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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웹 서비스에서 OGC WPS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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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OGC WPS 2.0 to Geo-Spatial       

Web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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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공간정보 웹 서비스 기술과 응용 분야의 발전에 따라 서로 다른 운영 플랫폼과 브라우저 환경들

에서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위한 기술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웹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공통요소 및 지원요소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제표준기구

인 OGC에서 개발한 공간정보와 관련된 표준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공간정보 웹 서비스 설계와 개발에서 서비스 목적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OGC 

표준들을 적용하는 것은 핵심 고려사항이다. 특히 목표 시스템이 웹상에서의 실제 공간정보 처리기

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WPS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WPS 2.0 표준에 대한 연구

는 아직 초기 응용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WPS 2.0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

스의 동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비동기식 처리기능을 제공하는 기초 운영 환경 구축에 주안점을 두

고 웹 기반 공간정보 분석서비스를 위한 시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Binary thresholding 알고리즘

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다중 사용자의 다중 알고리즘 동시 사용요청에 대한 실험을 

계속 연구로 수행할 예정이다. 예시 시스템은 jQuery와 OpenLayers를 이용한 클라이언트 시스템

과 Spring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ZOO 프로젝트와 Geoserver등의 오픈소스를 적용한 서버 시스

템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과 처리 결과는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WPS 적용성

과 확장성을 위한 참고모델로 이용될 수 있다.

주요어 : 개방형 공간 정보 컨소시엄, 웹 처리 서비스 2.0, 웹 시스템, 오픈소스

ABSTRACT

Advancing geo-spatial web technologies and their applications require compatible 

and interoperable heterogeneous browsers and platforms. Reduction of common or 

supporting components for web-based system development is also necessary.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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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ly understood and applied, OGC-based standards can be utilized as effective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Thus, OGC standards are central to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web-based geo-spatial systems, and are particularly applicable to 

web services, which contain data processing modules. However, the application for 

OGC WPS 2.0 is at an early stage as compared with other OGC standards; thus, 

this study describes a test implementation of a web-based geo-spatial processing 

system with OGC WPS 2.0 focused on asynchronous processing functionality. While 

a binary thresholding algorithm was tested in this system, further experiments with 

other processing modules can be performed on requests for many types of 

processing from multiple users. The client system of the implemented product was 

based on open sources such as jQuery and OpenLayers, and server-side running on 

Spring framework also used various types of open sources such as ZOO project, 

and GeoServer. The results of geo-spatial image processing by this system implies 

further applicability and extensibility of OGC WPS 2.0 on user interfaces for 

practical applications. 

KEYWORDS : Open Geospatial Consortium, Web Processing Service 2.0, Web System, 

Open Source

서  론

공간정보 관련 기술과 웹 정보처리 기술이 

발전되면서 수많은 응용 분야에서 이를 기반으

로 하는 다양한 웹 기반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 

및 제공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과 브라

우저 환경에서 개발된 시스템간의 콘텐츠 자원 

및 정보교환 뿐 만 아니라 정보 처리를 가능하

게 하는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이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제공하고자 국제 표준기구인 Open 

Geospatial Consortium, Inc. (OGC)에서 Web 

Feature Service (WFS), Web Map Service 

(WMS), Web Coverage Service  (WCS), Web

Processing Service (WPS) 등과 같은 여러 목적

에 따른 다양한 표준들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최근 WFS, WMS, WCS 등을 적용한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Yeon and Han, 2013), 웹상

에서 공간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WPS를 

적용한 사례는 국내외에서 많지 않으며 기존 사

례 연구가 몇 가지 수행된 바 있다. Foerster et 

al.(2007)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여 WPS를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방식의 

웹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Michael 

and Ames(2007)는 GIS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WPS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간정보 

분야에서 다른 분야의 자료와 연계하는 분석 

기능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Kim and Lee, 

2014). Meng et al.(2010)은 WPS를 적용하여 

지진 재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Xavier 

et al.(2015)는 웹상에서의 공간정보 품질평가 

시스템을 위해 WPS를 준수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또한 Yoon and Lee(2015a; 2015b)는 클

