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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환경정보시스템은 대표적인 전문가 시스댐으로 특성을 보였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국민의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증대 

로 인해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환경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사이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틀로서 분류기준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모형 안을 제시하였다. 사이트의 주요기능， 제공되는 자료의 원 자료와의 근접성여 

부， 표현방식의 주된 방법， 자료의 시간적 특성， 비교기능의 주요 변수， 활용된 지리정보시스댐 기술의 종류 별로 유형을 나누 

어 보았다. 특히 수질과 수량관련 환경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사이트를 찾아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고 위의 모형에 

적용하여 보았다. 메타데이타 보다는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요약형 정보 형태가 두드러졌다. 또한 도표를 통한 환경정보통계 

가 많았으며， 제공 자료의 시간성으로 볼 때 예상대로 과거자료 중심의 정보제공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교검토의 

경우도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측정값이나 데이터를 비교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 다지점 간의 다자료 비교를 시도한 

곳이 있으나 개수와 복잡성에서 보다 향상된 기법이 요구되었다. 지도 표출을 위해 사용된 기술적 특성은 대부분 상용소프트 

웨어를 중심으로 커스터마이정 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향후 교육적 목적으로는 html 과 pdf를 이용한 유사GIS기능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포탈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세계표준에서 제시한 요구사항만을 받아드려 구현된 OGC사양에 따른 유형도 무 

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상 및 수치고도자료를 이용한 좁은 범위내의 통적 환경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x3d 기술과 wavelet 

엔진의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 정리한 분류모형은 향후 환경정보시스댐 개발 사 타 시스댐 분석， 요구사 

항분석 단계서 활용가능하며， 자료의 종류부터 공간적 범위와 사이트의 강조점을 두루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공하였으 

며 더 다양한 형태의 기준이 축으로 첨가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물환경정보시스댐을 구축하면서 환 

경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대치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첨부하여 이론적 차원의 환경정보시스댐을 지힘t하기 보다는 실무적 차원 

에서 활용가능한 차원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정리하였다. 

주요어 : 환경정보시스댐， 다차원 자료 분석， 웹 기반의 지리정보시스댐， 수질 및 수문 자료， 환경정보시스댐 분류 모형 

Abstract : EnvironmentaI Information Systems have been characterized by typical expert systems in the 

past. In these days, public int，εrest in the environmental condition has increased, which have evoked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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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ystem on the net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echniques. There are evaluation 

templates for web sites, but they are too general to apply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s (EIS). We 

designed a framework or a c1assification scheme for web-based EIS , especially for water quality and water 

quantity data. The criteria inc1ude a main function of web site, data level from the raw data to metadata, 

main presentation pattems(table, graph, map) , temporal focus on the data (past, real-time, future) , main 

variables for comparison (spatial, temporal, thematic) and map presentation skills from html tag method to 

wavelet engine. The designed pattem is applied to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ublic web sites in 

Korea, with description on the synopsis of each site , good points and f1aws. In addition , a simple 

questionnaire was given to public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water quality control and data management 

in local govemments. The designed c1assification framework is so f1exible as to add an axis for more 

criteria and more points. This is a first trial for the c1assifications, so discussion on the appropriateness will 

be required. At this stage, the designed scheme will be utilized to analyze previous web sites which have 

many various purposes. Advanced techniques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can be added to this scheme 

without much distortion. 

Key Words :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multi-dimension data, web-based GIS , water quality, 

water quantity, web site classification scheme 

1. 서론 

1) 연구 배경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정보의 확장은 단 

순한 정보 텍스트 중심의 서비스를 념어서 다양한 

동영상을 통한 실감정보의 제공， 민원처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한 대민 궁금증 해소 등 다양한 

형태로나타나고있다. 새주소사업의 결과를알리 

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기반의 GIS의 기능은 대 

다수의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으며1) 각 부처 

에서도 깊이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주 

제별 지리정보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자료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구축된 

자료는 품질 평가과정 이후에 대국민 서비스 자료 

로 제공이 되면서 자료는 인터넷 지도서비스에서 

의 별도의 생애주기를 갖게 된다 2)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담수의 중요 

성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과학기술부와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프런티 

어 사업단3)" 의 2009년까지의 연간 120억의 연구 

비의 투자와 더불어 각종 연구 과제를 통한 결과 

1) 강남구청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새주소 사업을 알리기 위한 웹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2) 시스댐의 생애 주기는 유지보수기간이 지속된 시간과 시스댐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길게는 5년 정 
도이며 대부분은 3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재구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는 달리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8년의 생애주기를 
갖고， 미국의 경우에는 시스댐의 생애주기는 20년 이상 유지를 시키지만 인터넷 지도서비스의 자료 주기는 2-3년 내로 짧게 나타 
나고있다 

3) 프런티어사업단 홈페이지는 사업결과물의 공유와 진도관리라는 다목적사이트로 www.water21.re.kr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으며 Webzine을 통한 정보공유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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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공유체계에 대한 시스랩도 구축예정이다 4) 

각종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한 오염총량제의 가 

시화 등으로 생활 속에서 수질(水質)과 수량(水量) 

의 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수질개선기획단을 통하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 

는 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표준작업을 진 

행해왔으며， 8년 이상의 부처별 협의 사항의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물 정보관련 유통시스댐’ 을 구 

축하기에 이르렀다. 위의 시스템은 각 기관의 보 

유 자료의 소재와 특성에 대한 메타데이타5)를 주 

로다루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 관리의 주체가 크게 세 기관 

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량부분은 건설교통부의 

수자원국 주관으로 수자원공사에 정보시스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 수질부분은 환경부 수질 

보전국 주관으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 

며， 이 두 기관은 전국을 상대로 하나 수량부분은 

지방1 ，2급 하천과 국가하천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 

질의 경우도 4대강권역을 중심으로 河川水 및 湖

핍水 중심의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소하천과 농촌지 역의 물관리는 수량， 수질 공히 농 

림부 주관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정 

보관리를하고있다. 

2003년 전자정부법이 통과되면서 WWW. 

egov.go.kr사이트를 통하여 각 기관에 산재한 정 

보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포탈이자 종합민원창구 

가 개설이 되어 각 사이트로 링크가 되고 있다. 하 

지만 일반적인 민원의 차원에서가 아닌 갚이 있는 

정보의 도출을 위하여 환경정보관련 기관에서는 

地理學論훌훌 저145호 (2005.2) 

매체별로 대기 , 수질， 폐기물， 토양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각각의 별도 인터넷 기반의 지리정보시스 

댐으로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물 환경에 관련 

된 인터넷 지리정보시스댐을 기반으로 한 사이트 

개발과정에서 실무인 작업 외에 별도의 평가지침 

을 가지고 多時期의 꼈地點의 환경정보의 표출방 

식을 조사하였다. 단편적인 정보서비스에서 종합 

적인 정보서비스로， 개별적인 정보서비스에서 분 

석적이고 유기적인 지식서비스로의 발전을 위한 

과정에는 반드시 기존 사이트에 대한 평가와 평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통부 산하의 한국 웹 사이트 평가원 

에서는 3C-D-T모델 6)을 사용하여 contents , 

corrununity, corrunerce, design, technology 분야로 

대항목을 정하고 세부적으로 현재성， 이해가능성， 

다양성 및 완전성， 유용성， 정확성으로 내용을 평가 

하며， 거래 과정， 마케팅 유형， 대응능력， 공익성， 

채널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community와 

corrunerce 부분을 혼합평가하며， 디자인 부분은 단 

순한시각적 요소만이 아닌，상호작용성，정보의 구 

조， 내비게이션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 

막기술분야는응답속도등의 시스템의 성능과보 

안관련 체크리스트를 포함되어 약 220여개의 세부 

항목을개발하였다. 

