는 FITS 파일을 JPG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이 

JPG 파일은 준 실시간으로 태양 광학 감시 화면을 통해 

표출된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자료 흐름은 실시

간으로 자료가 전송되는 것으로, SOFT의 관측 모습을 

보여주는 감시 카메라 영상과 가이드 망원경 영상 그리

고 백색광 부분관측기 영상이 포함된다.
   그림 3은 태양 광학 관측 자료와 관측 모습을 표출

하는 태양 광학 감시 화면이다. 여기서 (4)번부터 (7)번
까지 4개 이미지는 SOFT로 관측한 자료로 태양의 가장 

최근 모습이다. (4)번 코로나그래프는 태양의 코로나 영

역을 관측한 이미지이고, (5)번은 태양 전면을 H로 관

측한 이미지 이다. (6)번 백색광 local과 (7)번 H  local
은 흑점이나 필라멘트 등 활동영역이 있을 경우에만 해

당 영역을 집중적으로 관측한다. (2)번 가이드 망원경 

영상과 (3)번 백색광 local은 자료수집 및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태양 광학 감시 시스템에 직접 제공되어 

태양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해준다. (2)번 

가이드 망원경 영상에 표시된 박스는 (3)번 백색광 부분

관측 영상의 해당영역이다. 태양 광학 감시 화면의 (1)
번 이미지는 돔 내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촬영한 

것으로, 현재 SOFT로 관측하는 모습과 보현산 천문대의 

기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4.2. 태양 전파폭발 감시 시스템

KSRBL은 태양 전파폭발 스펙트럼과 그 폭발 위치를 감

지하는 시스템이다. 2004년부터 미국 뉴저지공과대학

(NJIT)과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안테나 직경은 2.1 m이

고, 관측 주파수는 0.5 ∼ 18 GHz, 그리고 위치감지 정

확도는 0.2′이다(Dou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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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KSRBL overview rev1.pro의 작업 흐름도.

   태양 전파폭발 감시 시스템은 KSRBL로 관측한 자료

를 저장, 처리, 표출한다. KSRBL은 안테나 조정을 위한 

자료, 안테나 이득 조정을 위한 자료, 태양의 전파 플럭

스 값을 측정한 자료 등 3가지 종류의 관측 자료를 생

성한다. KSRBL은 낮 동안 관측한 태양의 전파 자료를 

관측 PC에 저장한다. 자료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프

로그램이 관측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새로운 파일

이 생성되면 FTP를 통해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KSRBL
의 관측자료 양은 하루에 90 GB로 매우 방대하기 때문

에 관측 PC에 저장된 자료 중 1주일이 지난 것은 자동

으로 삭제된다.
   KSRBL의 관측 자료가 저장되는 스토리지 SM01은 

CME 서버에 마운트 되어 있다. CME 서버에서는 

KSRBL의 총 4개 주파수 보드에서 관측되어 처리된 안

테나 보정 자료(antenna calibration data)와 태양의 전파 

스펙트럼 자료(solar radio spectrum data)를 이용하여 후 

처리 작업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보정 작업

(calibration process)을 거친 후에 특정 시간대(보통 1일 

전체 낮 시간)에 관측된 태양의 전파 스펙트럼을 구하게 

된다. 그림 4는 이 프로그램의 작업 흐름도이다. 먼저 

원하는 시간대의 안테나 보정 자료를 CME 서버에서 검

색한 후에, 그 자료를 분석해서 빈 하늘(off-Sun)의 백그

라운드 값, 노이즈 다이오드의 증분(increment), 그리고 

조용한 상태의 태양(quiet Sun) 스펙트럼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선택한 안테나 보정 자료에 대응하는 비슷한 시

간대의 태양의 전파 스펙트럼 자료를 검색해서 주파수 

대역 및 관측 시간에 따라 재배열 시킨 후 보정 작업을 

하게 된다. 보정 작업은 먼저 재배열 된 스펙트럼에서 

빈 하늘의 백그라운드 값을 제거하고, 노이즈 다이오드

의 증분으로 나눈 후에 조용한 상태의 태양 스펙트럼으

로부터 구한 노이즈 다이오드 증분의 플럭스를 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획득한 태양전파 스펙트

럼의 개관적인 자료는 PNG 파일로 만들어진다. 이 그래

프 파일은 데이터 수집 서버인 DAS로 옮겨지고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다. 그리고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그래프

는 KSRBL의 실시간 관측 모습을 보여주는 감시 카메라

의 이미지와 함께 표출된다.

그림 5.  태양 전파폭발 감시 시스템의 구성도.

