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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frequency and scale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flood,

earthquakes, and tidal waves from earthquakes has been increasing. Several nations have

recognized that earth observation is essential for protecting the Earth’s environment.

However, as the data format from earth observation varies depending on areas, institutes,

and countries, sharing and exchange between data is difficult. Thus, we have a metadata

standardization scheme suitable for the domestic situation to allow exchange of data

between societal benefit areas with reference to principles of data sharing and exchange

that are discussed on 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 We have also designed

metadata schemes required to identify the metadata situation of earth observation data

being used for 9 societal benefit areas of GEOSS(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GEOSS), Grobal Observation Data, Schema,

Metadata, Standization, Survey

서 론1.

최근 들어 자연재해의 원인이 폭염 지진, ,

지진해일 태풍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

되면서 그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세계 여개 국가가 자연재. 50

해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되는 추세가 지

구온난화와 같은 지구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급속한 지구환경의 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데에 인

식을 같이하여 지구시스템 변화의 이해, ․감시 ․

예측에 필요한 전지구관측시스템(Global Earth

이하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EOSS)1)을 구축 ․ 운 하기 위한 지구관측

그룹 이하(Group on Earth Observation,

을 년 월에 설립하 다 에서GEO) 2005 2 . GEO

구축 ․ 운 하는 란 지구시스템의 기상GEOSS ,

기후 해양 육지 생태계 등을 포괄적, , , ․지속적 ․
조정된 관측을 수행하고 관측자료를 분석 ․ 예
측한 후 유용한 최종 정보를 수요자에게 신속

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년 월 일에 미국 워싱2003 7 31

턴에서 개최된 제 차 지구관측장관급 회의1｢
1) http://www.earthobservati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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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Earth Observation Summit, EOS)｣
에 참가함으로써 지구관측에 관한 국제 활동

을 시작하 고 년 월 일에 벨기에, 2005 2 16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 차 지구관측장관급 회3｢
의 를 통하여 국가간 협력기구로 공(EOS-III)｣
식 출범한 의 창설 참여국이 되었다 우GEO .

리나라는 출범 이후 범부처가 공동으로GEO ,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GEOSS｢
국가대책수립 전담 작업반 을 구성｣ ․ 운 하

으며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우리나, GEOSS

라의 역할을 정립하고 후속조치를 원활히 수

행하기 위하여 한국사무국을 기상청에GEO

설치 ․ 운 하고 있다.

지구환경 문제는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국외

상황에도 많은 향을 받기 때문에 를GEOSS

통한 국제 사회와의 정보 공유 및 교환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국제. GEOSS

협력 사업에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한국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GEOSS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운

되고 있는 시스템의 연계성을 높이고 자료

의 활용도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자료 수집

․ 생산 ․ 저장 ․ 분석 ․ 교환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국내외 자료교. , GEOSS

환을 담당하고 국내 지구관측시스템을 통합

운 할 조직이 필요하며 사회편익 분야 간 교,

환할 자료의 메타데이터 표준화 방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구축으로 지구의 변화를 감시GEOSS ․ 이
해 ․ 예측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편익을 제공

하게 될 것이며 의 발전으로 지구의, GEOSS

모든 분야에서 환경적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관측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 변

화를 감시 ․ 평가 ․ 예측 기술 또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구축에 대한 국제협력은 개. GEOSS

별국가가 수행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 편익보

다 더욱 많은 사회 편익을 가져올 것이며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구관측 정보 격차를

줄여 줌으로써 전 세계 인류의 삶과 환경 그, ,

리고 경제에 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유 및 교

환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정보 공유 및.

교환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인류에게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현황 기초조사2.

조사 방법2.1

본 조사는 년 기상청 기획연구 과제수2007

행을 위하여 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총12

명에게 면대면 설문조사14 를 실시하 고, 13

명이 설문 응답지를 제출하 다 응답률( 93%).

조사 대상자는 사무국의 분야별 전문KGEO

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담당자로 선정하

다 본 조사에서는 국내 각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지구관측자료 관련 표준화 활동 현황 정,

보시스템 운 현황 원시자료 및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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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현황 인프라스트럭처 현황 기타 고려사, ,

항 등 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기관별 현황을5

파악하 으며 조사분야에 따른 조사 대상기관

은 표 과 같다< 1> .

조사 결과2.2

표준화 현황2.2.1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원시데이터 공유 및

교환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표준 단체로는 세계

생물다양성정보기구 세계기상기구(GBIF), (WMO),

국제표준기구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한(ISO) ,

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가 대표적으로 활동(TTA)

하고 있었다 각 분야별 기관별로 국제표준에. /

동참하고 있었고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 1>

이 국내 표준화 활동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로 가장 많았고 다른 기38% ,

관에서 활동하면 같이 참여하겠다는 경우는

기관명 조사분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 지질도 주제도, GIS( , )

산림청 생물다양성 식물 산림( ), GIS( )

KISTI 생물다양성(GBIF, KBIF)

질병관리본부 보건 전염병통계정보( )

소방방재청 재해

농업과학기술원 농업 토양정보( )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NGIS,

국립환경과학원 생태계 생물다양성,

기상청 기상 기후,

국립수산과학원 생물다양성 해양( )

한강홍수통제소 물 재해,

국립해양조사원 해양

표 조사기관 현황< 1>

그림 표준화 활동 참여의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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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으로는 필요성은 느끼지15%, (31%)

만 사안에 따라 참여 기관방침에 따름 예산, ,

확충 및 전문인력 확보 후 활동하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메타데이터 표준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생물

다양성분야의 기상분야Darwincore, ABCD,

의 공간정보WMO Core Metadata Profile,

분야의 를 들 수 있다 본 조사를ISO 19115 .

