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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have frequently hit our life from extreme climate change. Especially summer typhoons
and regional downpours have caused more flooding damage than ever before. To effectively prevent the natural disaster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 emergent information system making use of spatial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and the state-of-the art
technologies such as GIS, IT and Remote Sens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existing two-dimensional GIS and to respond to various, complex demands from users. Accordingly, this study was aimed at making Database about
damage information with the use of high-definition spatial images and field investigations, and thereby at expressing three-dimensional information on the damage beyond the existing two-dimensional information. This study had been conducted on the region
at Seobyeok-ri, Bonghwa-gun, Gyeongsangbuk-do, which suffered a massive damage caused by downpour at the end of July,
2008.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status of relevant damage, and divided the damage according to the
『2008 Guidelines on the investigation of natural disasters and the establishment of restoration planning.』In addition, it extracted
contour lines and elevation points from a 1/5,000 digital topographic map to create a digital elevation model (DEM), and with the
use of the height values in the DEM, it produced a three-dimensional disaster simulation of the damaged region. Therefore, it is
determined to allow the public to raise awareness on the disaster due to its realistic description and to help policy makers make a
decision on relevant issues.
Key words : Natural disaster, GIS, Digital elevation model, 3D disaster simulation

요

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특히, 여름철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의한 풍수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효과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GIS, IT, 원격탐사 등 공간정
보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해정보체계 구축과 활용에 대한 니즈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재난관리시스템이 갖는 2차원적
GIS의 한계점과 복합적인 재난대응에 대한 다양한 요구의 충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해
상도 공간영상과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정보를 DB화하여 기존의 2차원 재해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3차원 재해정보표출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지역으로는 2008년 7월 말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대를 선정
하였으며, 관련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2008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의 피해공종별로 구분·정리 하였다. 또
한, 1/25,000 수치지형도 중 등고선과 표고점을 추출하여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수치표고모델의 속성 값 중 높
이값을 이용하여 피해지역의 3차원 재해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이는 2차원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시각적 표출이 가능하게
하며 실제로, 재해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통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관련 업무에
있어 의사결정에 도움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자연재해, GIS, 수치표고모델, 3차원 재해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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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야에 활용될 수 있는 지형공간의 3차원 분석을 위하여 여러
지역에서의 입체 영상을 활용하였다. 3차원 영상조감도는 위
성영상과 DEM을 결합하여 작성된 결과물로서 예정 도로노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에 걸쳐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계속
해서 비슷한 유형의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간에 대한 기초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도로의 최적노선 계획

그 중에서도 여름철의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의한

및 설계에 이용 가능토록 하였다. 최봉문(2006)은 GIS DB

풍수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풍수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

및 위성영상의 이용을 중심으로 도시경관계획에 필요한 3D

선에 대한 투시조감도에 의한 시공간 시뮬레이션으로 건설구

해의 규모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연구 성과로는 도시경관 측면에서 계

특히 2002년의 태풍 루사나 2003년의 태풍 매미의 경우 그

획 및 개발 시나리오에 컴퓨터 3D시뮬레이션의 활용성을 제

피해가 극심하여 6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9

시하고 특히, 이러한 경관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3D공간정보

조원 이상의 복구비가 소모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한 해

의 구축과 활용이 중요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정

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국립방재

명희(2008)는 3차원 시각화를 위한 새로운 원격탐사 자료로

연구소, 2007). 관련하여,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

라이다와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하

응·복구하기 위한 GIS, IT, 원격탐사 등 공간정보 및 지리

여 3차원 환경을 시각화 하는 방법을 테스트 하였다. 여기서

정보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해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관

는 3차원 모형을 이용하여 고도 변화에 따라 지형이 가변화

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항공·위성영상, LiDAR, 지상촬영영상 등

하는 현상을 3차원 지형시뮬레이션을 통해 VRML로 구현하
였다. 특히, 직접적인 지형의 변화조건(줌, 회전, 이동)을 입

의 고해상도 영상 및 다양한 탐측센서의 개발과 유비쿼터스

력하여 이에 따른 지형변화를 가상공간을 통해 경험해 볼 수

관련 인프라 IT기술의 확대, 그리고 인터넷 및 데이터베이스

있도록 하였다.

