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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구축과 이행의 중요성

정 순 갑

기상청장

skchung@kma.go.kr

I. 서언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전 세계 평균 기온

은 지난 �1�0�0년간 �0�.�7�4℃ 상승하였고 지구 평균 해

수면은 �1�9�6�1�~�2�0�0�3년간 매년 �1�.�8�m�m씩 상승하였

다�(�I�P�C�C, �2�0�0�7�)�. 이러한 기후변화는 �2�1세기 말까

지 가속화될 전망이며 생태계, 산업·경제 및 생활

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I�P�C�C, 

�2�0�0�7�)�.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증가 등 인류는 일찍이 경험

하기 힘든 대규모의 재해를 빈번하게 겪고 있다�. 특

히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의 대규

모 지진해일과 �2�0�0�8년 �5월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미얀마 강타, �9월 ‘아이크’의 미국 텍사스 강타 등

으로 수많은 인명 및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

다�. 앞으로 가속화될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구관측 자료의 공유와 활

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정확한 예측과 올바른 의사결정 등 재난예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II. GEOSS 구축 배경 및 필요성

전지구적 문제에 과학적 역량과 기술적 자료를 바

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

랫동안 제기되면서 지난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

정상회의와 �2�0�0�3년 �G�-�8 정상회의에서 전지구관측

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구축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간 

국제기구인 지구관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이 �2�0�0�5년 정식 설립되고 �G�E�O�S�S �1�0

개년 이행계획이 승인되면서 �G�E�O�S�S에 대한 글로

벌 협력이 본격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움직

임에 동참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고 범지구적국제협

력에 기여하고자 �2�0�0�5년 �8월 「�G�E�O�S�S 국가대응전

략」을 수립하였으며, 기상청 내에 �G�E�O 한국사무

국을 설치하였다�. 현재 기후변화 문제는 유엔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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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젠다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 협상 시한

으로 �2�0�1�2년 이후의 �Pos�t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G�8 

확대정상회의�(�2�0�0�8�. �7�.�)에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

응 노력에 적극적 동참의지를 천명하였다�. 

현 지구관측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개발도상국가

들의 자료접근 어려움, 기술적 인프라 낙후 및 부적

절한 자료통합과 정보처리 상호운영 등이 있다�. 지

구관측시스템은 오늘날의 개별적인 관측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부터 미래의 건전한 결정과 행동을 

위한 토대로서 호환성 있는 표준에 따라, 조정되

고, 신속하며, 장기적인, 양질의 전 세계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진전되어야 한다�. 전지구관측시스템

은 지구계의 기상, 기후, 해양, 육지, 지질, 생태계, 

자연적·인위적 재난을 포괄적으로 관측하여 인류

의 안전과 복지 향상, 지구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

한 발전을 추구하는 범지구적인 협력 사업이다�. 즉, 

�G�E�O�S�S는 지구계에 대한 포괄적·지속적·조정된 관

측을 수행하고 관측 자료를 분석·예측한 후 유용

한 최종 정보를 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

스템의 시스템이다�.

�2�0�0�7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

최된 제�4차 �G�E�O 총회와 장관급회의에서 전지구관

측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케이프타운 선언문을 채택

하였는데, �G�E�O�S�S가 개념설계 단계에서 행동과 이

행 단계로 발전해야 함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국

가간 자료공유원칙 수립과 상호 운용성의 개선과 

확대, 예측능력 향상 주력 등 구체적인 이행을 촉

구하였다�. �G�E�O�S�S 구축의 핵심은 각 국이 운용하

는 관측시스템에 대한 통합 운용을 통해 정확한 정

보를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함으로써 정부 정책 결정

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라 하겠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는 공동 관측 및 예

측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단계로 들어섰

지만 �G�E�O�S�S가 완전히 구축되는 데는 향후 �1�0년 정

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적극 대

처하기 위해서 전 지구를 포괄적, 지속적으로 관측

하고, 관측 자료를 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G�E�O�S�S 구축을 서둘러

야 할 때이다�. 

III. GEOSS 구축의 추진 방향 및 기대효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증가

함에 따라 통합된 �G�E�O�S�S 구축을 통한 공동대응

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과학기술

적 관측 정보에 의한 정확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전지구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구공동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G�E�O�S�S 구축 이행이 필요하다�. �G�E�O�S�S를 효과적으

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G�E�O�S�S를 위한 새로운 지구

관측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의 성과 또는 

계획 중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

히, �G�E�O�S�S에 대한 미래사회 수요분석과 각 부처·

청의 현황분석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

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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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한 정책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상호 의

존적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묘사하고, 예측하

느냐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지상, 해양, 항공, 우주 

기반의 지구관측, 자료동화 기술과 지구 시스템 모

델링이 반드시 필요하다�(케이프타운 선언문, �2�0�0�7�)�. 

�G�E�O�S�S는 선진국·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 지구

를 아우르는 관측 체계를 통해 각종 환경변화·재

난 대응과 지구 생태계·자원 보호를 위한 의사결

정 시스템으로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의지

의 표명이다�. �G�E�O�S�S는 우리나라의 자원 부족, 취

약한 국토 관리 및 기후변동 등에 관한 문제를 극

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전지구관측, 예측, 의사

결정 등 추진 중인 연구와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G�E�O�S�S는 �1�0개년 이행 계획의 범주 안에서 회원국

과 참여기구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는 기존 및 향

후 관측·예측·정보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강화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

다�. 국가 정책 및 국제적 의무 사항의 기본 틀 안에

서 지구 관측망 및 체제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

고 장기적 운영이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을 인식하고, �G�E�O�S�S의 성공여부는 데이터와 생산

물을 전 지구 차원에서 시기적절하고 공개적인 접

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G�E�O 파트너들이 함께 노력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

다�. 공유적인 �G�E�O�S�S 자료구조 분야와 관련 정보 

인프라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

해야하며, 지속적인 �G�E�O�S�S 강화와 �1�0개년 이행 계

획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 관측 및 관련 예측·정보 

시스템들의 상호운용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

여 함께 노력해야한다�. 개념단계에서 행동과 이행

단계로 발전하면서, �G�E�O가 전지구 관측·예측·정

보 시스템에 대한 국가 및 지역차원의 투자로 얻어

지는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 기본 틀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4차 �G�E�O 총회�(’�0�7�.�1�1�.�) 및 장관급회의 참가 사진�(왼쪽�),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제�5차 �G�E�O 총회�(’�0�8�.�1�1�) 모습�(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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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현재 정부 내의 개별 시스템은 많은 발전을 이루

었으나 이들을 통합하는 시스템의 구축은 미약하

여 필요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

다�. 이미 존재하는 관측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국

가 �G�E�O�S�S 운영센터 구축은 관측뿐만 아니라 예측

자료의 생산·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 정책결정자 

및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 정보를 공급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G�E�O 참여국 및 집행위원회 이사국으로서의 책임

과 역할을 완수하고, �G�E�O 총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을 통해 향후 지구관측그룹 내 위상을 제고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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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EO/GEOSS 추진 배경

최근 지구온난화, 대규모 자연재해 빈발, 기후변

화, 생물종의 멸종, 자원고갈, 오염물질 및 전염병

의 확산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

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의 원인이 폭염, 

지진, 지진해일, 태풍, 산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

가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전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 해

상, 지상 등에서 수행되는 전지구적 관측을 통해 

지구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이해, 감시, 예측이 중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구관측시스템의 통합이 요

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

환으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2�0�0�2�. �9�.�) 및 

�G�-�8 정상회의�(�2�0�0�3�. �6�.�)에서 전 세계가 협력하는 

통합된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구축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2�0�0�5년 �2월 제�3차 지구관측장관급

회의 및 제�6차 지구관측그룹 특별회의�(벨기에�)에서 

전지구관측시스템 �1�0개년 이행계획을 승인하고 이

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지구관측

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을 정식 

설립하였다�.

�G�E�O�S�S는 지구계의 기상, 기후, 해양, 육지, 지질, 

생태계, 자연적·인위적 재난을 포괄적으로 관측하

여 인류의 안전과 복지 향상, 지구 환경보호 및 지

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려는 범지구적 국제 협력 사

업이다�. 또한 �G�E�O는 전지구관측시스템을 구축하

GEO/GEOSS 현황과 추진 계획

정책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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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요 격차를 보완하며, 관측시스템들 간의 상호

운영성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사용

자 요구사항을 수렴하며 정보전달 체계를 개선한

다�.

번호 국가명 번호 국가명 번호 국가명

�1 알제리 �2�7 그리스 �5�3 나이지리아

�2 아르헨티나 �2�8 기니비사우 �5�4 노르웨이

�3 오스트레일리아 �2�9 온두라스 �5�5 파키스탄

�4 바하마 �3�0 헝가리 �5�6 파나마

�5 바레인 �3�1 아이슬란드 �5�7 파라과이

�6 방글라데시 �3�2 인도 �5�8 페루

�7 벨기에 �3�3 인도네시아 �5�9 필리핀

�8 벨리즈 �3�4 이란 �6�0 포르투갈

�9 브라질 �3�5 아일랜드 �6�1 루마니아

�1�0 카메룬 �3�6 이스라엘 �6�2 러시아

�1�1 캐나다 �3�7 이탈리아 �6�3 슬로바키아

�1�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8 일본 �6�4 슬로베니아

�1�3 칠레 �3�9 카자흐스탄 �6�5 남아프리카공화국

�1�4 중국 �4�0 대한민국 �6�6 스페인

�1�5 콩고 �4�1 라트비아 �6�7 수단

�1�6 코스타리카 �4�2 룩셈부르크 �6�8 스웨덴

�1�7 크로아티아 �4�3 말레이시아 �6�9 스위스

�1�8 키프로스 �4�4 말리 �7�0 타이

�1�9 체코 �4�5 모리셔스 �7�1 튀니지

�2�0 덴마크 �4�6 멕시코 �7�2 터키

�2�1 이집트 �4�7 몰도바 �7�3 우간다

�2�2 에스토니아 �4�8 모로코 �7�4 우크라이나

�2�3 유럽연합 �4�9 네팔 �7�5 영국

�2�4 핀란드 �5�0 네덜란드 �7�6 미국

�2�5 프랑스 �5�1 뉴질랜드 �7�7 우즈베키스탄

�2�6 독일 �5�2 니제르

�[표 �1�] �G�E�O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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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EO/GEOSS 현황 및 추진 계획

1. GEO의 구조

1) GEO 총회 (GEO Plenary)

�G�E�O 총회는 �G�E�O 회원국 및 참여기구의 대표가 참

가하는 �G�E�O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매년 �1회 이

상 개최된다�. 제�1차 지구관측그룹 총회는 �2�0�0�5년 �5

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차 총회

는 �2�0�0�5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차 총회는 

�2�0�0�6년 �1�1월 독일 본에서, 제�4차 총회는 �2�0�0�7년 �1�1

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5차 총회

는 �2�0�0�8년 �1�1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었다�.

(1) 회원국

�G�E�O의 회원국�[표 �1�] 자격은 모든 �U�N 회원국들과 

유럽공동체에 개방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현재 

회원국은 �7�6개국과 �E�C로 구성되어 있다�. 

번호 참여기구

�1 AA�R�S�E A�f�r�ica�n Assoc�ia�t�io�n o�f �Re�mo�te �Se�ns�i�n�g o�f �the �E�n�v�i�ro�n�me�n�t

�2 A�D�I�E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3 A�P�N As�ia�-�Pac�i�f�ic �Ne�t�wo�r�k �fo�r �G�lo�ba�l �Cha�n�ge �Resea�rch

�4 �CA�T�HA�LA�C �Wa�te�r �Ce�n�te�r �fo�r �the �H�u�m�i�d �T�ro�p�ic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5 �C�E�O�S �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6 �C�G�M�S �Coo�r�d�i�na�t�io�n �G�ro�u�p �fo�r �Me�teo�ro�lo�g�ica�l �Sa�te�l�l�i�tes

�7 �C�M�O �Ca�r�i�b�bea�n �Me�teo�ro�lo�g�ica�l �O�r�ga�n�i�za�t�io�n

�8 �C�O�S�PA�R �Co�m�m�i�t�tee o�n �S�pace �Resea�rch

�9 �DA�N�T�E �De�l�i�ve�r�y o�f A�d�va�nce�d �Ne�t�wo�r�k �Tech�no�lo�g�y �to �E�u�ro�pe

�1�0 �D�I�V�E�R�S�I�TA�S

�1�1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1�2 �E�EA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1�3 �E�I�S�-A�F�R�I�CA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s�-A�F�R�I�CA

�1�4 �E�SA �E�u�ro�pea�n �S�pace A�ge�nc�y

�1�5 �E�S�EA�S �E�u�ro�pea�n �Sea �Le�ve�l �Se�r�v�ice

�1�6 �E�U�M�E�T�N�E�T �Ne�t�wo�r�k o�f �E�u�ro�pea�n �Me�teo�ro�lo�g�ica�l �Se�r�v�ices�/�Co�m�pos�i�te �O�bse�r�v�i�n�g �S�ys�te�m

�1�7 �E�U�M�E�T�SA�T �E�u�ro�pea�n �O�r�ga�n�i�z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e�teo�ro�lo�g�ica�l �Sa�te�l�l�i�tes

�1�8 �E�u�ro�Geo�S�u�r�ve�ys �The Assoc�ia�t�io�n o�f �the �Geo�lo�g�ica�l �S�u�r�ve�ys o�f �the �E�u�ro�pea�n �U�n�io�n

�1�9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 �F�D�S�N �Fe�de�ra�t�io�n o�f �D�i�g�i�ta�l �B�roa�d�-�Ba�n�d �Se�is�mo�g�ra�ph �Ne�t�wo�r�ks

�2�1 �G�B�I�F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표 �2�] �G�E�O 참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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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C�O�S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2�3 �G�L�O�B�E �G�lo�ba�l �Lea�r�n�i�n�g a�n�d �O�bse�r�va�t�io�n �to �Be�ne�f�i�t �the �E�n�v�i�ro�n�me�n�t

�2�4 �G�S�D�I �G�lo�b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2�5 �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2�6 �G�T�O�S �G�lo�ba�l �Te�r�res�t�r�ia�l �O�bse�r�v�i�n�g �S�ys�te�m

�2�7 �IA�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

�2�8 �I�C�S�U �I�n�te�r�na�t�io�na�l �Co�u�nc�i�l �fo�r �S�pace

�2�9 �I�C�I�M�O�D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

�3�0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3�1 �I�G�B�P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

�3�2 �I�G�FA �I�n�te�r�na�t�io�na�l �G�ro�u�p o�f �F�u�n�d�i�n�g A�ge�nc�ies �fo�r �G�lo�ba�l �Cha�n�ge �Resea�rch

�3�3 �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3�4 �I�IA�S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3�5 �I�I�S�L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pace �La�w

�3�6 �I�N�C�O�S�E �I�n�te�r�na�t�io�na�l �Co�u�nc�i�l o�n �S�ys�te�ms �E�n�g�i�nee�r�i�n�g

�3�7 �I�O�3�C �I�n�te�r�na�t�io�na�l �O�zo�ne �Co�m�m�iss�io�n

�3�8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3�9 �I�S�C�G�M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G�lo�ba�l �Ma�p�p�i�n�g

�4�0 �I�S�D�R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4�1 �I�S�P�R�S �I�n�te�r�na�t�io�na�l �Soc�ie�t�y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4�2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4�3 �P�O�G�O �Pa�r�t�ne�rsh�i�p �fo�r �O�bse�r�va�t�io�n o�f �the �G�lo�ba�l �Ocea�n

�4�4 �S�I�CA�/�C�CA�D �Ce�n�t�ra�l A�me�r�ica�n �Co�m�m�iss�io�n �fo�r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4�5 �S�O�PA�C �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

�4�6 �U�N�C�B�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d�i�ve�rs�i�t�y

�4�7 �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4�8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4�9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5�0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5�1 �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5�2 �U�N�O�O�SA �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5�3 �U�N�U�-�E�H�S �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H�u�ma�n �Sec�u�r�i�t�y

�5�4 �W�C�R�P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5�5 �W�F�P�HA �Wo�r�l�d �Fe�de�ra�t�io�n o�f �P�u�b�l�ic �Hea�l�th Assoc�ia�t�io�ns

�5�6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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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구

�2�0�0�8년 �1�2월 현재 �5�6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

다�[표 �2�]�.

(3) 옵서버

�2�0�0�8년 �1�2월 현재 �2개국과 �5개 기구 등 총 �7개의 

옵서버가 있다�.

● 국가�(�2�)�: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 기구�(�5�)

  �- e�G�Y�: �E�lec�t�ro�n�ic �Geo�ph�ys�ica�l �Yea�r

  �-  �E�S�I�P�: �Fe�de�ra�t�io�n o�f �Ea�r�th �Sc�ie�nce 

�I�n�fo�r�ma�t�io�n �Pa�r�t�ne�rs

  �-  �G�E�B�C�O�: �Ge�ne�ra�l �Ba�th�y�me�t�r�ic �Cha�r�t o�f �the 

�Ocea�ns

  �- �I�S�C�: �I�n�te�r�na�t�io�na�l �Se�is�mo�lo�g�ica�l �Ce�n�t�re

  �-  �S�TA�R�T�: �S�ys�Te�m �fo�r A�na�l�ys�is, �Resea�rch a�n�d 

�T�ra�i�n�i�n�g

2)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G�E�O 총회의 의사결정을 촉진

하고 결정된 사항의 이행에 대해 감시하고 권고하

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아프리카 �2개국, 아메리카 

�3개국,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3개국, 독립국가연합

�(�C�I�S�) �1개국, 유럽 �3개국 등의 �5개 �G�E�O 지역에서 선

출된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표 �3�]�. 선진국 �2개

국과 개발도상국 �2개국으로 구성되는 �4개의 집행위

원회 회원국은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공동의장 역할

을 수행한다�. 또한 �G�E�O 사무국의 업무를 감독한다�.

3) GEO 사무국 (GEO Secretariat)

�G�E�O 사무국은 세계기상기구�(�W�M�O�) 본부�(스위스, 

제네바�) 내에 있으며, 사무국장을 포함 �2�1명의 직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G�E�O�S�S 사업계획 개발 및 준

비, 사업계획 수행 조정, 총회 및 집행위원회 활동

을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과 �G�E�O�S�S에 관한 정보수

집 및 출판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  역 국  가 지  역 국  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

오세아니아

호주

우간다 중국�*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벨리즈

유럽

�E�C�*

미국�* 프랑스

�C�I�S 러시아 노르웨이

�* 공동의장

�[표 �3�] 집행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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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O 위원회 및 실무그룹 (Committees & 

Working Groups)

�G�E�O는 �G�E�O�S�S �1�0개년 이행계획을 위해 총회와 

집행위원회 산하에 구조 및 자료위원회 �(A�D�C�: 

A�rch�i�tec�t�u�re a�n�d �Da�ta �Co�m�m�i�t�tee�), 역량배양위

원회 �(�C�B�C�: �Ca�pac�i�t�y �B�u�i�l�d�i�n�g �Co�m�m�i�t�tee�), 과

학기술위원회 �(�S�T�C�: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사용자인터페이스위원회 �(�U�I�C�: �Use�r 

�I�n�te�r�face �Co�m�m�i�t�tee�) 등의 �4개 위원회와 지진해

일 활동에 대한 실무그룹 �(�W�G�TA�: �Wo�r�k�i�n�g �G�ro�u�p 

o�n �Ts�u�na�m�i Ac�t�i�v�i�t�ies�)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조 및 자료위원회는 포괄적이며 조정되고 지속적

인 지구관측을 위하여 �G�E�O�S�S의 계획, 조정, 이행

의 모든 구조 및 자료 관리 측면에서 �G�E�O를 지원

한다�. 역량배양위원회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

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구

관측자료 및 생산물을 사용하고 �G�E�O�S�S 관측 및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도록 �G�E�O를 지원한다�. 과학

기술위원회는 �G�E�O가 올바른 과학 및 기술의 조언

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 공동

체가 지속가능한 �G�E�O�S�S를 개발, 이행, 사용하도

록 한다�. 사용자인터페이스위원회는 국가적, 지역

적, 전구적 규모에서 사용자 그룹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G�E�O�S�S를 개

발, 이행, 사용하도록 한다�. 지진해일 활동에 대한 

실무그룹은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활동

을 조정하고 �G�E�O�S�S에 의해 지원되는 복합재해대

응�(�m�u�l�t�i�-ha�za�r�d a�p�p�roach�) 중 없어서는 안 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경고 및 완화 시스템을 

실현시키고자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으로 공헌한다

�(현재 동 실무그룹 활동은 공식 종료됨�)�.

2. GEOSS 현황

1) 정의 및 비전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은 지구계의 기상, 기후, 

해양, 육지, 지질, 생태계, 자연적·인위적 재난을 포

괄적으로 관측하여 인류의 안전과 복지 향상, 지구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범지구

적인 국제 협력 사업으로 �G�E�O�S�S는 지구계에 대한 

포괄적·지속적·조정된 관측을 수행하고 관측 자료

를 분석·예측한 후 유용한 최종 정보를 수요자에

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의 시스템이다�. 이 시

스템은 조정되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지구관측과 

관련 정보 생산에 의해 인류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장래의 결정과 행동의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

2) 운영 체계

�G�E�O�S�S는 현존하는 지구관측시스템과 사용자 요

구에 따른 추가적인 지구관측시스템의 현장, 항공, 

우주 기반 관측 등의 조정된 통합관측시스템을 구

축한다�. 지구 관측 자료와 사회경제 통계자료를 기

반으로 지구시스템 모델링 과정을 거쳐 분석 및 예

측을 통한 지구시스템에 대한 감시와 예측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분석 및 예측자료에 기반 한 의사

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적의 정책결정 지원 

및 복리증진과 경제사회 발전을 추구한다�.

3) 9대 사회ㆍ경제적 편익 부문

�G�E�O�S�S �1�0개년 이행계획은 지구시스템을 안전하고 

종합적으로 관측함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전지구적인 역량과 수단의 확대 및 여러 



정책초점

12 Meteorological
Technology & Policy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편익의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표 �4�]�.  

분야 사회ㆍ경제적 편익 주요 내용 사례

재해 자연적, 인위적 재

난으로부터 생명

과 재산 피해 감소

위험 관련 관측�(화재, 화산분출, 지진, 쓰나미, 

산사태, 눈사태, 홍수, 악기상, 오염사건 등�)에 

대한 특정지점,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

서 감시, 예보, 위험평가, 조기경보, 완화 및 위

험에 더 나은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조정 

체계 구축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서 번

개에 의한 화재 발생

→ 위성의 산불 감지

→ 신속한 주민대피

→  상층 바람장을 이용한 화재 확

산 가능성 예측·대응

보건 인간 보건과 복지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이해

항공�/해양�/물 오염, 성층권의 오존 고갈, 영구

적인 유기 오염물, 영양소 및 재해 관련 기상 감

시 등에 대한 적절한 환경적 데이터와 보건 통

계 정보의 흐름을 통한 인간 보건 향상에의 기

여 및 예방

뱅골만 해수면 온도 상승

→ 방글라데시에서 콜레라 병원체 보고

→  위성영상을 통한 해수면 상승과 

콜레라균을 포함한 플랑크톤 이

동 추적

에너지 에너지 자원

관리 향상

환경적으로 책임 있고 정당한 에너지 관리, 에

너지 수요와 공급의 더 나은 조화, 에너지 인프

라에 대한 위험의 감소, 온실가스와 오염물에 

대한 더 정확한 재고조사, 재사용 가능한 에너

지의 잠재력에 대한 더 나은 이해 등

�2�0�0�3년 �9월 허리케인 이사벨에 의

한 미국 동부 해안 에너지 문제 발

생시

→ �5�5�0만 주민의 전기 공급 중단

→ 수돗물 공급 중단

기후 기후변동과 변화에 

대한 이해, 평가, 예

측, 완화, 적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와 변동에 대

한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이해, 지구시스템에 

미치는 기후의 영향 이해, 더 향상된 기후 예측

에의 기여 등

태평양에서 강한 엘리뇨 현상 발생 예측

→ 북동 페루, 남부 에콰도르, 우루

과이 농부들은 홍수피해에 대한 대

비책 마련

수자원 물 순환에 대한 

향상된 이해를 바

탕으로 한 수자원 

관리의 향상

강수, 토양습도, 시내흐름, 호수와 저수지 수위, 

적설, 빙하와 얼음, 증발과 발산, 지하수, 수질

과 수원 등과 더 나은 이해를 위한 통합된 수자

원 관리, 현장관측 네트워크와 자료 수집의 자

동화 강화 및 관련 능력 배양 등

아프리카 예보센터, 몬순 약화에 

따른 강수량 감소 예측

→  식물 관측을 통한 식량상태 및 

강과 저수지 수위 파악

→ 가뭄 대비 식량과 대체 식품 비축

기상 기상 정보, 예보 

및 경보 향상

적시적인 단기, 장기 예보를 위한 바람과 습도 

프로파일, 강수 등과 같은 관측요소와 다양한 

자료 수집 및 관측 갭 축소, 역동적인 샘플링 

사용 확장, 필수 관측 요소의 전달 및 예보 능

력 증진 등

수치예보센터에서 방글라데시와 인

도에서의 강한 악기상 발생 예측

→ 예보센터의 앙상블 예보

→  사회·경제 대응모델 결과로 지역

기관·국제단체에 대비책 제공

�[표 �4�] �9대 사회·경제적 편익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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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대 교차분야

교차분야�(�C�ross�-�C�u�t�t�i�n�g A�rea�)는 모든 사회·경제

적 편익분야에 대한 �G�E�O�S�S의 기술적 접근을 지원

하는 활동이다�[표 �5�]�.

