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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해양관측 정지궤도 위성인 GOCI(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데이터는 대용량 산출

물을 효과적으로 저장, 배포하기 위해 HDF5 자료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해양위성센터에서는 

HDF5(Hierarchical Data Format version5) 포맷에 익숙지 않은 일반 사용자를 위해 GDPS 

(GOCI Data Processing System)를 개발하여 관측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위성데이터 특성에 대한 이해와 GDPS의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점, 그리고 위치정보와 속성정

보가 분리되어 있는 HDF5 형식의 자료를 병합하고 가공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R과 rhdf5, data.table, matrixStats 패키지를 이용하여 GDPS를 이용하는 

과정 없이도 HDF5 형식의 위성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주요어 : 천리안해양관측위성, HDF5, 오픈소스, R, rhdf5

ABSTRACT

HDF5 data format is used to effectively store and distribute large volume of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 satellite data. The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has developed and provided a GOCI Data Processing System(GDPS) fo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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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HDF5 format. Nevertheless, it is not easy to merge and 
process Hierarchical Data Format version5(HDF5) data that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satellite data characteristics, needs to learn how to use GDPS, and stores location and 
attribute information separately. Therefore, the open source R and rhdf5, data.table, and 
matrixStats packages were used to develop algorithm that could easily utilize satellite 
data in HDF5 format without the need for the process of using GDPS. 

KEYWORDS : GOCI, HDF5, Open Source, R, rhdf5

서  론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위성 GOCI는 한반도 

주변 해양생태계, 장·단기 해양환경 및 기후변

화, 연안·해양 환경, 연안·해양자원관리를 위

한 모니터링 및 해양·수산정보의 생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으로써 매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매 시간마다 8회씩 한반도 

근해와 동북아시아의 해양환경을 관측하고 있

다. GOCI 영상은 대용량 데이터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저장, 배포를 위하여 데이터패키지 형

태의 HDF5를 기본 자료포맷으로 채택하였다. 

해양위성센터에서는 촬영된 영상에 대해 대기보

정과 기하보정 등을 거친 후 각종 해색 분석을 

통해 생산한 2차 산출물들을 비영리 목적에 한

하여 웹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자료 활용과 배

포를 위해 전용 소프트웨어인 GDPS(GOCI 

Data Processing System)를 개발하여 제공하

고 있다(한국해양위성센터, 2019). GDPS는 

Windows기반 Visual C++로 개발되었으며 대

기보정 및 해양광학 알고리즘, 해양환경분석 알

고리즘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Ryu et 
al., 2012).

HDF5 포맷은 위치기반 대용량 데이터를 효

과적으로 저장하고 빠른 검색이 가능한 특장점

이 있는 반면, 자료 포맷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GDPS의 사용법을 익혀

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일반 사용자가 활용하기에

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위도, 경

도, 육지영역 식별 자료 등이 독립적으로 존재

함으로 인해 HDF5 파일들을 병합, 가공해야 한

다. 이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상조건에 많은 영

향을 받는 위성데이터의 특성 상 촬영 시 빛 조

건이 불리한 날이 많을 경우 중·장기간 데이터

셋을 합성해야 하는 등 접근성을 더욱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GDPS는 하루 8회 생산되는 

2차 산출물에 한하여 일평균자료를 생산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데이터셋은 합성이 불가하다

(Han et al., 2010). 

따라서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대용량의 위성데이터를 좀 더 친숙한 데이터 형

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GOCI 산출물 중 활용도가 높은 대용

량 Chlorophyll-a(Chl-a) 데이터를 대상으로 

빠른 합성과 통계 산출, 위치정보 병합, 데이터를 

경량화 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처

리, 분석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동향

해양위성을 이용한 관측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기관에서 개발된 데이터처리 소프트웨어를 살펴

보면 미국의 항공우주국 NASA(National 

Aeronan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는 

1997년에 SeaWiFS(Sea-viewing Wide Field 

of view Sensor)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용 소

프트웨어인 SeaDAS(SeaWiFS Data Analysis 

System)를 개발하고 범용으로 배포하여 일반사

용자를 지원한 바 있다. 유럽연합 EU(European 

Union)의 유럽우주국 ESA(European Space 

Agency)는 2000년에 MERIS(MEdium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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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g Spectrometer)를 개발하여 300m× 

300m의 비교적 높은 공간해상도의 데이터를 

BEAM이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해양관측위성 소프트웨어는 주로 위성으

로부터 수신한 영상을 배포, 표출, 분석, 처리하

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GOCI를 포함한 대표적 

해양관측위성 소프트웨어들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Yang et al., 2012). 