등 관련기술의 발달에 따라 피해지역의 공간영상정보의 취득

둘째, 국외동향으로는 S.Bleisch(2008)은 2차원 공간정보를

기회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다양한 공간영상정

HTML과 SVG 그래픽 모듈을 연동하였고, 3차원 시각화 환

보는 피해지역의 재해분석에 핵심자료로서 활용의 기대치가

경과 연계하여 지형지물을 표현하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

크다.

다. 2D정보와 3D지형을 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한

또한,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

지형지물의 이해도와 효율적인 공간분석에 활용되고 향후, 3차

phic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원 지형지물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G. Walenciak

GIS관련 사업 및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2009)는 지오프로세싱(GeoProcessing)을 통한 3D공간자료를

있다.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 발생 시 각 정부기관

활용하여 3D시뮬레이션을 재난관리와 환경연구에 직접적으로

및 연구소에서 구축한 GIS DB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적용하였다. 기존 2D자료의 공개 표준안에 맞추어 3D지오프

그러나 실제로 재난관리 고유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특성화된

로세싱 기능을 제공하고 3D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여 재난관

방재관련 GIS DB는 거의 부재한 실정으로, 재난대응에 대한

리와 환경연구의 유사성을 도출하였다. 3D 시뮬레이션을 통

정확한 이해와 관련 DB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까

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사실적인 구현이 가능하게 하

지의 현황을 볼 때, 기존의 2차원적인 국가수치지도를 GIS화

였으며 다양한 GIS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여 방재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영상정보 및

위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조사한 결과로는 최근 들어, 다양

GIS 정보 제공방법은 2차원의 시각적인 정보와 간략한 속성

한 3D공간자료가 생성·활용 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사례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지오프로세싱

점차 시각적인 분석 결과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3차원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단순 계획가의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

GIS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실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는 실제적인 방법론보다는 3차원 GIS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2003년부터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여 2차원의 공간정보를

그치고 있으며, 공간분석보다는 도시공간의 3차원적인 가시화

입체화한 3차원 공간정보구축사업을 국가 GIS 사업에 포함하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피

여 진행토록 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본 연구

해정보 표출에 있어 실제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서는 재난대응 의사결정에 있어서 3차원 정보의 활용과 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련하여, 특히, 이러한 3차원 공간정보가 재난시 피해지역 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해상도의 피

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피난대책에

해 전·후 항공영상분석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추가적인

대한 이해도 향상과 재난대응 의사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

3D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해복구 뿐만 아니

용가능한가에 대해 테스트베드를 통해 검토하였다.

라 예방차원에서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구성
하여 3D로 표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재해·재난에 대

1.2 국내외 연구동향 및 고찰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 동향에 대해 조사를 통해 내용
정리 및 고찰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연구동향은 연상호

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피해분석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2003)는 수치표고모형과 원격탐사 영상을 중심으로 건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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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현황 및 연구방법

며, 최대 시우량 38.0 mm의 강한 호우가 발생하였다. 이로

2.1 연구지역 및 피해현황
본 연구의 테스트베드는 2008년 7월 23일~26일 사이에 집
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봉화군이다. 봉화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재산피해의 경우는 공공시설이
221개소로 약 414억 4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군의 지리적 위치는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천만원, 건물 침수 71개동, 농경지 유실 및 매몰이 211,723.6 ha

태백산맥의 연봉(連峰)으로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과 접경하

로 약 2억 9천만원, 농작물 피해가 3.87 ha로 총 421억 8천

고 동쪽으로는 태백산의 여맥으로 영양군, 울진군이 접해 있

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인해, 봉화군 춘양면 일대에서 사망 6명, 실종 2명으로 총 8

다. 게다가, 남쪽은 안동시, 서쪽은 영주시와 접경하여 산세가
2

사유시설의 경우, 약 7억 3천만원, 건물피해는 90동으로 4억 3

Fig. 1 및 Fig. 2의 피해현황도와 같이 피해지역은 물야면,

험하고 구릉의 기복이 심한 지역이다. 총면적이 1,200 km 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의 상류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산

며, 이 중 대부분은 임야(83%)로 이루어져 있고, 전(7.4%), 답

악지형에서는 산사태 및 토석류의 발생으로 인한 하천 및 도

(3.8%), 과수원(0.6%), 대지(0.6%), 기타(4.6%) 등으로 골고

로손실피해가 주로 발생하였다. 하류지역의 물야면은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의 피해가 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춘양면, 소

