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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분석 보고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GIS서버와 일반 DBMS를 연동하여 인터넷(Web)  서비스를 발행합니다.  

본 시스템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기반의 오픈 소스 및 데이터를 연계합니다. 

H/W, S/W PC - Web사용자용 논리적 자료구성(서버구성) 

     GIS Server 

GIS 서버 

GIS 
Web 

DBMS 서버 

GIS 
C/S 
DB 

- GIS데이터 
- 속성정보 

- 공간 DB 
- 속성 DB 

GIS Client 

GIS Client 엔진 

     WEB Server 

Apache 
PHP 

Web Server 

-  3D맵 지도API 연동 
-  2D맵 WMS, TMS 연계…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 로드뷰연동 

Street View 

-  2D맵 WMS, WFS,TMS 연계 
-  지역검색 API 

국가지도 

-  2D맵 WMS, TMS 연계 
-  지오코딩(주소 <-> 좌표) 

구글 지도 

-  환경주제도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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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h-up 

Open 
API 

GEOServer 
GIS Web Adaptor 

-RIA 기술인 플래시로 개발된 지도 솔루션  
-다중 플랫폼(Unix, Windows, Mac 등의 OS) 지원 
-IE, 구글크롬 등의 인터넷 브라우저 지원 
-동적 백터 지도 서비스 제공 

- Web 기반 프레임워크를 
통해 능동적 웹 지도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
다. 

- 지오 코딩, 라우팅, 매핑 
및 데이터 시각화 등의 매
핑 및 GIS 분석 

시스템 구성 

 …  … 



1. 태양광 – 직달일사량(kWh/m²·d) 

자원지도 

해상도 : 1*1km 위도, 경도, 직달일사량 



2. 지형도 – 해상도 : 10*10m, 25*25m 

고도 경사 향 음영 

H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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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판단(지적도, 법정도로, 지목’도’, 현황도로) 
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행위규제 파악 
도시계획도면(고시내용 참조) 
환경정보,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 외 오픈API 판단 
국가공간정보 오픈맵, API, 검색 
산림청 오픈API 및 임상도 등 

자원지도 

3. 수치지도 - 국가/민간OpenMap WMS/WFS, 자체제작 수치지도 



1. 입지분석 순서 

1단계 작업모드 

임의  
위치선택 

2단계 대상지 선택 모드 

1필지 이상 선택모드 (면적계산) 

우측 지도제어도구에서 면적제기 선택 
(좌측 레이어 선택 모드와 관계없이 우선 동작) 

주소 검색 모드 

좌측 [검색]에서 주소 구분을 선택후 검색 
좌측 [레이어] 목록에서 건물/지적도 선택 

지도 레이어 선택 모드 

좌측 [레이어] 목록창에서 지적도/건물 레이어 선택 
또는 타 주제도 미선택시 지도위 클릭 

OR 

OR 지번/지명/종합 모드시 

주소(도로명) 모드시 

자동 

주소 미검색 지역 

(모든 모드)지적검색 지역 

(모든 모드)건물검색 지역 

지도 위 
마우스 
클릭 
Or 

그리기 

건물선택 

지적선택 

태양광발전량 및 입지분석 



3단계 대상지 지정 2단계 

임의  
위치선택 

건물선택 

지적선택 

건물선택 

지적선택 

그려진 임의 지역  
분석선택 

그려진 
도형에 
인접한 
지적도 

그려진 도형 
대상 

다중지적
선택 

도형선택 

대상지(연속지적도 기반)을 편집지적도와 
비교중첩 및 위치로 이동 

1. 입지분석 순서 

태양광발전량 및 입지분석 



4단계 : 태양광발전량 및 입지 분석 

건물선택 

지적선택 

다중지적
선택 

도형선택 대상지 분석선택 
대상지 입지 분석 

발전량 분석 

3단계 

1. 입지분석 순서 

태양광발전량 및 입지분석 



지도모드 
(브이월드,다음,네이버,구글 일반/위성) 

지도제어 

좌측메뉴 

위치정보(주소, 좌표, 스케일) 

행정경계 
빠른 선택 

주소/지명 검색 
레이어제어(주제도) 

