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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 대비, 대응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관리 하고 있다. 예방
과 대비가 잘 되어있더라도,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의 재난에 대해서는 예상과는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적 재난 관리를 위해서 신속한 재난 관리 및 예측을 기반으로 동일한 
재난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유관
기관 및 현장공무원과 같은 직접적인 방재 투입 인력 간의 동일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최근에 
활용되는 재난 관리 시스템의 경우 고용량의 지리정보를 사용하거나, 정확한 재난 예측을 위해 다
양한 인자들을 활용하여 구축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구축 및 연구되고 있는 3D GIS를 활용할 
경우 하드웨어 등의 문제로 인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예측 시뮬레
이션을 하여 대응 정보를 확보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 불가한 경우 혹은 해당 정
보의 확장자를 읽을 수 없는 환경일 경우에 본질적으로 공통된 정보를 공유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를 기반으로 공유된 정보가 공통된 정보에 
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재해 
대응 시간을 앞당기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주요어 : 재해대응, 재해관리, 3D 지리정보시스템, 재난대응시스템, 재난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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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minimize the damage from disasters, various aspects of prevention, preparation, and 

response, etc. are being managed. Even though prevention and preparation are well 

conducted, irresistible calamities such as natural disasters may cause unexpected damage. 

Therefore, a system that can share the identical disaster information based on prompt 

disaster management and prediction must be developed and constructed for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Especially, for a prompt disaster response, the same information 

needs to be shared between the related organization and the disaster prevention 

personnel such as on-site officials. Rec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s use high- 

capacity geographic information or other various factors for accurate disaster predictions. 

In case of using a recently constructed or researched 3D GIS, the system may not be 

used in some cases due to conflicts with hardware, etc. Thus, even though response 

information is secured using prediction simulation in advance, it is essentially difficult in 

some cases to share the common information when the system cannot be utilized or the 

extension of the corresponding data cannot be rea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struct a system for dealing with disasters that shares the same prompt and accurate 

information in compliance with common data formats. The system is expected to reduce 

the existing disaster response time and minimize human and physical damage by assisting 

decision making through prompt responses.

KEYWORDS : Disaster Response, Disaster Management, 3D GIS, Disaster Response System, 

Disaster Response Process

서  론

1. 연구배경

재난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

다. 천재지변인 홍수, 태풍에 해당하는 자연재

난, 최근 세월호가 전보 및 침몰되어 발생한 인

위재난, 혹은 전염병과 같은 기반재난 등 여러 

가지 재난이 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재난 관리의 4요소인 예방, 대

비, 대응, 복구에 관한 중요성은 다양한 재난에 

모두 적용된다. 특히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홍

수, 태풍 등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

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광범위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최근 대한민국에

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와 관리 체계의 미흡뿐 아니라, 재난 정보의 공

유 미흡으로 인한 재난 관리의 총체적 문제점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난 현장에서 공유되

어야 할 정보는 현장 상황뿐 아니라 실시간으

로 급변하는 정보들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단위

가 확보하는 정보와 중앙정부 단위가 확보하는 

정보 및 현장 상황 정보가 항상 같은 수준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의 신속,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Lee and Kim, 

2005; Cho et al, 2015; Hyun, 2015). 특히, 

홍수·태풍 등 예측이 가능한 재난일수록 선행

되는 예측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

들이 데이터베이스로서 구축되기 마련이다. 예

측의 정확성이 높을수록 피해 감소가 현저히 

증가하고, 높은 정확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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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발생의 원인 인자들이 다양해야만 한다. 또

한, 재난이 발생하는 대상 장소인 지리정보는 

필수적이며, 기상정보, SOC 시설물 정보에 해

당하는 교량 현황과 제방 현황 등의 다양한 정

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준 실시간 혹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구축되어야 하며, TXT 단

위의 정보는 용량이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지

리정보의 경우 대용량일 때 더욱더 정확한 정

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융합하여 예측정보를 

생성하더라도, 재난 현장-지방정부-중앙정부-

재난전문가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

지 않을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Gang et al., 2014; Jo et al., 2014; Kim et 
al., 2015a; Kim et al., 2015b).

