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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배열형 DBMS는 배열형 자료의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하므로 과학자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본 논
문은 배열형 DBMS를 이용하여 위성원격탐사 영상을 처리하는 방법의 기술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지구곡률 등에 의해 왜곡된 데이터가 그대로 시각화되는 문제를 가진다. 둘째, 기 작성
된 질의를 통해 얻어진 시각화 결과를 다른 분석에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기존의 2차원 시각화가 아닌 위성원격탐사 영상의 3차원 시각화 방법을 제안한다. 아울러 논문의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성원격탐사 영상을 배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분석, 가공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둘
째, 가공된 결과물의 3차원 시각화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는 배열형 DBMS에서의 
위성원격탐사 영상의 활용 방법과 함께 위성데이터의 3차원 시각화 기법을 제안했고, 위성원격탐사 영상의 활용범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요약된다. 

주제어 : 배열형 DBMS, SciDB, 위성원격탐사, MODIS, 시각화, 해양학과 IT 융합

Abstract  An array DBMS has been expected widely from scientists because it is convenient to store and 
analyze the data of array type. In this paper, we describe how to handle satellite remote-sensing images in the 
array DBMS. However, previous works in their visualization have two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images 
are visualized as a state of distorted by the curvature of the earth. Second,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esults 
of visualization by pre-written queries to other analyse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three dimensional 
visualization method of satellite remote-sensing images, not traditional 2D visualization. Our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we describe how to store, process, and analyze the satellite remote-sensing images in the 
array DBMS. Second, we propose a three-dimensional visualization method for their processed outputs. Lastly, 
our contributions can be summarized that we propose a method of handling satellite remote-sensing images in 
the array DBMS and their 3D visualization technique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ir use be available widely in 
many industrial areas.

Key Words: Array DBMS, SciDB, Satellite remote-sensing, MODIS, Visualization, Convergence of oceanography and I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4

Received 20 December 2014, Revised 26 January 2015

Accepted 20 February 2015

Corresponding Author: Jong Yun LEE (Dept. of Software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jongyun@chungbuk.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Array DBMS을 이용한 위성원격탐사 영상의 3차원 시각화

19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Feb; 13(2): 193-204

1. 서론

최근의 데이터베이스 련 기술의 발 은 계형 데

이터 모델(Relational data model)에서 벗어나 새로운 데

이터 모델을 채용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발을 이끌

어 내었는데, 최근 자료의 장구조로써 배열 데이터 모

델(Array data model)을 채용한 배열형 데이터베이스

(Array Database)[1,2]가 배열형 자료 장과 더불어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한 장 으로 인해 과학

자들로부터 많은 기 를 받고 있다. 의 많은 과학  

데이터들은 배열 자료구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장하

고 리하고 있으며[3] 이런 데이터를 보다 체계 으로 

리하고 분석하기 해서는 배열형 데이터를 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DBMS)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 데이터의 유지 리에 

있어 기존의 계형 DBMS가 갖는 문제 은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첫째, 기존의 계형 DBMS도 배열형의 데

이터를 지원하지만 부분 배열 련 연산기능이 없다. 

둘째, 계형 DBMS는 주로 1차원 자료를 취 하므로 

계형 DBMS에서 과학데이터 처리의 용 역은 극히 

제한 이다. 따라서 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해 새로

운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 즉 배열형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Array DBMS)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배열형 DBMS는 1990년  후반에 이르러 독일의 

Rasdaman[4]을 시작으로 본격 인 시스템 개발이 시작

되었으며, 재 표 인 배열형 DBMS에는 Rasdaman[4], 

Oracle GeoRaster[5], MonetDB[6], PostGIS[7], SciDB 

[2,8,9,10,11,12,13] 등이 있으며, 특히 와 같은 배열형 

DBMS  SciDB는 규모 과학 데이터 처리를 한 

표  DBMS로써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표  배열형 DBMS인 SciDB를 이용한 연구

들  과학 분야에서의 실제 활용 방법에 한 표 인 

연구는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라는 NASA의 원격탐사용 성에 장

착된 장비로부터 얻어진 규모 데이터를 SciDB를 이용

하여 데이터의 장  시각화 분석에 필요한 연산을 질

의를 통해 처리한 EarthDB[8]와 ScalaR[9] 시스템이 가

장 표 이다. 우선 EarthDB[8]라는 시스템은 MODIS

로부터 얻어진 규모 측 데이터를 SciDB를 이용하여 

장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R이나 MATLAB과 같은 

별도의 응용 로그램으로 시각화를 진행한 방식이다. 