리눅스 기반으로 개발된 SeaDAS는 SeaWiFS

에 특화되어 있는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로 초창

기에는 C와 포트란(Fortran) 언어로 구현하였

으나 최근에는 자바(Java)와 파이썬(Python)을 

활용하고 있다. 파일 형식은 HDF이고 표출, 분

석, 처리 기능을 지원한다(Fu et al., 1998). 

BEAM은 2003년 ESA의 지원으로 MERIS에 

특화되어 개발된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로 자바 

언어 기반으로 개발되어 운영체제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Fomferra 

and Brockmann, 2005). 파일 형식은 BEAM- 

IMAP(Digital Image Map)의 자체 포맷을 사

용하여 표출, 분석, 처리 기능을 구현하였다. 

2011년 윈도우 기반의 C언어로 개발된 GDPS

는 HDF-EOS5를 기본 파일형식으로 채택하였

으며 정지궤도 위성 특성에 따라 설계되어 극궤

도 위성들이 표출, 분석, 처리에 중점을 둔 반면 

기본 처리, 분석 기능 외에 시계열적 자료의 표

현을 위한 애니메이션 기능 등이 추가되었다

(Han et al., 2010).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해양관측위성 소프트웨

어들은 고유한 데이터 포맷을 처리하기 위해 특

화된 기능으로 구현된 것이 대부분이며 단일 데

이터셋 단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개의 

대용량 데이터셋을 병합, 합성해야 할 경우 사

용자가 직접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

근 대중화 되고 있는 데이터기술의 큰 흐름은 상

호 호환되는 오픈 환경으로써 데이터포맷 뿐만 

아니라 교차플랫폼(cross platform), 오픈API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지향하고 있어 오픈소스 기술을 이용해 더 다양

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

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 재료 및 연구 방법

1. GOCI Chlorophyll-a Dataset

GOCI 영상의 자료처리는 크게 수신, 처리, 

저장, 배포로 구분되며, 자료의 종류는 Raw, 

Level 1, Level 2 등으로 나눠진다. Raw 자료

는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직후의 자료로 구조화

되기 이전의 자료를 의미하고 Level 1 자료는 

방사보정 및 기하보정을 통하여 2차원으로 구조

화한 반사도 자료를 의미하며, Level 2 자료는 

Level 1 반사도 자료에 대해 해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Chl-a, 부유물질농도 등을 추출한 해

색자료를 의미한다(Yang et al., 2017).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해색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된 2차 산출물인 Chl-a 데이터셋으로써 

2018년 10월 한 달간 생산된 자료이다. Chl-a 
데이터셋은 해양에서의 물리현상과 해양생태환

경 등의 분석에 매우 중요한 정보로써 Chl-a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해에서의 중규모 소용돌이

(eddy)의 공간분포 현상을 분석한 바 있다

(Park et al., 2012). GOCI는 매일 동일 한반

도 지역을 8회 촬영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Division SeaDAS BEAM GDPS

Satellite Platform SeaWiFS MERIS GOCI

Organization NASA ESA KIOST

File Format HDF BEAM-DIMAP HDF-EOS5

Operating System Linux Cross-Platform Windows

Program Language IDL, C JAVA VC++

Release Year 1998 2003 2011

TABLE 1. Comparison of data processing software for Oceanographic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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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조건과 촬영각도가 양호한 11시, 12시, 13

시의 3개 데이터셋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기

상 악화로 데이터생산이 부적합했던 12일, 21

일, 23일, 24일의 4일을 제외한 총 27일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1-A는 GOCI 위성 촬

영영역을 나타내며 그림 1-B~E는 구름이 많고 

기상조건이 좋지 못한 날의 위성영상 이미지 예

시를 보여준다. 위성데이터는 기상조건에 따라 

광학데이터 생산 여부와 품질이 결정되므로 단

기간의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GOCI 위성은 동경 130도, 북위 36도를 중심

점으로 하여 동서 방향으로 각 1,250㎞, 남북 

방향으로 각 1,250㎞씩 총 2,500㎞× 2,500㎞

의 공간범위를 매일 오전 9시 정각부터 16시 

정각까지 매시간 마다 촬영하고 있으며 단위 픽

셀의 크기는 500m×500m로서 단위 공간격자

의 수가 총 31,648,395(5567×5685)개에 달

하는 대용량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그림 1-A). 