지도 이동/회전, 북마크 
스케일 조정 
지도 색상 (밝기/흑백) 
지도제어모드 
로드뷰, 

3D 창 

색인지도 

시스템화면 



10*10m 및 25*25m 표고/경사 분석 및 shp파일 저장 
새주소 도로, 지목 도로, 도시계획 도로, 건물, 용도지역/지구 검색 

표고10*10m 
경사10*10m 
경사25*25m 

다른 탭으로 전환시에도 
항상 보이기 

SHP파일로 
저장 

해당 지자체 조례 

종합평가 

시스템화면 

1. 입지분석 (종합) 



시스템화면 

1-1. 입지분석 (해당 지자체 조례) 

해당 지자체 조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도시계획 조례 



새주소건물 
주택 

새주소도로 
도시계획 도로 
토지특성정보 도로 
실폭도로(수치지형도)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보전산지 
초지 
영농여건불리농지도 

환경부 :생태자연도 
산지(보안림) 
산림보호구역 
문화재보호도 

제영향성평가 다른 탭으로 전환시에도 
항상 보이기 

SHP파일로 
저장 건축가능용도 분석 

시스템화면 

2. 입지분석 (상세) 



시스템화면 

2-1. 입지분석 (상세 - 건물) 

반경 200m내 주택 7호  

가능지의 인접 주택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 



시스템화면 

2-2. 입지분석 (상세 - 도로) 

반경 500m내 도로  

도로명주소 

도로(도시계획) 

도로(토지) 

도로(실폭) 



시스템화면 

2-3. 입지분석 (상세 – 용도구역/지역, 산림, 농지 목록) 

대상지내 생산관리지역 

대상지내 영농여건 불리 농지(반경면적 250m) 

대상지내 영농여건 불리 농지(반경면적 500m) 



시스템화면 

2-4. 입지분석 (상세 – 생태/환경/기타) 

대상지내 생태자연도 (2, 3등급) 



시스템화면 

3. 태양광발전량 계산 



조회된 지적도 이동 

시스템화면 

4. 부가 기능 

연속지적도와 편집지적 비교 및 지적도 이동편집 분석 



시스템화면 

인접된 도로, 주택에 대한 버퍼링으로 대상지의 교집합 불가 검토 지역분석 

4. 부가 기능 



 지도회전 : 지도를 회전합니다 (N버튼 클릭시 정북으로 원위치) 

 초기화면이동 : 작업영역으로 지도 이동 및 줌인 

 지도이동 : <>∧∨ 버튼과 키보드 화살표, 마우스 좌측 클릭 후 지도 이동 

 지도 스케일 : +-버튼, 슬라이드 바, 마우스 휠로 지도 확대/축소 

 배경지도 밝기 1~3단계 및 흑백모드 조정 

 지도 초기화 : 지도 작업후 다시 그리기 

 출력모드 : 프린터 출력, 이미지 저장 

 분석대상지 파일열기 : 저장파일 가지고 오기 

 지도 제어 : 이동 모드시 마우스로 지도이동 및 객체 선택 

    확대/축소/거리/면적은 마우스 클릭과 드래그, 더블클릭으로 제어 

    거리계산시 3차원 고도 데이터 연동 

 로드뷰 : 지도상의 도로 위를 클릭시 다음 로드뷰를 연동 

 가시권분석1, 2 

마우스 이동시 지도상에 위치 표시 가시권 분석1 

지도회전  
N클릭시 정북방향 

초기화면으로 이동 

8방향 이동 버튼 

이전/다음 화면 이동 

지도 스케일 조정  
버튼 및 슬라이드 

배경지도 밝기 및 흑백 

지도제어모드 
이동/확대/축소 
/거리/면적 계산 

StreetView (로드뷰) 

지도 초기화 
(다시그리기) 

가시권 분석1 

지도출력 

시스템화면 

지도 제어 도구바 

4. 부가 기능 

가시권 분석2 

가시권 분석2 

분석대상지 파일열기 



 로드뷰 모드에서 지도상의 도로 위를 클릭하면 우하단에 로드뷰(파노라마 
사진)창이 나타납니다. (현재 사이트의 팝업차단을 해제하십시요) 

 로드부창에서 제어도구버튼 또는 마우스로 이동 및 확대를 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지도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로드뷰창을 이동하며 시설물 위치확인 및 2D지도상에서 위치와 방향 연동 