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위성정보처리 시험 시스

템에서 WPS을 적용한 사례를 개발하였다. 한편 

Swain et al.(2015)은 GeoServer, PyWPS, 

52North 등과 같이 WPS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를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웹 디자인에 의

한 사용자 환경(Park and Lee, 2015)에서도 

OGC 표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GC에서는 2015년에 WPS 2.0을 국제표준

으로 갱신하였다. 이 표준은 WPS 1.0과 비교하

여 최신 웹 기술 동향을 반영한 세 가지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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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PS HTTP GET Request URL and KVP (Source: Schut, 2007)

이스가 추가되었고, 통신이나 처리 방법 등에서

도 여러 부분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현재 WPS 

2.0에 대한 관련연구 및 응용사례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처리기능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에서 OGC WPS 2.0을 적용

한 시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시스템 구

현과정에서는 ZOO 프로젝트, Orefeo Tool Box 

(OTB), Geospatial Data Abstraction Library 

(GDAL), GeoServer와 같이 공간정보  처리를 

위한 다양한 오픈소스를 사용하였다. ZOO 프로

젝트는 오픈소스 WPS 플랫폼으로 WPS 1.0과 

2.0을 지원한다. OTB는 위성정보처리를 위한 

엔진으로 작동하며 GDAL은 공간정보의 전처리

와 데이터 변환을, GeoServer는 공간정보의 시

각화와 관리를 담당한다. OTB의 영상 처리함수

나 기타 다른 GIS의 기능을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WPS 2.0과 연계성에 주안점을 두었

다. 실험 과정에서는 공간영상정보 처리 알고리즘 

중 하나인 사용자 입력 변수에 따른 직관적 결과 

확인이 가능한 이진 분할(binary thresholding) 

알고리즘을 대상 처리 기능으로 하였다.  

Web Processing Service (WPS)

Web Processing Service는 웹상에서 프로

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여기서 프로

세스는 공간정보와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계산

함수 또는 특정한 응용모델을 총괄한다(Schut, 

2007). 공간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시 

WPS를 준수할 경우, 외부의 다른 공간정보 시

스템에서도 WPS를 준수하는 경우에 두 시스템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처리가 가능하다. 또

한 두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 내부의 

데이터 처리과정을 확인할 필요 없이 WPS 표

준문서를 확인하고 직접적인 처리요청을 할 수 

있다. 현재 WPS 표준은 1.0버전과 새로 개발

되어 발표된 2.0버전이 존재한다. WPS 1.0 에

서는 웹상에서 공간정보처리와 관련된 인터페이

스와 기본적인 통신 요청 및 응답에 관한 프로토

콜 등이 정의되어 있다. WPS 1.0에 정의된 인터

페이스는 GetCapabilities, DescribeProcess,

Execute의 세 가지이다. GetCapabilities 인터페

이스는 서버에 요청 시 공간정보처리가 가능한 

프로세스의 목록과 WPS 서버의 정보를 메타데

이터로 반환시켜 준다. 한편 DescribeProcess 

인터페이스는 요청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어떠

한 작업을 수행하고 입력값과 결과값의 형태가 

어떠한 형식인지 등과 같은 프로세스의 상세정

보를 반환한다. 마지막으로 Execute 인터페이

스는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요청과 그 결과값을 

반환받는 서비스를 뜻한다. 세 개의 인터페이스

는 그림 1과 같이 기본적으로 HTTP GET 방

식의 Key Value Pair (KVP)요청을 하며, 요

청에 맞는 결과값을 XML 문서로 반환받게 된

다. WPS 1.0 인터페이스들간의 상호 연계 흐

름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WPS 2.0에서는 세 가지의 인터페이스가 추

가되었고 요청 및 응답에 관한 규정에서도 많은 

부분이 변경되거나 개선되었다(OGC,2015). 또

한 그림 3과 같은 WPS 개념모델이 추가되었

다. 이 모델에서 WPS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프로세스와 Job을 다루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다. 클라이언트가 WPS 서버에 프로세스 실행

을 요청할 때 프로세스가 바로 실행되어 결과

를 반환하지 않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Job을 

생성한다. 생성된 Job은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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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WPS conceptual model (Source: OGC, 2015)

