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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형공간정보 데이터는 복합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위치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많

이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간정보들이 2차원 공간상에 많이 표현되었으나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3차원 공간정보

의 표현이 쉬워지고 있으며, 이는 높은 현실감을 제공함으로서 현장에 대한 빠른 이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기존의 공간정보 응용프로그램들은 데스크 탑 환경을 많이 활용하였으나, 이는 원거리와 불특정 다수의 사용

자를 위한 서비스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최근에는 웹서비스를 통한 정보공유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에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센서정보와 3차원 지형공간정보

를 연계하는 웹기반(Web-based)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연구 대상지역의 3차원 지형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

하고 둘째, 3차원 Web GIS와 계측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셋째, 제안된 3차원 Web-GIS 시스템

을 실제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구현하여 그 실용성을 검증하였다.

핵심용어 급경사지, 방재, 자연재해, 3차원, 공간정보, 계측센서, 매쉬업, 브이월드

ABSTRACT Geospatial information data came recently in use to build the location-based service in various fields. These

data were shown via a 2-D map in the past but now can be viewed as a 3-D map due to the dramatic evolution of IT

technology, thus improving efficiency and raising practicality to a greater extent by providing a more realistic visualiza-

tion of the field. In addition, many previous GIS applications have been provided under desktop environment, limiting

access from remote sites and reducing its approachability for less experienced users. The latest trend offers service with

web-based environment, providing efficient sharing of data to all users, both unknown and specific internal users. There-

fore, real-time information sensors that have been installed on steep slopes are to be integrated with 3-D geospatial infor-

mation in this study. It is also to be developed with web-based environment to improve usage and access. There are three

steps taken to establish this system: firstly, a 3-D GIS database and 3-D terrain with higher resolution aerial photos and DEM

(Digital Elevation Model) have been built; secondly, a system architecture was proposed to integrate real-time sensor

information data with 3D Web-based GIS; thirdly, the system has been constructed for Gangwon Province as a test bed to

verify the applicability.

KEYWORDS 3D Web GIS, GIS, sensor, slope management system, geospatial, information, mash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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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를 개발하는 과

정에서 급경사지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급경사지는 대부분 택지, 도로, 철도, 터널 등

의 주요 시설물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붕괴사고가 발생

할 경우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급경사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급경사

지 예방에 관한 법률(2007년)을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위험

도가 높은 급경사지는 계측센서를 설치해 정밀 모니터링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경사지에 대한 정

책적 기술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급경사지에 관련된

정보와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계측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지형과 공간

적인 관계가 높은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3차원 Web GIS와

연계해서 통합적인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급경사지 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Web GIS와 계

측센서 정보를 연계한 급경사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절차와 시스템의 아키텍

처를 제시하고, 이를 시범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분석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동향

2.1 3차원 Web GIS 연구동향

3차원 Web GIS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GIS라는 분야가

생겨난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온 분야이다. 하

지만 GIS 초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한계로 3차원

보다는 2차원 기반의 공간데이터가 주로 활용되었으며, 3

차원은 특수한 분야에만 사용되었다. 최근 IT 기술과 3차

원 데이터 취득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하드웨어의

한계는 거의 사라지고, 소프트웨어도 보다 지능적으로 발

전하고 있어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가 실용화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 한계가 극복됨으로써, 타 분

야와 융합하기 쉽고 융합을 통해서 더 큰 효용성을 가지는

GIS의 특징에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3차원 Web GIS의 초기 발전에 크게 기여한 Google

Earth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3차원 지형정보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동영상 사진 등의

다른 정보를 3차원 Web GIS와 연계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이월드 사업은 전국의 3

차원 지형을 정밀표고자료와 항공영상을 이용해서 구축하

였으며, 주요 도시에 대해서는 건물을 정밀모델링하고, 이

를 3차원 Web GIS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맵서비스 구

축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나 기본 기능은 API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베타서비스로 전국을 항공영상과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해

