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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1)

대기나 하천, 산림과 도로 등 인간의 생활 주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매

우 커졌다. 미세먼지의 증가로 대기의 질이 날로 나

빠지고 있으며, 황사의 도래와 맞물리면 그 심각성은 

더욱 증대된다. 하천 또한 생활용수나 폐수 등의 유

입으로 물고기가 자유롭게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나

빠지고 있는 곳이 많아졌다. 한번 상태가 안 좋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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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문제없던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시

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환경을 잘 보호하기 위한 환경 지킴이 및 관계 기

관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환경오염의 원

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고, 환경에 관련된 당사자 

및 기관에서 필요한 환경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보

다 안정적인 환경 보호의 기틀이 될 것이다.

환경을 다루는 일들은 매우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매우 복잡한 작업으로 구성된다. 중앙 정부 혹은 지

자체별로 정책의 입안 및 실행, 감시 및 모니터링, 평

가 및 보완 등 다양한 업무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작

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보조 및 환경 데이터 관련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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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study on a method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to support environmental activities was done. First of all, research on the
similar information system and necessary functions were derived. Necessary functions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functions for cooperation such as policy consultation and public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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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본다. 이 지원 시스템을 통해 다

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참여자가 환경 정보를 올리고 

검색하고, 모니터링하고, 각종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 지킴이의 

역할을 주도하는 일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

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

서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2장에서 환경을 비롯한 

유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기여에 대해 조사

하였다. 3장에서 환경 정보 시스템의 필요 기능들을 

도출하였다. 필요 기능은 크게 정책 협의와 홍보 등

의 협업을 위한 기능, 환경 정보 데이터에 대한 기능

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환경 정보를 다르기 위해 

데이터 모델을 세웠다. 클라우드 서버의 구성 및 설

계, 그리고 이 정보를 엑세스하기 위한 웹 및 앱 프로

그램을 설계하고 앱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으며, 4장

에서 결론을 맺었다.

Ⅱ. 환경 정보 시스템 기능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대부분의 업무는 정

보시스템의 업무 보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과거 전사

적 사원관리 시스템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기업 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 기업 내

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

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

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업무처리 능률을 

극대화하고 선진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의 생산

성 향상, 기업의 신뢰성 및 안전성의 확보, 기업 데이

터의 일관성과 통합성으로 업무의 단순화 및 표준화

의 구현, 의사 경정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의 많은 장

점이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도움

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다. 모든 업무들이 

시스템 내에서 자동화되어 진행이 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이 자

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디지틀 전환이 이루어지

는 현실이다.

<그림 1>에서 환경 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사용자

는 환경 관련 연구소 및 연구원, 대학의 교수 및 연구

진, 정부 및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 직원 및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시민 단체, 환경 활동가, 그리고 

환경 관련 산업체 종사자 및 관련 업자 등 다양하다.

환경 관련 다양한 조직과 참여자들은 환경 문제에 대

한 토론과 정책 입안, 환경 활동을 위해 커다란 거버

넌스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환경 모니터링, 환경 문

제 분석, 환경 정책 제안, 환경 홍보 및 실천, 환경 개

선에 대한 활동을 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

는 시스템이 환경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다.

환경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환경 정보 협업 기능이다. 정책 토

론, 홍보, 알림, 설문, 스케쥴 기능 등을 통해 사용자

들이 환경 관련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기능이다. 다

른 하나는 데이터 기능으로, 환경 관련 데이터를 업

로드 하고, 처리 및 분석하고, 적절한 형태로 보여주

는 기능이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경영 및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성과 민첩성, 경쟁력을 가져올 수 

<그림 1> 환경 정보 시스템 목표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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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 환경을 위한 정보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연

구는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편이다[2]. 유해 화

학 물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기반

으로 유해 환경 위치를 역 추적하는 정보를 웹 및 앱

을 통해 제공한다. 다른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과 마

찬가지로, 기본적인 기능은 유사하게 구현이 되고, 환

경 관련 기능 및 데이터 모델링과 구현이 추가하는 

형태이다. 시스템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NET 기반의 컴포넌트 방식으

로 구현하거나[3], 공간정보 등의 오픈 플랫폼을 활용

하는 환경정보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4].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화학[2], 의료[4], 농업[5,

6] 등 다양한 서비스 형태의 정보 시스템이 설계되고 

구현되었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은 주로 데이터 구축 

및 처리 부분에 집중을 한 형태이다. 환경정보 시스

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위치 정보와 함께 할 때 

더욱 중요해 진다[7, 8]. IoT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수집되는 센서 정보를 모아서 모니터링 기