이중에 인터넷기반의 지리정보시스댐은크게 고 

려되고 있지 못하나 공간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 

룰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잣대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식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 

료된다. 본고에 정의하는 다차원의 시계열정보라 

4) 2003년 말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 과학기술정책국이 설치되어， 연간 7조 7천억의 연구비 투자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댐 
전략 계획서를 2005년 하반기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5) 환경부， 2003 ， 물환경정보시스템 표준화 1단계 보고서 , 대우정보시스댐 , 쓰리지코어， 씨쓰리아이티 
6) 홍일유， 정부현 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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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영리기관의 홈페이지 평가모델 

주) 3C-D-T 모형에서 commerce 부분 대신 servlce를 추가한 모형이 좌측에 표시되어 있다. 사이트의 구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의 부 
분과 고객의 반응과 조직성과와 연계된 종합적 모형이다. 웹 기반의 지리정보시스멈은 컨텐츠와 기술 부분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간주할수있다. 

함은 세계표준화 기구에서 정의한 격자형자료의 

유형 중의 하나인 Riemann Hyperspatial n

dimension에서 정의한 도형학적 정의7)와 자료의 

복잡성을 동시 에 고려한 개념이다. 즉 지점간의 비 

교와 시계열적 비교와 측정값간의 비교 등이 n차 

원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2) 연구목적 

지리정보의 발전단계에서 웹 기반의 지리정보는 

빠른 자료의 배포라는 측면과 통신망이 발달된 국 

가의 경우에서 정책적 방향과 함의를 국민과 공유 

하는 것과 구체적인 지역별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텍스트 제공보다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 

게 해 줄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환경정보시스댐 

의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를분석할수 있는사이 

트 분석 및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적 정보의 정확한 수치제공보다 상호비교를 

통한 포괄적 이해를 요구하는 지식제공의 의미가 

환경정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구성적 측면 외에도 표현방법 측면에서도 지도학 

적 애니메이션과 활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단순 흥미 위주의 자료에서 정보의 공유를 통한 

community 활성화 과정에 도입될 수 있는 기술과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과 웹 기반의 지리정보의 사 

용자 편이성과 깊이 있는 분석결과의 제공간의 

trade off를 극복하고 최적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 

이다. 

3) 연구방법 

국내 외 환경정보의 인터넷 정보 제공 사이트의 

분석을 수행，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사이트 평가 

분석시스댐의 기준， 물 관련 정보의 자료의 종류 

와 깊이 등에 대한 평가， web GIS 표현기법의 기 

술적 기준을 둔 분류 등 다원화된 분석 기법을 적 

7)ISO，π'c 211 N 1571 , Geographic infonnation- Sensor c1ata Model for geθreferenceable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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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정리하였다. 사이트 평가와 문헌조사를 수 

행하였다. 지도학및 멀티미디어 컨텐츠분야에서 

사실적 자료의 활용부분에 대한 문헌 조사를 하였 

다(Lobben).8) 향후 발전 가능한 깊이 있는 지식의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도입될 수 있는 기술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사이트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 워크삼에서 수행하였으며 참여자 

는 26명이었으나 각 도급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청 

관계자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적은 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본문 

1) 인터넷을 통한 환경정보시스템 분류모형 

의작성 

앞에서 언급한대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분 

석을 위한 평가항목과는 달리 환경정보시스렘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점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 

이나분석할수 있는추가적인 항목이 주어져야하 

며 이는단순한자료제공에서 정보제공을넘어 지 

식제공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 

地理學論養 제45호 (2005.2) 

인요소라고사료된다. 

추가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으나 이곳에서는 검 

토한 국내외 환경정보시스댐을 분석하면서 몇 가 

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다. (표 1) 에서는 물 관련 

환경정보시스댐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형태로 일반 

적인 웹 사이트유형별 특성을그대로수용한 것이 

다. 대부분 I 형을 근간으로 하여 A형과 C형이 일 

부 반영된 형태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일단 정보제공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수질 및 수리관련 통계자료를 제공되 

는 수준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다. 

자료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묶어 놓은 포탈 

개념을 목표로 하는 경우 메타데이타9)제공형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리정보시스댐의 개 

발이 각 기관마다 분산적으로 작성이 되므로 이를 

공동 활용하고자 승}는 목적에서 geo-spatial one 

stop 서비스와 같은 목표로 접근을 하게된다. 이 

경우， 모든 기관의 자료에 대한 설명과 구할 수 있 

는방법을소개하는형태로구성이 되는데 이를메 

타데이타 제공형으로 분류를 하였다((표 2) ). 이 

와는 달리 특정지 역의 특정 정보를 바로 사이트에 

서 제공하는 경우에도 표를 중심으로 하여 요약된 

정보로 파악하기 쉽도록 요약되어 제공되는 경우 

〈표 1> 참여자의 기대활동 유형과 주요기능으로 본 유형 

#擊響활헬雙;뿔變繼 l 밟 짧 
| 형 ! 순수하게 정보제공을 하는 차원(Information provider) 

약간의 분석가능을 선택하여 여러 레이어를 중첩하거나 분리시카는 방식은 등의 구미에 맞도록 
A 형 

커스터마이정된 어플리케이션 제공 (Application provider) 

C 형 교육적 유도와 참여 및 네티즌의 적극적 활동의 장을 마련 (Community site provider) 

8) Amy1ρbben， 2003 , classification and application of cartographic animation, Professional Geographer 55(3) 318-328 
9) 메타데이타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서 ISO，πC211 국제표준 지리정보표준화 기술 분과에서는 19115-1과 19115-2에서 필요한 
항목을정하고 있으며，국내에서논정통부산하 TIA에서 영상에 대한메타데이타안이 상정되어 검토되고있는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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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질 및 수리 · 수문 통계자료의 제공 유형 

擊播繼鐘:鍵활樓홈했 織繼

메타데이타 제공형 (md형) 
자료의 생산시기， 제작자， 자료의 구성범위 등에 국한 하여 know-where를 알려주는 형태 

의 포탈 성 격을 지 님 (metadata provider) 

요약자료 제공형 (sm형) 
수질 및 수리수문자료를 월별 주요지점별 등의 평균값만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원 자료 제 

공을 하지 않는 경우(summary provider) 

원자료 제공형 (r형) 
생성된 원 자료의 품질 검수이후에 배포를 위한 자료로 엑셀 및 text자료의 형태 또는 문서 

파일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raw data provider) 

가 있고， 상대적으로 전문가나 심화된 분석을 의도 

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세정보를 다운로 

드 할 수 있는 유형을 찾을 수 있었다. 간단한 추이 

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나 사용자의 혼동을 방지하 

기 위한 부분에서는 요약자료 제공형이 정보의 홍 

수시대에 적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량적인 자료 

의 양은 직접적인 사이트의 품질의 지표는 아니다. 