이후 보다 시각화에 을 둔 ScalaR[9]이 연구되었다. 

ScalaR의 경우  지진 측 데이터나 MODIS로부터 얻어

진 정규 식생 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SciDB에 장한 후, 해상도나 지역 등 

사용자의 요구 상황에 맞는 성원격탐사 데이터를 질의

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자체 으로 연산한 후 

연산 결과를 일반 인 지도 상 에 결합하여 출력하

는 방식으로 시각화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이 존재한다. 첫째, MODIS

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는 종류에 따라 250m, 500m, 

1km 간격의 공간해상도로 원격탐사용 성의 움직임에 

따라 계측되지만 지구곡률(Earth curvature)로 인한 소

 “나비넥타이 효과(bow –tie effect)”[8]가 발생한다. 

따라서 MODIS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시각

화를 진행하는 EarthDB의 경우, “나비넥타이 효과

(bow-tie effect)”[8]로 인해 시각화된 이미지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미지의 왜곡을 막기 해 계측된 데

이터를 토 로 비계측 역의 데이터를 보간법 등을 통

해 추측하여 활용하는 방법의 경우, 추측 데이터가 시각

화되는 단 을 갖고 있다. 둘째, ScalaR의 경우, 기본 으

로 시각화에 을 두고 있으므로 세부 인 분석을 

한 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하며 시각화되는 부분 한 기 

작성된 질의에 기반을 둔 연산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문가 집단이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마지막으

로 EarthDB와 ScalaR 모두 성원격탐사 상의 시각화

를 2차원 평면을 바탕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입체 인 시

각화를 통한 고차원 분석이 불가능하다. 를 들어 [Fig. 

1]과 같이 허리 인의 강우량에 한 시각화를 진행할 경

우 2차원 평면에서 색상 변화로 표 된 허리 인보다 3

차원으로 입체 시각화된 상이 체 인 강우 변화의 

흐름이나 높은 강우량으로 인한 피해 상 지역 등을 발

견하기 쉬울 것이다. 한 성원격탐사 상을 3차원 시

각화할 경우 2차원 시각화에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 추상

으로 추론하는 여러 문제들을 손쉽게 이해하고 해결 

할 수 있으며 기존 2차원 시각화 결과에 시간에 따른 변

화를 도입하여 3차원 시각화를 진행하는 경우 앞으로의 

변화를 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

은 2차원 시각화라는 한계로 인해 분석의 용이함과 함께 

직 인 시각화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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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D visualization by Hurricane Isaac.

이후 정 한 분석을 수행하기 해 추가 인 규모의 

데이터 입력과 고도의 가공 작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열 DBMS인 SciDB를 활용한 

성원격탐사 상의 3차원 시각화를 통해 성원격탐사 

데이터의 3차원 시각화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

울러 이의 세부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NASA의 MODIS 원격탐사용 성으로 부터 얻어진 

성원격탐사 상[8,9]과 세계 수치 표고 모형인 Global 30 

Arc-Second Elevation Data Set(GTOPO30)[14] 데이터

를 배열 데이터베이스인 SciDB[2,8,9,10,11,12,13]를 통해 

장, 분석, 가공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둘째, 데이터베이

스로 부터 얻어진 가공 결과물의 3차원 시각화(3-D 

Visualization) 방법을 MATLAB를 통해 제안한다. 결과

으로 본 연구의 학술  기여도는 배열형 DBMS에서의 

성원격탐사 상의 활용 방법과 함께 성데이터의 3

차원 시각화 기법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성원격탐사 

상의 활용범  확 에 기여할 것으로 요약된다.

2. 관련연구

2.1 배열형 데이터베이스(Array Database)

의 과학자들은 연구의 상이 실제 어떠한 상

을 일으키는지를 센서 배열(sensor arrays)을 통해 측정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많은 과학 인 데이터들은 세 

가지의 요 측면에서 비즈니스 데이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센서 배열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처럼 센서 배

열은 개별 인 센서들이 직사각형 배열로 모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표 인 로 허블 우주 만원경의 3세  

범  필드 카메라(Third generation wide field camera, 

WFC3)를 들 수 있는데, 해당 카메라에서는 별이나 은하, 

성운처럼 빛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들과 명백하게 구분

할 수 있는 수많은 객체들을 포함하는 상을 촬 하게 

된다. 이때의 상은 각 이 갖는 값은  인 한 일지

라도 모두 다른 값과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센서 배열을 

통해 얻어진 각각의 값들은 필수 이면서 암시  질서

(implicit ordering)를 지닌 과학 인 데이터들의 배열이 

된다는 이다.

