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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모바일 를 홍수재해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은 홍수에 대비한 신속한 상황대처 통해 인명GIS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모바일 시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은 하천유역에 대한 행정업무 및 정. GIS

보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현장업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수문정보 및 지형정보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무자가 하천 수위 및 유량을 관리하

는 데 있어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동 클라이언트와 홍수재해관리시.

스템 서버간의 무선통신채널은 를 통한 이나 망의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차AP(Access Point) WLAN CDMA

세대 휴대인터넷 망을 대상으로 하였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은 를 이용하여 구. ArcIMS, HTML, Java Script

축하고 웹 서비스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용하며 의 정상적IIS(Internet Information System) , ArcIMS

인 구동을 위해 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주요 기능은 줌인 줌아웃 팬JRE(Java Runtime Environment) . GIS , , ,

속성정보 검색 거리측정 버퍼링 기능 등이고 는 침수, , Layer 위험건물 대피건물 침수지역 건물용도 건물 도로, , , , ,

수계 침수예상지역, 년 빈도 위성영상 행정경계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시스템 구축에 사용(100, 200 ), , DEM, .

될 데이터는 수리수문학적 데이터 유출량 강우강도 대상지역의 면적 계수 등 와 대상지역의 수치( , , , Manning )

지도 고해상 위성영상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수리, DEM, , ,

수문학적 데이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침수지역 데이터를 생성하고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DEM

속성정보와 디지털 지도인 공간정보를 연결하기 위해 디지털 지도에서 건물 도로 등고선Layer, Layer,

수계 를 추출하여 에서 로 변환하여 위상관계를 설정한 후 다시 파일로Layer, Layer ArcGIS Coverage Shape

변환하여 속성정보와 연결시키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홍수재해.

관리시스템에서 모바일 를 적용하기 위하여 를 탑재한 이동 클라이언트인 에 모듈을GIS Pocket PC PDA GPS

확장하여 위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버간에 기술을GPS GIS XML

이용하여 수문정보 및 지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모바일 홍수재해관리핵심용어 모바일 홍수재해관리핵심용어 모바일 홍수재해관리핵심용어 모바일 홍수재해관리: GIS,: GIS,: GIS,: GIS,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매년 발생하고 있는 홍수피해에 대하여 구조적 대책 및 비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년 태풍2002

루사 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피해규모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2003 .

에서 최근 홍수재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비구조적 대책 측면에서 효율적인 홍수재해관리를 위하여 GIS

와 재해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한 재해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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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데이터도 수리수문학적 데이터만을 이용했던 이전과는 달리 수치지도 토지이용현황도, DEM, ,

과 같은 위성영상 그리고 여러 수리수문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홍수관리를 위Landsat +ETM ,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데스크탑 기반의 를 이용한 홍수관리시스템의 경우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만 사용GIS

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재해관리를 위해서는 첨단 기술, IT

인 모바일 를 활용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신속한GIS .

홍수관리와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하천유역의 효율적인 홍수재해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홍수재해관리시스템에 모바일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홍수재해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GIS

였다.

모바일 시스템의 구조모바일 시스템의 구조모바일 시스템의 구조모바일 시스템의 구조2. GIS2. GIS2. GIS2. GIS

모바일 란 휴대폰 타블렛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장소 및GIS , PDA, PC GIS

시간의 제약없이 지리정보 및 위치속성정보의 획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초기 모바일 는 모바일용. GIS

컴퓨터에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기존의 시스템을 휴대용 단말기로 이식시켜 놓은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GIS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의 구조는 오프라인 모바일 와 온라인 모바일. GIS GIS

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최근에는 휴대용 단말기의 개발과 대용량의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인터GIS ,

넷 기술의 발전으로 휴대성과 와이어리스를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모바일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GIS .

존의 데스크탑 기반의 와 달리 모바일 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무선통신 또는 모바일 통신의 특징GIS GIS

인 모바일 클라이언트 이동 사용자 및 무선네트워크의 적용이다, .

그림 모바일 시스템의 구조그림 모바일 시스템의 구조그림 모바일 시스템의 구조그림 모바일 시스템의 구조1. GIS1. GIS1. GIS1. GIS

모바일 는크게위치결정요소 위치정보요소GIS (position-determining components), (location information components),

정보처리서비스요소 게이트웨이서비스요소(information processing service components), (gateway service

무선네트워크요소 모바일장비components), (wireless network components), (Internet-enabled mobile devices)

와 같은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위치결정요소는 실시간으로 모바일장비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셀룰러6 .

