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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타 연구 분야와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려는 
IT 융합 연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국내외 환경 및 생태학 분야에서도 정보기
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하나의 예로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보기술자
와 생태학자가 협력하여 미국, 뉴질랜드, 대만 등의 호수와 하천의 생태학적 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웹기반
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GLEON(Global Lake Ecological Observatory Network)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강원대학교에서 소양호와 의암호 등지에 센서를 설치하여 고해상도 모니터링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하천 및 호수에 설치된 센서에서 수집되는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환경 및 생
태학자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보유한 사이버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환경․생태분야 e-Science 게이트웨이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GLEON 등의 해외 관련 사이트를 
조사하였으며, 2) 강원대학교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소양호, 의암호 등에서 센서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
고, 3)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고, 4) 환경․생태학자
들이 연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웹 기반 e-Science 게이트웨이인 KLEON(Korean Lake Ecological 
Observatory Network)을 설계하였다.

1. 서  론

  IT 강국으로서 사이버인 라스트럭처와 정보기술 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 지구  차원에

서 당면할 문제인 기후  환경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를 측하기 한 환경․생태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은 매

우 필요한 실정이다. 성과 센서 등을 통해 생태계 

측정보와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표 화를 

거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생태계 변화를 분석·

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려면 환경․생태학자와 정보기술자

의 력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환경․생태학자와 정보기술

자가 력하여 국내 하천  호수의 측 데이터를 처리

하여 분석할 수 있는 e-Science 기반 환경․생태분야 게

이트웨이를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해 외 사 이 트  조사

  생태학자와 정보기술자가 력하여 환경․생태분야 커

뮤니티를 생성하고 연구를 통해 지구 환경 보호에 기여

하는 해외 사이트로는 지구 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국가 생태 

측계 네트워크(NEON, National Ecological Observatory 

Network), 지구 호수 측계 네트워크(GLEON, Global 

Lake Ecological Observatory Network) 등이 있다. 

2.1 G E O S S

  지구 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이 

2005년 2월에 지구시스템 변화의 이해▪ 감시▪ 측에 

필요한 지구 측을 담당할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GEO에

서 제안하는 GEOSS는 지구의 변화를 감시, 이해, 측

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세계 사람들에게 다양

한 분야에서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GEOSS의 발

으로 지구의 모든 분야에서 환경  변화를 추 하기 

한 측 기술이 발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 변화를 감

시․평가하고 측하기 한 기술도 함께 발 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GEOSS 9개 편익분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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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GEOSS에서 추구하는 9개 사회 편익 분

야이다. GEOSS 구축에 한 국제 력은 개별국가가 수

행하여 이룰 수 있는 편익보다 더욱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GEOS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구 측 

정보 격차를 여 으로써,  세계 인류의 삶과 환경, 

경제에 향을 미치는 정보를 더욱 많이 공유하게 될 것

이고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으로써 사회경제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

이다.

그림 2. GEOSS 시스템 구조도(공학  )[1]

  GEOSS는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측시스템들을 포 하며 재 존재하는 시스템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지원과 

기술 표 화를 추진하고 있다. GEO ADC(Architecture 

& Data Committee)에서는 GEOSS의 상호 운용성을 

하여 <그림 2>와 같은 시스템 구조를 권고하고 있다. 

GEOSS는 복잡하고 상호 계를 맺고 있는 사회  이슈

들을 동시에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복을 피

하고 정보시스템과 경제, 사회, 환경 인 편익간의 시

지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2 N E O N

  NEON은 미국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후원하는 장기 인 륙규모의 생태계

변화에 한 연구와 교육을 한 Facility이다. NEON의 

임무는 미국 륙을 상으로 생태학  에서 기후 

변화, 토지이용 변화, 외래종의 침입 등과 같은 생태계 

변화에 해 악하고 측하는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기 

한 생태계 측정보의 기반(Infrastructure)을 제공하는 

것이다.

