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DAPOPeNDAP을 통한을 통한 MERRA  MERRA 데이터데이터        
OPeNDAP OPeNDAP 
OPeNDAP(Open-source Project for a Network Data 

Access Protocol)은 웹 서비스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는 오픈소스 데

이터 서비스 도구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진행중인 프로

젝트지만 이미 이를 통해 많은 자료들이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OPeNDAP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를 IDL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MERRA MERRA 
MERRA(the Modern Era Retrospective-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은 NASA가 생산하는 전지

구 기상 재해석자료입니다. 1979년부터 현재까지의 자

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OPeNDAP을 통한 자료 서비스

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IDL의 OPeNDAP IDL의 OPeNDAP 
IDL은 netCDF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OPeNDAP 서비스

에 접근합니다. 평소에 netCDF를 자주 사용했다면 

OPeNDAP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OPeNDAP 

서비스의 자료 URL을 파일 이름처럼 써주면 이후 자료 

처리는 netCDF 파일을 다룰 때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료들이 OPeNDAP을 통해 제공되고 있

는지만 조사해 보세요. 이 문서에서는 MERRA 데이터

를 예제로 사용합니다. 

자료의 URL 확인자료의 URL 확인
자료 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자료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서비스되는 파일의 URL에 이르게 됩

니다. 연/월/일 등의 디렉토리 구조나 파일이름을 가지

므로 URL의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

니다. 예를 들어, 이 문서에서 사용할 예제 파일은 아

래 그림과 같이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4년 5월의 자료를 접근할 것이므로 URL은 

http://goldsmr2.sci.gsfc.nasa.gov/opendap/MERRA
_DIURNAL/MATUNXSLV.5.2.0/2014/MERRA300.prod.ass
im.tavgU_2d_slv_Nx.201405.hdf 

이 됩니다. 

자료의 구조 확인(ncdf_cat)자료의 구조 확인(ncdf_cat) 
netCDF 파일을 조사할 때 사용하던 ncdf_cat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DL>url='http://goldsmr2.sci.gsfc.nasa.gov/opendap/MERRA_DIU

RNAL/MATUNXSLV.5.2.0/2014/MERRA300.prod.assim.tavgU_2d

_slv_Nx.201405.hdf'

IDL> ncdf_Cat, url

Dimensions           3

    TIME          24

    XDim         540

    YDim         361

Variables

SLP (FLOAT ) Dimension Ids = [ 1 2 0 ]

Attribute _FillValue= 1.00000e+015

Attribute long_name=Sea level pressure

Attribute units=Pa

...... 중간 생략 .......

Attribute coordinates=TIME YDim XDim

Attribute fullpath=/EOSGRID/Data Fields/SLP

PS (FLOAT ) Dimension Ids = [ 1 2 0 ]

Attribute _FillValue= 1.00000e+015

         ........ 이하 생략 ...........

ncdf_cat 명령에 파일 이름 대신 URL을 넘겼고, 결과

는 netCDF 파일을 사용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보여집

니다. OPeNDAP 서비스의 URL을 netCDF 파일처럼 다

룬다는 것이 IDL OPeNDAP 연결의 모든 것입니다. 

파일 열기(ncdf_open)파일 열기(ncdf_open)
IDL> file_id=ncdf_open(url)

ncdf_open()은 netCDF 파일을 여는 함수입니다만, 

OPeNDAP 서비스 URL을 넘겨주면 해당 자료를 연결

합니다. 이후 작업은 netCDF 파일을 처리할 때와 완전

히 같습니다.

변수 읽기(ncdf_varget)변수 읽기(ncdf_varget)
IDL> ncdf_varget, file_id, 'T2M', t2m

ncdf_cat의 출력 내용을 보면, T2M이라는 변수가 있으

며, 이는 2m 높이에서의 기온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파일 ID, 변수이름, 이를 받아낼 IDL 변수를 

지정하여 자료를 받아옵니다(원격으로 자료를 받아오는 

것이므로 네트웍 상태에 따라 시간이 소요됩니다).   
IDL> help, t2m

T2M       FLOAT     = Array[540, 361, 24]

XDim 540, YDim 361, Time 24 의 Dimension 대로 

변수를 읽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DL

에서 netCDF 변수를 읽을 때, 위와 같이 변수 이름으

로 바로 읽어오는 방법도 있고, ncdf_varid() 함수를 이

용하여 변수의 ID를 확인하고 이 ID를 이용하여 변수를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OPeNDAP에서도 이 두가지 방

법이 모두 허용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하는 방법으로

도 완전히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IDL> t2m_id=ncdf_varid(file_id, 'T2M')

IDL> ncdf_varget, file_id, t2m_id, t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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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M 변수의 가시화T2M 변수의 가시화

이 예제에서 접근하고 있는 diurnal 데이터는 해당 월

(이 예제에서는 2014년 5월)에 대한 매 시의 평균 데

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XDim은 540으로 -180.0E ~ 

179.3333E 의 경도 범위에 대한 0.666667 도 간격의 

격자이며 YDim은 361로 -90~90 위도 범위에 대한 05

도 간격의 격자입니다.