둘째, 과학 인 데이터 분석은 일반 인 데이터 리

와는 다르게 수학 이고 알고리즘 으로 복잡한 데이터 

처리 방법을 필요로 한다.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

는 수많은 잡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분석을 

해서는 심한 수 의 처리 과정을 거친 이후 복잡한 

분석 과정을 거친다. 그 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R이나 

MATLAB, SAS와 같은 통계  분석 로그램을 활용

하고 있으며, 많은 과학  연구 로젝트의 목 은 센서

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한 새로

운 기술을 개발해내는 것이다.

셋째, 센서 배열은 고도의 측정 데이터를 얻기 해 

규모의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의 의 

과학 장비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들은 그 크기가 매우 큰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불행히도 계형 데이터 모델(Relational data 

model)의 이론 인 기반은 암시  질서(implicit ordering)를 

가지는 요소를 배척하고 있고 SQL에 기반을 둔 DBMS

들 한 스키마의 일부로 정보를 정의한 후 데이터를 데

이터베이스에 장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과학 인 

데이터 장에 있어 형태  한계를 지닌다.  이는 과학  

역에서 암시  질서(implicit ordering)와 인 (adjacency) 

는 이웃함(neighborhood)의 개념을 표 하는데 큰 어

려움을 주는 한계로써, 이러한 문제는 자료의 구조를 배

열을 취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과학 인 데이터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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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Dataset
Loading/Cooking [min] Query Runtimes [min]

Load Obsv Group Total Q1 Q2 Q3 Q4 Q5 Q6 Q7 Q8 Q9 Total

small 760 110 2 872 123 21 393 0.4 0.36 0.6 0.6 49 50 638

MySQL normal 770 200 90 1060 54 44 161 50 32 51 52 395 395 1234

(scaleup) (1.0) (1.8) (45) (1.2) (0.4) (2.1) (0.4) (125) (89) (85) (87) (8.1) (7.9) (1.93)

small 34 1.6 0.6 36 8.2 0.2 3.7 0.007 0.01 0.01 0.01 1.8 1.9 16

SciDB normal 67 1.9 15 84 3.6 0.07 1.7 0.015 0.017 0.02 0.11 2.2 2.3 10

(scaleup) (2.0) (1.2) (25) (2.3) (0.4) (0.4) (0.4) (2.1) (1.7) (2) (11) (1.2) (1.2) (0.63)

(MySQL small (22) (69) (3.3) (24) (15) (105) (106) (57) (36) (60) (60) (27) (26) (40)

/SciDB) normal (12) (105) (6) (13) (15) (630) (95) (3330) (1880) (2550) (470) (180) (170) (120)

<Table 1> Comparison of scientific data processing time in MySQL versus initial version SciDB.[15]

열형 데이터 모델(Array data model)에 보다 합한 이

유이다. 한 과학 인 센서 데이터의 질서(Order)는 표

의 문제가 아닌 문제 역이 갖는 근본 인 의미론에 

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와 함께 데이터 처리에 복잡함

을 극복하고 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 리 랫폼과 비

교하여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새로운 랫폼에 

한 과학자들의 요구는 새로운 DBMS의 필요성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Rasdaman[4], Oracle GeoRaster[5], 

MonetDB[6], PostGIS[7], SciDB[2,8,9,10,11,12,13]와 같

은 배열형 DBMS의 개발을 이끌어내었고, 과학자들의 

요구를 조 씩 만족시켜나가고 있는 이다.

2.2 SciDB

2007년 8월,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Extremely Large 

Data Base(XLDB) 학술 회에서는 당시 사용되고 있던 

보통의 과학 인 데이터베이스나 성공 으로 사용되고 

있던 로토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여 히 과학 인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불평

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불평을 해결하기 해 다음해인 

2008년 3월, DBMS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이 모여 새로운 

형식의 과학  DBMS을 한 요구사항들을 논의하고 이

를 정의하게 되었으며 당시 정의된 요구사항들은 같은 

해 8월 개최된 XLDB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어 과학자들

의 정 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당시 정의된 요구사

항들은 (1) 첩된 배열 데이터 모델(A nested array data 

model)의 채용, (2)과학에 특화된 기본 연산들, (3)데이터 

변화 추  기능(Provenance), (4)덮어 쓰기 방지

(No-overwrite storage), (5)자료의 로드 없이 바로 처리

하는 기능, (6)이름이 부여된 버 , (7)불확실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기능 등이다.

