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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IS has the basic ability to process high-dense and precise digital data like   LiDAR. But the 

software that common users can use when necessary is expensive   and practically impossible for 

actual use.

Thus this study set out to research the methodologies to process and service time series 

LiDAR data for landslid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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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GIS는 LiDAR와 같은 고 도․고정  수치데이터 처리를 한 기본 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소 트웨어는 고가이므로 실질

인 활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지역에서의 지형  산사태 련정보

를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분야에서 시계열 LiDAR 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방

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2.1 산사태 데이터 모델

Contents Description Attributes Comments

Terrain Terrain Model Elevation GeoTIFF 

Surface Surface Analysis Model Slope, Aspect, Curvature, 
Hillshade GeoTIFF

Web Web Service Model Elevation, Slope, Aspect, 
Curvature, Hillshade KML

[표 1]  산사태 지역정보 서비스를 한 3차원 데이터 모델의 3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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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발 로그램

[그림 1]  개발 로그램의 개발범 , Desktop & Web Service Application

  

3. 결 론

개발한 데이터 모델과 시각화 로그램, 웹 서비스 로그램은 LiDAR 정보를 이용한 산

사태 지역정보의 서비스와 산사태 리를 한 핵심요소기술로서 제공될 것으로 단된다. 

한, 추후 개발된 기술을 기 로 하여 기존의 산사태 발생지역을 미리 측  리하여 

사 에 재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산사태 리를 한 인 , 경제  비용의 감소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최종 으로는 사회 안정화를 가져와 반 인 사회 경제 인 이

익을 가져올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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