  NEON이 제공하는 인 라스트럭처는 정보  측면과 

물리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  인 라스트럭처(Information Infrastructure): 

연구와 교육을 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속 이며 장기  

차원의 다  규모 데이터세트(Multi-scaled datasets)

  ② 물리  인 라스트럭처(Physical Infrastructure): 연

구자 요구에 기반을 둔 센서, 측소를 한 연구 랫

폼, 물리  기반을 제공하는 연습시설, 사이버인 라스트

럭처, 문가 등의 인 자원과 로그램 운   조정

그림 3. NEON 데이터 처리 구성도

  NEON은 재 미국 내 50여개 정부기 과 60여개의 

연구조직과 일반 기 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NEONinc에 

의해서 NEON 로젝트 사  설계 작업이 진행 이다.

그림 4. NEON 도메인 배치도[2]

2.3  G L E O N

  GLEON은 지구상의 호수와 수지에 한 시계열 

측자료 생산하고 활용하기 한 연구자, 교육 련자 그

룹들의 자발  참여로 결성된 국제 민간 네트워크로서 

육상에 있는 호수와 수지 생태계가 자연   인  

향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측하

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다.

그림 5. GLEON 측지   력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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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을 심으로 국, 

만, 뉴질랜드, 이스라엘, 핀란드, 국 등 25개 국가의 

169개의 호수와 수지가 포함되어 20여개의 측계

(Observatory)와 50여개의 센싱(Sensing) 랫폼이 참여

하여 활동하고 있다. 개별 호수  수지 측시스템

(GLEON)은 하나 는 몇 개의 측정 랫폼으로 구성되

는데 이러한 랫폼들은 요한 육수학  변수들의 측정

과 <그림 6>과 같이 웹 상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할 수 있으며 웹을 통해 일반인은 물론 

연구자들이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다.

그림 6. GLEON 웹사이트[3]

3 . KL E O N  설 계

  국내 하천  호수의 측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생태분야 e-Science 게이트웨이(KLEON)는 에

서 살펴 본 GLEON 사이트를 벤치마킹하여 설계하 고 

향후 KLEON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  단계에 들어가면 

GLEON과도 력하여 데이터를 공유  교환할 계획이

다. 이를 해 설계 단계부터 GLEON 정보기술자들과의 

력 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림 7>은 KLEON의 

체 인 개념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7. KLEON 개념도

  강원 학교에서 설치하여 운  인 측센서에서 

측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가능하도록 무선 네트워

크를 통하여 데이터센터로 데이터를 송하도록 하 다. 

데이터센터로 송된 데이터를 형태별, 종류별로 나 어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여 장소에 축 하 다. 축 된 

데이터를 검색 는 활용하기 한 표 화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하 으며 축 된 데이터베이스에 연구자들

이 쉽게 근하여 각자의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3 .1 센 서 네 트 워 크  설 계

  GLEON 측 센서는 기온, 용존산소, 용존 이산화탄

소, 엽록소  피코시아닌과 같은 식물성 랑크톤 색소

는 물론 음향 도 러 유속 측정과 같은 유동을 감지하는 

장비들이 포함된다.  한 일사량, 풍속, 상 습도와 같은 

호수와 하천에서의 기상학  매개변수도 측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KLEON 측 센서에서도 수온, 도도, 산

소량, 탁도 등을 측정할 것이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

식으로 데이터를 송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한다. 

  ① 데이터 송방식 Type 1 field station(인터넷 속

이 가능한 사이트를 한 구성): 인터넷 회선 속이 가

능한 장소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센서 모듈과는 용 무

선 링크로 연결한다. 용 무선 링크로는 ISM 밴드인 

2.4GHz 주 수에서 작동하는 주 수도약 역확산 기술

의 모뎀을 사용한다. 데이터 송 속도는 19.2Kbps, 통달

거리는 150m를 목표로 한다. 컴퓨터가 센서 모듈로부터 

자료를 읽어올 때는 ModBus 규약을 사용한다. 컴퓨터는 

센서 모듈의 설정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이 컴퓨터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 속이 가능하다.

