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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PC,모바일 는 웹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지도 서비스 는

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다축척 지도 데이터베이스

를 생성하기 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이를 해,지도 서비스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연속지 도와 수치지형도,도로명주소 자지도를 기

반으로 하여 지도 일반화 과정을 용함으로써,다축척 지 편집도 모델의

생산과정을 최 한 자동화하기 한 일련의 방법론을 설계하 다. 한,이러

한 방법론을 실제 지도 데이터에 용하여 로토타입 형태의 다축척 지 편

집도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다축척 지 편집도 데이터셋 구축을 한 지도 일반화 과정은 크게 세 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첫째, 실 불부합 문제 등 지 도의 부족한 정보를 수치

지형도로부터 보완하기 해,도로,하천,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련 데이터

를 수치지형도로부터 추출하여 스트로크(stroke)단 로 재구조화한 후,네트

워크 객체의 다양한 속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목표 축척수 에 맞게

히 선택/삭제하 다.둘째,축척에 따른 네트워크 데이터를 연속지 도 에

첩하여 첩률을 기 으로 연속지 도를 네트워크 역과 비네트워크 역

으로 구분하 으며,구분된 역 내에서의 필지경계선들에 하여 필지의 기

하학 ,속성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상 요도가 낮은 필지 폴

리곤을 인 한 동일 지목 는 이종 지목의 필지 폴리곤에 병합하는 방식으

로 연속지 도를 목표 축척수 에 맞게 히 병합하 다.셋째,필지 병합

결과 선형 데이터에 하여 두 단계로 구성된 하이 리드 선형 단순화 방법

론을 용하 는데,기존의 단순화 알고리즘에 하여 높은 성능을 보이는

섹션의 형상 요소를 분석한 후,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형 객체를

균질한 섹션으로 세분화하고 세분화 로세스에서 할당된 단순화 알고리듬을

용하여 단순화하 다.제안한 방법론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시각 (정성

)이고 통계 (정량 )인 평가를 실시하 다.

이와 같은 연속지 도 일반화 기법은 네트워크 데이터의 계와 형상을 고

려하여 단계 으로 가구계 역을 구분할 수 있어 지 편집도의 가독성을 향

상시킬 수 있었다.본 방법론을 통해 생성된 축척수 별 지 편집도에 한



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민간업체에서 생산한 지 편집도에 비하여 축척

수 에 따른 자연스러운 필지의 병합과 네트워크 데이터의 시각화가 이루어

지는 장 이 있었다. 한 결과 선형을 단순화하는데 있어서 하이 리드 단

순화 기법을 용한 결과,단순화 알고리즘의 개별 용에 비해 형상 특성

을 더 잘 보존하 으며 더 은 치 오차(거리,각도,면 오차)를 발생시

켰다.

본 연구를 통해 연속지 도를 원하는 축척에서 볼 수 있는 다축척 지 편집

도 모델을 제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일반사용자가 웹 는 모바일 환경에서

연속지 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한,축척별 지 편집

도를 생성하는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지 편집도의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약할 수 있으며,균질한 품질의 지 편집도의 제작이 가능

하고,필지 정보의 갱신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주요어 :공간데이터,다축척 데이터베이스,지도 일반화,네트워크 

선택,폴리곤 병합,선형 단순화

학  번 :2009-3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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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 배경 목

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Service,LBS)는 통신망 는 GPS(Global

PositioningSystem)를 통해 취득된 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이다.최근,스마트폰의 보 과 IT기술

의 발 에 힘입어 지도서비스 치기반서비스 산업이 격한 속도로 성장

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규모는 2014년 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2011).국내에서도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를 비롯하여 경로안내 서비스,주변 POI(Point of

Interest)검색 서비스, 치기반 소셜네트워크(SocialNetwork)서비스, 치

기반 자상거래 등 다양한 치기반 서비스가 각 을 받고 있다.아래의 그

림은 치기반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보여 다

(방송통신 원회,2010).