통해 파악된 분야별 원시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관련 단체는 등이 있GBIF, WMO, ISO

었으며 자세한 현황은 표 표 과 같다< 2>, < 3> .

분야 명칭 url 비고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정보 표준- (TDWG)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 (KBIF)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GBIF)

- CBOL
- species 2000
- ITIS

www.gbif.org
www.kbif.re.kr
www.gbif.org
barcoding.si.edu
www.species2000.org
www.itis.gov

국외
국내
국외
국외
국외
국외

기상 세계기상기구- WMO( ) www.wmo.int 국외

기후 - NODC www.ncdc.noaa.gov 국외

물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표준화- , , ( )
물관리소위원회 데이터공유- ( )
건설교통부 하천일람- ( )

www.wamis.go.kr
www.wins.go.kr

국내
국내
국내

재해

한국재해정보협회-
한국비시피협회-
한국방재협회-

www.kordia.or.kr
www.bcp.or.kr
www.kodipa.or.kr

국내
국내
국내

보건
통계청 법정전염병 환자발생보고- ( )

법정전염병 환자발생보고- WHO( )
www.nso.go.kr
www.who.int

국내
국외

농업
농업 세계토양학 연합- /
농업 디지털 토양매핑 워킹그룹- /

www.iuss.org
www.globalsoilmap.net

국외
국외

GIS

- ISO/TC211
- OGC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

www.ISOTC211.org
www.OPENGEOSPATIAL.org
www.TTA.or.kr

국외
국외
국내

해양

해양지리

해양관측

- ARGO
- NEAR-GOOS

해양수산부-
등- IOC, IHO, JCOMM, WMO

www.usgodae.org
www.jodc.go.jp
www.momaf.go.kr

국외
국외
국내
국외

지질자원 지질자료표준화위원회- www.geoic.org 국내

GEO - GEO(ADC) earthobservation.org 국외

표 원시데이터 공유 및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단체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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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현황2.2.2

본 조사 대상기관은 국가기관이기에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각 기관별 분야별로 많은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 되고 있었다 그 중에.

서도 기상청의 기상 기후분야 정보시스템 수/ ,

자원분야의 물 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생물다,

양성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포털시스템 공간,

정보분야의 국가지리정보시스템 등이 오랜 기

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잘 구축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해양정보 재해정보 생태. , ,

계정보 지질자원 정보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

어 서비스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시스템은 외주용역으

로 구축되고 있었으며 각 기관에서는 아주 간

분야 명칭 url 비고

생물다양성

- DarwinCore

- ABCD

- KBIF Schema

- Index Herbariorum

www.tdwg.org/activities/darwincore

www.tdwg.org/activities/abcd/

www.kbif.re.kr

sciweb.nybg.org

국외

국외

국내

국외

기상
- WMO Core Metadata Profile

v1.0
www.wmo.int 국외

기후 - NODC www.ncdc.noaa.gov 국외

물

지형정보-

수치지도 유통-

물관리정보 유통-

www.tta.or.kr

www.ngic.go.kr

www.wins.go.kr

국내

국내

국내

농업 토양도 자체표준- asis.rda.go.kr 국내

GIS
- ISO1911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

www.ISOTC211.org

www.TTA.or.kr

국외

국내

해양 - NPEM 국외

지질자원 지질자료표준화위원회- standard.kigam.re.kr 국내

표 메타데이터 표준을 위한 국내외 단체 현황< 3>

그림 정보시스템 구축 외주용역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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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유지보수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

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주용역. < 2>

을 하는 이유로는 인력확보의 어려움(53%),

시스템품질 확보 기술력 부족 기(23%), (8%),

관방침 등이라고 답변하 다 자체개발을(8%) .

하는 곳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의(GBIF)

한국대표기관 역할 수행 및 아시아 지역 미러

사이트를 운 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 한(KISTI) 기관뿐이었다.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느냐는 질

문에서는 재해분야의 소방방재청에서 풍수해

예측시스템을 농업분야의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농업환경지도시스템 웹 시스템 을 해양분( GIS )

야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양자료서비스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 다.

원시자료 및 메타 구축 현황2.2.3 DB

각 분야별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원시자,

분야 원시자료 메타데이터

생물다양성
국내생물다양성 데이터-

해양생물정보-
메타데이터- KBIF

생태계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메타데이터-

보건 법정전염병 환자발생보고- 전염병 환자발생보고 통계-

재해 재해연보-

농업 토양정보- 토양도 메타데이터-

기상

기상 및 지진자료-

지상 기상관측자료-

고충 기상관측자료 등-

기상 위성자료 메타데이터-

위성 상 메타데이터-

고충 기상관측자료 메타데이터-

기후
역사기후자료-

지구대기 관측자료 등-
오존 메타데이터-

물 유역조사 메타데이터-

GIS

수치지형도-

국토공간 상정보-

수치표고자료-

자료 등- GPS

위성 상 메타데이터-

수치지형도 메타데이터-

항공사진 메타데이터-

상시관측자료 등- GPS

해양

정선관측자료-

연안정지선 관측자료-

해양환경 정보자료 등-

해양지리정보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TOIS

지질자원
지진발생자료-

주제도 등-

표 원시자료 구축 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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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및 메타데이터는 국가 전지구관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분야가 다양한 만큼 보유하고 있.