재난 정보에 대해서 통합적 공유체계를 위해 

국내외에서도 다양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

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NDMS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미국의 연방재난관리국인 FEMA에서 

HAZUS-MH 등의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피해 

산정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국토안보부(DHS)

를 통해 주 정부의 재난 대응을 지원한다. 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비용적 절

감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정보공유에 유용하며, 

정책적인 제도를 일원화하기에 좋다(Cho et 
al,, 2015). 특히 재난 대응 지원의 최종단계는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며, 이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직의 정

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신속한 정보 

체계를 위해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형화되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

전권을 보장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Lee 

and Kim, 2005; Cho et al,, 2015; Hyun, 

2015).

앞서 언급한 재난 정보의 예측은 지리정보, 

기상정보, 피해요인, 인구통계 등의 다양한 정

보를 융합하고 있다. 고용량의 지리 정보 데이

터를 활용하거나, 3차원 GIS를 활용한 시스템

은 고 사양의 컴퓨터로 원활하게 구동될 가능

성이 크다. 고사양의 시스템은 환경 문제뿐 아

니라 사용방법이 어려우므로 전문가가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게 된다. 공무원의 경우 전문가용 

시스템에서 출력된 예측 DB를 기반으로 구축된 

2D 기반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GIS 시스템을 

활용한다. 하지만 점차 발전하는 하드웨어와 방

재 업무를 하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의 증가

로 3차원 GIS 기반의 재난 통합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 나온 출력물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힘들

고, 원본 데이터를 제공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Gang et al., 2014; Jo et al., 2014; Kim et 
al,, 2015a; Kim et al., 2015b). 

본 연구에서는 고용량의 지리정보와 재난 재

해 관련 정보를 통해 구축한 3차원 GIS 재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통해 그림 1에서처럼 신속한 예측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현장에 

FIGURE 1. The concept of disaster information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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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관계자나, 방재 공무원에게 정보를 신속하

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

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유관기관 공무원에게도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일원화된 재난 대응 방안을 확보하고, 더 나아

가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돕고자 한다. 이때, 

비교적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의 경우 SNS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에도 함께 제공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게 국민 안전권을 보장

할 수 있다. 

2. 기존 연구 사례 분석

최근 재난 대응 및 재해 관리를 위해서 3차

원 GI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를 보인다. 

현실에 가까운 지리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더욱 

사실적인 재해 예측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특

히, 과거에는 Stand-Alone에 해당하는 시스템 

구축이 많았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웹을 기반으

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기반 시설의 발전으로 고용량 데이터 처

리가 웹상에서도 가능해졌기 때문일 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하여 관계기관 간의 용이한 시스

템 접속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Choi et al., 2015; Kim et al., 2015a; Kim 

et al., 2015b).

Yoo et al.(2004)은 홍수재해관리를 위한 3

차원 GS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적용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재해 상

황 대처와 체계적인 방재 관리를 위해 다양한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DB를 구축하고 홍수재

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3차원 

GIS를 활용한 초기 연구에 가까운 본 연구는 3

차원 모형 구축을 통해 수문 해석 모델을 적용

하여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였다. 과거에는 해

당 연구처럼 Risk Map 형태의 지도를 추출하

고, 이를 DB에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출력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취약지역과 대피시설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은 

순서도를 통해 상용 3차원 GIS 엔진인 

IntraMap3D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Yoo et al., 2004).

재난 대응뿐 아니라, 정확한 기상 관측을 측

면에서도 3차원 GIS가 활용되는 것을 Jang et 
al.(2014)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정확한 

기상 예측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기상 예측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3차원 GIS를 정합할 필요성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다양한 강수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을 통해 레이더 분석과 강수 경로 파악 등

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서 재

난 관리자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해석을 가능하

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해 3차원 GIS를 활용 할 

경우 재난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 판독을 가

능하게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직관적인 

해석을 통해 재난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FIGURE 2. Flow chart of system construction in the research of 3D GIS application for 

managing flood disaster (Source: Yoo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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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게 해준다(Jang et al., 2014). 그림 3은 

3D GIS와 레이더 데이터를 중첩한 것을 알 수 

있다.