그림 1-B부터 그림 1-E는 2018년 10월 중에 

촬영된 영상으로써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산출

물 생산이 제외된 날의 사례이다. 촬영 영상은 

대기보정과 기하보정을 거쳐 해색 분석 알고리

즘을 통해 2차 산출물로 제공되며 육지영역의 

픽셀값과 광학정보가 획득되지 못한 픽셀값은 –
999를 입력하여 식별한다. GOCI 2차 산출물 

데이터는 래스터 영상, 팔레트, 텍스트, 테이블 

형태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객체들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계층적 자료구조

인 HDF5를 기본 데이터포맷으로 채택하였으며, 

기본파일의 확장자는 he5(HDF-EOS V5)로 

정의하였다. 

그림 2-A는 GDPS v.2.0을 이용하여 HDF5

의 데이터셋을 로딩한 것을 보여주며, 그림 

2-B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매트릭스 형식의 디

지털 자료구조를 보여준다.

GOCI 데이터셋 공간격자 구성은 그림 2-B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좌측 최상단을 기준점으

로 하여 x축 방향 인덱스는 0~5566까지 우측

방향으로 증가하고 y축 방향 인덱스는 0~5684

까지 아랫방향으로 증가하는 방식을 정의하고 

있으며, 각 공간격자의 중심좌표 값은 별도의 위

도, 경도 데이터셋(HDF5)으로 각각 존재한다.

A. GOCI shooting area

B. 2018. 10. 12 C. 2018. 10. 21

D. 2018. 10. 23 E. 2018. 10. 24

FIGURE 1. GOCI shooting area (A) and examples of cloudy weather images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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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DF5 데이터포맷

HDF5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파일포맷으로써 1987년 일리노이 대학 산하 

NCSA(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의 그래픽 기반 태스크포스 팀이 

대용량 과학데이터를 플랫폼 독립적인 소프트웨

어 라이브러리와 파일포맷으로 자유롭게 배포,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이후 복잡

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계층적 구조로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계화 되어 주로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나 항공기, 선박 등의 운행 기록 저장용

으로 쓰이다가 NASA의 Earth Observing 

System(EOS)의 저장 기본포맷으로 채택되면

서 각종 위성자료를 효과적으로 저장, 배포하기 

위한 데이터포맷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Wikipedia, 2019). 

HDF5는 계층형 파일 시스템과 유사한 트리구

조이다(그림 3-A). 가장 상위에는 root(“/”) 

노드가 존재하며 루트 노드 아래로 그룹이라는 

객체와 데이터셋 객체가 있다.

그룹은 복수의 자식 그룹과 데이터셋을 가질 

수 있어 복잡하고 큰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과

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이다. 데이터셋은 

실제 데이터와 데이터 스키마(data schema)를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타

데이터에는 사용자가 필요한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그림 3-B). 데이터 공간은 연속공간을 사

용할 수 있고 빠른 접근 및 용량 축소를 위한 

A. Tree structure of HDF5 B. Metadata & dataset configuration of HDF5

FIGURE 3. HDF5 File Archietecture (The HDF Group, 2019)

A. Chlorophyll-a dataset loading B. HDF-EOS5 data generator

FIGURE 2. GOCI Data Processing System(GDPS) 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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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크(chunk) 혹은 압축 청크방식을 이용할 수 

있어 대용량 데이터 검색을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오픈소스 데이터베

이스로 유명한 PostgreSQL 대비 10배 이상 빠

른 검색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e HDF Group, 2019).

그림 4는 HDF Group에서 제공하는 HDF5 

뷰어 v.3.1 프리버전으로 GOCI의 Chl-a 데이

터셋을 오픈한 화면이다. Chl-a 분석 데이터셋

은‘/HDFEOS/GRIDS/Image Data/Datsa Fields 

/CHL Image Pixcel Values’그룹 하위에 위

치하며(그림 4-A), 공간격자 매트릭스의 행, 

열 방향별 분석값에 대한 그래프 가시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그림 4-B).