는 형태나 데이터량도 다양하 다 표 는. < 4>

이번에 조사한 분야별 원시자료와 메타데이터

현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온톨로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지만 본 조사

의 조사대상 기관 중에서 기상분야의 기상청,

생물다양성분야의 지질자원분야의 지KISTI,

질자원 연 등에서 향후 구축 계획은 있었지만( )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없었다 온톨로지.

를 구축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워낙 시간과 전

문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쉽게 시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큰 기대효과도,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 다.

인프라스트럭처 현황2.2.4

각 기관별 분야별로 활용하고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의 현황을 하드웨어서버 소프트웨( ),

어 네트워크 등으로 나누어 조사 및(DBMS),

파악하 다 그림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주. < 3>

로 사용하는 서버데이터베이스 서버 웹 서버( ,

등 로는 시스템이 로 가장 많이 사용) HP 57%

하고 있었으며 시스템은 시스IBM 24%, SUN

템은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제품으로는12% .

삼성시스템이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국가 전지구관측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지구

관측자료는 데이터양이 방대하고 실시간으로

관측되어 운 되어야 하므로 데이터베이스관

리시스템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림 에서. < 4>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사용하는 로는DBMS

이 로 가장 많았으며 공간정보ORACLE 53%

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는 시스템을 그ZEUS

외 나 등의 데이터베이스INFORMIX MYSQL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시데이터< 5>

를 교환 및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주로 행

정전산망 등 국가기간망을 사용하는 기관은

으며 초고속연구망과 자체망을 사용한65%

다는 기관도 각각 로 나타났다18% .

그림 서버 보유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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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사항2.2.5

마지막으로 국가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하 다 국가 전지.

구관측시스템 구축시 고려사항으로는 시범분

야 선정 및 사업 추진 분야별 담당자 재선정,

및 교육 지침 및 표준화 정책 수립 조직, , ․ 예
산 ․ 인력 확보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자료의,

공동활용 및 중복방지 홍보 등 가지 정도의, 6

답변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범분야 선정 및 사업 추진 분야별 데:•
이터의 속성과 개발현황이 상이하므로, ,

전 분야의 포괄적 평균적 개발보다는 시,

범분야 선정을 통한 충분한 테스트 필요

분야별 담당자 재선정 및 교육 각 부처:•
별 해당업무에 적합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담당자가 선정되면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필요

지침 및 표준화 정책 수립 표준화 분야:•
설정 인적인프라 구축 그리고 표준화의,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 구축 실행계획 수

립 장기적으로 표준화 및 정보화를 추진,

함과 동시에 온톨로지 구축에 많은 투자

도 필요 자료의 정의와 범위 설정에 대,

한 지침 마련 시스템 구축시의 자료가,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 구축해서 차후에

확장성 등을 고려

조직• ․ 예산 ․ 인력 확보 및 지속적인 유지

보수:표준화 자료정책 실제운 을 위한, ,

그림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현황< 4>

그림 네트워크 사용 현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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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센터 설립 전문인력 확충 및 분야,

별 전공자와의 협의 예산 편성 및 구축,

후 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지,

원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 수립,

자료의 공동활용 및 중복방지 국내 다른:•
시스템과의 위상 정립 예 국가지리정보( ,

유통망 등 기 운 공유 통합 중인 업), / /

무와의 중복 방지 지구관측시스템 구축,

시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파악하여 사업

내용의 중복 방지 각 분야별 관련기관 로, ( )

조사된 자료의 공동 활용 국가지구관측,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기본데이터

공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의 관측 자료,

공유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국제적 자료 활

용이 우리나라에 주는 향 등 마인드가

부족하여 법 제도 예산 등 지구관측시스/ ,

템을 구축 ․ 운 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

축 어려움

홍보 국가 지구관측시스템에 대한 인식:•
이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각 부처 정책결정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

도록 홍보 필요

국제표준 현황조사3.

지구관측자료 표준화 현황3.1

지리정보분야3.1.1

지리정보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로는 ISO/

TC211(International Standard Organi-

이 있다zation Technical Committee 211) .

지리정보의 메타데이터의 경우에는 ISO 19115

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 표. ISO 19115

준은 지리정보의 식별 범위 품질 공간 및, , ,

시간 참조 그리고 디지털 지리정보의 배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기본.

적으로 디지털 형태의 지리정보이지만 그 외

종이지도 해도 텍스트문서 등의 다양한 형태, ,

의 지리정보를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식별 정보를 중심으로 한 핵심 메타

데이터를 정의하여 효율적인 지리정보 데이터

셋의 유지관리를 위한 카탈로그 정보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 다.

