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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적 호우재난

이 발생하여 자연적⋅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에서는 

긴급재난문자가 9분의 시간이 소요된 후에야 발송되

어 재해정보의 확산이 늦었고 통화량의 폭증으로 긴

급재난문자가 재해지역의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발

송이 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문자로만 정보를 제공하여 재해상황을 직관적

홍수재난 상황에서 GIS 기반의 고해상도

영상데이터의 압축 및 전송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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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ompression and Transmission Technology of

GIS-based High Resolution Image Data in Flood

Disaste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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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crease in frequency and scale of natural disasters is the typical negative examples of the global

climate change and the change of the human living environment. The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in particular including human and physical damage is directly linked to the safety and properties of citizens.

Besides, damage occurs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OC facility, and the damaged SOC facility violates

the citizens' safety rights. Therefore, a plan to provide prompt and effective risk map information by

linking a 3D disaster information display system, which handles the information of the damage that may

occur to SOC facilities at the time of disasters, with an on-site assistance application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prompt provision of risk map information is defined as a dynamic expression technology

in this study. It also processes and compresses the system to display disaster information, a spreading

system that can utilize on-site information, and a module developed to organically link with the DB system

that builds information and relationships. Based on the module, the effective disaster information

compression plan will be prepared, and the prompt information transmission system will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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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현

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토목 및 지형 정

보를 바탕으로 ICT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과 국가의 

기반시설의 손실을 방지 및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진

행하고 있다. SNS를 활용한 재난재해정보의 확산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난경보의 신속한 

전달 및 공유와 이를 활용한 초동 대응체계의 확립 

등 기초대응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재난 발생 시 국민안전처에

서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메시지가 운영

되고 있으나 외국의 재난정보서비스에 비해 정보가 

문자로만 이루어져 현재의 재난상황을 파악하기 어

렵다. 미국의 FEMA&FCC, ReadyNotifyPA, TED

등 단순 비상통신 및 경보발령을 위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재난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SMART WORK

PAD, Sinsai.info등과 같은 시스템 또는 Module이 

운용되고 있다. 그 중 TED는 아래의 Fig. 1과 같이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관련된 정보를 트위터 서

비스를 통하여 이미지로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긴급

재난문자에 비하여 재난 상황을 쉽고 직관적으로 인

식하여 빠르게 대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칠레, 대만 등 

지진이 잦은 국가에서는 지진 소식을 신속하고 직관

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EEW)을 보유하고 있다. 경보 없는 피해를 

100%로 가정했을 때 경보의 빠르기에 따라 사상자

가 5～20%로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실제 도쿄(東京)

대학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하기 3초 

전 경보를 발령하는 것만으로도 지진 피해를 5%로 

급감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의 재난관리정

보시스템은 국토교통성에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

이 존재하며 수방 활동과 토사류 및 사면붕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해정보 전파 속도를 외국과 비교하

였을 때 지진경보의 경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걸리

는 시간은 일본 3.7초, 칠레 15초, 한국 12분이 소요되

어 정보의 전파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 또한 문자로

만 재해정보가 제공되어 전달 효율 또한 뒤처지므로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직관적인 정보의 전파가 이루

어지지 않아 현장관리자와 재난상황실과의 소통이 

어려워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의 규모는 커지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홍수재난에 적

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문자로만 전송되던 재해정

보제공서비스를 이미지 및 동영상으로 제공하기 위

하여 재난상황실의 고해상도 시뮬레이션 영상을 

Mobile 및 태블릿 환경으로 신속하게 전송하기 위한 

영상데이터의 압축 및 전송을 수행하는 Module을 연

구⋅개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기본 이론이 되는 동적표현기술에 대하여 정의하고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한 다음 3장에서 영상 이미지

를 일정한 비율로 압축하여 시간대비 전송률을 분석

하고 다운로드 시간을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였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홍수재난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수변구조물의 안정성 및 제방월류 등으로 인한 침수

지역의 피해액, 위험도 등을 표출하는 고정밀 공간정

보 기반 Risk Map 3D 시뮬레이션 표출 시스템인 

FROK(Facilities Risk Simulator for Korea)의 고해

상도 영상자료를 신속하고 경제적인 압축 및 전송하

Fig. 1. TED Twitter  Homepage 

(https://twitter.com/USGSted).