3. 오픈소스 R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 분석

오픈소스 철학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

어인 R은 통계적 데이터 분석과 고품질의 시각

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환경으로, 

1995년에 초기 버전이 발표된 이래 20년 이상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단기간

에 전 세계적인 관심의 증가와 사용자 확대로 

개발속도가 급속화 되고 있어 R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사이언스 생태계가 계속 확장, 성장하고 

있다. 특히, R은 강력한 통계, 데이터가시화 도

구들 뿐 아니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가들

에게 직관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최근까지도 R의 기능을 확장시켜 주

는 수많은 패키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데이터

의 수집, 처리, 분석, 가시화, 웹응용프로그램 개

발의 전 영역에 걸쳐 계속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OCI 위성을 통해 생산된 

Chl-a 데이터셋을 rhdf5 패키지(Fischer and 

Smith,  2019)를 이용하여 직접 인터페이스하

여 일간, 월간 등 복수의 데이터셋을 픽셀별로 

합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였으며 대용량 

파일을 빠르게 읽고 저장하기 위한 data.table 

패키지(Matt, 2019), 행렬구조 데이터의 통계

값 산출을 위한 전용 패키지인 matrixStats 

(Henrik, 2019)를 사용하여 픽셀 별 최대, 최

소,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변동계수, NA값 등

을 집계하여 포함시키는 등 단기, 중기, 장기간

의 위성 데이터를 빠르게 합성하기 위한 프로그

래밍 및 성능실험을 수행하였다. R과 R 패키지

를 이용하여 Chl-a 데이터셋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으며, 일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듈과 월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듈을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일

간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는 GOCI의 고유포맷인 

HDF5 파일로 먼저 재생성한 후, 경도, 위도 데

이터셋과 병합하고 육지 영역을 제외한 오픈데

이터 포맷(CSV)으로 생성하게 하였다.

일일 데이터셋은 빛 조건과 촬영각이 양호한 

A. HDFView 3.1.0 General Object Info B. Pixcel values open window

FIGURE 4. HDFView 3.1.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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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시, 13시 촬영영상을 이용해 생산된 

Chl-a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으며 교차 매트릭스

형 HDF5 데이터셋을 플래튼(flatten) 시켜 벡

터화 한 후 R의 데이터프레임 형태의 행과 열

을 갖는 2차원 메모리 테이블 형식으로 바인딩

시킨다. 바인딩시킨 데이터프레임을 통계산출에 

최적화 되어 있는 matrixStats 패키지를 이용하

여 각 시간대별, 픽셀별 행방향 기준(row-wise) 

Chl-a 의 중앙값(median)을 산출하여 항목(컬

럼)을 추가한 후, 다시 교차 매트릭스 형태로 

환원시켜 HDF5의 데이터셋을 재생성하였다. 중

앙값을 일간 대표값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상값

(outlier)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

였다. 

그림 6은 2018년 10월 31일의 3개 Chl-a 
데이터셋을 읽어 들여 행방향(row-wise) 기준

A. Before B. After

FIGURE 6. Rstudio-screenshot of before and after for Chlorophyll-a datasets composition

FIGURE 5. The data processing algorithm for daily and monthly GOCI’s Chlorophyll-a data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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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앙값(median)을 산출하고 위도, 경도 

데이터셋을 x, y 인덱스를 조인키(Join Key)로 

이용하여 합성한 예이다. 참고로 NA, NaN으로 

표시된 것은 픽셀값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통계값 산출시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7은 일간 데이터셋을 합성하는 과정으

로써 합성결과는 HDF5 포맷으로 재생성 한 후, 

필요에 따라 서브셋을 추출하여 활용하거나 오

픈데이터 포맷인 CSV 파일로 저장하여 배포할 

수 있다. 

생성된 일간 합성 CSV파일들은 이후 월간데

이터를 합성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를 경량화

FIGURE 7. Regeneration process of HDF5 file for GOCI Chlorophyll-a daily datasets

FIGURE 8. Generating process of CSV file for GOCI Chlorophyll-a daily data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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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육지공간 격자값(-999)을 제외시키

면 원본 데이터의 배열 갯수가 손실되므로 

HDF5로의 재생성은 불가하게 된다(그림 8). 