SciDB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토 로 2008년 후반 개발

되기 시작되어 2009년 VLDB 컨퍼런스에서 Large 

Synoptic Survey Telescope(LSST)로부터 얻은 상을 

장, 질의를 통해 성단 등의 오 젝트를 찾고, 이를 시각

화하는 시 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SciDB의 특징은 우선 데이터 모델로써 배열형 데이터 

모델(Array Data Model)을 택하 다는 이다. 이는 과

학자들에게 친숙한 데이터 모델이며 기존의 계형 

DBMS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의 구조를 1차원의 배열을 

활용하여 장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한 배

열은 그래 와 순서의 표  등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

으며 다차원의 배열은 시공간을 표 하는데 탁월함을 보

인다. 다음 특징으로써는 데이터에 한 연산을 수행하

는 내용 의존 연산자(Content-Dependent Operator)와 내

용이 아닌 배열의 구조에 한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 연

산자(Structural Operator)를 통해 다양한 배열을 구성하

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구조에 한 연산도 수행할 수 있

다는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변화를 추 하고 

덮어 쓰기를 방기하기 한 히스토리(History) 기능을 통

해 항상 자료의 변화를 추 하고 변화하기 이 의 데이

터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 사용자가 직  데이

터의 형식을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는 UDT(User 

Defined Type) 기능과 사용자가 직  기능을 작성하여 

사용하는 UDF(User Defined Function) 기능을 통해 상

황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요소들을 사용자 자신이 

직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기존의 SQL과 유사

한 형태의 AQL(Array Query Language)를 통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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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형 DBMS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고 많

은 역에서 공통 으로 필요로 하지만 복잡한 질의를 

요구하는 연산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AFL(Array 

Functional Language)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SciDB는 오 소스 로젝트로써 다양한 개

발자들의 참여를 통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DBMS가 아

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DBMS로 성장

하고 있으며 서드 티 개발자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확장 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SciDB는 기존의 계형 DBMS와의 처리 시간 

비교 분석을 통해 과학 데이터 처리에 보다 뛰어난 

DBMS임을 입증[15]하 는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계형 DBMS를 통한 배열

의 장  활용이 배열형 데이터 모델을 채용한 배열형 

DBMS에 비해 연산 속도에 있어 불리함을 나타내는 자

료라고 할 수 있겠다.

3. 위성원격탐사 영상의 3차원화

3.1 위성원격탐사 영상 3차원 시각화 원리

성원격탐사 상의 3차원 시각화에 있어 가장 요

한 것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희소행렬(Sparse 

matrix) 형태로 얻어지는 성원격탐사 상 데이터를 

재격자화(Regrid) 기법을 이용하여 연속된 데이터의 형

태로 변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해발고도(Elevation) 데

이터처럼 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나 학 측정 방식

의 한계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가 아닌 보다 

정 한 별도의 데이터를 성원격탐사 데이터와 조합하

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는 NASA의 

MODIS에서 촬 된 성 상 외에도 별도의 지형 데이

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해 GTOPO30[14]이란 세

계 수치 표고 모형(Global digital elevation model)을 활

용할 것이다.

이들을 이용한 3차원 시각화 과정은 [Fig. 2]와 같다. 

[Fig. 2]와 같이 이번 실험에서는 성원격탐사 상  

GTOPO30의 장  분석 과정에는 SciDB를 이용하

으며, 해당 결과물의 시각화는 MATLAB를 이용하여 진

행한다. 이를 한 세부 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Fig. 2] 3D development process of satellite 
remote-sensing images

3.2 GTOPO30

GTOPO30[14]은 규모 지형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과학자들을 해 미국 지질 조사국 산하 EROS가 주도한 

연구 결과 만들어진 세계 수치 표고 모형(Global digital 

elevation model)으로써 GTOPO30을 구성하는 각 고도 

자료는 세계측지계(WGS84)를 기 으로 30각 (30-arc 

second, 약 1km)의 간격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

는 MODIS와 동일한 좌표계 사용과 함께 으로 지도를 

표 하는 래스터(Raster) 방식이라는 에서 손쉽게 배

열형 데이터 모델에 해당 데이터를 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GTOPO30의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

나 이  SciDB에서 CSV 일을 통한 벌크 로드(Bulk 

load)를 해서 XYZ의 형식이 가장 합하다.