능을 제공하는 위치 기반의 IT 융합형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활용 방안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9, 10]. 환

경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데이터의 처

리를 위한 데이터 모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11]. 수많은 종류의 환경 정보가 모아져서 빅데

이터가 구축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의 구현도 시도되고 있다[12-14]. 협업이나 업

무 처리를 위한 기능과 함께, 환경 데이터를 구축하

고 처리하는 기능도 함께 통합을 하는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환경 빅데이터의 구축과 처리, 인공지능 기법

의 도입 및 통합이 큰 이슈로 부각이 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환경 거버넌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환경 관련 

정책 업무의 지원, 그리고 데이터의 모델링과 환경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등, 업무 지원과 데이터의 통

합을 이루는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중점을 둔다.

Ⅲ. 환경 정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환경 정보 시스템 기능

환경정보 시스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

다. 하나는 환경 정보 협업 기능이다. 정책 토론, 홍

보, 알림, 설문, 스케쥴 기능 등을 통해 사용자들이 환

경 관련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기능이다. 다른 하나

는 데이터 기능으로, 환경 관련 데이터를 업로드 하

고, 처리 및 분석하고, 적절한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

이다. <표 1>에 환경 정보 시스템의 협업 기능과 세

부 기능을 정리하였고, <표 2>에 환경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과 세부 기능을 정리하였다.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가입 후에 시스템

에 로그인 한 후에 다양한 기능을 이용한다. 로그인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보 보기만 가능하다.

사용자는 크게 시스템 관리자와 일반 이용자로 분류

되고, 일반 이용자는 가입 절차에 따라 필요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아이디, 패

스워드, 이름, 직장, 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 수신 등의 동의를 하

게 된다. 패스워드는 적절한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보

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용자를 다양한 등급으로 분

류하여, 등급마다 다른 권한을 부여하여 사용한다. 이

러한 등급 부여는 시스템 관리자가 따로 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이용자에 대한 등급 부여는 각 이용자에 

고정하는 등급이 있고, 정책 토론이나 회의, 워크샵,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특정 메뉴나 게시판

에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홍보기능은 환경정보 플랫폼이 지원하는 조직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조직

의 구성, 멤버, 활동 내역, 필요한 내용의 공개, 멤버

나 일반인에 대한 알림, 전시회나 토론회 등의 일정 

및 소개, 발표 내용 및 다양한 환경관련 활동 결과 등

을 홍보하는 기능이다. 토론 기능은 환경 관련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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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나 법률, 행동 지침, 활동 계획 등에 대한 내용

을 제안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는 기능이다. 일단 제안서를 올리면, 관계자 혹은 

관심이 있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가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수렴하는 기능

이다. 의견의 제시는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통해 진행되고, 필요시 이메일과 채팅을 활용할 수 

있고, 설문이나 투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제공 기능은 환경관련 각종 법률이나 제도 등

을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제안이

나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양식도 제공한다. 환경 관

련 프로젝트나 회의, 워크샵 등의 보고서나 관련 자

료 및 추기 결과물도 같이 제공한다. 의견 수렴 기능

은 질문을 하고, 관련 담당자가 이에 대한 응답을 제

공하는 기능을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설문이나 투

표 기능도 토론 기능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이 따로 

제공된다.

회의 기능은 조직에서 정책을 세우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을 잡고, 회의실

의 예약하고, 토론회나 워크샵을 개최하기 위해 필요

한 시설 들을 예약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스케쥴 기

능을 통해 일정을 잡고, 시설을 예약하여 장소를 확

보하고, 이를 관련 참여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

시설 기능은 조직의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을 알리고, 예약을 하고, 회의들 알리는 기

능을 한다. 환경 관련 시설은 기본적으로 회의실과 

같은 건물 관련 시설 외에, 환경 측정 시설이나 장치 

등의 임대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방사선 잔류장 측

정치 장비 같은 시설은 일반인이 소유 하지는 가격뿐

만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없을 것

이다. 이러한 기본 측정 장치들이 이너 기관에 준비

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필요시 이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 기능은 <표 2>에 정리하였으며, 업로드 기

능은 환경 관련 데이터 업로드를 하는 기본 기능이

다. 이용자는 웹이나 앱을 통해 환경 관련 데이터를 

업로드 한다. 보통 이용자는 환경 관련 데이터와 위

치, 기후 정보, 사진 정보를 같이 업로드 한다. 업로드 

된 데이터는 서버에 축적되어 처리되고 분석되어 활

용된다. 업로드 되는 데이터는 좀 더 명확한 데이터

로 수정되거나 보완 또는 삭제될 수 있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환경 데이터 기기는 자동

