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0, No. 2, pp.226-241 (2014)

한국물환경학회지 제30권 제2호, 2014

총설

KRF를 연계한 GIS기반의 통합 물환경정보 리시스템 구축 방안

이철용ᆞ김계 †ᆞ박용길ᆞ이  *

인하 학교 지리정보공학과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통합 리센터

Construction Schemes of GIS-based Integrated Water Environm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nked with Korean Reach File

Chol Young Lee․Kye Hyun Kim†․Yong Gil Park․Hyuk Lee*

Department of Geoinformatics Engineering, Inha University
*Water Quality Control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Received 16 November 2013, Revised 17 February 2014, Accepted 17 February 2014)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schemes of GIS-based system development for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in water environment 
linked with Korean Reach File (KRF). For this purpose, precedent studies and systems of the U.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induce optimal methodology for Korean circumstances. Thereafter, data linkage methods of KRF and Water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WEIS), system configuration plans, application development plans, and KRF improvement 
and maintenance plans were considered. For data linkage and system configuration, three methods were suggested: an overlay 
operation-based data linkage method, entering spatial addresses into the existing DB, and creating link information between 
KRF and the existing DB. The first method was predicted to be the most effective for system implementation, the second 
method is advantageous for search tasks, and the third method is advantageous for system security and maintenance. Various 
types of applications should be developed in the consideration of the types of the users and their usages. Moreover,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regular renewal of KRF, standard development, expansion of construction areas, etc. Based on the 
present results, research on actual system design and development also should be conducted for supporting 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

Key word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Korean Reach File (KRF), 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 
Water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WEIS)

1. Introduction1)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 리제도(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를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해 수질 리에 

필요한 오염원  부하량 자료, 유량  수질 자료 등 다

양한 물환경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물환경정보는 국

립환경과학원 내 구축된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 Environ-
ment Information System, WEIS)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에 장되고 있으며, WEIS DB에 장된 물환경정보는 

WEIS 내 다양한 정보 검색  조회 기능을 통해 실무에서 

공유되어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보다 직 인 

자료의 검색 조회가 가능하도록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을 용하여 지도상 특정 지 을 선택하여 정

보를 검색하고 조회하는 기능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NIER, 2012; WEI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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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까지 개발된 시스템은 사용자가 지도 에서 

심 지  혹은 구역을 직  찾고, 이를 하나씩 선택하여 

자료를 검색 조회하는 수 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하천 구

간 단 로 자료를 검색하고 조회해야 하는 경우 활용하기 

불편하고, 한 자료 검색 과정에서 일부 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를 들어, 하천 네트워크상에서 수질오염

원을 추 한다거나 수질오염의 향구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하류 방향으로 연결된 하천 구간의 탐색과 탐

색된 구간에 한 수많은 자료의 검색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하천 네트워크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 검색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하천 네트워크 분석을 지원하

고 나아가 WEIS와의 연계 활용을 통해 물환경정보를 보다 

효율 으로 제공하고자 하천 네트워크에 한 기  GIS 자
료로써 KRF(Korean Reach File)를 구축하 다(NIER, 2010, 
2011). KRF는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F(River Reach File)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수질 리 활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GIS 기반의 네트워크 공간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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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in works of each program step within TMDL and its related DB
Steps Main works Related data Database

Step 1
Every state adopts goals or standards that need to be met for its 
waters, based on the intended uses of waterbodies. Different goals are 
set for different waterbody uses.

Goals & uses WQSDB
(Water Quality Standards Database)

Step 2 Scientists monitor the waters Monitoring results STORET
(short for STOrage and RETrieval)

Step 3

One of the following scores are given to them.
- GOOD: The waterbody fully supports its intended uses.
- IMPAIRED: The waterbody does not support one or more of its 

intended uses.

Assessment scores NAD
(National Assessment Database)

Step 4 The impaired waters are targeted by pollution control programs to 
reduce the discharge of pollutants into those waters Impaired waters TMDL Tracking System

KRF는 국가  지방 하천을 스트림 리치(stream reach) 단
로 세분하여 연결한 도형자료와, 스트림 리치 간의 연결성과 

방향성에 한 상(topology) 정보  다양한 주제 정보 등

을 장하는 속성자료로 구성된다. 따라서 KRF는 GIS 환경

에서 특정 스트림 리치의 상류 혹은 하류의 탐색  향권

역의 검색을 지원한다(Kwon et al., 2012; Lee et al., 2013).
한편, 이러한 GIS 기술을 물환경 분야에 최  용한 미

국은 과거 RF를 구축하면서 이미 이를 다양한 로그램의 

물환경정보 DB와 연계함으로써 TMDLs 업무 지원을 한 

자료 제공에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RF를 유역

도, 시설물도 등과 통합하여 NHD(National Hydrography 
Dataset)를 구축하고, 이를 련 업무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BASINS, 2013; NAWQA program, 2013; NHD Plus, 
2013; Samuel et al., 2006; WATERS, 2013). 우리나라도 

TMDLs의 업무 개선  고도화를 해서는 미국과 같이 

KRF를 자료 리를 한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KRF가 구축된 이래 재까지 KRF와 연계한 통합 물환경

정보 리시스템 구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구축 방

안에 한 체계 인 고찰도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래 KRF와 연계한 GIS기반의 통

합 물환경정보 리시스템을 효율 이고 체계 으로 구축

하기 해 GIS기반의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를 해 선행사례로써 미국의 

GIS기반 물환경정보 리시스템에 한 조사  고찰을 수

행하 다. 미국 RF와 NHD의 구축 황과 활용 체계를 조

사하고, 이를 국내 실정과 비교하여 시사 을 도출하 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KRF를 연계한 통합 물

환경정보 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  고찰하 다. 
WEIS 연계를 고려한 KRF 기반의 데이터 연계 방법  데

이터 모델 설계 방안, 시스템 구성, 활용 어 리 이션 개

발 방안 등을 제시하 다. 한 KRF를 지속 으로 활용하

기 해 필요한 KRF 개선  유지보수 방안도 함께 고찰

하고 제언하 다.

2. International and Domestic Research Trends

2.1. 미국 EPA의 GIS기반 물환경정보 리시스템

미국 EPA는 1970년  최 의 RF 개발 연구를 포함하여 

GIS기반의 물환경정보 리시스템 구축을 한 제반 연구

를 40년 넘게 수행하 다. 재는 미국 EPA 내 OW(Office 
of Water)에서 WATERS(Watershed Assessment, Tracking 
& Environment ResultS)를 구축하여 운  이다(WATERS, 
2013). 미국 EPA OW에서는 TMDLs를 포함하여 물 리

에 한 다양한 업무를 각 로그램 단계별로 구분하여 진

행하고 있으며, 각 로그램 단  DB를 독립 으로 구축하

고 있다. WATERS는 개별 로그램 단  DB가 구축되더

라도 필요에 따라 GIS 환경을 통해 모든 DB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료 검색  조회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

가 다양한 분석 어 리 이션 개발을 통한 업무 자동화도 

가능하게 한다.