FIGURE 2. WPS 1.0 interface sequence (Source: Schut, 2007)

현재 진행상태와 프로세스가 완료된 결과값을 

가지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생성된 Job을 통하

여 요청 시 프로세스의 진행상태와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다. WPS 1.0에서는 작업 요청 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기식 처리방식을 

지원했지만 WPS 2.0에서는 동기식 처리와 비

동기식 처리 또한 지원하도록 개선되었다. 여기

서 비동기식 처리란 어떤 작업을 요청한 상태

에서 이와 다른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전의 요

청한 작업이 완료되면 처리 결과에 대한 응답

을 받아 처리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비동

기식 처리를 통하여 동시에 많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WPS 2.0에서 추가된 인터페이스는 GetStatus, 

GetResult, Dismiss이다. 해당 인터페이스들은 

개념모델에서 Job과 관련된 인터페이스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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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ML schema for Execute, GetStatus, and GetResult (Source: OGC, 2015)

FIGURE 5. Sequence of Execute, GetStatus, and GetResult 

(Source: OGC, 2015)

를 사용하려면 Execute 요청이 먼저 수행되어

야 한다. 3개의 인터페이스와 Execute 인터페

이스는 비동기식 처리로 수행되며 통신방식에

서 HTTP POST + XML 바인딩(Binding) 방

식을 사용한다. XML 바인딩을 위해서는 각 요

청에 맞는 스키마가 필요하며 그림 4와 같다. 

이 스키마에 따른 통신과 인터페이스의 흐름은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ecute 요청

을 하게 되면 WPS 서버에서는 요청된 프로세

스의 Job을 생성하고 Job ID를 반환한다. 반환

된 Job ID는 GetStatus, GetResult, Dismiss 

인터페이스에서 XML 바인딩으로 통신할 때 

XML 스키마에 들어가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GetStatus는 Job ID에 해당하는 프로세스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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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environment

Operating system Ubuntu 14.04.4 LTS

Web container Tomcat 7.0.52

Client-side
JavaScript library jQuery 2.2.2

Web mapping library OpenLayers 3.13.1

Server-side

Web framework Spring Framework 4.0.9

Geo-spatial data management server GeoServer 2.8.3

WPS platform ZOO Project 1.5

Satellite image processing Orfeo ToolBox(OTB) 5.2.1

Satellite image preprocessing GDAL 1.11.2

TABLE 1. Open source list for implementation

태를 보여주는 인터페이스이며 처리 중(running), 

완료(succeeded), 실패(failed), 수락(accepted)

의 상태를 반환한다. Job ID에 해당하는 프로세

스의 처리가 완료되면 GetResult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과값을 수신할 수 있다. Dismiss는 Job 

ID에 해당하는 실행중인 프로세스를 취소시키

는 인터페이스이다. WPS 2.0에서 개념모델과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추가로 인하여 프로세스 

실시간 실행상태 확인, 프로세스 취소와 같은 

다양한 기능의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비동기식

처리 지원으로 하나의 처리가 끝날 때까지 대

기하는 방식에서 처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도 다양한 처리를 하는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

시험 모델 설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험 시스템은 다양한 오

픈소스를 적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운영체제와 웹 

컨테이너는 각각 우분투(Ubuntu)와 톰캣(Tomcat)

을 사용하였다. 우분투 운영체제는 무상이며 설

치에 필요한 요구 사양이 타 운영체제에 비해 

비교적 낮다. 톰캣은 웹 서버와 연동하여 실행

할 수 있는 자바환경을 제공한다. 스프링 웹 프

레임워크와 GeoServer의 경우에도 모두 자바

환경에서 구동하므로 톰캣과 같은 자바 웹 컨테

이너가 필요하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성된 

시스템 구현도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다. 클라

이언트에서는 jQuery와 OpenLayers를 사용하

였다.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된 라이브

러리로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용이하게 한다. 