다음은 통계자료의 제공유형에 대한 것으로 가 

장 용이한 것은 표 중심의 자료제공에 해당된다. 

이 역시 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조건을 두어 범 

위를 축소하여 2차원의 자료로 구성이 된 후에 표 

가 제시가 되는데， 연속 자료의 제시 방법도 별도 

의 표로 할 것인지 연속된 표로하여 스크롤 동작을 

통해서 할 것인지， 또는 원하는 항목을 지정하여 

다이내믹하게 표가 생성되도록 할 것인지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표가 담아낼 수 있는 정 

보는 가로 세로 2차원이나 다른 표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연계항목을 두어 다른 창을 

띄우는 방식을 동원하여 다원화 시킬 수 있다. 표 

3에서 분류한 그래프 중심의 제공은 증권시황과 

같이 시간적 변이에따른차이 값이 명료하거나변 

화의 추이를 강조하게 될 경우 그래프 중심의 정보 

제공이 표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측정지점과 같은 

정보의 경우에는 측정지점간의 상호 관련성이 중 

요하므로 지도를 중심으로 하여 위치측점을 선정 

하도록 한 후에 표와 그래프가 생성되도록 하는 방 

식을 취할 수 있다. 즉 〈표 3) 의 내용 역시 서로 배 

타적인 성격이 아니라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를 기 

준으로유형을나눈것이다. 

넷째로 환경자료의 분석은 다차원적이므로 통계 

자료를 결합하는 수준에 따라 의미하는 정보가 달 

라 질 수 있다. 실시간 측정 자료 제공에 강조점으 

로 둘 경우라도 실시간의 의미를 해석하는 수준이 

상이함을발견할수있다. 전산적인 의미에서 실시 

간이라고 함은 명령에 따른 일정 프로세스가 진행 

되는 것， 즉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시점과 전체 데이 

〈표 3) 통계자료의 중심 표출 유형 

훌훌짧^t훌홍$쌓 醫

표 중심의 제공(tx형 텍스트 검색으로 범위를 축소한 후 자료를 연속된 형태의 표로 분할하여 제공 (text) 

l 수절 자료 및 수라수문자료의 경향을 그래프로 제시한 후 상세자료를 원할 경우 표로 들 
그래프 중심의 제공(g형 

| 어가도록제공 

l 일단 공간적 범위를 지도로 제공하여 범위를 설정한 후에 표 또는 그래프로 변화하도록 
지도 중심의 통계자료 제공(mp형) I .: ~ 커 。

V[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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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위치한 곳의 자료가 제한된 시간 내에 발생할 

경우를 실시간 시스햄이라고 정의하는 반면에10) ， 3 

차원 그래픽분야에서는 1초당 최소 30 프레임정도 

를 생성하여 연속적으로 도시될 경우를 실시간 그 

래픽 기술로 정의한다 11) 반면에， 환경 분야에서 실 

시간이라고 하면 측정기기에서 자료가 생성된 시 

점에서 서비스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생물학적 산소요구 

량과 유량과 같은 것은 실험과 타 변수의 측정을 전 

제로 하고 있으므로 최소 하루에서 1년 정도의 차 

이가 존재하더라도 실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최소 72시간의 실험시간이 필요하며， 유 

량의 경우에는 유속과 더불어 최근 1년 내에 측정 

한 하천 단면 면적값을 전제로 하므로 1년 내의 유 

량자료를 정확히 확보한다면 이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통계자료는과거의 몇 년의 자료를 어떻게 보유 

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축적된 기간에 

대한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 없다. 대 

地理學論養 제45호 (2005. 2) 

부분의 환경정보시스렘 에서는 과거 3년 정도의 자 

료 혹은 최근에 측정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공을 하 

고 있으나 과거 어느 시점까지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가‘는 차이가 많을 수 있으므로 가중치를 두어 

평가요소로 잡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정보시 

스댐 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와 통계값이 일 

관되게 작성이 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시기별 자료 

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보유여부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는 행정구역의 통폐합에 따른 환경정보의 

부실화 또는 공동화에도 관계가 된다. 

〈표 4> 에 나타난 미래추이에 대한 예측치 부분 

은 통계의 기본 목적을 기억하고 실천했는가에 대 

한 것으로 과거의 추이를 통해 정확도 어느 수준에 

서 미래의 예측치를제공하느냐문제를제시한것 

이다. 여러 변수에 의해 예측치가 틀릴 경우， 발생 

할 책임 소재로 인해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보다명확한정보와서비 

스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목표치와 예상치를 제시 

해줌으로써 보다설득력 있는자료로이해되어，환 

경보전활동에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2) 

〈표 4> 시간자료의 강조점과 특성에 대한 항목 
혔짧훨I 짧AI훌!'C빼擊; 

실시간 측정치의 제공 (rt 형) 

과거 자료 중심 (p형) 

미래 추이에 대한 예측치 포함 (f형) 

싫 蠻

실시간 측정치에 대한 제공으로 일부 측정과 반영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나 그것이 일 

관되고 변화에 대한 반영정도가 유의미한 경우 (real-time) 

과거 몇 년간의 자료 혹은 몇 달 간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추이를 살피도록 

하는 것 (past) 

과거의 추이를 통해 미래의 수질 및 수칠목표 최대홍수량 발생 등을 고려하여 예측치까지 

포함한 경우(future) 

10) 최신 정보통신용어사전，2003 ,http://www.mic.go.kr/technology/dictionaIY.jsp 주로 정보 처 리 전달에 이용하는 시스렘. 정보의 
입력， 처리， 계산， 출력 등이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 정해진 일정 목표 시간에 맞도록 송}는 시스댐으로 대표적인 것이 은행의 장 
구업무시스댐이다 

11) DirectX,2003 , 최광일 역 실시간 렌더링 실전테크닉， 정보문화사 839page , Kelly Dempski and Andre LaMonte , Real-Time 
Rendering tricks and Techniques in DirectX,2003 

12) 예로써 , 현재의 인구 증가율로 볼 경우에는 특정 지점의 수질이 이렇게 되는데 현재 수질보전계획상의 수질이 2등급이므로 대책 
을 세우지 않으면 3둥급의 수질로 악화되고 이로써 주변 환경의 저하로 인한 지가하락의 부분을 염두에 두어 수질보전을 위한 
개인차원의 물사용방식의 변화를유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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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실제로 다차원의 자료제공에 있어서 

가능한 검색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가장 복잡하 

고 어려운 부분은 근간 항목을 무엇으로 잡는가의 

문제가 된다. 물론 표를 여러 개 제공하여 각자 목 

적에 맞도록 그래프를 작성하는 것을 사용자의 몫 

으로돌려 버리면간단한문제이나，통계자료의 의 

미를 올바로 전달하면서 사용자의 검색의 선택의 

폭을넓히기 위해서는고려해야할사항이다. 