2.1.1. WATERS

미국은 수질보호를 목 으로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 
CWA)과 안 식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SDWA)에 

의거하여 다양한 물환경정보를 의무 으로 수집 리하고 

있다. 특히 수질정화법에서는 목표수질 설정, 수질 모니터

링, 수질실태 합여부 단, 수질개선 지시 등 TMDLs 실
시  운 에 한 사항을 지시하고 있으며, EPA OW에서

는 이러한 수질정화법에 근거하여 미국 역의 수질 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Table 1은 EPA OW가 수행 인 

수질 리 업무를 단계별로 정의한 것이다. 수질 리 업무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각 업무 수행 결과는 개별 로그

램 DB에 장된다. 개별 로그램 DB에 장된 자료는 수

질 리 실무자에 의해 종합 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개별 

로그램 DB에 산재한 자료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회 

근하여 검색  조회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다. 따라서 EPA OW에서는 여러 DB를 통합 리하기 

해 GIS 기술을 용하여 WATERS를 2006년에 개발  

공개하 고, 모든 자료를 GIS환경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하 다(WATERS, 2013).
WATERS는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는 GIS기반 기  공간자료인 ‘RF  NHD’이고, 둘째는 

RF  NHD와의 지리참조로 연계된 다수 DB의 연결 정보

를 장하고 리하는 ‘RAD(Reach Address Database)’이
며, 셋째는 WATERS 내 다양한 로그램을 통해 개별 으

로 구축된 ‘ 로그램 DB’이고, 넷째는 WATERS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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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WATERS.

 모델링 분석 업무 지원을 해 개발된 다양한 ‘어 리

이션(applications)’이다. Fig. 1은 네 가지 구성요소를 포

함하는 WATERS의 구조를 개념 으로 나타낸 것이다.
WATERS는 RF  NHD를 심으로, 여러 로그램 DB

가 연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물환경정보를 다양한 

어 리 이션을 통해 입체 으로 제공한다. RF  NHD는 

모든 지표수(surface water)의 하천 흐름(stream flow)을 스

트림 리치 단 로 구분  정의하고, 각 스트림 리치의 고

유식별자인 ‘리치 코드(reach code)’ 혹은 ‘리치 아이디

(reach ID)’를 개별 하천구간의 공간주소(spatial address)로 

활용한다. 리치 코드는 각 로그램 DB에 장된 물환경 

련 이벤트(event) 정보의 공간 인덱스(spatial index)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RIT(Reach Indexing Tools)라는 어 리

이션은 특정 하천 구간 에 존재하는 이벤트 정보의 검

색을 가능하게 하기 해 모든 로그램 DB 내 ‘개별 

코드의 고유식별자’와 ‘리치 코드’로 구성되는 연결 계 

정보를 생성한다. RIT에서 생성된 연결 계 정보는 RAD
에 장 리되며, RAD는 인트라넷 혹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여러 어 리 이션의 근을 리한다. 이러한 연계 

체계는 GIS 환경에서 특정 스트림 리치를 선택함으로써 해

당 스트림 리치에 해 다양한 로그램 DB에 장된 자

료를 검색  조회하고 임의의 주제도로 즉시 표출하는 것

을 지원한다. 한 GIS기반의 수질 측  모델링 자동화

를 해 개발된 다양한 어 리 이션들은 모델링에 필요한 

기  입력 자료를 자동 조회하고 생성하는 것을 지원함으

로써 련 업무  연구에서 효율성  정확도를 향상시키

는데 기여한다.

2.1.2. RF/NHD의 정의  구축 황

미국 EPA RF는 하천 분기 단 인 스트림 리치를 정의하

고 이들 간의 상 계를 장한 미국 역에 한 지표수 

특성의 지형학  데이터베이스이다(U.S.EPA, 1994a, 1994b). 
이는 수문정보 체계를 수립하고, 모델링 용을 한 하천 

흐름방향 검색(navigation)  추 (tracing)을 지원하며, 각 

지표수 특성에 한 고유 식별을 가능토록 하는 것을 목 으

로 개발되었다. RF는 GIS기반 하천정보 데이터베이스로써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성된다. 도형자료는 하천 형상을 

일반화한 선형의 하천망(stream network)을 스트림 리치 단

로 분할하여 제작되는데, 수문학  특성에 의해 주로 하천

의 합류  분기 에서 분할된다. 속성자료는 개별 스트림 

리치에 한 고유식별자와 함께 해당 스트림 리치의 방향성 

 연결성에 한 상 정보, 기타 다양한 속성정보, 이를 테

면 하천명, 연장, 구간형태 등의 정보를 장한다.
RF는 1973년 최  RF1A 개발 연구가 시작된 이래 2000

년  이 까지 EPA에 의해 RF1, RF2, RF3 버 으로 발

되었다(USEPA, 1994a, 1994b). 2000년 에 들어오면서 RF는 

지표수에 한 공간자료의 통합 리를 해서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와의 력을 통해 개발된 NHD 
내에 흡수되어 유지  리되고 있다. RF는 하천의 흐름 

형상을 표하는 공간자료로 NHD 내에서 ‘NHDFlowlines’
라는 명칭으로 유역도와 , 선, 면형의 기타 주제도 등과 

연계 활용되고 있다(Dewald and Roth, 1997). 최근에는 

WATERS 내에서 다양한 활용 목 에 최 화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NHD-Plus가 개발되었고, 재는 NHD-PlusV2 버 이 

개발되었다(NHD Plus, 2013) (Table 2).

