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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Tablet PC를 기반으로 정밀수치임상도 제작을 위한 현장조사용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FIS의 주요 개발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FIS는 GPS에서 수신한 정보를 바탕

으로 다양한 공간 Data에서 위치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임상편집

뿐만 아니라 메모 및 야장도구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현장에서 손쉽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간단한 측

정도구로 거리와 면적을 쉽게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현장조사가 가능하

므로 현장에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장작업의 생산력이 향상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Tablet PC based customizing system for fine mapping of forest

cover type. The major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FIS develop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eld

Investigation System (FIS) has a merit of accessibility to display exact location in various spatial data with

position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GPS. FIS can be used to record and manage many field information on

which field investigation is done, with the help of the memo tool, field-sheet tool, calculating distance and area

with measuring tool as well as editing forest type. It is possible to do field investigation effectively using FIS

developed in this study. Accordingly, investigation and time costs can be reduced and field-work productivity

will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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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산림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다변화되어 가면서

사회 각 부문으로부터 다양한 산림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를 신속하게 실시간(real-time)으

로 제공받기를 원한다. 특히, 컴퓨터 개발로 인한 자료처

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지리정보시

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원격탐사

(Remote Sensing; RS)에 접목시킴으로서 자료 수집, 처리,

분석 및 응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하여 산

림정보에 대한 DB구축은 물론 임상도나 식생분포도와 같

은 주제도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구

측위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을 이용하여 현

지에서 직접 위성으로부터 좌표, 고도 등 위치정보를 실시

간으로 제공받음으로서 표본점이나 개체목의 위치와 방향

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이승호, 1999).

최근 IT 장비의 발달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수요가 급

증하고 있으며, 특히 휴대하기 편한 Palm·Laptop Computer,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과 같은 소형 장비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Palm Computer의 경우, 용량과 화면

크기의 제한으로 대면적의 작업이 불가능하며, 이들 장비

의 사용은 현장의 활용조건(햇빛, 먼지, 강우 등) 상황에

따라 제한을 많이 받는다. Tablet PC의 도입은 Laptop

Computer의 동력과 Handheld Device의 실용성을 겸비한

단독 장치로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Donatis and

Bruciatelli, 2006; Niemi et al., 2002; Walker and Black,

2000).

이와 관련한 산림분야의 GIS와 GPS의 활용 연구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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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시도되고 있는 추세로 최근에 PDA기반의 산림지리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연구(석수일 등, 2007), PDA

기반의 산림자원조사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연구(이

헌호 등, 2006)를 비롯하여 GPS와 GIS를 이용한 임도의

차량 주행속도별 위험구간 예측 응용프로그램 개발(이준

우와 김명준, 2003), IKONOS 위성영상과 GPS를 이용한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 추출에 관한 연구(김준범 등,

2003)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상도는 산림사업의 계획 수립, 임업경영, 연구, 기타

임업관련 업무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환경부 생태자연도

제작, 환경영향평가의 각종 확인 업무, 토지적성평가, 군

사목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수요도 증

가하고 있다(김철민, 2004). 또한 국가 정책적으로 대축척

정밀지도의 구축 추진과 국제적인 정책 수요에 따라 임상

도 작업의 효율적인 제작 환경 개선과 작업 효율성을 향

상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임상도 제작은 아날로그 환경의 작업 방식으로

작업 공정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자료를 처리하고 관리

하는데 비효율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장조사 역

시 인화된 낱장항공사진, 지형도 및 종이 임상도를 출력

하여 현장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출력물에 직접 표시를 하

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

원 산림자원정보과에서는 일차적으로 전국의 항공사진을

DB 구축하였으며, 이차적으로 GIS의 운용이 가능한 Server

와 H/W, S/W를 도입하여 ‘산림항공사진 영상판독’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외업의 일관된 표준공정을

통한 정밀한 수치임상도 제작을 위해 기 구축된 산림항공

사진 영상판독시스템의 작업 환경과 동일한 인터페이스

로 구동될 수 있도록 Tablet PC에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데이터 및 수치임상도를 탑재하고 GPS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 구현을 통해 현장에서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 임상별(수종별) 현지표본

점을 선정하여 임분구조 및 자원량을 객관적이며 정확하

게 판독할 수 있도록 표본점을 직접 조사하여 측정한 자

료로 항공사진 입체표본(Aerial Photograph Stereogram)을

제작하여 현장 실무용이나 항공사진 판독 연구용으로 활

용함으로서 국가적 수요에 맞는 정밀한 임상도 제작 시스

템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료 및 방법

1. 현장조사 시스템(FIS) 구성

FIS는 기 구축된 Server의 공간 DB 엔진을 통하여 Tablet

PC에 데이터를 탑재하고 현장대조 후 다시 Server에 반영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Tablet PC는

Fujitsu LifeBook P1610PRM(Windows XP Tablet

Edition) 기종으로 Tablet pen을 사용하여 화면상에서 직접

편집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이다(Fujitsu, 2007). 그 밖에 위

치 수신을 위한 GPS 수신기는 Trimble Pathfinder XC·XB

기종인 CF형 수신기와 Bluetooth형 수신기를 사용하였으

며(Trimble, 2007), PC용 Car Navigation인 EZwings S/

W(Rousen, 2007)를 사용하여 탑재된 영상 화면과 같이 위

치를 검색하고 확인하는데 활용하였다(Figure 1). 이를 구

성하는 H/W와 S/W는 Tablet PC와 호환되도록 조합하였다.