루 분포되어 있다.
지난 2008년 7월 23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천면, 석포면의 상류지역 산악지형에 피해가 집중하였다. 주

경북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었을 당시,봉화군의 경우 7월

요피해원인은 상류지역에 장시간의 집중호우로 산사태 및 토

23일~26일 동안 총 233.5 mm의 강우량인 많은 비가 내렸으

석류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Damage of public facilities

Fig. 2 Damage by land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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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내용 및 방법
3차원 GIS는 2차원의 지리정보와 수치표고모델(DEM :
Digital Elevation Model, 이하 DEM)을 이용하여 3차원의
입체적인 지리정보를 제작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는 기존 2
차원 GIS에서는 3차원적인 표현을 위하여 2차원의 데이터에
높이값을 부여한 후 입체적인 모습을 만들고 있으나, 진정한
3차원 GIS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형지물의 3차원 데
이터 모델링을 통하여 개별적인 객체로 구축될 필요성이 있
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본 연구는 3차원 데이터 모델링을 통한 연구가 아니며,
DEM 데이터를 활용하여 3차원 지형을 생성하고 이를
LOD(Level of Detail) 처리를 통해 실질적인 2.5차원 공간
정보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2차원 GIS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의 복잡·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

Fig. 3 Study flowchart

로운 기술을 방재분야에 도입하여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으로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DEM생성 및 피해지역 현장조

한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하여 피해지역의 3D 입체영상지도와

사와 피해 전·후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피해공종별(주택, 도

Erdas Imagine의 Virtual GIS모듈을 활용한 동영상을 제작하

로, 농경지, 산림)로 조사하여 GIS DB화 하였다. 또한, 이를

였다.

중첩하여 3차원 가상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적용

3. 수치표고모델 생성 및 피해유형별 DB화

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피해공
종별 자료를 DB화하기 위해 GIS Tool을 활용하여 피해유형
별로 Vector DB를 생성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기본도로 제작한 수치지형도(1/

3.1 수치표고모델 생성단계
DEM은 지형공간상의 연속적인 기복변화를 수치적으로 표

25,000)에서 고도값을 나타내는 주곡선(7111), 계곡선(7114)등

현한 모형으로 크게 불규칙삼각망(TIN : Triangulated Irregular

의 레이어를 이용한 DEM을 제작하기 위해 GIS Tool을 사

Networks)을 이용한 것과 정규격자망(GRID)을 이용한 표현

용하여 투영법에 의한 이미지 제작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

통해 대상지역의 입체지형분석을 위한 3차원 입체영상지도를
제작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규격자망의 형태를 국가 DEM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는 일정간격으로 지형고도를 수치화한 모형으로

피해공종별로 DB화한 피해지역과 디지털 항공영상 및

주로 고도에 대한 정보만을 다루는 것을 말하며, 지표면의

DEM 중첩을 통하여 대상지역의 실제 지형 형상을 3차원 항

높이 값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주로 격자별 높이 값을 이용하

공영상으로 재현하였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주요 비행노선을

는데, 이러한 DEM은 격자크기에 따라서 해상도의 값이 달라

설정하여 입체적인 3차원 재해지역 가상시뮬레이션을 생성하

진다. 격자크기가 작은 DEM은 정밀도가 정확해지는 반면에

였다(Fig. 3).

이를 계산하는 시간과 표현시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대상지역의 수치지형도(1/25,000)에서 추출한 등고선 및 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제공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는

고점은 GIS 상용 소프트웨어인 ESRI사의 ArcMAP 9.2를

DXF(Data Exchange Format)형태로 되어 있어 GIS 소프트

사용하였고, 여러 도엽을 맵조인(Map-Join)한 후 하나의 DEM

웨어를 이용한 일련의 과정(속성추출, 벡터편집, 맵조인,

으로 생성하여 피해지역 전역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

Topology생성)을 거쳐야 사용 가능한 벡터형태의 커버리지가

지역과 동일한 DEM을 맞추기 위해 Erdas Imagine 9.1의

완성된다. 이후 과정으로 3차원으로 활용 가능한 래스터 형

Subset을 활용하여 디지털 항공영상과 동일한 DEM영상을 생

태의 표고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TIN, LATTICE 과정을 거

성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항공영상과 수치지형도에서 생성

쳐 원하는 해상도의 DEM을 제작할 수 있다(Fig. 4).