�[표 �5�] �5개 교차분야

생태계 지상, 연안 및 해

양 생태계의 관리

와 보호 향상

산림, 방목장, 해양과 같은 생태계 지역의 상태

와 천연자원 재고 수준, 생태계 상태의 변화와 

예측ㆍ탐지, 자원의 잠재력과 한계 명확화 등을 

위한 지속적 관측 등

여러 나라에 인접한 중국해에서 유

해조류 발생 감지

→  유해조류 발생시간과 분포 및 

강도 예측

→  어업, 수송업, 관광관련 기관에 

제공

농업 지속적인 농업 및 

사막화 방지 지원

농작물 생산, 가축, 양식과 어장 통계, 식품 안

전, 가뭄, 영양소 균형, 농업 시스템, 토지 사용 

및 토지 피복 변화, 토지 붕괴와 사막화 등과 

관련된 중요 관측과 사회·경제적 요소와의 통

합 등

실시간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관련

정보 제공

→  시장 가격정보, 국지기상예보, 

곡물에 대한 정보를 농민에게 

직접 제공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의 이

해, 감시 및 보존

생태계 상태와 범위, 종의 분포와 상태, 주요 

개체에 있어 발생학적 다양성 등에 대한 관측 

및 다른 종류의 정보와의 통합·분배 등

해양보호지역 근처의 작은 섬을 이

루는 산호밭에서 유조선 침몰

→  생태계 관측시스템 분석을 통해 

멸종위기의 산호류, 어류들의 분

포 파악

분야 주요 내용

사용자 참여�(�Use�r �E�n�ga�ge�me�n�t�) 교차활동�(�C�ross�-�C�u�t�t�i�n�g�) 분야 사용자들의 수요를 더 구체화 및 이를 인

식·실행할 시범 그룹 창출 등

구조 및 설계�(A�rch�i�tec�t�u�re�) �G�E�O 및 기여하는 참가기관의 이행약속, �G�E�O�S�S 상호 운용성 설명 사항

을 고수하는 합의사항 등

자료관리�(�Da�ta �Ma�na�ge�me�n�t�) 다양한 사회편익분야에서 요구되는 자료, 메타데이터 및 생산물의 발전

과 이용가능성 촉진 등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 �G�E�O 회원국 및 참여기구에 능력배양 창출에 관한 조사 수행, 개발도상

국에 �G�E�O�S�S 이행에 중요한 인프라 구축 등

사용자 확대�(�O�u�t�reach�) 국제회의 등 워크숍 등에 대한 포괄적인 �G�E�O�S�S 참여 및 입지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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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2011년 GEO 사업 계획

�2�0�0�9�-�2�0�1�1년 �G�E�O 사업계획은 이전 �G�E�O 사업

계획�(�2�0�0�7�-�2�0�0�9년�)과는 달리 사업계획 관리방식

이 추가되었으며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으로는 �5개 

�G�E�O�S�S 공통분야 및 �9개 �G�E�O�S�S 사회편익분야별 

총 �4�2개의 사업계획으로 구성된다�[표 �6�]�. 

4.  GEO 자료 및 구조 위원회(ADC)의 현황 및 

추진 계획

1) 목적

�2�0�0�5년 �1�2월 제�2차 �G�E�O 총회에서 승인받은 자료 

및 구조 위원회�(A�D�C�)의 목적은 �G�E�O가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현존하는 시스템들과 활동에 기반하

여 �G�E�O�S�S의 구성요소들을 정의하고, 관측방법들

을 수렴하거나 조화롭게 하며, 표준화된 기술문서, 

자료동화 등의 사용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료 및 구조 위원회는 �G�E�O가 공유데이터, 메타데이

터 및 생산물들의 수집, 처리, 저장 및 분배에 대한 

기술적 규격을 포함한 �G�E�O 회원국과 참여 국제기

구분 세부구분 사업명

�G�E�O�S�S

공통분야

구조설계 A�R�-�0�9�-�0�1 �: �G�E�O�S�S 공동인프라�(�G�C�I�)

A�R�-�0�9�-�0�2 �: �G�E�O�S�S 상호운영시스템

A�R�-�0�6�-�1�1 �: 무선주파수 보호

�C�B�-�0�6�-�0�4 �: 전파 및 분배 네트워크

자료 관리 �DA�-�0�6�-�0�1 �: �G�E�O�S�S 자료공유 원칙

�DA�-�0�9�-�0�1 �: 자료 관리

�DA�-�0�9�-�0�2 �: 자료 통합 및 분석

�DA�-�0�9�-�0�3 �: 전지구 자료셋

능력배양 �C�B�-�0�9�-�0�1 �: 재원 조달

�C�B�-�0�9�-�0�2 �: 지구관측 개별능력 배양

�C�B�-�0�9�-�0�3 �: 지구관측 활용 제도적 능력 배양

�C�B�-�0�9�-�0�4 �: 능력배양 소요 및 격차 평가

�C�B�-�0�9�-�0�5 �: 정보접근 인프라 개발 및 기술이전 

과학 기술 �S�T�-�0�9�-�0�1 �: �G�E�O�S�S 연구개발 재원 목록화

�S�T�-�0�9�-�0�2 �: 과학기술분야 �G�E�O 인식 및 편익 증진

사용자 참여 �U�S�-�0�9�-�0�1 �: 사용자 참여

�U�S�-�0�9�-�0�2 �: 사회 경제 지표

�U�S�-�0�9�-�0�3 �: 교차 분야 산출물 및 서비스

�[표 �6�] �2�0�0�9�-�2�0�1�1 �G�E�O 사업계획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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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운용 규정을 정의하고 

갱신하도록 한다�. 또한 �G�E�O가 자료관리 정보관리, 

그리고 일반적인 서비스를 촉진하며, 상대적으로 국

제적인 규격과 국가 정책 및 규정을 인식하는 가운

데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자료와 정보의 공유와 교환

을 위한 자료공유정책을 진흥하도록 돕는데 있다�.

2) 추진 계획

A�D�C는 현업운영 능력 확대�(�f�u�l�l o�pe�ra�t�io�na�l 

ca�pac�i�t�y�)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A�D�C는 구조이행 시범사업�(A�I�P�), 상호운용성 촉진

을 위한 표준 및 상호운용성 포럼�(�S�I�F�)의 정기적

인 운영을 통해 �G�E�O�S�S 구조 이행의 향상을 기대

�9개 �G�E�O�S�S

사회편익 분야

재해 �D�I�-�0�6�-�0�9 �: 위험관리를 위한 위성 이용

�D�I�-�0�9�-�0�1 �: 지구위험평가 지원을 위한 체계적 감시

�D�I�-�0�9�-�0�2 �: 다중위험관리접근 및 지역응용 이행

�D�I�-�0�9�-�0�3 �: 재해경보시스템

보건 �H�E�-�0�9�-�0�1 �: 보건정보시스템

�H�E�-�0�9�-�0�2 �: 보건감시 및 예측시스템

�H�E�-�0�9�-�0�3 �: 전반적 보건사업

에너지 �E�N�-�0�7�-�0�1 �: 에너지원 관리

�E�N�-�0�7�-�0�2 �: 에너지환경영향감시

�E�N�-�0�7�-�0�3 �: 에너지정책기획

기후 �C�L�-�0�6�-�0�1 �: 지속적 기후자료 재처리 및 재분석

�C�L�-�0�9�-�0�1 �: 정책결정, 위험관리 및 적응을 위한 환경정보

�C�L�-�0�9�-�0�2 �: 지속적 관측시스템

�C�L�-�0�9�-�0�3 �: 전지구 탄소 관측 및 분석시스템

수자원 �WA�-�0�6�-�0�2 �: 가뭄, 홍수 및 수자원관리

�WA�-�0�6�-�0�7 �: 수자원관리를 위한 능력배양

�WA�-�0�8�-�0�1 �: 수자원관리 및 연구를 위한 통합 결과물

기상 �W�E�-�0�6�-�0�3 �: �T�I�G�G�E 및 전지구쌍방향예보시스템 개발

�W�E�-�0�9�-�0�1 �: 악기상예측 능력배양

생태계 �E�C�-�0�9�-�0�1 �: 생태계 관측 및 감시망�(�G�E�O �Eco�Ne�t�)

�E�C�-�0�9�-�0�2 �: 인간 차원의 생태계 이용 및 보존

농업 A�G�-�0�6�-�0�2 �: 수산업 및 수산양식의 자료 이용

A�G�-�0�7�-�0�3 �: 전지구농업감시

생물다양성 �B�I�-�0�7�-�0�1 �: 생물다양성 관측망�(�G�E�O �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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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Bes�t �P�rac�t�ices와 사용자 요구�(�Use�r 

�Re�q�u�i�re�me�n�ts�)를 위한 등록소 등의 �G�E�O�S�S 공동

인프라의 추가적인 확장 등을 기대하고 있다�.

A�D�C는 첨단적인 관측의 영역, 센서 네트워크의 발

전과 가상모임�(�V�i�r�t�ua�l �Co�ns�te�l�la�t�io�n�)의 발전 등 

�G�E�O�S�S의 차세대 요구되는 영역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러한 작업들은 다른 �G�E�O 위원회와 밀접

하게 조정될 것이다�. A�D�C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초기운영능력�(�I�O�C�; �I�n�i�t�ia�l �O�pe�ra�t�i�n�g �Ca�pa�b�i�l�i�t�y�) 

시범운영�: 포탈, 클리어링 하우스, 레지스트리 

등 �G�E�O�S�S 공동인프라 시범운영을 통한 프로토

타입에서 현업운영단계로의 이행

●  상호운용성�: 표준, 메타데이터, 자료조화

�(ha�r�mo�n�i�za�t�io�n�), 품질인증, 자료공유원칙

●  수평적 개발�: 다중 사회경제편익분야나 다중 시

스템에 영향을 고려하여 관측, 자료 관리와 레지

스트리를 위한 개발

●  능력 유지�: 무선주파수 보호와 전 세계 표준 측

지 프레임의 유지

3) GEOSS 공통인프라(GCI)의 운영계획

�2�0�0�8년 �3월 �2�6�~�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2차 �G�E�O 집행위원회에서는 �G�E�O 포탈과 클리어링

하우스, 레지스트리를 포함한 �G�E�O�S�S 공통인프라

�(�G�C�I�)의 시범운영 실시를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초기운영능력�(�I�O�C�) 단계로 명명된 동 시범운영 계

획은 약 �1�2개월 동안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을 거쳐 �G�C�I의 다양한 후보 구성요소들의 검증

하고 또한 추가적인 �G�E�O�S�S 구성요소와 서비스를 

등록하게 될 것이다�. 초기운영능력�(�I�O�C�) 단계를 위

해 별도의 태스크팀이 구성 되었으며 제�6차 �G�E�O 총

회 승인후 �G�C�I의 본격적인 현업이 운영될 계획이다�. 

�I�O�C의 실시는 사용자 측면에서 전 세계 �G�E�O 커

뮤니티에 현재 잠정 구축된 �G�E�O�S�S 공동 인프라

의 활용, 평가, 개선을 위한 환류 기회를 제공하

고, 제공자 측면에서 지구관측 자료,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G�E�O 회원국에 회원국의 �G�E�O�S�S 

�Co�m�po�ne�n�t 및 �Se�r�v�ice 등의 온라인 등록 및 참

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국 �G�E�O�S�S 

�Co�m�po�ne�n�t 및 �Se�r�v�ice 등의 온라인 등록은 �G�E�O 웹

사이트�(�w�w�w�.ea�r�tho�bse�r�va�t�io�ns�.o�r�g�)를 통해 가능하

며 이미 등록된 �Co�m�po�ne�n�t, �Se�r�v�ice 등의 레지스트리 

검색도 가능하다�. �2�0�0�8년 �5월 �1�2일 현재 �Co�m�po�ne�n�t

는 �7�4개, �Se�r�v�ice는 �7�7개가 등록된 상태이다�. 

III. 한국지구관측그룹 현황 및 추진 계획

1.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한국지구관측그룹�(�K�G�E�O�)의 비전은 전지구관측 정

보의 공유·통합·활용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K�G�E�O의 목표로는 

첫째, 전지구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예측성을 증

진하고, 둘째, �G�E�O�S�S 정보의 국가 활용도를 제고

하며, 셋째, 지속적인 관측 요소 발굴·강화·확대

를 통한 국내 �G�E�O�S�S 기반을 구축하며, 넷째, 과학

기술 인프라 구축 및 관련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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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진 내용

재해
�-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
�- 재난관리 전문역량 강화

보건의료
�- 질병 발생 빈도 및 분포에 관여하는 기후영향모형 작성
�- 질병에 대한 사람 취약정도와 지구변화 상관성 파악
�- 전염병 발생 조기 경보체계 수립

에너지
�- 전지구적 에너지 자원 부존 및 탐사개발 정보 구축
�- 에너지 자원 정보 �D�B의 활용기술개발
�-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기술 개발에 관측 정보 활용

기후
�-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요소 감시 강화
�- 기후예측 능력제고
�- 국제 관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및 주관

수자원
�- 전지구적 수자원 통합관측시스템 구축 및 연계
�- 물 관리 및 수재해 예보시스템 구축
�- 수자원 정보 인프라 구축 및 국제 표준화의 선도적 추진

기상
�- 우주·지상기반 감시시스템 구축 및 기상관측 표준화에 의한 정밀 입체감시망 확보
�-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보체계 구축 및 운영
�- 국가 기상정보 공동 활용

생태계
�/생물다양성

�- 장기생태연구
�- 생물자원의 �D�B 및 종합 정보망 구축
�- 생태·자연도의 활용 및 갱신
�-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관리 체계 구축

농업
�- 농작물 작황 변동예측 및 농경지 재해 예보시스템 구축
�- 건전한 농업생태계 보전 시스템 구축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발생 모니터링 및 감축 시스템 구축

산림

�- 산림자원조사 및 자료관리 시스템 정비·구축
�- 산림피해의 탐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전지구관측자료를 활용한 산림의 기능평가 및 해석 능력 확보
�- 산림자원정보 인프라 구축 및 자료 제공 서비스 강화

해양
�- 해양 정보 생산�-품질관리�-서비스의 특성화 및 기술 고도화
�- 실시간해양자료의 통합을 위한 �I�T 기술 개발 및 해양예측체계 구축
�- 국제협력 강화 및 해양 정책 의사결정지원 강화

우주
�- 위성자료 수신처리시스템 구축 및 위성자료 검증·보정
�- 위성자료 활용기술 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능력 배양
�- 우주환경 및 지구환경 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국토공간
정보

�- 국가 기본지리정보 구축 및 국가 기준망 정립
�-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
�- 효율적인 국토공간정보 수정 갱신 체계 구축
�- �3차원 공간정보 구축

�[표 �7�] �1�2개 관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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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K�G�E�O는 관련기관 각각이 운영하는 

개별 시스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시스템

으로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 �G�E�O�S�S 관련 효과적인 국내·외 대응을 위해 

품질이 보장된 관측 자료의 실시간 교환 및 이를 

위한 자료 표준화, 통신 프로토콜 등의 호환성을 

확보한다�. 또한 �G�E�O�S�S 구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G�E�O�S�S 설계’, ‘자료 활용’ 및 ‘사용자 요구

사항 확인 및 반영’ 등에 대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2. 12개 관측분야

�G�E�O�S�S �9개 편익분야가 극대화 되도록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1�2개 관측분야를 선정하였다�[표 �7�]�. 

향후 �1�2개 관측분야가 어떻게 기여하고 협력하며 

조정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

에 따라서 관측분야가 확대될 수도 있다�. 

3. 5대 중점분야

�G�E�O�S�S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선정된 관측 분야 

중에서 �G�E�O�S�S의 조기안정화 및 우리나라의 현실

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5개 중점분야를 선정하였다�[표 �8�]�.

분야 중점 추진 내용

기후 및 환경

변화

�- 급격한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관측·수집 자료 확보

�- 해양과 기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측 능력 강화

�- 인간의 안전과 건강, 사회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한 전 세계 공동의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보건건강 �- 기후조건과 질병발생 간의 상관성 연구 등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관리

�-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감소 위협에의 대처

�-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고유종을 포함한 생물자원의 확보와 보전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외래종의 이동 규제 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자연재해

경감

�-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속적으

로 관측하고 있는 관련 자료의 통합·융합

�-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관측망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

�- 위성을 이용한 자연재해 빈발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예측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

물 순환의 이

해와 물 관리

�-  물 부족 및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지구적 규모의 물 순환 과정에 대한 정량적인 규명 

및 이를 통한 효율적인 물 관리 실현

�[표 �8�] �5개 중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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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실적 및 계획

 

1) 추진 실적

�2�0�0�5년 �9월 �G�E�O 국내·외 동향 파악, 지구관측그

룹에 대한 초기 대응 등의 지원 업무 개시를 위한 

지구관측그룹 한국사무국 현판식을 거행하였다�[그

림 �1�]�. �G�E�O 한국사무국은 �G�E�O 창설 회원국으로서 

국내 �G�E�O 활동을 조정하며 국내 �G�E�O�S�S 통합운영

체제 구축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G�E�O�S�S 관련 위

원회 및 기타 부처간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국

제협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역량 강화 활동을 지

원하며, �G�E�O 총회 및 장관급회의, 산하 위원회 등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가하고 관련 행정을 

지원한다�.

�[그림 �1�] �G�E�O 한국사무국 현판식�(’�0�5�. �9�. �1�2�.�)

�[그림 �2�]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사용자 포럼�(’�0�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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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 한국사무국에서는 한국 �G�E�O�S�S 구축 및 국

제적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사

무국 내에 자문그룹 및 실무그룹을 두고, 관측자

료 공유 활성화를 통해 �G�E�O 활동에 적극 참여하

고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전지구관측시스템 국가대응전략’을 바탕으로 

�G�E�O의 �G�E�O�S�S �1�0개년 이행계획에 대응하는 ‘한국 

�G�E�O�S�S 장·단기 이행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구관측그룹 한국사무국에서는 �2�0�0�5년 �1�2

월에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언론계, �N�G�O 등

의 대표가 참석한 �G�E�O�S�S 사용자 포럼을 개최하여 

�K�G�E�O의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G�E�O�S�S의 구축 의

의에 대해 발표 및 논의하였다�[그림 �2�]�. �2�0�0�7년 �1�2

월에는 국가 �G�E�O�S�S 통합자료 운영센터 구축기반 

마련을 위한 �G�E�O�S�S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

내 �G�E�O 정책 및 예산확보방안, 메타데이터 구축 

및 구조설계 방안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

다�. �2�0�0�7년 �4월에는 외국 기상청에 우리나라의 수

치예보기술을 전수하기 위하여 �G�E�O 역량배양 워

크숍을 개최하였다�. �G�E�O 회원국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1�6명

이 참가하였으며, 수치예보이론, 수치모델, 수치예

보, 디지털예보 등에 관한 강의 및 실습이 이루어

졌다�. 또한 �G�E�O 사무국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

여 �G�E�O 활동에 기여하였으며, �G�E�O 국제분담금�(매

년 �$�8�8,�0�0�0�)을 공여하고 있다�. �G�E�O 한국사무국은 

�2�0�0�7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는 분기

별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다�. 

2) 추진 계획

�K�G�E�O는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G�E�O�S�S

의 성공적인 구축을 주도하여 재해방지·자원보호

를 비롯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다

음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3�] �G�E�O�S�S 전문가 워크숍�(’�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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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응전략위원회 및 실무대책위원회 개최 지

원, �G�E�O 한국사무국 실무그룹, 자문그룹 운영 

및 한국 �G�E�O�S�S 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관련부처 협력 강화

•  국가 �G�E�O�S�S 국가대응체계 재정비 및 법적기반 

마련 추진

•  �G�E�O 집행위원회 적극 활동 등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도모

• �G�E�O �2�0�0�9�-�2�0�1�1년 국제협력사업 적극 참여

• �G�E�O 자료 및 구조위원회 회의 국내 참여

•  �G�E�O 국제분담금 공여, 개도국 역량배양 사업 

추진 및 �G�E�O 사무국 전문가 파견 등 우리나라 

�G�E�O 기여활동 강화

• �G�E�O 총회 및 장관급회의 개최

•  국가 �G�E�O�S�S 현업운영센터 설립 운영을 통한 국

가 공동대응체제 지원

•  �G�E�O�S�S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한 국내 이해관계

자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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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지구

현재 인류문명은 지구계라는 포괄적인 공간을 그 

터전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첨단기술로 무장하

고 있다는 문명도 안정된 지구계에서만 가능하

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지구계는 우리에게 호의적

일까�? �1�9�7�6년 �1월 중국 탕산에서 발생한 지진은 리

히터 규모 �7�.�5의 강진으로 약 �2�5만 �5천 명의 사망

자를 낸 엄청난 재앙이었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

아 인근 인도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사망

자만 약 �2�8만 명에 이르는 인명 손실과 막대한 경

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1�9�9�0년대 �1�0년 동안 발생한 

기상이변은 전 세계적으로 약 �4,�0�0�0억불에 이르는 

경제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

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점점 대형화

되고 있으며 그 발생 횟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결코 호의적이만은 않은 지구계

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전지구적 문제에 지구촌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해결책을 모색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이 

바로 그것이다�. 

II.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출발

지구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우주, 지상, 해상 등 전지구적 차원

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현상에 대한 진단·이해를 

GEOSS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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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구현상에 대한 전지구적 차

원에서의 관측이 필수적이다�. 관측된 자료를 토대

로 의미 있는 정보로 재생산하는 것 또한 필요하

다�. 무엇보다도 지구계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관측

된 자료와 의미 있는 정보로 재생산된 정보를 통

합·조정·공유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G�E�O�S�S는 지구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조정된 관측을 수행하고, 관측자료를 분석·예측하

여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유용한 정보를 최

종 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곧 �G�E�O�S�S 구축에 참여하는 국

가 또는 국제기구의 현존하는 또는 미래에 계획된 

시스템, 관측과 관측자료 및 고품질 정보 등에 대

한 접근과 공유를 의미한다�. 그것도 최소 비용으로 

최단 시간에 접근·공유할 수 있는 �G�E�O�S�S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기술적으로 현재 구축·운영중인 

또는 계획 중인 관측시스템 간의 통합·조정이 필

요하다�. 동시에 참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특정 목

적을 위해 분야별로 독립적�(각각의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으로 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지속

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는 ‘통합된 지구관측 연

구 프로그램 및 전지구관측시스템 간의 향상된 협

조와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담당할 

국제기구로 지구관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도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대

에도 불구하고 참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그 이해

관계에 따라 입장에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

지어 �G�E�O�S�S 구축의 주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조차도 실질적 수준에서의 참여는 저조

하다�. 여전히 주변환경의 변화를 관망하고 있는 것

이다�. 

III. 건강한 삶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미국

미국은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G�E�O�S�S 

구축을 통한 “건강한 삶의 공동체�(�Hea�l�th�y �P�u�b�l�ic, 

�Eco�no�m�y a�n�d �P�la�ne�t�)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한다는 �Hea�l�th�y �P�u�b�l�ic, 경제적 관점에서는 엘니뇨 

등에 대한 향상된 예보를 통해 경제적 편익을 증진

한다는 �Hea�l�th�y �Eco�no�m�y, 과학적 관점에서는 지

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구계의 변화 예

측력을 향상시킨다는 �Hea�l�th�y �P�la�ne�t 등을 포함한

다�. 이에 부응하는 �9대 사회적 편익분야로는 일기

예보 향상 �(�I�m�p�ro�ve �Wea�the�r �Fo�recas�t�i�n�g�), 재앙

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손실 감소 �(�Re�d�uce �Loss o�f 

�L�i�fe a�n�d �P�ro�pe�r�t�y �f�ro�m �D�isas�te�rs�), 해양자원 모

니터링 및 보호 �(�P�ro�tec�t a�n�d �Mo�n�i�to�r �O�u�r �Ocea�n 

�Reso�u�rce�), 기후 변동 및 변화의 이해, 사정, 예

측, 예방 및 적응 �(�U�n�de�rs�ta�n�d, Asses, �P�re�d�ic�t, 

�M�i�t�i�ga�te, a�n�d A�da�p�t �to �C�l�i�ma�te �Va�r�ia�b�i�l�i�t�y a�n�d 

�Cha�n�ge�), 지속가능한 농·임업 지원 및 토지 보호 

�(�S�u�p�po�r�t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Co�m�ba�t �La�n�d �De�g�ra�da�t�io�n�), 보건의료 및 웰

빙에 대한 환경적 영향요소 이해 �(�U�n�de�rs�ta�n�d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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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G�E�O�S�S 사회·경제적 편익분야와 주요 관측분야의 연계 관계
출처�: �S�t�ra�te�g�ic �P�la�n �fo�r �U�S �I�n�te�g�ra�te�d �E�O�S, �(美�)�N�S�T�C, �2�0�0�5년 

 TABLE KEY Societal Benefit Areas

 �H �= �H�i�gh �le�ve�l o�f �i�m�po�r�ta�nce �to �be�ne�f�i�t a�rea

 �M �= �Me�d�i�u�m �le�ve�l o�f �i�m�po�r�ta�nce �to �be�ne�f�i�t a�rea

 �L �= �Lo�w �le�ve�l o�f �i�m�po�r�ta�nce �to �be�ne�f�i�t a�rea

 �Ea�r�th �O�bse�r�va�t�io�ns
 �No�te �: �Th�is �l�is�t o�f o�bse�r�va�t�io�ns �is �no�t �mea�n�t 
        �to �be co�m�p�rehe�ns�i�ve

 �La�n�d �E�le�va�t�io�n a�n�d �S�u�r�face �De�fo�r�ma�t�io�n �M �H �L �L �M �M �M �H �L

 �La�n�d �Use�/�La�n�d �Co�ve�r �(�C�ro�ps, �Fo�res�ts, �U�r�ba�n, e�tc�.�) �M �M �L �M �H �H �H �M �M

 �Ecos�ys�te�m �Pa�ra�me�te�rs �(�Hea�th, �D�i�ve�rs�i�t�y, e�tc�.�) �L �L �H �H �H �M �H �M �L

 �F�i�re �(�de�tec�t�io�n, �E�x�te�n�d, �Se�ve�r�i�t�y�) �L �H �L �L �H �H �H �L �L

 �So�i�l �Mo�is�t�u�re �M �M �L �H �H �H �M �H �L

 �Ice a�n�d �S�no�w �(�Co�ve�r a�n�d �Vo�l�u�me�) �M �M �M �H �M �M �M �H �M

 �La�n�d a�n�d �Sea �S�u�r�face �Te�m�pe�ra�t�u�re �H �H �H �H �H �H �H �M �H

 �R�i�ve�r �R�u�no�f�f �(�Vo�l�u�me, �Se�d�i�me�n�t, e�tc�.�) �L �H �H �H �H �H �H �H �H

 �Wa�te�r �Q�ua�l�i�t�y �(�Co�n�ta�m�i�na�t�io�n, �S�p�i�l�ls, e�tc�.�) �L �H �H �L �H �H �H �M �L

 �Sea �S�u�r�face �He�i�gh�t �/ �To�po�g�ra�ph�y �H �H �H �H �L �M �H �M �L

 �Ocea�n �C�u�r�re�n�t a�n�d �C�i�rc�u�la�t�io�n �M �L �H �H �L �L �H �L �L

 �Ocea�n �Sa�l�i�n�i�t�y �L �L �H �H �L �L �H �L �L

 �Ocea�n �Co�lo�r �(�Ch�lo�ro�ph�y�l�l, e�tc�.�) �L �L �H �L �L �H �H �L �L

 A�t�mos�phe�r�ic �Co�ns�t�i�t�ue�n�ts �(�O�zo�ne, �G�ree�nho�use 
 �Gases, �B�lac�k �Ca�r�bo�n, �Vo�lca�n�ic Ash a�n�d o�the�r 
 Ae�roso�ls, e�tc�.�)

�L �H �M �H �L �H �L �H �H

 A�t�mos�phe�r�ic �P�ro�f�i�les
 �(�Te�m�pe�ra�t�u�re, �P�ress�u�re, �Wa�te�r �Va�po�r�)

�H �H �L �H �L �M �L �L �L

 �W�i�n�d �S�pee�d �& �D�i�rec�t�io�n
 �(�S�u�r�face, �T�ro�pos�phe�r�ic, �S�t�ra�tos�phe�r�ic�)�)

�H �H �H �H �M �H �M �L �L

 �C�lo�u�d �Co�ve�r �(�p�ro�pe�r�t�ies, �T�y�pe, �He�i�gh�t�) �H �M �M �H �M �L �L �L �L

 �To�ta�l a�n�d �C�lea�n �S�k�y �Ra�d�ia�t�i�ve �F�l�u�x �H �L �M �H �H �M �M �M �H

 �So�la�r �I�r�ra�d�ia�nce �L �L �L �H �L �M �M �L �L

 �S�pace �Wea�the�r �L �H �L �L �L �M �L �L �H

 �P�rec�i�p�i�ta�t�io�n �H �H �M �H �H �H �H �H �H

 �G�ra�v�i�t�y, �Ma�g�ne�t�ic �F�ie�l�d, a�n�d �F�ie�l�d �Va�r�ia�t�io�ns �H �H �H �H �L �L �L �H �L

 �S�pace �Geo�des�y �: �Te�r�res�t�ia�l �Re�fe�re�nce �F�ra�me
 a�n�d �Ea�r�th �O�r�ie�n�ta�t�io�n

�H �H �H �H �H �L �M �H �L

 �Ea�r�th�q�ua�ke a�n�d �vo�lca�n�ic ac�t�i�v�i�t�y �L �H �L �M �L �L �L �L �L

 �Geo�lo�g�y �(�be�d�roc�k a�n�d s�u�r�f�ic�ia�l�) a�n�d so�i�ls �L �H �L �L �M �L �M �M �M

 �S�pec�ies �(�Occ�u�r�re�nces, �de�ns�i�t�y, e�tc�) �L �M �H �H �H �H �H �M �L

�D
�isas�te�rs

�W
ea�the�r

�O
cea�ns

�C
�l�i�m

a�te

A
�g�r�ic�u�l�t�u�re

�H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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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l�th

�E
co�lo�g�y

�W
a�te�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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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We�l�l�-�Be�i�n�g�), 생태계 예측 능력 배

양 �(�De�ve�lo�p �the �Ca�pac�i�t�y �to �Ma�ke �Eco�lo�g�ica�l 

�Fo�recas�ts�), 수자원 모니터링 및 보호 �(�P�ro�tec�t a�n�d 

�Mo�n�i�to�r �Wa�te�r �Reso�u�rces�), 에너지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 �(�Mo�n�i�to�r a�n�d �Ma�na�ge �E�ne�r�g�y �Reso�u�rces�) 

등을 설정하였다�. 미국의 �G�E�O�S�S 통합 전략은 �9

대 사회적 편익에 대한 규명·분석으로부터 시작한

다�. 이후 규명된 편익을 위한 관측 가능 영역과 현

재 수준에서 관측 불가능 영역을 도출·분석한다�. 