즉, 일간 데이터의 합성, 병합은 동일한 R 데이

터프레임을 이용하여 두 가지 목적에 따라 연속

적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두 번째 모듈인 월간데이터 합성, 병합 프로

세스에서는 일간데이터가 저장되어진 위치를 지

정하여 연속적으로 읽어 들이면서 일 수 만큼의 

열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자동화하였으며 이후에 

행방향(row-wise)의 각종 통계값을 일간데이

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 산출된 통계값 

중 표준편차와 평균값을 이용하여 변동계수

(CV; Coefficient of Variation) 항목을 추가하

여 생성하였다(그림 9).  

변동계수는 각 월간 단위 픽셀별 평균값들을 

기준으로 얼마나 변동이 큰가를 나타내는 지표

로써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월간데

이터 합성을 통해 얻어진 R 데이터프레임 형식

의 데이터 객체를 통해 단위 픽셀별 유효촬영일

수, 무효촬영일수, 최대, 최소, 평균, 중앙값, 표

준편차, 변동계수 등의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필

요한 기간만큼의 서브 데이터셋을 추출하거나 

특정 월간 통계값에 대한 정보만 추출할 수도 

있어 위성데이터를 해양 수치모델의 입력자료, 

인공지능(머신러닝, 딥러닝) 모델 개발, 공간정

보가시화 분석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 및 고찰

GOCI 데이터 합성 시 기존 방법인 GDPS를 

이용할 경우, 재분석 자료인 Level 3자료를 생

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1일(8회) 분량의 데이

터셋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에 걸친 

대용량 자료의 합성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실 

좌표정보를 포함하거나 데이터 경량화를 위해 

육지영역 데이터를 제외시키는 등의 작업을 자

동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상용 또는 오픈소스 

GIS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간가시화나 공간분석, 

다른 수치모델의 입력자료나 기타 연구 목적으

로 활용해야 할 경우 기존에는 Matlab이나 C언

어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했다. 따라서 기존 처리 방법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의 직접적인 성능 비교

FIGURE 9. Generating process of composited monthly dataframe for GOCI Chlorophyll-a 
data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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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rhdf5라는 R패키지를 공개한 

이유도 이러한 제한요건과 불편함을 줄이고 오

픈소스 기술로도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통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본 논문

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GOCI 데이터에 최초로 

적용하여 실험 및 검토하였다.   

표 2는 일간 데이터셋과 월간 데이터셋 처리 

환경 및 평가 요소를 종합하여 비교한 것으로서 

Chl-a 일간 데이터셋을 합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30초 가량 소요되었으며 하루 8개

의 데이터셋을 모두 처리하는 데에도 수 분 내

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PC로도 

일간 합성자료의 생성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월간 데이터셋의 합

성 및 병합 시에는 반복문을 사용하여 데이터프

레임의 항목을 연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자

동화 하였으며 각 픽셀의 위도, 경도 값과 각 

Elements for evaluate Daily datasets processing Monthly datasets processing

Number of files 3 (HDF5) 27 (CSV)

Key Procedure

1. Merge Datasets
2. Statistical calculation 
3. Regenerate HDF5
4. CHL+lat.+lon+aux(land)
5. Generate CSV file

1. Merge Datasets(Auto.)
2. Statistical calculation
3. Generate CSV file

Total files size(GB) 0.372 GB (HDF5) 25.8 GB (CSV)

Dimension(rows × columns) 19,820,711 × 5 19,820,711 × 42

Save file size(CSV) 0.9 ∼ 1 GB (CSV) 5.22 GB (CSV)

Data processing time 27∼30 sec 600∼700 sec (10 min)

R engine Microsoft R open(MRO) with Intel MKL for parallel mathematical computing

R interface package for HDF5 rhdf5 (The HDF Group)

Large Data interface package data.table (The 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 : CRAN)

matrix Statistics package matrixStats (The 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 : CRAN)

System Specifications CPU & Core : Intel 4-Core i7-7700 3.6GHz, RAM : 64 GB, HDD : SSD (Desktop)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f daily and monthly datasets processing

FIGURE 10. Valid pixcel ratio of Chlorophyll-a during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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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별 통계 산출값, 유효 촬영일수 등을 모두 

포함한 오픈데이터 형식의 월간 데이터셋 파일

의 크기는 육지 영역 데이터를 제외하는 작업을 

통해 5.22GB 정도로 줄일 수 있었다. 처리시간 

중 대부분은 일간데이터 파일들을 읽어 들이거

나 물리적 파일로 저장하는 단계에서 소요되었

으며, 데이터프레임을 조작하거나 통계산출 시

에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월간데이터 처리 속도

는 27개 일간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데 약 10분

이 소요되었으나 기상조건, 중·장기 요건 등 

데이터양의 증감에 따라 다소 단축되거나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처리결과는 다른 조건