3차원 GIS를 활용해 정확한 재해 예측 및 

분석이 가능하다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재난 관

리 체계 역시 재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재난 예방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DB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

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

계 구축에 관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Cho et al.(2015)의 연구인 재난관리 체계

에 대한 고찰; 해외사례 비교분석에 따르면 다

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관하

여 국내외 재난관리체계를 분석하여 향후 재난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미국

의 재난관리 체계의 경우 협업을 통해 피해를 

감소시키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해 재난 대

응을 한다고 하였다(Cho et al., 2015). 일원

화된 지휘체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조된 협조

체계를 가져야만 하고, 서로 간의 정보가 불확

실할 때는 신속한 재난대응이 불가능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특히, 국내의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

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주먹구구식의 대

처방안에 대해 정형화된 매뉴얼과 체계 구축, 

그리고 상황 적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Lee 

and Kim, 2005; Hyun, 2015; Cho et al., 
2015). 따라서 정형화된 매뉴얼을 위해 관련 

방재 업무 담당자 간에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를 확보할 수 있는 공통된 정보가 필요하다. 또

한, Hyun(2015)에 따르면 재난 관리 단계 중 

3번째 대응 단계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짧은 단

계에 속하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관리 담당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Hyun, 2015). 효율적인 시간과 노

력을 위해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제반 자료를 

확보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만큼 대

피계획이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투자를 한다

면 효과적인 재난대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각종 재난정보에 대해 

위험 예방,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조기경보, 

신속 처리 등의 통합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하

였다. 그뿐 아니라, 재난 정보의 관리를 재난관

리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

였으며, 유관기관 간의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Lee and Kim, 2005; Cho et al., 2015; 

Hyun, 2015). 

기존 논문을 살펴보면 신속한 협조체계와 시

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으나, 

방법론적으로는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운영방안 

및 행정 조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실

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시적

으로 대응 시간이 단축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운영방안이나, 시스템 운영자들 간의 정보 공유 

시간 단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 

단축을 기반으로 할 때, 공조체계와 법제정적 

원활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Lee and 

Kim, 2005; Cho et al, 2015; Hyun, 2015).

연구방법

FIGURE 3. 3D Histogram generation and its high-precision GIS matching for a 

precipitation event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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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고용량 데이터의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재난 정보를 융합한 3차원 재

난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해 기술하고, 그를 기

반으로 고용량 데이터를 신속·정확성을 보장

할 수 있는 기법을 통해 자료를 공유할 수 있

는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적인 

체계 구축을 통해 물리적인 시간을 단축한다면 

향후 법제적인 매뉴얼이 확보될 수 있다. 

지리정보는 국토 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위성영상이나 항공영상 등으로 촬영

된 국토정보뿐 아니라, 수치지형도를 통해 추출

한 DEM이나 DSM을 통해서 3차원의 지형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국토 상에 있는 건물과 

건물 자체의 속성정보를 융합하여 건물 높이 

등을 표출할 수도 있다. 그림 4는 3차원 지리

정보를 기반으로 사실적인 건물 텍스쳐를 융합

한 Google Earth의 Map 중 한 장면이다

(Google Earth). 이러한 3차원 기반으로 구축

되는 시스템은 지형정보 데이터뿐 아니라, 대용

량 실시간 재난 요소 인자 등의 데이터가 융합

되어있어야 하며 이는 DB 상에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하는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선행

된 다운로드를 받아 3차원 뷰어 상에 표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웹으로 구축되

어 있을 경우 해당 시스템을 웹상으로 제공하

는 웹서버의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

도 개인 사용자의 컴퓨터 사양이나 하드웨어가 

좋지 않다면 시스템 자체의 로딩이 심할 수 있

으며, 원활한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재난 대응을 위해 정확도 높은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은 고정밀 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

이나, 시스템 자체의 전문성 및 사용 환경 때문

에 사용자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닌 전문가 일부

이다. 따라서 해당되는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데

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순한 2D 

MAP 수준의 정보 공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동일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바탕을 마

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3D 재

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정보 공

유 기술을 제시한다.

2. 3차원 지리정보를 활용한 재난 정보 가시화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는 자유로운 재난·재해 표출을 

위해 3차원 엔진을 활용하여 3D GIS의 기반을 

구축한다. 표 1을 보면 3차원 GIS 시스템은 3

차원 상용 GIS 엔진, Open Source 등의 다양

한 구축 방안이 있으나, 개발자유도 측면과 개

발속도 측면에 대해 고려한 결과(Choi et al., 
2015; Kim et al., 2015a; Kim et al., 
2015b),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3차원 엔진

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고 자유로운 

재난 재해 표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분석하

였다. 