<그림 1-1>다양한 치기반서비스 (방송통신 원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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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반서비스는 지도 심의 지리 정보 서비스이며 주로 웹 라우져

는 모바일 기기에서 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정된 지도를 보여주

기 해 발 해온 통 인 지도학에서는 치기반서비스의 특별한 요구사항

을 반 하기 힘들다.고정된 지도 시스템과 달리 치기반서비스를 한 지

도는 작은 스크린,계속 인 치의 변화,자기 심 이라는 다양한 제

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치기반서비스에서의 지도 더링을 해서는 이러

한 제약조건에 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를 들면,작은 스크린

제약조건 하에서 통 인 지도가 가지고 있는 방 한 양의 상세정보는 치

기반서비스 응용에서는 더욱 단순화,일반화 되어 필요한 정보만을 남겨야

한다. 한 계속 으로 사용자의 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치와

상황에 맞게 배경 지도가 상시 으로 검색,갱신되어야 한다.이러한 이슈들

은 통 인 지도학에서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최근 들어 Web

Mapping을 한 일반화가 요한 연구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Cecconiand

Galanda,2002). 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치기반서비스가 가지는 제한조건

과 특징들을 고려하 을 때, 통 인 지도체계에서보다 유연하고 효율 인

일반화 시각화 알고리듬이 개발되어야 한다(Gartneretal.,2007).

<그림 1-2>지도의 벨과 맵 캐시 (ESRI,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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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데이터를 웹 는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하는데 있어서,지도의 인

는 아웃 기능을 지원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다양한 축척수 에 따른

지도 데이터셋을 구축한 후,각각을 래스터 형태의 맵 캐시로 데이터베이스

화 해놓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맵 캐시를 서버에서 송해주어야 한

다(JonesandWare,2005).<그림 1-2>는 지도서비스에 있어서 지도의

벨에 따른 다양한 축척수 의 맵 캐시를 나타낸다.이러한 맵 캐시 서비스를

해서는 서비스 상 지역에 하여 다양한 축척수 으로 지도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다축척 데이터베이스

(Multi-Representation/Resolution/ScaleDatabase,MRDB 는 MSDB)는 같

은 지리 엔티티 는 상을 몇 가지 다른 표 으로 나타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말한다.하나의 다축척 DB에서는 동일한 객체를 지리 는 시멘틱

추상화를 통해 다양한 축척 수 에 따라서 다르게 표 하고 구성하고 있다

(<그림 1-3>).

<그림 1-3>MRDB에서 건물 객체를 축척수 별로 표 (Kilpeläinen,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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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반서비스를 한 다축척 지도를 서비스하는데 있어서,다수의 국내외

지도생산 업체들(Google,Apple,Microsoft,Nokia,네이버,다음,SK C&C

등)이 고유의 지도 DB를 직 구축하고 있으며,자사의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오 API1)등의 형태로 다른 치기반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

소,2012).그러나 다축척의 지도 DB를 생산하는 작업이 아직까지 상당부분

을 수동편집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도의 생산과 갱신에 상당한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지도의 균질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지도 일반화(mapgeneralization)기술은 축척의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도 상 객체에 한 기하학 ,속성 변환을 용하여 소축척 지도를 생

성하는 기술이다.즉,기본 지도 데이터에 지도 일반화 기법을 용함으로써

다축척 DB를 생성하는 과정을 최 한 자동화할 수 있다(<그림 1-4>).

<그림 1-4>다축척 DB와 지도 일반화 모델 (Kilpelainen,2000)

지도 일반화 기법은 크게 지리 데이터베이스 원자료를 다축척 DB 형태로

1)오 API:인터넷 이용자가 일방 으로 웹 검색 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 응용 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

된 API(applicationprogramming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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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화하기 한 모델 일반화 과정(modelgeneralizationprocess)과 다축척

DB를 목 에 맞게 시각화하기 한 지도학 일반화 과정(cartographic

generalizationprocess)으로 나 수 있으며(<그림 1-4>),일반화 로세스

는 다시 선택 삭제,단순화,완만화,병합,이동,과장,심볼화 등 다양한

연산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Mackanessetal.,2011).이러한 다양한 연산

자를 복합 으로 용함으로써 보다 완결성이 높은 지도를 생산할 수 있으나

복잡한 계산으로 인해 많은 처리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문제가 있다.따

라서 지도 일반화를 통한 지도 제작에 있어서 지도의 완결성과 지도 생산의

효율성 간에 한 수 에서의 타 은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 일반화 기법을 이용하여 폴리곤 자료인 연속지 도를

상으로 지 편집도 형태의 다축척 DB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일련의 로세

스를 설계하고 용,검증하고자 한다.지 도는 토지의 소유권 경계 정보를

담고 있어 행정 측면에서 요도가 매우 높은 지도 자료이며,최근 국가지

리정보체계의 구축이 진행되면서 지 도의 산화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최근 들어 LBS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동산,도시행정,민간 포털서

비스 분야에서 지 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 되고 있으며,특히 지

재조사 사업(국토교통부)의 실시로 인해 지 도 자료가 민간에 개방되어

활용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상된다.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비해

LBS환경에서의 지 도 활용에 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박우진

등,2011).