서 3차원 지형모델을 구축하고, 텍스쳐 처리가 되지 않은

건물을 반투명하게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인천경제자

유구역청은 관리지역의 3차원 공간정보와 시설물 정보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3차원 Web GIS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외에도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3차원 시스템

구축사례가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김광득(2012) 등은 1 m

급 해상도의 LiDAR 데이터와 25cm급 해상도의 항공영상을

이용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풍력에너

지 시설물의 적지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조병완(2012) 등은 수치지도, 위성영상 및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를 이용하여 3차원 가상도시 개

념을 정립하고, 3차원에 시간차원을 더해 4차원개념의 가

상도시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2 계측센서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동향

최근 계측센서 기술의 발달로 주위의 다양한 물리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기본적인 환경정보

인 강수, 빛, 온도에서부터 응력, 중력, 전단력 등의 복잡한

물리량을 감지하는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

다. 이러한 정보를 공간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가시

화하면 그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

면으로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박웅기(2013) 등은 구조물

의 건전성 모니터링을 위해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계측

데이터를 가시화함으로써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병완(2012) 등은 초장대

교량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정보를 무선통신 방식인 RFID와

USN 개념을 적용해 사물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네트워

크를 구성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축해 활용함으로써 대

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은호(2012) 등은 공간정보기반의 실시간 시설물 재난관

리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이를 가상시나리오에

적용하여 검토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의 활용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문성우(2011) 등은 온도와 연기를 감지할 수 있

는 센서를 기반으로 화재상황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술 기반의

u-화재모니터링 방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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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및 방법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계측

센서 정보와 3차원 Web GIS 정보가 융합된 급경사지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직접 시범지역에 적용하고 검증

해 실무에 활용 가능한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3차원 지형모델과 주제도를 구축한 후 계측정

보와 연계해 이를 서비스할 수 있는 3차원 Web GIS를 구

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3차원 Web GIS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Skyline Software Systems, Inc.(이하 Skyline Soft)의

Skyline Globe를 사용하였으며, ASP.NET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데이터베이스관리스템(DBMS)은 Microsoft SQL

Server를 이용하였다. 시범구축 지역은 급경사지가 많은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3.1 3차원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3.1.1 데이터 구축 흐름

3차원 공간데이터는 기본이 되는 지형모델과 그 외의 객

체나 정보를 표현하는 주제도로 나눌 수 있다. 3차원 지형

모델 구축은 대부분 수치표고모델(DEM)을 이용해서 지형의

높낮이를 표현하고 그 위에 항공영상을 텍스쳐링(Texturing)

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축 영역에 따라 적게는

수십 기가바이트(GB)에서 많게는 수십 테라바이트(TB)에

이른다. 이처럼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

터처리를 위해서는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거나,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산처리 하는 방식으로 데

이터를 처리한다. 처리시간 또한 수일이 걸리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연구에서 지형모델 구축은 Skyline Soft의 Terra

Builder를 이용하였다.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는 약 30 m 해

상도의 DEM과 15 m 해상도의 위성영상으로 3차원 지형모

델을 구축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은 5 m DEM과 고해상도

항공영상으로 정밀 3차원 지형모델을 구축하였다. 3차원 주

제도의 구축은 2차원에서의 데이터구축과 동일하지만 단지

높이 정보가 없는 데이터의 경우 용도에 따라서 높이 값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행정구역,

도로와 급경사지를 표현한 급경사지 위치도, 각 센서의 위치

를 표현한 센서위치도, CCTV의 위치를 주제도로 구축하였다.

3.1.2 영상 처리

기본적으로 항공/위성 등의 센서로부터 획득된 데이터는

그림 1. 연구수행절차

그림 2.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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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항공삼각측량(Aerial Triangulation), 정사보정 3단

계로 단순화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분

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색상보정, 모자이크 등의 작업을 수

행한다. 연구에서는 강원도 전체의 정사보정 된 영상을 수

급해, 각각의 영상에 대한 색상보정을 수행하고 이를 서비

스하기 위해 모자이크 과정을 수행하였다. 색상보정은 각

각의 영상의 촬영시기, 날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

상의 전체적인 색감을 맞추고, 현실감 있는 색상으로 보정

하기 위한 작업이다. 영상 모자이크는 여러 장의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으로 인접간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접합라인(Seamline)을 설정하고 이를 기

준으로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작업이다. 연구에서는 강원

도 전역을 포함하는 정사영상을 ERDAS IMAGINE을 이

용해 모자이크를 수행하였다.