540개의 경도 격자와 360개의 위도 격자는 다음과 같

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IDL> lon=findgen(540)*0.666667-180.

IDL> lat=findgen(361)*0.5-90.

그리고 ncdf_cat의 결과를 보면, XDim_EOS와 

YDim_EOS가 경위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이를 lon, lat으로 사용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IDL> ncdf_varget, file_id, 'XDim_EOS', lon

IDL> ncdf_varget, file_id, 'YDim_EOS', lat

IDL> m=map('Mercator', title='MERRA T2M 201405T00', $

       POSITION=[0.05, 0.15, 0.95, 0.9])

IDL> tc=contour(t2m[*,*,0], lon, lat, MIN_VALUE=220, $

       MAX_VALUE=320, /FILL, RGB_TABLE=61, $ 

       N_LEVELS=20, OVERPLOT=m, GRID_UNITS='degrees')

IDL> mc=mapcontinents()

IDL> tcb=COLORBAR(TARGET=tc, $

       POSITION=[0.1, 0.07, 0.9, 0.12], TITLE='K')

다음과 같이 0~23까지 시간에 대한 반복문을 실행하여 

24시간동안의 기온 변화를 애니메이션으로 검토할 수

도 있습니다. 

IDL> for i=0, 23 do begin &$

IDL>   tc.setData, t2m[*, *, i], lon, lat &$

IDL>   tc.refresh &$

IDL> endfor

변수의 일부 영역만 읽기변수의 일부 영역만 읽기

netCDF나 HDF를 읽을 때, OFFSET, COUNT, STRIDE 

키워드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것을 설

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필요한 데이터 영역이 한반도 영역인데, 전체 데이터를 

받는 다면 비효율적입니다. 자료 접근 단계에서 필요한 

영역에 대해 필요한 해상도의 자료만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OPeNDAP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입니다. 굳이 

전체 데이터를 사용자의 PC에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

이,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의 데이터만 받아 사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OFFSET 키워드는 자료을 받기 시작할 위치(좌표 즉, 

배열 번호)를 지정합니다. COUNT 키워드는 해당 차원

에서 총 몇 개의 데이터를 받을 것인지 지정합니다. 

STRIDE는 자료를 받을 때 몇 개씩 건너 뛰며 받을 것

인지 지정합니다. 

1차원 배열인 YDim_EOS (-90도에서 0.5도 간격으로 

증가하는 위도 좌표)을 이용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IDL> ncdf_varget, file_id, 'YDim_EOS', a, offset=[0], 

count=[10], stride=[2]

IDL> print, a

   -90.0000   -89.0000   -88.0000   -87.0000   -86.0000

   -85.0000   -84.0000   -83.0000   -82.0000   -81.0000

10개의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2개씩 건너뛰며 받으니 

1도 간격의 자료가 됩니다. 이 방식으로 T2M 자료에서 

동아시아 영역만, 0, 6, 12, 18시의 6시간 간격으로 자

료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IDL> ncdf_varget, file_id, 'XDim_EOS', lon_sub, $

           OFFSET=[400], COUNT=[120]

IDL> ncdf_varget, file_id, 'YDim_EOS', lat_sub, $

           OFFSET=[220], COUNT=[80]

IDL> ncdf_varget, file_id, 'T2M', t2m_sub, $

     OFFSET=[400,220,0], COUNT=[120,80,4], STRIDE=[1,1,6]

IDL> m=map('Mercator', title='OFFSET COUNT STRIDE test')

IDL> tc=contour(t2m_sub[*,*,1], lon_sub, lat_sub, /FILL, $ 

     RGB_TABLE=61, OVERPLOT=m, GRID_UNITS='degrees')

IDL> mc=mapcontinents()

IDL> tcb=COLORBAR(target=tc, TITLE='K')

연결 해제(파일 닫기)연결 해제(파일 닫기)
OPeNDAP 서비스와의 연결 해제도 netCDF의 파일 닫

기와 같습니다.

IDL> ncdf_close, file_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