비용과 편익 분석, 통합될 관측시스템의 기능을 선

택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통합될 관측요

소의 선택 또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관측의 격

차�(�Ga�p�)를 보완·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

다�. 이러한 �G�E�O�S�S 통합전략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Na�t�io�na�l �S�&�T �Co�m�m�i�t�tee�) 중심으로 상무

부�(해양대기청, 표준기술연구소�), 국방부�(공군, 해

군 등�) 등 총 �3�0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지구관측

시스템 범정부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IV. 점진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일본

일본은 니즈 기반의 통합 �G�E�O�S�S 구축, 아시아�-오

세아니아 역내 제휴 강화, 국제 �G�E�O�S�S에서의 독자

성 확보 및 리더쉽 발휘 등으로 요약되는 �3대 기본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 관점의 변화를 보면 일본 

“內” → 아시아�-오세아니아 “域內” → “國際”로 이

동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됨을 볼 수 있다�. 일본 內

적 관점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응, 물순환 파악 및 

수관리, 대류권 대기 변화, 풍수해 피해 경감, 지

진·해일 피해 경감 등의 �5대 중점분야와 지구온난

화, 지구규모 물순환, 지구환경, 생태계, 풍수해, 대

규모 화재, 지진·츠나미·화산, 에너지·광물자원, 

산림자원, 농업자원, 해양생물자원, 공간정보기반, 

토지이용 및 인간 활동에 관한 지리 정보, 기상·해

마, 지구과학 등의 �1�5대 관측분야를 중심으로 관계 

부성·기관 간의 제휴·협력 심화를 통해 장기적·체

계적 추진을 위해 니즈 기반의 통합 �G�E�O�S�S 구축

을 추구하고 있다�. 域內 관점에서는 일본의 지정학

적 위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시아�-오세아니

아, 특히 주변 개도국의 인재육성, 기반정비 등 관

련 능력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國際적으로는 

전지구적 규모 또는 지역 규모의 지구관측시스템

�(기술 포함�) 기반을 통해 다양한 관측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일보의 독자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G�E�O�S�S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주항

공연구개발기구의 지표면에 대한 포괄적 관측 목적

의 지구환경변화관측위성 개발 및 국제재해차터에

의 참여, 해양연구개발기구 차세대해양탐사기술의 

심해저굴착기술, 해중�/해저�/해저하정밀관측기술, 경

제산업성의 하이퍼스펙트럼 센서 개발 및 이용 등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

본의 전략은 문부과학성의 지구관측국제전략계획

검토회 및 실시계획부를 중심으로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

성 등이 참여하여 마련되고,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심의·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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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점진적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G�E�O�S�S 참여는 �2�0�0�5년 �8월 국무회의

에서 의결된 「전지구관측시스템 국가대응전략」을 

바탕으로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의 �G�E�O�S�S 참여

는 “전지구관측 정보의 공유·통합·활용을 통해 국

가 경제의 발전 및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

되고 있다�. 주요 목표로는 전지구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예측성 증진, �G�E�O�S�S 정보의 국가 활용도 

제고, 지속적인 관측 요소 발굴·강화·확대를 통한 

국내 �G�E�O�S�S 기반 구축,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및 

관련분야 인력 양성 등이다�. �G�E�O�S�S을 통해 예상되

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1�2대 관측

분야로는 재해,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기후, 수자

원, 기상, 생태계�/생물다양성, 농업, 산림, 해양, 우

주, 국토공간정보 등이다�. 또한 �G�E�O�S�S 조기 안정

화 및 우리나라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5대 중점추진분야로는 자연

재해 경감, 기후 및 환경변화, 보건건강, 생물다양성

의 보전 및 관리, 물순환의 이해와 물관리 등을 선

정하였다�. 이러한 대응은 국가대응전략위원회, 실

무대책위원회, �G�E�O 한국사무국 등의 대응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VI. 우리나라의 GEOSS 준비현황

그러나 현재 우리의 �G�E�O�S�S 준비는 아직까지는 아

주 미미한 수준이다�. �2�0�0�6년 기준 국가연구개발 총 

투자는 약 �8조�9천억원으로 총 �3�5�7개 사업, �3�1,�9�6�7

개 과제가 지원되고 있다�. 이 중 �G�E�O�S�S 관련 투자

는 과학기술부 약 �1,�3�2�3억원, 해양수산부 약 �3�1�9억

원, 환경부 약 �2�9�6억원, 산업자원부 약 �2�6�5억원, 기

상청 약 �2�6�0억원, 산림청 약 �1�6�1억원 등 약 �2,�9�7�2억

원으로, 전체 투자의 약 �3�.�3�%으로 아주 낮은 부분

재 해

보 건 의 료

에너지자원

기 후

수 자 원

기 상

재 난

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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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국가 및 기구의 �G�E�O�S�S 관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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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현황

을 차지하고 있다�. 

  

각 부·처·청의 전체 �R�&�D 예산 대

비 �G�E�O�S�S 투입 예산 비중은 기상청 

약 �9�4�.�8�%, 소방방재청 약 �6�6�.�9�%, 산림

청 약 �3�3�.�8�%, 환경부 약 �2�0�.�2�%, 해양

수산부 약 �1�9�.�3�% 등이고, 총과제수 대

비 �G�E�O�S�S 과제수 비중은 기상청 약 

�8�8�.�5�%, 소방방재청 약 �6�2�.�1�%, 산림청 

약 �2�1�.�7�%, 해양수산부 �2�0�.�1�%, 환경부 약 

�1�3�.�0�%, 건설교통부 약 �1�1�.�6�% 등으로, 기

상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환경부, 해양

수산부 등 �5개 부·청을 제외하고는 각 

부·청의 투자방향은 �G�E�O�S�S와는 큰 거

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5개 

부·청의 �G�E�O�S�S 관련 사업 내 �G�E�O�S�S 

과제 예산 비중은 기상청 약 �9�5�.�5�%, 소

방방재청 약 �8�3�.�0�%, 해양수산부 약 

�6�3�.�4�% 등으로 이들 �3개 부·청을 제외

하고는 그 비중이 매우 낮아, 체계적인 

�G�E�O�S�S 추진을 위한 사업 단위에서의 

예산 조정을 통한 전략적 대처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림 �4�] 총 연구개발 예산 대비 �G�E�O�S�S 관련 연구개발 투자 비중 
�(’�0�6년 기준�)

�[그림 �5�] 부·처·청별 �G�E�O�S�S 관련 연구개발 투자 현황�(’�0�6년 기준�)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업 수 �3�1�4 �3�9�0 �3�5�7
과제 수 �2�6,�5�1�4 �3�0,�4�2�5 �3�1,�9�6�7

연도
■ 국가 R&D 총투자

기타연구개발
�(�8조 �6,�1�2�3억원�(�9�7�%�)

’�0�6년 총 국가�R�&�D예산
�8조�9,�0�9�5억원

�G�E�O�S�S연구개발
�2,�9�7�2억원�(�3�%�)

70,827
77,996

89,095

단위 억원

단위 백만원

과기부

132,306

31,889 29,633 26,495 25,932
16,118

8,646 6,880 6,122 5,614 2,781 2,328 1,369 1,108

해수부 환경부 산자부 기상청 산림청 건교부 방재청 농진청 정통부 보건부 농림부 식약청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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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부·처·청별 총 �R�&�D 예산 대비 �G�E�O�S�S 관련 예산 비중

�[그림 �7�] 부·처·청별 �G�E�O�S�S 관련 사업수 및 과제수 비중

�[그림 �8�] 부·처·청별 �G�E�O�S�S 관련 사업 예산 대비 �G�E�O�S�S 관련 연구 예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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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GEOSS 대응전략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

일까�? 기본적으로 �G�E�O�S�S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기술적 니즈분석을 통해 우리의 시각�(관점�)을 확장

시키고 우리의 현황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G�E�O�S�S 체계를 만들기 보

다는 �G�E�O�S�S에 대한 니즈를 체계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역량 구

축이 바로 그 기본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정된 투

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G�E�O�S�S 성과를 극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번째는 기존 국가연구개발체계에 추

진되는 사업은 기존 �R�&�D 투자 틀 안에서 추진하되 

그 성과가 �G�E�O�S�S 구축에 선순환적으로 활용되도

록 함으로써 �G�E�O�S�S 구축을 위한 내적 역량을 강

화하는 것이다�. 각 부·처·청은 각각의 고유업무와 

부·처·청

’06년 R&D 사업수 ’06년 R&D 예산

총
R&D
사업
수
(A)

총
R&D
과제수
(B)

GEOSS 투입
총 R&D  
예산

[백만원]
(E)

GEOSS 투입 GEOSS 관련 
사업내

평균 GEOSS 
투입

예산 비중

사
업
수
(C) 

과
제
수
(D) 

사업수 
비중
(=C/A)

과제수 
비중
(=D/B)

예산
[백만원]

(F)

예산비
중

(=F/E)

건교부 �1�7 �3�2�0 �4 �3�7 �2�4�% �1�2�% �2�3�4,�9�0�9 �8,�6�4�6 �3�.�7�% �1�5�.�5�%

과기부 �9�3 �4,�8�9�5 �2�3 �1�6�6 �2�5�% �3�% �2,�1�4�9,�3�8�3 �1�3�2,�3�0�6 �6�.�2�% �2�1�.�1�%

기상청 �5 �8�7 �5 �7�7 �1�0�0�% �8�9�% �2�7,�3�4�9 �2�5,�9�3�2 �9�4�.�8�% �9�5�.�5�%

농림부 �3 �6�3�0 �2 �1�8 �6�7�% �3�% �7�3,�6�9�7 �2,�3�2�8 �3�.�2�% �4�.�5�%

농진청 �1�7 �1,�3�9�8 �8 �3�4 �4�7�% �2�% �3�3�1,�1�3�9 �6,�1�2�2 �1�.�8�% �2�.�9�%

보건부 �8 �9�6�0 �2 �8 �2�5�% �1�% �1�8�7,�7�2�0 �2,�7�8�1 �1�.�5�% �4�.�8�%

산림청 �2 �2�3 �2 �5 �1�0�0�% �2�2�% �4�7,�6�7�8 �1�6,�1�1�8 �3�3�.�8�% �3�2�.�3�%

산자부 �6�5 �6,�3�3�8 �9 �5�8 �1�4�% �1�% �2,�0�0�4,�9�8�7 �2�6,�4�9�5 �1�.�3�% �2�3�.�2�%

방재청 �5 �2�9 �4 �1�8 �8�0�% �6�2�% �1�0,�2�8�3 �6,�8�8�0 �6�6�.�9�% �8�3�.�0�%

식약청 �7 �4�4�1 �3 �1�4 �4�3�% �3�% �5�4,�2�8�2 �1,�3�6�9 �2�.�5�% �4�.�9�%

정통부 �2�1 �4�7�6 �3 �4 �1�4�% �1�% �7�9�3,�7�4�7 �5,�6�1�4 �0�.�7�% �0�.�9�%

중기청 �6 �5,�1�1�4 �4 �2�3 �6�7�% �0�.�4�% �2�6�7,�8�9�7 �1,�1�0�8 �0�.�4�% �0�.�9�%

해수부 �2�9 �2�2�4 �1�1 �4�5 �3�8�% �2�0�% �1�6�4,�8�7�1 �3�1,�8�8�9 �1�9�.�3�% �6�3�.�4�%

환경부 �7 �6�5�5 �4 �8�5 �5�7�% �1�3�% �1�4�6,�8�6�8 �2�9,�6�3�3 �2�0�.�2�% �2�2�.�3�%

합계�(평균�) �2�8�5 �2�1,�5�9�0 �8�4 �5�9�2 �(�2�9�%�) �(�3�%�) �6,�4�9�4,�8�1�0 �2�9�7,�2�2�1 �(�4�.�6�%�) �(�2�6�.�8�%�)

�[표 �1�] �G�E�O�S�S 관련 부·청별 투입 현황 �(’�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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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기술적 

구성요소 포트폴리오에 따라 추진하고, 그 과정에

서 생산되는 각종 연구자료 및 결과 등을 �G�E�O�S�S

와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부·처·청

은 각각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이미 구축하였거

나 구축 예정인 다양한 지구관측 시설·장비 등은 

본래 계획대로 추진하면 된다�. 주요 �G�E�O�S�S 분야 

중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수자원, 생태계�/생물다

양성, 농업, 산림, 기반구축 등 �7개 관측분야와 지

상�/해양 관측, 우주�/항공 관측, 활용�/서비스 등 �3개 

�R�&�D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G�E�O�S�S 관련 시설·장비의 구축

보다는 기구축된 또는 구축 예정인 지구관측시스

템에서 생산된 관측자료, 분석 및 예측 자료 등을 

통해 지구현상에 대하여 진단·이해 역량을 강화함

으로써 �G�E�O�S�S 본연의 취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

라서 새로운 �G�E�O�S�S 시설 및 장비 구축은 지양하

되, 기구축된 또는 구축 예정인 개별 시스템의 유기

적인 연계·통합, 품질이 보장된 관측자료의 실시간 

교환과 이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통신 프로토콜 

등의 호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G�E�O�S�S 

관련 국가간 연계, 통합 �D�B 구축, �R�&�D 정책 등 전

체 �G�E�O�S�S 관점에서의 통합운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프라�(�D�B, 서비스 지

원, 등�), �R�&�D, 법적·제도적 기반, 국제협력 및 네트

워크�/표준화 구축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G�E�O�S�S 통합운용시스템은 단계별로 중앙집중화, 

물리적 통합, 데이터 통합, 어플리케이션 통합 순으

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별 통

합에 따라 그 난이도는 더 어렵지만 시간과 비용은 

절감되고 투자 대비 효과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같이 �G�E�O�S�S 본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

요 분야로는 재해, 기후, 기상, 해양 등 �4개 관측분

�[그림 �9�] 선순환적 �G�E�O�S�S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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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R�&�D 분야 중 �G�E�O�S�S 교차분야 구조와 설계 

및 자료관리 등과 관련된 분석분야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G�E�O�S�S 본연의 경제·사회적 편

익 달성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양한 배경을 가진 국가와 기구가 참여하는 �G�E�O�S�S 

관련 국내외 활동에 대한 가교 역할을 지원하고, 

�G�E�O�S�S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

다�. 특히, �G�E�O�S�S 자료 및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구조 및 자료, 역량배양, 과학기술, 사용자 인

터페이스 등 �4개 �G�E�O 실무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정책적, 기

술적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전지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경제적, 기술적 측

면에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의 투자 성과를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영

역을 개척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투자 틀에서의 

성과를 �G�E�O�S�S 구축을 위한 내적 역량 강화로 연

결하고, �G�E�O�S�S 본연의 취지에 기여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러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1세기 �G�E�O�S�S 체계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고의 내용은 2008년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을 위한 정책 기획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필자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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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의 �G�E�O 국제활동은 지속적인 �G�E�O 국제

협력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개도국대상 �G�E�O 수치

예보역량배양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기여활동 강

화를 통해 �2�0�0�8년 제�5차 �G�E�O 총회에서 �G�E�O 집행

위원회 이사국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

다�. 또한 향후 차기 총회 및 장관급회의 유치�(�2�0�1�0

년 이후�), 각종 위원회 개최 추진 등 국제협력활동

을 통한 국익 창출과 전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

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강화 방향과 비전을 재설

정하고 국제협력 추진 체계의 정비와 �G�E�O 한국사

무국 역량강화의 방안을 포함하는 국제협력 로드

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출범한 �G�E�O 

창립국으로 국제 �G�E�O 활동 및 �G�E�O�S�S 구축 국제

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G�E�O 한국사무국은 �G�E�O 

활동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국내외 동향 파

악 및 초기대응, 정보 보급 및 확산, �G�E�O 관련 국

제회의 정부대표단의 행정 지원, 관측 자료와 정보

의 국가간 교환 및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위원회 

및 부처간 제반 행정사항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

다�. 또한 �G�E�O 한국사무국은 스위스에 위치한 �G�E�O 

사무국과의 교신, 제반 국내외 동향 파악 및 �G�E�O 

이해의 저변확대를 위해 관련기관에 �G�E�O 소개 및 

과제와 연계, �G�E�O 역할 강화, �G�E�O 구심점 역할 수

행으로 �G�E�O 관련 국제협력 사업 발굴 회의 개최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국제협력 사업 관계부처 협

의 및 �G�E�O 관련 국제협력 참여 가능 사업 발굴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GEO 집행위원회에서의 리더십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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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전과 목표

우리나라는 �2�0�0�8년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제�5차 

�G�E�O 총회에서 차기 �G�E�O 집행위원회�(�E�C�) 이사국으

로 당선되어 �2�0�0�9년부터 향후 �3년간 활동할 예정이

며, �G�E�O 각종 프로그램 및 관련 예산 등을 총괄, 

조정, 집행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우리나라 국익

에 부합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 예산 집행 유도 및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구관측그룹의 총회 및 지구관측 장관급회의 개

최지 선정 등에 대한 우리정부의 창구인 �G�E�O 한국

사무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우리나라는 집행위원회 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입지를 확

보하는 등 발전 전략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기구 내 역할 및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미션

으로는 국제협력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추진체제 

정비를 통해 국제기구 내 입지와 역할 강화 및 확

대, 국제적 활동참여 강화 및 발전적·선도적인 국

제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등이 있다�. 추진 목표는 국

제기구 집행위원회 이사국으로의 지속적인 활약과 

�G�E�O 사무국 전문관 지속적 파견, 총회 및 장관급

회의 개최 등 국제회의의 중심지로 부상, 국제협력 

참여에 선도역할 강화, 국제협력 역량강화 프로그

램 확충 등이다�.

III. 향후 추진 계획

1. 국제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관 파견 강화 

�G�E�O 집행위원회 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위원회 참

가 활동뿐 아니라, 국제 공동체 위원회 활동 및 국

제워크숍 참석 등 국제협력 역량강화 활동이 강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제 동

향파악, 대응 보고 및 관리 등을 통한 국제 정보네

트워크 구축 확충이 필요하다�. 스위스에 있는 �G�E�O 

사무국은 아직까지 초기 정립 단계로, 적은 인원과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

에게 전문가 파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상 전문가 �1인을 �G�E�O 사무국에 전문관으로 파견

하여 �G�E�O 활동에 인적 공여를 하고 있다�. 현재 파

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는 �G�E�O 활동에 크

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번 집행위원회 

이사국 진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다만 �2�0�0�9년 

�6월에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백없는 업무 인

수인계를 위해 후임자의 지속적인 파견을 위한 조

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G�E�O 사무국 

및 기상·재해·환경 등 관련 국제기구 대상의 직원 

채용에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국제기구 내 역할 및 활동 강화

우리나라는 �2�0�0�5년 �G�E�O 설립부터 회원국으로 활

동하고 있으며 연간 국가분담금 납부 순위도 세계 

�8위 수준에 해당하나 담당 역할은 만족할만한 정

도는 아니었고, 또한, 기술위원회, 과학기술 프로그

램 관련 의장단 또는 전문가 진출 및 활동도 미미

하였다�. 이번 집행위원회 이사국 진출에 따라 �G�E�O 

내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G�E�O의 각종 위원회 활동 강화, 

범 정부차원의 전문가 그룹 결성 및 관련 제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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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통하여 분야별 전문가 활동을 지원하고, 주요 

국제행사 및 워크숍 유치 등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1) GEO 집행위원회 지위 유지

우리나라는 집행위원회 이사국 활동 강화로 위상

과 입지를 굳히고 국내외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시아 및 호주지역 등 회

원국들의 지지 기반 확보 차원에서 국내 훈련과정 

확대가 필요하며, �G�E�O내 간부급 직위 진출을 병행 

추진하여 전반적인 국제 위상강화가 중요하다�. �G�E�O 

집행위원회는 �G�E�O의 중요 정책을 다루는 기구로서 

집행위원회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채널이다�. 지난 

�1�1월 제�5차 �G�E�O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G�E�O 집행위

원회 이사국 진출을 위해 전지구관측 실무대책위

원회 의제로 상정, 국내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및 

협력을 요청하고, 재외 공관을 통한 아시아�-오세아

니아 지역 �G�E�O 회원국 수석대표를 대상으로 차기 

집행이사국 진출 의사 및 지지 요청서 발송, �G�E�O 

회원국 수석대표를 대상으로 국내 관련 부처를 통

해 지지 요청 등 적극적인 교섭과 외교적 역량을 발

휘하여 �G�E�O 지역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사국에 선

출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G�E�O 집행위원회는 현재 

지리적 분포에 기초하여 �1�2개 �G�E�O 회원국으로 구

성되어 있고, 선진국 �2개국과 개발도상국 �2개국이 

총회와 집행위원회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우

리나라가 속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집행위원회 

의석수는 �3자리로 현재 우리나라, 중국, 호주가 집

행위원회 이사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G�E�O 집행

위원회는 연간 최소 �3회의 집행이사회를 개최하고 

집행이사회 동의에 의해서 추가 회의가 개최된다�. 

선출은 각 지역회의�(�Re�g�io�na�l �Ca�uc�uses�)에서 후보

를 결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하며 승인된 집행위원회 

이사국은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또 집행위원회

는 각 총회 사이의 기간 동안 �G�E�O 업무사항을 심

의·결정,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사무국의 이행여

부를 감독 및 권고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검토

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뿐만 아니라 총회

에서의 승인을 위해 차기 총회 개최지와 개최 일정

을 잠정 결정, �G�E�O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기적으

로 검토하고 관리하며, 총회가 권한을 위임한 사항

을 수행한다�. �[표 �1�]은 �G�E�O �E�C 이사국 현황으로 제

�5차 �G�E�O 총회를 통해 한국, 프랑스, 벨리즈가 신규 

�G�E�O �E�C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표 �2�]는 �2�0�0�8년 

개최된 �G�E�O 집행위원회 개최 현황을 나타낸다�.