신문기자와 같이 대표적인 메시지만을 전달할 

경우에 표는 제한된 지면에 할당을 받아야하므로 

표현의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해지나 웹 사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을 유지하여 간결하게 메 

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석결과가 가능하 

도록 사용자에게 기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수량 

자료의 비교대상을 공간적 비교로 할 경우에도 한 

강과 낙동강을 비교할 수 있으며， 한강내의 상류와 

하류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시점 

과 특정 통계값을 정한 후 지점간의 비교로 하는 

경우 지점 개수도 5개 이상 넘어가고 측정값이 3가 

지 이상 넘어갈 경우 그래프의 해독가능성은 매우 

저하된다. 즉 지점개수를 늘리거나 측정값을 두 가 

지 이하로 하여 한 측정값은 띠그래프로 다른 측정 

값은 막대그래프로 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표의 경우는 축이 두개라도 줄을 

다원화하여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하 

나 그래프의 경우에는 매번 최대， 최소， 눈금값의 

단위처리 등의 복잡한선택사항이 있게 되고 이를 

어느 선에서 자동화하여 제공한다고 할 경우 발생 

될문제도다양하며 데이터베이스설계 시 표의 분 

할 및 별도제작 둥의 기법을 통해 속도저하 문제를 

해결하기도한다. 

수질과 수량의 문제에도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주요 축을 시간으로 두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 

록 하는 경우가 있다. 시간적 비교에도 단위를 어 

떻게 줄 것인가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대부 

분 연평균， 월평균 수준으로 구분하며， 수질 관리 

목적에 맞도록 풍수기， 평수기， 갈수기로 구분하 

여 제공이 되기도 하며， 수위조절 목적으로는 고 

수위， 저수위， 평균 수위 시기로 구분하여 제공되 

기도 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용어는 일상적인 연월일로 치환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같은 건설교통부 수 

량관리 부분에서도 일 강수량을 측정하는 시기가 

출근하여 확인 가능한 시간이므로 10시부터 익일 

10시로 된 반면에， 기계적인 강수량 측정은 0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생기는 자료의 차이를 설명을 하 

거나 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작업프 

로세스의 표준화과정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확 

보할 수 있게 된다 13) 자료 간 비교로서 흔히 수질 

등급 결정에 인자가 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을 제시하지만 이외에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량， 

총인의 양을 동시에 비교하여야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14) 역시 두 시점의 자료 

비교까지는 용이하나 시점이 늘어날 경우， 자료의 

숫자와 지점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 

건일될것이다. 

13) 2002, 12 물관리 정보화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물관리정책토론회 자료집에서 장은미가 작 
성한 발표한 내용이다. 행정구역의 통폐합과 분리 등으로 환경정보의 시계열적 분석이 불가능 사례를 행정구역 단위별로 정밀 
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가 자료의 활용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14) 자료의 품질 평가와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변수 간에 같은 경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차확인( cross-check)의 방법으 
로많이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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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차원의 자료의 복합적 활용의 근간이 되는 항목 

짧! 짧 

공간적 비교 중심 (sp형) 

시간적 비교 중심 (tm형) 

자료 간 비교 중심 (v형) 

특정 시점과 특정 통계값을 정한 후에 지점 간 변이를 표와 그래프로 표출 가능 (spatial 
comparison) 
한 지점 의 특정 통계값들의 변화 추이 분석(temporal comparison) 
한 시 점의 특정 지점의 통계값들의 추이 분석 (value comparison) 

2) 해외 및 국내 사례 조사와 유형분류 

(1 ) 해외사례조사 

본 장의 내용은 국내외 물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장단점을 정 

리하고 또한 앞에서 제시한 유형 에 따라 적용을 한 

것이다. 지리교육 및 환경교육차원에서도 정보제 

공 또는 심화학습의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CD water on the web 으| 경우 

해당 전자주소는 http://wow. nrri. umn. edu 로서 

미네소타의 수질 데이터와 지도를 제공한다. 사이 

트의 제목은 EMF(EnviroMapper storeFront)로서 

제시되어 있으며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문 

제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방식은 

찾고자하는 검색 기준을 먼저 라디오버튼 형태로 

질문하고 결과를 도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관심 

호수 명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지도 방식 

과환경 레이어선택한후호수의 전반적인표변경 

향， 에너지 및 산소 분포， 호수의 형태 등을 선택하 

여 접근하는 방식을 모두 제공한다. 본 사이트의 

장점은 GIS 기능과 연결된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 

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arclMS를 사용하여 시스 

댐이 안정되고， 지도의 배치 및 구성 등 디자인이 

잘 되어있다. 단점으로는 6개의 호수자료에 국한 

되어 데이터의 양이 적다는 점이고 지도 조작방법 

이 arclMS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tool만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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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실제로 구축된 내용을 통해 환경지라정보시스템 

개발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 환경상식부분에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 

한 메뉴양식 제공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다는 것이 

다. 그 내용은. Studying과 Investigating 등으로 제 

목을 제시하여 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준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처음 사이트 방문자 

가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일 것인가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가 우 

선 제시되고 있다는 친절함을 엿볼수 있다. 셋째 

로， 사용자 그룹에 대한 정의를 메뉴단계에서 구분 

하고 들어가는 것은 대상에 따른 메뉴자체의 차별 

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개발될 PAGE 수의 증가로 

작업량 증가로 이어진다. 각 사이트 개발 시 수준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웹 사이트의 

변형 주기에 대한 예정일을 표시하여 사용자들이 

언제 수정되었으며 앞으로 수정될 시점에 대해 공 

표하여 인용자들의 편의를도모하였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에 지도자료의 표출 방식을 과거에는 원래 지도 

자료의 저장방식에 따라 벡터방식， 래스터방식， 하 

이브리드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해왔으나 보다 다 

양한지도표현을위해 〈표 6)과같이유형을나누 

어 보았다. 국제 표준기구인 ISO/TC 211에서 구분 

하는 용어는 래스터보다는 격자형자료 (gridded 

data)로 벡터보다는 지형 지물자료 (feature dat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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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끓훌 

html 방식에 의한 그림지도 연 

계 (h형) 

pdf파일 및 word파일 연계를 

통한 지도제공 (d형) 

ISO/TC 211 및 Open GIS 
consortium에서 제시한 규약 

에 따라 제공되는 지도제공 

(oGc형) 

x3D 기반의 지도 제공 (x형) 