OpenLayers도 역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클라이언트에서 웹 매핑을 가능하게 한다. 이 라

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공개된 데이터의 웹 매핑을 

수행할 수 있으며 OGC 표준을 따르는 로컬 맵 

서버의 위치기반 정보 매핑 등과 같은 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서버에서는 스프링 프레임

워크, GeoServer, ZOO 프로젝트, OTB와 

GDAL등과 같은 여러 오픈소스 요소를 사용하였

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바로 개발된 웹 프레

임워크로 웹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

소를 제공하며, 이를 이용하여 해당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와 WPS 서버간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

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GeoServer는 OGC 

개방형 표준을 사용하여 다양한 공간정보의 관

리 및 제공을 담당하는 서버이다 (GeoServer, 

2016). GeoServer는 웹 서비스 시스템

에서 OpenLayers와 함께 클라이언트에서 배

경지도, 색인영상, 처리결과 영상 시각화를 담당

한다. WPS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오픈소스 

WPS 플랫폼인 ZOO 프로젝트를 사용하였다. 

ZOO 프로젝트는 C와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로 개

발되었으며 WPS 서버로서의 핵심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다(ZOO-project, 2016). 위성정보 처

리를 위한 오픈소스로 OTB와 GDAL을 사용하였

다. OTB는 CNES(프랑스 국립 우주 연구 센터)

에서 개발한 위성정보처리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소프

트웨어이다(OTB Development Team, 2016). GDAL은 

공간정보의 전처리 및 조작, 파일 유형 변경 등 

공간정보를 원활하게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 및 

유틸리티를 제공한다(GDAL, 2016). 개발에 적

용된 오픈소스의 목록을 표 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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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 및 흐름도는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서버 내부에는 클라이언트와 WPS 

서버(ZOO-project, 2016) 중간에 위치해 WPS 

요청 및 응답을 처리하는 중개자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

과 입력값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WPS 요청 

URL 또는 XML 스키마를 만들어 WPS 서버에

게 알맞은 요청을 한다. 요청 후 응답으로 얻은 

XML 문서를 정제하여 원하는 값을 추출한 뒤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와 중개자 시스템 간의 통신은 Get 

Process Status and Output Information과 

Map and Geo-Spatial Data Visualization 모

듈을 제외하고는 1:1 대응하는 방식이다. 1:1 

매칭된 모듈들은 중개자 시스템의 알맞은 WPS 

요청모듈과 대응한다. Get WPS Information 

모듈과 Get Process Description 모듈은 중개

자 시스템의 GetCapabilities Request 모듈과 

DescribeProcess Request 모듈을 통해 WPS 

서버정보와 프로세스 상세정보를 수신한다. Process 

Execution 모듈은 Execute Request 모듈을 

통해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고 프로세스에 해당

하는 JobID를 반환한다. Get Process Status 

and Output Information 모듈의 경우 프로세

스 실행 요청으로 받은 JobID를 입력값으로 보

내 GetStatus Request 모듈을 호출하여 프로

세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클라이언

트에서 프로세스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프로세스의 상태가 완료되면 GetResult

Request 모듈을 호출하여 결과값을 반환받는다.

Map and Geo-Spatial Data Visualization 모듈은 

서버의 GeoServer에 WMS 요청을 하여 배경지

도, 색인영상, 처리 결과영상을 시각화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중개자 시스템은 WPS 서버와 

통신할 때 WPS 2.0 표준 인터페이스 사양에 

맞는 요청을 한다. WPS 서버는 프로세스의 실

행요청이 오면 프로세스에 맞는 OTB 알고리

즘과 GDAL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실제 위성정

보를 처리한다. 처리된 위성정보는 중개자 시

스템의 GeoServer Manager 모듈을 통해 처

리된 위성정보를 GeoServer에 등록하게 된다.

중개자를 사용한 통신 방식은 클라이언트와 

WPS 서버의 직접 통신과 비교하여 몇 가지 장

점을 나타낸다. 먼저 직접 통신하는 시스템에 비

해서 클라이언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클라

이언트와 서버가 직접 통신하는 구조에서는 클

라이언트에서 WPS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URL과 

XML 스키마를 직접 제작해야 하고 돌아오는 

XML문서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을 서버에서 처리하면 클라이언트에 

부담이 줄고 클라이언트 요청에 의한 정제된 결

과값만을 다룰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외부 

WPS 서버와의 통신이다. 이 연구에서 설계된 모

델에서 중개자는 서버 내부의 WPS 서버에 의존

하지만, 중개자의 WPS 서버주소를 변경하여 다

른 서버와 통신이 가능하다. 중개자 시스템이 

WPS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WPS 서버와 통신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부 WPS 서버사용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가 변경될 수 있으나 일정한 규약