2.1.3. WATERS에서의 RF/NHD 활용

WATERS에서 RF  NHD는 GIS기반 자료 검색 매개체

로써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스트림 리치의 고유식별자인 

리치 코드는 WATERS 내 로그램 DB 자료의 공간 주소 

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Fig. 2는 NHD의 리치 코드를 

이용한 주소 체계의 시를 나타낸다(The Geograph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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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velopment history of RF and NHD
Division Years Main contents

RF1 1973-
1982

- RF1A was a single national coverage used for database design testing and demonstration
- RF1A were captured as latitude and longitude coordinate vectors representing the traces of stream reaches and 

shoreline reaches
- RF1 was digitized by EPA from aeronautical charts prepared by the National Oceanograph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 1:2,500,000 scale in RF1A, then updated to 1:250,000 scale in RF1
- Approximately 68,000 stream reach segments

RF2 1988-
1992

- An intermediate update (RF2) was constructed during the late 1980's to aid in building a much more detailed 
version (RF3)

- RF2 was developed by overlaying, onto RF1, the coordinates of the hydrographic feature names extracted from 
the USGS Geographic Names Information System

- Approximately 170,000 stream reach segments

RF3 1992-
present

- RF3 was developed by the EPA Office of Water to provide a nationally consistent database to promote 
comparability for national, regional, and state reporting requirements such as those found in 305(b) and other 
sections of the Clean Water Act

- RF3 was constructed from four different data sources:
  1) EPA Reach File, version 2 (RF2)
  2) USGS 1:2,000,000 Catalog Unit (CU) boundaries
  3) USGS Geographic Names Information System Version I (GNIS)
  4) USGS 1:100,000 scale Digital Line Graph, Version 3, Optional format (DLG3-O)
- Approximately 3,200,000 stream reach segments in 1:100,000 scale

NHD 1997-
present

- NHD was created by USGS to assist scientists in modeling hydrologic features and is also useful for mapping purposes
- NHD is a combination of USGS DLG and EPA RF3 
- For the conterminous United States, Hawaii, and the Virgin Islands, medium and high resolution NHD data are 

available at 1:100,000 and 1:24,000 scale

NHD-PlusV1 2006-
2012

- NHDPlus is an integrated suite of application-ready geospatial data sets that incorporate many of the best 
features of the NHD, the National Elevation Dataset (NED), and the Watershed Boundary Dataset (WBD)

- The EPA Office of Water, assisted by the USGS, has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NHDPlus to enhance the 
EPA WATERS activities

NHD-PlusV2 2012-
present

- Disconnected networks connected through digitizing based on high resolution NHD and satellite images
- Duplicate geometry removed, micro and small network gaps closed and etc.
- Reach codes migrated to the February 2012 WBD

WATERS, 2013). 리치 코드는 ‘8자리 유역코드(HUC, Hydro 
logic Unit Code 혹은 CU, Cataloging Units)’와 특정유역 내 

포함된 모든 스트림 리치에 임의 순서로 할당된 ‘6자리 임

의순차번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Fig. 2에서는 유역코

드가 ‘01080105’인 유역 내에 총 5개의 스트림 리치가 합

류 을 기 으로 분할되어 리치 코드가 정의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스트림 리치에 련된 이벤트, 를 

들면 측정 지 , 오염원 유입지 , 취수지 , 용수사용구

간, 수질평가구간, 수질오염구간 등에 한 공간 주소인 리

치 주소(reach address)는 각 이벤트가 존재하는 스트림 리

치의 리치 코드와 해당 스트림 리치 구간 내에서의 상  

치를 비율(percentage)로 정의한 수치의 조합으로 정의된

다. 리치 주소는 물환경정보와의 연계  GIS에서의 지도 

표출, 주제도 제작에 활용된다.

2.1.3.1. RAD

RAD는 다양한 어 리 이션을 통한 근을 가능하게 하

고, 즉시 련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연결된 로그램의 목 에 맞는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RAD, 2013). Fig. 3은 RAD의 연계 구조

를 나타낸 것으로, RAD는 WATERS 내 다양한 로그램 

DB와 어 리 이션 간을 연결하는 허  역할을 한다. 
RAD는 웹서비스, DB 서비스, GIS Mapping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고, EPA 내부 활용 뿐 아니라 공공  일반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

는 수생태, 해안, 선박 등 다양한 주제의 로그램 DB와도 

연계되어 물환경정보의 종합 인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2.1.3.2. RIT

RIT는 RF  NHD의 지리참조 기능을 활용하여 리치 주

소를 기반으로 로그램 DB와의 연결 정보를 자동 생성하

고, 이를 RAD에 장한다. RIT가 RF나 NHD의 스트림 리

치를 지리참조하면, 실세계 치가 스트림 리치 상의 주

소 체계로 맵핑되며, 스트림 리치를 기 으로 GIS 환경에서 

다양한 물환경정보의 표 을 가능하게 한다(Rineer et al., 
2004). Fig. 4는 RIT의 역할  기능을 개념 으로 표 한 

것이다. RIT는 최근 기능 개선과 함께 HEM(Hydrography 
Event Management) tool로 명칭이 바 었으며, USGS 웹사

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NHD Tools, 2013).

2.1.3.3. My WATERS Mapper  EnviroMapper

RAD를 통해 NHD와 연계된 로그램 DB의 물환경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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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nk structure with RAD.

Fig. 2. Example of reach address system using reach code 
in NHD.

C/S(Client) 혹은 웹(web) 형태의 GIS기반 서비스를 통해 

련 실무자  연구자,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표 인 로 My Waters Mapper와 EnviroMapper는 웹GIS 
기술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물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EnviroMapper, 2013; MyWATERS Mapper, 2013). 이

들은 다양한 물환경정보를 상으로 GIS기반 주제도 작성 

기능을 제공하여 TMDLs 업무  수질 련 연구를 지원하

고, 국민 교육  홍보에도 활용되고 있다. 물환경과 

련된 GIS자료의 조회는 물론, 다양한 로그램 DB와의 연

계를 통해 스트림 리치 단  수질오염 구간의 지도 표 이 

가능하고, 수질오염 구간에 한 인  오염원 정보도 동시

에 조회 가능하다(Fig. 5).

2.1.3.4. BASINS  RiverSpill

RF  NHD는 GIS기반 수질 측  모델링 업무 자동화

를 한 어 리 이션 개발에도 활용되었으며, 표 인 

로는 BASINS와 RiverSpill을 들 수 있다. BASINS는   

비 오염원의 통합 인 리와 평가를 지원하기 해 개발

된 어 리 이션으로 다양한 주제의 물환경정보의 조회를 

용이하게 하고, 수치모델링 등의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여 수

질 리 안들을 체계 이고 효율 으로 심사할 수 있는 체

계를 제공한다(BASINS, 2013). RiverSpill은 오염원의 이동

시간, 감소, 분포도 등을 계산하기 하여 개발된 어 리

이션이다(Fig. 6). 실측 유량자료를 바탕으로 RF 상에서 스트

림 리치별 평균유속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오염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오염원 치를 역추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 오염유출 사고에 한 미래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 악

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GIS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

원하여 즉각 인 사고 응  최 리방안(Best Manage-
ment Plans, BMPs) 제시를 가능하게 한다(Samuel et al., 2006).

