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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의 목 은 인천지역의 자연경 정보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한 웹서비스기반

의 자연경 정보의 리방안에 하여 연구하는데 있다. 지 까지의 인천시 자지도는 지도

로써 상정보나 텍스트정보 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정보기반 서비스 

등 실용 인 정보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GIS등 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참여 심의 3차원 자

연경 정보 리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1. 서 론

본 연구의 목 은 인천지역의 자연경 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기 한 웹기반

의 자연경 정보 서비스시스템의 구축방안에 하여 연구하는 데 있다.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질서한 개발 사업으로 생태계 괴는 물론 자연경

이 크게 훼손되는 실정이다. 삶의 질의 향상으로 자연환경을 토 로 한 쾌 한 생활환경

에 한 국민욕구는 격하게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연경 정

보 리  서비스시스템의 황을 조사 분석 하여 합리 이고 효율 인 자연경 정보 리

방안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자연경 정보 서비스

다음은 재 운용되고 있는 경 정보 시스템으로 [그림 1]은 서울시의 생태정보시스템이

며, [그림 2]는 인천 자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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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 생태정보시스템

      

[그림 2]  인천 자지도

3. 자연경  GIS DB의 구축

자연경  GIS 임웍데이터로부터 자연경 정보 서비스시스템에 활요하기 한 GIS 

DB를 구축한다. 지형경 으로부터 산악경  GIS DB와 계곡경  GIS DB를 구축하고 녹지

경 에서 녹지경  GIS DB, 도시경 에서는 도로경  GIS DB와 공원경  GIS DB, 하천경

에서는 하천경  GIS DB, 호소경  GIS DB, 해양경 에서는 습지경  GIS DB, 해변경

 GIS DB, 해양경  GIS DB, 도서경  GIS DB를 구축한다.

[그림 3]  자연경  GIS DB 구축

  

4. 결 론

지 까지의 자연경 정보 서비스시스템은 상정보나 텍스트정보 심으로 제공되고 있

으나 상정보, GIS등 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참여 심의 웹서비스시스템을 구축 

하고 3차원 모델링  분석을 통하여  3차원 자연경 정보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향후 3D GIS 기반의 자연경 정보 서비스시스템의 구축방안에 한 심층 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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