해당 XYZ 형식의 일의 경우 도와 경도는 

FLOAT32로 표 되며 고도의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

라 INT16 는 FLOAT32의 자료형으로 표 된다. 이러

한 GTOPO30과 MODIS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다차원

으로써 활용하기 해 우선 1차원 배열로써 GTOPO30을 

SciDB에 재하고 일련의 과정으로 가공해야 한다.

실험을 한 한반도 일  15° × 15° GTOPO30 데이터

는 <Table 2>와 같다. 이때 다른 역과 맞닿는 부분의 

경우 차후 복 역에 한 검증을 해 0.1도 가량 겹

치도록 범 를 선정하 다[16]. 한 이를 SciDB에서 사

용하기 1차원 배열 스키마는 [Fig. 3]과 같다.

create array koreaRowCol 

<longitude_f : float, latitude_f : float, elevation : int16>

[i = 0 : *, 1000000, 0];

[Fig. 3] 1D scheme for utilizing GTOPO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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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name Latitude range Longitude range Cells

korea11 45-39.9 120-125.1 374544

korea12 40-34.9 120-125.1 374544

korea13 35-30 120-125.1 367200

korea21 45-39.9 125-130.1 374544

korea22 40-34.9 125-130.1 374544

korea23 35-30 125-130.1 367200

korea31 45-39.9 130-135 367200

korea32 40-34.9 130-135 367200

korea33 35-30 130-135 360000

<Table 2> 5 ° × 5 ° data sets used in our experiment. 

이후 MODIS 데이터와의 연계 활용을 해서 도

(latitude_f)과 경도(longitude_f)를 MODIS 성원격탐사

로부터 얻어진 도와 경도의 자료형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도록 FLOAT 형식을  INT64 형식으로 캐스 해야

하며 변경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GTOPO30 데이터를 

도와 경도 기 의 2차원 배열로 변경한다. 해당 2차원 배

열의 스키마는 [Fig. 4]와 같다.

CREATE ARRAY koreaDimensionRowCol

<elevation: int64> 

[longitude_e4 = -1800000 : 1800000,50000,0,

latitude_e4 = -900000 : 900000,50000,0];

[Fig. 4] 2D schemes for utilizing GTOPO30

이후 2차원으로 변경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2차원 배

열로 병합한 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다.

3.3 MODIS

NASA의 지구 측 시스템 로그램(Earth observing 

system program, EOS)을 해 원격탐사용 성인 

Terra(EOS AM)와 Aqua(EOS PM)에 장착된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는 지

구와 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과 련된 자세한 

원격탐사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만들어졌다. MODIS

는 36가지의 스펙트럼 띠(Spectral band)와 3가지 종류의 

공간 해상도로 데이터를 감지한다. 이러한 MODIS로부

터 얻어지는 자료는 크게 기(Atmosphere), 지표면

(Land), 빙권(Cryosphere), 해양(Ocean) 등에 한 데이

터이며 공간 해상도의 경우 250m, 500m, 1km로 구성되

며 NASA에서는 MODIS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HDF 형식(Hierarchical data format)을 보다 지구 측 

시스템 로그램(EOS)에 알맞게 확장한 HDF-EOS 형

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러한 MODIS 데이터를 SciDB에서 이용하기 해서

는 HDF-EOS를 CSV 형식으로 변환한 후 사용해야 한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EarthDB에서 개발한 

mod2csv라는 변경 툴을 이용하여 MODIS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CSV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했다.

MODIS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도 GTOPO30을 가공하

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1차원 배열로 데이터를 장

하고, 이를 필요에 맞는 다차원 배열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Fig. 5]와 [Fig. 6]은 mod2csv를 이용하여 

변환한 MODIS 데이터를 SciDB에서 활용하기 한 배

열의 스키마의 제다.