이 정의된 표준을 사용했기 때문에 변경된 외부 

서버에 따른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신

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시

스템 모듈의 확장 가능성이다. 중개자 시스템이 웹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듈 

추가가 용이하며, 추가된 모듈과 WPS 요청 모듈간

의 연계를 쉽게 다룰 수 있다. 시험 시스템에서 확

장된 모듈로 GeoServer Manager가 있으며 해당모

듈은 Execute Request 모듈에서 얻은 결과 값

을 통해 위성정보를 GeoServer에 등록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WPS 요청 모듈과 

연계 및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시스템 구현 결과

구현된 시스템은 그림 6에서 설계한 구조를 

반영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개발했으며 그

림 7은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초기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7에서 좌측상단은 

배경지도와 처리할 위성정보가 시각화되는 영역

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단에는 프로세스를 선택

하는 드롭박스 창, 프로세스의 상태 표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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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ystem structure and processing flow chart applied in this work

버튼, 취소 버튼, 처리영역 설정 버튼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선택된 프로세스의 입력

값을 받는 영역을 나타낸다. 처리영역 설정 버

튼과 시각화 되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WPS 2.0 표준과 연관되어 있다. 

그림 8은 시스템 사용자인터페이스의 변화와 

위성정보 처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a)는 

드롭다운 박스 창에 프로세스 선택 시 프로세스의 

입력값을 받는 영역에 입력 박스가 동적으로 생성

된다. 여기서 프로세스의 목록은 GetCapabilities 

요청을 통해 WPS 서버의 정보를 가져와서 목록

을 만들고 입력박스는 DescribeProcess 요청을 

통해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정보를 가지고 동적으

로 생성된다. Process Status 항목은 프로세스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영역이다. 처음 프로세스를 

선택하게 되면 Process Ready라고 표시되고, 적

절한 입력값을 넣은 후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면 

GetStatus 요청을 통해 프로세스의 진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표시한다.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이 지체되면 Process Running이라고 표시가 

되어 프로세스가 처리중임을 나타낸다. 처리가 

완료되면 Process Succeeded로 표시된다. 이

외에도 선택된 프로세스에 대해 입력 값과 함께 

Execute 요청을 해주는 버튼과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를 Dismiss 요청을 통해 중지시키는 버

튼 등이 제공된다. 그림 8(b)는 프로세스를 통

해 처리된 위성정보 처리결과를 보여준다. 특정

한 알고리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음 프로

세스 선택 후 입력 값과 처리영역을 지정한 뒤 

Execute 요청으로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면 프로

세스와 연관된 OTB 알고리즘과 GDAL 유틸리

티를 활용하여 지정된 처리영역에서만 영상처리

를 하게 되며 해당 결과는 GeoServer에 등록된

다. 이 과정이 종료되고 GetStatus 요청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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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nitial page of user interface

FIGURE 8. Test application of binary thresholding algorithm with geo-based image 

(a) algorithm list and input parameter and some control buttons and (b) processed sub scene 

된다면 프로세스가 처리완료 상태를 반환받는다. 

프로세스의 처리완료 상태를 받으면 GetResult 

요청이 실행되어 처리 결과 값을 얻게 된다. 해

당 요청으로 얻은 처리결과는 GeoServer에 등

록된 레이어 이름이며 이를 통해 처리결과를 시

각화하게 된다. 처리영역의 설정은 처리영역 설

정 버튼 클릭 시 처리영역 설정 모드가 되어 임

의의 사각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9와 10은 시험 시스템의 화면구성과 

위성정보처리에 사용된 XML 스키마 및 응답 

문서이다. 그림 9(a)는 GetCapabilities 요청에 

따른 XML 문서를 제시한 것이다. 해당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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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GetCapabilities, DescribeProcess response XML document on development system 

(a) GetCapabilities response XML and (b) DescribeProcess response XML

문서에는 WPS 서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WPS 서비스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URL 정보 그리고 요청 가능한 프로

세스의 목록 및 프로세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데이터 중에서 프로세

스에 대한 설명 부분만 나타낸다. 그림 9(b)는 

Binary Thresholding 프로세스의 Describe

Process 요청으로 응답된 XML 문서이다.