Fig. 2. Japan‘s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E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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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FROK 시스템은 지도 파일과 

항공 영상 PNG 변환 Module, PNG별 분할 Module

을 사용하여 UNITY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재해 정보를 이미지 및 동영상으로 변환시키는 시스

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이미지는 FROK 시스템에서 

표출하는 위성사진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로 구축한 

지도에서 수행한 홍수 시뮬레이션 중 추출한 RAW

형식의 포맷을 PNG 포맷으로 변환한 영상이다. 그

리고 BASE64 String 형식으로 Encoding 후 저장장

치로 전송하여 저장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이후 

REACT Module에서 저장장치에 저장된 String을 

가져와 PNG 배열로 Decoding하고 JPEG 형식으로 

압축 및 저장하여 다시 저장장치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Fig. 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보 확산시스템은 압축을 

통한 동영상 용량의 크기를 감소시켜 정보의 전송속

도를 향상시키고 저장한 서버의 부하를 감소시켜 빠

르게 정보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조를 취하

였다. 그에 따라 본 시스템의 Module 구분과 시스템 

구축 방안 및 하드웨어 구축 방안은 효율적인 3차원 

GIS 공간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홍수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3]. 이와 

같이 구축된 정보는 대국민 정보 확산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Application을 생성,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Data Base에서 바로 불러

와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의 저장 및 관리를 하나의 Data

Base에서 처리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표

준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던 추후 

시스템의 확장에 있어서도 추가 Module을 자유롭게 

연계가 가능하다.

Module 기반의 시스템에서 본 연구에의 연구, 개

발 파트는 표출 Module에서 제작한 영상을 Mobile

환경에서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실시간 전송, 구현 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유동적 흐름을 ‘동적

표현기술’이라 정의하였다. 각 Module은 저장장치로 

변환 및 계산 결과물을 전송하고 다음 처리과정을 

진행하는 Module에 알림을 보내어 자료가 저장장치

에 저장되었음을 알린다. 저장된 영상은 홍수재난 상

황전파 및 홍수정보열람이 가능한 대국민 확산 

Application FRIENDs에서 실행하여 Mobile 환경에

서 홍수의 상황과 대피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다.

본 연구에서는 Unity 기반 표출시스템에서 추출

한 RAW 이미지를 PNG 형식으로 변환하였는데  이

는 정보의 보안을 위해 BASE64 형태의 String 형태

로 저장장치에 저장되어야 하지만 RAW 이미지 자

체에서 BASE64 형태로 변환이 어려우며, RAW 이

미지의 형태로는 저장장치로 전송이 어렵기 때문이

다. 그리고 영상을 저장하는 포맷 중 TIFF를 제외하

고 가장 양질의 영상 질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PNG

형식을 사용하였다. Unity 기반 표출시스템의 영상

을 Mobile Application에서 표출하기 위하여 시스템

에 Capture Tool을 추가하였으며 Tool에 의해 생성

된 정지영상을 일정 단위로 묶어 동영상으로 제작하

였다. 영상의 포맷은 영상 압축률과 화질을 고려하여 

JPEG포맷으로 결정하였으며 동영상의 포맷은 실시

간 전송, 구현 기법과 플레이어와의 연동을 고려하여 

최적화 포맷 및 압축 비율을 찾는 실험을 Table 1과 

같은 조건에서 시행하였다.

실험은 저장장치에 저장된 고용량의 영상을 

Mobile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실시간 전송,

구현하기 위해 용량을 줄이기 위한 실험으로서, PNG

포맷의 압축 비율에 따른 용량의 크기와 영상의 질을 

고려하여 최적의 압축 방법 및 압축 비율을 가정하고 

Fig. 3. Data flow from Framework to Mobil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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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영상과 압축된 영상의 전송 효율을 비교하였다.

영상의 Capture 및 압축 이외에 Capture 된 영상을 

하나로 합치는 동영상 작업을 수행하는 Module을 제

작하여 Mobile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실시간 전송, 구

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맷 최적화 실험의 대상 

확장자는 avi, mp4, wmv, gif 포맷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Video Codec은 H264, MPEG4, XVID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통합표출시스템에서 1초마다 

Capture 하여 일련의 Encoding 및 Decoding 과정을 

수행한 사진크기 1156*670, 너비 1156픽셀, 높이 670

픽셀, 해상도 96dpi, 24비트의 정지영상 30장을 사용

하였으며(Fig. 4.), Table 2와 같이 각 확장자와 비디

오 코덱에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실험의 네트워크 환경은 WIFI 로컬 네트워크와 

Mobile LTE망을 이용하였다. 다운로드 시간은 파일

마다 3번을 다운받아 평균한 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파일은 Portal Service Up / Download Server를 이

용하였다. 다운로드 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네트워크

와 Server의 Traffic 및 핑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수시로 변동되므로 파일 용량과 시간이 비례하는 결

과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파일 용량과 다운로드 시

간은 조건이 같다면 비례한다.