3.1.3 3차원 지형모델 생성

3차원지형모델 생성은 DEM(Digital Elevation Model)과

항공영상을 융합하는 과정으로, 지형의 기복은 DEM이 기

복의 표면은 항공영상이(Texture) 표현하는 형태로 두 데

이터를 이용하게 된다.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항공영

상/위성영상 약 900GB, DEM이 약 8GB이다. 3차원 지형

모델의 생성에는 Skyline Soft의 Terra Builder를 이용하였다.

3차원 지형모델의 생성과정은 프로젝트생성, 데이터 Import,

영상클립, Null Value제거, 히스토그램조정, 분산처리를 통

한 지형모델 생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Terra Builder에

서는 영상과 DEM을 이용해서 3차원 지형가시화와 서비

스에 최적인 *.MPT(Skyline Terrain Database)의 자체포맷

으로 생성한다. Terra Builder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분산처리기능을

그림 3. 영상처리 절차

그림 4. 3차원 지형모델 구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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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구에서는

작업용 컴퓨터 3대를 이용해 분산처리를 하였으며, 약 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3.1.4 데이터 경량화

공간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을수록 그 데이터의 양은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증가하는 데이터를 효과

적으로 처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데이터 처

리/서비스 기술이 요구된다. 기술의 핵심은 대용량의 데이

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끊김 없이

빠르게 서비스할 것인가?” 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데

이터의 경량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실용화 단계까지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연구

에서 사용된 항공영상과 DEM 또한 대용량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경량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공간데이터

분야에서 데이터의 처리와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의 경량화 기술은 크게 LOD(Level Of Detail), 영상

Pyramid, Tiling&Caching이다. 이 모든 기술의 기본 원리는

사용자가 보기를 원하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 한정

된 영역의 데이터만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LOD 기술은 데이터를 사용자가 보는

거리(Scale)에 따라 데이터의 양을 조절하는 기술로 주로 3

차원 데이터의 폴리곤 수, 버텍스(Vertex) 수를 거리에 따

라서 조절하는 방법이다. LOD는 데이터 구축단계에서 미리

적용되기도 하고,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도 한다. 영상피라미드(Pyramid) 기술의 기본적인

개념은 LOD와 비슷하다. 기본적인 원리는 넓은 영역을 가

시화할 때는 실제로 모든 픽셀이 화면에 표현할 필요는 없

으며, 넓은 영역을 보여줄 때는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확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볼 때는 많은 픽셀정

보가 포함된 레벨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일링(Tiling)

& 캐슁(Caching)기술은 공간영상정보 데이터의 서비스 영

역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데이터를 미리 서비스하기 편리

하고 가벼운 형태의 Tile로 제작하고 타일링된 데이터를

서버측 혹은 클라이언트 측에 미리 저장해 두는 기술이다.

연구에서는 위의 3가지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첫째, 3차원 지형모델 서비스를 위해서, 강원도지역의 영

상에 대해 이미지 피라미드를 생성하고, 이를 DEM과 융

합하여 3차원 지형 스트리밍 서버에서 서비스하기 편리한

타일링 이미지를 생성해 MPT 파일이라는 자체 포맷의 데

이터를 생성 하였다. 둘째, 주제도 서비스를 위해서 Skyline

Soft의 공간 데이터 서버인 Terra Gate SFS(Spatial Framework

Services)를 이용하였다. 먼저 주제도 레이어 서비스를 생

성하고(Publish) 이를 데이터에 따라서 적당한 크기로 타일

링 한 다음, 서버측에 캐쉬로 저장해 사용자가 원하는 영

역의 데이터만 즉시 보내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

록 해 데이터의 경량화를 수행하였다.