기상 기후분야3.1.2 /

기상 기후분야는 세계기상기구/ (World Me-

에서 국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제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WMO

권고에 따라 자국에서 관측한 기상 데이터를

교환 및 공유하고 있다 는 의 전문. WMO UN

기구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의 기상 및 관련

활동의 조정 표준화 개선을 목적으로, , 1873

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 되고 있다. WMO

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상관측 예보 등의 기상,

업무 수행에 있어 전 세계적 협력도모 및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센터들의 설립 ․ 유지

촉진 기상 및 관련 분야 정보의 신속한 교환,

을 위한 통신시스템 설치 및 유지 기상 및 관,

련분야 관측자료의 표준화와 관측 ․ 통계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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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 보장과 항공 ․ 항해 ․ 농업 및 인류활동

에 대한 기상학 응용 ․ 연구 및 교육의 장려와

국제적인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의 기본체계위원회WMO (Commission for

는 통합된 자료정Basic System, CBS) WMO

보체계 를(WMO Information System, WIS)

개발하 고 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 WIS

이터는 를 기본으로 하여 총 개ISO 19115 44

항목의 이WMO Core Profile Version 1.0

표 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5> .

생물다양성분야3.1.3

생물다양성정보의 국제표준은 세계생물다양

성정보기구(Gr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에서 주도하고 있다 년Facility, GBIF) . 2008

월 현재 전 세계 개 기관의 개의5 222 1,677

데이터베이스 억 천 백 십만 건 의(1 5 7 7 4,753 )

생물다양성 메타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세.

계 각 기관의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공유하고

교환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인GBIF

개 항목 를 구성하여 운 하DarwinCore2(48 )

고 있으며 한국생물, 다양성정보기구(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에서Facility, KBIF)

는 개 항목 에 한글확장DarwinCore2(48 ) 28

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메타데이터 스키KBIF

마 개 항목 를 표 과 같이 구성하 다(76 ) < 6> .

개 항목 표 에서 로 표시 은 필수항목으8 (< 6> * )

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1 Metadata entity 16 Scope 31 Medium

2 Identification 17 Maintenance 32 Standard order process

3 Browse graphic 18 Scope description 33 Extended element

4 Keywords 19 Spatial representation 34 Application schema

5 Representative fraction 20 Dimension 35 Extent

6 Resolution 21 Geometric objects 36 Station

7 Usage 22 Reference System 37 Citation

8 Aggregation 23 Identifier 38 Responsible party

9 Constraint 24 Content Information 39 Address

10 Data quality 25 Range dimension 40 Contact

11 Lineage 26 Portrayal catalogue 41 Date

12 Process step 27 Distribution 42 Online resources

13 Source 28 Digital transfer options 43 Series

14 Data quality element 29 Distributor information 44 Telephone

15 Result 30 Format

표< 5> WMO Core Profile V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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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 목 번호 항 목

1 최종수정날짜DateLastModified( )* 2 소장기관 코드InstitutionCode( )*

3 소장자료 코드CollectionCode( )* 4 목록 번호CatalogNumber( )*

5 학명ScientificName( )* 6 레코드 단위BasisOfRecord( )

7 계Kingdom( ) 8 문Phylum( )

9 강Class( ) 10 목Order( )

11 과Family( ) 12 속Genus( )

13 종Species( ) 14 아종Subspecies( )

15 명명자ScientificNameAuthor( ) 16 동정자IdentifiedBy( )

17 동정년YearIdentified( ) 18 동정월MonthIdentified( )

19 동정일DayIdentified( ) 20 학명 유형TypeStatus( )

21 수집번호CollectorNumber( ) 22 수집지역번호FieldNumber( )

23 수집자Collector( ) 24 수집년도YearCollected( )

25 수집월MonthCollected( ) 26 수집일DayCollected( )

27 경과일JulianDay( ) 28 하루의 시간TimeofDay( )

29 대류대양ContinentOcean( ) 30 국가Country( )

31 도StateProvince( ) 32 시County( )

33 장소Locality( ) 34 경도Longitude( )

35 위도Latitude( ) 36 좌표정밀도CoordinatePrecision( )

37 경계범위BoundingBox( ) 38 최저고도MinimumElevation( )

39 최고고도MaximumElevation( ) 40 최저깊이MinimumDepth( )

41 최고깊이MaximumDepth( ) 42 성Sex( )

43 표본유형PreparationType( ) 44 개체수IndividualCount( )

45 이전목록번호PreviousCatalogNumber( ) 46 관계유형RelationshipType( )

47 관련목록항목RelatedCatalogItem( ) 48 참고자료Notes( )

49 보통이름 한글KR_CommonName( ( )* 50 기관이름KR_InstitutionName( )*

51 수집물 이름KR_CollectionName( )* 52 유사 이름KR_Synonym( )

53 보통이름 어EnglishCommonName( ( )) 54 계KR_Kingdom( )

55 문KR_Phylum( ) 56 강KR_Class( )

57 목KR_Order( ) 58 과KR_Family( )

59 속KR_Genus( ) 60 종KR_Species( )

61 아종KR_Subspecies( ) 62 명명자KR_ScientificNameAuthor( )

63 동정자KR_IdentifiedBy( ) 64 수집자KR_Collector( )

65 수집방법KR_CollectingMethod( ) 66 국가KR_Country( )

67 도KR_StateProvince( ) 68 장소 시 이후의 주소KR_Locality( ( ))

69 시KR_County( ) 70 생태 환경KR_EcoEnvironment( )

71 보존 방법KR_Preservations( ) 72 생존 단계KR_LifeStage( )

73 멸종위기종KR_EndangeredSpecies( ) 74 보호종KR_ProtectiveSpecies( )

75 관련KR_URL( URL) 76 참고자료KR_Notes( )

표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 메타데이터 스키마< 6> KB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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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관측시스템 표준화 현황3.2

3.2.1 GEO ADC Architecture

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

는ADC (Architecture & Data Committee)

전지구관측시스템의 개 사회편익분야 지원을9

위하여 전지구관측시스템 상호운용성 합의를

바탕으로 웹포털 과 클리어링하(Web Portal)

우스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Clearinghouse)

구성요소들이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조에 일치

하도록 통합하는 일을 선도하고 있다.