상용소프트웨어 기반의 지도 제 

공 (cm형) 

wavelet 방식의 압축솔루션의 
지리정보 적용사례로 지도제공 

(wv형) 

〈표 6) 지도의 표출방식 분류 

일반 그림 지도 혹은 스캐닝된 자료를 연속적으로 html로 불러 오는 형태의 지도 제공， 자 

료생성이 쉽고 복잡하지 않은 지도 표현에 좋다. 엄격한 의미의 지리정보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나 단계별 확장으로 확대 축소 등의 버튼 조작 없이 렁크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h형)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일반 문서읽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 

고서의 형태를 단순화 하여 정보제공하기에 편리하나 다른 정보와의 연계 분석이 용이하 

지 않다. (document file 형) 

scalable vector map 과 interactive map interface 표준사%탤 만족하여 지도를 제공 

하는 젓으로 기존의 인터넷 벡터지도서비스가 발전된 형태에 해당된다. web map 

service 표준에서는 벡터 외에 격자형자료도 포함을 하고 있으며， 단말기역시 유선상의 

인터넷상의 개인용 컴퓨터 외에도 무선용 휴대용 단말기도 지원하기도 하며， 대용량의 지 

형정보를 위한 부분으로 특화한 web terrain service 표준규약에 따른 엔진도 서비스도 

포함한다. (open GIS consortium) 

virtual reality macro language(VRJy1L)가 발전한 extensible macro language에 기 
반을 두어 지도 제공을 하는 경우(extensible macro language) 
가장 흔하게 webGIS라고 할 경우 적용되고 있는 사례로 arcIMS나 GeoMedia 
IntraMap 등의 지리정보 소프트웨어로 표준제정 이전에 기 상품화된 것을 커스터마이징 

하여 제공하는 형 태 임 (commercial software) 

상품안내서의 인터넷 정보제공 병원에서의 환자 진료용 이미지압축 처리가법에서 출발한 

웨이블릿 압축방식에 격자형자료와 이미지를 적용한 대용량자료의 표출 엔진으로 지도를 

제공하는 경우 (wavelet engine)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으며， 최근에 지 

리정보소프트웨어 엔진의 형태가 아닌 그래픽 소 

프트웨어 및 문서소프트웨어를 통한 지화료 정 

보제공도 현저히 증가동}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 

향도 반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6) 에서 제시 

하였다. 특히 지도의 표출 방식에 대한 분류는 지 

리정보시스렘 전문엔진 부분에서 출발한 환경정 

보시스템이 플래쉬 방식의 컨텐츠 강화， 유비쿼터 

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기술 

이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심표출형 (mp형) , 제공된 자료는 과거자료 중심의 

p형， 자료 중심의 비교가 강조된 유형 (v형)으로 

구분되며 GIS제공방식은 html방식과 상용소프트 

웨어 활용방식을 다 사용하고 있다(h형과 cm형) 

의 정보시스템 이라고 할 수 있다. 

@ 플로리다 유역관리용 서비스의 경우 

해 당 전 자 주 소 는 http://www . seminole. 

wateratlas. usf. edu 이다. 유역 이름과 호소 이름， 

강 이름을 드롭다운메뉴에서 선택하면 정보 페이 

지로 념어가 해당하는 곳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다. 해당지역에 대한지도와간단한설명 (예:3개 

의 호소와 연못， 그리고 1개의 강， 개울， 운하를 포 

함한다J ， 실시간 날씨， 최근 강우량， 자원봉사자에 

환경정보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르면 Information 

중심에서 commu따y기능이 일부 포함된 유형이 

며(I 형) , 정보제공은 요약자료 제공 유형이며(sm 

형) , 정보표출은 주로 지도를 중심으로 한 지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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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보를보여준다. 

장점으로는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인터넷 지도의 메뉴 

아이콘이 50 x 50 의 크기를 지닌 것에 비해 

2어 x 200정도의 큰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이콘 간의 일관성을 주고 있어서 안정감 있게 제 

시되고 있다. 즉 백그라운드의 통일감은 그대로 하 

고 심볼을 추가승F는 형태로 변화를 주고 있다. 

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본 틀은 유역， 호 

소， 하천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아이콘을 표현하 

여 검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이트는 한국으로 

볼 때 하나의 작은도수준의 정보체계이므로 이러 

한검색메뉴가가능하나 국가의 전체 호소와하천 

과 유역을 포함하고 레벨도 다양하므로 이 사이트 

의 장점인 일목요연하고 직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에는어려운점이 있을것으로사료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강우정보제공의 수준 

은 최근 강우측정 자료제시(일， 강우량) , 해당 월 

누적강우량，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월별 강우량， 

해당 년 누적강우량 표시， 2년 경향그래프， 10년 

경향 그래프 제공이 가능하여 중등교육의 지리교 

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다. 수질정보의 제공은 특정 

연도 (2000년으로 고정)의 결과물을 사용하여 소 

배수구역의 수질자료를 미 리 계산하여 4단계의 서 

열척도 (good, fair , poor, unknown)에 해당되는 

백분율을 제시하는 형태로 수질을 표현하였다. 즉， 

실시간 자료가 아니다. 자료 다운로드 기능이 있 

고， 연도별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공하여 수량 

정보의 제공보다는 다소 사실감이 떨어진다. 백분 

율로 수질을 표현하는 것이 각 유역， 배수구역의 

특성을비교설명하는목적에는도움이 되지만，유 

역간비교는상당히 어렵다는단점이 있다. 따라서 

한수질측정지점에 대한시계열적 분석，수질측정 

- 2f37-

地理學論흙 저145호 (2005. 2) 

지점 상하류간의 비교를통한통계적 비교등의 항 

목과 유역 평균 수질검색 부분을 별도의 창으로 구 

별하여 검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이콘 크기와 모양이 다소 크 

며 이는 텍스트 중심의 사이트의 무미건조함을 극 

복하는데도움을준다. 

환경정보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르면 Infonnation 

중심에서 community기능이 일부 포함된 유형이 

며(I 형) , 정보제공은 요약자료 제공 유형과(sm형) 

일부 원자료를 받을 수 있는 (r형) , 정보표출은 주 

로 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 중심표출형 (g형) , 제공 

된자료는과거자료중심의 p형，자료의 비교는자 

료중심의 비교가 강조된 유형 (v형)으로 구분되며 

GIS제공방식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유형 

(cm형)의 정보시스댐이라고할수 있다. 

@ WIN(Watershed Information Network) 

http://www. epa.gov / enviro/html/ errνindex.html 

에서 제공하는 미 전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환 

경관련 지덮봐 통합되어있는 시스템이다. 