3. 연구결과 및 분석

RAW포맷의 이미지에서 추출한 PNG포맷의 이미

지 한 장의 용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압축하여 JPEG 포맷으로 변환하였다. 압축률은 10%

의 간격으로 압축하여 10%～99%까지 압축하고 각 

압축률 별 이미지 용량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압축을 

한 이미지의 용량은 56.67%～96.00%까지 감소하였

고 그에 따른 해상도의 변화를 확인하니 99%의 압축

률로 진행한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상의 문자가 육안

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이미지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압축률과 압축률 별 이미지 용량의 크기를 Table 3에

서 정리하고 원 이미지와의 용량차이를 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이미지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미지 유사

도를 측정하여 원 이미지와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압

축률을 최대로 산정하기 위해 원 이미지와 압축률 

별 이미지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하

고 그 오차를 측정하였더니 1.20%~6.03%까지 측정

되었고 아래의 Table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미지의 압축과 유사도 측정한 두 실험에서 측정

된 이미지의 용량과 유사도 오차의 백분율을 그래프

로 나타낸 결과 Fig. 5와 같이 나타났고 두 그래프의 

교점인 원 영상의 약 96%의 압축률을 지닌 이미지가 

가장 최적화된 이미지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원 이미

Table 1. Compare Image Compression & Quality

Format Extention Video Codec

Image
JPG -

GIF -

Video

AVI H.264

MP4 MPGE4

WMV XVID

Fig. 4. Data flow from Framework to Mobile application.

Table 2. Image-Video Conversion test(Extension & Codec)

Format Extention Video Codec

Image
JPEG -

GIF -

Video

AVI H.264

MP4 MPGE4

WMV X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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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최적화된 이미지를 비교하였을 때 압축으로 인

한 화소 및 해상도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지 용

량의 감소로 확인하였으나 Mobile 환경의 디스플레

이 크기와 데이터 용량으로 인한 통신망의 과부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Table 3. Result of Image Compression

Format Image Format Image Capacity
Compression ratio of

original image

Original Image Png 600kb -

10% compression Jpeg 260kb 56.67%

20% compression Jpeg 184kb 69.33%

30% compression Jpeg 148kb 75.33%

40% compression Jpeg 124kb 79.33%

50% compression Jpeg 112kb 81.33%

60% compression Jpeg 96kb 84.00%

70% compression Jpeg 84kb 86.00%

80% compression Jpeg 64kb 89.33%

90% compression Jpeg 44kb 92.67%

99% compression Jpeg 24kb 96.00%

Table 4. Result of Similarity Error

Format Image Format
Image Similarity

Error

Percent error in image

similarity

Original Image Png 0.0000 -

10% compression Jpeg 0.0120 1.20%

20% compression Jpeg 0.0159 1.59%

30% compression Jpeg 0.0185 1.85%

40% compression Jpeg 0.0209 2.09%

50% compression Jpeg 0.0226 2.26%

60% compression Jpeg 0.0243 2.43%

70% compression Jpeg 0.0268 2.68%

80% compression Jpeg 0.0313 3.13%

90% compression Jpeg 0.0390 3.90%

99% compression Jpeg 0.0603 6.03%

Fig. 5. Compression-based image capacity and similarity.



1043홍수재난 상황에서 GIS 기반의 고해상도 영상데이터의 압축 및 전송 기술 개발

정지영상의 동영상 Encoding에 관련한 시험의 결

과로는 Table 5와 같이 avi 확장자의 경우, H264 코

덱을 사용한 영상이 화질 대비 용량의 크기가 작고 

다운로드 속도가 7.984초로 상대적으로 전송속도가 

빠르게 측정되었다.

IFI의 경우 WIFI 신호의 근본이 되는 LAN의 상품 

종류 및 속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LTE 망과 같

은 파일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다. LTE 망의 경우 현재 LTE 망으로 설정

된 지역 기지국에 따라 속도가 차이가 나며, 평균적

으로 WIFI보다는 조금 느린 속도를 보여주었다. 인

터넷 환경의 속도 측정은 많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며, 근본이 되는 인터

넷망의 Ping과 Traffic 등의 많은 변수가 있어 정확

하고 일정한 속도 값을 도출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한 결과 Mobile Module

로의 전송에 걸린 시간은 7.984초였다(Fig. 6).

REACT Module에서 전송한 결과 동영상의 화질

대비 전송속도는 2414.62 kbyte/s 로 도출되었고 이

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및 동영상을 Mobile 기기로 

실시간 전송, 구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주로 장마기간과 태

풍의 발생 빈도가 높은 여름철에 발생하므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부해안의 대도시들 중 가장 인구

가 많은 부산광역시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Test Bed

로 가정하였다. 대표적인 홍수재해와 침수피해는 장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피해를 

입는 시간은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수개월의 복구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편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재해시간을 48시간으로 가정하였다. 피해 발생 

시 48시간 동안의 홍수피해상황을 실시간 동영상으

로 전송할 경우 PNG 형식의 원 영상의 이미지는 600

kbyte이며 이 이미지가 10장이 모였을 때 2초의 동영

상재생 시간을 가진다. 재해시간인 48시간의 경우 

172,800초이며 동영상을 실시간 전송, 구현할 경우 

1인당 약 494Gbyte를 사용한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의 보급률은 102.4%로 약 350만명의 부산광역시의 