지 도(특히 연속지 도)를 LBS환경에서 일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기

해서는 지도의 확 축소 기능을 지원하기 해 다축척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재는 몇몇의 민간 지도제작 업체에서 연속지

도를 지 편집도2)형태로 제작하여 종이지도 는 웹서비스로 제공하고 있

으나,이들 지 편집도는 단일한 축척으로만 제작되고 수동편집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LBS환경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지 도는 필지의 소유권과 련된 지도자료이기 때문에 지도의 편집

2)지 편집도 :지 편집도는 지 도면(지 도,임야도)을 편집하여 그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작성한 편집도를 말함.1995년 개정 지 법에서 지 약도 등의 간행․

매제도를 신설하여 2002년 개정법에서 그 명칭을 ‘지 편집도’로 변경하 고,2004

년 개정법에서는 지 편집도 간행업 등록권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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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지도 일반화 과정에서 경계선 정보가 변형되거나 필지 정보가 변경되면

원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하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며,경우

에 따라 경계선 분쟁의 단 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지 편집도를

제작할 때에는 원데이터를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동시에,지 도의 가독

성을 향상시키고 활용목 에 맞게 지 도를 시각화하기 해 지 도의 정보

를 히 변형시켜 표 한다는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다축척의 지 편집도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즉,필지의 경계선 데이터는 원데이터 그 로

존재하는 동시에,다양한 축척수 에서 필지그룹의 공간 분포와 주변 지형

지물과의 치 계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필지 경계선을 히 일반화시켜

표 하는 일련의 방법론 개발을 연구의 목표로 하 다. 한 이 과정에서 필

지경계선의 변형이나 필지 지목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

정하 다.

1.2.연구 동향

지 도와 같은 폴리곤 자료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체 으로 병합,단순

화와 같은 연산자를 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ChoeandKim,2007).따라

서,본 연구에서는 목표 축척수 에 맞게 인 한 폴리곤들을 병합하는 폴리

곤 병합 기술과 폴리곤 선형을 단순화하는 단순화 기술에 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여기에 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목표 축척

수 에 맞게 선택/삭제한 후,폴리곤 병합을 한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때문

에,네트워크 데이터에 한 선택 삭제 기법도 연구동향에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1.2.1.객체 선택 삭제 기술

선택 삭제 연산자(selection/eliminationoperator)는 해당 축척수 에서

지형지물의 크기가 작거나 요도가 낮아 해당 축척수 의 지도상에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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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할 필요가 없는 객체들을 선택하여 삭제시키는 과정이다.<그림 1-5>는

도로 객체 클래스에 한 선택 삭제 연산자의 용 결과를 보여주는 시

이다.

<그림 1-5>도로 객체 클래스에 한 선택

삭제 연산자 용 결과 (Touya,2010)

여기에서는 어떤(which)객체를 몇 개 정도(how many)로 남길 것인지가

가장 핵심 인 문제이다.어떤 객체를 선택하고 삭제할 것인가는 객체의 기

하학 특성,의미론 특성,객체들 간의 분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객체의

요도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몇 개의 객체를 선택하고 삭제할

것인가는 지도의 목표 축척수 ,목 ,생산자의 의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 으로 Töpfer'sradicallaw,최소지도화 단 (Minimum MappingUnit,

MMU)3)등을 이용한다.Töpfer'sradicallaw는 Töpfer가 주창한 법칙으로,

3)최소지도화 단 (Minimum MappingUnit,MMU):주어진 축척에서 지도 상에

서 표 할 수 있는 객체의 최소 크기.주로 객체의 면 , 는 객체의 폭 등으로

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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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도의 축척수 과 객체 개수와의 계를 귀납

으로 규명하 으며 지도 제작 상 심볼들의 과장을 고려한 정 객체 개수

연구로 발 하 다(TöpferandPillewizer,1966).

