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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crop information system can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crop distribution, crop growth
conditions, crop yield in various forms such as monitoring, forecasting, estimation or analysis.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a crop information system based on data collected in Korea, USA,
and China. Therein, climate data including temperature, precipitation, solar radiation are used to evaluate
the impact on crop growth,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data is used in crop
monitoring, and crop map data is utilized for the management of crop distribution. The system has achieved
three prominent results: 1) Providing information with high frequency, 2) Automatically creating the repor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ata, 3) The users to easily approach the system and retrieve the information.
Key Words : Agriculture, Crop Information System, Climate data, GeoServer, PostgreSQL

요약 : 작황 정보 시스템은 작물 분포, 작황 정보 및 생산량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 추정 또는 분석과 같

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본 논문은 한국, 미국 및 중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웹기반 작

황 정보 시스템을 제안한다. 온도, 강수량 및 일사량의 기후 데이터는 작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NDVI 데이터와 작물구분도 데이터는 각각 작물 모니터링과 작물 분포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시스템은 3가지의 주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높은 시간 해상도의 데이

터를 통한 정보 제공, 2) 보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고서 작성의 자동화, 3)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한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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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2011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G20 농업 장관 회의에서는

GEOGLAM(Global Agriculture Monitoring)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GEOGLAM프로젝트는 지역,

국가 및 세계적 규모의 농산물 생산량을 정확히 예측하

고 배포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제 사회의 역량을 강화시

켰다(Shinichi et al., 2013).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농무성의 FAS(Foreign Agricultural Sevice)는 작황 모니

터링 시스템을 제공하는데(Becker et al., 2010), Crop

Explorer시스템은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The U.S.

Department ofAgriculture(USDA) 산하PECAD(Production

Estimates and Crop Assessment Division)에서 처리한 인

공위성 영상과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 정보를 제

공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199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규

모의 작황 모니터링이 현재의 CropWatch시스템으로

발전하여 특히 원격 탐측 데이터를 통해 국가적 및 세

계적인 작물 생산량과 관련 지표들을 평가한다(Wu et

al., 2014).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국가 단위의 농업 관

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수문학 센

터에서는 작황 모니터링을 위해GeoSpatial정보 시스템

을 개발하여 지역적 또는 개별 농장 수준의 농업적 의

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Shelestov et al., 2013). 또한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 국립 우주국(National Space

Agency of Pakistan)이 시행하는 농업 정보 시스템 프로

젝트를 통해(SUPARCO, 2017) 파키스탄 작물 데이터와

그와 연관된 기후적, 농업적, 수문학적 및 경제적 변수

의 분석을 수행한다 . 한편 일본의 Kagawa National

College of Technology에서는 작물 재배 및 원가 관리를

위한 웹 기반 시스템(iFarm)을 개발하였다(Murakami,

2014). 대부분의 시스템은 다수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각 시

스템의 효율성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및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과거 개발된 시스템

들을 기반으로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 먼저 중

국의 CropWatch는GIS데스크탑 도구로부터 추출한 지

도 이미지만을 제공하여 보다 유연한 상호 운용성을 갖

추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으며, Crop Explorer는 미

리 지정된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

는 관계로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시간 선택이 불가능

하다. 반면 GEOGLAM은 최신 작황 모니터링 시스템

으로서 지도, 차트 및 보고서를 모두 제공하지만 실시

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존 시스템의 한계점 및

장점을 고려한 웹 기반 작황 정보 시스템을 제안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작황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한국

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분석 및 설계

시스템 분석 및 설계(system analysis and design, SAD)

과정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시스템의

개발은 사용자의 요구 및 편리성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이 폐기되는 원인이 된다

(Kendall et al.,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AD의 구

현을 웹 기반 작황 정보 시스템 개발의 첫 단계로 정하

였다.