인구 전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350만명의 데이터 사용량은 168,848Tbyte

로 예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압축된 이미지는 96%의 압축

률에서 원이미지 용량인 600kbyte에 비하여 약 

0.0517배인 31kbyte의 용량을 가지며 이미지 한 장당 

569kbyte가 감소되는데 이미지 10장이 2초의 동영상 

재생 시간을 가지므로 2초에 약 5690kbyte의 데이터

가 절약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가정을 하였을 

Table 5. Compare Image Compression & Quality

Form Extention Codec file capacity(byte)
Download

Time(Sec)
Note

Image
JPG 84,339,888 Original Image 30EA

GIF 34,717,595 17.135

Video

AVI

H.264 19,741,022 7.984

MPEG4 17,333,722 10.380

XVID 17,411,964 7.159

MP4
H264 21,545,390 8.991

MPEG4 17,266,804 5.468

WMV
VC1 18,581,263 8.106

WMV3 17,277,237 8.462

Fig. 6. REACT Modu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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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재해기간동안 8,716Tbyte의 데이터 사용량을 

가지며 아래의 Table 6과 Fig. 7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위의 결과에서 압축률이 96%일 때 영상의 용량은 

94.84% 감소하였으며, 이미지 유사도는 71.91%의 일

치율을 확인하였고 홍수재해 시간을 48시간으로 가

정하였을 때 Mobile 환경으로 전송하는 경우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송 효율은 증가하였고 이는 시간이 재

해시간이 길어질수록 큰 차이를 보였다. 재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송 효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

고 문자로만 이루어진 긴급재난문자메시지 서비스

보다 동영상으로 전송되는 본 연구내용이 홍수재해 

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정

보를 분석하는 통합표출시스템의 영상 및 이미지 데

이터를 신속하게 Mobile로 전송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해방지서비스는 긴급재

난문자서비스가 있으나 지역 및 거리 등 단편적인 

정보를 문자로만 제공하여 재해 상황을 인식하기 어

려운 단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용된 데이터 모델은 FROK 시스템에서 위성사

진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로 구축한 지도에서 수행

한 홍수 시뮬레이션에서 추출한 RAW 포맷의 이미

지이고 시뮬레이션 환경은 Mobile OS는 Android 7.0

기반의 갤럭시S6고 LTE망은 SK Telecom의 대구 

동구 소재지 기지국을 사용하였으며 WIFI는 LG U+

100MB Lan으로 연결된 N704-V3 공유기를 사용하

였다. 동영상을 전송하는 시간대는 오전 8시, 오후 

1시, 오후 10시로 세 차례에 걸쳐서 측정하였다.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Module

을 개발하고 재해 상황 이미지 및 동영상을 압축하고 

실시간 전송, 구현을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전

파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는 긴급재난문자에 비교하여 동영상 및 이

미지로 전달되는 홍수재해 상황을 신속하고 직관적

으로 인식하여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여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강우로 인한 홍수

로 발생하는 피해들을 미리 예측하여 현장관리자와 

상황관리자가 빠르게 예측하여 사회기반시설물 관

리자나 국민이 사전에 대비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많은 인적ㆍ물적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는 동영상 및 이미지의 원영상과 압축을 통

하여 화질의 손상은 약 28%로 최소화시키고 용량은 

Table 6. Real time streaming total data amount during disaster period by format

Format

Image

Compression

Ratio

Image

Capacity

(Kbyte)

Disaster

Time

Data Usage

per 10 Second

(Kbyte)

Total

transmitted

data (Tbyte)

Data

Reduction

rate

PNG - 600 48hour 6,000 168,848 -

Jpeg 96% 31 48hour 310 8,716 94.84%

Fig. 7. Data consumption per second for image transmission and data consumption per hour for video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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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5%를 감소시켜 조정한 영상의 전송 속도를 화질 

대비 개선시켜 사용자들이 인식하기 좋으면서도 신

속한 확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데이

터의 전파 과정에 사용되는 서버 관리비용과 WIFI와 

LTE 망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재해 기간이 길어질수

록 원 영상 대비 운영비 및 유지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JPEG뿐만 아니라 JPEG2000,

Webp라는 구글에서 개발한 새로운 웹전용의 이미지 

포맷 등에서 다양한 Image Format으로 영상의 

Decoding 및 Compression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

고 동영상 및 이미지의 압축 시 최적의 압축률을 산

정할 때 압축률과 이미지 유사도를 비교하여 압축률

을 산정하였지만 사용자가 인식하기에 최적의 화질 

및 화소를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지진 등 다른 

자연재해와의 포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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