StreetView(다음 로드뷰)  
보기 모드 실행 

1 

지도 위를 클릭하면 파노라마창이 나타남 

2 

파노라마창에서 회전 또는 이동시 
지도상에 아이콘이 표시됨 

3 

아이콘 심볼을 드래그로 끌어다 
놓아도 파노라마 위치가 갱신됨 

4 

시스템화면 

로드뷰 제어 GIS(일반 및 위성영상) + 3D맵 + 로드맵 = 시설물 위치 기반 정보 조회 

 오픈지도를 연동하여 시설물 위치를 조회하고, 주변 지형 및 관련 정보를 연동하여 볼 수 있습니다. 

4. 부가 기능 



지도 이동  

① 마우스 : 지도 위의 위치를 선택하고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상/하/좌/우로 지도상에서 위치이동 
② 네비게이션 : 네비게이션을 클릭해서 원하는 곳으로 상/하/좌/우 위치이동 
지도 확대/축소  
① 마우스 : 지도 위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상하로 이동하여 지도를 확대/축소 
② 네비게이션 : 네비게이션바에서 +/- 스크롤을 이용하여 지도를 확대/축소 

지도 좌/우 회전  
① 마우스 : 지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좌/우로 드래그하여 지도를 회전 
② 네비게이션 : 네비게이션바의 좌/우를 클릭하여 지도를 회전 
지도 시야각 변경  
① 마우스 : 지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상/하로 움직이면 시야각을 조절 
② 네비게이션 : 네비게이션바에서 마우스를 상/하/좌/우로 클릭하여 시야각을 조절 

브
이
월
드
 
기
본
조
작
법 

3D 창 열기/닫기 버
튼 

 3D 창 열기 버튼을 클릭시 현재 메인 2D
상의 위치로 3차원 국토부 브이월드창이 
표시됩니다. 

 브이월드는 계속 구축중이며 3차원 건물
과 지형이 표현됩니다. 

 브이월드는 현재 Internet Explorer에서 
구동되며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vworld.kr/po_main.do ) 

시스템화면 

3D 지도 제어 GIS(일반 및 위성영상) + 3D맵 + 로드맵 = 시설물 위치 기반 정보 조회 

 오픈지도를 연동하여 시설물 위치를 조회하고, 주변 지형 및 관련 정보를 연동하여 볼 수 있습니다. 

http://www.vworld.kr/po_main.do


용도지역 

시스템화면 

주제도 중첩 및 조회 



시스템화면 

주제도 중첩 및 조회 

생태자연도 

지도모드에서 “None” 
선택시 배경지도 삭제  



시스템화면 

주제도 중첩 및 조회 

국토환경성평가 



 오픈지도를 연동하여 시설물 위치를 조회하고, 주변 지형 및 관련 정보를 연동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단일 지적에 대한 팝업메뉴 

여러 지적에 대한 팝업메뉴 

시스템화면 

타 서비스 연계조회 



건물에 대한 팝업메뉴 

시스템화면 

온나라 부동산지도 및 도로명주소 조회 서비스 연계 



시스템화면 

1. 대상지 검색 후 위치로 이동하여 지적도를 중첩하고 3개의 대상지 지적도를 선택 

   경남 합천군 쌍백면 하신리 산29  

   경남 합천군 쌍백면 하신리 산56 
   경남 합천군 쌍백면 하신리 산57 

5.입지분석예제 



25*25m 경사도 분석 
* 평균경사: 14.75° 
* 최소: 3.15° 
* 최대: 25.17° 
* 급경사지(20°이상): 10.3% 

10*10m 경사도 분석 
* 평균경사: 18.43° 
* 최소: 0.62° 
* 최대: 34.47° 
* 급경사지(25°이상): 11.8% 

10*10m 표고분석 
* 평균고도: 179.86m 
* 최소: 116.02m 
* 최대: 231.47m 
* 표고차: 115.44m  
* 개발가능: 32.3% 

시스템화면 

2. 대상지의 지형을 분석 (고도, 10/25m경사도의 가부 영역) 



시스템화면 

3. 경제성분석 및 입지분석 종합 판단 



입지분석 보고서 

보고서예제① 



입지분석 보고서 

보고서예제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