3.2 시스템 구축

3.2.1 전체 시스템 구성

시스템은 크게 3차원 공간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공간데

이터 부분, 현장의 계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계측

정보부분, 3차원 지형정보와 현장계측정보를 통합해서 보

여주는 웹서비스 부분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하드웨어

는 Web Server, DB Server, GIS Server, 대용량의 데이터를

그림 5.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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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로 구성하였다. 서버의 운영체제

는 Windows 2008 R2, Web/Application Server는 IIS, DBMS

는 MS-SQL 2012를 사용하였다. 세부적인 시스템 구성은

그림 5, 6과 같다.

3.2.2 기본 지도(Base Map)서비스 구축

행정구역, 도로 등 어떤 지도 서비스에서 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정보가 있다. 기본지도(Base Map)를 독자적으

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 인력, 시간이 소요되

며 한번 구축하면 필요로 하는 많은 기관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데이터의 일관

성이 떨어지며, 각각의 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한다면, 구

축하기도 힘들뿐더러 엄청난 자원의 낭비일 것이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기본적

으로 자주 사용되는 7개의 분야에 대해 기본지리정보라는

공간정보를 구축해서 배포하고 있으며, 최근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표방하는 정부 3.0 정책에 발맞추어 국토교

통부에서는 브이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브이월드

서비스는 맵서비스 표준과 API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

자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PI 서비스를 이용하

면 데이터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개발프

로그램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가져다 쓰면 되는 형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술이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매쉬업 기술이다. 매쉬업은 웹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

베이스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매쉬업의 장점은 직접 데

이터나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고,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 서비스나 구축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것이고, 단

점은 서비스 기관에 종속적이어서 원하는 기능이나 데이

터를 직접 추가할 수 없고, 서비스하는 기관에 제공해주기

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과 대부분이 초기에는 무료로 제공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소요 된다는 점이다. 연구

에서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의 API 서비스를 분석하여 급

경사지관리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및 서비스를 분

석하였다. 그 중에서 WFS(Web Feature Service) 기반으로

제공 되는 지적도를 급경사지관리시스템과 매쉬업하고,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WFS 서비스는 여러 개의 웹 피

처 서비스로부터 클라이언트가 GML로 인코딩된 공간

데이터를 검색 및 갱신할 수 있도록 한 표준이다. WFS서

비스는 WMS 서비스와 달리 공간 피처정보를 직접 클라

언트가 요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

다는 점이 WMS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

토교통부의 브이월드 서비스에서는 WMS와 WFS 두 가지

표준 모두에 대해 API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Ajax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기술과 WFS API를

활용해 삼척 폐경석장 주변의 지적도를 급경사지관리시스

템에 매쉬업 하였다. 테스트 결과 급경사지 요청한 폐경석

장 주변의 지적도를 문제없이 매쉬업을 수행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브이월드에 요청할 수 있는 요청 횟수

와 데이터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

에서 사용하는 Skyline Globe 솔루션과의 완벽한 매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거나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한

오류현상 등에 대해 유형별(Case by Case)로 심도 있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2.3 시스템 기능 구현

급경사지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 앞

절까지 수행한 작업은 기본적인 맵서비스를 구축하는 과

정이고, 본 절에서 급경사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구

현하는 단계이다. 시스템에서 구현한 기능은 기본적으로

그림 6. S/W, H/W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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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조작하는 기능, 3차원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기능,

검색, 공간분석, 계측정보 연계기능이다. 지도조작 부분은

지도의 확대, 축소, 이동,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구현하

였으며, 가시화 부분은 3차원 지형과 객체를 표현하고 조

작하는 기능이다. 검색부분은 급경사지관리를 위한 다양

한 정보를 키워드로 검색하고, 지도와 연계해서 속성을 조

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공간분석 기능은 거리, 면적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기능에서 지형의 프로파일(종단면),

경사를 분석할 수 있는 고급기능을 구현하였다. 연계부분

의 기능은 현장에서 전송되는 계측 데이터를 맵에 표현하

그림 7. 지적도의 매쉬업 결과 및 요청결과 파일(GML)

그림 8. 시스템 구축 화면

그림 9. 시스템의 분석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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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판단해 경계상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기능과

현장의 CCTV를 지도와 연계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다. 각

각의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목록과 설명은 아래 표 1 시스

템 기능 설명과 같다.