2.2. 우리나라 환경부의 GIS기반 물환경정보 리시스템

우리나라는 1999년 ‘수질개선기획단’에 의해 ｢물 리정보

화 기본계획｣이 최  수립된 이래로 물 리 계 기 들이 

각자 업무 역에 한 물정보를 생산 리하고 있다(Koh, 
2011; Lee, 2000). 환경부도 수질 리 정책수립  TMDLs 
업무 지원을 해 수질과 련된 물환경정보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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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ole and function of RIT.

Fig. 5. Interface of (a) My WATERS Mapper and (b) 
EnviroMapper.

리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재 국립환경과학원에 일임되

어 수행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물

환경정보를 보다 체계 으로 리하기 해 2003년부터 

산화 연구 사업을 수행하 고, 그 결과 재 WEIS를 구축 

운  이다(NIER, 2012; WEIS, 2013). 최근에는 GIS 기
술의 용을 통해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GIS기반의 물환경

정보 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2010년부터는 미국 RF와 유사한 하천 네트워크에 

한 GIS자료를 구축하기 해 KRF 설계  구축 연구가 

수행되었다(NIER, 2010, 2011).

2.2.1. WEIS

WEIS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질 리 정책수립  TMDLs 
등의 수질 리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물환경정보의 리 

 제공을 해 구축한 DB 시스템으로 수질, 수리수문기

상, 수생태, 오염원 등에 한 물환경정보를 장 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GIS기반의 정보 제공과 함께 분석 활용을 

지원하기 해 다양한 GIS 자료도 생산 장되고 있고, 
GIS 자료와 연계한 검색  정보 표출 기능도 개발되고 있

다(NIER, 2013). Table 3은 WEIS DB에 장된 주제별 물

환경정보 구성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WEIS DB에 장된 물환경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 내부 

연구자들의 자료 공유  분석 활용을 해 개발된 ‘인트라

넷 정보시스템’과 일반 국민  외부 연구자에 한 정보 

공개를 해 개발된 ‘웹 기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물환경정보의 검색  조회는 주로 문자와 수치에 의

한 질의 검색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부에 해서는 GIS 기
술을 용하여 특정 주제에 한 GIS 자료를 조회하고 

심 지 을 선택하여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

발되었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하천망에 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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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iverSpill - upstream tracing result.

Table 3. Composition of WEIS DB
Theme Contents

Water quality Water quality gauging network, water quality in TMDL, water quality of Tele-Monitoring System(TMS) and etc.
Hydraulics / Hydrology / 

Meteorology Rainfall gauging, water level, flow rate, dams,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weather on ground and etc.

Aquatic ecosystem Attached algae, benthic macro-invertebrate, fish, vegetation, wildlife habitats, riparian environment, habitats & 
riparian Land, aquatic ecology map and etc.

Point pollution sources Basic status, industrial status, livestock status, statistics of point pollution sources and etc.
Nonpoint pollution sources Statistics of nonpoint pollution sources and etc.
Estimated pollutants load Amount of generated wastewater, amount of generated pollutants load, amount of discharged pollutants load and etc.
Water quality in TMDL Flow rate measurement attainment, flow rate measurement attainment (water level) and etc.

GIS
Thematic maps of water quality gauging location, hydraulics, hydrology, meteorology, nonpoint pollution sources, 
environmental foundation facilities, aquatic ecology system, lakes, rivers, water quality conservation district, unit 
watershed of TMDL, land cover, water quality influence area, administrative districts, vegetation and etc.

분석 등 GIS 공간분석 기능은 시스템 내에 용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에 GIS 자료의 고차원 활용을 해 네트워크 

분석 기법  시스템 용 개발 연구가 시작되었다.

2.2.2. KRF 구축 황

KRF는 미국 EPA RF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활용 실정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네트워크 공간자료이다. 2010년 한강수

계를 상으로 최  시범 설계  구축되었고, 2011년 낙

동강, 강, 산/섬진강의 3 강수계를 상으로 최  버

이 구축되었다. KRF 도형자료는 ‘하천흐름선 추출’, ‘스
트림 리치 분할’, ‘고유식별자 부여’ 순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를 해 1:25,000 축척의 국 상 하천도, 물 리 공통

유역도, 행정구역도 등이 활용되었다. 각 스트림 리치는 하

천 합류 , 주요   보의 치, 하천경계 등의 기 에 

의해 분할되었고, 도형자료는 하천 네트워크의 흐름선을 

표하는 스트림 리치로 이루어진 선형(line type) 자료와 스

트림 리치의 시작 과 끝 을 나타내는 형(point type) 자
료로 구성되었다(Lee et al., 2013; NIER, 2010, 2011).
속성자료는 미국 RF3 속성 설계서와 국내 실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설계에 따라 문자  수치를 

입력하여 구축되었다. Table 4는 도형자료에 입력된 속성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선형 자료에는 총 53가지 항목, 
형 자료에는 총 13가지 항목의 속성정보가 입력되었다. 속
성자료는 빠른 치 식별  검색을 한 ‘ 치 속성’,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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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st of attributes in KRF's point and line graphic data
Class Point graphic data Line graphic data

Location 
attributes Coordinates of X & Y (Inflow/Outflow, Max./Min.) Coordinates of X & Y

Theme 
attributes

Feature ID, Catalog Units(CU), 
Segments(SEG), Marker Index(MI), 
Reach's node ID

Feature ID, CU, SEG, MI, Upstream reach's MI, Tributary(TRIB), Classification of main 
and tributary stream, Basin's name, River's name, Classification of main and tributary 
stream as river's name, Reach's line ID, River's length, Reach's length/cumulative length, 
Presence of connected reach, Presence of start/end reach, (Reach's) Type/Level, Updated date

Topology
attributes

Number of connected reaches, Connected 
downstream reach's ID, Name of TMDL's 
watershed, Standard watershed's code, 
Administrative district's code

Administrative district's code, Inflow direction of main upstream, Inflow direction of 
complement reach, Presence of divergent reach, (Inflow/Outflow) Name of TMDL's 
watershed/Standard watershed's code/Administrative district's code/Reach's node ID, 
(Upstream left/Upstream right/Complement/Downstream/Divergence) Reach's ID

Fig. 7. Results of Korean Reach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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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struction status of Korean Reach File (2011 version)

Feature type Division Han river basin Nakdong river basin Geum river basin Yeongsan / Seomjin
river basin

Lines
Number of streams 696 793 671 458

Number of stream reaches 2,047 2,341 1,907 1,350
Total length of stream reaches [km] 7,340 7,169 4,706 3,240