�[표 �1�] �G�E�O �E�C 이사국 현황�(�*는 �Co�-cha�i�r 임�)

구분(의석수) EC 이사국

아프리카�(�2�) 남아공�*, 우간다

아시아·오세아니아�(�3�) 중국�*, 호주, 한국

아메리카�(�3�) 미국�*, 아르헨티나, 벨리즈

독립국가연합�(�1�) 러시아

유럽�(�3�) �E�C�*, 노르웨이, 프랑스

�[표 �2�] �2�0�0�8년 �G�E�O 집행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명 개최시기 개최지

제�1�2차 집행위원회 �5월 �2�6일�~�2�7일 스위스 제네바

제�1�3차 집행위원회 �7월 �1�5일�~�1�6일 스위스 제네바

제�1�4차 집행위원회 �1�1월 �1�8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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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G�E�O 집행위원회 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과학

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영

향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G�E�O에 

대한 기여활동 강화, 개도국 지원 사업을 위한 새로

운 협력체제 구축 등 집행위원회 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여에 상응하는 입지를 

확보하고 �G�E�O 사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

고 분석하기 위한 �E�C 전담팀 구성 등 배전의 노력

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G�E�O 집행위원회 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이 외교통상

부를 비롯한 국내 �G�E�O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와 지원 하에 차질 없이 수행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G�E�O 집행위원회 개최 모습

2) 국제회의 강화 

�G�E�O 기술위원회 및 실무 작업반 전문가 참여의 지

속적 확대로 �G�E�O 기술위원회별 전문가 활동 보

장 및 임원진출 적극 지원, 실무 작업반에 �1인 이상

의 전문가 지명 및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미

래지향적 세계적 실험사업에 적극 참여가 필요하며 

�G�E�O 자발적 기금 기여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 결

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G�E�O 태동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2�0�0�5

년 �2월 정식 지구관측그룹�(�G�E�O�)이 설립되기까지 �3

차례의 지구관측장관급회의�(�E�O�S�-�I, �I�I, �I�I�I�) 및 �6차

례의 지구관측특별그룹회의�(A�d�-hoc �G�E�O�)를 비롯

해, 정식 �G�E�O 설립이후 �1차례 지구관측장관급회의

�(�E�O�S�-�I�V�) 및 �4차례 �G�E�O 총회 등 총 �1�0차례 �G�E�O 

총회 및 장관급회의에 모두 참가하였다�. 참가 인원

은 제�5차 총회까지 총 �5�4인�(기상청 �2�7인, 교육과학

기술부 �7인, 환경부, 외교부, 농진청, 소방방재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2�0인�)이다�. 금번 제�5차 �G�E�O 총

회는 엄원근 기상청 기후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립

환경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

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여 

�G�E�O 의사결정과정상의 실질적 핵심기구인 �G�E�O 집

행위원회 이사국 진출과 �2�0�1�0년 �G�E�O 총회 및 장관

급회의의 국내 유치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림 �2�] 제�5차 �G�E�O 총회모습 및 한국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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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GEO 서브 커미티에의 참여 및 기여 확대

�G�E�O는 �1�2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4개 

실무위원회, 지진해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진해일 

실무그룹, �G�E�O�S�S 활동 조정·지원을 위한 �G�E�O 사

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실무위원회는 구조 

및 자료 위원회, 역량배양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사용자 인터페이스위원회로 구성된다�. �G�E�O 한국사

무국에서는 현재 �1�0명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

여 운영하고 있으나, 구조 및 자료위원회를 제외하

고는 참가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구조설계 

및 자료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G�E�O�S�S 구조 이행 

시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참여 회원국 및 기구의 참

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개발비

의 부재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부분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위원회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구조 및 자료 위원회(Architecture and Data 

Committee, ADC)

  -  GEOSS의 구성요소 정의, 관측방법의 통일, 표준 및 

기준 사용 권고

  - 자료의 상호 운용을 위한 합의사항 정의 및 갱신 

  -  자료 수집, 처리, 저장, 분배를 위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 정의

  -  완전하고 공개적인 자료공유를 위한 자료교환 원칙 

장려

○  사 용자  인터페이스위원회(Us e r  I n t e r f a c e 

Committee, UIC)

  -  9개 사회편익분야의 사용자가 GEOSS의 개발, 실행, 

사용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차분야의 이슈들을 다

루며 실무위원회 활성화

  -  사용자 요구사항 전달, 현재상황과의 격차 분석 및 

이들을 문서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며 GEO 실행계획의 관련과제 관리

○  과학기술위원회(Sc ience  and Technolog y 

Committee, STC)

  -  다양한 학문적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GEO 정책

결정 과정에 조언, 연간 수행계획 수립 시 과학기술

적 근거를 확보, 수행결과에 대한 검토 실시

  -  GEO 회원, 참가기관, 주요 국제 연구프로그램들과

의 협력체계 구축 및 GEO 수행그룹들의 참여자원 

발굴

○  역량배양위원회(Capacity Building Committee, 

CBC)

  -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지구관측 자료 및 결과물 

활용능력과 관측 자료 및 시스템을 GEOSS에 공여

하는 능력 등의 강화 지원

  -  GEO 역량배양 전략은 역량 개발이 필요한 국가와 

지원이 가능한 국가간의 전지구 파트너십인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개

념을 따름.

구조 및 자료 위원회 회의는 �2�0�0�8년 �2월�(이탈리

아�), �5월�(스위스�), �9월�(미국�)에 개최되었고, �2�0�0�9년에

는 일본�(�2월�) 및 이탈리아�(�5월�)에서 개최될 것이다�. 

�2�0�0�9년 �9월의 회의 장소는 아직 미정이므로 국내 

개최 추진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한국은 

지금까지 역량배양위원회 회원국이면서도 �3차 총

회이후 �3차례에 걸쳐 열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

으므로 앞으로 참여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참여 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원 활동

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회의 참가 및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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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원활동의 적극적인 홍보, 공여 가능성 및 

역량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G�E�O 회원국 사이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2009-2011년 과제 참여 및 기여

우리나라는 �G�E�O �2�0�0�7�-�2�0�0�9년 사업계획 �7�5개 중 

�1�6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향후 더욱 확대해 나

갈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는 황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과제를 발굴·제안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2�0�0�9�-�2�0�1�1년 �G�E�O 참여 과

제를 늘리고 국내 지구 관측 자료 통합운영체계 비

전 제시를 통해, 관련 부처 및 각계 참여자의 관심

을 유도하며, �G�E�O 사업계획에 연계한 국내 �G�E�O 

사업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 각 부처마다 �1개 이상

의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가 필요하

다�. 국내 �G�E�O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 연계 및 참여 

확대 방안 발굴 추진을 위해 관련 외국 정책연수

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관련 부처의 관심을 제고하

고 국내 �G�E�O 관련 예산의 확충 방안 마련도 요구

된다�. �G�E�O�S�S 구축 시 국내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정계, 학계, 연구계, 산업계, �N�G�O 등 각 분야의 전

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G�E�O�S�S 구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추진을 위한 국내 �G�E�O�S�S 사용자 인터페

이스 포럼 개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5) 분담금 기여

우리나라는 �G�E�O 창설 회원국으로서 지속적 공여

활동을 통한 우리나라 국가위상 및 영향력 확대를 

제고하고 전지구적 �G�E�O�S�S 구축 및 이행과 관련

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도를 정립하며 국내 관

련 분야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G�E�O 분담금을 공여

하고 있다�. �G�E�O 분담금은 �U�N 및 �U�N 산하 전문기

구의 회원국으로서 �U�N 분담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국가분담금이 아니라 자발적 성격의 

신용기금�(�T�r�us�t �F�u�n�d�)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

터 매년 기상청 예산으로 동 �G�E�O 분담금을 납부하

고 있으며 그 내역은 �[표 �3�]과 같다�.

�[그림 �3�] 구조 및 자료 위원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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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리나라의 �G�E�O 분담금 납부 내역

연 도
납부액

USD 천원

�2�0�0�6 �8�8,�0�0�0 �8�5,�0�0�0

�2�0�0�7 �8�8,�0�0�0 �8�2,�2�8�0

�2�0�0�8 �7�9,�0�7�9 �8�3,�1�9�1

�2�0�0�8년 �G�E�O 분담금 납부액�(�7�9,�0�7�9 �U�S�D�)이 전년 보

다 줄어든 이유는 환율인상에 따른 실제 송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G�E�O 분담금 순위

는 전체 �G�E�O 회원국 중 �8위 수준에 해당한다�. 향

후 �G�E�O 분담금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및 확대와 

함께 무조건적인 �G�E�O 공여 활동 보다는 우리나라

의 실질적 국익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G�E�O 분담

금의 전략적 활용 강화가 필요하다�. 

6) 국제회의 유치 강화

중요 국제회의를 연 �1회 이상 국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강화와 경제

사회적 국익을 창출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지역에

서 국제회의 중심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G�E�O 관련 

중요 회의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G�E�O 총회

는 매년 개최되며, 장관급회의는 약 �3년 주기로 열

린다�. �G�E�O�S�S 워크숍은 수시로 열리므로 이의 유치

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개도국 지원협력 전략적 확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과

학기술 수준이 낙후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치예

보 시스템 이전, 기상전문가 초청 훈련과정 운영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선도 기술의 국제

화와 기술공여국으로서의 국제위상 제고가 필요하

다�. 개도국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리

나라가 선도하는 기술과 경험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

발한다�. �G�E�O �2�0�0�9�-�2�0�1�1년 사업계획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과업은 개도국 상대로 수치예보 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G�E�O를 통한 개도

국을 위한 수치예보 지원 워크숍 개최 참가, �K�O�I�CA

를 통한 아프리카 기후 관련 사업 지원과의 연계, 

�G�E�O 아프리카 �R�C�C �(�Re�g�io�na�l �C�l�i�ma�te �Ce�n�te�r�) 지

원 사업, 보건에 미치는 기상 기후 영향 연구 지원 

사업, 외국인 대상 기상청 연수 프로그램과의 연계 

즉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기상업무 향상과정 연

수, 아·태지역 기후예측 전문가 과정 연수, 통신해

양기상위성 자료 분석과정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이나 산림과 관련된 개

도국 훈련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G�E�O 한국사무국은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추진체계

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G�E�O 집행위원회 이사국 진

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G�E�O 집행위원회 이

사국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국제사

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였

다�. �G�E�O�S�S 사회 경제적 편익 달성을 위한 국제협

력 강화를 위해서는 �G�E�O�S�S 구축의 국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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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G�E�O 국제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과, 국제 �G�E�O 

각 위원회에의 참여 기여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지

원, �G�E�O�S�S 관련 개도국 지원, 공여 가능성 및 능

력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협력활

동을 통한 국익 창출과 전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

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국제협력 전문인

력을 양성하여 �G�E�O 등 국제기구에 다수 진출시켜

야 하며 국제기구 내 역할 및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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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5년 �G�E�O 창립 회원국으로,「전지

구관측시스템 국가대응전략」을 수립하고 �1�0개 부

처가 참여하여 한국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장·단기 이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2�0�0�6년부터 

�G�E�O�S�S �1�0개년 이행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

고, �G�E�O�S�S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2년간의 단기계

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별로 한국 �G�E�O�S�S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 �G�E�O�S�S 관련 자료의 

공유 환경을 구축하여 국내·외 자료교환을 준비하

였고, 일부 부처에서는 �G�E�O에서 추진하는 단기 사

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G�E�O 단기사업�(�2�0�0�7�-�2�0�0�9

년�) 추진 과제 중에 우리나라는 ‘지진 관측망 개선 

및 조정’ 등 �7개 분야 �1�6개 과제에 �5개 기관이 적극 

참여하였다�[표 �1�]�. 향후, 국내 �1�2개 관측분야 �1�0개 

부처의 협조를 통해 차기 �2�0�0�9�-�2�0�1�1년 참여과제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계획에서 우리

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분야별 GEOSS 구축과 발전 방안

정책초점

신 동 철

GEO 한국사무국 

sdc@kma.go.kr

분 야 과 제 명 참여부처

재해

지진 관측망 개선 및 조정 기상청

전지구 차원의 지진해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행 기상청

복합재해�(�M�u�l�t�i�-ha�za�r�d�)에 대한 대상 분포도 작성 국립산림과학원 

전지구 차원의 산불경보시스템 구축 이행 국립산림과학원

�[표 �1�] 우리나라의 �G�E�O�S�S 구축 주도적 참여 사업 현황�(�2�0�0�7�-�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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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분야는 재해, 보건 의료, 에너지 자원, 기후, 수

자원, 기상, 생태계·생물 다양성, 농업, 산림, 해양, 

우주, 국토 공간 정보 등으로 분야별 �G�E�O�S�S 구축 

활동 및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G�E�O�S�S 구성 요소는 관측, 자료 처리 및 모델링, 그

리고 자료 전달의 �3개 부문이며, 이중 관측 부문이 

가장 기본적인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G�E�O�S�S 구축에 참여하는 관

수자원 현장 물순환 모니터링 국립산림과학원 

기상

기상을 위한 우주기반의 전지구 관측시스템 기상청 

�T�H�O�R�P�E�X �I�n�te�rac�t�i�ve �G�lo�ba�l �G�ra�n�d �E�nse�m�b�le �(�T�I�G�G�E�) 기상청 

수치기상예보 역량배양 기상청

생태계�/생물

다양성

전지구 통합탄소관측�(�I�G�C�O�) 국립산림과학원 

전지구 생태계 관측 및 모니터링 네트워크 국립산림과학원 

농업
산림도 작성 및 산림변화 모니터링 국립산림과학원

현업 농업 모니터링 시스템 농업과학기술원 

구조설계 전지구 측지 기준 좌표계 한국천문연구원

자료관리

자료, 메타데이터, 생산정보의 조화 국토지리정보원 

�D�E�M 상호 운용성 국토지리정보원

전지구 토지 피복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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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환경의 변화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계절별, 지역별 기상조건의 편

차가 매우 심해 기상재해의 발생위험성이 높다�. 하

절기에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과 한랭 다습한 오

호츠크해 고기압 세력의 경계면이 우리나라 부근

에 동서로 자리 잡게 되고,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발생한 기압골의 장마전선으로 장기간 비가 내리

고 집중호우를 동반한다�. 또한 우리나라 강우는 �6

월에서 �9월까지 연강수량의 �2�/�3가 집중되며, 전 국

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뻗어 있

는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하천이 유로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

하다�. 이로 인해 단시간의 집중호우에도 일시에 많

은 유량이 발생되며 빠른 유속으로 인해 하천범람

과 붕괴가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지 및 산림

지대 지반이 대부분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구성되

어 있어 천발성 산사태 유발 가능성이 크며, 서해안

과 남해안지역은 바다의 만조시기와 집중호우가 일

치할 경우 역류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홍수에 

의한 피해 잠재력이 크다�.

전지구적인 자연환경의 변화로 이상홍수, 태풍, 가

뭄, 지구의 사막화 및 해수면상승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피해가 속출하며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

한 국내의 자연환경은 향후 재해 유발 가능성을 많

이 내포하고 있다�.

2. 재해분야 활동현황 및 동향

우리나라는 주로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며 인명, 재산, 시설 등에 피해를 주고, 나아

가 사회 및 경제시스템에 영향을 끼친다�. 자연재해

는 이러한 자연현상과 재해취약요인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발생되며,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원

인들과 결과의 인과관계와 영향정도에 따라 자연재

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결정된다�. 결국 재해발생은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의 연쇄작용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다�. 따라서 국가적인 재해관리를 위

해서는 전지구 관측을 통해 재해의 발생원인을 꾸

준히 모니터링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원인을 제거해

야한다�. 각종 재해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사전예

방을 위한 우리나라 각 부처별 관측시스템구축의 

대표적인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각종 다중융합센서를 이용하여 

터널화재 고속탐지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건설현장

의 공간별 재해 위험도를 산정하고, 공간 내에 존

재하는 건설안전 위험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

재해 분야

박덕근 |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 | drpark@nema.go.kr



정책초점

43기상기술정책
2008 . 12.    

써, 현장 내 안전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

는 건설안전리스크 관리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하공간 구조물의 위해요

소 대처와 장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거동예측기

술 및 안전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미래재

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방사능 방재체제의 광

역화를 지원할 수 있는 광역 확산·평가모델의 검

증 및 활용기술과 환경방사능감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발생·이

동·전환·침착·소멸 특성 및 입자 혼합도 연구를 

위하여 �3차원 기상과 대기화학 통합 모델을 개발

하여 기상 대기 통합모델과 인공위성 데이터와의 비

교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발생 특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태풍, 홍수, 지진, 산사태피해저

감을 위해 자연재해 저감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사면붕괴예측 및 대응기술개발, 산불피해저감 기술

개발, 지진해일 재해저감 기술개발 등 각종 모니터

링 시스템 및 예·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

진하고 있다�. 또한, �R�S�/�G�I�S를 이용하여 황사 이동

경로 추적기술 개발 등 퇴적황사재해피해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폭발�/누출시설의 입체적 감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중대 산업시설 위험지역의 누출과 폭발위험을 실시

간으로 감시한다�. 폭발�/누출 위험 분석을 위한 �D�B

구축 및 사고 분석�/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위

험시설물의 폭발�/누출에 따른 분석�/평가�/예측을 실

시한다�. 

기상청에서는 지진해일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지진

해일예측 시스템 구축, 해일 유발 지진 관측 및 자

체 분석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한편 화재, 폭

발, 환경오염 등 인적재난저감기술 개발을 위해 중

소기업청에서는 �G�I�S를 이용한 재난경보시스템 개발 

및 유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원격화재 감시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실내외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로봇 기술개발을 통한 실내외 재난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 전략적 발전방향

�G�E�O�S�S의 첫 번째 핵심분야인 재해관리는 각종 재

난에 대한 취약성파악 및 분석을 위해 실시간 모니

터링 시스템구축을 통해 추진되어야하며 재난유형

별 단기, 중기, 장기의 세부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전지구관측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재해취약지역의 

상시관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하며 재

해상황별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

서 재해관리가 추진되어야한다�. 위기상황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재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장기적 재해양상변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모니터링 기술 및 통합관리시

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지구관측시스템은 누락된 분야가 발생되지 않고 자

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분석에 활용이 가능

하도록 구성되어야한다�. 관측대상의 현재 상태나 



정책초점

44 Meteorological
Technology & Policy

변화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

집해야하며, 관계기관의 관측 데이터 공유를 위해 

통합된 지구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기

관별 제휴와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의 재해관리분야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난

관리책임기관별 재난상황 전파 및 통보, 재난정보 

공동활용 등을 위한 범정부 재난관리 디지털 네트

워크 구축이 추진되어야한다�. 각종 재해의 실시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지진, 태풍, 홍수, 호우 

등 위기상황 관리를 위해 선진기술 활용 포괄적이

고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별 �G�E�O�S�S협력 체제 구축

을 통해 재난상황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간영상정보 및 재난관리 �G�I�S 자료구축 및 공유를 

추진해야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해양상 및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장기 방재정책개발에 활용 가능

한 관측요소를 파악·확충해야하며 선진화된 피해

복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지구관측정보의  방재분

야 적용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재해정보관리시스템

이 구축되어야하며 국가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미래재해에 대해 대비해야한다�.

4. 결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의 자연재해는 �1�9�9�7년 

�2,�4�0�6억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이후로도 계

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총 �1조 �9,�4�2�3억의 재산 피

해를 입혔다�. 인명 피해도 매년 평균�1�1�9여명의 사

망·실종과 �2�4,�8�6�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다�(소

방방재청 �2�0�0�7�)�. 이 중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며 최근에는 산불과 대설에 의한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태풍, 홍수, 가뭄, 지진, 해

일 등 자연재해의 경감을 위해서는 전지구관측시스

템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에서 지속적으

로 관측되고 있는 관련 자료의 통합 및 융합이 필

요하다�. 또한, 유비쿼터스 관측망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을 추진해야하며, 위성을 이용한 자연재해 

빈발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항구적인 재해경감 대책 수립을 위해 자연재

해 예측 및 관리시스템이 운영되어야하며 이를 위

해 전지구관측시스템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전지구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지역

간 협력 및 인접국과의 교류를 통해 재난경감을 위

한 국제공동연구 및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객

관적 관측자료 활용을 통해 재해발생 메커니즘 해

석기술 및 모형을 개선하고 재난유형별 재난예측 

및 분석모형을 확립하여 예방위주의 재해관리방향

확립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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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염병들의 지리적·계절적 분포는 기후와 연

관 되어있다�. 따라서 계절적인 기후예측은 질병의 

조기경보시스템내에서 예측지표로써 활용 가능하

다는 사실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이 집중되

어져 왔다�. 기후 변화는 항온동물을 통해서 전파되

는 질병보다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곤

충과 같은 변온동물에 의해서 매개, 전파되는 질

병에서 손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질

병분포의 한계지점에 존재하는 곤충매개성 질병

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등온선이 극지방으로 올라가

면 곤충매개성질환도 북상할 수 있다�(황열�1�)의 경

우 �1�0℃, 삼일열 말라리아�2�)의 경우 �1�6℃, 열대열 말

라리아�3�)의 경우 �1�0℃�)�. 일본에서는 뎅기열을 매개

하는 것으로 알려진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

의 발생분포가 북쪽으로 북상하였으며�(�Ko�ba�yash�i 

e�t a�l�., �2�0�0�2�),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서 쯔쯔가무

시증 전파시키는 활순털진드기�(�Le�p�to�t�ro�m�b�i�d�i�u�m 

sc�u�te�l�la�re�)의 지리적 분포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나라 온도 상승과 맞물려서 북상하고 있다�(�Lee e�t 

�1�)   �Ye�l�lo�w �Fe�ve�r �: 검역질병으로 모기가 전파시키는 급성바이

러스성 감염증으로 주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열대 및 

아열대에서 유행을 함

�2�)  �v�i�va�x �Ma�la�r�ia �: 말라리아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에도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질병

�3�)  �fa�lc�i�pa�r�u�m �Ma�la�r�ia �: 열대지방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일종

a�l�., �2�0�0�8�)�. 또한 기후 변화는 곤충매개성 질병이 발

견되는 고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어떤 매개곤

충이나 병원체가 없어지거나 생기는 경우도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에

서 추구하는 다양한 관측자료의 축적과 상호교환

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전염병 및 만성병 감시망

을 구축하여 축적하고 있다�. 전염병발생양상을 전

국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E�D�I �we�b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말라리

아 및 일본뇌염을 전파시키는 매개모기 발생밀도

조사를 통한 주의보 및 경보시스템 운영, 쯔쯔가

무시증 등을 매개하는 진드기의 발생밀도 감시 등

을 전국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하여 수

행하고 있다�. 콜레라를 비롯한 수인성 전염병의 경

우 해수온도와 해양생태계의 플랑크톤의 발생과 연

관이 있음으로 해수 및 해산물에서의 콜레라 병원

균�(�V�i�b�r�io cho�le�rae�)을 검출하는 비브리오넷�(�V�i�v�r�io 

�Ne�t�)과 전국 병,의원에서의 설사질환발생 원인균인 

�E�n�te�ro�v�i�r�us와 장내기생충을 검출하는 �E�n�te�r�Ne�t

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

�(�I�n�f�l�ue�n�za�)의 유행 및 대유행�(�pa�n�de�m�ic�)에 대비하

기 위하여 전국의 �8�0�0여개의 보건의료기관을 선정하

여 인플루엔자표본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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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국민의 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

에 대한 올바른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

한 코호트�(�Coho�r�t�)를 통한 유전정보를 구축하여 우

리나라 국민이 가지는 유전적 특성을 규명하고, 암

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규명하

는데 활용하고 있다�. 자원은행을 통해 전염병 감염

자 및 비감염자의 혈액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 및 자연계에서 분리된 병원체를 보

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기후온난화의 영향

으로 해외유입 전염병의 유입 및 해외서식 매개체

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기 위하여 전국 �1�3개 국립검

역소와 함께 공항 및 항만 주위의 매개곤충 및 설

치류에 대한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개별 감시망으로 축적된 자료를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에 민감한 말

라리아, 일본뇌염, 쯔쯔가무시증 같은 매개체전염

병�(�Vec�to�r �bo�r�ne �d�isease�)을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과 원격탐사자

료�(�Re�mo�te se�ns�i�n�g�)에 기반을 두고 종합 관리하는 

�Vec�to�r�Ne�t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본 시스템을 통

해 매개체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으로 전송함으로서 관리자가 손쉽게 소독지역을 선

정할 수 있음으로서 방역소독으로 인한 인적 자원

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소독약품의 최

소 사용으로 환경오염 등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활순털진드기�(�Le�p�to�t�ro�m�b�i�d�i�u�m sc�u�te�l�la�re�)의 지리적 분포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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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건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운영함으로서 전염병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의 분석 및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도 가

능하게 되었다�. 물론 다양한 감시체계를 통해서 수

집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유하기에는 아직

도 많은 장벽이 있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는 전지구관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

인 자료 제공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2�] 매개체질환 종합 관리체계�(�Vec�to�r�-�Ne�t�)

•  국내 매개체 : 모기, 진드기, 
설치류, 이, 벼룩 등

• 해외유입 매개체 감시

•  국내 : 말라리아, 일본뇌염, 
가을철발열성질환 등

•  해외유입 : 뎅기열, 웨스트나 
일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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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개

지구촌 모든 나라들은 잠재적인 에너지자원 개발

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에너지자

원에는 석탄, 석유 및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 뿐 

만 아니라 태양력, 풍력, 수력과 같은 대체 에너지

가 있다�. 이러한 에너지자원은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0�0조 달러에 이른다�. 

전세계의 정부기관이나 에너지자원 산업체의 주요 

관심사는 에너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접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C�O2가스의 배출 감소 및 안

정화, 그리고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관련기관의 

보고 등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의 에너지 자원 체계는 

정부 및 기업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체계는 대체 에

너지의 생산을 위한 잠재성 평가, �C�O2가스 배출

을 줄이기 위한 지중화 저장장치의 평가 등에 기여

할 것이다�.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의 에너지 자

원 체계는 수력, 태양력, 해력 및 풍력원의 변이 모

니터링 및 예측, 에너지의 탐사, 추출, 수송 및 소비

에 대한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자연재해의 감소, 

에너지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의 에너지 정책 계획의 변화양상에 대한 데이

터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스템은 

크게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관측시스템 활용 체계, 

에너지자원 관리체계 그리고 에너지자원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체계가 있다�. 먼저 에너지를 위한 새

로운 관측시스템 활용체계는 새로운 관측시스템과 

예측 모델링 기술에 의해 강화된 능력을 최대한 활

용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있다�. 이러한 전략 수립은 

이 체계에 필요한 핵심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정의하

기 위한 워크샵을 포함한 일력의 활동들로 구성되

어 있다�. 에너지자원 관리체계는 변화하는 에너지 

자원의 자원평가, 모니터링 및 예측을 위하여 자료

를 생산, �D�B 구축 및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하여 혁신적인 지구관측자료 서비스

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관측자료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에너지생산시스템의 

개발, 운영, 관리를 위한 지구관측자료 활용법 개

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자원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체계는 에너지자원의 탐사, 

추출, 수송 및 소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구관측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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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추진 계획

에너지 자원분야에서는 현재 각 기관�/분야별로 기

구축된 자료의 공유 활성화 및 활용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구축 자료를 

활용할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비용 손실을 줄

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이 분야에 대한 표

준화가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가 많은 단점이다�. 따라서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현

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된 센터 구축이나 개별

적인 자료 생산부서의 공유 등의 각가지 대안을 고

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기관�/분야별로 

구축된 자료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협력

체계 구축 후, 자료 공유의 활성화를 위한 �D�B 설계 

및 구축을 선행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표준화 사업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메타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산업계 혹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방식으로 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G�E�O�S�S 및 관련 �D�B 자료의 활용 극대

화를 위한 활용기술 개발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자원 분야는 다른 지구과학 현상과 마찬

가지로 여러 자료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

며 개발에 따른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

에 불확실성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공

간 자료들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림 �1은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정보구축 전략 및 체계이다�. 표준화된 

�D�B 이외에 다중 근원 자료의 통합 분석에 필요한 

제반 기술들인 �G�I�S, 원격탐사,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온톨로지�(o�n�to�lo�g�y�) 등을 활용한 활용 기

술을 개발하여 적용성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G�I�S 부문의 경우, 다중 자료의 도시에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

며, 현재 자료 도시에 치중하여 분석 기능이 취약

�[그림 �1�]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정보구축 전략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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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은 �da�ta �m�i�n�i�n�g 혹은 다른 분야와의 연계

를 통해 분석 모델링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원격탐사 부문의 경우, 주기적으로 일관된 질의 자

료를 광역적 혹은 소규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원

격탐사 기술의 특성을 활용하여 중�/저 해상도 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및 �SA�R 자료 등의 연계 활용도 필

요한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G�I�S 및 원격탐사 기술

의 적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지표 현지 조사 자료들

의 추가 및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자연과학 혹은 공학자료만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던 대부분의 활용 연구를 확장하여 인문�/사회 

자료와의 통합을 통한 위험성 분석, 환경평가 등을 

위한 분석 및 의사결정 모델링 기술개발도 장기적

으로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국내 �G�E�O�S�S 타분야에서 구축된 자료의 활용이 필

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타분야의 진행상

황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 개발 및 �D�B�/시스템 개발

을 수행하고, 국제 분야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관

련 사항을 피드백하여 사업 진행에 반영해야 한다�.