지도 접근방법이 다소 불편하게 되어있다. 주별 

카운티별 도시별， 우편번호별， 지역별로 선택하여 

확대/축소의 비율설정 후 접근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환경정보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르면 Infonnation 

제공에 치우쳐 있고 (I형) , 정보제공은 요약자료 제 

공 유형이며(sm형) 동시에 자료 다운로드 받기 기 

능과 메타데이타 제공기능도 함께 가지고 지니고 

있어 복합적 성격을 보여준다， 정보표출은 주로 표 

를 중심으로 한 (tx형) , 제공된 자료는 과거자료 중 

심의 p형，자료의 비교는자료중심의 비교가강조 

된 유형 (v형)으로 구분되며 GIS제공방식은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방식(cm형)의 정보시스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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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 The California Resources Agency 

Watershed Web (캘리포니아 유역 정보 제공 

서비스) 

http:νceres. ca. gov /watershed에서 제공한 캘 

리포니아 유역정보 제공 서비스로 전체 정보를 일 

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다른 지 역간의 비교가 어 

렵지만 유역내의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의 자료를 

충분히제공하고있다. 

환경정보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르면 Inforrnation 

제공에 치우쳐 있고(I 형) , 정보제공은 요약자료 

제공 유형이며(sm형) 동시에 자료 다운로드 받기 

기능도 일부 제공한다. 정보표출은 주로 지도를 

중심으로 한 (mp형) , 제공된 자료는 과거자료 중 

심의 p형，자료의 비교는자료중심의 비교가강조 

된 유형 (st형)으로 구분되며 GIS제공방식은 x1띠 

방식을 사용한 (OGC형 )15)의 정보시스템 이라고 할 

수있다. 

@ Water Quality Association 

http://www. wqa. org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수질협회의 사이트로 텍스트자료， Press 보도 

자료 링크， News 서비스가 있으며， 역시 커뮤니티 , 

Library 제공으로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물에 

대한 상식을 넓히는데 유용한 사이트이며， 대표적 

인 예로“ What about low-pH water?" 와 같은 내 

용이다.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항목인- 산성비 

와 산성수의 관계， 산성수와 건강과의 상호관계， 

산성수 (acid water)라는 표현과 low-PH water 라 

는용어의 개념차이에 대한설명이 되어있다. 

본 사이트를 통해 물 관련 인터넷 정보시스템에 

서의 게시판 참고자료의 메타데이타 항목을 도출 

해 낼 수 있다. 물 관련 기관의 무료배포자료에 대 

한 안내문， 물 환경 학회， 연차회의 등의 결과물이 

언제， 유료로 혹은 무료로 제공 될 수 있다는 내용， 

접촉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무료 

자료사이트， 좋은 자료에 대한 안내문 양식을 규격 

화할 수 있다. 즉 게시일， 자료 제공기관， 자료 제 

작목적， 자료의 구성내용 또는 목차， 기대되는 사 

용자 계층， 유료J무료 여부， 연락처， 홈페이지， 전 

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로 메타데이타를 설정할 수 

있다. 

환경정보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르면 Irψrrnation 

제공에 치우쳐 있고(I 형) , 정보제공은 메타데이타 

제공성격이 강하며(md형) , 정보표출은 주로 텍스 

트를 중심으로 한 (tx형) , 제공된 자료는 과거자료 

중심의 p형，자료의 비교는자료중심의 비교가강 

조된 유형 (v형)으로 구분되며 GIS제공방식은 그 

림을 연결하는 형태의 h형)의 정보시스템이라고 

할수있다. 

@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의 환경관련 웹 지리정보 

시스템 

http://www.ice. ucdavis. edu/active그hp/thp.asp 

에서 제공하는 GIS 서비스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리정보 제공 및 프린트 기능은 있으 

나 보고서 기능은 없으며， Databank와 연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측정 시설물에 대한 정보는 제 

공하지 않는다. 단， 지리정보서비스는 레이어에 대 

한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고 레이 

어 조절 및 선택 레이어에 따른 확대 기능과 축척 

15) OGC Open GIS Consortium: 민간기관 중심의 지리정보 표준화기구 

-288-



표시자와 좌상단 우하단 위치좌표를 제공해준다. 

환경정보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르면 1nformation 

중심에서 community기능이 일부 포함된 유형이 

며(1 형) , 정보제공은 요약자료 제공 유형과(sm형) 

일부 원자료를 받을 수 있는 (r형) , 정보표출은 주 

로 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 중심표출형 (g형) , 제공 

된자료는과거자료중심의 p형，자료의 비교는자 

료중심의 비교가 강조된 유형 (v형)으로 구분되며 

G1S제공방식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유형 

(cm형)의 정보시스템 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물 관련 사이트의 분석 

@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MIS) 

http://wamis.kowa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웹 시스템으로서 댐， 하천， 호소 관련 정보를 제공 

한다. 수자원 단위지도를 권역별， 행정구역별， 지 

도정보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제공한다. 장점은 카 

테고리별 지도 속성정보를 볼 수 있으며， 실시간 

자료， 기왕자료를 사용자가 선택하여 볼 수 있고 

그래프로 볼 수 있으며， 댐 제원에 대한 메타데이 

타를볼수 있다. 정보를보기 위해 확대 버튼을 여 

러 번 반복하게 클릭을 해야 하여 초기 메뉴의 수 

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과거 4년간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내의 인문사회 

활동， 자연조건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담겨 

있으므로 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하며， 조사주제별 

메뉴가중심을이룬다. 

환경정보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르면 1nformation 

중심에서 community기능이 일부 포함된 유형이 

며(I 형) , 정보제공은 요약자료 제공 유형과(sm형) 

일부 원자료를 받을 수 있는 (r형) , 정보표출은 주 

로 표를 중심으로 한 g형과 지도를 중심으로 한 

mp형을 제공정보에 따라 공존하는 형태를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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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공된 자료는 과거자료 중심의 p형과 일부 댐 

의 실시간 유량자료를 제공하는 특성(rt형)도 포함 

하고 있다. 자료의 비교는자료중심의 비교가강조 

된 유형 (v형)으로 구분되며 G1S제공방식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유형 (cm형)의 정보시스댐이 

라고 할 수 있다. 지점 간 비교 등은용이하지 아니 

하며 과거의 시계열자료를 그림으로 모두 정리하 

여 보여주는 것은 웹G1S유형으로 나누기는 어렵지 

만 결과를정리하여 제공하는방식이 매우간결하 

면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예 

가된다. 

ø ILovewater 사이트 

http://www.ilovewater.or.kr 로 ‘2003 세계 물 

의 해 공식 웹 사이트이다. 물사랑 포인트로 네티 

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물사랑 포인트 제도 

를 통해 물절약 방법에 대한 입력자에 대한 인센 

티브가 제공된다. 물절약 관련 홍보를 애니메이 

션， 퀴즈， 만화，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제공으로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참여인의 수는 제 

한되어 있다. 

