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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GIS 기후정보 분석체계의 구축방법

제1절 기후지도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방법

1. DB설계

  ◦ 레이어 목록

    

NO 레이어명 타입 레이어 정의 비고 

1 구경계 Polygon 서울시 구경계

2 등고선 Line 등고선

3 실폭도로 Polygon 도로 면

4 하천 Polygon 하천

5 하천경계 Line 하천경계

6 도시생태현황도 Polygon 도시생태현황도
2005년 자료

7 주요건물 Polygon 주요건물

  ◦ 테이블 목록

    

NO 테이블명 테이블 정의 비고 

1 관측지점 관측지점의 X,Y 좌표

2 AWS_0000 연도별 AWS 기본단위 데이터
연도별 AWS

예) AWS_2007

3 자동관측망_0000 연도별 자동관측망 기본단위 데이터
연도별 자동관측망

예) 자동관측망_2007

4 백엽상_0000 연도별 평균기온 데이터
연도별 백엽상

예) 백엽상_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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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B 가공 프로세스

  기본 단위 데이터는 연도별 및 관측소 유형별로 구분된 엑셀 데이터이다(예, 2005년 AW S 데이터, 2005

년 자동관측망 데이터). 

  ◦ 기본단위 데이터 자료구조

   - 하나의 레코드에 시간별 기후정보를 관리한다.  

   

지점 월 일 시간 습도 풍속 풍향 기온

111121 1 1 1 39 0 NW -4.8

111121 1 1 2 41 1.5 N -5.1

111121 1 1 3 39 2 NNW -5.3

111121 1 1 4 39 2 NW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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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11 12 31 24 32 1 W -5.2

3. 분석단위 데이터 생성 프로세스

  분석단위 데이터 생성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각 년도별 AW S 및 자동관측망 엑셀파일이나 dbf파일을 

기후지도 DB(기후자료.mdb)로 로딩한다. 기본단위 데이터가 위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면 편집을 한 뒤

에 로딩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로딩한 테이블은 일별 분석을 위한 분석단위 데이터로서 활용된

다.  

1) 연도 전체 데이터 로딩

  연도별 데이터는 특정연도의 전체 데이터가 다 정비된 자료이다. 예를 들어 2006년의 1월 1일 1시 자료

부터 12월 31일 24시의 기후데이터가 모두 정리된 데이터를 말한다. 이렇게 연도별로 전체 월 ․ 일 ․ 시의 

자료가 정리된 데이터는 ArcCatalo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rsonalGDB로 간편하고 빠르게 로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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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cCatalog 실행한다.  

    

  ◦ 기후자료 PersonalGDB(기후자료.mdb)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Import>Table(Single)을 클릭한다.  

    

  ◦ Input Rows부분에 로딩할 엑셀파일 또는 dbf파일을 선택하고, Output Table에 결과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한 다음 OK버튼을 클릭한다.  

    

  ◦ 기후자료 Personal GDB에 로딩된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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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연도내 일부 데이터 로딩

  연도 전체의 데이터가 정비되지 않고 특정 기간내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이다. 먼저 처음 생성하는 

연도의 테이블일 경우에는 [연도 전체 데이터 로딩]방법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07년의 1월 기후정보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이것을 기후자료 PersonalGDB에 로딩하려면 2007년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테이블을 생성한다. 이렇게 하여 연도 테이블이 생성된 이후에는 그 테이블

에 추가로 다른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다.   

  ◦ 생성된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Load>Load Data...를 클릭한다.  

    

  ◦ Sim ple Data Loader에서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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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put data에서 추가할 테이블을 찾아서 Add버튼을 클릭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 다음 버튼을 계속 클릭한 뒤에 마침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파일의 내용이 2007년도 테이블에 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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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지도 관리시스템 구축

1) 시스템 구성 개요

 (1) 기후지도관리 시스템 개발

  AW S와 자동관측망을 통합하여 총 59개의 관측소 기후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기후지도제작 시스템을 개

발한다. 관측지점별로 연도별, 월별, 특정일변 기후 분포도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픽을 효과적으로 생성한

다. 생성한 지도는 인쇄작업을 통하여 정보공유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2) S/W 기능요건

  ○ S/W  기능

  공간데이터의 검색, 심볼화, 인쇄 등의 GIS기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요구된다. 이에 기

후지도제작을 위한 분석데이터 생성기능과 온도분포도, 강우분포도 등의 기후지도제작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 S/W  요건

  OS는  W in2000/W inXP이고 응용시스템은 ArcGIS 9.2 (Extension Spatial Analyst) VBA를 사용하여 개발

하였다.  

[그림 6-1] 시스템 기능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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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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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후지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 시스템 전체화면

2. 기능설명

1) 일별분포도

  ◦ 메뉴를 선택한다.  

    

  ◦ 기온분포도 생성하기 위한 특정일, 분석옵션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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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결과를 확인한다.   

    

2) 월별분포도

  ◦ 메뉴를 선택한다.  

    

  ◦ 기온분포도 생성하기 위한 특정일, 분석옵션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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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결과를 확인한다.   

    

3) 계절별분포도

  ◦ 메뉴를 선택한다.  

    

  ◦ 기온분포도 생성하기 위한 특정일, 분석옵션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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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결과를 확인한다.   

    

4) 인쇄

  ◦ 분석 완료 후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한다.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지도영역 하단의 아이콘 클릭 

 

② 메뉴선택 : 메인메뉴에서 레이아웃 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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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분석을 진행한 뒤에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범례화면에 기온분포에 대한 항목이 없다. 이 레

이어를 추가하기 위해 범례 아이템을 더블클릭한다.  

     

  ◦ 범례 속성 화면에서 분석결과 레이어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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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범례 아이템으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한 뒤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 범례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범례의 위치를 적당하게 조정한다.  

    

◦ 인쇄를 위해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메뉴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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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 미리보기 화면에서 범례, 방위, 제목등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인쇄버튼을 클릭한다.   

    

  ◦ 인쇄 화면에서 프린터 속성과 인쇄 매수 등을 설정한 뒤 OK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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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스템 발전방향

1) 1단계

  ◦ 기후분포 자료구조 점검

  ◦ 기후지도 관리시스템 프로토타입 생성 

  ◦ 소프트웨어 : ArcGIS Desktop 9.2, Spatial Analyst Extension  

  ◦ 개발언어 : VBA   

  ◦ 데이터베이스 : PersonalGDB

2) 2단계

  ◦ 기후자료 처리 기능 강화

  ◦ 담당자용의 기후지도 관리시스템 구축

  ◦ 소프트웨어 : ArcGIS Desktop 9.2, Spatial Analyst Extension

  ◦ 개발언어 : VIsual Basic 6.0

  ◦ 데이터베이스 : Oracle, SDE

3) 3단계

  ◦ 기후 분포도의 대시민 서비스 기능 구현

  ◦ 소프트웨어 : ArcGIS Server 9.2  

  ◦ 개발언어 : VB.NET

  ◦ 데이터베이스 : Oracle, S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