  ② 데이터 송방식 Type 2 field station(인터넷 속

이 불가능한 사이트): 장의 센서 모듈을 제어하거나 센

서모듈로부터 계측 자료를 읽어와 정리하고 장하기 

한 컴퓨터를 데이터센터에 설치한다. 각 장에는 센서 

모듈과 CDMA 모뎀을 설치한다. 각 CDMA 모뎀은 고유 

화번호를 배정받으며 수신 용회선으로 설정한다. 데

이터센터에 있는 컴퓨터는 주기 으로 각 장에 화를 

걸어 자료를 수집한다. 이 컴퓨터 역시 각 장에 있는 

센서 모듈의 설정을 제어할 수 있으며 ModBus 규약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림 8. 센서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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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 수집된 데이터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데이터센터에 장되고 변환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사용자가 포털을 통해 특정 형태로 가공된 자

료를 요구하면 이 요구에 맞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장되

어 있는 자료를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다. 데이터

센터는 주기 으로 field station으로부터 갱신된 자료를 

읽어와 가공하고 장한다.

  Type 2 field station으로부터 자료를 주기 으로 읽어

오기 해서는 각 station 마다 배정된 화번호로 화

를 걸어 공  셀룰러 망을 통해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능

이 구 되어야 한다. 데이터센터는 각 field station으로

부터 수집된 자료의 정리와 가공, 배포만 담당한다. 각 

field station의 각종 라미터 설정은 해당 field station

에 원격으로 속하여 수행한다. 

3 .2 데 이 터 베 이 스  설 계

  KLEON을 통한 국제 력에 효과 으로 응하고, 시

스템 구축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측지  센

서별 는 국가별로 운 되고 있는 시스템의 연계성을 

높이고 자료의 활용도를 더욱 증 시킬 수 있는 자료 수

집․생산․ 장․분석․교환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9. 측 데이터 샘 (소양호)

  <그림 9>는 소양호에서 측되어 수집되는 센서 데이

터의 사례이다. 하천  호수에 따라 측되는 정보가 

조 씩 다르기에 표 화된 포맷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의 

요소가 그리 많지 않기에 모든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원시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고 메타데이

터는 원시 데이터의 교환  공유를 한 꼬리표 정보만

을 가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계하 다.

  메타데이터를 설계하기 하여 OpenGIS 카탈로그 서

비스에서 핵심 카탈로그 스키마와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

으며. GEOSS 핵심 아키텍처를 공학  에서 살펴

보았다. 더불어 GEO의 기가능성 로그램에서 권고하

고 있는 CSW(Catalogue Service for Web) 2.0.2 로

일을 기반으로 설계된 ebRIM 로 일, CIM 로 일, 

ebRIM이 없는 ISO 로 일, EO 로 일 등을 분석하

다[4]. 향후 GEO 메타데이터와 호환 가능한 더블린코

어(Dublin Core) 기반 KLEON 메타데이터 요소를 <표 

1>과 같이 설계하 다.

표 1. KLEON Metadata 1.0

명 칭 내 용

dc:title 자원(resource)의 콘텐트에 한 명칭

dc:creator 자원을 만드는데 주요 책임이 있는 개체

dc:subject 자원의 콘텐트에 한 주제

dct:abstract 자원의 콘텐트에 한 설명

dc:publisher 자원 이용 가능토록 하는 책임이 있는 개체

dc:contributor 자원의 콘텐트에 기여를 한 개체

dct:modified 카탈로그 코드의 생성 는 갱신날짜

dc:type 자원의 콘텐트에 한 성질 는 장르

dc:format 자원의 물리  는 디지털 형식

dc:identifier 코드 식별 가능한 유일한 참조 기호

dc:source 재 자원이 유래된 자원에 한 정보

dc:language 카탈로그 코드의 콘텐트 표기 언어

dc:relation 참조되는 련 자원 간에 존재하는  계명

ows:BoundingBox 측지  경계 표시(동서남북 경도)

dc:rights 자원에 귀속된 권리에 한 정보

  <표 2>는 KLEON 측 데이터의 주(master) 데이터

베이스 스키마이다. KLEON 데이터베이스는 CUAHSI 

ODM(Observations Data Model)을 따른 GLEON의 

Vega data model과 호환되도록 하 으며 경우에 따라 

데이터 필드는 추가 는 삭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데이터는 주기를 정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장되기도 하고 엑셀 일 형식으로 FTP 등을 통하여 

일을 업로드하거나, 웹상에서 직  일을 업로드 가

능하도록 하 다. 센서 리를 한 센서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설계하여 구축할 정이며, 이외에도 필요한 데

이터 테이블을 설계하여 추가하려고 한다.