Table 1 Source data item
Items

Data format

Digital aerophoto

· Expression of real topography about damaged area
· DB building by damaged types through pre/post damaged imagery

Digital Elevation
Model

· Utilization of contour, true elevation of digital topographic map
· 3D visualization using elevation value of ground

Vector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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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

· Positioning of damaged house, farmland and landslide
· DB building using aero/satellite imagery and field survey

GeoTiff, IMG
GRID, IMG
S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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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주택
주택의 경우 직접 현장조사를 할 경우 전파, 반파, 유실,
침수 등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항공영상의
경우에는 수직으로만 가능하다.
촬영의 특성상 전파(全破) 및 유실을 제외한 반파(半破) 및
침수에 대해서는 피해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Fig. 5와 같이 피해 전·후 항공영상을 분석한 결과로 주택
의 전파된 정보를 추출하였다.
Fig. 4. Process of making a DEM

3.2.2 도로
수치지형도로부터 추출한 고도값을 이용하여 ESRI사의

도로피해의 경우는 피해길이가 큰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ArcInfo에서 제공하는 TopoGrid를 통한 정규격자망 형태의

흑백보다 칼라 항공영상에서의 식별이 용이하므로, 현장조사

수치표고모델을 제작하였다. 생성한 DEM의 공간해상도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항공영상의 경우에는 도로의 규모와 피해길이에 관계없이

10 m×10 m이다.

피해유무를 판별할 수 있었으나, 촬영 시점이 수직방향이기

3.2 항공영상 분석 및 현장 피해조사
피해정보추출을 위해 사용된 피해전 영상은 국립산림과학
원의 80 cm급 흑백영상(2003.8)을 피해후 영상으로는 (주)한
진정보통신에서 촬영한 40 cm급 칼라영상(2008.10)을 사용하

때문에 가로수 길이나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는 판별이 어려
운 점이 있었다.
또한, 도로의 가드레일이나 표지판 등의 시설물에 대한 피
해규모를 추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였다. 또한 대상지역의 지번정보 및 정확한 경계를 식별하기

Fig. 6과 같이 항공영상으로 도로피해를 추출한 결과는

위해 연속지적도 및 행정경계도를 확보하여 주택, 도로, 농경

61.9 m로 분석되었으며,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의 실측값은

지, 산림의 피해정보 추출에 활용될 수치지형도와 함께 렌더

59.0 m로 조사되었다. 항공영상과 현장조사의 오차가 발생한

링 및 그룹화 과정을 거쳐 GIS DB로 구축하였다.

이유 중 하나는 피해 후 지역의 대부분이 응급복구되어 정확

Fig. 5. Extracted picture of house and field using aerophoto

Fig. 6. Extracted picture of road and field using aero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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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지역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운 피해지역에 대해서 항공영상을 활용하면 많은 인력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효과적인 피해규모 산출이 가능하다고

3.2.3 농경지

판단된다. 산림의 경우 항공영상 분석 결과값은 2074.41 m2

농경지 피해의 경우 40 cm급의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충분

이고, 현장조사의 경우는 3567.75 m2으로 조사되었다. 항공영

히 판독이 가능하며, 농경지 필지별 경계도 뚜렷하게 표현되

상 활용값과 현장조사 결과의 차이가 큰 이유는 정사영상을

었다. 그러나 유실과 매몰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단점이 있

활용할 때는 사면경사에 대한 면적이 아닌 평면적 이기 때문

다. 이는 40 cm급 이하의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이용한다면

이다. 따라서 향후 DEM의 높이 값을 활용하여 피해면적을

보다 확실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조사를 통

산출하여야 한다.

한 Fig. 7의 피해지역 면적은 770.83 m2, 항공영상을 판독한
결과값은 743.40 m2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결과값은 GPS의
트래킹을 통해 현장측량을 하였다. 이와 같이, 농경지 피해의
경우 항공영상과 현장조사 값이 다른 이유는 조사방법에 대

3.3 피해공종별 DB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
발생시 관내 종이지도를 활용하여 피해공종별로 피해발생 현

한 피해 경계의 설정방안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많이 발생하

황을 스티커를 통하여 상황판을 제작하여 정보를 표현하고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있는 실정이다(Fig. 9). 이와 같이 수작업으로 작업된 상황판
은 현장상황 변할 때 마다 어렵게 수정해야하며, 작성된 정
보역시 일회성으로 그치는 단점이 있다.