도로망도 일반화 기법에 있어서 최근에는 주로 스트로크(stroke)개념을 이

용한 도로 선택 기법,그래 이론을 이용한 기법,가구계 병합을 통한 도로

선택 기법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ThomsonandRichardson(1999)은 그래

기반 측정으로 arc의 상 요도를 측정해서 데이터 축소를 한 정보

로 활용하 는데,도로 네트워크 객체의 상 요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계로 1차 정렬한 후,각 계 내에서 길이로 2차 정렬하는 방식을 용하

다.MackanessandMachechnie(1999)역시,그래 기반의 군집화 기술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단순화하는 기법을 제안하 으며,그래 기반 측정기

법을 통해 node와 arc의 요도를 정량화하 다.Liuetal.(2010)은 도로 네

트워크 일반화를 한 도로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의 4가지 정보(통계

,계량 , 상 ,주제 )를 보로노이(Voronoi)다이어그램과 스트로크

(stroke)에 기 하여 산정한 후,선택 기 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Touya(2010)는 도로 네트워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지리 문맥과 구조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선택 기법을 제안하 으며,비도

심 지역의 도로는 그래 이론,도심 지역의 도로는 블록 병합 알고리듬을

용하여 도로를 선택하 다.WilmerandBrewer(2010)는 하천 네트워크에

한 선택 기법을 용하는데 있어서 radicallaw를 용하 으며,이 과정에

서 심볼과장계수를 히 조 하여 하천 네트워크에 맞는 선택 기법을 제안

하 다.

의 연구동향들을 살펴보면,기존의 객체 선택 삭제 기법은 부분 객

체의 다양한 특성 정보(형상 , 상 ,주제 )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목표

축척수 에서 선택되거나 삭제될 객체를 구분하 다.이 과정에서 각 특성에

한 임계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객체를 삭제하거나,객체의 상 요도를

계산한 후, 요도가 낮은 객체를 삭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그러나 객체의

선택 삭제 과정에서 향을 미치는 여러 라미터들 가운데에는 향력이

큰 항목도 있지만 향력이 낮은 항목이 있을 수도 있다. 한 라미터 간

에 높은 상 계가 나타날 경우,비합리 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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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라미터 간의 상 성 는 선택 결과에 미치는 상 향력을 분석하

여 이를 선택 삭제 규칙에 용할 필요가 있다.

1.2.2.폴리곤 자료 병합 기술

폴리곤 지도자료(polygonmap 는 polygonalsubdivision)는 토지이용도나

지 도와 같이 여러 폴리곤들이 서로 합된 형태로 지면을 나타낸 자료이

다.주로 토지이용정보를 표 하는데 쓰이며,폴리곤 사이의 갭이나 첩

역을 허용하지 않는다.폴리곤 자료를 축척수 에 따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폴리곤 간의 한 병합 기술은 큰 비 을 차지한다.병합 연산자

(amalgamation/aggregationoperator)는 지도상의 객체들 일정 거리 내에

있거나 인 해 있는 이웃 객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 하는 연산자이다.병

합 연산자는 합(amalgamation)과 그룹화(aggregation)로 다시 나 수 있

는데, 합은 서로 인 한 객체 그룹을 하나의 객체로 병합하는 것을 의미하

며,그룹화는 근 해 있는 객체 그룹을 하나의 객체로 병합하는 것을 의미한

다.<그림 1-6>는 폴리곤 자료에 병합 연산자 합 기법을 용한 시

이다.

<그림 1-6>폴리곤 자료에 합(amalgamation)연산자를 용한

(HaunertandWolff,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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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tal.(2004)은 건물 데이터의 지도 일반화를 해,도시 형상학에서의

neighborhood모델인 enclaves,block,superblock,neighborhood를 형성함으

로써 도로,하천에 의해 체 지도의 건물 데이터를 역 으로 분할하는 범

용의 제약조건을 제공하 으며 그룹화 후,몇몇의 유용한 정보들을 계산하여

해당 그룹을 일반화하기 한 한 조치를 용함으로써 다축척 결과물을

생성하 다.Chenetal.(2009)은 지도 일반화 과정에서 도로객체를 선택 으

로 삭제하기 해 가구계4)폴리곤을 히 병합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가

구계 폴리곤을 병합시키는 기 으로 매쉬 도,도로 클래스 등의 특성치를

이용하 으며 특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

는 제약조건을 부여하여 목표 축척수 에 맞게 도로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을