Points Number of points 2,023 2,305 1,898 1,322

Table 6. Status comparison of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n RF/NHD and KRF
Comparison items US RF & NHD Korean Reach File

Composition of spatial data
Stream network (lines),

various events' location, eg. gaging stations, facilities 
and etc. (points, lines and polygons)

Stream network (lines and points)

Presence of data model Yes No

Construction district Whole continent Only four major river basins under TMDLs
(excluding of other basins)

Construction period 1973 - present (about 40 years) 2010 - present (about 4 years)
Update interval Occasional Not defined

Organizations for management
Co-management

(USGS - data management 
/EPA - update and utilization support)

Ministry of environment
(absence of cooperation system)

Presence of laws for
supporting management Yes No

Presence of guidelines for
management Yes No

Target users & release level Fully released to Internal practitioners, external 
researchers and public people

Partially released to internal practitioners
(in planning to release to public)

DB link level High
(linked to over 10 program DBs)

Low
(in planning to link with WEIS DB)

Applications development level High
(development of RAD, RIT, EnviroMapper and etc)

Low
(under development of some applications)

Study instances using the
systems and applications

Many
(in fields of GIS-based water quality, aquatic ecology, 

and watershed management)
No

트림 리치가 포함된 하천의 명칭과 표 하천코드, 하천연장 

등 기  정보 조회  검색을 한 ‘주제 속성’, 스트림 리

치 간의 연결 계 정의를 한 ‘ 상 속성’으로 구성되었

다. KRF 도형  속성자료는 벡터 형식의 공간자료 공통 

교환포맷인 shapefile 포맷으로 장 리되고 있다. Fig. 7과 

Table 5는 2011년까지 구축이 완료된 KRF의 구축 결과  

각 수계별 구축 황을 나타낸다. 재는 최신 하천  유

역 정보를 반 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해 설계 개선 

 행화 연구가 진행 이다.

2.2.3. WEIS 연계를 통한 KRF 활용 황

재까지 KRF를 연계한 GIS기반 통합 물환경정보 리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KRF를 WEIS와 연계하여 

GIS기반 통합 물환경정보 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

으로 상되나, 련 연구는 다소 진 으로 진행되고 있

다. 미국과 같은 자료 연계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해

서는 여러 GIS DB  속성 DB가 KRF와 연계되는 데이

터 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나 부재하다. 응용 어 리 이션 

개발과 련해서는 KRF가 최  구축되기 시작한 2010년부

터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일부 응용 어 리 이션 개

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부분 개발 기 단계에 머

물러 있다.

2.3. 시사  분석

Table 6은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RF  

NHD와 우리나라의 KRF에 한 구축  활용 황을 비

교한 것이다. 미국과 유사한 수 의 GIS기반 통합 물환경

정보 리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RF  NHD를 구축하면서 이

를 WATERS 내 여러 로그램 DB와 연계하여 TMDLs 
업무 활용을 한 자료 제공에 활용하고 있다. DB 리용, 
업무 지원용, 분석용 등 다양한 GIS기반 어 리 이션을 

개발하는데 이를 활용하 고, 이를 운 하기 한 자료 리 

체계  부처 간 업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음이 확인되

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KRF를 활용한 GIS기반 물환경정

보 리시스템 구축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단되었다.
KRF와 연계하여 다양한 물환경정보를 효율 으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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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기 해서는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KRF와 연계

하여 검색  조회할 수 있는 DB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

며, 이를 해서는 활용 목 에 최 화된 데이터 연계 모

델  DB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RF에서 

NHDPlus까지 발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데이터 모

델이 개발되었다. 하천 네트워크 뿐 아니라 시설물도, 모니

터링 지 도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데이터 모델이 개발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천 네트워크와 연계된 주제도들이 

하나의 데이터셋(dataset)으로 구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 KRF와 연계가 필요한 GIS 자료들을 선별하고, 이를 

KRF와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WEIS에 다양한 시설물도  모니터링 지 도

가 이미 장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한 연계 활용을 먼  

고민해야 한다. 한 타 부처와의 업을 통해 국토교통부 

하천정보 리시스템(River Information Manage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RIMGIS)이나 국가수자원 리종합정보

시스템(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 등
에 장된 GIS 자료  DB와도 연계 활용이 가능한 데이

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데이터 모델 개발 이후에는 KRF와 연계한 DB 시스템의 

설계  구축도 필요하다. DB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데이터 모델 개발 경우와 같이 최

한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DB 시스템의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한다. WEIS에 이미 다양한 주제의 물환경

정보가 10년 이상 체계 으로 축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최

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설계  구축이 진행되어

야 한다. 아울러 물환경정보가 물환경 리 실무 혹은 연구

에 활용되기 해서는 GIS기반의 다양한 어 리 이션 개

발도 필요하다. 미국에 한 벤치마킹을 통해 BASINS나 

RiverSpill과 같은 TMDLs 지원  수질사고 응을 한 

어 리 이션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KRF와 연계한 

물환경정보 리시스템이 지속 으로 운   활용되기 

해서는 미국처럼 지속 인 개선  유지보수 연구도 수행

되어야 한다.

3. Construction Schemes of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Water 

Environment Linked with KRF

3.1. KRF 연계 데이터 모델  DB 설계 방안

GIS의 첩(overlay) 분석 기능을 이용하거나, KRF 내 

각 스트림 리치의 리치 아이디를 리치 주소로써 활용하면 

KRF와 WEIS 내 여러 물환경정보는 서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리치 주소 활용 방법과 련해서는 KRF
의 각 스트림 리치를 하나의 공간주소(spatial address) 단
로 간주하고, 각 스트림 리치 구간에 향을 미치는 집수

구역도 동일한 공간주소의 단 로 간주하여 집수구역의 공

간주소를 스트림 리치의 리치 아이디로 정의한다. 그리고 

특정 집수구역 내에 포함된 모든 모니터링 지   시설물

에 해 해당 집수구역의 공간주소를 동일하게 입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개별 스트림 리치는 련 집수구역

과 동일한 공간주소를 가지게 되므로 서로 연결 계가 성

립되고, 개별 집수구역은 다시 모니터링 지   시설물과 

동일한 공간주소를 가지게 되어 서로 연결 계가 성립된

다. 그럼 결국에는 스트림 리치와 모니터링 지   시설

물과도 연결 계가 성립되어 KRF와 물환경정보 간에 연

결 구조가 생성된다.
Fig. 8은 KRF의 스트림 리치, 집수구역, 모니터링 지 에 

한 공간  연결 계의 시를 보여 다. 시에서는 각 

스트림 리치가 네 자리의 리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가정하 는데, 각 스트림 리치에 한 집수구역의 공간