기존 3차원 상용 GIS 엔진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형정보가 가지고 있는 특수 확장자를 

3차원 엔진 환경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

서 DEM, SHP파일을 3차원 엔진이 읽을 수 있

는 ASCⅡ 또는 TXT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FIGURE 4. Google Earth (Source: Googl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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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지리정보를 3차원 엔진 상에 표출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의 플로 차트다. 이때 변환 

툴은 Global Mapper를 활용하였다. 이때 본 

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원본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변환된 데이터 역시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그림 6처럼 해당되는 공간 영역에 대

해 텍스쳐로 맵핑할 수 있는 항공영상들을 적

절하게 분할하여 LOD 상의 레벨에 따라 저해

상도에서 고해상도 영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지형상에 인위적으로 건축된 지형지물들의 

정보들은 shp파일로서 구성이 될 수 있다. shp 

파일은 각각의 건물 형태의 폴리곤과 연결되는 

속성정보가 있으며 해당 정보는 dbf와 연동되

어 있다. 그림 7은 shp.파일의 형태와 그 속성

값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shp파일을 

원본 데이터 그대로 엔진에 적용할 수 없다.  

shp file을 TXT형태로 변환하면 그림 8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폴리곤으로 구성되는 건

물은 모서리마다 위치의 좌표를 가지게 된다. 

또한 좌표마다 지형으로부터 높이를 추출하여 

3차원으로 표출할 수 있다. 이때 높이 정보는 

dbf에서 추출하여 융합할 수 있다. 

추출한 데이터는 3차원 상의 지형에 융합되

어 건물로서 표출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주

요건물들에 대한 3차원 정보가 있어야 하는 것

은, 해당 건물이 중요한 건물일 때의 피해액이

나 피해 현황 등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기

반 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물 속성

정보가 더욱 상세하게 DB로서 구축된다면, 건

물 자체의 손상이나 해당 지역의 교통량 등을 

함께 연산하여 피해 추정치를 추측할 수 있다. 

그림 9는 3차원 지형상에 건물들을 융합한 그

FIGURE 5. The flow chart of geographics information Import method in 3D engine

Category Open Source Commercial GIS engine Commercial Game engine

Price Low High Low

Follow-up 
management

Difficult Convenient Convenient

Difficulty of 
development

Varying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developer's competence

The developer of the engine 
provides guidelines

Variou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the book

Degree of 
freedom

Good development accessibility
Development is possible only 

within the items provided by the   
engine developer

Good development accessibility

TABLE 1. Compared with variou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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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며, 이는 DB 상의 건물 자체 속성정보와 

연동될 수 있다. 건물 shp파일을 txt 파일 형태

로 읽어 들이고, 이를 배열상에 구조화하여 연

동되는 dbf인 속성 파일의 순번과 맞추어 DB

를 구성할 경우 shp파일 상의 1번 건물과 dbf

상의 1번 속성이 함께 연계되어 표출된다.

건물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물

의 형태는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으로 구축되

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ArcMap 등의 상용 GIS 

소프트웨어의 경우 건물의 형태가 다각형이라 

하더라도 파일의 형태가 Vector 형태이기 때문

에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나, Unity3D의 경우 

Vector 파일을 Raster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

문에, 좌표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상의 점을 활

용하여 객체를 생성해야 한다. 그림 10은 해당

되는 모듈에 대한 개발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

다. 해당 모듈들은 엔진 툴 상의 버튼과 연계되

는 C# 기반 함수 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다각형 건물에 대한 해결방안

은 건물 형태가 5각형 모양일 경우를 예를 들

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1을 보면 5각형의 점

을 다음과 같이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인덱스

(a) the shape of building shp file (b) attributes of shp file

FIGURE 7. The shape and attributes of shp file 

(a) data of cases by level (b) images of level 4

(c) in case of level 1 (d) in case of level 20

FIGURE 6. Construction of high-quality images in 3D engine



A Plan for a Prompt Disaster Response System Using a 3D Disast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High-Capacity Geographic and Disaster Information188

를 주었다고 했을 때 0, 1, 2, 3, 4로 구분한다.

하단부를 인덱싱 하였다면, 상단부를 구축하

기 위하여 하단부를 복제하여 다음 그림 12와 

같이 윗면을 생성하고 인덱스를 부여한다.