   그림 5는 태양의 전파폭발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전

체 구성도로, KSRBL의 안테나로부터 서버까지 관측 자

료의 흐름과 처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그래프와 감시 카메라 화면으로, 그림 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태양의 전파폭발을 감시하는 화면이 

구성된다.

4.3. 태양전파 감시 시스템

e-CALLISTO는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ETH Zurich)에서 

제작한 Frequency-Agile Radio Spectrometer인 CALLISTO
의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국제연합(UN)에서 주관하는 

2007년 ‘국제 태양물리의 해(International Heliophysical 
Year)’ 사업의 일환으로 KASI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

가 공동으로 관측기를 구축하였다(Bong et al., 2009). 이 

시스템은 안테나, 수신기, 그리고 제어 컴퓨터로 구성되

어 있다. e-CALLISTO로 관측한 자료는 태양의 폭발현

상 연구, 태양전파의 간섭 및 우주환경 예보에 활용될 

수 있다.
   e-CALLISTO가 관측한 자료들은 태양전파 관측실에 

있는 e-CALLISTO 관측 PC에 저장되는데 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표출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서버

로 옮겨와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관측 

PC에서 데이터 수집 서버로 관측 자료를 옮겨오고 FITS 
파일을 처리하여 스펙트럼 그래프를 생성한다. 또한, 로

그 파일을 이용하여 태양의 위치와 안테나의 지향 지점

을 그래프로 보여줌으로써 관측 PC에 직접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e-CALLISTO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림 7은 태양전파 감시 시스템의 자료 흐

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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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태양 전파폭발 감시 화면.

   그림 8의 태양전파 감시는 e-CALLISTO가 관측하는 

태양전파 자료를 이용하여 스펙트럼 그래프와 안테나 

궤적 정보, 관측하고 있는 안테나의 모습과 날씨 상태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왼쪽 상단은 KASI의 태양동 외벽

에 설치된 카메라인 e-CALLISTO가 관측하는 모습을 실

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으로, 이를 통해 안테나가 태양

을 제대로 지향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왼쪽 하단은 태양

과 안테나의 방위각과 고도를 함께 표시하여 안테나가 

태양을 제대로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오른쪽 이미지는 하루 동안의 태양전파 자료를 스

펙트럼으로 표시해 보여주는 그래프로 이벤트가 나타날 

경우 한눈에 스펙트럼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4.4. 지자기 감시 시스템

지자기 감시 시스템은 지자기 관측 시스템의 관측 자료

를 통합하여 처리하고 표출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지자

기 관측 시스템은 플럭스게이트 센서, 프로톤 센서, 그

리고 삼축 MI 센서로 되어 있는데 이 3개 관측기의 자

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표출도 함께 한다.
   플럭스게이트와 프로톤 센서의 관측 자료는 실시간

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때문에 1초 주기인 플럭스게이트 

자료를 가져올 때에는 매초마다 데이터 로거에 접속하

여야 한다. 이럴 경우 데이터 로거에 무리를 줘 자료 저

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매

초 소켓(socket) 정보를 받아와 관측 PC에서 관측 파일

을 직접 생성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1초마다 소켓 정

보를 받아와 파일을 만들고 1분마다 데이터 로거에 

SFTP로 접속해 파일을 가져와 저장한다. 또한 날짜가 

바뀌어 실행될 때 전날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오고 이

때 1초 자료를 5초 자료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삼축 MI 센서의 관측 자료는 0.1초 간격으로 생성되

지만 하루치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UT로 0시 30분에 전날 자료를 받아오는 방

그림 7.  태양전파 감시 시스템의 구성도.

그림 8.  태양전파 감시 화면.

법을 선택하였다.
   데이터 다운로드 프로그램은 5분마다 관측 PC에 

FTP로 접속하여 자료 파일을 DAS로 옮겨준다. 그런 후, 
그래프 생성 프로그램이 1초 자료 파일(*.dat)을 5초와 1
분 파일(*.txt)로 변환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래프(*.png)
를 그린다. K-지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은 FMI(Finnish 
Meteorological Institute) 방법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구

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과 다음날의 지자기 자료를 이용

하여 기준이 되는 값을 구한다. 그리고 오늘의 지자기 

값에서 기준 값을 빼고 harmonic fitting을 이용하여 K-지
수를 계산한다(Menvielle et al., 1995). 하지만 현재의 K-
지수를 실시간으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와 내일 자

료 대신 지난 한 달의 지자기 값을 평균하여 대체하였

다. K-지수 계산 프로그램은 1분짜리 데이터를 이용해 3
시간 간격으로 계산한다.
   DAS에서 실행되는 MI 관측자료 다운로드 및 그래프 

생성 프로그램은 관측 PC에 저장된 삼축 MI 센서 자료

를 FTP를 통해서 다운로드한다. 이 프로그램은 하루에 

한번 UT로 0시 30분에 전날 자료를 받고 이 파일을 이

용해 그래프를 그린다. 이때 이산 푸리에 변환(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해 지자기 3축 X, Y, 
Z에 대한 다이나믹 스펙트럼을 계산한다. DFT를 계산할 

때는 2분 간격(1,200개의 데이터 포인트)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축에 대한 다이나믹 스펙트럼 

계산 값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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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구자기장 감시 시스템의 구성도.