주소는 포함 스트림 리치의 리치 아이디가 된다. 특정 집

수구역 내 포함된 수질측정지 이나 기상 측소의 공간주

소는 해당 지 들을 포함하는 집수구역의 공간주소로 정의

된다. 이러한 첩  공간주소 설정에 의한 연결 구조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심 스트림 리치를 선택하고, 선택

된 스트림 리치의 리치 아이디를 이용해 련 집수구역을 

검색하며, 해당 집수구역 내 포함된 모니터링 지   시

설물을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 스트림 리치 구간과 

련된 모니터링  시설물의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검색

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러한 연계는 스트림 리치 단 의 

집수구역도 구축이 제되어야 한다.
상기 KRF 기반의 공간  연결 계를 바탕으로 KRF와 

WEIS DB의 물환경정보는 략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연계

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데이터 모델  DB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Fig. 9는 세 가지 연계 방법에 따

른 데이터 모델  연계 구조를 개념 으로 도시한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단순 GIS의 첩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

이다. KRF의 스트림 리치와 일 일로 응하는 집수구역

도를 시설물도나 모니터링 지 도 등의 도형자료와 첩하

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된 시설물 는 모니터링 

지 에 해서는 련 속성을 검색한다. 이 방법은 기존 

DB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공간분석만을 통해 시설물 

 모니터링 지 을 검색하므로 자료 리  유지보수 측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공간분석 과정에서 많은 연

산이 요구되므로 연산  처리 속도에서 매우 불리하다. 
한 집수구역도 유역 경계가 실세계 유역 경계와 다르거

나, 시설물도나 모니터링 지 도가 실제 치와 상이할 경

우 자동 검색된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잘못된 분석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첩 분석 없

이 리치 아이디만으로 물환경정보의 검색이 불가능하며, 
첩 분석을 한 집수구역도가 부재한 경우 연계가 불가능

하다.
두 번째 방법은 KRF의 리치 아이디를 기존 DB 테이블

에 직  입력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계 검색이 요구

되는 DB 테이블의 각 코드에 련된 스트림 리치의 리

치 아이디를 사 에 입력하고, 특정 스트림 리치를 상으

로 정보를 검색  조회하는 경우에 즉시 리치 아이디로 

질의문을 만들어 검색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 

첩연산에 의한 연계 방법보다 빠른 검색을 지원하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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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KRF based spatial link relationship.

Fig. 9. Conceptual data link methods between KRF and WEIS data.

치 아이디만으로 직  자료 검색  근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한 리치 아이디 입력 과정에서 치 오류를 

미리 확인하고 편집이 가능하므로 분석 정확도 리에도 

상 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KRF가 수정 갱신되는 경우 

련 DB에 입력된 모든 리치 아이디 정보를 수정해야만 

하며, 수정 편집과정에서 자료 훼손  오류 발생의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자료 갱신과정에서 추가 비용 투입이 

요구된다.
세 번째 방법은 KRF의 리치 아이디와 기존 DB 테이블 

고유식별자를 동시에 장하여 연결 계 정보를 생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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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DB화하여 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KRF나 기

존 DB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오직 연계 정보 리

를 한 테이블만 생성 리한다. 정보 검색  조회 시에

는 연계 정보 리 테이블에서 검색 상의 시설물이나 모

니터링 지 의 고유식별자를 검색하고, 이를 통해 련 

GIS 자료와 속성자료를 검색 조회한다. 원본 자료의 무결

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방법으로 KRF가 수정 갱신되더라

도 기존 DB와는 독립되어 있으므로 원본 DB 자료의 수정 

갱신이 필요치 않다. 한 연계 정보 리 테이블에 이력 

정보도 추가 으로 리할 수 있어서 KRF가 갱신되더라도 

버 별 연계 정보 리가 용이하고 이에 따라 자료의 유지

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검색 처리 속도에서는 최

소 두 번의 검색 과정이 요구되므로 두 번째 방법보다는 

다소 느릴 것으로 상된다. 한 연계 정보 리 테이블

의 생성을 해 추가 DB 구축이 요구되며, KRF가 갱신되

면 연계 정보도 함께 갱신되어야 하여 다른 방법에 비하여 

시스템으로 구 하는 경우 기 구축  유지 리에 많은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상된다.

3.2. KRF 연계 통합 물환경정보 DB 시스템 구축 방안

KRF 연계 데이터 모델  DB의 설계가 완료되면 DB 
시스템의 설계  구축이 요구된다. 상기 제시한 데이터 

연계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DB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시스템 구성은 달라지며, 시스템 

내 데이터 검색 과정도 달라진다. Fig. 10부터 12는 데이터 

연계 방법에 따른 개념  DB 시스템 구성  이를 통한 

검색 과정을 보여 다.
Fig. 10과 같이 첫 번째 방법으로 KRF 연계 DB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경우 기존 DB 시스템에서 필요한 추가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이며, KRF DB와 GIS SDK (Software 
Development Kit)을 포함하는 활용 어 리 이션이 필요하

다. 모든 자료의 연계는 활용 어 리 이션 내부에서 수행

된 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스템은 구성이 간단하여 시스템 구 이 용이하고, 
기 구축비용도 게 소요되는 장 이 있다. 그러나 KRF 

연계 검색 과정에서 반드시 지오 로세싱(geoprocessing) 
기능에 의한 첩분석을 매회 수행해야 하며, 이는 많은 

양의 연산을 요구하여 검색 처리 속도의 하를 가져올 것

으로 상된다. 기 시스템 구축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활용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할 것으로 상된다. 특히 사

에 심 스트림 리치가 정의되어 있고 해당 스트림 리치에 

련된 모니터링 수치자료를 검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첩 과정을 거쳐야 하고, 다시 속성을 검색해야 하므로 빠

른 검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불리하다. 한 다수의 사용

자에 의해 동시 근 활용이 요구되는 경우 처리 속도가 

히 하될 가능성이 높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고사양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이나, 고사양 시스템이 도입될 지라도 

검색 처리 속도 면에서 다른 방법에 비해 한계가 따른다. 
단, 소수의 사용자에 의해 간헐 인 연계 검색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최  방법이 될 수 있으

Fig. 10. Conceptual composition of DB system and query 
processes according to the 1st data link method.