CREATE ARRAY load_band_N

<longitude_e4 : int64,

latitude_e4 : int64,

start_time : int64,

platform_id : int64,

resolution_id : int64,

band_id : int64,

si_value : uint16,

radiance : double,

reflectance : double,

uncertainty_index : uint8,

uncertainty_pct : float>

[i = 0 : *, 50000, 0];

[Fig. 5] 1D scheme for MODIS data

CREATE ARRAY band_N

<si_value : uint16,

radiance : double,

reflectance : double,

uncertainty_index : uint8,

uncertainty_pct : float>

[longitude_e4 = -1800000 : 1800000,50000,0,

latitude_e4 = -900000 : 900000,50000,0,

start_time = 201400000000 : 201500000000,1,0,

platform_id = 0 : 1,1,0,

resolution_id = 0 : 2,1,0,

band_id = 0 : 37,38,0];

[Fig. 6] 2D scheme for MODIS data

3.4 3차원 시각화

SciDB에서 생성된 결과물을 최종 으로 3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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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VRML, OpenCV, VTK 등의 다양한 시각화 소 트웨어

를 통해 사 에 제작자에 의해 로그래 된 시각화 루

틴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17]이 있다. 둘째,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시각화를 해 R이나 MATLAB 같

은 분석 소 트웨어를 통해 사용자가 직  시각화를 진

행하는 방식이 있다. 성원격탐사 데이터의 경우 문

가 집단에서 사용이 많고 각자가 시각화를 원하는 데이

터가 다르기 때문에 후자의 방식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에 보다 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 분석 소 트웨어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MATLAB를 사용하여 시각화를 진행

하고자 한다.

3.4.1 3차원 시각화를 위한 가공 연산

SciDB에 장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한 방법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SciDB에 장된 데이터

를 원상태 그 로 획득하고 이를 분석 소 트웨어를 통

해 가공하여 시각화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SciDB에 

장된 데이터를 질의를 이용하여 시각화에 용이하게 자

료를 가공한 후 R이나 MATLAB과 같은 분석 소 트웨

어를 통해 시각화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자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개인 PC 자원이 많이 요구되어 분석

할 수 있는 역이 제한 이고 체 인 속도 한 빠르

지 않다. 반면 후자의 경우 개인 PC 보다 뛰어난 데이터

베이스 자원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으므로 

범 한 가공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갖는다. 그러

므로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고 SciDB를 이

용하여 시각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채택

하 다.

SciDB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를 한 샘 링

(Sampling)을 진행할 수 있다. 표 인 방법은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격자화 하는 방법과 일정 

범 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추출하여 재격자화

(Regrid) 하는 방법이다. 자의 경우 모든 데이터가 일

정한 간격으로 구성되었을 때에 합하며, 후자의 경우 

데이터의 간격에 상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계산 과정

에서 데이터의 일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하지 않은 간격으로 데이터가 분산된 MODIS와 

GTOPO30의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해서는 보간법 등

을 통해 최소한의 데이터를 왜곡시키면서 일정한 간격으

로 데이터가 배치되도록 가공하거나 일정 범 에 한 

평균값을 얻는 등의 연산으로 값을 얻어야한다. 첫 번째 

경우에는 세 한 역에 한 시각화를 진행할 경우 보

다 합하며 두 번째의 경우는 범 한 역에 한 시

각화를 진행하는 경우 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일 에 한 시각화를 진행하려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주

변 10°×10°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재격자화(Regrid) 하

는 방식으로 3차원 시각화를 한 데이터를 가공하고자 

한다. SciDB에서는 이를 한 종합 격자 집계(Grid 

aggregates) 기능을 AQL(Array Query Language)과 

AFL(Array Functional Language) 모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의 사용 는 [Fig. 7]과 같다. 이때 

요한 것은 희소형태를 취하는 MODIS 데이터와 

GTOPO30 데이터가 각각 다른 간격을 취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시각화를 해서는 MODIS의 원격탐사 데

이터가 장된 배열과 GTOPO30의 데이터가 장된 배

열간의 병합한 후 동일한 범 를 기 으로 하는 재격자

화(Regrid)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이다.

이처럼 본 실험에서는 종합 격자(Grid aggregates) 기

능을 활용하여 시각화 상인 MODIS와 GTOPO30 데이

터의 해상도를 조정하고 이를 시각화한다.