3.2.4 산림
항공영상을 보면 산림사이로 산사태가 일어나 토사가 지나

본 연구에서는 ESRI사의 ArcMap 9.2를 사용하여 수치지

간 흔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영상을 통해 손쉬

형도와 연속지적도 및 피해 전·후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중

운 피해지역의 정보추출이 가능하다.

첩·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한 공공 및 사유시설의 피해여부

산사태 피해조사 시 주의할 점은 규모가 큰 나무들이 기울
어져 있을 경우 정확한 경계설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DB화 하였으며, 동일한 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피해정보를 DB화 하였다.

산사태의 경우 접근이 쉽지 않고 고지대의 경우에는 현장조

피해유형별 DB화 방안에 대한 실례로 농경지 피해유형은

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나 현장접근이 어려

하천범람으로 인해 농경지에 토사가 유입되었으며, 피해 전·

Fig. 7. Extracted picture of farmland and field using aerophoto

Fig. 8. Extracted picture of forest and field using aerophoto

18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1권 5호 2011년 10월

Fig. 9. Site dashboard

Fig. 10. A display of damaged process

후 영상을 분석한 결과로 0.4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진 항공영
상에 의해 정확한 판별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후 항
공영상과 수치지형도를 중첩하여 피해규모를 파악하였고, 피
해정보에 대해서는 각각을 심볼화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피해공종별(주택, 도로, 농경지, 산림)로 DB화 하였다. 이러
한 피해정보는 ArcCatalog를 통해 Point, Polyline, Polygon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주택, 도로, 농경지, 산림의 피해공종별
로 각각 생성·관리하여 GIS의 기본포맷인 Shp(Shape)파일
로 각종 통계분석 및 분류가 가능하도록 DB화 하였다. 또한,
Fig. 10, 11과 같이 농경지 피해에 대한 GIS DB화의 경우,
이외에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소교량, 철도, 학교 등 다양한
피해공종별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주택, 도로,
농경지, 산림으로 한정하였다. 현재는 피해공종별 표준화가 되

Fig. 11. Example of damaged farmland information

어있지 않아 향후, 피해공종별 심볼에 대한 표준화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비행 시뮬레이션 옵션 값(ASL, AGL, Look Azimuth, Look
Pith, Fov, Roll, Speed)을 결정하는 것이다.

4. 3차원 비행 시뮬레이션 제작
4.1 3차원 비행 시뮬레이션 설정
가상시뮬레이션 제작을 위해 Leica사의 ERDAS Imagine

4.2 동영상 제작
3차원 시뮬레이션 옵션값 설정단계를 마치면 Imagine
Virtual GIS상에서 기존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없이 Erdas

9.1 S/W의 모듈인 Virtual GIS를 사용하였다. 3차원 시뮬레

Imagine 9.1 S/W 모듈 중에 Virtual GIS를 사용하여 동영

이션을 위해 Virtual World Editor에서 DEM, 디지털 항공

상을 제작하였다.

영상 그리고 피해지역 Vector 파일을 중첩하여 하나의 파일

동영상 제작 형식은 화면에 대하여 연속적인 화면캡쳐 형

(*.vwf)형태로 생성하였다. 생성된 정적인 3차원 항공영상에

식으로 여러 가지 동영상 압축코덱을 활용하여 Fig. 12와 같

대해 Flight Path Editor를 이용하여 비행 시뮬레이션 경로설

이 비행경로가 지정된 시뮬레이션의 frame/sec로 저장한다. 이

정을 Fig. 11과 같이 고려하여 비행경로를 설정하였다.

를 연속적인 동영상으로 변화하면서 영상압축을 수행하고

즉, 3차원 가상시뮬레이션 옵션설정은 피해지역의 정보표현

AVI 포맷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Table 3과 같이

한, 동영상 편집 S/W인 Adobe Premiere Pro 2.0을 사용하

Table 2. Composition of information DB using damage types
Items

Attribute

Symbol

Type

Survey method

House

Whole/Partial destruction, Sweep etc.

●

Point

Field study, Spatial imagery

Road

Extended packing, Foundation etc.