므로 실제 시스템 구축 시 사용자 수  활용 빈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Fig. 11과 같이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요구되는 추

가 구성요소는 세 가지이며, 첫 번째 방법의 시스템 구성

에 더불어 KRF 리치 아이디 정보 리를 한 어 리 이

션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을 운 하기 해서는 기존 DB에 

한 수정 편집을 통해 각 코드에 스트림 리치의 리치 

아이디 정보를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

을 자동화하기 해 리치 아이디 정보 리 지원을 한 

어 리 이션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기 첩에 의한 

데이터 연계 방법에 착안하여 개발 가능하다. 최 로 각 

스트림 리치와 일 일 응하는 집수구역도를 WEIS 내 

GIS 자료와 첩하고, 포함 계를 자동 식별하여 해당 스

트림 리치의 리치 아이디를 GIS 자료에 입력한다. 기존 

DB 내 GIS 자료의 치정보가 잘못 장되어 있어서 첩 

결과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자동 입력 정보를 편집 수정

하도록 한다. 그리고 리치 아이디 정보가 입력된 GIS 자료

와 WEIS DB 자료를 두 자료 간 연계키로 계형 결합

(relational join)하여 GIS 자료에 장된 스트림 리치의 리

치 아이디를 다시 속성자료에도 동일하게 복사한다.
이 게 구축된 시스템은 첩에 의한 공간연산 없이 

WEIS DB에 즉시 근하여 자료 조회를 가능하게 하므로 

가장 빠른 검색 처리를 지원한다. 따라서 자료 연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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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ceptual composition of DB system and query 
processes according to the 2nd data link method.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시스템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단, KRF가 수시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동기화를 해 모든 

자료에 한 갱신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갱신 정보에 한 이력 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력정보 

DB와 이를 리하기 한 추가 어 리 이션의 개발이 요

구된다. 이는 장기 으로 시스템 리 차원에서 유지 리 

비용의 증 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Fig. 12와 같이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요구되는 추가 구성요소는 크게 네 가지이며, 첫 번째 방

법의 시스템 구성에 더불어 RAD  이를 리하기 한 

어 리 이션이 추가로 필요하다. RAD는 특정 스트림 리

치의 리치 아이디와 련 모니터링 지  혹은 시설물의 고

유식별자 정보를 하나의 코드로 묶어 연계 정보로 장

한다. RAD에 장되는 연계 정보는 RAD 리 지원 어

리 이션에 의해 생성 리토록 하며, 상기 두 번째 시스

템 구성에서 첩에 의한 고유식별자 정보 자동 입력 방법

을 유사하게 용한다면 해당 어 리 이션의 개발도 가능

Fig. 12. Conceptual composition of DB system and query 
processes according to the 3rd data link method.

하다. 아울러 첩 분석에 이용된 KRF의 버 , 생성 일자, 담
당자 등의 다양한 이력 정보도 RAD에 함께 장토록 한다.
이 시스템은 원본 DB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독립

으로 연계 정보를 생성 리하므로 가장 안 하게 DB의 

운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 이 있다. 아울러 두 번

째 시스템은 KRF가 갱신되는 경우 모든 DB의 코드를 

수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시스템에서는 간에 추

가되는 DB의 연계 정보만을 갱신하거나 추가하기만 하면 

되므로 기존 DB 자료를 수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 버   이력 정보 리

가 용이하므로 장기  자료 리 차원에서 가장 유리하다. 
참고로 미국 EPA WATERS는 세 번째 구성과 유사한 형

태로 구축 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자료 검색 

과정에서 반드시 RAD에 한 검색을 일차 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두 번째 시스템보다 검색 처리 속도가 다소 느려진

다. 물론 첫 번째 시스템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검색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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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다만, 추가 구성요소가 많은 

만큼 기 시스템 구축  유지 리 비용은 가장 많이 투

입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을 설계  구

축하는 경우 활용 목   비용에 한 종합 인 고려가 

요구된다.

3.3. KRF 연계 활용 어 리 이션 개발 방안

DB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사용자 계층  활용 목

을 고려한 활용 어 리 이션이 개발되어야 한다. 사용자 

계층은 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와 ‘외부’로 구

분되어 정의될 수 있다. 내부 사용자는 물환경 리를 담

당하는 공무원 내지는 실무자가 될 것이며, 외부 사용자는 

일반 시민  외부 연구자가 될 것이다. 각 사용자 계층에

서 요구하는 물환경 정보의 수 과 활용 목 이 다르기 때

문에 이에 한 요구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 

활용 어 리 이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 사용자의 경우 개 물환경 리 정책수립, 수질 측, 

사고 응 등이 주요 활용 목 일 것이므로 이를 지원하는 

활용 어 리 이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질 측, 사
고 응과 련해서는 모델링 기능의 탑재가 요구된다. 과거

에는 이를 해 필요한 표 화된 하천 네트워크 GIS 자료

가 부재하 고, 이를 기반으로 물환경정보의 자동 조회도 

불가능하여 미국과 같은 다양한 모델링 어 리 이션 개발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장래 DB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미국 BASINS나 RiverSpill과 같은 GIS와 모델

링 로그램을 연계한 어 리 이션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

로 단되므로 이에 한 개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외부 일반 시민을 상으로는 환경 리 교육  계몽, 수

질 리 사업 홍보를 목 으로 웹GIS기반 활용 어 리 이

션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 웹GIS로 제공되고 있는 물환

경정보시스템에 KRF를 포함하고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추

가하여 수질측정 지 별 향하천  향권역의 검색 등

을 가능하게 한다면 수질 리 교육  계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외부 연구소  학에 의한 물환경 분야 연구 활성화를 

해서는 일반 시민을 상으로 하는 정보제공 시스템과는 

별개로 문가 집단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네트워크 분석 

기능과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물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시

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재 많은 외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물환경 평가  분석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특
정 하천 구간을 상으로 연구에 필요한 국가 물환경 자료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

는 시스템 는 서비스는 부재하다. 국가에서 거액의 산

을 들여 수집한 다양한 물환경 자료  정보를 많은 연구

자들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물

환경 연구 분야의 발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3.4. KRF 개선  유지보수 방안

KRF와 연계한 다양한 물환경정보 제공  활용 시스템

이 구축될지라도 KRF 자체에 한 개선  유지보수가 지

속되지 않으면 자료에 한 신뢰도  활용도가 떨어질 가

능성이 크다. 특히 지리정보의 특성상 GIS 자료는 시간 흐

름에 따른 변화를 항상 반 해야 한다(Kim, 2011). 따라서 

최신성 유지를 해 KRF 개선  유지보수 연구는 지속되

어야 하며,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최신 하천 형상  상 정보가 항상 KRF에 반