3. 핵심 연구분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핵심 연구분야는 에너지자

원의 조사·개발 종합정보체계 구축, 에너지자원 탐

사를 위한 관측 자료의 고도화된 공간 통합 기술 

개발 그리고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고도화된 원

격탐사 관측 기술 및 결과 해석 기술 개발이다�. 

에너지자원의 조사·개발 종합정보체계 구축은 기

존 에너지자원 관련 자료공유체계 확립 및 외부 환

경에 유연한 연구 기관별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한다�. 아울러 에너지자원 부존 조사 등을 통해 

에너지 자원 탐사 개발을 위한 종합 정보 �D�B를 구

축하여 구축된 �D�B 활용을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에너지·자원 탐사를 위한 관측 자료의 고도화된 

공간 통합 기술 개발은 방대한 자료의 이용과 의사

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정확성 평가, �G�I�S 기반의 자

료 통합, 관리 및 모델링 등을 결합하여 에너지자

원 개발을 위한 확률�/통계�/인공지능 기반 다중 근

원�/차원 자료 추출 및 통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다�. 이는 에너지자원 개발에 필요한 최적화된 공간 

예측 기초자료 제공할 수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예

측 및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고도화된 원격탐사 관측 

기술 및 결과 해석 기술 개발은  에너지자원 부존 

탐지를 위한 다중 센서 및 고해상도 원격탐사 자료 

및 공간자료 처리를 통한 고부가 정보 추출 기술 

및 원격탐사 기반 공간 관측 및 현장 관측 자료의 

고도화된 통합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에 필요한 최적화된 관측 자료 제공 및 이를 통한 

개발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핵심연구분야 중, 특히, 에너

지자원의 조사·개발 종합정보체계 구축은 기관�/분

야별로 구축된 자료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

여 협력체계 구축 및 자료 공유의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자원분야의 데이터 체계 및 시스템 체계 구

축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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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기후분야의 GEOSS에서의 위상

�G�E�O �(�2�0�0�5년�)의 �1�0년 이행계획에 따르면 �G�E�O�S�S의 

목적은 “지구상태의 감시 향상, 지구 과정의 이해 

증진, 지구시스템 상태의 예측 향상을 위하여 포괄

적이며, 조정되고 지속적인 지구 시스템의 관측을 

달성”하는 것이라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G�E�O�S�S는 그 바탕에 기상·기후의 변화와 

변동에 따르는 직접적인 영향과 인간을 포함한 자

연 생태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효율적으로 

감시, 예측을 통한 과학적인 이해의 폭을 증진시

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구현하자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 기상·기후 분야의 

�G�E�O�S�S의 중요성은 어느 분야보다도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2. 기후변화 패러다임의 출현 가능성

수년전 인도네시아 등 서남아시아지역에서 커다란 

기상 및 기후 분야

이병렬 | 기상청 기후변화과학대책과장 | bllee@kma.go.kr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한 쓰나미가 결정적인 동인

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지구온난화

와 같은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국제사회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

제협력체계의 절대적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게 되

어, 이러한 자연 또는 인위적인 재해로부터 인류 

공영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G�E�O�S�S가 발족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1세기 기후변화 문제는 전지구차원의 지구

환경보전이나 자연재해대응 차원은 물론, 한 국가

나 민족의 지속발전과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및 에

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기후안보 영역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스턴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규모의 

자원수급 불균형이 증폭되어 식량, 물, 에너지 등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분쟁 및 기후난민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 수단에

서 발생한 내전은 지구온난화로 가뭄이 심화되자 

물을 차지하려는 부족 간 갈등으로 촉발된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아젠다는 상당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부분 글로벌 전략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의 감시, 탐지, 예측 등에 관한 기후변화의 과�[그림 �1�] 전지구관측시스템 운영체계도 
�(h�t�t�p�:�/�/�w�w�w�.�k�geo�.�go�.�k�r�/s�ys�te�m�/�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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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이해와 정보의 국외의존도가 높아지면, 국

제 기후변화 협상은 물론, 향후 국가 식량 및 에너

지 안보 관리체계에 필수적인 핵심정보의 자체 생

산과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3. 국내 기상·기후 분야의 GEOSS 활동

기상청에서는 �G�E�O�S�S의 향후 국제사회 및 국내 기

여잠재력을 깊이 인식하고, 지구온난화 위기를 새

로운 지속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독자적인 창출을 �G�E�O�S�S 국

내외 활동을 통해 모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향후 �G�E�O�S�S기반의 전지구 환경변동 감시체계 구

축을 통한 세계 주요 식량 및 에너지자원 생산·수

출·소비 국가의 자원변동 감시와 예측을 통한 국가 

자연자원관리체계의 지원은 물론 국내 �G�E�O�S�S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한 풍력자원지도, 태양에너지자원지도, 수자원지도 

등의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기후변화 패러다임에서의 국가 新성

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기반의 

기후경영과 기후안보개념을 포괄하는 광의의 기후

산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도 선도적으로 활동

할 예정이다 �(이병렬, �2�0�0�8�)�.

4. 기상·기후분야의 국내 GEOSS 발전 방안

�G�E�O�S�S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전지구적인 감시, 원인규

명, 미래예측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

로 각국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과 지원

시스템의 구축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권, 수권, 지권, 빙권, 생물권 등 다학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구의 상태를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지구시스템모델은 지구기후시스템의 장

기간에 걸친 변화를 분석, 예측할 수 있는 수치모

델로서, 지구기후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각 기후과

정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

기, 해양, 해빙, 지표, 물순환, 에어러솔, 탄소 및 황 

순환, 생태역학, 대기화학 등의 부문 기술이 총체적

으로 결합된 모델이다�. 이 때문에 지구시스템모델

의 개발에는 슈퍼컴퓨팅 자원의 확보나 연구 인력

의 집중 및 기술의 통합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공

립 연구기관과 대학 및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연

구를 확대하고 있다 �(변영화, �2�0�0�7�)�.

장단기 기후변화 진단과 예측에 대한 사회적 수용

에 대응하기 위한 수치예보와 기후모델 분야의 획

�[그림 �2�] 전지구관측시스템 기상·기후 관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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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과학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전세계 기후

예측모델 정상회의�(�Wo�r�l�d �Mo�de�l�l�i�n�g �S�u�m�m�i�t�)」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개별 국가의 전문 인

력과 컴퓨팅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기

후연구기관 �(가칭 �W�C�R�F, �Wo�r�l�d �C�l�i�ma�te �Resea�rch 

�Fac�i�l�i�t�y�) 창설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우리나라에

서도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국내 기상관련 대학과 

�I�T 관련 연구소가 연계된 기후변화 관련 협업연구

체계인 ‘가상대기과학연구소 �(가칭, �V�E�S�L, �V�i�r�t�ua�l 

�Ea�r�th �S�ys�te�m �La�b�.�)’가 기획되고 있다 �(부경대, 

�2�0�0�3�)�. 이는 기상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마

스터플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위와 같은 국

제기구가 정식 제안될 경우 기상청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세계기상통신망 �(�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 �: �G�T�S�)을 대체할 새로

운 전 지구적 자료 수집·공유·분배 체계로 세계기

상정보시스템 �(�W�M�O �I�n�fo�r�ma�t�io�n �S�ys�te�m �: �W�I�S�)

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W�M�O, �2�0�0�7�)�. 이는 자료

의 증가, 대역폭, 비용, 기술적 제약 등 기존 세계

기상통신망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전지구 기상자

료교환 체제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

라 모듈화 구조, 저비용, 신뢰성, 유연성, 확장성

을 갖는 전 세계적 단일 기상자료 수집·공유·분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W�I�S는 향후 위성기반의 

�G�E�O�N�E�Tcas�t와 함께 �G�E�O�S�S의 통신네트워크를 담

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현재 �W�I�S 관련 기술의 확보와 센

터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W�I�S와 �G�E�O�S�S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허

브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전략

적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김성진, �2�0�0�8�)�.

이상과 같이 기상�/기후는 지구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관측되고 있는 자

료의 수집, 분석, 예측, 그리고 정보의 제공이 필요

하며,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I�C�T에 근간을 두고 이

루어지고 있다�. 기상�/기후 및 지구관측 자료의 수

집, 관리, 분배는 그리드 기반의 �W�M�O의 �W�I�S와 

�G�E�O�S�S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세계적으로 연구·추진되고 있는 지구시스템모델

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어 지구 미래 예측에 기여하

게 될 것이다 �(조민수, �2�0�0�8�)�. �I�T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긴요한 하부구조를 이루는 근간기술

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이러한 국가적인 �G�E�O�S�S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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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및 수자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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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래에 전 지구적인 물 순환과 생태계의 변화 등 

예측하기 힘든 반면, 인류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

로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후변화, 지구온난

화 등의 용어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지구

의 평균온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의 현상들로 인

해 수자원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홍수와 같은 재난

의 강도가 더 커지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추

세이다�. 실제 이러한 현상들은 �2�0�0�2년 ‘루사’, �2�0�0�3

년 ‘매미’, �2�0�0�6년 ‘빌리스’, ‘개미’ 등의 태풍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인해 대규모의 홍수재

해를 겪었다�. 

이러한 홍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

장 중요한 일은 관측 자료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 지구적 측면에서의 물 순환 과정과 연계

된 에너지, 생태계 등의 순환과정 규명과 감시체계

의 구축은 지역, 국가, 그리고 전 지구 네트워크를 

묶는 하나의 거대 시스템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하겠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관측 자료의 네트워크를 

위해 수자원 분야의 공동활용항목, 코드체계, 정보

제공, 정보운영 등을 위한 정보구조에 대한 표준을 

정립하여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및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을 구축하여 운영

하여 왔다�. 이 글을 통하여 그간 수문 및 수자원 

관련 분야의 관측 자료 공동활용 현황을 소개하고

자 한다�.

2. 수자원 분야에서의 관측자료 공동활용 현황

전 국가적인 물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수

자원정보화를 고도화하고 물관련 기관 간 물정보

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기관의 담

당자가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1�9�9�6년 확정된 『물관리종합대책』에 기초하

여 하천법 제�2�2조�(수자원자료의 정보화�) 및 시행령 

제�1�8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1) 물관리정보화의 추진 경위 

○ 1999년 :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2003년 :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구축

                 -  환경부, 농림부, 기상청 등 7개 기관 연계 

및 29종 공동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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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  물관리정보 표준 확정(수질개선기획단 물

관리정보협의회)

○ 2005년 :  물관리정보 표준 변경(안) 심의(물관리정보 

실무협의회)

○ 2006년 :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기능확대 및 시스템 

개선

○ 2007년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강홍수통제소로 이관 

                  WINS 고도화(이관에 따른 자료유통노드 

확대 및 정상화)

2)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의 운영 현황

�2�0�0�3년에 처음 구축되어 물 관련 기관 간 공동활

용 자료를 공유해 온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은 현재 

�5개 부처 �1�1개 기관이 연계하여 자료를 유통하고 

있으며, 유통항목�(�5�5종의 공동활용자료�)으로는 수

문기상, 댐운영, 환경생태, 이수, 하천, 지하수, 지형

공간, 해양환경�/조석, 자연재해 등의 자료를 연계하

고 있다�.

3)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지속적인 시스템의 개선과 공동활용항목의 확대를 

통해 물관리정보 공공활용의 확고한 기초를 마련

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의사결정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물관련 국가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물정보

공동활용

소방방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타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하천정보,

해양정보

인명피해 등

재해정보

기온, 풍향 등

기상자료

통양정보

기타

물관련정보

농촌용수,

저수지정보

발전용댐

운영자료

수질측정망등

환경자료

�[그림 �1�] 물관리정보 유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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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그 규모와 분야의 제한성만 있을 뿐 �G�E�O�S�S

가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거의 차이

가 없으며, 수자원 분야의 �G�E�O�S�S라고 할 수 있겠다�.

자료의 공유를 통해 조사자료의 취합·편집 작업

에 소요되는 시간, 인력 등의 낭비요소를 제거하

여 비용 및 예산을 절감하고, 각 부처 혹은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 교환함으

로써 업무능률 향상 등을 창출하는 시너지효과는 

�G�E�O�S�S가 가장 핵심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이며, 

이는 산재되어 있는 자료의 효과적인 연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후 물관련 분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제공 가능

한 자료와 수집 활용할 자료를 발굴하여 �G�E�O�S�S에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

획이다�.

수문기상 댐운영 환경생태

물관리정보 유통시스템 메뉴구조도

이수 하천 지하수 지형공간 해양환경/조석 자연재해

우량

수위

유량

A�W�S관측

지상기상
관측자료

실시간댐
운영정보

하천수질
측정망정보

상수도생활
용수자료

지하수개발
현황

정선해양
관측

공단배수
측정망정보

농업용수
자료

도시관류
측정망정보

지상기상
통계자료

댐운영
수문정보

호소수질
측정망정보

지하수생활
용수자료

지하수이용
현황

해양환경
측정

공공시설
피해

이재민 및
수용

이재민
수용시설

실시간
연안정보

댐운영
발전정보

농촌용수수질
측정망정보

공업용수
이용자료

지하수
수질자료

수지예보

구름영상

레이더

댐사설정보

하수도정보

하천정보

하천사설정보

하천영상자료

토양특성

지형특성

인구통계

공릉유역도

연안정보도

토양지도 조석정보

재난

인명피해

침수

교통통제

응급복구

방제시설

재해지구

산사태지구

경계구역�[그림 �2�]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메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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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분야

장임석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 limsuk@gmail.com

기후변화가 기정사실이 된 요즈음 사람들의 관심

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추

가적인 스트레스에 과연 잘 적응할 것인가이다�. 불

행히도 대부분의 과학적 보고서는 기후변화는 생

태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음 세기에 전 세계 산림의 �1�/�3에서 그 구성 종들

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현재 추세대도 지국 온난

화가 지속될 경우 향후 �5�0년 이내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식물종의 �1�/�4이 멸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현재의 생태계는 이주냐 소멸이냐 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생태계 및 그 주변 

환경의 변화는 인류의 생태계 보존 및 자연자원 관

리 노력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은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편익

의 지속 가능을 의미한다�.

불행히도 산림, 습지 및 사막 등의 다양한 생태계

를 감시하는 현재의 지구 관측 시스템은 관측의 단

편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생태계 보존 및 관리 노

력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관측그룹

�(�G�E�O�)은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의 구축을 통

해 육상, 해양 및 해안 생태계의 통합적 감시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G�E�O�S�S는 생

태계의 현황 및 경향에 대한 상세한 공간 정보 및 

통합적인 생태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태계가 제

공하는 재화와 편익의 실제적인 감시가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분야의 �G�E�O�S�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여러 기관에

서 수행하는 생태계 조사 및 장기생태 모니터링의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의를 통해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센서규격, 모니터링 대상종, 자료구조 

등을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전

국 생태조사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의 전

국자연환경조사�(육상생태계조사�)와 해양생태조사, 

산림생태조사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1차와 �2차 자

연환경조사를 통해 전국의 지형, 식생 정보와 주요 

동식물의 종 조성 및 분포에 대한 �G�I�S�-�D�B 구축을 

완성하였으며 전국의 자연환경현황을 �3등급으로 

평가한 생태자연도가 �2�0�0�6년에 고시되었다�. �3차 조

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2�0�1�4년에는 상세한 생태 정

보와 환경 변화와 생태계 변화의 상관관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생태계의 미래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0�1�4년까지 생태계 

보존 구역�(동서남해의 빈지, 해안 사구와 배타적 경

제 수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1�0년 주기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미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바다의 일부 갯벌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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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G�I�S를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생태계 정

보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생물다양성

협약�(�C�B�D�) 등 각종 국제 협약이 �D�B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생물자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

원, 한국과학가술정보연구원, 국립생물자원관, 한

국생명공학연구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D�B를 표준화해야 한다�.

셋째, �G�E�O�S�S의 표준기법을 바탕으로 국내의 생태

계 분류 기법을 표준화하며 아울러 고행상도 위성

영상, 초다중분광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활용해야 

한다�. �G�E�O는 물리적 환경에 따라 전세계 생태계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생태계의 적응 결과라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이 방법론을 통해 �G�E�O에서는 �4�5�0미터의 고해상도

로 남미를 �6�5�9개 육상 생태계로 구분한 바 있다�. 

넷째, 생태계 특성에 대한 관측과 더불어 대상종

�(멸종위기종, 고유종, 국제협약보호종, 각종 산업의 

자원생물종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표준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할 것으로 추산되는 약 �1�0만종 가운데 확인된 

종은 �3만종에 불과하다�. 다행히 최근 수년 동안 생

물자원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고유종 발굴 및 �D�B구축, 멸종위기종 분포 

및 서식환경 조사 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외래종의 분포 및 서식환경조사,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평가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다섯째,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한 각종 생

태계 조사를 통해 국토 전역에 대한 동식물 종의 

구성 및 분포에 대한 �D�B가 구축되었으나, 서식환경

에 대한 정보는 지형·경관, 토지 피복 등 일부에 불

과하여 이의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조사는 물론 원격탐사의 활용, 그리고 기후, 수질, 

토양 등 타정보망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G�E�O�S�S의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생태계의 변화를 보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전지국적 또는 

지역별 생태계 네크워크에 동참함으로써 생물다양

성 협약 등 각종 국제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된 생물자원 �D�B는 �B�T산

업의 발전 및 생태계교란야생 동·식물의 피해 예

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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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이정택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농업연구관 | jtlee279@rda.go.kr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

상변화가 심하고 연차간 변이도 큰 편이다�. 특히 강

수량의 연도별 차이가 커�(�8�8�0�~�1,�7�9�1㎜�) 가뭄과 홍

수가 번갈아 발생하고 있다�. 농업분야와 관련된 중

요한 재해는 가뭄, 풍수해, 냉해 고온해 등이 있으

며 작물의 전 생육기간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맞은 국지기상 및 미기상에 관한 관측과 연

구의 보강,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장기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기기후예측시스

템 구축 및 정확도 향상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온도 상승과 관련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대

책과 온실가스저감기술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

이나 기상재해와 관련된 자료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보교류가 이루어 져야하고 각 분야에서 생성되

는 정보가 체계적으로 교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농

업분야에서는 농경지 면적 변동, 병해충 발생 상황 

등 농업생태계 환경측정자료수집 체계구축과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변동 모니터링과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농작물 작황 및 농업환경 변동 예측과 

농경지 재해 예측 시스템 구축과 적응기술이 개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 대한 현재 지구

관측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하고 지구관측자료의 새

로운 응용 방법 개발과 보급 지원이 필요하다�. 

1. 국내외현황

농업생태계의 안정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에 관

한 온난화 원인분석, 온실기체 감시, 농업부문 영향

평가 및 대응 기술개발을 �G�E�O�S�S기구를 이용한 국

제협력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탄소순환과 수지에 관

련된 관측, 이론, 모델링 분야간의 시너지효과를 창

출할 필요가 있다�. 

전지구관측은 물리환경관 측을 비롯한 생태관측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N�S�F를 중심으로 �E�PA, 

�U�S�DA 산하의 �N�R�C�S, �F�S에서 생태관련 연구가 실

행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생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적으

로 미기상학적 에디 공분산 �(�m�ic�ro�me�teo�ro�lo�g�ica�l 

e�d�d�y co�va�r�ia�nce�) 타워를 구축하여 육상 생태계에 

물질�(이산화탄소, 메탄 등�) 및 에너지�(현열, 잠열 등�)

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생태계에서의 플럭스 관측에서 에디 공분산 

관측 기술은  새롭게 강조된 강력한 직접 관측 기

술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의 흡원�(s�i�n�k�)과 발원�(so�u�rce�)의 강도, 공간 분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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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순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기술로서 이미 선진국들은 이러한 플럭스 관측 네

트워크를 북미와 유럽 대륙에 구축하여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탄소 플럭스를 감시해오고 있다�. 궁극

적 으로는  아시아 육상 생태계의 국지에서 지역 규

모까지의 탄소 순환과 수지를 분석, 평가할 한반도 

및 아시아 지역 육상생태계의 탄소 플럭스 감시기

술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및 아시아 지역은 복잡한 지형과 

불균질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이런 관측망을 도

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 특성에 맞

게 이론 및 관측 부분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지형

적 특성에 알맞은 국지미기상에 관한 관측 및 농업

생태계 변동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자료 공유를 위해 구축될 우리나라 �G�E�O�Ne�t�wo�r�k

는 단일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는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지

구관측시스템의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

라�-�G�E�O �Ne�t�wo�r�k의 구축을 위해 시스템 설계와 

연계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들 간의 연계 통합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중점연구분야

농업생태계내의 대기, 토양, 수자원, 농업생물을 대

상으로 환경 변화조사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보전 기술 개발과 도시·자연 생

태계 연계체계 구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농

업생태계의 물질순환 및 분해기능 구성요소의 장기

변화 모니터링 및 기초 자료 생산과 생태 모형을 이

용한 국내 농업생태계의 취약부분 분석 및 예측을 

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보전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 대기환경 조사 연구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후자원 분석 및 활용, 온

실가스 발생 모니터링과 발생저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농경지내에 기상관측 �to�we�r를 설치하

여 각종 기상 자료를 실시간 측정, 관측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한편 기후변화에 의

한 농업생태계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물질순환 중심의 연구로 물, 탄소·질소화합물 등

의 생태계 내 분포와 순환을 측정하고 모형으로 이

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토양 및 수자원 환경 조사 연구

토양 및 수자원 환경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를 측정

하기 위하여 각종 오염 물질의 농도를 매우 정밀한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기를 설치, 운

용한다�. 환경오염에 의한 영향은 권역별 생태계 단

위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G�I�S�/�R�S 방법을 사

용하여 주기적인 토양, 수자원 환경변화 파악을 바

탕으로 연구하며,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와 상관지

어 관련성을 평가함으로써 그 인과관계를 밝히도

록 한다�. 

3) 농업생물상 조사 연구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생물상의 변화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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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즉 곤충, 수서 

무척추동물, 어류, 미생물 등을 분류별로 세분하

고, 생물상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즉 특정 

동물개체군의 생태 및 생활사적 적응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국가차원의 농업생태계 

장기변화 관찰시스템 구축,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결과의 분석 및 대응방안을 구축한다�.

3. 전략적 추진체계

1) 농업기상관측망 설치 운영 

국지기상 및 미기상 관련 관측 연구 보강과 지속가

능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장기 농업생태계관

측 시스템 구축 활용 및 농작물 작황 변동예측 및 

농경지 재해 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주요작물

재배지대의 농업기상관측망 설치·운영한다�.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실시간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시스템은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배, 단감, 오이 등의 주요작물재배단지에 자동기상

관측망 설치운영 하고 있다�. 전국의 각 시군 농업기

술센터 및 주요작물 재배지대에 설치된 자동기상관

측장비�(A�W�S�)에서 관측한 실시간 자료수집하고 기

상정보의 �D�B화 및 가공정보의 서비스를 위한 시스

템 구축 활용한다�.

기상자료의 분석을 통한 작물별 농업기후지대 구

분 서리발생 위험지 분석과 농업생태계 변동예측에 

활용한다�.  

�<농업기상자동관측장비�(A�V�S�)�>
실시간 자료수집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상관측 �P�C저장

�<농촌진흥청�>
농업기상데이터베이스

대 농업인, 시험장, 연구소
웹서비스

농업기상정보시스템

�<지방 기상대�>

�<기상청�>
기상정보 품질관리

종관, 무인기상자료
위성, 레이더사진
상세예보자료 제공

�<시험장·연구소�>
토양, 지형, 식생정보

생육, 작황모형
병해충예찰모형

의사결정지원모형

 �[그림 �1�] 농촌진흥청 농업기상관측지점 및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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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경지내 온실가스저감기술 개발 및 이산화탄소 

플럭스 연구

농업생태계 내에서의 탄소 순환과 물질, 에너지 플

럭스 관측은 벼, 사과 목초지에서 관측되고 있으며 

�E�d�d�y �Co�va�r�ia�nce �Me�tho�d를 채택하여 농경지내 이

산화탄소, �H2�O, 현열·잠열·지중열류 에너지 플럭

스를 �1�0 sec-1 간격으로 측정하여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   

종관기상 관측으로는 기온, 지온, 수온, 습도, 일사

량, 순복사량 등이며 초장, 경수, 엽면적지수, 건물

중 등 생육상황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3) 농업부분 장기생태 조사 연구 

�2�0�0�2년 �8월 제�8회 『세계생태학대회�(�8�th �I�N�T�E�C�O�L 

�Co�n�g�ress�)』의 �<서울선언�>으로 국가장기생태연구가 

�[그림 �2�] 사과원�(경북 의성�)에서의 플럭스측정

시발됨에 따라 �2�0�0�3년도 한국생태학회가 수행한 

국가기초생태연구�(�N�B�E�R�) 기본계획수립으로 본 사

업이 시작되었다�. 연구기반이 취약한 농업생태분야

는 지금부터라도 농업생태계 내에 농경지 생물다양

성 조사와 농경지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하여 주기

적이고 계속적인 기초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제까지는 환경 지표종 발굴 선정 및 특성 연구, 생

물다양성 변화 연구, 생태계 변화에 따른 생물다양

성 및 생물자원 보전 정책 방안 등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농업 부문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생태

계 물질순환 및 분해기능의 장기변동 예측을 위해

서는 농경지 생물 변동 모니터링을 위한 필수 지점 

및 조사항목을 설정 한후 체계적인 장기 생태계 변

화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과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과 생태계 변화와의 상관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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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분야

김태동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 기후대응팀 |  norikim@mltm.go.kr

1. 서론

지구관측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에서 한국의 역할

과 기여도를 정립하고 관련 분야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한국 �G�E�O�S�S 구축을 위한 대응전략 수

립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

술부가 관계부처 전문가와 범부처 대책위원회의 최

종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2�0�0�5�. �8�. �3�0�.�)에 보고하였

다�. 이 국가대응전략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본부 내

에 전지구관측 계획수립과 관계 부처간 사업조정

을 담당할 “국가대응전략위원회”와, 이행 계획의 

실무협의와 개선조치를 담당할 “실무대책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2�0�0�5년 �9월 �1�2일에는 �G�E�O 한국사

무국을 기상청 내에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도 �G�E�O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우리 

국내의 관련 관측자료 공유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대응전략」을 바

탕으로 국제적인 �G�E�O �G�E�O�S�S �1�0개년 이행 계획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G�E�O�S�S 사업에 대한 �1�0개년 계

획을 �2�0�0�5년 �8월 수립하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G�E�O�S�S 국가대응전략에서 수립된 해

양관측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 중인 �G�E�O�S�S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를 정리하

여 보았다�.