에서 제시한 전지구관측시스템의 구조ADC

는 그림 과 같이 크게 가지 층으로 나누< 6> 3

어 볼 수 있다 첫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 (User

로써 사용자들에게 직접 노출되는Interface)

부분이며 웹포털이 대표적인 형태의 서비스다.

둘째 비즈니스 프로세스, (Business Process)

로써 전지구관측시스템의 서비스와 데이터를

통합하는 요소이며 클리어링하우스와 레지스

트리 등을 포함한다 셋째 데이터 접근. , (Data

그림 구조설계방안 엔지니어링 관점< 6> GEOSS -

그림 주요 요소 간 상호작용< 7> 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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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각 커뮤니티의 데이터를 전송Access)

하고 분배하는 요소이다.

3.2.2 WIS(WMO Information System)

WMO(World Meteorological Congress)

에서 주도하고 있는 는 전 세계 기상 수WIS ,

자원 기후 관련 관측 데이터를 관리 및 전송,

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는 정보시스

템으로써 기존의 GTS (Global Telecomm-

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unication System) .

그림 과 같이 는 기본적으로 국가단< 7> WIS

위센터 자료수집 및 처리센터(NC), (DCPC),

전지구자료정보체계센터 와 각 요소들을(GISC)

연결하는 통신망으로 구성된다 는 국가단. NC

위로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 국가와 연

결된 나 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DCPC GISC

을 담당한다 는 프로그램들에서. DCPC WMO

관측자료 예보결과 처리된 정보를 생산하고, ,

저장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전 세계적으로. 10

개 미만이 될 는 안에서 관리되는GISC WIS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목록을 관리하고 자료

검색 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2.3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데이터 네트워크Facility)

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개체GBIF (org-

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웹을 통하여 제anisms)

공하는 국제적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생물다양성정보를 교환 ․ 공유 및 이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 인준으로 년OECD 1999

설립되었다 데이터 네트워크는 크게. GBIF

포털 국가거점노드GBIF , (Participant Node),

데이터 노드 로 구성되고 각 노드(Data Node)

의 역할은 그림 와 같다< 8> .

데이터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웹 서비GBIF

시스 모델(Web Services) (XML, SOAP(DiGIR,

그림 노드 구성도< 8> GBIF



정보관리연구, vol.39, no.2, 2008, pp.211-234

 

등 을 지향하고 있BioCASE), WSDL, UDDI )

다 웹 서비시스는 분산되고 이질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연결할 때 문서를 교환하기 때XML

문에 노드별로 분리된 기술 적용 및 다국어 지

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통합 메타데이터 설계4.

지구관측자료 표준화4.1

국내 각 기관에서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으

로 수집되고 있는 지구관측자료는 그 형태 또

한 다양하다는 것을 국내 현황 원시자료 메타( ,

데이터 정보시스템 등 조사를 통해 알 수 있, )

었다 또한 분야별 지리정보 기상 기후 생물. ( , / ,

다양성 등 로 전지구관측시스템 관련 메타데)

이터 및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국내 및 국제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GEOSS

에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GEOSS

해서는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운 되고 있는

시스템의 연계성을 높이고 자료의 활용도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자료 수집 ․ 생산 ․ 저장

․ 분석 ․ 교환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관측자료 공유 및 교환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그림 와 같이 관측자료관리시스< 9>

템에 탑재될 위성 항공 지상 해상 등에서, , ,

관측된 지구관측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몇가지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한국의 프, GEO

로젝트 이하 에서 정의하고 활용될( K-GEO)

메타데이터가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메GEO

타데이터와 호환되고 상호 교환 가능하여야

그림 지구관측자료 관리시스템 개념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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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 이 메타데이터가 국내에서 활용될. ,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엘리먼트로 어 이외

에 한글 엘리먼트가 있어야 한다 셋째 국내. ,

커뮤니티의 요구를 빠른 시간 내에 반GEO

할 수 있도록 버전관리 지침서 제공 및 운,

이 요구된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칭 메타데이터 표준K-GEO

또는 프로파일 이 향후K-GEO (profile) GEO

메타데이터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프로GEO

토콜 후보 및 메타데이터 후보로 예상되는 국

제 사양 을 조사(specification) ․ 분석 및 참고

하여 메타데이터 표준을 설계하 다K-GEO .

메타데이터 표준화 분석4.2 GEO

핵심 카탈로그 스키마4.2.1 OpenGIS

카탈로그 서비스 사양OpenGIS (Catalogue

버전 는 지리Services Specification) 2.0.2

공간 데이터 서비스와 그 서비스와 관련된 자,

원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디지털 카탈로그

를 공개하고 접근할 때 요구되는 애플리케이

션 프로파일 정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바인딩, ,

프레임워크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메타.

데이터는 자원을 평가하고 참조되는 자원을,

호출하고 검색하는 경우에 카탈로그 서비스를

통해 검색되고 반환될 수 있는 일반화된 프로

퍼터 역할을 담당한다(properties) .