1) 목표 정의

목표 정의는 시스템 설계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로 타당한 목표 설정을 통해 시간, 비용 및 인

력과 같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본 연구의 주 목표는 농업 발전을 위한 작황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며 기존 시스템의 한계점 및 장

점을 바탕으로 3개의 하위 목표들을 설정하였으며 이

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시간적으로 더 높은 빈도로 데이터가

갱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GEOGLAM의 경우 기상 데이터와 NDVI는 주별로 정

보를 제공하고 작물구분도는 계절별로 제공하는데 본

시스템에서는 기상 데이터의 경우 일별로 제공하며

NDVI와 작물구분도는 보유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각

각 8일, 연도별로 제공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목표로는 사

용자가 설정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보고서

의 작성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 GEOGLA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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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Watch에서는 데이터를 통해 추출되는 수치적 정

보와 더불어 농업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반영하여 보

고서로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만

큼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과정의 자동화 기능을 구축하였다. 대부분의 작황

정보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정하는 시공간적 요인 및

제품 등 일련의 선택 과정에 의해 함수가 실행되고 결

과로는 지도와 그래프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Crop

Explorer에서는 상위 행정구역 선택, 하위 행정구역 선

택, 제품 선택의 세 단계를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

공하고 결과는 Fig. 1과 같다. 해당 그림을 보면 좌측에

는 선택한 지역의 지도와 우측에는 선택한 제품의 기간

별 비교 그래프가 제공되고 이는 10일을 기준으로 현재

와 과거 1년, 과거 1년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해당 시스

템에서는 사용자가 고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

한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이

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선택 기회의 폭을 확

대시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2) 웹 기반 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웹 기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지도를 표현하는 방법

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먼저 Esri사의 ArcGIS

Server(Esri, 2017)는 상업적 용도의GIS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위한플랫폼을제공하고, GeoServer(GeoServer,

2017) 또는 MapServer(MapServer, 2017)는 비상업용 오

픈 소스 플랫폼으로 웹 기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한다. 상업용 플랫폼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드는 시간

을 절약하거나 보안성이 좋고 지속적인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 사용자는 경제적 비

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센스를 준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는다. 반면 비상업용 플랫폼의 경우

저비용, 라이센스의 유연성, 공급업체에 대한 종속 탈피

및 협업 강화 측면에서 여러 강점을 가지고 점차 우위

를 점하고 있다(Morgan and Finnegan, 2007). 경제적 효

율성과 시스템 개발의 능동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

구에서는 비상업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웹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웹 기반 지도 시스템의 기본 아키텍처는 Fig. 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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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bjectives of study

No. Motivation Objective

1 Recent systems provide climatic and NDVI data weekly and
seasonal crop map data

To provide daily climatic data, while NDVI and crop data are
provided within 8 day period and yearly

2 GEOGLAM and CropWatch create report periodically based
on analysis from expert in the agricultural fied

To create report automatically via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e data

3 Previous systems visualize the information and provide the
graph based on defined period for each product

To make users to select and acquire the information actively
for their convenience

Fig. 1.  The precipitation information of South Korea achieved from Crop Explorer system.



으며 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의 3가지 층으로 구성된다(Li et al., 2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층(클라이언트)은 스마트폰의 브라우저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 층은 웹 서버와 맵 서버의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웹 서버는Hypertext

Transfer Protocol(HTTP)를 통해 요청을 처리하여 클라

이언트에 웹 페이지를 전달하고 맵 서버는 지도를 생성

하여 웹 서버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Pascual et al., 2012). 데이터베이스 층은 이러한 과

정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요청된 함수를 처

리하는 관리 시스템 역할을 한다.

3) 웹 기반 시스템의 기능 설계

본 연구에서 언급한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선 대용량의 공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갱신 프로세스의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이 필요하다. 두 번째 목표는 사용자

가 입력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보고서 작성 과정을 자

동화하는 것이며 해당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1) DBMS에서 데이터를 집계한다 2) 집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추출한

다 3) 해당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DBMS에서 데이터를 집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파라미터를 입력 값으로 취하는 함수를 생성한 후, 이를

쿼리로 바꾸어 DBMS에 전송하고 데이터를 검색한다.

그런 다음, 집계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

보를 추출하기 위한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두 번째 함수

가생성되어 2 단계가완료된다. 이함수의입력값은 1단

계에서 집계된 데이터, 출력 값은 key-value형태의 데이

터이며키(key)는사용자가입력한파라미터에의존한다.

세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1) 상호 운용

성이 뛰어난 지도 제공 2) 다양한 통계 데이터 제공이라

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우선 웹 기반 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DBMS

와의 호환이 가능한 맵 서버가 필요하고, 두 번째 문제

점의 경우 사용자가 시공간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 기준

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시간적

측면에선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 값 들

과의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공간 요소를 기반으로 통계

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간 함수를 신속하게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과정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색인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상

기한 분석 및 주요 기능을 기반으로 웹 기반 시스템의

기능을 Fig. 3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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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basic architecture of Web-based system.