2. m-GEOSS 수립 추진 현황

1) m-GEOSS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전지구관측정보의 공유, 통

합 및 활용 등을 위한 정부간 국제기구인 �G�E�O 출

범에 따른 해양분야 전지구 관측시스템�(�G�E�O�S�S�) 참

여를 결정하였고 장기�(�1�0년�), 단기�(�2년�) 이행계획 수

립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관측 전문분

야의 일원으로 �2�0�0�7년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시

스템�(�Ma�r�i�ne�-�G�E�O�S�S�)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

였다�. 이 정보화 전략계획에는 전지구 관측시스템

�(�G�E�O�S�S�) 국가 대응 전략 및 �1�0개년 이행계획에 의

거 향후 �9�1개 국가해양관측망 기반의 전 세계 실시

간 해양 정보 공유를 위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

프트웨어에 대한 시스템 사양의 제시, 실시간 해양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와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 및 

경제성 평가 결과 제시, 국제적 행야관측자료 처리 

기준을 기반으로 과학적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전

략 제시,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의 통합 관리 

및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 

구축 전략 제시,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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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종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구현 가능한 시나

리오 제시 등의 추진방향을 명시하여 �[표 �1�]에서와 

같은 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 2008년도 사업 현황

�2�0�0�8년에는 수립된 정보전략계획을 기반으로 통합

해양관측자료의 �1차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실시간 해양관측자료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국가

해양관측망 자료 처리 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제

�1차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정보 자료저장센터 구

축하였다�. 현재 �5�7개 국가해양관측망에서 관측 수

집되는 해양자료에 대한 �1차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실시간으로 관측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

는 시스템으로 관측 오류뿐 아니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급격한 관측값 변화 및 시공간적 평균을 벗어

난 관측값에 대한 감시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한 �4�0�0여대의 국가해양관측망 장비들이 정해진 밀

도내 정상 작동 등 객관적 운영상태가 파악되며, 즉

각적인 이상 파악조치가 가능하여 결측률을 최소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G�E�O�S�S 국가대응전략

에 의거한 해양분야는 향후 구축 예정인 �9�1개 국가

해양관측망 기반의 전세계 실시간 해양정보 공유 

실현과 정보공유 네트워크 및 저장, 가공, 모델링 

인프라 구축�(�m�-�G�E�O�S�S�)을 위한 종합적인 해양관

측망 확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표 �1�]에서 명시하

고 바와 같이 이에 수반되는 그리드 포탈 시스템과 

과학적 분석메커니즘 구축, 관측자료 공유를 위한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 및 국가인증 표

준화체계구축, 전세계 실시간 관측정보를 중심으로 

물리적 논리적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K�-�G�E�O�Ne�t 

�wo�r�k 구축참여과 �G�E�O�-�Ne�tcas�t 연계 등은 향후 

국내 �G�E�O�S�S 구축을 위한 국내적 정보의 네트워크 

망을 기반으로 범정부적인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

진 후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년도 추 진  계 획 내 역

�2�0�0�7 ㅇ �m�-�G�E�O�S�S 기반구축 정보전략계획�(�I�S�P�)수립 

�2�0�0�8

�~

�2�0�1�0

ㅇ  �m�-�G�E�O�S�S 기반을 위한 실시간 해양정보 

저장센터 구축

  �- 해양관측자료 품질 처리 시스템 개발

  �- 실시간자료 표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자료처리 표준화 보고서

  �- 해양 분석·통계 시스템 개발

  �- 자료관리 지침안 수립�(�2차�)

  �- 통합 실시간 해양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ㅇ 국가�(실시간�) 해양관측정보 인증체계 구축

  �- 실시간 관측항목별 국가인증체계 구축

  �- 자료 공유 연계 시스템�-인터페이스개발

  �- 해양관측관련 표준화법 제도 마련

�2�0�1�1

�~

�2�0�1�3

ㅇ  �m�-�G�E�O�S�S 기반을 위한 실시간 해양정보 

모델링센터 구축

  �- 해수순환모델링 시스템 구축

  �- 조석·조류 모델링 시스템 구축

  �- 오염물질 확산 모델링 시스템 구축

  �- 폭풍해일 모델링 시스템 구축

  �- 파랑 모델링 시스템 구축

  �- �K�G�E�O�-�Ne�tcas�t 국내 연계 체계 구축

�2�0�1�4

�~

�2�0�1�5

ㅇ  �m�-�G�E�O�S�S 기반을 위한 실시간 해양정보 

가공 센터 구축

  �- 조석·조류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 폭풍해일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 파랑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 해양예측 보정시스템 구축

  �-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기반 구축

�[표 �1�] 전지구 해양관측정보센터�(�m�-�G�E�O�S�S�)  
구축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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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OSS 해양관측분야 목표 

해양 분야의 목표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도출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자료의 생산과 공유, 그리고 현

재의 상황파악 및 모델을 이용한 의사결정지원를 

통한 �1�1개 관측분야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피

드백을 통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해양 분야에서는 고정관측소�(이어

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등�), 해양부이�(계류형, A�R�G�O, 

A�R�G�O�S 등�), �H�F레이더 등을 이용한 현장관측과 조

사선, 비행체,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를 포함

하는 국가종합해양관측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

대, 체계화함은 물론 국제적 자료 공유형태를 수용

할 수 있는 정보생산, 관리체계구축을 추진할 것이

다�. 또한, �G�E�O�S�S 생산정보의 활용과 예측모델 운

영의 기반으로 이용되는 기본공간정보�(연안·해양 

�D�E�M, �M�G�I�S�)를 구축할 것이다�.

�G�E�O�S�S 구축의 기본사항인 관측, 자료관리 및 공

유, 모델링 분야의 추진 방향은 우리나라의 중점

추진분야인 자연재해 경감, 기후 및 환경 변화, 보

건 건강,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관리, 물순환의 이

해와 물관리 분야의 안정적 완성과 국내 �G�E�O�S�S와 

국제 �G�E�O�S�S의 최종 목표인 인류의 안전과 복지 증

진,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 빈곤을 포함한 인류 고

통 경감, 지구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해양 분야의 목표

는 크게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  해양정보의 생산 �- 품질관리 �- 서비스의 특성

화 및 기술의 고도화

  �-  �G�E�O�S�S 해양분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실

시간 자료저장�(사용자 요구중심의 설계 및 자

료획득�) �- 품질관리�(자료 교환 및 배포, 자료

�[그림 �1�] �G�E�O�S�S 비전 달성을 위한 국가종합해양관측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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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화 및 검증�) �- 모델링�(의사결정을 위

한 과학적 정보가공 처리�) 업무 수행 센터

�(�m�-�G�E�O�S�S �; �K�G�E�O와 해양 자료의 실시간 공

유를 위한 네크워크 구축�) 설립 

  �-  지구환경변화에 영향을 주는 해양요소�(�G�E�O�S�S 

�2�9�4개 관측 필요항목 중 해양분야 �1�0�5개 항목�)

들의 지속적, 체계적 모니터링과 해양예측능력 

강화

○  실시간 해양자료 통합을 위한 �I�T기술 개발 및 

해양예측 체계화 

  �-  최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해양자원�(생물·광

물·에너지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체계의 효율적 구축

  �-  연안을 포함한 해양 활동의 안전�(자연·인위적 

재난의 저감�)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해양지리

정보시스템�(�M�G�I�S�) 체계를 활용한 감시·예측·

대응능력 확보

  �-  해양생태계 보존과 복원을 통하여 해양생물 다

양성 보전과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양예측 기반 마련

○  해양관련 국제협력 및 해양정책 의사결정지원 

강화

  �-  전지구 해양의 종합적인 이해와 메커니즘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탐구 프로그램 추진

  �-  해양 정보의 국제적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

크, 하드웨어 및 사이버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

양정책 모니터링 추진 

3. GEOSS 해양 분야 향후 추진 계획

해양에 대한 원격감시능력 강화를 위한 해양 모니

터링망�(인공위성, 비행체, A�R�G�O, A�R�G�O�S 등�)확대, 

해양지리정보�(�M�G�I�S�) 구축 및 활용, 정밀해양관측자

료를 이용한 자료동화 방법 활용을 통한 연안·해

양 예측 정보 품질 향상, 해양정보의 활용성 및 긴

급성 등을 감안한 유비쿼터스 해양 정보 전달 체계 

구축, 전세계 실시간 해양정보의 가시화가 계획 중

이며 �G�E�O�S�S를 통하여 구축되는 전세계 해양정보 

�D�B를 이용하여 연안과 해양자원의 보호, 복원, 이

용 등 종합적 관리를 시행하고 해양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한 해양전문교육 프

로그램을 확대함은 물론 종합해양정보 활용을 통

한 정책 결정지원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

립해양조사원이 향후 �2�0�1�5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G�E�O�S�S 해양분야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  실시간 해양관측자료의 �G�E�O�S�S 공유를 위한 해

양분야 단위센터�(저장�-모델링�-가공�) 지정 및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m�-�G�E�O�S�S 설치 운영 활성화�)

○  양질의 해양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국가 인증 정

책 수립과 해양정보에 대한 �G�E�O�S�S 자료공유원

칙에 입각한 접근 용이성 확보를 위한 표준 프

로토콜 제정으로 해양정보의 신뢰도 및 활용도 

수준 향상 

○  모니터링�(센싱�)시스템, 자료취득, 관리 및 전파시

스템, 자료동화와 분석시스템의 �3개 서브시스템

의 연계 시스템 구축

○  국제자료센터의 생산자료수집, 관리와 자료의 품

질 보장과 제어를 위한 프로토콜, 표준화, 자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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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 교환, 사용자의 접근, 실시간과 지연모드로 

구분된 자료의 제공 등의 범정부 네트워크 구성 

○  자료수집�-분석�-정책접근 단계별 싸이클 서브시

스템 구축

○  연안침식, 해수면의 장기변동, 해일 등 해양 재

해 저감을 위한 실시간 재해모니터링 구축

○  해양지리정보�(�M�G�I�S�) 기반의 해양그리드�(�G�r�i�d�) 

관리 프로그램 개발

○  정지궤도 실시간 해양환경관측 위성�(�G�O�C�I�) 개

발 및 통신해양기상위성의 해양자료처리 시스템 

개발

○  해양 인식 제고를 위한 해양 교육 프로그램 개

발, 서비스 전문교육센터 설립

○  국제 해양정보의 이용을 위한 해양 분석전문가 

육성으로 장기해양환경예측과 정책결정 지원체

제 구축  

○  원격해양탐사�(해양관측위성을 이용한 모니터

링, 해양특성부이, 측위 �G�P�S 등�) 및 실시간 종

합해양 관측자료, 해양예측 모델, 해양지리정보

�(�M�G�I�S�)를 연계한 가상해양정보 운영시스템 구축

○  해양그리드�(�G�r�i�d�)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

결정자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결론

해양에 대한 이해는 해양현상의 복잡성, 다변성, 

유동성과 연결성 등 시간적, 공간적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특징은 전지구적으로 다양

한 관측과 상호 긴밀한 관계의 유지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관측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결, 운용되어야 하는 상호 유기적 조합�(피드백�)

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

를 예측하기 위한 �G�E�O�S�S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를 

통해 달성되는 �9개 사회·경제적 편익 분야�(재난, 보

건, 에너지, 기후, 물, 기상, 생태계, 농업, 생물다양

성�)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해양에 대한 지속적

이고 연속적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체계

를 갖춘 실�(준�)시간 해양관측과 네트워크를 통한 국

제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다�.

또한 �G�E�O�S�S가 추구하는 전 세계 주요 정책목표의 

중심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지

구 기후변화에 수반되는 홍수, 가뭄, 엘니뇨�-라니

냐의 빈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등 각종 자연재해

의 급증과 석유, 금속 등 천연자원의 고갈, 식량, 에

너지, 공간, 물자원의 부족과 지역적 편차 등의 문

제 해결이 중요한 선결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지구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필수 정보로 그 중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G�E�O가 발족한지 �3년여가 지난 지

금도 각 부처의 관측 시스템 자료에 대한 �G�E�O�S�S 

자료공유 원칙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적 체

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G�E�O 제�5차 총회

�(�2�0�0�8�.�1�2�.�1�9�)에서도 언급된 사항으로 �G�E�O�S�S �1�0년 

이행계획에 명시된 �G�E�O�S�S 자료공유 원칙을 원활

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G�E�O�S�S 자료

공유 원칙백서가 완료되는 �2�0�1�0년 이전에 하루속히 

�1�2개 관측분야 고유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자료공유

에 대한 국내 통합 정책·법규체계의 초안을 마련해

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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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개

우주분야는 크게 위성활용·우주측지·우주환경 

분야로 나누어지며, 국내 개발 위성 자료와 국내 

우주환경 정보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주 관련 자

료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련한다�. 

위성활용 분야에서는 국내 개발 위성자료의 메타

데이터 표준화 방안 연구 등 위성자료의 통합적 활

용을 위한 기본 설계를 마련하고, 대용량 영상자료 

처리기술 등을 연구하여 위성자료 활용 기반을 구

축해 나간다�. 또한 �2�0�0�8년 �2월 항공우주�(연�) 위성

정보연구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내 개발 위

성자료의 활용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지정 받아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G�E�O�S�S 구축에 필요한 위

성기반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생산·제공·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활동들이 기대된다�. 

우주측지 분야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

어 우주는 이제 인류의 삶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 

되는 우주시대가 도래하였다�. 기상위성, 방송통신 

위성, 우주 정거장 및 우주 망원경 등 다양한 인공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선회하고 있으며, 우주탐사

선은 행성들은 물론 태양계 밖을 탐사하고 있는 시

대이다�. 이러한 우주시대에 걸맞게 지구의 변화양

상을 측정하는 측지학에도 지구의 중력측정 위성, 

위성항법시스템 �(�G�N�S�S�), 인공위성레이저 추적시스

템 �(�S�L�R�), 달 레이저 거리측정 시스템 �(�L�L�R�), 초장

거리 전파간섭계  �(�V�L�B�I�) 등 새로운 우주측지 기술 

들이 도입되어 기존의 지상기반 측지학의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 활동 내용

1) 위성활용 분야

항공우주�(연�)은 현재 임무 종료된 다목적실용위

성 �1호 자료 및 �2�0�0�6년 �7월 발사되어 운영 중인 다

목적실용위성 �2호 자료를 수신�/저장�/배포하고 있

으며, 또한 자체개발 된 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NA�SA 위성인 A�Q�UA, �T�E�R�RA 위성의 �M�O�D�I�S 자료

를 �2�0�0�2년 �7월 이후 수신�/저장�/배포 하고 있다�. 그

리고 일부 위성 발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이 우주개발진흥법에 규

정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으로 수정·보완되었

으며�(그림 �1 참조�) 이를 바탕으로 위성관측정보 활

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 공공, 해외기관 등에 위성

영상자료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범국가 협력사업인 

�G�E�O�S�S와 관련하여 재난·환경·국토관리 등에 대

한 의사결정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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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위성활용분야 주요활동 내용>

○  ’�0�6�.  �7 �: 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 및 정상 운영

○  ’�0�7�. �1�1 �: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 로드맵” 우주

개발진흥실무위원회 심의 의결 

○  ’�0�8�.  �2 �: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담기구 지정을 위

한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항공우주�(연�) 위성정보

연구소를 활용전담기구로 지정�/통보

○  �2�0�0�9년 통신해양기상위성, �2�0�1�0년 다목적실용

위성 �5호�(�SA�R�) 그리고 �2�0�1�1년 다목적실용위성 �3

호�(광학�)가 발사 예정임에 따라 보다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위성자료 수신 

예정

○  사용자들에게 활용분야가 다양하고 대용량의 

위성자료를 제공하기위한 준비로서 국내 개발 위

성 자료 통합을 위한 기본설계 �(메타데이터 표준

화 등�) 및 위성자료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고해

상도 정사영상 제작, 지표분광반사도 �D�B, 정밀 

지형정보 제작 등�)을 구체화 및 가시화 진행 중

2) 우주측지 분야

국제측지연맹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은 지상 및 우주 기반의 측지기술과 모

델들과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합하여 통합지구관

측전략 �(�I�O�G�S, �I�n�te�r�na�t�io�na�l �G�lo�ba�l �O�bse�r�v�i�n�g 

�S�t�ra�te�g�y�)에 부합하는 장기간의 정밀한 측지학적 

관측자료를 확보하고 �U�N 및 �G�E�O�S�S에 측지학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지구측지관측시스템 

�(�G�G�O�S, �G�lo�ba�l �Geo�de�t�ic �O�bse�r�v�i�n�g �S�ys�te�m�)을 구

성하였다�.

이사회, 운영위원회, 실무연구그룹, 자문기구 및 관

련국제기구로 구성된 �G�G�O�S는 �2�0�0�7년 �I�U�G�G�/�IA�G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운영위원회는 

각 직능별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무임운영위원 

�(�Me�m�be�r a�t �La�r�ge�)으로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1�]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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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S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주측지기술

로는 �V�L�B�I, �S�L�R, �G�N�S�S, �I�n�SA�R, 중력측정위성 등

과 지표측지기술로는 수준측량, 절대·상대중력측

정, 해양조석측정 기술 등을 이용하여 측지의 세가

지 기본 요소인 지구형태, 지구중력장 및 지구자전

운동에 대한 관측자료와 변화량을 제공하며, “지구

의 변형과 질량 이동과정”이라는 주제로 측지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G�G�O�S는 �2�1세

기 측지학과 지구운동학과 관련된 과학적 이슈뿐

만 아니라 지구재난관리, 천연자원, 기후변화, 해양 

예보 등 다른 분야에 관련된 이슈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지구관측시스템과 관련하여 �G�G�O�S가 주도

하고 있는 �G�E�O �Tas�k A�R�-�0�7�-�0�3 �(시스템 설계 분

야�)은 �G�G�O�S 이외에도 �C�E�O�S�/�C�N�E�S, 독일, 이탈리

아, 한국 등 �7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

며, 지구관측에 필수적인 기본 좌표계와 도량형의 

기준으로써 정확하고, 동일하고, 장기적이고, 안정

적인 전지구 측지좌표계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한다

는 목표를 가진다�. 이를 위해 지구관측과 �G�E�O�S�S

에 기여하는 관측시스템을 위한 일관되고, 고정밀

하며, 동일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지구 측지

좌표계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수행하

는 것이 A�R�-�0�7�-�0�3의 주요 내용이다�.

�2�0�0�7년 시작된 �G�E�O �Tas�k A�R�-�0�7�-�0�3과 관련하여 

�G�G�O�S의 중요한 성과물로는 �G�E�O �p�l�na�r�y에 제출

한 �G�G�O�S 전략문서인 �G�G�O�S �2�0�2�0과 다수의 �G�E�O�/

�G�G�O�S �Wo�r�ksho�p, �G�G�O�S �Fo�r�u�m, �G�E�O�S�S 시스템

�[그림 �2�] �IA�G와 지구관측 프로그램들로의 �G�G�O�S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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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관련회의 참석, 운영위원회 운영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을 포함하는 몇 개 기관

과 함께 “�De�ve�lo�p�i�n�g �the �G�G�O�S �i�n�to a �mo�n�i�to�r�i�n�g 

s�ys�te�m �fo�r �the �g�lo�ba�l �wa�te�r c�yc�le” �U�N�E�S�C�O 과제

를 수행하고 있다�.

�G�G�O�S가 주도하고 있는 �G�E�O 구조설계 사업의 하

나인 A�R�-�0�7�-�0�3 『지구측지기준프레임 �(�g�lo�ba�l 

�geo�de�t�ic �re�fe�re�nce �f�ra�me�)』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는 한국천문연구원이 co�n�t�r�i�b�u�to�r로 참여하고 있으

며, 국내 �G�G�O�S 자료수집시스템 구축 및 통합연구

를 위한 기반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측지학적 인프라 및 수준 높은 정보통신 기

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G�G�O�S가 추진하고 

있는 A�R�-�0�7�-�0�3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G�G�O�S를 구성하는 

지역적 관측자료 확보 및 관련 기술 선진화, 전 지

구적 규모의 측지학적 해 확보 기술, 국내 �G�G�O�S 관

련 정보 수집, 관리, 배포 및 국제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 수행을 통

해 �G�E�O�S�S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A�R�-�0�7�-�0�3이 포함된 �G�E�O의 구조설계 분

야의 적극적 참여 및 관련 사업 추진은 곧바로 

�G�E�O�S�S에의 기여도와 직결될 수 있으며, A�R�-�0�7�-

�0�3과 관련되어서는 가칭 “전지구 측지시스템 자료

공유체계 구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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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GEOSS to the next level

The Cape Town Ministerial Summit hosted 

by South Africa last November marked the 

end of the first phase in the development of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EOSS). Over 100 "Early Achievements" were 

presented to Ministers and other participants, 

demonstrating the great progress that GEO 

has made in its first two-and-a-half years of 

existence. Meanwhile, the Ministerial Declaration 

highlighted the strong political support that the 

10-Year GEOSS Implementation Plan still enjoys. 

While we should celebrate the achievements we 

have made so far, we also need to concentrate 

on advancing GEOSS to the next level. The next 

Ministerial Summit is likely to take place in 2010, 

half way through the 10-Year Plan. This means 

that we can think of the next three years as the 

second phase or cycle in the construction of 

GEOSS. At the 2010 Summit, we need to ensure 

that the Early Achievements presented in Cape 

Town are supplemented by a large number of 

"Mid-Term Achievements".

This year’s annual meeting of the Group on 

Earth Observations was held in Bucharest, 

Romania, on 19-20 November. The highlight 

of the meeting was the announcement that the 

40-year archive of data and images from the 

Landsat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is now 

freely available to all users without restriction. 

Landsat constitutes the world’s most extensive 

collection of continuously-acquired remotely-

sensed satellite imagery. 

A major purpose of the GEO-V Plenary was 

to evaluate the substantive work being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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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by the GEO membership. This included 

the development of the GEOSS Common 

Infrastructure (consisting of portals, registries 

and a clearinghouse), the recent launch of 

the GEO Biodiversity Observation Network, 

advances on forest monitoring, and other regional 

and national activities. As for management 

issues, the meeting accepted a 2009-2011 Work 

Plan that details the actions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will take to make the GEOSS a 

reality. The Plan sets out 42 overarching Tasks 

for guiding the construction of GEOSS from 2009 

through 2011. Together, these activities will build 

the fundamental infrastructure underpinning 

GEOSS and establish products and services 

for decision-makers in the fields of climate, 

biodiversity, agriculture and six other Societal 

Benefit Areas. The Work Plan was accepted as 

a “living document” that will be updated annually. 

Over the course of the coming year, the GEO 

community will receive further guidance as the 

10-year targets for GEOSS agreed in 2005 are 

updated and refined. The development of a 

new “performance and evaluation framework” 

will provide additional direction. Based on all 

this work and guidance, Ministers participating 

in GEO’s 2010 Summit will have the tools and 

information they need to make a mid-term 

evaluation of the progress being made on 

GEOSS.

In its role as facilitator and coordinator, the 

Secretariat concentrates its efforts on advancing 

the Tasks in the Work Plan and supporting the 

various GEO Committees. Our role, however, 

is also to look ahead in an effort to identify new 

opportunities for expanding and deepening 

GEOSS. We currently believe that further 

progress will require additional measures in 

the Societal Benefit Areas (SBAs) of Water, 

Ecosystems and Biodiversity, Health, and 

Energy. GEO also needs to engage user groups 

more effectively,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and 

research scientists.

Water has emerged in recent years as a major 

international priority, and there is a clear need 

for improved Earth observations to support 

global action in this area. To help strengthen 

this SBA, the Secretariat is making a particular 

effort to advance the GEO Work Plan Task on 

Hydrological Applications and Run-Off Network, 

or HARON. It is also supporting efforts by a 

number of GEO Members to develop a global 

network that builds on the North American 

Drought Monitor, starting with a new regional 

initiative for the Pacific Rim. Another vital element 

is the Asian Water Cycle Initiative (AWCI). 

Together, HARON, drought monitoring and the 

AWCI could form the nucleus of an improved 

global freshwater monitoring capacity for GE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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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ffort to advance the biodiversity SBA, 

the Secretariat has been working with a large 

number of institutions and experts to strengthen 

their engagement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biodiversity arm of GEOSS, to be known as the 

GEO Biodiversity Observation Network. GEO 

BON was launched at a scientific meeting in 

Berlin on 8-10 April. This emerging network has 

great potential to support the work being carried 

out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t could provide, for example, a baseline and 

continuous monitoring of any follow-up target 

that may be agreed upon the expiration of the 

2010 target for reducing the rate of biodiversity 

loss. 

The Secretariat is also exploring opportunities 

for advancing GEO activities in the Health SBA. 

It has met many times with representative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ho clear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joint activit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to date and are committed 

to extending their collaboration with GEO. One 

of the most exciting activities in this SBA is 

the Meningitis Environmental Risk Information 

Technologies (MERIT) project, which powerfully 

demonstrates the value of Earth observations to 

improving global public health.

The Energy SBA also needs to progress more 

quickly over the next three years. In order to 

explore how GEO might advance work in this 

area, I had the pleasure of making a presentation 

about GEOSS to the Washington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 2008 (WIREC) 

in early March. This meeting was an opportunity 

to network and consult with key actors in the 

energy field. The Secretariat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User Interface Committee and the 

Energy community of practice as they explore 

new opportunities for engaging the energy 

community more fully in GEOSS implementation.

GEO's most important upcoming activity in the 

field of outreach will be the 3rd GEOSS Asia-

Pacific Symposium, to be hosted by Japan 

in Kyoto on 4-6 February 2009. With its large 

share of the world's population, dynamic 

economies and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this region is clearly 

of critical importance to both the creation of 

GEOSS and the use of GEOSS data and 

products. The Secretariat is working closely 

with the Government of Japan to organize the 

Symposium, which will address "Data sharing for 

transverse GEOSS".