카탈로그 서비스 사양은 지리정OpenGIS

보 관련한 커뮤니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

며 현재 의 유력 프로토콜 및 메타데이터GEO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기술위원회. ISO 211

의 표준화 활동은 모든 종류의 정Geomatics

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리공간 메타데

이터에 대한 정형 스키마의 제안 등을 포함하

고 있다.

핵심아키텍처구현보고서 메타4.2.2 GEOSS -

데이터

핵심아키텍처구현보고서GEOSS (Core Archi-

t 는ecture Implementation Report) GEOSS

핵심아키텍처를 테스트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파일롯 수준의 개의 웹포털 클리어3~4 GEO ,

링하우스 그리고 레지스트리에 중점을 두어

업무에서 수행한 평가내용을 제공하고 있IOC

다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상황을.

요약한 것으로 현재까지 달성된 구현 시스템,

소프트웨어 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향후 구( )

현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권

고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은 클리어링하우스를 중< 10> GEOSS

심으로 레지스트리 그리고 커뮤니티GEOSS

카탈로그의 관계 및 클리어링하우스와 커뮤니

티 카탈로그간의 메타데이터 교환을 보여주고

있다 클리어링하우스는 커. GEOSS GEOSS

뮤니티 카탈로그에 대한 중개자 역할(broker)

을 수행하지만 이것은 제공자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전거 역할은 하지 않는다 클(authority) .

리어링하우스에서 저장하는 데이터는 커뮤니

티 카탈로그와 서비스에 의존하고 클리어링,

하우스의 운 을 위해 커뮤니티 카탈로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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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를 캐쉬 또는 원격 메타데이터를

저장하여 운 할 수 있다.

의 초기가능성 프로그램에서는 개발GEO

단계에 포털과 클리어링하우스GEO GEOSS ,

그리고 클리어링하우스와 커뮤니티GEOSS

카탈로그 간의 상호작용에 CSW(Catalogue

스펙의 사용을 권고Service for Web) 2.0.2

하고 있다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설계된. CSW

프로파일로는 다음과 같이 프로파일ebRIM ,

프로파일 이 없는 프로파일CIM , ebRIM ISO ,

프로파일 등이 있다EO .

프로파일1) ebRIM CSW

를 위해CSW OASIS ebXML Registry

의 사용을 정의Information Model(ebRIM)

한다 이 응용 프로파일은 일반적인 목적의 카.

탈로그 서비스 프로파일을 제공하며 이것은

지리공간 도메인에서 에서 제공하는 확ebRIM

장 패키지를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에 맞게 변환시킬 수 있다 문서(OGC 05-

참고025r3 ).

프로파일2) CIM(Core ISO Metadata)

와 를 따르는 메타데ISO 19115 ISO 19119

이터 레코드의 카탈로그를 위해 ebRIM CSW

프로파일의 확장Core ISO Metadata(CIM)

패키지를 정의한다 문서 참고(OGC 07-038 ).

프로파일3) ISO Application

와 에 기반한ISO 19115 19119 CSW 2.0.2

프로파일을 정의하며 각각의 ISO/TS19139

XML인코딩을 지원한다 이 프로파일은. ebRIM

프로파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문서CSW (OGC

참고07-045 ).

프로파일4) EO(Earth Observation)

HMA(Heterogeneous Earth Observation

산출물 메타데Missions Accessibility) EO

이터를 기반으로 프로파일의 지구ebRIM CSW

관측 산출물(Earth Observation Products)

그림 클리어링하우스< 10> GE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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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패키지를 정의한다 문서(OGC 06-131r2

참고).

메타데이터 설계4.3 K-GEO

통합 메타데이터 구성 항목 설계4.3.1 K-GEO

국내의 프로파일을 설계할 때 고K-GEO

려한 사항은 첫째 프로파일은 국외, K-GEO

의 메타데이터 프로파일과 상호운용성을 가지

고 분야별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와

공동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서술한.

카탈로그 서비스 스펙과 아키OpenGIS GEO

텍처데이터위원회 활동을 고려할 때 K-GEO

프로파일은 에 기반하여 국내CSW-Record

실정에 맞는 엘리먼트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파일은 사실상의 국제, K-GEO

표준어로 사용되는 어 환경 이외에 국내 데

이터 교환환경 즉 한글내용의 엘리먼트를 포,

함한 메타데이터를 교환하여야 한다 어 엘.

리먼트의 내용에 분리자를 두어 어 알파벳

과 한글을 혼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 내용과,

한글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엘리먼트 내에 분리자를 두어.

어 알파벳과 한글을 혼용하는 방법은 명확

한 분리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국내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분리자를 사용할

위험성이 있다 어 내용과 한글 내용을 서로.

다른 엘리먼트의 이름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와 데이GEO

터를 상호 교환하고 활용할 때 어는 국외 데

이터 교환용으로 한글은 국내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데이터를 생성 또는,

작업하는 사람이 이것을 유념하여 작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국내 목적에 맞는 시.

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국내화 지역화 역시 필요하다( ) .

셋째 향후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K-GEO

기관의 수가 증가될 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을 반 하고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프로파일은 설계되어야 한다K-GEO .

위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메타데K-GEO

이터 레코드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 항목은

더블린코어와 공통 엘리먼트 집합OGC (Core

을 기반으로 표 과 같이 구Element Set) < 7>

성하 으며 표 은 의< 8> kgeo:Record XML

인코딩을 스키마로 정의한 것이다XML . OGC

공통 엘리먼트 집합은 공개 메타데이터 엘리먼

트의 새로운 집합이며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

와 의 문(Dublin Core Metadata) ISO 15386

법과 명명법을 사용하여 기술되었다.