용하 다.그러나 가구계 폴리곤 내에 존재하는 필지들의 병합에 한 방

법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Thiemannetal.(2010)은 ATKIS(Authoritative

TopographicCartographicInformationSystem)데이터로부터 소축척의 토지

이용도(CORINE LandCover,CLC)를 구축하기 해 재분류,병합,단순화

등의 폴리곤 일반화 기법을 용한 바 있으며,병합기 으로 의미론 합

성(semanticcompatibility),기하학 간결성(geometriccompactness)을 활용

하 다.HaunertandWolff(2010)는 토지이용도와 같은 폴리곤 지도자료를

다양한 축척수 으로 일반화하기 한 폴리곤 병합 기법을 제안하 으며,형

태 간결성(geometriccompactness)와 의미론 정확성(semanticaccuracy)

을 제약조건으로 하여 혼합 정수 계획법,SimulatedAnnealing기법 등의 최

화 기법을 용하 으나 방 한 계산량을 요구한다는 단 이 있었다.

기존의 폴리곤 자료 병합기술에 한 연구사례들은 도시공간구조를 반 해

서 폴리곤을 히 병합하는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병합하는 과

정에서 가구계 폴리곤 는 필지경계선이 가지는 다양한 속성 특성(토지이

용 행정 속성정보), 계 특성,기하학 특성을 충분히 반 하지 못

한다는 한계 이 있다.특히 한국 지 도와 같이 실 불부합 문제,정리되지

않은 필지경계선 형태 문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에도 한계가

있다.지 편집도를 생성하는 기존의 방법론인 수동편집 방식을 체하고 지

4)가구계 :도로,하천,철도 등 네트워크 형태로 표 되는 객체들로 둘러싸인 역

(허용 등,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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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선형 단순화 기법 용 (Gormanetal.,2007)

도생산의 균질성,정확성,경제성을 확보하기 해 자동화된 방법론으로 설계

되어야 하며 지도 제작자의 선호가 반 될 수 있어야 한다.

1.2.3.선형 단순화 기술

선형 단순화 기법은 지도 일반화에서 가장 요한 연산자 하나이다(Li

andOpenShaw,1993).1960년 이후 무수히 많은 선형 단순화 알고리듬이

지도 일반화 패턴 인식 분야에서 개발되어왔다. 단순화 연산자

(simplificationoperator)는 지도 객체를 구성하는 들 불필요한 들

을 제거하여 지도 객체를 단순한 형태로 표 하는 연산자이다.지도 객체를

구성하는 들 불필요한 잉여 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축척수 에 맞게

빠르고 정확하게 탐색하는 것이 단순화 연산자의 핵심이다.단순화 연산자는

불필요한 굴곡을 제거하고 객체를 형성하는 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동시

에,단순화 후 객체 형상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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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은 선형 단순화 기법을 용하여 원자료가 차 단순화된 형태로 변환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 그림이다.

표 인 선형 단순화 기법으로,Douglas-Peucker알고리듬(Douglasand

Peucker,1973),Sleeve-fitting알고리듬(ZhaoandSaalfeld,1997),Lang알

고리듬(Lang,1969),Reumann-Witkam 알고리듬(Reumann and Witkam,

1974),Visvalingam-Whyatt알고리듬(Visvalingam andWhyatt,1993),선회

각 함수를 이용한 단순화(Rangayyanetal.,2008)등이 개발되었다.선형 단

순화 알고리듬의 성능은 선형의 형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lboaandLopez,2009).따라서 선형객체를 몇 개의 균질한

부분으로 세분화하고 각 부분의 형상 특성에 따라 한 단순화 알고리듬

과 라미터를 용하는 기법은 단순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요하다

(Dutton,1999;BalboaandLopez,2008).