3.2.4 3차원 Web GIS와 계측데이터 연계

구축된 3차원 Web GIS와 계측데이터를 연계하는 목적은

현장의 실시간 정보를 공간정보와 연계해서 보여주고, 이

를 바탕으로 관리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에

서는 계측기와 CCTV의 위치를 3차원 지형 모델에 배치하고,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정보를 수치 및 심벌로 표현하고, 수

치와 심벌이 현장상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관

리하고 있는 사면에 계측기의 위치를 나타내고, 나타낸 계

측기 주위에 계측 값이 표현되도록 하였으며, 계측정보가

임계값을 벗어날 경우, 응급상황을 심벌을 이용해서 표현

표 1. 시스템 기능 설명

대분류 기능 기능 설명

지도 조작

확대/축소 3차원 지형 및 객체 확대/축소

영역확대 원하는 영역 확대

초기화면 초기 세팅 화면으로 이동

이동 3차원 맵 이동

선택지역 이동 선택지역으로 이동

내비게이션 네비게이터를 이용한 확대/축소/이동

지역별 보기 도/시/군 별로 확대

가시화

좌표 표시 맵좌표 표시

스케일 지도 스케일 표현(고도)

3D 객체 3D 객체 가시화(센서, CCTV, 가드레일 등) 

대피경로 가시화 상황발생 시 대피경로를 표시함

Layer On/Off On/Off 기능

2/3D Labeling 객체의 2/3D 라벨링

검색
검색 객체의 속성을 검색하는 기능

속성조회 객체 속성정보 조회

공간분석

거리측정 거리측정

면적측정 면적측정

경사분석 선택 영역에 대한 경사 분석

프로파일 분석 사용자가 선택한 경로의 종단면도를 보여주는 기능

계측센서정보연계

웹 페이지 연동 Web-EOC 페이지를 링크하는 기능

객체 위치정보 연동 사이트/카메라/센서 위치 가시화

CCTV 연동 CCTV 영상 맵에 표현/줌, 상, 하, 좌, 우 조정

측정 데이터 연동 센서의 측정값을 받아서 보여줌

위험지역 가시화 경고지역 표시(깜박거림, 색상별 구분)

그림 10. 현장 센서정보 표현 몇 데이터 연계

그림 11. CCTV 연계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ol. 6, No. 3

상시계측센서정보와 3차원 Web GIS를 융합한 급경사지관리시스템 17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매초 간격으로 변화하는 계측

값을 3차원 Web GIS에 실시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

체 웹페이지를 다시 로드하지 않고 지도위의 값과 심벌만

을 변경할 수 있는 AJAX 기술을 활용하였다. 연구에서는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가상으로 입력해서 구축하였으며,

향후 DBMS와 연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필

요할 경우 실제 데이터와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센서정보인 CCTV 영

상은 3차원 Web GIS에 직접 투영하여 현장과 동일한 시점

으로 CCTV를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최신기술인 3차원 Web GIS 기술과 실시간 계

측센서를 이용해 급경사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로,

첫째, 3차원 지형모델과 급경사지관련 주제도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3차원 Web GIS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둘째,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지적, 도로 등의 기본적인 지

리정보를 WFS 표준과 API서비스를 이용해서 3차원 Web

GIS와 매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실시

간 계측센서 정보와 3차원 Web GIS를 연계해 급경사지관

리지역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본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이를 실제로

시범구축 하였다. 연구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계

측정보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파

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지 3차원으로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며, 실제 상

황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은 기본적인 정보만 탑재된 상황으로 향후 주변의 날씨,

온도 등의 기상정보, 피해상황 예측, 현황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인문 통계 정보 등의 정보를 보완한다면 급경사지

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통합적인 급경사지관리시스템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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