분야별 메타데이터의 교환 및 공유를 위한

데이터 변환 등을 위해서는 표 와 같이 더< 9>

블린코어 엘리먼트와 질의와 응답 엘리OGC

먼트 그리고 엘리먼트에 대한, K-GEO XML

매핑 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엘리먼. K-GEO

트는 더블린코어와 공통 엘리먼트 집합OGC

을 기반으로 구성되었기에 데이터 상호 교환

및 변환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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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먼트XML 설 명 데이터 타입

dc:title 자원 의 콘텐트에 대한 제목(resource) CharacterString

dc:creator 자원의 콘텐트를 만드는데 주요 책임이 있는 개체 CharacterString

dc:subject 자원의 콘텐트에 대한 주제 CharacterString

dct:abstract 자원의 콘텐트에 대한 설명 CharacterString

dc:publisher 자원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데 주요 책임이 있는 개체 CharacterString

dc:contributor 자원의 콘텐트에 기여를 한 개체 CharacterString

dct:modified 카탈로그 레코드의 생성 또는 갱신 날짜 ISO-8601 date

dc:type 자원의 콘텐트에 대한 성질 또는 장르 CodeList

dc:format 자원의 물리적 또는 디지털 형식 CharacterString

dc:identifier
카탈로그 내에서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참조기호
Identifier

dc:source 현재의 자원이 유래된 자원에 대한 정보 CharacterString

dc:language 카탈로그 레코드의 지적 콘텐트에 대한 표기 언어 CharacterString

dc:relation

코드가 서술하는 자원과 또는Source dc:source

프로퍼티를 사용하여 참조되는 관련 자원간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이름

CodeList

ows:BoundingBox

레코드가 서술하는 자원과 또는Source dc:source

프로퍼티를 사용하여 참조되는 관련 자원간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이름

dc:rights 자원에 귀속된 권리에 대한 정보 CharacterString

kgeo:title 에 대한 한글 내용dc:title CharacterString

kgeo:creator 에 대한 한글 내용dc:creator CharacterString

kgeo:subject 에 대한 한글 내용dc:subject CharacterString

kgeo:abstract 에 대한 한글 내용dct:abstract CharacterString

kgeo:publisher 에 대한 한글 내용dc:publisher CharacterString

kgeo:contributor 에 대한 한글 내용dc:contributor CharacterString

kgeo:format 에 대한 한글 내용dc:format CharacterString

kgeo:source 에 대한 한글 내용dc:source CharacterString

kgeo:rights 에 대한 한글 내용dc: rights CharacterString

표 메타데이터 항목< 7> K-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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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d:element name="Record"

type="kgeo:RecordType" substitutionGroup="csw:AbstractRecord"/>

<xsd:complexType name="RecordType">

<xsd:complexContent>

<xsd:extension base="csw:DCMIRecordType">

<xsd:sequence>

<xsd:element name="AnyText" type="csw:EmptyType" minOccurs="0"/>

<xsd:element ref="ows:BoundingBox"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d:element ref="kgeo:title" minOccurs="0"

maxOccurrs="unbounded"/>

<xsd:element ref="kgeo:creator" minOccurs="0"

maxOccurrs="unbounded"/>

<xsd:element ref="kgeo:subject" minOccurs="0"

maxOccurrs="unbounded"/>

<xsd:element ref="kgeo:abstract" minOccurs="0"

maxOccurrs="unbounded"/>

<xsd:element ref="kgeo:publisher" minOccurs="0"

maxOccurrs="unbounded"/>

<xsd:element ref="kgeo:contributor" minOccurs="0"

maxOccurrs="unbounded"/>

<xsd:element ref="kgeo:format" minOccurs="0"

maxOccurrs="unbounded"/>

<xsd:element ref="kgeo:source" minOccurs="0"

maxOccurrs="unbounded"/>

<xsd:element ref="kgeo:rights" minOccurs="0"

maxOccurrs="unbounded"/>

</xsd:sequence>

</xsd:extension>

</xsd:complexContent>

</xsd:complexType>

표 스키마< 8> kgeo:Record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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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능자 엘리먼트4.3.2 K-GEO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핵심 질의K-GEO

가능자 엘리먼트를 정의하는 목적은 동일한

프로토콜 바인딩을 구현하는 카탈로그 간에

질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것이다 표 은. < 10>

바인딩 프로토콜이 핵심 질의가능자 스키마에

더블린코어 엘리먼트 질의 용어OGC 엘리먼트K-GEO XML

title Title dc:title

creator dc:creator

subject Subject dc:subject

description Abstract dct:abstract

publisher dc:publisher

contributor dc:contributor

date Modified dct:modified

type Type dc:type

format Format dc:format

identifier Identifier dc:identifier

source Source dc:source

language dc:language

relation Association dc:relation

coverage BoundingBox ows:BoundingBox

rights dc:rights

표 맵핑 리스트< 9>

엘리먼트 정의 데이터 타입

Title a 자원에 주어진 이름 Character String

Subject a 자원 의 콘텐트에 대한 주제(resource) Character String

Abstract a 자원의 콘텐트에 대한 요약 Character String

Format a 자원의 물리적 또는 디지털 형식 Character String

Identifier a 카탈로그 내에서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참조기호 Character String