적으로 장치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업로드 한다. 이러

<표 1> 환경 정보 시스템 협업 기능
Function 
Group Specific Function

Collabor
ation

Function

User
management

Sign up, information change,
unsubscribe, log in, log out

Promotion
Organization introduction,

announcement, announcement,
exhibition

Debate Policy suggestion, bulletin board, chat

Data
providing

Environmental laws, systems,
materials, and reports

Collecting
opinions

Environmental Q&A, survey, voting

Conference
Policy meetings and deliberations,

debates, workshops

Facility
Landscape facilities type, location,

reservation, rental

<표 2> 환경 정보 시스템 데이터 기능
Function Group Specific Function

Data
Functi

on

Upload
Data upload, modification,
supplementation, deletion

Analysis Data statistics, trends, and predictions

Viewer Environmental data graph, table view

Search Environmental data search

Reference
Room

List of public resources and downloads

Environmental
equipment

Function, location, and collected data
of environmental equipment

Public data Public data list, public data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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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터는 보통 연속적인 실시간 데이터이다. 업로

드 되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이상이 발견

되면 알림을 통해 전달된다. 데이터 분석 기능은 업

로드 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트를 분석하

여 상태를 파악하고, 환경 정보의 추이와 예측에 사

용하고, 특이점이나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기능을 수

행한다. 통계적 방법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처

리를 통해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 뷰어 기능은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를 그래프나 테이블과 같은 형식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다. 인포그래픽의 기능을 통해 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데 해 준다. 데이터 검색 기능은 업로드 

되거나 분석된 데이터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

다. 데이터 검색은 시간, 위치, 데이터 종류, 태그, 키워

드 등의 정보로 검색을 수행하여 결과를 보여준다. 자

료실 기능은 데이터 관련 처리 자료나 분석 자료, 압축

자료, 그래픽, 보고서 등의 다양한 데이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로그인 없이 제공되는 일반 공개 자료와 로

그인 후 접근 가능한 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장비 

기능은 환경관련 장비의 종류 및 정보, 기기의 위치,

수집 데이터의 내용 들을 보고, 장비에서 올라온 데이

터만을 따로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3.2 환경 정보 데이터 설계
환경 정보 데이터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시간 데이

터, 연속 데이터, 일정 간격 데이터 등으로 구성되고,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시간, 날씨,

위치, 담당자, 멀티미디어 데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 정보 데이터는 단발성 데이터가 기본이지만, 환

경 모니터링 장치에서 올라오는 연속 데이터가 존재

한다. 이 데이터는 기후나 미세먼지, 소음 등과 같이 

시간에 따른 일련의 연속 데이터이다. 데이터는 데이

터를 측정한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기기

에서 데이터를 업로드 할 때, 데이터 전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모아 올리

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시간,

데이터], ...]와 같이 시간과 데이터를 일대 일로 매핑

한 형태의 데이터이다. 만일, 일정 간격으로 데이터를 

측정한 경우라면, [최초시간, 간격, [데이터]]와 같은 

형태로 저장 또는 업로드 될 것이다. 환경 모니터링 

기기에서 단순히 일련의 측정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모아서 올리는 기본 모드와, 특정 값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두 가지의 방식에 따

른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다. 실제 데이터 업로드 방

식은 저전력 및 저에너지에 효율적인 센서의 동작과 

트래픽 절약을 위해 센서의 값의 변동이 일정 변동 

수준을 넘었을 때, 일련의 데이터를 묶어서 업로드 

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림 2>에 환경 정보 

데이터 모델을 정리하였다.

또 다른 데이터로서 개별적으로 업로드 되는 단일 

데이터는 보통 사진이나 음향, 영상과 함께 업로드 

되는 데이터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 데이터, 환경 

관련 사진, 소음 발생, 환경오염에 대한 동영상 등이

다. 이러한 정보는 데이터 타입으로 분류되고, 추가적

으로 시간, 위치, 기후 정보가 추가되고, 데이터에 대

<그림 2> 환경 정보 데이터 설계



환경 정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26 제17권 제2호

한 설명이 보완되는 태그 정보가 추가된다. 태그는 

데이터 유형, 시각, 기후,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

를 추가 입력하는 것이다. <표 3>은 태그의 유형과 

이름을 정리한 것이다.