Fig. 3.  Functionalities of the Web-based System.



3. 구 현

1) 구현 환경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시스템 개발을 위해 세 개의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컴퓨터는 데이터의 저장,

두 번째 컴퓨터는 웹 지도 서비스 구축, 그리고 세 번째

컴퓨터는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였으며 각 컴퓨터의 사

양과 사용 목적은 Table 2에 요약하였다.

2)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및 중국을 대상으로 총 8개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Table 3에 정리하

였다.

남한 기상자료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89개 지

점의 관측소 및 599개 지점의 방재기상관측장비에서

취득되었으며 이는 3km의 격자간격을 가지도록 객관

분석이 수행되었다. 나머지 남한NDVI자료와 미국 기

상자료, 식생지수 및 중국의 작물구분도는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영상

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2000년을

기준으로 갱신되었으며 데이터의 양이 클 수록 분석적

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는 반면 저장의 측면에서는 어

려움이 존재한다. Table 3을 보게 되면 본 시스템은

250GB이상의 40000개가 넘는 래스터(raster) 데이터 파

일들과 매년 추가되는 약 19GB크기의 3000개 가량의

데이터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공간의 최

적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데

이터 저장을 위해PostgreSQL DBMS를 사용하였다 .

PostgreSQL은 15년간의 지속적인 개발과 입증된 아키

텍처로 인하여 신뢰성, 데이터 무결성 및 정확성을 보장

하며 Linux, UNIX(AIX, BSD, HP-UX, SGI IRIX, macOS,

Solaris, Tru64) 및 Windows를 포함한 주요 운영체제에

서 실행 가능하다. 게다가 ACID(원자성, 일관성, 고립

성, 지속성)를 완벽히 준수하며, 외래 키, 조인, 뷰, 트리

거 및 다수 언어를 통한 저장을 지원하고 4TB가 넘는 크

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PostgreSQL, 2017). 래스

터 데이터는 같은 공간적 범위를 갖는 벡터 데이터보다

일반적으로 용량이 크며 데이터베이스의 저장과 백업

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래스터 테이블을

복수의 스키마 및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효율

적이다(Obe and Hsu, 2015). 각 연도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후 연도별로 각 지역(한국, 미국 및 중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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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test environment

Purpose Operating system Processor Ram Hard disk
Database managerment system Windows Server 2008 Intel (R) Core(TM) i7-2600K 16 GB 2 TB
Map Server Windows Server 2008 Intel (R) Core(TM) i7-2600K 16 GB 2 TB
Developer Windows 7 Intel (R) Core(TM) i5-6600-CPU 16 GB 2 TB

Table 3.  Data sets

Country Data Temporal Resolution Spatial Resolution Period

Korea

Maximum temperature

1 day 4 km 2000 ~ 2014
Minimum temperature
Average temperature
Precipitation
Solar Radiation
MODIS NDVI 16 day 250 m 2000 ~ 2013

USA

Maximum temperature
1 day 1 km 2003 ~ 2014Minimum temperature

Average temperature
Vapor Pressure deficit Solar Radiation Monthly 1 km 2003 ~ 2014
MODIS NDVI 8 day 500 m 2003 ~ 2014

China Crop Map Year 250 m 2002 ~ 2015



스키마를 생성하였다. 래스터 파일의 용량이 큰 이유로

각 파일을 타일로 분리하여 각 타일을 별도의 레코드로

저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테이블로 저장된다. 상기 분

석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저장 기법을 Fig. 4에 정리하

였다.

3) 웹 기반 시스템 아키텍쳐 구축

기존 맵 서버 중 GeoServer를 본 연구에 사용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 GeoServer는 대부분의 표준 공간

데이터를지원하며, ImageIO-Ext프로젝트(GeoSolutions,

2017)를 통하여 래스터 영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RESTful(Oracle, 2017)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클라이언트는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 검색과 구성 변경

이 가능하고 REST인터페이스의 간단한HTTP호출로

클라이언트는 웹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필요 없이

GeoServer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 서버 개

발에 Apache Tomcat(Apache Tomcat, 2017)을 사용하였

으며 클라이언트 맵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는OpenLayer

(OpenLayer, 2017)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Leaflet(Leaflet, 2017)이나 MapBox(MapBox, 2017) 등의