그림 10.  지구자기장 감시 화면.

   이렇게 생성된 그래프는 지구자기장 감시를 위해 우

주환경 감시실에 실시간으로 표출된다. 그림 9는 지구자

기장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전체 개념도이고, 그림 10은 

지구자기장 감시를 표출하는 화면이다. 그림 10에서 왼

쪽이 MI 센서로 관측한 X, Y, Z 축의 다이나믹 스펙트

럼이고, 오른쪽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플럭스게이트 센

서의 H, D, Z(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는 K-지수)와 프로

톤 센서의 지자기 절대 값 F이다.

4.5. 전리층 레이더 감시 시스템

VHF 전리층 레이더는 지구 자기력선을 따라 발생하는 

전자 밀도의 비 균질성을 관측하는 장비로 24기의 안테

나가 이루는 배열은 지자기 북극을 향하도록 설계되었

다. VHF 전리층 레이더의 설치 부지는 넓고 평평하며 

사방이 트인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KASI-공군 협력 하

에 공군 기상단 내에 레이더를 설치하였다.

그림 11. 전리층 레이더 감시 시스템의 구성도.

   전리층 레이더 감시 시스템은 VHF 레이더를 통해 

관측된 자료를 분석, 처리하여 그래프를 생성한 후 표출

하는 시스템이다. VHF 레이더로 관측한 자료는 자료 분

석 PC로 옮겨져 처리되고, 원 자료와 1차 처리된 자료

인 IDBS(Ionospheric Doppler Beam Streering)로 저장된다. 
원 자료는 E region 24개와 EF region 15개로 매일 39개

의 파일이 생성된다. E region의 원 자료는 00 UT부터 

24 UT까지의 데이터 파일이 생성되며 EF region의 원 

자료는 09 UT부터 24 UT까지의 데이터 파일이 생성된

다. IDBS 자료는 E region 1개와 EF region 1개로 매일 

2개의 데이터 파일이 생성된다.
   KASI와 공군은 64 kbps 전용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원 자료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송받지 못

하고 분기마다 레이더 관측실에 직접 가서 자료를 가져

온다. 대신 1차 처리된 자료인 IDBS는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 이 파일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생성한다.
   VHF 레이더 자료를 저장하고 그래프를 생성하는 프

로그램은 SWC3 서버에서 실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VHF 레이더 자료 분석 PC로부터 E region과 EF region
의 IDBS 자료 파일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다. 그리고 서버에 저장된 IDBS 파일을 분석한 뒤 총 8
개의 그래프를 생성한다.
   그림 11은 전리층 레이더 감시 시스템의 전체 구조

를 보여준다. 전리층 레이더 감시 시스템은 연구에 필요

한 자료를 직관적이며 가시적인 그래프로 산출하고 보

관하여 적시에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어진 그래프는 전리층 레이더 감시 화면에 실시

간으로 표출(그림 12)되고 공군 기상전대로 매일 전송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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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리층 레이더 감시 화면.

4.6. 전리층 광학 감시 시스템

전천 카메라는 180도의 어안렌즈를 이용하여 전체 하늘

을 광시야로 관측하는 카메라로 렌즈를 포함한 광학계, 
필터 휠, 그리고 CCD로 이루어진 광학 장비이다. 전천 

카메라는 상층 대기의 특정 고도에서 나타나는 단색광

을 관측하고 이를 통해 오로라나 대기광 그리고 전리층

의 중량파(gravity wave)나 TID(Traveling Ionospheric 
Disturbances) 등을 관측한다. 어안렌즈는 필터 휠에 장착

된 필터를 통해 특정 높이에서 방출되는 대기광을 검출

할 수 있어 전리층을 포함한 상층 대기를 관측하는데 

유용하다.
   전천 카메라의 관측 자료는 DAS나 자료 서버에서 

관측 자료를 분석하지 않고 관측 PC에서 바로 처리하고 

저장한다. 관측 PC에서 실행되는 관측 프로그램인 

MaxIm DL은 관측한 데이터를 FITS 파일 형태로 저장한

다. FITS는 날짜별로 만들어진 폴더에 저장되며 데이터 

이름은 필터와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다. 관측 파일은 

변환 프로그램에 의해 JPG 파일로 변환된다. 이 과정에

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암잡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전천 카메라의 경우 관측 전에 10여 장의 암잡음 프

레임을 찍는다. 암잡음 프레임 역시 촬영 중에 불규칙한 

잡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을 찍어 평균을 낸 

후 사용하면 좀 더 정밀하게 보정할 수 있다. 식(1)은 

암잡음을 보정하는 식으로  , 는 픽셀 포인트 값, R은 

보정 전 이미지, D는 암잡음 프레임, C는 보정된 값을 

나타낸다.