2. FIS S/W 개발

현장에서 직접 임상도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

장조사용 S/W의 GIS Application 개발에 사용된 S/W는

EDN(ESRI Developers Network)으로 Desktop 및 Server

기술이 포함된 GIS Solution을 구축하기 위해 제공되는 리

소스를 사용하였다. FIS의 개발 툴은 Microsoft Visual

Studio 2005로 개발하였으며, 개발 언어는 객체지향 프로

그래밍 언어인 C#(C-Sharp)로 DotNet2.0 Framework 기

반의 Object 단위로 Class를 구성하였다(ESRI, 2007).

FIS의 Main 프로그램(KFRI_FieldForm)은 UI(User

Interface) 형태의 ArcGIS Engine에서 제공하는 ActiveX

Control 형식의 리소스들을 제공받아 구성하였다. 이들 리

소스는 Map_Control, TOC Control, Toolbar_Control,

Page Layout_Control 등으로 Interface를 구성하는데 사용

Figure 1. Relationship of the Server and Field Investigation System (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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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Object 단위인 각 Class들은 Main Form으로 불

러와 버튼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들 버튼은 공간 DB의 데

이터(수치임상도, 정사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를 사용자

계정별로 내려 받고 화면에 표시해 주는 Display 관련과

편집 및 메모 관련, GPS 및 Navigation 관련, 상세정보 기

록 관련, 야장 관련 Class들로 연결되어 각각의 Class들이

연동되는 형식으로 구동된다(Figure 2).

3. FIS의 자료와 도구 구성

본 S/W의 자료는 수치임상도, 정사항공사진, 수치지형

도 DB로 구분되어 있으며, Server의 공유 Network와 공간

DB Engine(SDE)을 통하여 데이터가 운영된다. 수치임상

도 DB는 SDE의 Feature Class와 Dbase Table 형식으로

구성되어 도엽별 또는 사용자별 등 Table의 Field Index에

의해 데이터가 운영되는 형태로 되어있다. 정사항공사진

과 수치지형도 DB는 서버의 공유 Network의 정해진 경로

를 통해 데이터가 사용되며, 이는 참조데이터로서 불러온

후에 작업이 완료되어 데이터를 올리는 즉시 자동 파기되

는 형태로 운영된다(Figure 3).

개발 도구들은 크게 데이터 불러오기와 반영하기, 위

치 검색 및 표시 구현, 편집도구와 측정도구 그리고 GPS

도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최적화된 현장조사용 도구

들로서 정확한 위치 구현을 통하여 사용자가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이 가능하며, 간단

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거리와 면적산출, 그리고 다양

한 정보들을 메모할 수 있어 내업시 현장에서 작업한 내

용을 그대로 올려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3).

작업이 완료된 수치임상도는 SDE를 통하여 사용자별,

도엽별, 임상 Polygon의 고유번호에 따라 서버의 원본

임상도 DB에 반영되며, 동일한 Polygon에 대해 서로 다

른 결과가 나타날 경우 이를 알려주며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선택 반영된다.

Figure 2. Diagram of the FIS Classes.

Figure 3. Process of the F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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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로그인 및 데이터 내려 받기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Figure 4의 좌측 그림과 같이 각

판독자의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 Figure 4의 가운데 그림

과 같이 Server의 공간 DB Engine을 통해 미리 지정해 놓

은 판독자별 데이터를 검색하여 데이터를 Tablet PC로 내

려 받을 수 있고 내려 받은 데이터의 사용자 계정과 데이

터의 이력들이 DB Table에 저장된다. Figure 4의 우측 그

림은 데이터를 내려 받은 후의 메인 화면으로서 개발된

Toolbar들과 TOC(Table of Contents) Window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조사 시 시각적인 불편함을 덜기 위해 사용

자 위주의 기본 Toolbar만을 표시하고 Viewer Window가

크게 보이도록 Interface를 간편화 하였다.

2. 위치 검색 및 표시 구현

위치 검색은 좌측 TOC(Table of Contents) Window의

검색Tab에서 행정구역별, 도엽별(25k)로 검색이 가능하도

록 하였으며, 동시에 1:5,000 임상도 제작에 대비하기 위

해 1:5,000 Index Map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또한 Index

Map을 표시하여 판독자가 내려 받은 도엽과 현재 화면에

대한 영역을 표시하도록 구현하였다(Figure 5).

3. 임상편집 도구 및 메모(Sketch) 작성

판독자는 현장 조사 시 Tablet PC 상에서 Tablet Pen으

로 수치임상도와 현장의 실제 임상을 대조하여 직접 편집

한다. 임상편집 도구는 내업(산림항공사진 영상판독시스

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도구들로 경계를 편집하거

나(Reshape Feature), 새로운 임상을 삽입하거나(Create

New Feature) 임상을 분할(Cut Polygon Feature)하고 결합

하는 (Merge Polygon Feature) 편집 기능들을 통해 수행되

며, 임상의 속성 (Attributes)을 변경할 수 있고, 편집한 내

용을 바로 저장할 수 있다(Figure 6).