AQL%

SELECT avg(elevation)

FROM GTOPO30

REGRID AS (PARTITION BY longitude_e4 100, latitude_e4 

100);

AFL% regrid(GTOPO30, 100, 100, avg(elevation));

[Fig. 7] Using the grid aggregated in AQL and
AFL

3.4.2 RGB 조합 이미지 획득을 위한 연산

앞선 SciDB의 가공 연산을 기반으로 MODIS에서 촬

된 이미지를 흑백이 아닌 RGB 조합 이미지로 이용하

기 해서는 Red, Green, Blue 순으로 Band 1, Band 4, 

Band 3 역의 데이터와 GTOPO30의 데이터가 필요하

며 실험을 한 한반도 일  10°×10°의 RGB 이미지를 

한 스키마  Band 역 결합을 한 질의는 [Fig. 8], 

[Fig.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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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이러한 결합된 RGB 값을 가진 배열과 GTOPO30

의 데이터에 해 조인(Join)과 병합(Merge)[18]을 수행하

고 [Fig. 10]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 재격자화(Regird)

를 수행하여 나온 결과를 외부로 장하고 이를 

MATLAB에서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데 사용한다.

CREATE ARRAY RGB

<red : double null, green : double null, blue : double null>

[longitude_e4 = -1800000:1800000, 50000, 0,

latitude_e4 = -900000:900000, 50000, 0];

[Fig. 8] Schema example for creating RGB 
image

store( redimension( between( 

join( 

attribute_rename(band_1, reflectance, red), 

join( 

attribute_rename(band_4, reflectance, green),

attribute_rename(band_3, reflectance, blue) ) ),

1230000, 330000, 1330000, 430000),

RGB, avg(red) as red, avg(green) as green, avg(blue) as 

blue), RGB);

[Fig. 9] Query example for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Band area

store( redimension( apply( regrid( between(

combined_data, 1230000, 330000, 1330000, 430000), 

200, 200, avg(red) as red, avg(green) as green, 

avg(blue) as blue, avg(elevation) as elevation), 

x, longitude_e4 + 1800000, 

y, latitude_e4 + 900000),

test_korea_elevation, avg(red) as red, avg(green) as green, 

avg(blue) as blue, avg(elevation) as elevation),

test_korea_elevation);

[Fig. 10] Query example for combining RGB 
image and elevation data

3.4.3 MATLAB를 통한 3차원 시각화

[Fig. 10]과 같은 질의 연산의 결과로써 얻어진 자료는 

경도(x), 도(y), 색(red), 녹색(green), 청색(blue), 해

발고도(elevation)의 순서로 데이터가 구성되어있다. 

MATLAB에서 이에 한 3차원 시각화를 해서는 우선 

RGB 조합 이미지를 [Fig. 11]과 같이 생성하고 이후 해

발고도를 3차원 음  표면도(3-D shaded surface plot) 

기능인 Surf plot을 통해 [Fig. 12]와 같이 생성한다. 이때 

GTOPO30의 경우 해수역을 –9999라는 값을 할당하고 

있으므로 [Fig. 12]처럼 해수역의 값을 필요에 따라 조정

하여 사용한다. 이후 생성된 3차원 지형도에 RGB 조합 

이미지를 복하여 3차원으로 시각화한다. 이를 한 

MATLAB 코드의 는 [Fig. 13]과 같다.

image = repmat(0, [520, 520, 3]);

for i = 1 : 1 : 250021

image(inputdata(i,2), inputdata(i,1), 1) = inputdata(i,3);

image(inputdata(i,2), inputdata(i,1), 2) = inputdata(i,4);

image(inputdata(i,2), inputdata(i,1), 3) = inputdata(i,5);

end

[Fig. 11] Example of RGB combination image
creation

elevation = repmat(0, [520, 520, 1]);

for i = 1 : 1 : 250021

if(inputdata(i,6) < -10)

elevation(inputdata(i,2), inputdata(i,1), 1) = -10;

else

elevation(inputdata(i,2), inputdata(i,1), 1) = inputdata(i,6);

end

end

[Fig. 12] Example of 3D terrain generation

surf(elevation, image, 'EdgeColor', 'none');

[Fig. 13] Example of RGB images and 3-D 
terrain combination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 이번 실험에 사용된 성원격탐사 데이

터는 2014년 12월 18일 오  11시 15분(KST)에 한반도 

일 가 촬 된 MODIS 1km 해상도의 상과 도 33°∼

43°, 경도 123°∼133°에 해당하는 약 1km의 해상도의 

GTOPO30 세계 수치 표고 모형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4.2 RGB 조합 영상의 3차원 시각화

RGB 조합 이미지의 경우 원격탐사용 성이 보는 시

각이 아닌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은 시각에서 데이터를 

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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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same time satellite images taken COMS(Left) vs Our 3D visualization image(Right)

[Fig. 14] 2D visualization around Korea

본 실험의 결과는 각각 [Fig. 14]과 [Fig. 15]와 같다. 