다른 애플리케이션보다 GeoServer와 더 높은 호환성을

갖기 때문이다. 사용자 친화적 웹 인터페이스 개발에는

CSS를 이용하여 조화롭게 제어되도록 설계된 Bootstrap

(Bootstrap, 2017) 라이브러리가적용되었다. 또한, HTML

문서, 이벤트, 애니메이션 및 Ajax(jQuery, 2017)를 간단

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jQuery라이브러리를 통해 클라

이언트 이벤트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다. 상기한 구

성 요소를 기반으로 설계한 웹 기반 시스템의 아키텍처

는 Fig. 5와 같다.

4) 웹 기반 시스템의 기능

PostgreSQL은 래스터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

드할 수 있는 raster2pgsql이라는 툴을 제공한다(PostGIS,

2017). 이 툴은 C언어로 작성되었으며Windows운영체

제에서 실행된다. 그러나 한 번의 커맨드 실행에 하나

의 래스터 파일만 업로드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래스

터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배치스크립트가 자동 생성 및

실행되는 Java언어로 개발된 툴을 사용해야 한다.

보고서는 실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기후 인자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작물 성장의 부정적

인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비슷

한 추세를 갖는 과거와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 및 예측

가능하다. 예를 들어, NDVI데이터에 대한 비교를 기반

으로 사용자는 작물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고 재배 면

적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현재의NDVI값이 과거

보다 높다면 작물이 이전에 비하여 더 잘 자란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연도의 과거 비교 상황을

통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t-분포를 적용하였다. 이는

모집단 평균에 대한 추론이나 표본 비교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Devore, 201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2000년부터 취득된 30개 미만의 표본인 만큼 정규 분포

에 비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고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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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ata storage model. Fig. 5.  The Architecture of the Web-based system.



위하여 쿼리를 적용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집계하는

과정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덱스 테이블을 작

성하였는데 이는 PostgreSQL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여러 테이블에 적용하는 공간 쿼리의 경우

최적화된 하나의 인덱스 테이블 레코드에 접속하는 것

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4. 시스템 시연

1) 웹 인터페이스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과정을 거쳐 웹 기반 작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개요는 Fig. 6과 같다. 웹 인터

페이스 개발을 위하여 Bootstrap라이브러리를 활용하

였으며 사용자는 그림과 같이 컴퓨터 또는 휴대폰을 통

해 지도 및 공간에 따른 그래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별 큰 지도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지도와 상호 작

용할 수 있는 객체 지향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맞게 웹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메뉴와 툴바는 자유롭게 숨

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다. 주 메뉴 창에는 Table 4에 정

리된 이름과 기능의 탭이 제공된다.

2) 보고서

월별 데이터를 집계하여 작성되는 보고서는 주제별

지도로 구성된 요약 보고서와 통계 및 분석 도표로 이

루어진 상세 보고서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한 보

고서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파라미터(제품, 시공간적 파

라미터)를 기반으로 생성된다. 보고서는 머리글, 내용

및 결론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머리글에서는 보고서에

대한 일반 정보(보고서 유형, 보고서의 시간 및 공간적

범위)를 제공하며 내용 부분은 보고서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결론에서는 분석한 특성의 변화에 대한 주석 이

미지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는 보고서 내용의 완성을

위하여 몇 가지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요약

보고서를 통하여 각 지역에 해당하는 특성들의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수량 분석 시 붉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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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Web User Interface.

Table 4.  The content of main menu

Name Function
Table of Content (TOC) Manage the data layers opened
Region tree Link a region name to a geometry object on the map and set spatial parameter input for the other function.
Type of Data Show the list and set input parameter of data type
Calendar Show the date which data is available and set time parameter input for the other functions
Reference Show the list and set input parameter of data statistic by time
Report Set input parameters for generating a report
Other For future: user information, help…



으로 표시된 지역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평균 강수

량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각 특성을 지도에 표시한 요

약 보고서는 Fig. 7과 같다.