옆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Mesh 생성의 특

성을 알아야 하는데 메시는 삼각형(Triangle)

을 기반으로 생성된다. 때문에 옆면을 구성하는 

사각형은 2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 applied 3D buildings (b) 3D buildings with textures

FIGURE 9. The flow chart of geographics information Import method in 3D engine

FIGURE 8. The shape and attributes of shp file 

FIGURE 10. Development of modules for 3D buildings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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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0-1-5-6] 영역의 Mesh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1, 6, 5]와 [1, 5, 0]이 같이 묶여 생

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 그림 13과 

같이 건물의 옆면을 구성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지형 및 건물 정보를 

기반으로 3차원이 구축되었다면, 재난 정보 통

합 관리 시스템으로서 GIS와 융합되었을 때 가

장 효과적인 것은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정보 기

반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되는 현장 상황에 

대해 융합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CCTV와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정보들이 함께 

융합될 때 대응, 예방, 대처를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다.

홍수 정보 역시 홍수를 표출할 수 있는 모듈

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엔진에 탑재 가능하도록 

txt 형태의 파일로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 홍수

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경우 짧게

는 시간(hour) 단위에서, 길게는 일(day) 단위

로 추출됨으로, 일반적인 재난 대응 통합 시스

템의 경우 미리 다중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다양한 유속, 수위, 지속시간들을 고려하여 홍

수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다음 그림 

14는 DSM상에서 구축된 홍수 정보를 격자형

식의 ASC 파일로 구축한 예이다.

그를 기반으로 격자형의 Mesh를 생성하고, 

각 좌표에 위치한 홍수 높이를 반환하여 삼각

형의 TIN형태로 물의 높이를 구성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5는 홍수시뮬레이션의 3차원 시각

화 표출된다. 

홍수정보를 시각화하고, 앞서 연계한 건물 정

보를 통합할 경우 위치 기반의 피해 현황이 표

FIGURE 11. The example of pentagon building on the bottom side

FIGURE 12. The example of pentagon building on the top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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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example of pentagon building on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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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구축된 시스템에 대

한 내용이다. 그림 16(a)와 같이 TB 지역 인

근의 건물에 대한 용도의 정보를 구축하고, 그

림 16(b)와 같이 PNU 코드를 기반으로 주소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지역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6(c)는 건물에 관한 속성정보이며 지자체 유

관기관에 구축되어있는 대장 자료 혹은 DB를 

연동하였다. 또한 그림 16(d)와 같이 홍수 가

시화 정보를 지역 위에 시뮬레이션하여, 해당 

지역 피해 건물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

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a) attributes display on buildings (b) address searching

FIGURE 16. Lots of attributes and displays in 3D engine

FIGURE 14. Floods data as a grid ascii file

FIGURE 15. Floods display in 3D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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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정보 공유 시간 단축을 위한 동적표

현기술 기반 공유 체계 제시 

해당되는 시스템 구축에 쓰인 위성·항공 영

상과, 건물·행정구역·SOC 시설물 제원 등의 

관련 shp 파일은 성서공단 및 고령 등의 TB 

지역 일대 약 100GB에 달한다. 그림 17(a)에

서 보면 TB지역에 해당하는 부위에 대해 

60cm 해상도를 가지는 항공 영상 단일 파일일 

경우 약 7GB 정도의 용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어려우며, 시스템 구축에

서도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림 17(b)와 같이 분할하여 텍스처 맵핑을 진행

한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고정밀한 GIS가 연

계된 시스템의 경우 테라바이트(TB) 단위의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축될 수 있다. 또

한, 실제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과, 컴퓨터 사양 등의 하드웨어적

인 부분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또한 재난 현장

에 위치한 공무원들은 직접적인 시스템 구동이 

불가능함으로 공통된 정보의 가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음 그림 18은 고용량의 지리정보 데이터와 

재난 정보가 융합된 시스템을 구동하여 화면을 

캡처한 영상이다. 해당영상은 원본 화질 급의 

(a) attributes of aerial images (b) attributes of images as a 2000*2000 pixel 

division

FIGURE 17. Attributes of images

(c) details attributes (d) floods display

FIGURE 1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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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데이터로서, 1344*756픽셀 수준의 화면