환경정보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르면 community 

기능이 강조된 (C형) , 정보제공은 요약자료 제공 

유형과(sm형) , 정보표출은 주로 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 중심 표출형 (g형) , 제공된 자료는 과거자료 

중심의 p형과 일부 댐의 실시간 유량자료를 제공 

하는 특성(rt형)도 포함하고 있다. 자료의 비교는 

자료중심의 비교가 강조된 유형 (v형)으로 구분되 

며 G1S제공방식은 역시 그림형 지도를 제공하는 h 

형 정보시스템이라고할수있다. 

@지하수 정보센터 

www.gims.or.kr에서 제공되는 지하수 관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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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수질총괄정보시스댐이다. 지하수의 이용특성， 

부존특성， 수질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하 

수 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만 

들어진 수문지질도와 기타 지하수 관련 조사 자료 

를 게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에 

서 지하수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기본현황조사에 

들어 있는 항목으로는 인문사회， 경제， 지질분야 

외에， 용수시설 및 이용현황， 기상수문자료， 원격 

탐사자료 및 수치표고자려， 지형 및 지질조사결과， 

충적층조사， 강변여과수 조사， 수질현황조사， 정천 

(靜川)현황조사， 지하수관측망 조사 등으로 지하 

수에 미치는 여러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2002년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결과에 따라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제공함과 동시에 웹GIS의 기본기능과 

도표의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 주제별 

로 링크되는 형태보다는 단순한 테이블 형태로 주 

로제공이 되고，상세한자료는파일형태로다운로 

드 받도록 되어 있어 시스댐의 설계가 사용자 중심 

성， 내용의 적절성， 기능의 단순성이 강조되어 활 

용도가 매우 높다. 조사된 내용이 몇 몇 지역에 불 

과하므로 연속적인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점과 주 

제별로 명확한 구분이 되나 측정지점간의 상호 비 

교， 기간별 추이검토가 용이하지 않고 개별 클릭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간단 

명료함과 복합적 분석을 다차원적으로 제공하는 

것과는 상치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환경정보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르면 Infonnation 

중심에서 community기능이 일부 포함된 유형이 

며(I 형) , 정보제공은 요약자료 제공 유형과(sm형) 

일부 원자료를 받을 수 있는 (r형)， 정보표출은 주 

로표를중심으로한 g형과지도중심 mp형이 공 

-~-

존한다. 제공된 자료는 과거자료 중심의 p형이며. 

자료의 비교는 자료중심의 비교가 강조된 유형 (v 

형)으로 구분되며 GIS제공방식은 상용소프트웨어 

를 사용한 유형(Cm형)의 정보시스렘이라고 할 수 

있다. 

@물환경 정보시스템 

www.water.nier.go.kr/weis에서 제공되는 환경 

부물관련홈페이지로초기 구축과정에서 수량과 

수질， 유량과 수질， 우량과 수질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주요 측점의 위치를 동시에 찾고 비교 

하는 등 기존의 webGIS 기능자체 보다는 다차원 

의 도표기능을 추가하여 복합적 정보제공을 시도 

한사이트이다. 

환경정보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르면 Infonnation 

중심에서 community기능이 일부 포함된 유형이 

며(I형) , 정보제공은 요약자료 제공 유형(sm형)과 

일부 원자료를 받을 수 있는 (r형) , 정보표출은 주 

로 표를 중심으로 한 tx형과 지도 중심 mp형 이 공 

존한다. 제공된자료는과거자료중심의 p형이며. 

자료의 비교는 지점 간 중심의 비교가 강조된 유형 

(sp형)과 드물게 시계열적 분석도 그래프로 가능 

한 형태를 {tm형) 보여준다， GIS제공방식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유형(cm형)의 정보시스템이 

라고 할 수 있다. 수질과 수문자료 등 상이한 기관 

의 결과를 나란히 근거리 공간 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은 앞으로 환경정보시스댐이 지향해야 

할 분석적 정보제공시스댐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있다. 

3) 물환경정보시스햄 관련 설문지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5점으로 정하여 다섯 



단계의 구분을 한 결과， 디자인과 검색기능의 다양 

성， 쉬운 정보의 접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자료실 및 이용자 대상에 따른 내용의 차별화 및 

관련 사이트 링크 기능에 대한 것은 덜 중요하다고 

표시하였다. 물 관련 정보를 가장 잘 표출한다고 

인식되는 사이트와 활용도를 표시하라는 주문에 

는 대한 토목학회 등 학교 홈페이지와 NGO사이트 

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고 수자원공사 사이트， 

환경부， 홍수통제소， 상수도 사업본부 순으로 나타 

났다. 유역탐방에 관한 정보로 다루어 주었으면 하 

는 정보로는 유역별 현황으로 오염원， 환경기초시 

설， 오염도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중소유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으로 해당 

유역 선택 시 오염원， 오염부하량에 대한 연도별 

변화값 검색을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존의 홈페이 

지에서 텍스트로 제공하던 오염도 자료 역시 내용 

의 품질이 검색기능의 다양성보다 중요하다는 의 

견도제시되었다. 

html pdf o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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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지도 찾기 사이트의 활용부분으로는 파 

란， 엠파스， 네이버， 야후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사 

이트를 주로 찾는 이유는 빠른 지도처리속도라는 

대답이 지도의 정확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주 

접속하는 경험적 친밀도도 중요하게 나타났다. 지 

도의 조작 부분에 대한 정보로는 버퍼와 필드통계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범 례조절 기 

능， 인텍스 지도 켜기/끄기 기능， 사용자 정의 검 

색， 거리재기， 면사상선택 등에는거의 표시를하 

지 않아 GIS기능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낮음 

을 알 수 있었다. 반드시 물환경정보시스렘을 위해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을 직접 질문한 결과는 다 

음과같다. 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도및 배수구역 

도 등을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 지도 편집기능과， 

전체화면 보기 , 지도에서 측정지점을 다중 선택하 

고 항목을 선택하여 연도별 변화 값을 볼 수 있도 

록하는것과 입체적 주제도가통계와함께 제시되 

기를원하였다. 

COmm、이lity 

x3d cm wv 

〈그림 2)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환경정보시스템의 유형 
주) 실선은 학회 및 데이터 유통을 담당하는 곳의 이상적인 유형으로 조합한 것이며， 점선은 다양한 정보 분석이 가능한 분석시스템을 가진 항 
후 발전된 모습의 환경정보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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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면에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의 최적 개수는 

4개 미만으로 답한 경우와 7-107ß로 답한 경우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물환경 정보의 웹 GIS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은 교수 및 

물환경 관련 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물 관련 업 

무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 및 건설 

환경업 종사자는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의외로 

기자 및 자료 수집가의 이용에는 한명도 표시를 하 

지않았다. 