최근에는 선형 객체를 세분화하여 각 부분을 독립 으로 단순화 시키는 방

법론들이 개발되고 있다.WangandMüller(1998)는 밴드(bend)단 로 선형

객체를 세분화하여 각 밴드의 크기와 모양,밴드 간 계에 따라 밴드를 제

거,결합 는 확장하여 선형을 일반화하 다.van der Poorten and

Jones(2002)는 델로니 삼각망(DelaunayTriangulation)을 이용하여 선형 객체

를 가지(branch)단 로 세분화하여 계 으로 구조화 시킨 후 크기가 작은

가지를 차례로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선형을 단순화하 다.Chen and

Chen(2005)은 선형 객체의 곡률값을 기반으로 변곡 을 추출하여 이를 기

으로 객체를 나 후 각 부분 내에서의 형상왜곡지수(shape distortion

index)를 계산하여 요도가 낮은 을 차례로 제거해가는 방식으로 선형

을 단순화하 다. Balboa and Lopez(2009)는 선형 객체의 integrated

effectivearea다이어그램을 작성한 후 Douglas-Peucker기법으로 변곡 을

추출하여 이를 기 으로 선형을 세분화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최근에는 선형 데이터를 세분화하는 기법에 있어서 인공지능 는 기계학습

분야의 이론을 도입하여,보다 분석 으로 선형 객체를 세분화하는 연구가

제안되고 있다.Mustiere(2005)는 coalescencesplitting기법으로 선형 객체를

세분화한 후 지도학 지식을 기계학습의 지식습득(knowledgeacquisition)

기법으로 정형화하여 각 부분의 형상 특성에 따라 smoothing,spl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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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cature등의 연산자를 용하는 일반화 기법을 제안하 다.Balboaand

Lopez(2008)는 accumulatedeffectivearea를 이용해서 학습용 선형 데이터를

세분화한 결과에 역 인공신경망(Backpropaga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BANN)을 용하여 학습한 후 movingwindow 기법으로 검증용

선형 개체들을 세분화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선형 단순화 기법에 선형 분할을 용하는 데에 있어서,다양한 알

고리듬의 단순화 효과를 선형의 형상 특성에 기반하여 정량 으로 분석하

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며,이러한 분석결과를 선형의 분할 단

순화에 활용하는 연구 한 아직 거의 없다. 한,기존 연구들은 주로 선형

객체를 세분화하고 한 알고리듬이나 매개 변수를 결정하기 해 문가

의 주 인 지식에 의존하고 있으며,일반화의 질 평가를 시각 는 정

성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선택 삭제,병합,단순화 연산자에 한 상기의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기존 연구의 문제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객체의 선

택 삭제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객체 선택에 향을 미치는 여

러 인자들에 한 각각의 향력을 정량 으로 분석하지 않아 인자들 간의

높은 상 성이나 제작자의 주 성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 문제가 있었다.둘

째,폴리곤 병합 과정에 있어서 가구계 폴리곤 는 필지경계선이 가지는 다

양한 특성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 불부합 문제,정리되지

않은 필지경계선 형태 문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었다.셋째,선형 단순화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선형 객

체를 세분화하고 한 알고리듬이나 매개 변수를 결정하기 해 문가의

주 인 지식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었다.

1.3.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에서는 PC,모바일 는 웹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지 도를 지도서비

스 형태로 제공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다축척 지 편집도 DB를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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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축하는 일련의 지도 일반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 데이터는

연속지 도이며 수치지형도의 일부 이어를 보조자료로 활용하 다.<그림

1-8>은 본 연구에 한 체 인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8>연구의 체 인 개념도

본 연구에서는 의 장에서 제기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네트워크 데

이터 선택/삭제 기법’,‘지 도 필지 병합 기법’,‘하이 리드 선형 단순화 기

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지도 일반화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지도

데이터에 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데이터 선택/삭제 기법’은 객체의 선택/삭제에 미치는 요소들과

향력을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해 기존의 수치지형도 1:5,000과 1:25,000데

이터를 첩하여 축척별 네트워크 객체 간의 매칭 을 탐색하고 매칭 에

한 형상 특성치를 통계 으로 분석한다.여기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하여 네트워크 객체 선택/삭제의 기 이 되는 속성요소에 한 확률함수

형태의 선택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테스트용 수치지형도에 용하여 목표 축

척수 에 맞게 네트워크 객체를 선택 는 삭제한다.