Fig. 8과 같은 세부 보고서를 통하여 사용자는 시간에

따른 세부적인 변화를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특성을 분석한 세 개의 도표와 t-분포 값을 기반으로 한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좌측의 도표는 선택한 달

의 특성치를 과거의 같은 달에 해당하는 평균값과 비교

한 결과이다. 동시에 사용자는 선택한 달의 일별 변화

량도 확인할 수 있다. 가운데 도표는 첫 번째 도표에 비

하여 더 상세한 일별 변화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우측의 도표는 선택한 시점의 특성치를 다른 연도,

같은 시점의 값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를 토대로 가장 좌측의 화살표 및 위의 %값이 결정

된다.이는 평년 기준 사용자가 선택한 제품의 월별 평

균값을 변수로 갖는 t-분포 상 사용자가 선택한 해당 월

의 평균값의 위치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t-분포 상 t=0

을 0%로 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연도의 월별 평균값이

t=0을 기준으로 우측에 존재할 경우 t=0부터 해당 값의

위치까지의 넓이는 양의 값으로, 좌측에 존재할 경우 음

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본 화살표 위%값은 -50%~50%

의 구간을 갖게 되며 양의 값일 경우 0~16.6%는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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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ummary Report.



16.6~33.3%는 주황색, 33.3~50%는 빨간색을 나타내고

음의값일경우 -50~-33.3%는파랑색, -33.3~-16.7%는연

한 파랑색, -16.7~0%는 하늘색을 나타낸다.

Fig. 9에 묘사된 보고서 작성 모듈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통하여, 사용자는 시간 범위, 지역 등의 보고서 작

성에 필수적인 파라미터들을 선택할 수 있다.

3) 기본 기능

(1) 중첩 지도

중첩 지도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동일한 기본 맵을

바탕으로 여러 장의 데이터를 중첩 시켜 제품의 시공간

적 비교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이는 Fig. 10과 같다. Fig.

10은 남한 제주도를 대상으로 2012년 12월과 2013년 12

월의 식생지수 변화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해

당 지역에서 작물의 성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2) 지도 및 그래프를 통한 분석 기능 제공

사용자는 크게 시간적, 공간적, 제품 선택 및 과거 비

교 기간 선택의 총 네 단계를 통해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으며 결과로는 지도 및 그래프가 제공되고 이는 Fig.

11과 같다. 해당 그림은 2014년 8월 14일 남한의 강수량

정보를 대상으로 과거 10일간의 비교를 선택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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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etaile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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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User Interface of Report module.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Fig. 10.  Overlay and comparison data layers.

                                         (b)                                                                                             (c)

Fig. 11. (a) Thematic map of precipitation, (b) Statistic data by region and (c) Statistic data by time.

(a)



나타낸다. 먼저 Fig. 11a는 남한의 강수량 분포를 지도로

표현하였으며 Fig. 11b는 남한의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

강수량의 수치적 정보를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며 마지

막으로 Fig. 11c는 2014년 8월 14일의 강수량 값과 과거

10일 간의 강수량 값과의 비교를 나타낸다.

(3) 관리자 툴

Windows와 Linux에서 모두 작동하는 관리자 툴을

Java언어로 개발하였다. 이 툴은 데이터 갱신, 데이터

색인 및 웹 지도 서비스 자동 게시 등의 유틸리티를 통

하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본 툴의 구성은 Fig. 12와 같다.

5. 결 론

본 연구는 기상, NDIV및 작물구분도 데이터를 기반

으로 확장성을 고려한 작황 정보 시스템을 제안한다. 해

당 시스템은 과거 구축된 작황 정보 시스템의 한계점 및

장점을 고려하여 개선한 시스템으로 높은 시간적 해상

도로 데이터를 갱신하고,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며 사용

자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편리성을 높

이고자 하는 목표를 통해 구축되었다. 기술적인 측면에

서 본 연구는 40000개를 초과하는 대용량(250GB이상)

의 래스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

터 갱신 과정의 자동화 기능을 구축하였다. 또한 본 시

스템은 크게 네 가지의 선택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원

하는 제품, 시공간적 요인 및 과거 비교 기간에 대한 지

도 및 그래프를 제공하며 원하는 정보를 보다 손쉽게 취

득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본 시스템은 사용자의 분

석에 용이한 작황 레포트의 자동화 과정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본 시스템은 현재 보유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작물 분포, 작물 재배, 작물 성장, 해충 및 질병, 수확량

등의 작황 정보는 아직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 한

계를 가진다. 정보성, 정확성, 신속성 그리고 자동화라

는 4가지 기준에 따라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향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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