     


  



  

          (1)

   변환 프로그램이 관측 이미지를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평활화(smoothing)이다. 이것은 점이나 얇은 줄무

그림 13. 전천 카메라로 관측한 이미지의 처리 전과 후.

늬로 나타나는 잡음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측 자료에 나타나는 별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였다. 평

활화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평균

(averag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한 픽셀을 수정

할 때 그 영역을 둘러싼 주위 픽셀들의 값을 평균하여 

그 픽셀의 값을 정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한 픽셀을 둘

러싼 주위의 8개 픽셀을 포함한 3 × 3 픽셀 영역의 평

균값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만족할 만한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잡음의 크기가 3 × 3 픽셀보다 작

아야 한다. 픽셀 크기가 이보다 클 경우 평활화로 제거

되지 않는다. 식(2)는 평활화에 사용하는 마스크(mask) 
값을 나타낸 것이다.

  









  

  
  

                  (2)

   관측 데이터 중 B 필터(557.7 nm)와 R 필터(630.0 
nm)로 관측한 데이터만 평활화 처리를 한다. 그림 13은 

전천 카메라 이미지로 처리 전(왼쪽)과 처리 후(오른쪽)
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왼쪽에 보이는 처리 전 이미지

에서는 밝은 점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것은 암잡음이고, 
암잡음 보다 큰 밝은 점들은 하늘에 있는 별이다. 이런 

잡음들은 앞에서 설명한 암잡음 제거와 평활화를 거쳐 

오른쪽 이미지처럼 깨끗하게 처리된다. 오른쪽 이미지는 

630.0 nm인 R 필터로 관측한 것으로 잡음 제거 후 관측 

파장에 맞게 색깔을 입힌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관측하고 처리된 전천 

카메라 이미지는 관측 PC에 저장되는 상태이고 앞으로 

자료 서버로 전송하여 저장될 예정이다.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는 웹 서비스를 통해 전리층 광학 감시 화면에 

표출된다. 그림 14를 보면 전리층 광학 감시 통합시스템

의 전체 구조와 관측 자료의 흐름 및 처리 순서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5는 전리층 광학 감시 화면이다. 관

측 영상 중 필터 없이 관측한 이미지와 557.7 nm와 

630.0 nm로 관측한 이미지 3개를 함께 표출하여 우주환

경 변화가 나타났을 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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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리층 광학 감시 시스템의 구성도.

그림 15.  전리층 광학 감시 화면.

왼쪽 하단에 날짜 버튼을 만들어 과거 이미지 검색 기

능을 추가하였다.

5.  결론

KASI에서는 태양활동 및 우주환경을 독자적으로 관측하

기 위해 태양 관측 시스템과 지자기 관측 시스템, 전리

층 관측 시스템 등 우주환경 지상관측기를 구축하여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환경 지상관측 시스템의 효과

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통합시스템이 필요하며, 관측 시

스템의 설치와 병행하여 각 장비들을 위한 자료통합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우주환경 지상관측기 자료통합시스템은 서버 시스템

과 지상관측자료 감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

주환경 지상관측기로 관측한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한 

뒤 표출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 시스템이다. 지상관측

자료 감시 시스템의 우주환경 감시 화면은 우주환경 감

시실에 구현되어 실시간으로 우주환경 정보를 표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우주환경 감시실은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환경을 종

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우주환

그림 16.  우주환경 감시실 전경.

경 예보센터 구축 사업의 시작과 함께 2007년 2월에 개

소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우주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새로운 지상관측 장비의 설치와 보조를 맞추어 

꾸준히 자료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우주환경 감시실에 

구현함으로써 우주환경 관측 정보의 종합적인 표출과 

관리가 가능해졌다.
   여기서 보여주는 정보들로부터 연구자들은 언제든지 

현재의 우주환경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우주환

경  관측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KASI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주환경 지상관측기의 경우 관측 진행 

상황과 최근 관측 자료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관측기 구

동 상태와 우주환경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은 우주환경 감시실의 모습으로 다양한 우주환경 정

보가 표출된다.
이렇게 개발하여 구현된 자료통합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우주환경 지상관측 자료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 및 관리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고 효과적인 우주환경 정보의 활용을 가능하

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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