3.3 클라우드 서버 구성
환경정보 시스템이 작동이 되려면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업로드를 처리를 안내하거나, 데이터를 처리

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웹 서버, 환경 데이터를 저장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리고 환경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하다. 이런 시스

템들을 기관 내에 설치해 두고 실행하는 경우는 서버 

주문에서 설치, 운영까지의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

고, 처리 용량의 변화에 따른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

라서,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이용하

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크게 유리하다.

웹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는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며, 웹 서버에 애플리

케이션 서버가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 Node.js를 이

용하여 구현한 웹 서버를 통해 구성원간의 협업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환경 관련 데이터도 같이 업

로드 하고, 분석 및 처리하여 결과도 바로 볼 수 있게 

하였다.

서버는 범용 웹서비스 형식을 활용하여 Restfull

API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구현하였고, 클라이언트는 

웹 혹은 앱을 통해 필요 기능을 호출함으로써 서버의 

서비스에 접근한다. 시스템은 참여 회원이 가입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하고,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올리

고, 다른 참여자와의 소통을 한다. 협업을 위한 기능

은 게시판 기능을 활용한 알림, 정책 자료 등 정보 제

공 기능, 그 작성과 답변을 통한 의견 교환 기능이 주

로 구현되었다.

클라이언트는 환경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환경 정

보를 검색하고 뷰어를 통해 참조하고 확인한다. 다양

한 환경 장치들로부터 오는 데이터는 이용자의 설정

에 따라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자동으로 저장되고,

스마트 폰을 통한 단발성 데이터의 업로드 기능과,

환경 관련 사진 및 관련 데이터의 업로드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업로드 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축

적이 되고, 이 데이터는 테이블 혹은 그래프 등의 형

태로 분석 및 모니터링 된다.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능은 아직 구현이 안 된 상태이다. 많은 데이터들

이 쌓여서 빅데이터를 형성하면, 데이터 처리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유효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3.4 클라이언트 앱 인터페이스
클라우드에서 동작중인 서버에 접속하여 협업 기

능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업로드 및 확인하려면 웹

이나 엡 인터페이스를 활용한다. 그림 3은 안드로이

드 앱 인터페이스로서, 이용자는 편리하게 스마트폰

에서 센서 정보를 엑세스하여 서버로 데이터를 업로

드 하거나, 직접 촬영한 환경 사진을 업로드하고 바

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a)>에서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경우 사진에 

부가된 정보도 같이 표기되며, <그림 3(b)>와 같이 지

도를 통해 다양한 지점에서 업로드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속적인 데이터의 경우 <그림 3(c)>처

럼 그래프를 통해서 데이터의 변화 추이도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 환경정보 태그 그룹 및 태그 이름
Tag Group Tag Name

Data
Weather, River, Ocean, Soil, Ecology, Road,

Building, Facilities, Forest, Garbage, Waste, Noise

Time
Spring, Summer, Fall, Winter, done, Morning,

Noon, Afternoon, Evening, Night

Weather
Clean, Cloud, Snow, Rain, Wind, Fog, Storm,

Typhoon, Heat, Worm, Cold

Location
Sea, Ocean, Mountain, Forest, Field, Air, Building,

Bridge, Road, Cit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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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환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

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우선 환경을 비롯한 유사 정보 시스

템에 대한 연구 및 필요 기능들을 도출하였다. 필요 

기능은 크게 정책 협의와 홍보 등의 협업을 위한 기

능, 환경 정보 데이터에 대한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협업 기능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 기능의 세부적

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환경 정보를 다르기 

위해 데이터 모델을 세우고, 이를 클라우드에 구현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서버의 구성 및 설

계, 그리고 이 정보를 엑세스하기 위한 웹 및 앱 프로

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기본적인 정보 교류 기능과 데이터 

업로드 및 뷰어를 통한 분석 및 모니터링 기능이 구

현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범용 환경 기능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고, 추후 환경 거버넌스의 활

동에 따라 필요한 환경 관련 영역 및 데이터 서비스

를 첨가할 예정이다.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대학, 연구소, 국가 기관 및 

지자체, 산업체, 환경 활동가 및 일반 시민들이 환경 

정책 및 시행에 대한 참여를 실현하고, 편리하게 설

계된 웹 및 앱 인터페이스를 통해 환경 데이터를 업

로드하고, 다양한 환경 데이터에 접근하여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환경에 대한 실질적 개선과 보호 

활동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코로

나 바이러스에 따른 집합 활동의 제한으로, 환경 정

보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거버넌스의 활동에 큰 도움

을 줄 것이다. 향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처리 기능

을 시스템의 서비스에 추가하여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더 고급화되고 유용한 환경정보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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