XML 문서에 나타난 정보들을 보면 프로세스의 

역할과 입력값의 형태, 입력 변수들의 목록에 대

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세스 리스트로 

Binary Thresholding 프로세스를 선택한 경우 

응답되는 XML 문서이며, 이 문서를 정제하여 

프로세스의 처리에 필요한 입력값을 받는 사용



Application of OGC WPS 2.0 to Geo-Spatial Web Services26

FIGURE 10. Execute schema for request and response XML document on the development system 

(a) execution of schema and (b) execution of response XML

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0(a)는 

프로세스의 실행버튼을 선택했을 때 만들어지는 

Execute 스키마이다. 프로세스의 이름과 요청 

시 입력한 값들이 각 속성에 맞게 채워지게 되

며 이를 사용하여 XML 바인딩을 통한 Execute 

요청을 하게 된다. 요청 후에는 그림 10(b)의 

XML 문서형태가 돌아오게 되며 문서에는 프로

세스의 Job ID값이 포함되어 있다. Job ID는 그

림 4에 나타나있는 GetResult, GetStatus 스

키마에 Job ID 속성에 채워질 값으로 사용된

다. Dismiss 스키마 또한 같은 형태의 스키마

를 가지고 있다. 

시험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WPS 2.0의 개발

방법과 WPS 1.0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WPS 1.0과 2.0과의 큰 차이점은 비동기식 처

리의 지원여부라고 할 수 있다. WPS 1.0에서 

하나의 프로세스의 처리가 끝나야만 다른 프로

세스의 실행이 가능해 사용자의 다양한 요청에 

대한 효과적인 응답 처리가 어렵다. WPS 2.0에

서는 비동기식 처리를 지원하므로 이전에 요청

한 프로세스의 처리가 아직 끝나지 않더라도 다

른 프로세스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가능기 때문

에 다양한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시험 시스템에서도 하나의 프로세스가 종료되기 

전에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 사

용자의 다양한 응답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 WPS 2.0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적용 개발방식을 사용하였다. 오픈소스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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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수하기 때문에 해당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개발자는 표준문서만 보고도 원하는 기능을 개

발하고 시스템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준을 준수하는 시스템은 다른 WPS 

서버와의 연동이 가능하며 시험 시스템의 경우

도 외부 WPS 서버에서 제공하는 프로세스와의 

연동 처리가 가능하다. 

결  론

웹상에서 공간정보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공

간정보를 다루는 대형의 웹 서비스 시스템 개

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보교환 및 정보처리를 

위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간정보 웹 시스템간의 

정보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에 대한 실제 활용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위한 OGC 국제표준 중 

하나인 WPS 2.0을 적용한 시험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현하였다. 구현 단계에서는 GeoServer, 

ZOO 프로젝트, OTB, GDAL과 같은 공간정보

와 관련된 오픈소스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우선적으로 WPS 2.0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의 동시 처리를 가능하

게 하는 비동기식 처리기능을 지원하는 기본적

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시스템을 적

용한 실험으로 Binary Thresholding 알고리즘

을 적용한 사례를 시험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향

후 다중 사용자의 다중 알고리즘 동시 사용요

청 등과 같은 복합적인 환경에 대한 실험을 수

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WPS 2.0의 특징과 

장점을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다

양한 응용 사례의 개발도 추가로 필요하다. 한

편 WPS 2.0을 적용한 시스템 성능 평가도 향

후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지표의 개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시험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웹 프

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서버 시스템은 모두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설계, 구현하였다. 시스템

은 클라이언트와 WPS 서버사이에 위치하는 중

개자 구조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부담을 줄이고 

모듈의 재사용성을 높이며 시스템 확장성을 제

공해줄 수 있는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 WPS 

2.0을 준수한 시스템 개발 활용 방안을 위한 

시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험 시

스템에서 제시된 결과는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WPS 적용성과 확장성을 위한 참고모델로 이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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