네트워크 또는 를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장비의 위치정보를 처리 추적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G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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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요소는 기본 맵정보와 특정 위치에 대한 속성정보를 처리하며 정보처리서비스요소는 지형정보의 처,

리와 특정 위치에 대한 속성정보의 질의와 디스플레이 지오코딩 및 공간탐색 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게이, .

트웨이 서비스요소는 정보처리서비스요소와 모바일 장치 사이에서 미들웨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무선네트워

크요소는 처리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바일 단말기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모바일,

장치는 및 등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서버로부터 전송된 정보 및 현장에서 수집J2ME, WAP, XML WML

된 정보들을 처리한다 이러한 모바일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IS 1 .

홍수재해관리시스템에서의 모바일 적용홍수재해관리시스템에서의 모바일 적용홍수재해관리시스템에서의 모바일 적용홍수재해관리시스템에서의 모바일 적용3. GIS3. GIS3. GIS3. GIS

모바일 를 홍수재해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은 홍수에 대비한 신속한 상황대처 통해 인명GIS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모바일 시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은 하천유역에 대한 행정업무 및 정. GIS

보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현장업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수문정보 및 지형정보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무자가 하천 수위 및 유량을 관리하

는 데 있어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에서 모바일 를 적용하기 위하여 를 탑재한 이동 클라이언트인 에GIS Pocket PC PDA

모듈을 확장하여 위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버간에GPS GPS GIS

기술을 이용하여 수문정보 및 지형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무선통신채널은XML .

를 통한 이나 망의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차세대 휴대인터넷 망을 대상으로AP(Access Point) WLAN CDMA

한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은 를 이용하여 구축하고 웹 서비스를 위해 마이크로. ArcIMS, HTML, Java Script

소프트사의 사용하며 의 정상적인 구동을 위해IIS(Internet Information System) , ArcIMS JRE(Java Runtime

를 설치한다 주요 기능은 줌인 줌아웃 팬 속성정보 검색 거리측정 버퍼링 기능 등이고Environment) . GIS , , , , ,

는 침수Layer 위험건물 대피건물 침수지역 건물용도 건물 도로 수계 침수예상지역, , , , , , 년 빈도 위성영(100, 200 ),

상 행정경계 등이 포함된다, DEM, .

그림 모바일 시스템 구성도그림 모바일 시스템 구성도그림 모바일 시스템 구성도그림 모바일 시스템 구성도2. GIS2. GIS2. GIS2. GIS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데이터는 수리수문학적 데이터 유출량 강우강도 대상지역의 면적 계수( , , , Manning

등 와 대상지역의 수치지도 고해상 위성영상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 , DEM, ,

성한다 수리수문학적 데이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침수지역 데이터를 생성하고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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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얻은 속성정보와 디지털 지도인 공간정보를 연결하기 위해 디지털 지도에서 건물 도로Layer,

등고선 수계 를 추출하여 에서 로 변환하여 위상관계를 설정한 후 다시Layer, Layer, Layer ArcGIS Coverage

파일로 변환하여 속성정보와 연결시킨다 그림 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구축될 자료중 침수예상지역에Shape . 3

대한 자료의 구축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그림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그림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그림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3.3.3.3.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는 기존의 데스크탑 기반의 홍수관리시스템에 모바일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홍수재해관GIS

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모바일 를 이용한 하천유역의 홍수재해관리기법의 실용화를 위한. GIS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에서 모바일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를 탑재한 이동 클라이언트인1) GIS Pocket PC

에 모듈을 확장하여 위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PDA GPS GPS

서버간에 기술을 이용하여 수문정보 및 지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GIS XML .

앞에서 제시한 모바일 시스템 구조를 도입하고 데이터처리과정을 통해 구축된 지형데이터를 활용2) GIS

하여 하천유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효율적인 홍수관리를 위하여 하천유역 모바일 활용 지침서 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3) GIS ,「 」

향후에도 수자원 관리 분야에 대한 많은 기반연구가 수행되어 기존 기술의 영역확장 및 활성화가GIS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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