[Fig. 14]는 우리가 일반 으로 활용하는 성원격탐사로

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2차원으로 시각화한 이미지이며, 

[Fig. 15]는 성원격탐사 데이터와 GTOPO30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시각화를 진행한 이미지이다. 2차원 이

미지의 경우 해발고도에 따른 변화, 를 들어 지형에 따

른 직 인 설역이나 등고선에 의지하지 않은 지형의 

입체 인 단 등이 어려우나 3차원 시각화가 진행된 

[Fig. 15]의 경우, 상 으로 용이하며 보다 실감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Fig. 16]은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당 실험과 동

일 시각 촬 된 천리안(COMS) 성의 가시 상과 본 실

험을 통해 얻어진 3차원 시각화 이미지의 비교로써 본 실

험을 통해 얻어진 상과 천리안 가시 상이 설역과 

구름 등 반 인 모습에 있어 유사한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15] 3D visualization arou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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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적설역 영상의 3차원 시각화

정규화 설 지수(Normalized difference snow index, 

NDSI)는 설역을 찾는데 유용한 지표다.

정규화 설 지수의 경우 MODIS의 Band4 역과 

Band6 역을 통해 값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계산은 아래

의 식과 같다.

 
 

와 같은 계산 결과 NDSI 수치가 0.4 이상이 나오는 

경우 해당 지역을 설역이라 단한다. 그러나 단순히 

NDSI만을 통해 설역을 단하는 경우 종종 강이나 호

수 등의 수역 한 NDSI 수치가 0.4를 넘어가는 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 으로 구름을 으로 오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19]. 하지만 수역의 경우, Band2 

역에서 반사율(Reflectance)의 값이 0.11 이하의 수치

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한 Band4 역에서 반사율

(Reflectance)의 값이 0.1 이하인 경우 해당 치의 값을 

이 아닌 구름의 역으로 간주한다. 그 기 때문에 

설역을 단하는 경우 단순히 NDSI 수치만을 이용하여 

단하지 않고 [Fig. 17]과 같이 Band2와 Band4의 학

 특징을 활용하여 설역을 악하고 그 결과를 시각

화한다.

IF (NDSI is more than 0.4 &

  band2’s reflectance more than 0.11 &

  band4’s reflectance more than 0.1)

    THEN this location is a snow cover area;

ELSE

  THEN it is not a snow cover area;

[Fig. 17] Algorithms of identifying a snow
cover area

해당 실험을 통해 설역을 단한 결과는 [Fig. 18]과 

[Fig. 19]의 색 역이다. [Fig. 18]의 경우 설역으로 

단된 지역을 구분할 수 있으나 해발고도에 따른 설

역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Fig. 19]의 경우 설역

을 3차원 시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발고도에 따른 설

역의 구분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구 집도가 상

으로 높은 지 의 설역을 악, 우선 으로 제설

장비  인력을 배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보다이

해하기 쉽도록 앞서 얻어진 [Fig. 19]의 결과를 응용하여 

해발고도 200m 이하의 설역을 [Fig. 15]의 이미지와 결

합한 이미지는 [Fig. 20]과 같다. 이때 고도가 낮을수록 

색, 200m에 가까운 고도일수록 검은색으로 설역이 

표 된다.

 

[Fig. 18] 2D visualization of the snow cover area
around Korea

[Fig. 19] 3D visualization of the snow cover area
arou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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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3D visualization of the snow cover area
under 200m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과학 분야에 있어 기존의 DBMS들이 

아닌 최근 발달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형태인 배열형 

DBMS인 SciDB를 이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성원격

탐사 상에 한 처리  결과물에 한 3차원 시각화를 

보 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2014년 12월 18일 촬

된 NASA의 MODIS 성원격탐사 상과 GTOPO30 세

계 수치 표고 모형을 이용하여 배열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성원격탐사 상 처리  3차원 시각화 결과를 

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배열형 데이터베이스가 

성원격탐사 상 분석  활용에 합한 데이터베이스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순간

순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성원격탐사 상

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20] 등 보다 고차원 인 활용이 

가능함을 보 다.

본 연구는 향후 배열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천리

안 성 등 국내의 성원격탐사의 활용  시각화에 

한 연구를 지속 수행하여 한반도 녹조  조 탐색  

측 시스템 등 성원격탐사와 배열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원격탐사 

활용 방안  기술을 개발해나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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