되도록 KRF의 지속 인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소

하천 단  유역 리를 지원하고, 통합 물환경정보 시스템에

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표 유역도보다 작은 단 인 스트

림 리치 단 의 집수구역도 구축  갱신도 함께 이루어져

야 한다. 일반 으로 GIS 자료 갱신은 수시 혹은 특정 주

기로 수행되나, 수시 갱신은 주기단  갱신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특정 주기로 리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단되며, 이러한 주기를 정할 때 하천기본계

획과 연계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하천을 상으로 

연단 로 수정 갱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KRF의 정확도 리  활용에 한 표  마련이 

필요하다. 재 KRF 정확도 리를 한 표 화된 검수 

 검증 차가 부재하다. 미국은 USGS 차원에서 국가 지

도 정확도 표 이 있고, 이를 용하여 NHD를 유지 리

하고 있다(FGDC, 1998). 우리나라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기본공간정보를 상으로 정확도 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

으므로 KRF의 신뢰도 제고를 해서는 련 지침들에 

한 검토  고찰을 통해 KRF에 한 정확도 리 표 이 

마련되어야 한다(MLTM, 2012). 특히, KRF의 치, 속성, 
상정보에 한 정확도 리 기 , 검수  검증 차 등

의 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미국과 같이 물정

보 리 련 부처들과의 의체  업체계 구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KRF를 련 부처  부서간 

정보 교환 표  자료로서 공동 리  활용되도록 장려해

야 한다.
셋째, KRF 구축 상지역을  국토로 확 하여야 한다. 
재는 TMDLs가 용되는 4 강 수계를 주요 상으로 

KRF가 구축되어 있으며, 기타 수계에 해서는 일부만을 

상으로 구축되었다. 통합 물환경정보 시스템이  국토를 

상으로 서비스되기 해서는 나머지 기타 수계에 한 

KRF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간에 모든 수계를 상

으로 KRF를 구축하는 것은 일시에 많은 비용의 투입이 요

구된다. 따라서 남은 수계에 해 2년 혹은 3년 단  계획

을 세워 확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넷째, KRF의 유지 리 자동화를 한 GIS기반 어 리

이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2010년 이래 KRF 구축 방

법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이에 따라 KRF가 구축  갱신

되고 있으나, 향후 보다 효율 인 갱신  유지 리를 하

기 해서는 KRF 도형  속성자료 생성을 자동화하는 

GIS기반 어 리 이션 개발이 요구된다. 물론 도형자료 제

작 작업을 지원하기 해 실폭하천도로부터 하천 심선을 

자동 추출하는 로그램이 개발되었다(Park et al., 2010).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수작업 후처리 작업이 필요하

고, 자동화 기능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단되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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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에 한 보완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KRF 구축  이를 연계한 통합 물환경정보 리

시스템의 유지 리와 활용에 한 당 성 제고를 해 

KRF 구축  운  활용에 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앙

부처 차원에서 KRF 구축  유지 리 의무, 담당부서, 특
정 업무 내 활용 의무 등을 정의하는 법제 개정이 필요하

고, 이를 근거로 체계 이고 지속 인 유지 리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를 들어, 환경 향평가에 있어 수질모

델링에서 KRF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물환경정보를 

의무 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의 활용 규정이 제정된다면 

활용도 제고  련 업무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

로 상된다. 참고로 건축 분야에서는 3차원 GIS 기술  

하나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건축 설계에 

의무 활용토록 법제가 정비된 사례가 있다(Kim et al., 
2012). 이를 벤치마킹한다면 물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 향

평가 혹은 TMDLs에서 KRF  이와 연계된 물환경정보의 

공공 활용 의무에 한 법제화도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4. Conclusion

본 연구는 향후 KRF와 연계한 GIS기반의 통합 물환경정

보 리시스템을 효율 이고 체계 으로 구축하기 해 

GIS기반의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표로 수행되었다. 선행사례로 미국의 GIS기반 물환경정보 

리시스템에 한 조사  고찰이 이루어졌고, 미국 RF 
 NHD의 구축 황과 활용 체계를 우리나라 실정과 비

교해 으로써 시사  분석이 가능하 다. WEIS를 연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통합 물환경정보 리시스템 내에서 

KRF와 기존 DB 간 데이터 연계 방법, 이에 따른 시스템 

구성, 활용 어 리 이션 개발 방안 등이 고찰되었고, 시스

템의 지속 인 유지 리를 해 요구되는 KRF 개선  

유지보수 방안도 고찰되었다.
국내외 사례 조사  시사  분석 결과, 2010년 KRF가 

구축된 이래 우리나라도 GIS기반 통합 물환경정보 리시

스템을 구축하기 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재 많은 부분에서 추가 연구  노력이 필

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KRF 연계 데이터 모델 

설계, 시스템 구축, 활용 어 리 이션 개발 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한 연구 개발 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단되었다.
KRF 연계 데이터 모델  DB 설계와 련해서는 기존 

WEIS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KRF와 

WEIS DB와의 데이터 연계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단되었으며, 첫 번째 방법은 첩 연산에 의한 

연계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KRF의 리치 아이디를 기

존 DB에 직  입력하는 연계 방법이며, 세 번째 방법은 

KRF와 기존 DB 간의 연결 계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DB로 장하는 연계 방법이다.
세 가지 연계 방법으로 DB 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각 

시스템 구성과 검색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하여 

고찰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각 연계 방법에 따라 시스템 

구성  검색 활용 과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단되었다. 
시스템 구성은 첫 번째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검색 활용 

측면에서는 두 번째 방법이, 시스템의 보안  유지 리 

측면에서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단되었

다. 따라서 실제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종합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물환경정보를 활용한 GIS기반 어 리 이션 개발에 있어

서는 활용 목 과 사용자 계층을 고려하여 연구 개발이 진

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내외부 사용자의 정의와 

각 사용자 계층이 요구하는 정보  기능에 한 분석이 필

요하며, 다양한 어 리 이션 개발을 통해 수질 리 업무와 

물환경분야 연구를 함께 지원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마지막으로 KRF의 지속 인 활용  리를 해서는 

KRF의 정기  갱신, 리  활용을 한 표  개발, KRF 
구축 상지역 확 , 유지 리 지원 자동화 어 리 이션 

개발, KRF 리  활용에 한 법제화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을 

반 한 실질  시스템 구축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KRF 
개선  유지보수도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래에는 미국처럼 KRF를 연계한 GIS기반의 

통합 물환경정보 리시스템이 실제 구축 운 되어야 한다. 
과학 이고 체계 인 물환경정보 리 시스템의 도입은 우

리나라 물환경 연구 분야의 발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나아가 이는 다양한 물환경정보의 종합 인 활용 

 분석을 통한 수질 리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 물환

경의 실질 인 개선  보 에도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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