Modified b 카탈로그 내에서 레코드가 생성 또는 갱신된 날짜 Date-8601

Type a 자원의 콘텐트에 대한 성질 또는 장르 CodeList (4)

BoundingBox c 관심 지리 역을 식발하는 경계 박스 BoundingBox

CRS c 에 대한 지리좌표참조시스템BoundingBox (Authority and ID) Identifier

Association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서술1 : 1 Association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 엘리먼트 집합 에서 파생a , version 1.1: ISO Standard 15836-2003

메타데이터 용어b DCMI <http://dublincore.org/documents/dcmi-terms/>

특별히 명시되지 않으면 와 는 본초자오선 의미c BoundingBox CRS Greenwich (prime meridian)

표 질의가능자 엘리먼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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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현해야 하는 추상 질의가능자 집합을 정

의하고 있다 바인딩 프로토콜은 고유 플랫폼.

타입에 기반하여 레코드 식별자를 명시해ID

야 한다 바인딩 프로토콜은 또한 서비스 요청.

을 할 때 어떻게 핵심 질의가능자 엘리먼트가

인코딩되어야 하는지도 명시해야 한다 표. <

에서 설명하고 있는 엘리먼11> BindingBox

트는 자원의 지리적 경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서남북의 위경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구.

관측자료의 특성상 지리적 경계점에 관한 정

보는 각 분야별 지구관측자료를 연계하는데

중요한 질의가능자 로 활용하게(quearyable)

될 것이다 표 는 엘리먼트. < 12> Association

를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다.

결론5.

각 분야별 기관별로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지구관측자료의 통합운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지구관측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공유 및 교환 원칙 등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데이터 통합 설계

및 사회편익 분야 사이에 교환할 자료의 메타

데이터 표준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구관측자료의,

효율적 통합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 사회편익 분야별로 이용되고 있GEOSS 9

는 지구관측자료 및 정보시스템 등의 국내 현

구성 요소 내용 데이터 타입

WestBoundLongitude
자원의 범위에 대한 가장 서쪽 좌표로 십진법 표기 도수에서

경도로 표현됨 동쪽은 로 표시( + )
numeric

SouthBoundLatitude
자원의 범위에 대한 가장 남쪽 좌표로 십진법 표기 도수에서

위도로 표현됨 북쪽은 로 표시( + )
numeric

EastBoundLongitude
자원의 범위에 대한 가장 동쪽 좌표로 십진법 표기 도수에서

경도로 표현됨 동쪽은 로 표시( + )
numeric

NorthBoundLatitude
자원의 범위에 대한 가장 북쪽 좌표로 십진법 표기 도수에서

위도로 표현됨 북쪽은 로 표시( + )
numeric

표< 11> “BoundingBox” 엘리먼트의 구성 요소

구성요소 내용 데이터 타입

Target 참조되는 자원 Identifier

Source 참조하는 자원 Identifier

Relation 관계를 서술하는 이름 또는CodeList Identifier

표< 12> “Association” 엘리먼트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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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 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각 분야별 실무자들의 의

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전지구관측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고려사항 가지를 도출3

하 다 첫째 부처별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하. ,

여 정보공유 및 사업 중복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둘째 국제적인 협력을 고려하여 시범, ,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야 및 범위를 설정하여

모델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셋째, , GEOSS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확보 및 홍보를 활성

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

처 정책결정자 장차관급 를 대상으로 비전을( )

제시하고 각 부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

화가 필요하고 국가기간사업으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가 급선무일 것

이다.

또한 지리정보 기상 기후 생물다양성 지, / , ,

구관측그룹 등의 국제현황을 조사 ․ 분석하여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메

타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 다 본 연구.

에서 제안된 메타데이터 표준화 방안은 지구

관측을 위한 인프라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요

소로 작용하여 국가 간 부처 간 기관 간 분, , ,

야 간 조정 및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고 자료획

득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격차를 해소하고 관,

측자료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새로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관측자료 통합 메타데이터를 효율

적으로 구성하고 운 하기 위해서는 K-GEO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 메타데이터 엘리

먼트를협의하고버전관리를할필요가있다 또.

한 아카텍처데이터위원회와 긴밀히 협K-GEO

력하여 아키텍처 및 프로토콜 등과 메K-GEO

타데이터가 조화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각 커뮤니티에서 운 되는 데이터를 K-

프로파일의 형태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각GEO

커뮤니티에 프로파일 변환기를 개발하K-GEO

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메타. K-GEO

데이터 표준에 맞게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는 참여 기관들이 쉽게 메타데이터를 변환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있는 지침서

제공도 필요하다 실제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그 가치를 보여주는 튜토리얼 등도 유

용할것이다 또한이튜토리얼에사용자의의문.

사항 제안사항 자주하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

사용자 중심의 튜토리얼 더 나아가 메타데이터,

관련 커뮤니티 네트워크등의구축이필요할것,

이다.

국가 전지구관측시스템이 구축되어 국가의

지구관측 역량을 통합하고 국제사회와 지속적

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개 사회편익분야GEOSS 9

에서 필요로 하는 지구관측자료와 편익분야

사이에 연계 활용하려는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범부처 차원으로 자료 및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관측시스템 모

델링 및 자료처리센터 자료 분배 및 교환 시,

스템을 연계 활용 가능한 협력 체계가 먼저 구

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구관측자료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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