또한 메모작성 도구는 화면상에 Text와 Graphic 형태로

서 선의 두께와 색깔을 설정하여 메모 작성을 할 수 있으

며, 축척 범위에 따라 표시될 수 있다. 작성된 메모는 내

업 시에 Server로 데이터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작업한 동

Figure 4. Login Form (left), Importing Data to SDE Engine (Middle), Main Screen (right).

Figure 5. Searching for Location & Displaying of the Index
Map.

Figure 6. Tools for Editing the Forest Type.

Figure 7. Memo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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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화면의 환경에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된 내

용을 참고로 하여 임상편집을 할 수도 있다(Figure 7).

4. 상세정보 기록 및 야장 기능

현장의 조사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도구로서 화면

에 표시된 항공사진상에 찍은 조사점에 대해서 위치좌표

와 시간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수종, 경급, 영급, 밀도, 특

이사항 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록할 수 있으며, 판독

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기록 Table을 직접 설계

하도록 구성하였다.

야장 기능은 조사점의 정보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조사

목적에 따라 야장의 필드를 추가 및 삭제 그리고 수정하고

필드 내용에 대한 Data Type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야장을

구성할 수 있으며, 미리 저장해 놓은 다양한 양식의 야장

Template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8).

5. 측정 도구

측정 도구는 현장 조사 시 면적과 거리를 산출해주는 기

능으로서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GPS를 이용

한 측정방법은 GPS 수신을 통해 이동한 만큼의 거리와 면

적을 산출해주고 거리는 km와 m, 면적은 km2, m2, ha 단

위로 표시된다. Tablet Pen을 이용한 측정방법은 Figure 9

와 같이 Pen을 사용하여 거리와 면적을 산출할 수 있으며,

단위는 전자의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된다(Figure 9).

6. GPS/Navigation 도구

현장조사에서 정확한 위치 구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

능으로 현재 위치, 이동 경로, 도착 지점 등의 위치를 파

Figure 8. Designing for Field-sheet Tables from Pinpoint.

Figure 9. Measurement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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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 있다. GPS 수신창은 GPS 수신 감도 상태, 현재

위치에 대한 경위도 좌표와 고도 표시, 현재 이동 속도,

GPS가 연결된 COM 포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목

적지 설정 기능은 알고 있는 목적지의 경위도 또는 TM

좌표를 직접 입력하여 설정하는 방법과 화면상의 항공사

진에 직접 목적지를 찍어서 설정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지가 설정되면 GPS와 연동을 통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방위, 직선거리, 목적지의 경위도와 TM 좌

표를 표시해주고 목적지 10 m 범위 내에 위치하게 되면

도착 알람 기능이 작동되어 경보음을 울리도록 하였다. 또

한 탑재된 PC용 Car Navigation은 경로 탐색, 목적지 설정

등 일반적인 Navigation 기능을 수행하며, FIS와 연동하여

Toggle 형식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Figure 10).

7. 현장 적용성 검토

FIS의 기능별 점검과 GPS 신호세기를 확인하기 위해 약

30일 동안(2007. 12~2008. 1) 실제 현장에서 여러 상황별

로 적용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기능별로는 전체적으로 잘

작동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PS 측위정밀도는 Stereo

영상판독을 이용한 임상별 면적과 임도라인 측정, 표본점

에 대한 위치 측정값과 FIS를 이용한 반복 실측치를 비교

하였다. 임상별 GPS 측위정밀도는 임상, 지형 등의 차이

와 정밀한 GPS 측량방법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 시스템의 GPS 수신결과, PDOP(Positional Dilution of

Precision)과 HDOP(Horizontal Dilution of Precision) 등

의 평균 오차량이 5~8 m 정도로서 대체로 수신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본 현장조사를 수행하는데 전반적으로 양

호한 것으로 판단된다(유병오 등, 2008).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에 구축된 내업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으

로 외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밀한 수치임상도를 효율적

으로 제작하고 저장 및 관리까지 일관된 작업 공정을 확

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FIS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GPS와 연동되

어 항공사진, 위성영상, 지형도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구현

하여 위치 정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 (2) 현장 조사용으로서 임상도 편집뿐

만 아니라 다양한 Data를 탑재하여 산림조사 목적에 맞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3) 여러 가지 임상정보들을 현장

에서 손쉽게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다. (4) 간단한 측정도

구로 거리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5) 현장작업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장작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FIS S/W를 현장에서 상황별로 직접 적용해보고 검토한

결과, GPS 수신 감도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임상

편집, 메모와 야장 도구, 측정 도구들도 잘 작동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휴대용 Tablet PC를 사용하는 FIS는 간편

Figure 10. Functions of the GPS/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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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편리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차량에 거치하여 충전할

수 있으며, 장시간 현장 조사 시에는 Spare Battery를 활용

하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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