4) 환경정보시스템 정보기능에 대한 평가와 
분류의적용 

본 고에서 앞에서 제시한 유형을 간단한 모형으 

로정리를하면이전페이지의 〈그림 2)와같은형 

태의 다각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면적과 방 

향성에 큰 의미가 있도록고안된 것은아니지만다 

html pdf ogc 

음과 같은 유용성을 갖는다. 첫째， 환경정보시스템 

을 새로이 구축할 때 요구사항 분석 시에 모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유역청 수 

준의 자료 제공에 있어 목표로 하고 있는 시스댐의 

유형과 자료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멀티미디어 자료의 도입을 통해 

3차원의 자료 가시화 부분을 도입할 경우에도 값 

의 변화 보다 공간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 표현을 

할 수 있다. 현재에는 과거 자료의 제공에 대부분 

치중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향후 예측되는 오염 

도와 오염원의 값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 

사이닫} 아니더라도 반영되도록 하는 별개의 웹 

프레임으로작업이 될경우프레임별특성을요약 

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기술 

적 보급에 따른 비교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사 

이9r 담아내는 내용을 다 차원적으로 비교 검토 

하여 기존 시스댐 분석의 틀로서 사용가능하다. < 

x3d cm wv 

〈그림 3) 지리정보기반의 환경정보시스템 분류유형의 적용 
주) 실선은 학회 및 데이터 유통을 담당하는 곳의 이상적인 유형으로 조합한 것이며 점선은 다양한 정보 분석이 가능한 분석시스템 
을 가진 향후 발전된 모습의 환경정보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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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목적에 맞는 시스 

렘의 유형은보통의 정보제공의 I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라정보시스템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C형으로의 변화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교 

육의 활용을 위해서는 pdf(d형 )와 html방식 (h형 ) 

의 접근도 단순하지만 효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3. 결론 

인터넷의 발달은 환경정보의 대중화시대를 열었 

으나제공되는내용이 데이터 수준에 머물러 있거 

나 일부 정보로서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있으나 지 

식화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각 기관에 산재 

하여 제공되는 환경정보시스햄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한 틀로서 분류기준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모형안을 제시하였다. 사이트의 주요기능은 정보 

제공 차원이 가장 많았으며， 메타데이타 보다는 제 

공하고자 하는 자료요약형 정보 형태가 두드러졌 

다. 또한 도표를 통한 환경정보통계가 많았으며， 

제공 자료의 시간성으로 볼 때 예상대로 과거자료 

중심의 정보제공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 

교검토의 경우도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측정값이 

나데이터를비교하는유형이 가장많았으며 일부 

다지점간의 다자료 비교를 시도한 곳이 있으나 개 

수와복잡성에서 보다향상된 기법이 요구되었다. 

지도 표출을 위해 사용된 기술적 특성은 대부분 

상용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커스터마이정된 사례 

가 대부분이며， 교육적 목적으로는 html 과 pdf를 

이용한 유사GIS기능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포 

탈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세계표준에서 제시한 요 

구사항만을 받아들여 구현된 OGC 사양에 따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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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상 및 수치고도자료를 이용한 좁은 범위내의 

동적 환경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x3d 기술과 

wavelet엔진의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 정리한분류모형은유사타시스렘 분석， 

요구사항분석 단계서 활용가능하며， 자료의 종류 

부터 공간적 범위와 사이트의 강조점을 두루 표현 

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공하였으며 더 다양한 형태 

의 기준이 축으로 첨가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가지 

고 있다고 사료된다. 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 

면서 환경정보시스렘에 대한 기대치를 설문조사 

한 결과를 첨부하여 이론적 차원의 환경정보시스 

댐을 지향하기 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활용가능 

한 차원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정리하 

였다. 

〈사용된설문지〉 

1. 웹에서 지도를 찾아보고 활용하신 경험이 있나 

요? 

2. 수질 및 하천의 수량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으신적이 있나요? 

3. 여러분이 다음 일을 궁금해 할 확률에 대한 기 

대치를적어주세요 

@ 최근 년도를 선택하여 관심 있는 곳의 수질측 

정지점 위치를 찾고 싶다. 

@ 자기 동네의 상 하류 몇 곳의 수질측정값을 비 

교하고싶다. 

@ 수질 오염이 심한 또는 목표달성 기준을 못 미 

친문제하천을찾고싶다 

@ 특정 지점의 수질변화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 

빠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 검색한 지도를 그림으로 저장하고 싶다. 

@ 검색한 자료를 엑셀로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 실시간 수질측정자료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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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에 나타난 지도를 보고 정보를 얻어낼 때 불 

편한정도는? 

@ 다른 데이터와 비교 기능 

@측정자료검색기능 

@물관련자료제공기능 

@어려운지도제어기능 

@ 자료 분류 체계(카테고리) 

5. 저희 사이트에서 다음 항목의 중요성을 평가해 

주세요. 

@디자인의우수성 

(5 4 3 2 1) 

@검색기능의다양성 

(5 4 3 2 1) 

@쉬운정보접근 

(5 4 3 2 1) 

@ 지도를 주제별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 

(5 4 

@자료실 

3 2 1) 

(5 4 3 2 1) 

@ 이용자의 대상에 따른 내용 차별화 

(5 4 3 2 1) 

@ 관련기관의 사이트 링크의 다양화 

(5 4 3 2 1) 

6. 물환경 페이지에서 자료 표현 방법 중 가장 먼 

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자료간연계표출 

@디자인의개선 

@검색기능강화 

@그래프보강 

@ 다양한 포멧으로 다운로드 

@새창으로자료표출 

@기타 

7. 물 관련 정보를 가장 잘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 

-웠4-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까? 활용도를 표시해 주십 

시오.(1 사용한 적 없다， 2 알지만 거의 안 사용， 3 

종종 사용， 4 자주 들어가 확인， 5 추천할 정도로 

활용) 

@수자원공사사이트 

@환경부홈페이지 

@대한토목학회 퉁학교홈페이지 

@NGO 의 홈페이지 (예，---) 
@ 

@ 

8. 본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었으면 하 

는 컨텐츠 (예 : 유역탐방 등)가 있다면 어떤 내용 

이었으면좋겠습니까? 

9. 인터넷을 통해 지도를 찾아보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찾아보는사이트는어느곳입니까? 

CD Naver 

@콩나물 

@다음 

@알맴 

@엠파스 

@야후 

@한미르 

기타) :사이트명이나주소를적어주세요. 

10.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주된 이유는무엇입니까? 

@빠른지도처리속도때문에 

@지도의 정확성 때문에 

@디자인이 맘에들기에 

@ 자주 접하는 사이트의 서비스라서 

@ 다른 지도 제공 사이트를 몰라서 

@기타 

11. 물환경정보시스댐의 지도 조작부분에서 불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7}능) 



@범례/레이어 

@인텍스지도켜기/끄기 

@사용자정의검색 

@거리재기 

@버퍼 

@선(면)으로선택 

@통계 

@기타( 

12. 물환경정보시스댐의 지도 조작부분에서 꼭 추 

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13. 한번에 화면에 나와서 조작할 수 있는 지도 버 

튼의 개수로 가장 적당한 개수는 몇 개 정도라 

고생각하십니까? 

16. 성별을 표시해주세요. 

17. 연령 대를 표시해주세요 

18. 작업을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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