Polyline

Field study, Spatial imagery

Farmland

Sweep, Burying, Vinyl house etc.

Polygon

Field study, Spatial imagery

Forest facility

Landslide, Wild sand slope etc.

Polygon

Field study, Spatial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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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ption setting of flying simulation
Option

Optional value

Remarks

1

2

3

4

5

6

X

187587

188001

188315

188561

188660

188542

X coordinate of observed point

Y

390537

390123

389631

389080

388647

388303

Y coordinate of observed point

ASL

1500

1325

1200

1300

1350

1325

The mean distance above sea level

AGL

1500

1325

1200

1300

1350

1325

The mean distance above ground surface

Look
Azimuth

0

0

0

0

0

0

Look Pitch

-45

-42

-43

-40

-38

-42

Top/Bottom slope about view direction

FOV

40

40

45

50

45

45

Field of View

Left/Right width about view direction

Roll

0

0

0

0

0

0

Left/Right angle about view direction

Speed

10

15

10

12

10

10

Flight transport speed

Fig. 12. Flying route and simulation of damaged area

여 피해지역의 현장사진을 포함하여 사실적인 표현을 하였다.

통한 결과값과 실측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며, 특히, 산림

이는 광범위한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에 대해 평

피해의 경우 결과값의 오차는 항공영상 분석시 사면경사에

면적인 지도 보다는 3차원 입체적인 지형을 통해 피해정보를

따른 면적이 아니라 평면에 대한 면적산출 값이기 때문이다.

시각적으로 표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를 통해 3차원 지형을
제작하였다. 이를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Erdas

5. 결

론

Imagine 9.1인 영상처리S/W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옵션값을
설정하여 AVI 포맷의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동영상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 전·후 항공영상 분석 및 현장조사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소방방재청, 2008)에 따

통한 테스트베드를 통해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공정별 GIS

라 피해공종별로 공공 및 사유시설에 대해 테스트베드로 개

DB를 구축하였다. 수치지형도를 통해 생성된 수치표고모델

별피해시설에 대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심볼 및 타입을 정

(DEM)과 항공영상을 융합하여 3차원으로 작성한 후 피해정

의하였다. 정의된 결과를 통해 주택, 도로, 농경지, 산림피해

보를 추출함으로써 재난상황시의 시간적·물리적 제약가운데

에 대해 GIS DB로 구축하여 피해지역의 현장사진을 포함하

직접적 현장방문이 아닌, 가상시뮬레이션을 통한 피해현장의

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는 기존의 통계자료

재현을 통해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피해조사 방안에 대해

분석 및 평면적인 표현 보다는 3차원 DEM에 의한 입체적

논하였으며, 이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인 영상조감도를 제작함으로써 시각적인 재해현황도로 활용

첫째, 피해 전·후 항공영상을 통한 피해공종별 분석결과
를 간략히 요약하면, 공공시설 중 주택피해는 전파, 반파, 유

하거나 피해현황 파악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 일부 재난상황실은 피해발생시 관내 종이지도를

실, 침수로 구분된 피해조사에서 촬영 특성상 전파, 유실에

활용하여 피해발생 현황을 스티커를 통해 상황판을 제작하고

대해서만 가능하였다. 도로의 경우는 가로수 길이나 산악도로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수작업으로 제작된 상황판은 매번

등의 촬영사각지대를 제외한 지역은 분석이 가능하였다. 특히,

재난상황시 마다 수정해야하는 불편과 시시각각 급변하는 재

부분적 오차발생과 관련해서는 테스트베드 시기와 실제 피해

난상황에서는 활용성이 떨어진다. 물론, 사실상 재난현장에서

복구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대부분이 응급복구된 점에서 나타

실시간 GIS DB구축은 어려운 점일 수도 있으나, 한번 구축

났다. 사유시설 중 농경지피해는 고해상도 공간영상 분석을

된 피해 DB는 현재 시각적 현황파악 뿐만 아니라, 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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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시간 재난상황정보의 DB화를 통해 현장상황대응 및 피
해정보관리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자체 피해발생시 정보제공 방법은 관내
지도에 수기로 피해현황도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수
정 및 보관이 어려우며, 평면적인 정보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자료와 분석
된 결과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는 공
간적·시간적 제약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재난관리 업무에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특히, 향후 구체적인 3차원 공간정보
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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