에서의 처리 성능을 예상하는 데 참고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10은 각 일자별 Chl-a 유효 픽셀의 수

를 집계하여 시각화한 그래프로써 2018년 10

월간 한반도 주변의 기상여건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전체 해양영역 중 유효 픽셀값 비율이 최

대인 날은 25일로 55%의 비율을 보였으며 가

장 빈약한 유효 픽셀값 비율은 16%로써 11일

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듯이 중·장기간에 걸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필요 데이터 선

택 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1-A는 월간합성 데이터셋 픽셀별 유

효관측일수의 히스토그램으로 8일 부터 15일 

사이에 많은 값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

다. 2018년 10월 27일간 데이터의 픽셀별 최

소 유효관측일수는 1일, 최대 유효관측일수는 

24일이었으며, 유효관측일수의 공간적 분포를 

매핑하면 그림 11-B와 같다.

그림 12는 Chl-a 값의 공간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가시화 예로써 사용자는 합성한 월간데이

터셋을 이용하여 관측값의 공간적 분포를 QGIS 

등과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써 자료 파악을 위해 소

요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해양연구 활용에 관한 실용성 검토를 위

해 각 픽셀별 월간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Chl-a 
값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의 공간분포 

가시화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13).

즉, 한 달 동안 관측된 일별 값들의 변화 정

도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써 변동계수의 값이 

통상 10미만일 경우는 변화가 작은 것으로 판

별하며 30이상일 경우엔 심한 것으로 판별한다. 

A. Histogram of Valid Pixcel Value B. Mapping for Valid Date Count

FIGURE 11. Mapping and Histogram for Valid Date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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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판별을 위해 픽셀별 유효값 촬영 일수

가 7일 이상, 변동계수가 30이상인 조건으로 가

시화하여 공간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GOCI 데이터 합성결과의 

제공뿐 아니라 중·장기간의 데이터 관측현황, 

픽셀별 통계값 등 좀 더 다양한 정보로 처리, 

FIGURE 13. The visualization of CV thematic mapping for 

monthly composited Chlorophyll-a using QGIS

A. 0.1 ≤ Chl-a ≤ 0.25 B. 0.3 ≤ Chl-a ≤ 0.35 C. 0.4 ≤ Chl-a ≤ 0.5

FIGURE 12. Spatial distribution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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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GOCI 

위성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법 개

발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결과를 

통해 대용량 위성데이터에 대한 자료현황을 오

픈소스 기술을 이용하여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

으며 위성데이터에 대한 지식이나 GDPS 사용

법을 익혀야 하는 등의 기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써 자료 활용 준비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일반 사용자

들이 다루기 어려운 HDF5 파일구조 대신 익숙

한 형태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GOCI 영상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HDF5 포맷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rhdf5 패키지와 

data.table, matrixStats 패키지, R등을 이용하

여 GOCI 2차 산출물인 Chl-a 데이터셋을 빠르

게 처리하고 위치정보와 통계값을 모두 포함한 

활용성 높은 오픈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분석 알고리즘을 실험, 구현하였

다. 일간 3개의 데이터를 합성, 병합하는 데 약 

30 초가 소요되었고, 27일간의 월간데이터로 

합성, 병합하는 데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데이

터 처리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규모를 감안할 때 

양호한 처리 성능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며 기

상조건에 따라 중·장기간 데이터셋을 추출, 합

성, 가공해야 할 경우, PC장비와 오픈소스 기술

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

서 각종 해양 수치모델의 입력자료 구성, 해양

관련 인공지능화 기법 개발, 공간가시화, 공간분

석 등 다양한 사용자 요구에 맞는 데이터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GOCI 산출물들을 

이용한 해양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수명이 다 된 GOCI

의 기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재처리하여 관리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며, 2020년부터 운용 예정인 

GOCI-Ⅱ는 GOCI에 비해 공간해상도가 높아지

고 촬영영역도 확대되는 등 수십 배에 달하는 

데이터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GOCI-Ⅱ의 데

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관련 

사전 연구로써 검토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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