Many other issues will crowd the GEO agenda 

over the coming year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a vital role to play in all of them. Korea 

has already supported many implementation 

activities, including, to take just on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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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ortant training session on weather 

forecasting hosted last year. The Secretariat 

looks forward to working with the key actors in 

Korea on advancing GEOSS over the months 

and years to come.

�[그림 �1�] 기상청 방문 시 모습�(�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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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I�(�G�E�O�S�S 공동 인프라, �G�E�O�S�S �Co�m�mo�n 

�I�n�f�ras�t�r�uc�t�u�re�) 초기 운영 능력 �(�I�n�i�t�ia�l �O�pe�ra�t�i�n�g 

�Ca�p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 �1년 동안 시

험 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이 �2�0�0�8년 �3월에 

개최된 �G�E�O�(지구관측그룹, �G�ro�u�p o�n �Ea�r�th 

�O�bse�r�va�t�io�ns�)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8년 �6월에 �G�C�I 초기 운

영 능력 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었다�. 이 태스크 포

스는 초기 운영 능력 개발 단계에서 �G�C�I를 다각적

으로 진단·평가하여 �G�E�O 집행위원보고하고, 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촉진하고, 기

존 정보 시스템들이 �G�C�I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아래 내용은 이 태스크 포스가 �2�0�0�8년 �1�0월에 작

성한 �G�C�I 개념 정의서 초안의 내용이다�. 

이 태스크 포스는 �2�0�0�9년 �3월까지 �G�C�I 구성 요

소에 대한 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2�0�0�9년 �4월까지 

�G�C�I 장기 운영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9년 여름에는 �G�C�I 초기 운영 능력을 점검하고 

최종 �G�C�I 이행 체계를 정의하여, �2�0�0�9년 �1�1월에 있

을 제�6차 �G�E�O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본격적으로 

�G�C�I 운영에 돌입하게 된다�.

I. 배경, 목적 및 범위

�G�C�I는 �G�E�O 공동체를 대표하여 운영되는 몇몇 구

성 요소를 구축함으로써 �G�E�O�S�S�(지구관측시스템,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1�0

년 이행 계획에 정의되어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G�E�O�S�S의 운영 국

면에서 �G�C�I는 �G�E�O 공동체로부터 제공된 자원을 

강 용 성 

GEO 사무국

yongsung@kma.go.kr

GEOSS 공동 인프라(GCI) 구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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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출판하고, 상호 운용성을 권장하고 지원하

고,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자원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

는다�.

�G�C�I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

어진다�. 

•  �G�E�O�S�S 구성 요소, 서비스, 표준, 이용자 요구, 

�bes�t �p�rac�t�ice�(최상의 업무 처리�)의 레지스트리

�(�Re�g�is�t�r�ies�)

•  등록된 모든 자원을 간결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하는 �G�E�O�S�S �C�lea�r�i�n�gho�use로 알려진 공동 검

색기

•  이용자가 모든 �G�E�O�S�S 자원에 “원스톱” 접근할 

수 있는 웹 포털

�G�C�I의 범위는 이러한 레지스트리, �C�lea�r�i�n�gho�use, 

웹 포털의 기능과 이들의 외부 이용자·자원과의 상

호 작용에 국한되고, 외부 시스템의 내부 작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외부 시스템은 단지 문서 형식으

로 이상적으로 표준화된 외부 서비스 인터페이스만

을 공개한다�.

II. 운영 정책 및 제한

�G�C�I는 �1�0년 계획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발적인 서

비스 기여에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용자 요구에 관

한 것을 제외한 모든 레지스트리는 �G�E�O 회원국

과 참여 기구에 의해 제공된다�. 필요할 경우 레지

스트리 간 연결 고리가 구축된다�. 현재 세 개의 웹 

포털·�C�lea�r�i�n�gho�use 후보가 민간 기구, 정부 기

구, 국제기구에 의에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 

개 후보가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G�C�I와 같은 공

동 역량은 �G�E�O�S�S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어느 특정 제공자가 서비스를 중도에 중단할 경우 

�G�E�O�S�S 운영과 이용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G�E�O 사무국에 의하여 �G�E�O 웹사이트가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 외에는 현재 소프트웨어 취득, 호

스팅, 유지, 업데이트, 보강, 기타 �G�C�I 솔루션�(레지

스트리, 웹 포털, �C�lea�r�i�n�gho�use�)에 대한 재정 지원

이 없는 상황이다�.

�G�E�O 사무국은 승인된 국가나 기구에서 구성 요소

와 서비스를 �G�E�O�S�S에 제안하고 있는 지를 지속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안자�/출판자가 �G�E�O 회원국

이거나 참여 기구임이 확인되면, 등록된 구성 요소

는 �G�E�O�S�S의 일부로서 승인되는 것이다�. 레지스트

리 콘텐츠에 대한 품질 검토는 �G�E�O 공동체와 �G�C�I 

구성 요소 운영자에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G�E�O 비회원국 또한 구성 요소 및 서비스 레지스트

리�(�Co�m�po�ne�n�t a�n�d �Se�r�v�ice �Re�g�is�t�r�y�)에 자원을 등

록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표준 및 상호 운용성 포럼�(�S�I�F, �S�ta�n�da�r�ds 

a�n�d �I�n�te�ro�pe�ra�b�i�l�i�t�y �Fo�r�u�m�)이 구성되어, 표

준 및 상호 운용성 레지스트리�(�S�ta�n�da�r�ds a�n�d 

�I�n�te�ro�pe�ra�b�i�l�i�t�y �Re�g�is�t�r�y�)에 표준�(s�ta�n�da�r�ds�) 및 

공동 관행�(�p�rac�t�ices�)을 추가하는 검토 그룹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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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고 있다�.  이 그룹은 정기적으로 모여 레지스트

리에 외부로부터 등록된 표준과 관행 후보를 심사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G�E�O�S�S 내의 표준을 이

해하고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자들

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III. GCI 설명

그림 �1에 묘사된 것처럼 �G�C�I는 외부 이용자와 제공

된 자원과 연관하여 작용한다�. 이 그림은 �G�C�I 내부

에서의 상호 작용 그리고 �G�C�I와 외부 자원과의 상

호 작용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화살표는 정보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연결된 두 대상의 관

계를 해석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공통 인프라의 외

부에 존재하는 주요 자원에는 회원국과 참여 기구

에 의해 운영되는 웹 사이트, 서비스, 데이터, 포털 

등이 있다�. 등록된 구성 요소와 자원�(�Co�m�po�ne�n�ts 

a�n�d �Reso�u�rces�)은 회원국 등에 의해 제안된 구

성 요소 시스템과 그의 서비스에 대하여 대리역할

�(�p�laceho�l�de�r�)을 한다�. 이들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자원의 존재를 알 수 있고 �G�E�O�S�S에로

의 접근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등록되지 않

은 공동체 자원은 일반 이용자들이 추가적으로 관

심을 보일만하거나, 웹 포털에 링크되어 표현될 수 

있는 �G�E�O�S�S 서비스나 데이터와 같은 수많은 기타 

덜 구조화된 자원을 일컫는다�. �R�S�S 방식의 뉴스 피

드�(�ne�ws�fee�ds�), 문서, 기타 웹 사이트들이 이러한 

�[그림 �1�] 대상들 사이의 상호 작용 도표�. 
�G�C�I 구성 요소 서비스와 선택된 외부 자원 사이의 주요 관계를 나타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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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 자원의 예이다�. 

그림에서 타원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G�C�I이다�. 이 

타원 안에는 레지스트리, �G�E�O 웹 포털, �G�E�O�S�S 

�C�lea�r�i�n�gho�use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G�C�I는 이용자, 등록된 �G�E�O�S�S 자원�(서비스, 구성 

요소 시스템 등�), �G�E�O�N�E�T�Cas�t 위성 데이터 송출 

서비스 및 기타 통신 서비스, �G�E�O�S�S에 등록되지 

않은 공동체 자원, 메인 �G�E�O 웹 사이트 등과 상호 

작용한다�. 출판자�(�p�u�b�l�ishe�r�)와 이용자 사이의 특정

한 상효 작용은 그림에 표시하지 않았다�. 

�G�E�O�S�S 레지스트리�(�Re�g�is�t�r�ies�)는 표준화 된 등

록과 쿼리�(�q�ue�r�y�)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G�E�O�S�S 자원에 대한 고차원 접근을 관리하는 “엘

로우 페이지�(�ye�l�lo�w �pa�ges�)”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레지스트리는 �G�E�O�S�S에서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아이템들을 저장하고 출판하는 장소로 사용

된다�. 기본적으로 만약 한 아이템이 레지스트리에 

존재한다면 이는 �G�E�O�S�S의 한 부분으로 승인되었

음을 나타낸다�.

�G�E�O�S�S 표준 및 상호 운용성 레지스트리

�(�S�ta�n�da�r�ds a�n�d �I�n�te�ro�pe�ra�b�i�l�i�t�y �Re�g�is�t�r�y�)는 �G�E�O 

회원국과 참여 기구에 의해 추천된 표준과 특별 규

칙�(s�pec�ia�l a�r�ra�n�ge�me�n�t�)을 등록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이용자들도 새로운 표준이나 특별 규칙을 이 

레지스트리에 포함되도록 추천 양식에 의거하여 추

천할 수 있다�. 각각의 표준이나 특별 규칙에 대하여 

이름이 붙여지고, 표준 형태에 따라 분류된다�. 이러

한 아이템들은 표준 및 상호 운용성 포럼에 의하여 

그 포함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이 포럼은 중복된 

등록,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등록을 가려낸다�. 이

러한 조직적 접근 방식을 통해 �G�C�I의 기타 부분 그

리고 외부 이용자까지도 현재의 승인된 표준 목록

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레지스트리는 �Bes�t 

�P�rac�t�ice �W�i�k�i, 이용자 요구 사항 레지스트리�(�Use�r 

�Re�q�u�i�re�me�n�ts �Re�g�is�t�r�y�), 구성 요소 및 서비스 레

지스트리�(�Co�m�po�ne�n�t a�n�d �Se�r�v�ice �Re�g�is�t�r�y�)로 명

확하게 참조가 참조된다�. 

구성 요소 및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G�E�O 회원국과 

참여 기구가 그들과 관련된 �G�E�O�S�S 구성 요소 및 

서비스를 구분하고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G�E�O�S�S

의 주요 “엘로우 페이지”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

서 �G�E�O�S�S 구성 요소는 �G�E�O�S�S에 참여하는 시스

템, 신규 사업, 활동,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각각

의 등록된 구성 요소를 통하여 지구 관측 데이터, 

모델링, 기타 프로세싱에 관한 한 개 이상의 서비

스 정보가 등록된다�. 서비스를 등록할 때 제안자

�(o�f�fe�ro�r�)는 이미 존재하는 표준 또는 특별 규칙을 

찾아서 링크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등록 양식을 통하

여 새로운 표준 또는 특별 규칙으로 추천해야 한다�.

�Bes�t �P�rac�t�ice �W�i�k�i는 �G�E�O 회원국과 참여 기구

가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이나 방법을 교

환하는 덜 정형화된 레지스트리이다�. 등록된 �bes�t 

�p�rac�t�ice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선호하는 접근 

방법이나 관행으로서 채택되어 �G�E�O�S�S 또는 특정 

사회 편익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 �W�i�k�i는 관측, 정

보 산출물, 역량 개발 등 모든 영역의 �bes�t �p�rac�t�ice

를 다룬다�. 필요할 경우 표준에 대한 추가 정보를 



해.외.기.술.동.향

80 Meteorological
Technology & Policy

부여하기 위하여 표준 및 상호 운용성 레지스트리

에 링크가 걸리게 된다�.

이용자 요구 사항 레지스트리는 이용자 유형에 따

라 무엇이 측정되고 있고, 얼마나 자주, 어디에서, 

어떠한 해상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어떠

한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관측되고 있는지 등과 같

은 지구 관측에 관한 요구 사항을 망라한다�. 관측 

파라미터에 관한 구조화된 용어집은 등록된 기존 

관측과 이의 개선 계획을 앞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

과 비교하여 격차를 밝혀내고 해소하는 데 있어 하

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G�E�O�S�S �C�lea�r�i�n�gho�use는 구성 요소 및 서비스 레

지스트리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와 서비스를 탐색

할 수 있게 한다�. 검색 가능 필드�(�f�ie�l�ds�) 세트가 서

비스 등록소로부터 추출되어, 표준 쿼리 인터페이

스를 통하여 다양한 카탈로그를 빠르고 일관성 있

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등록된 카탈로그 

서비스는 차례로 쿼리가 요청되어 이들 콘텐츠가 

순환적으로 획득되거나 이와 병행하여 검색된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도 �C�lea�r�i�n�gho�use에 쿼리

를 던짐으로써 서비스 설명서에 저장된 링크를 통

해서 서비스를 알아내고 접근할 수 있다�.

�G�E�O 웹 포털�(�We�b �Po�r�ta�l�)은 �G�E�O�S�S 자원에 접근

하여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센터 역할을 

한다�. 일반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웹 

포털에 접속하여 표준 기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수행할 수 있다�.

•  �G�E�O�S�S 구성 요소 및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등

록된 시스템, 신규 사업, 프로그램 등의 검색

•  해당 레지스트리를 통한 등록된 표준, �bes�t 

�p�rac�t�ices, 이용자 요구 사항 등의 검색

•  특정 사회 편익 분야에 관한 정보 연람

•  �G�E�O�S�S �C�lea�r�i�n�gho�use를 통해 목록화 되는 

�G�E�O�S�S 전반에 대한 서비스, 데이터, 기타 자원

�(�G�E�O�N�E�T�Cas�t 방송 스케줄 포함�)에 대한 검색

•  �G�E�O�S�S 상에서 목록화 되지 않은 보조적인 문

서, 데이터, 웹 자원 등에 대한 링크 정보 표출

•  탐색용 지구본을 이용한 �R�S�S �fee�ds 표출

•  표준 기반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되는 

지도 및 이미지 자원 표출

•  검색된 데이터 및 서비스에 관한 추가 분석 수행

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도우미 기능

�G�E�O 웹 포털은 �1�) �G�E�O 웹 사이트로부터 링크되

어 �G�E�O�S�S에 접근하는 유일한 공식적인 ‘정문’ 역

할이 가능하며, �2�) 사회 편익 분야에 대한한 추가적

인 �G�E�O 공동체 웹 포털 개발이 가능하며, �G�E�O 회

원국과 참여 기구로 하여금 응용 분야에 좀 더 초

점을 두는 맞춤식 활용이 가능한 포털 환경을 갖는

다�. �G�E�O 전체 포털 안에 특정 주제에 관한 웹 포털

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그림 �1에서 �G�C�I 내부 또는 

주변에서 나오는 보다 많은 �G�E�O�S�S 자원에 용이하

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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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운영 모드

서비스�/데이터 생성, 등록, 승인, 검색, 접근 등이 

정보 흐름과 관련한 �G�C�I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운영 

모드�(�mo�des�)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흐

름 이벤트 상에 기술된다�.

1)  GCI는 외부 지구 관측 시스템(회원국 및 참여 기구 

소유)에 의한 데이터 및 서비스 생성에 의존한다. 

2)  데이터와 서비스는 탐색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사

용자 어플리케이션 요구 사항과 잘 대응될 수 있

도록 충분히 자세히 기술된다.

3)  지구 관측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서(메타

데이터)는 GEOSS 구성 요소 레지스트리에 입력되

거나 카탈로그에 저장된다.

4)  한 개 이상의 서비스 기술서가 구성 요소 및 서비

스 레지스트리 안에 등록된 구성 요소와 연계된다.

5)  표준 및 상호 운용성 레지스트리에 포함되도록 표

준이 추천된다.

6)  표준 및 상호 운용성 포럼에 의해 승인되면, 추천

된 표준은 GEOSS 레지스트리 이용자에게 표출되

게 된다.

7)  서비스 기술서는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 개 이상의 표준이나 특별 규칙에 링크될 수 있

다. 이러한 것에 서비스, 프로토콜, 양식, 도식, 기

타 등록된 표준 또는 특별 규칙 등에의 참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8)  GEO 사무국은 구성 요소/서비스 등록을 확인/승

인하며, 이로써 이것들이 회원국 또는 참여 기구로

부터 나온 것이고,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9)  (데이터와 서비스의)카탈로그는 서비스 레지스트

리 안에 서비스로서 등록이 된다. 이 서비스 레지

스트리에는 표준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여 서비스 

콘텐츠가 Clearinghouse 검색기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게 된다. 

10)  best practices는 Best Practice Wiki에 있는 

Wiki 포맷에 맞게 작성되어 관련 표준, 등록된 서

비스, 데이터 참조 등에 링크될 수 있다.

11)  이용자 요구 사항 레지스트리 상에 이용자 요구 

사항이 등록이 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외부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다발로 업로드할 수 있다.  요

구 사항은 관측 품질 파라미터(해상도, 정확도, 

관측 민도, 정밀도, 등) 표준 용어집에 링크된다.

12)  이용자는 웹 포털 인터페이스를 통해GEOSS

에 접근하여 내부 또는 외부 관련 정보 또는 

서비스를 탐색·검색·사용한다. 레지스트리와 

Clearinghouse를 통해 사회 편익 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고, 등록된 구성 요소만을 

검색할 수 있다.

13)  웹 포털은 특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GEOSS 상의 사용 가능한 데이터, 정보, 서비스

를 보고 탐색할 수 있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지리정보 포털 서비스

  (2)  다양한 GEO 사회 편인 분야에 대한 지도, 텍스

트 정보를 표출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묘사 뷰어 

서비스(Portrayal Viewer Service)

  (3)  분배 카탈로그 검색이 가능한 GEOSS Clearinghouse

의 카탈로그 서비스로의 인터페이스

  (4)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종합 정보 검색

  (5) 지구 관측 교육, 훈련, 역량 배양 자원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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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격 카탈로그에 저장된 메타데이터 기록은 

Clearinghouse에 의해 주기적으로 접근이 되며, 

필드 세트가 저장되어 GEOSS 소유물에 대한 신

속한 접근이 가능하다.

15)  웹  포 털 에  제 공 된  웹  양 식 을  통 해 서 

Clearinghouse 상에서 검색이 수행되고, 쿼리는 

원격 카탈로그 또는 Clearinghouse의 메타데이

터의 은닉된(cached) 서브세트에 배분된다. 검색 

결과는 링크를 달고 있는 최대한 간결한 메타데

이터 형태로 분류되어 웹 포털 이용자에게 표출

된다. 

16)  Clearinghouse 또는 레지스트리의 메타데이터가 

인식 가능한 표준 인터페이스 URL 이나 포맷을 

포함할 경우, 웹 포털은 추가적으로 가시화가 가

능하도록 적절히 데이터 또는 서비스 처리를 수

행해야 한다.

위의 흐름 요소는 예로서 제시한 것일 뿐 �G�C�I와 외

부 절차에 있어서 절차와 의사 결정에 절대로 반영

되는 것은 아니다�.

V. 이용자 분류 및 기타 관여자

출판자�(�p�u�b�l�ishe�r�) �- 회원국과 참여기구가 �G�E�O�S�S 

구성 요소 그리고�/또는 서비스에 기여하도록 승인

한 개인

운영자�(o�pe�ra�to�r�) �- 서비스와 관련 데이터를 운영하

고 유지하는 기관�/기구

승인자�(a�p�p�ro�ve�r�) �- �G�E�O�S�S 레지스트리와 �G�E�O 웹 

포털에 등록 또는 갱신하는 것을 승인 또는 부인하

는 관계자�. 구성 요소 및 서비스 레지스트리의 경우

에는 �G�E�O 사무국이, 표준 및 상호 운용성 레지스

트리의 경우에는 표준 및 상호 운용성 포럼 회원이 

그 권한을 갖는다�. 기타 승인자가 �Bes�t �P�rac�t�ices 

�W�i�k�i, 이용자 요구 사항 레지스트리, �G�E�O 웹 포털

에 대한 기여�/변경을 승인한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완성자�(�i�n�te�g�ra�to�r�) �- 

�G�E�O�S�S를 활용하여 적절한 서비스, 데이터, 관

련 자원을 얻을 장소를 찾아낼 수 있고, 특정 분

야에 응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 개 이상의 응용 

분야에 대한 지원에 관여하는 이용자 부류�. 이러

한 이용자들이 적합한 데이터, 표준, 서비스 등을 

�C�lea�r�i�n�gho�use와 레지스트리로부터 찾아내어 이를 

일반 이용자 어플리케이션�(웹 또는 �P�C 기반�)에 연결

시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준다�.

�G�E�O�S�S 숙련 이용자 �- �G�E�O�S�S 개념을 이해하고, 

�G�E�O 웹 포털 인터페이스나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등록된 자원을 찾는 이용자�. 이러한 부류

의 이용자는 �G�C�I를 이용하여 �G�E�O 자원을 탐색·평

가·접근하여 외부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다�. 

이슈 지향적 이용자 �- 한 개 이상의 사회 편익 분

야에 속하는 특정 이슈에 관하여 종사하고 있는 연

구원과 과학�-정책 분석자�. 이들은 �G�E�O�S�S에 충분

한 경험은 없지만, 그들의 특정 이슈에 관련된 관

측 데이터와 서비스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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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원 환경

다음과 같이 모든 운영 지원 활동이 회원국과 참여 

기구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구성 요소 및 서비스 레지스트리�(미국�)

•  표준 및 상호 운용성 레지스트리�(�I�E�E�E�)

•  이용자 요구 사항 레지스트리�(미국�)

•  �Bes�t �P�rac�t�ice �W�i�k�i�(�I�E�E�E�)

•  웹 포털�(�Co�m�p�us�u�l�t, �E�SA, �FA�O, �E�S�R�I�)

•  �C�lea�r�i�n�gho�use�(�Co�m�p�us�u�l�t, �E�S�R�I, 미국�)

현재 세 개의 후보가 웹 포털과 �C�lea�r�i�n�gho�use 솔

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G�E�O�S�S 초기 운영 능력 태

스크 포스는 한 개 또는 다수의 공식적인 �G�C�I 구성 

요소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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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선진국의 GEO 추진 현황

I. 미국의 지구관측그룹(USGEO)

1. 개요

�2�0�0�3년 �7월 제�1차 지구관측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의 미국 구성

요소인 통합지구관측시스템�(�I�E�O�S�; �I�n�te�g�ra�te�d 

�Ea�r�th �O�bse�r�va�t�io�n �S�ys�te�m�)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주도 하에 관계 부

처 간의 그룹을 형성하였다�. �I�E�O�S의 목표는 변화

하고 있는 지구 상태의 감독을 향상시키고 복잡

한 지구 프로세스의 이해를 증가시키며 환경 변

화의 영향 예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구 시스템

의 조정되고 지속적인 관측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는 �G�E�O�S�S의 목표와 일치한다�. �U�S�G�E�O의 비전

은 통합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구관측시스템

을 통하여 공중보건, 경제, 지구를 활성화하는 것

이다�. �U�S�G�E�O는 �1�6개 미국 연방 기관의 대표와 대

통령 행정부로 구성된 결과지향적인 조직이며, 백

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미국해양대

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국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2. USGEO의 성과

미국 지구 관측 통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

하기 위하여 �U�S�G�E�O는 미국 통합지구관측시스

템을 위한 전략 계획�(�S�t�ra�te�g�ic �P�la�n �fo�r �the �U�.�S�. 

�I�n�te�g�ra�te�d �Ea�r�th �O�bse�r�va�t�io�n �S�ys�te�m, �2�0�0�5�)을 

개발하여 �2�0�0�5년에 공개하였다�. 이 전략 계획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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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관측시스템과 �G�E�O�S�S에의 기여를 위한 앞으

로의 목표와 요구사항을 설정한다�. 

전략 계획은 �U�S�G�E�O 회원 기관의 모든 임무 분야

를 총괄적으로 가로지르는 �9개 사회편익 분야로 구

성된다�. 이 �9개 사회편익 분야는 �G�E�O에 의해 개발

된 사회편익 분야에 밀접하게 부합하며, 미국의 노

력을 �G�E�O�S�S를 지지하는 국제적인 활동으로 이어

준다�. �U�S�G�E�O�(�2�0�0�6�)의 경과보고서에 보고된 성과

로는 대기 질, 통합 가뭄 감시 및 토지 특성을 위한 

계획 개발이 있다�.

�U�S�G�E�O는 연구부터 운영 상태에 이르기까지 지구

관측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다�. 대학, 민간단체, 국제 파트너와 함께 �U�S�G�E�O의 

연구 및 운영 회원 기관들은 기존의 지구관측 모델 

및 시스템을 강화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하

여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세계 경제와 인구

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 자료의 질과 이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

�G�E�O�S�S와 �I�E�O�S의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외 이

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조성하는 것은 �U�S�G�E�O

의 최우선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U�S�G�E�O는 정부, 

기관, 산업, 학계, 비정부 및 국제기구들 사이의 파

트너십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준비한다�. 

미국의 조기성과 부문

�1�. 북극 관측 네트워크

�2�. 미국 국립토지이미지프로그램 수립

�3�. �G�E�O�N�E�T�Cas�t�: 전지구환경정보전달시스템

�4�. 전지구우주기반상호보정시스템

�5�. 전지구변화의 대규모 해양 생태계 지표

�6�. 해양 지표 지형 

�7�. �S�E�R�V�I�R�: 지구관측, 감시 및 시각화 시스템

�8�. 스미스소니언협회 전지구관측소�(�S�I�G�E�O�)

�9�. 표준기반의 전 위험, 전 미디어 공공 경보

�1�0�.  기후 상태 �- 전지구 기후 감시를 위하여 지구관측

을 이용한 �G�E�O 성과

�1�1�.  북아메리카 가뭄 감시 �- 전지구 가뭄 조기 경보 

시스템의 �G�E�O 성과와 시작

�1�2�.  대기 질 예측과 호흡기 예측을 위한 결정 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U�S�G�E�O 프로그램

3. 국제적 기여

�U�S�G�E�O는 정책 및 업무를 공유하는 완전하고 공개

된 자료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

하며, 지구관측과 관련이 있는 역량배양 요구를 해

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U�S�G�E�O 전문가들은 모든 

�G�E�O 위원회들이 �G�E�O�S�S의 이행에서 국제적인 진

행을 하도록 지원한다�.