표 2. KLEON 주(master) DB 스키마 1.0

명 칭 내 용

Data_id 데이터 제어번호(식별기호)

Obs_boundary 측지  경도

Sensor_id 측 센서 ID

Sensor_date 년(yyyy), 월(mm), 일(dd)

Sensor_time 시(hh), 분(mm), (ss)

Air_temp 측지  온도

Wind_speed 측지  바람의 속도

Wind_dir 자원의 콘텐트에 한 설명

DO_05m 수  용존 산소량

DO_Sat 하천의 DO 농도

Water_temp_00m 수면 온도

Water_temp_05m 수  온도

Water_Tubi_00m 수면 탁도

Water_Tubi_05m 수  탁도

Elec_cond 기 도도

Water_ph 수소 이온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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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데이터와 원시 데이터베이스는 기 간, 국가간 교

환  공유를 해 <그림 10>과 같이 XML로 작성하려

고 한다. 

그림 10. 메타데이터 XML 기술 

3 .3  웹  인 터 페 이 스  설 계

  KLEON 웹 인터페이스는 <그림 11>과 같이 GLEON 

사이트와 유사하게 구성하고 GLEON과 정보 공유  교

환을 해 문 사이트도 구축하려고 한다. 메뉴 구성은 

크게 5가지 기능을 구 하여 이용자들이 효율 으로 이

용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자 한다. 5가지 기

능은 KLEON에 한 소개, 세부 문 연구 분야별 온라

인 커뮤니티, 환경․생태학자를 한 데이터 업로드/다운

로드, 정보기술자를 한 정보기술 기법, 센서 리 기능 

등이다. 그리고 통합검색 창을 추가하여 사이트에 올려

져 있는 데이터, 문서, 이미지를 키워드 검색으로 찾아 

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림 11. KLEON 웹 인터페이스 설계

  Google-earth를 활용하여 측 센서 지 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지도상에는 국내외 측 지   

지리 정보와 주변 정보를 비롯하여 측 데이터 통계정

보를 텍스트와 그래  등을 활용하여 표 할 정이다. 

를 들면 수질 오염 수치, 산소량 분포도, 탁도, 지역별 

강수량  하천 유입량, 하천 온도변화 등을 색상을 입

히거나 그래 로 그려서 이용자들에게 보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 Google-earth 활용 센서정보 보기

  지 까지 KLEON 웹 포털에서 기능을 구 하여 이용

자들에게 달할 정보의 인터페이스 설계에 하여 살펴

보았다. 재 설계된 인터페이스는 련 연구자 는 이

용자들의 요구분석 조사를 거쳐 최종 으로 완성할 계획

이다.

4 .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설계된 KLEON은 단주기 변동 상 연

구 등 새로운 호수생태학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데 큰 기

여를 할 것이며, 환경․생태분야 특히 호수생태학 분야

에서 센서 네트워크와 센서 데이터 처리 등의 정보기술 

융합 연구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 된다.

  KLEON 웹사이트를 통해 호수생태학 분야에서 용존산

소의 일주기 변동을 이용한 호수부 양화 평가, 호수수

질모델의 정확도 증진,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의 수온변

화 모니터링 자료 축 , 오염하천의 용존산소 변동에 의

한 어류 량폐사 연구자료 제공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

이다. 이런 정보들이 제공된다면 호수 생태 보호  환

경 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1] GEO 웹사이트 <http://www.earthonservations.org>

[2] NEON 웹사이트 <http://www.neoninc.org>

[3] GLEON 웹사이트 <http://www.gleon.org>

[4] 안부 , 한정민, 권오경, 조민수, 지구 측자료 메타데

이터 설계에 한 연구, 정보 리연구, 39권, 2호, 

pp.211-234, 2008

2010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7, No.1(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