이 약 2.2MB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웹상에서 구동되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 획득

은 정지영상뿐 아니라 비디오 형태의 갈무리도 

가능하다. 아래 그림 19는 약 19초 정도의 홍

수 상황에 대한 영상을 획득한 것으로, 파일 정

보를 보면 약 19초에 4.26MB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초당 1프레임

이라고 가정하여 기술한 정지영상이 약 19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비디오 형태의 동영상으

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PNG는 원본 데이터를 거의 손상시키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용량이 높을 수밖에 없

다. 하지만 정지영상에도 다양한 압축 기법이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JPG의 경우 최

대 압축을 적용할 때 기존 용량 대비 약 1/10

의 수준인 199.1KB인 것으로 다음 그림 20에

FIGURE 18. System screen captured as a original PNG file

FIGURE 19. System screen captured as a original MP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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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다. 또한,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임을 고려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림 21에서 보면 재난 관리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CCTV 정보의 경우에도 

원 영상을 갈무리한 것 보다, JPEG의 방법으로 

최대 압축하였을 때 25분의 1 수준으로 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픽셀의 색상 

값과 인근 픽셀 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그 편

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 10분의 1 수

준으로 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근

래에 활용되는 4G망 등의 모바일 환경에서는 

충분히 효율적인 정보 전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스템 다음 그림과 같이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을 때, 주

FIGURE 20. System screen captured as a compressed JPEG file

(a) original image of CCTV (b) compressed image of CCTV

FIGURE 21. CCTV screen cap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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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재난 상황을 영상화 한 정보를 압축하여 

모바일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간단한 방

법을 통하여 현장관리자, 방재 실무자, 국민 간

의 공통된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

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을 위해 대용량의 지리정보와 재난 관련 정보

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를 통해 관

련자들에게 공통된 정보를 공유하는 재난 공유 

체계를 제안하였다. 대용량의 지리정보 시스템

의 경우 다음 표 2와 같은 사양에서 개발하였

다. 해당 시스템을 아래와 같은 사양의 컴퓨터

에서 IE11을 통해 구동할 때 프로토타입 개발 

현황 평균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약 600,000KB 

(약 585MB)이다. 일반적으로 고화질의 동영상

을 볼 때 동영상 플레이어의 메모리 사용량이 

약 67,000KB(약 65MB)에서 100,000KB(약 

97MB)정도를 오가는 수치임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시스템은 상당히 고용량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신속

하게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표 2

는 표출 시스템과 CCTV 정보의 원본영상-압

축영상 간의 비교를 보여준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현장 상황에 따라 

시스템 구동이 불가능 한 경우 주요한 정보에 

대해 영상 획득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추출하

FIGURE 22. The flow chart of rapid information sharing method

Category Details

OS Windows 7 Professional sp1

Processor Intel(R) Core(TM) i5-4570 CPU @3.20GHz

RAM 8.00GB

Graphic card NVIDIA GeForce GT 630

DBMS Oracle

Tools
Unity 5.0.1f

Microsoft Visual Studio 2013

TABLE 1. Computer specifications for development

Category Original image Compressed image Compression rate

Captured image of system view 2.2MB(2,252.8KB) 199.1KB 91.16%

Captured image of CCTV 125.6KB 5.3KB 95.78%

TABLE 2. Computer specifications f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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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구축된 시스템에서 제안하는 게

임엔진 기반의 3차원 지리정보 기반 재난 정보 

표출 시스템은 정밀한 지리정보와 3차원의 건

물 및 지형 구축을 통해 3차원의 이점을 활용

한 재난 예측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구축

한 웹 시스템은 배포하기에 편리하고 활용 가

능성이 크지만,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상황에 따

라 현장에서 활용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3차원을 구축하기 위한 고용량 데이터

를 활용하는 시스템은 일정 사양 이상의 하드

웨어에서 구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를 일시에 제공하고 원활히 공유할 수 있는 체

계를 영상 압축이라는 방안을 통해 구성하였다. 

하지만 재난 상황이 될 때는 인근 모바일 네트

워크 상황이 폭주할 수도 있으며, 현장공무원과 

국민으로 하여금 작게 압축된 영상이라고 하더

라도 원활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JPEG 압축방법에서 

나아가 JPEG2000 등의 방법뿐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압축 방법을 도입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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