�2�0�0�7년에 �U�S�G�E�O는 서반구에서 �G�E�O�S�S 이행을 촉

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 위하여 브라질, 캐나

다, 아르헨티나, 칠레 및 아메리카 지역의 기타 �G�E�O 

회원국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아

메리카에서의 �G�E�O�S�S는 �G�E�O�S�S의 목표를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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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지역의 정부, 민간 산업, 비정부기구 및 학계

간의 기존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그 지역에서 새로운 협력 

사업을 위한 촉매자�(ca�ta�l�ys�t�) 역할을 한다�. 아메리

카에서 �G�E�O�S�S 관련 활동은 파트너십 촉진, 자료의 

이용과 교환 장려, 지역의 자산과 자원의 조정 및 

활용으로 지구관측의 활용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0�0�7년 �4월 �1�0일 워싱턴의 브라질 대사관에서 미

국과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서의 �G�O�E�S�-�1�0 위성

의 성공적인 재배치와 서반구에서의 �G�E�O�N�E�T�Cas�t 

역량의 도래를 축하하였다�. 모두 아메리카에서 

�G�E�O�S�S의 실현에 중요한 첫 단계를 나타낸다�. �2�0�0�7

년 �6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제�3�2차 환경

원격탐사에 관한 국제심포지엄�(�I�S�R�S�E�)은 지역간의 

대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7년 �9월 브라질 망가라티바에서 브라질 정부의 

국립우주과학연구원�(�I�N�P�E�; �Na�t�io�na�l �I�ns�t�i�t�u�te o�f 

�S�pace �Resea�rch�)은 아메리카 심포지엄에서 �G�E�O�S�S

를 주최하였다�. 참여국들은 �(�1�)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농업, �(�2�) 아메리카의 공중보건관측시스템, �(�3�) 

해안관리를 위한 지구관측, �(�4�) 아메리카의 �G�E�O�S�S 

구조 및 접근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심포지엄에는 �1�2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및 이해관

계자들과 �G�E�O 사무국이 참석하였으며, 토의는 지

역 참여 증가와 역량배양 촉진 등 다수의 이슈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이루어졌다�. 추가적인 조

정을 위한 활동과 메커니즘이 현재 개발 중에 있다�.

�2�0�0�8년에는 �G�E�O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

가들에 의해 지역 협력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G�E�O 회원국과 아메리카의 기타 관심 있는 정부간

의 협력이 지속될 것이다�. �2�0�0�8년 �1�2월 현재, �G�E�O 

아메리카 코커스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벨리즈, 캐

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및 미국을 포함한다�.

4. USGEO의 관심사 

�U�S�G�E�O�(�2�0�0�7�)의 �G�E�O 경과보고서에서는 �U�S�G�E�O

의 높은 사회 및 경제적 관심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U�S�G�E�O는 이들 주제를 지원하고 몇 

가지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1)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의 관측 및 예측은 영향 예측과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한 적응 대책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 

�I�E�O�S는 전지구, 지역 및 국지적 규모에서 기후변화

에 대한 취약성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더 포괄적

이고 정밀한 관측에 기여한다�. �U�S�G�E�O는 �G�E�O�S�S

의 일부분인 전지구기후관측시스템�(�G�C�O�S�; �G�lo�ba�l 

�C�l�i�ma�te �O�bse�r�va�t�io�n �S�ys�te�m�)과 전지구해양관측시

스템�(�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의 

개념을 지원한다�. 매년 �N�OAA와 �W�M�O는 전지구관

측시스템으로 수집된 관측 자료를 지구의 기후 상

태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한다�. 이러한 정

보는 오늘날의 기후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평가하

기 위하여 �G�C�O�S 필수 기후 변수들의 현재 관측 자

료를 역사적 자료와 결합시키고 사회와 환경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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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

간기후상태보고서�(A�n�n�ua�l �S�ta�te o�f �the �C�l�i�ma�te 

�Re�po�r�t�)에서 이용가능하다�. 

2) 사회와 생물권을 위한 물 안보

물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과 효율적인 관리는 수질 

및 물 이용가능성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제

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웰빙과 경제에 매

우 중요하다�. 물의 수질과 이용가능성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2�1세기에 중요한 문제이다�. 가뭄은 세

계에서 가장 손실이 크고 폭넓은 자연재해 중 하나

이다�. 기후변화, 인구증가 및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

자원 개발의 결과로써 가뭄의 빈도와 강도의 잠재

적 증가의 경고와 함께 가뭄조기경보시스템의 필요

성이 더 커지고 있다�. 가뭄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

여 육지 및 우주기반 관측시스템을 통한 환경 관측

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가뭄의 발생과 발달의 향상

된 경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향상된 예측 방법이 요

구되며, 계획과 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혁신적

인 연구 활동은 �2�1세기 가뭄조기경보시스템의 필

수적인 요소이다�.

증가하고 있는 가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미국, 멕시코 및 캐나

다는 북아메리카 가뭄 감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

가들 간의 과학 전문지식 및 자료 관리 원리의 이

전과 자료 및 정보의 공개적인 교환이 어떻게 가

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국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증명하였다�. 또한 혁신적인 협업 방법이 지

역 수준에서 가뭄 전문가들 사이에 개발되었다�. 그

들은 전통적인 관측시스템으로부터 이용할 수 없

는 가뭄 영향과 국지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다�. 각 국가의 정부 지도자와 과학자들 간의 긴

밀한 협력과 기존의 프로그램의 심각한 결함을 확

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하는 

노력은 북아메리카의 노력의 성공의 열쇠이다�. 또

한 가뭄 감시, 계획, 대응의 발전은 국가통합가뭄

정보시스템�(�N�I�D�I�S�;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미국에 의

해 입증되고 있다�.

3) 경관변화, 생태계 건강 및 생물다양성

토지영상자료는 모든 �G�E�O 사회편익분야를 가로지

르는 모든 관리 분야에서 운영 및 과학 활동에 사

용된다�. 미국과 국제토지영상시스템과 함께 랜셋

�(�La�n�dsa�t�)은 사회 요구,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기

후변동, 토지, 물, 해안 관리, 생태계, 생물다양성, 

농업경제, 임업, 광업 및 에너지, 운송, 도시 및 농

촌 계획, 지도화 및 측정, 재해관리 와 인간의 건

강과 웰빙에 관련된 상태 감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은 다른 �G�E�O 회원국에게 이

러한 주요 문제들에 대응하여 정책결정자와 토지

관리 의사결정자를 돕기 위한 우주기반 영상자료

를 계속 제공할 것을 권하고 있다�. �G�E�O 자료 공유

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인 접근법을 

찾기 위하여 미국은 이미 토지영상자료 교환을 위

한 협정으로 �G�E�O와 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 

�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s�)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La�n�d �S�u�r�face 

�I�ma�g�i�n�g �Co�ns�te�l�la�t�io�n을 증진하기 위하여 �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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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아메리카 가뭄 감시 지도�(�2�0�0�7년 �9월 �3�0일�) 

�[그림 �2�] 미국 토지영상프로그램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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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조정 기구로써 �C�E�O�S와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 토지영상프로그램�(�U�.�S�. �Na�t�io�na�l 

�La�n�d �I�ma�g�i�n�g �P�ro�g�ra�m�)은 미국 및 전지구적 경

제, 환경, 과학적 모적을 위해 �3�5년간의 위성 토지 

자료와 함께 토지 영상 자원의 미래 계속성을 확보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토지 영상 위성 역량을 

유지할 것이다�.

4) 재해 완화 및 대응

자연 및 인간에 의해 초래되는 재해에 대한 감시, 

예측, 완화, 대응을 위한 역량 향상은 재해의 영

향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U�S�G�E�O는 위

험 감지 및 위험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지구 관측

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재해 발생을 예측하기 위

한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어서 완화 및 대응 조치

가 더 잘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다�. 공개 경보가 필

요할 때, 당국은 사이렌, 도로 표지판, 전화, 휴대

전화, �T�V, 케이블 방송, 라디오, 인터넷, 위성 방

송 등 모든 가능한 미디어에 빠르게 경고할 수 있

다�. �Co�m�mo�n A�le�r�t�i�n�g �P�ro�toco�l �(�CA�P�) 표준은 위

험과 위험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

게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

된다�. “모든 미디어” 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의 공

공 경보를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CA�P 표준을 

채택하였으며, 모든 회원국에게 �CA�P를 이행할 것

을 요청하였고 개발도상국의 �CA�P 이행을 위한 지

침서를 발간하였다�. 

지구관측이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고 있는 다른 예

는 대기 질과 보건이다�. 대기오염은 심각한 전지구

적 공중 보건과 환경 질 문제이다�. 대기 질 관측에 

대한 접근 향상은 대기 오염을 관리하고 예측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사람들이 불필요

한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 보건을 향상

시키고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미국 환경보호국은 인터넷과 메스미디어를 통

하여 대중에게 제공되는 지표 대기 질 관측과 예

측의 실시간 관리 및 지도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A�I�R�No�w를 개발하였다�. A�I�R�No�w는 작은 지역 프

로그램으로 시작하였으며 대기 질과 관련된 시간별 

자료, 수백 개의 지도, 예측 및 관련 정보를 나타내

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성

공을 기반으로 �NA�SA와 �N�OAA는 예측자, 관리자 

및 대중에게 대기 질을 더 잘 알려주기 위하여 위

성 관측 및 모델 예측과 함께 A�I�R�No�w로부터 통합 

지표 대기 질 관측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5) 역량배양 강화

�U�S�G�E�O 기관은 �S�E�R�V�I�R과 �G�E�O�N�E�T�Cas�t를 통하

여 개발도상국에 환경 정보를 유포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이다�. �S�E�R�V�I�R은 지구관측 자료, 감시 도구, 

�3차원으로 지구 정보를 시각화하는 역량 등을 이

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고유한 시스템이다�. �S�E�R�V�I�R

은 인터넷 웹 포탈�(�w�w�w�.se�r�v�i�r�.�ne�t�)을 통하여 의사

결정자, 연구자, 교육자, 학생 및 대중에게 지상 정

보와 통합된 위성 자료를 제공한다�. 그 포탈에서는 

온라인 지도 보기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자료를 이

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재해관리,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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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물, 기상에 관한 정보와 도구와 함께 �S�E�R�V�I�R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사회편익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S�E�R�V�I�R 시스템의 기능은 

기후예측, 산호초 감시, 생물다양성 보전, 농산물 

생산량 예측 및 대기 질 감시와 관련된 결정에 대

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아메리카의 북부, 중부, 남부와 카리

브 해의 이용자에게 환경 자료를 제공하는 지역 

�G�E�O�N�E�T�Cas�t를 제공하고 있다�. �G�E�O�N�E�T�Cas�t는 

�G�E�O�S�S로부터의 모든 종류의 관측과 애플리케이션 

산출물을 커뮤니케이션 위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근 실시간적이고 전지구적인 환경 자료 

배포 시스템이다�. �G�E�O�N�E�T�Cas�t의 확장은 지구의 

변화하는 환경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G�E�O�S�S를 실현하

게 만드는 주요 단계이다�. 게다가, �G�E�O�N�E�T�Cas�t는 

보완적인 전달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료 

접근을 확대할 수 있다�. 

6) 상호운용성-교차활동, 기술 및 시스템 개선

미국 �I�E�O�S 전략 계획은 �I�E�O�S와 �9개 사회편익분야

를 지지하여 통합자료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노

력의 �1�0년 목표는 �I�E�O�S를 구성하는 다수의 개별관

측시스템들로부터의 모든 자료와 정보에 완벽한 접

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검색, 발견 및 분석을 위한 

강력한 도구의 도움으로 포털, 레지스트리 및 미

들웨어의 일반 환경이 연결될 것이며, 그래서 자료

와 기타 리소스는 마치 단일 가상 도메인에 있는 것

처럼 사용자에게 나타난다�. �I�E�O�S 자료와 정보 산

출물은 사회편익 추구를 목표로 의사결정을 지원

할 것이다�. �I�E�O�S 계획은 �(�i�) 기존의 자료 관리 시스

템의 상호운영성 강화, �(�i�i�) 정보 및 지식 관리에 현

대적인 접근법 이용, �(�i�i�i�) 강력한 정보 보안 및 자료 

품질 보장 등을 강조한다�. 

II. 일본의 지구관측그룹(JGEO)

1. 개요

일본의 �G�E�O는 문부과학성�(�M�E�X�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처 및 기관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두고 �G�E�O�S�S 사업을 촉진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G�E�O 활동에 대한 조

정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
�[그림 �3�] 전 세계 �G�E�O�N�E�T�Cas�t 범위

Global GEONETCast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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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명문화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일본

의 범 지구관측 증진의 기본 전략은 �G�E�O�S�S의 �1�0

개년 이행 계획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

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 수요 위주의 통합된 지구관측 구축

   -  사용자 수요에 입각한 관계기관 간 협조·연계를 강

화한 장기적인 지구관측시스템 구축

 ○  국제적인 지구관측시스템 통합화에 일본의 독자성 

확보와 리더십 발휘

   -  일본이 가진 강점 기술과 지역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일본의 독자성과 국제적 리더십 발휘

 ○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

구관측체제 확립

   -  일본의 지리적 조건을 감안, 아시아-오세아니아 지

역과의 연계 강화와 개도국의 인재 육성, 기반 정

비 등의 역량 개발 지원

일본은 �G�E�O 활동과 관련된 비전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 ‘경제사회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국제사회에 기여’를 설정하고 사회적 요구 분석에 

따라 전략적 추진 우선순위로 �5개 분야를 선정하

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 �5개 중점 추진 분야에는 �(�i�) 

지구온난화현상 해결, 영향 예측, 경감, 적응, �(�i�i�) 

물 순환 파악과 관리, �(�i�i�i�) 대기변화의 파악, �(�i�v�) 풍

수해 피해의 경감, �(�v�) 지진·해일 피해의 경감 등이 

있다�. 일본 �G�E�O의 추진 체계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 문부과학성의 지구관측 국제전략 계획 검토회

   - 지구관측장관급회의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의 검토

 ○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  지구관측 국제전략 계획 검토회의 검토 결과를 주

도적으로 재검토

 ○  문부과학성의 추진전략전문조사회 환경연구개발추

진 프로젝트팀

   - 각 성·청의 의견 종합

 ○ 종합과학기술심의회

   - 매년 실시계획 승인

   -  실시방안을 근거로 사업추진 현황 및 그 결과를 차

년도 실시계획에 반영

   -  종합적인 평가 및 국내외 동향을 감안하여 지구관

측 추진전략 검토

일본은 �G�E�O 집행위원회 이사국으로 �2�0�0�6�-�2�0�0�8년

까지 활동하였으며, �G�E�O의 구조 설계 및 자료 실

무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 지구관측자료 통합 및 

정보 융합 부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4년 

�1�2월 �2�7일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지구관측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자료 공유 및 이용 촉진, 관측 자

료의 체계적 수립, 합리적 자료 관리, 자료 통합, 정

보 융합이 가능한 시스템, 대용량 자료 처리를 위

한 집중형 시스템, 저용량의 자료를 위한 분산형 시

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지구관

측 추진전략’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학술 심의회

의 계획·평가·분화회의 아래에 지구관측추진부를 

설치하였으며, 자료통합 및 정보융합 부문은 지구

관측추진부회 산하 구조와 자료작업부회에서 국제

적인 논의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제�3기 과학기술 

기본 계획�(�2�0�0�6�. �3�)’에 지구관측 자료의 통합과 해

석, 이용 추진에 대한 자료 통합·분석 시스템을 포

함한 해양 지구관측탐사 시스템이 국가기관 기술로 

선택되었다�.



해.외.기.술.동.향

92 Meteorological
Technology & Policy

2. 일본의 GEOSS 추진 현황

1) 문부과학성

�2�0�0�7년도 사업으로 �6억원을 동경대학교에 연구 사

업비로 투자하여 자료통합과 분석시스템을 구축하

는 �D�IA�S�(�Co�re �F�u�nc�t�io�n o�f �Da�ta �I�n�te�g�ra�t�io�n A�n�d 

�S�ys�te�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IA�S는 다양한 사

회편익분야에 대한 방대한 자료의 상호운용성을 확

보하고 실존하는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설계를 

이용하여 자료의 사용자 그룹 분석에 필요한 사항

과 자료의 주기를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자료 

통합 구축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축된 자료통합시스템은 사회편익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2�0�0�7년 지구관측에 대한 실행계획의 정책

방침은 문부성과 연구소간의 관련 분야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러한 핵심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지구적 

온난화, 지진 및 쓰나미, 물 순환 등의 주요 실행계

획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제�3회 과학기술정

책방향에 대한 �5개년�(�2�0�0�6�~�2�0�1�0�) 계획에서는 기초

연구의 증진과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과학기술 분야

�(국가적 주요 기술 분야, 안전 및 보안, 국제경쟁분

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가

적 주요 기술 분야는 우주운송시스템, 지구관측 및 

해양탐측시스템, 고속증식로 순환기술, 차세대 슈

퍼컴퓨터, �X�-�Ra�y 자유전자레이저로 구분된다�.

일본의 �G�E�O�S�S �1�0개년 구축 계획에 대한 기여는 정

책적 기본방향과 연구개발측면으로 구분된다�. 정책

적 측면으로는 지구관측협력을 통한 일본의 지구

관측시스템 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구관측시스

템의 통합을 증진하였으며, �G�E�O의 지속적인 리더

십 확보를 위하여 이해당사자, 협력적인 지구관측

시스템을 통한 고도의 사회편익 제공을 목표로 국

제적 활동의 리더를 확보하였다�. 연구개발측면에서

는 국가적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증진

하여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한 지구관측 및 해양탐

사시스템의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를 수행하고 관측 

자료와 수치모의 결과를 통합하기 위한 자료 통합 

및 분석시스템을 증진한다�. 

  

2) 동경대학교의 EDITORIA 사업

지구관측 자료 통합 및 확산 연구 활동�(�E�D�I�T�O�R�IA�; 

�Ea�r�th o�bse�r�va�t�io�n �Da�ta �I�n�Te�g�ra�t�io�n a�n�d �f�us�i�O�n 

�Rease�rch �I�n�i�t�iA�t�i�ve�)은 정보과학기술의 첨단 연구

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자료 상호운

용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한 학계의 지구관측분

야, 정보과학기술분야, 재해 및 농업 등 공공이익

분야 연구그룹의 협력 및 연구기구 조직을 통해 지

구관측 자료를 효과적ㆍ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정보

를 융합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시스템을 개발하여 

지구환경변동의 이해, 예측, 대응책 부문에서 세계

를 선도하고자 한다�. �E�D�I�T�O�R�IA를 위하여 동경대

학교는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방대한 자료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료시스템

을 개발하고 관측 자료의 상호이용을 위한 온톨로

지 레지스트리나 자료 모델을 축척하며 자료 동화 

방법 및 수치 예측 모델 개발 등 관측 자료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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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료 활용 방안을 개발한다�. 운영 조직 체계로 

생산기술연구소는 자료 통합 및 융합 코어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에서 온톨로지 레

지스트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기후시스템 연

구센터 및 해양연구소 등에서는 자료 통합 및 융합 

정보의 고도 적용 기술을 개발한다�.

동경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G�E�O�S�S 관련 사

업은 기후 및 물 순환 통합 연구, 자료 통합 및 

분석 시스템, 자료 인프라 구축과 상호운용성, 

�C�E�O�P�(�Coo�r�d�i�na�te�d �E�nha�nce�d �O�bse�r�v�i�n�g �Pe�r�io�d�)

이다�. 또한 �G�E�O�S�S에서 추구하고 있는 �9개 사회편

익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

행을 위해 �P�ro�to�t�y�pe 시스템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4는 �G�E�O�S�S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 편익분야

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전지구를 관

측하는 시스템과 통합관측, 모형, 자료관리 시스템

과의 사용자 요구 분석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지원에 이르기까지

의 전반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이러한 통합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9개 사회편익분야에 대한 업

무간의 정보제공에 대한 상호 매트리스 분석을 통

한 자료 공동 활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

�[그림 �4�] �G�E�O�S�S �9개 사회적 편익분야에 대한 시스템구축의 전체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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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어디에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

문에 자료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 자료의 품질과 신뢰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과 자료 통합을 위하여 

�C�E�O�P라는 시범시스템�(�P�ro�to�t�y�pe�)을 개발하였다�. 

�C�E�O�P는 국제적으로 에너지 및 물 순환 관련 정보

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G�E�W�E�X �(�G�lo�ba�l �E�ne�r�g�y 

a�n�d �Wa�te�r c�yc�le �E�X�pe�r�i�me�n�t�)를 참조하여 자료

를 연계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일본에서 사용하

고 있는 메타데이터는 국제표준으로 사용하고 있

는 �I�S�O �1�9�1�1�5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현에 있어서는 

�I�S�O �1�9�1�3�9를 사용하고 있다�. 메타데이터는 자료를 

생성하는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위성영상에 관

련된 메타데이터는 작성되어 있으나 참조사이트에

서 제공하고 있는 속성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아직 

�X�M�L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 시범시스템은 현재 

메타데이터의 등록과 품질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

다�. 품질 관리 시스템은 �D�IA�S와 사이트 관리자 사

이에 인터넷을 통하여 상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3)  일본항공우주탐사국(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에서는 일본의 항공우주탐사관련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또한 �G�E�O와 관련된 대표적인 

�[그림 �5�] 산불모니터링 흐름도

Wildfire map of Asia

Sentinel Asia(MODIS Wildfire Monitoring)

Hokkaido Univ.(Japan)

AIT/Tokyo Univ.(Thailand)

CRISP(Singapore)

CSIRO(Australia)

Satellite observation network

Integration by Digital Asia Web-GIS interface
(Keio Univ.)

Main Activities
•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Ea�r�l�y �W�i�l�d�f�i�re 

�De�tec�t�io�n �base�d o�n �M�O�D�I�S
•�De�ve�lo�p�me�n�t o�f �W�i�l�d�f�i�re �E�x�pa�ns�io�n �Fo�recas�t�i�n�g
• �Se�r�v�i�n�g �Va�l�ue�-A�d�de�d �I�n�fo�r�ma�t�io�n �to �To�res�t �F�i�re 

�Co�n�t�ro�l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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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 As�ia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Se�n�t�i�ne�l 

As�ia �(h�t�t�p�:�/�/�d�mss�.�t�ksc�.�ja�xa�.�j�p�/se�n�t�i�ne�l�/�)는 아시

아 및 태평양 지역의 재해관리지원을 위한 시스

템으로서 재해 및 비상관련 관측, 산불모니터링, 

홍수모니터링, 역량배양 등의 �4개 분야로 구성된

다�. �Se�n�t�i�ne�l As�ia는 �4개의 공동협의체, 즉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

원회�), �U�N�/�O�O�SA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우주업무사무국�), A�S�EA�M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A�I�T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아시아기술기구�) 등의 국

제공동협력, 재해경감협력�(A�D�R�C�;  As�ia�n �D�isas�te�r 

�Re�d�uc�t�io�n �Ce�n�te�r�; 아시아 재해경감센터�), 항공

우주공동협력�(A�P�R�SA�F�;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주국 

포럼�), 디지털지구�/웹�-�G�I�S 공동협력�(�D�i�g�i�ta�l As�i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2�0�0�7년 �5월 

기준으로 �8개 국제협력기관, �1�9개 국가의 �3�3개 정부

기관을 포함하여 총 �5�2개 단체로 구성된 협력 프로

그램이다�. �Se�n�t�i�ne�l As�ia의 관측 자료는 위성 및 지

상 관측으로부터 취득하여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인 디지털 아시아에 모여지고 이 자료는 재해 관리

국에 보내져 최종사용자인 국민들에게 경보 및 대

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Se�n�t�i�ne�l As�ia에서는 국제적인 협력 자료를 이용하

여 산불모니터링을 시행한다�(그림 �5�)�. 위성관측망

�(�M�O�D�I�S�)으로부터 각 나라�(일본, 태국, 싱가폴, 호

주 등�)는 자료를 입수하고 이 자료는 �D�i�g�i�ta�l As�ia

에 모여지며, 산불에 대한 초기 탐측과 확산을 예

측하고 이 정보는 산림관리국에 넘겨지게 된다�. 

또한 홍수모니터링분야를 보면 위성영상�(�T�R�M�M, 

�G�P�M 등�)에 의하여 강우량을 측정하고 강우자료

를 시공간적으로 다운스케일하여 처리하며 강우

지도�(집중호우지역, 홍수예보정보 등�)를 생산하여 

�Se�n�t�i�ne�l As�ia에 모여지게 된다�. 또한 홍수감지 및 

상황분석은 위성에 의한 지형관측�(�M�O�D�I�S, A�L�O�S 

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홍수 침수지도를 작성하

고 이 정보도 �Se�n�t�i�ne�l As�ia에 모여진다�. 이렇게 수

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집중호우, 홍수

범람영역, 강수 및 홍수흔적 정보를 생성한다�. 이 

정보는 최종사용자인 재해대책관리기관에서는 재

해대책 및 홍수예경보 등의 대책에 활용되고 홍수

범람영역지역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피 및 피난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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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0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제�5차 지구관측그릅�(�G�E�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G�E�O 집행위원회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G�E�O 총

회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하고 향후 과

학기술프로그램 및 예산 승인과 집행위원회 이사

국을 선출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G�E�O 집행위원회 이사국은 전 세계에서 

총 �1�2개국이며, 아시아·오세아니아에 배정된 이사

국은 총 �3개국이다�. 이번 집행위원회 이사국 선거

에서 우리나라는 �1�8개 회원국이 소속된 아시아·오

세아니아 지역에 배정된 �3자리 중 �1석 선출에서 회

원국을 상대로 한 우리 측의 노력을 통해 지역회의

에서 만장일치로 이사국에 당선되었다�.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는 기상청 엄원근 기후국장을 

수석대표로 교육과학기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

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등 �5개 부처 �6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7�6개 회원국 �E�C, 

국제기구 등에서 �2�5�0여명의 정부대표가 참석하였

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집행이사회 이

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에 다각적인 외

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지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단이 각국 대표단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이사국 

진출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번 제�5차 �G�E�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위원회 

이사국에 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 오세

아니아 지역에서 현 집행위원회 이사국인 중국 및 

호주와 함께 향후 �3년간 각종 �G�E�O 프로그램과 관

한국, GEO 집행 이사국 진출

이 용 섭 

GEO 한국사무국 

yslee0@kma.go.kr



97기상기술정책
2008 . 12.    

련 예산 등을 총괄, 조정, 집행하는 중요한 의사결

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G�E�O 프로그

램과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가 크게 증

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제�5차 �G�E�O 총회 개회 모습�. 단상 왼쪽부터 �G�E�O 사무국장, 남아공, �E�C, 미국, 중국대표이다�.

�[그림 �2�] 제�5차 �G�E�O 총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대표단�. 
왼쪽부터 이승호 산림청 연구관, 엄원근 기상청 기후국장�(수석대표�), 
이용섭 기상청 사무관, 김창년 주루마니아한국대사관 참사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