‘지 도 필지 병합 기법’은 목표 축척수 에 따라서 필지들을 그룹화하고 병

합하기 해, 단계에서 산출된 축척수 별 네트워크 데이터를 연속지 도

와 첩하여 네트워크 역과 비네트워크 역으로 분할한다.각 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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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체 인 연구 흐름도

서 필지의 다양한 속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필지의 상 요도를 계산

한 후, 요도가 낮은 필지들을 인 필지에 병합시키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축척별 지 편집도 데이터셋을 생성한다.

‘하이 리드 선형 단순화 기법’은 기존의 선형 단순화 알고리듬들의 단순화

성능이 선형의 형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를 정량 으로 분

석하기 해 훈련용 선형 데이터에 하여 선형의 형상 특성에 따른 단순

화 알고리듬의 성능을 분석하고 배타 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선형 섹션

들을 탐색한다.이 섹션들의 형상 특성들을 통계 으로 분석한 후,이를 이

용하여 필지경계선 선형들을 히 세분화하고 단순화시킨다.

본 연구의 체 인 연구 흐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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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2장에서는 상 데이터인 연속지 도와 수치지형도에 한 설명

과 특성을 서술하 다.3장에서는 수치지형도 상의 네트워크 련 이어에

한 선택 삭제 기법을 설계하 다.4장에서는 지형도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연속지 도의 필지경계선 병합 기법에 한 설계 내용을 서술하 다.

5장에서는 축척별 필지경계선 병합 결과에 하여 하이 리드 형태의 선형

단순화 기법을 설계, 용하 다.6장에서는 3장,4장,5장에서 설계된 일련의

지도 일반화 방법론을 용하여 도출된 다축척 지 편집도 DB에 하여 시

각 (정성 )이고 통계 (정량 )인 평가를 수행하 다.7장에서는 본 연구에

한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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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 데이터 목표 축척수

2.1.연속지 도

지 도는 필지에 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의 정보를 포함하는 도

면자료이다.토지의 소유권 경계 정보를 담고 있어 행정 측면에서 요도

가 매우 높은 지도 자료이며,최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이 진행되면서

지 도의 산화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최근 들어 치기반서비스 산

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동산,도시행정,민간 포털서비스 분야에서 재 지

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 공간정보를 웹 환경 는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

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한 연구와 투자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특히 최근 지 재조사 사업 실시에 한 국토해양부의

발표 이후,지 도 자료가 민간에게 개방되어 활용되는 속도 역시 더욱 빨라

질 것으로 상된다.

지 도에는 합 좌표변환 여부에 따라 개별지 도,연속지 도,편집지

도로 구분할 수 있다.개별지 도는 지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개별 인

도면이다.연속지 도는 지 도면 산화에 의하여 작성된 수치 일을 정규

도곽으로 보정한 후 도곽경계부분 필지경계선을 도상 합방식으로 합처리

하여 연속된 형태로 이어진 공간 속성 데이터를 말한다.즉,지 도 산

일을 TM(TransverseMercator)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하여 연속된 형태의

GIS데이터를 출력한 도면이다.편집지 도는 연속지 도의 도로경계,하천

경계,행정경계 등을 수치지형도의 도로경계,하천경계,행정경계 등에 맞추

어 변환하여 제작하는 수치지 도 형태의 공간 속성 데이터이다.

지 도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 공

부에 등록한 정보로서,밭( ),논(답),과수원(과),목장용지(목),임야(임),

천지( ),염 (염), 지( ),공장용지(장),학교용지(학),주차장(차),주유소

용지(주),창고용지(창),도로(도),철도용지(철),제방(제),하천(천),구거(구),

유지(유),양어장(양),수도용지(수),공원(공),체육용지(체),유원지(원),종교



- 18 -

용지(종),사 지(사),묘지(묘),잡종지(잡)의 2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지 법

제1장 제5조).

지 도의 축척에는 1:500,1:600,1:1,000,1:1,200,1:2,400,1:3,000 1:6,000

이 있으며,임야도는 1:3,000,1:6,000축척을 사용하고 있다.지 도의 축척

1:500은 시가지 구획정리 등 지 확정측량에 의하여 수치지 측량 시행지

역에 한하며,1:600은 시가지 지역의 지 도,1:1,000은 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지 도로서 도해 는 수치측량이 선택 으로 시행되고 있다.1:2,400지 도

는 구소삼각지역내 경기도 일부지방의 지 도가 해당되며,1:3,000과 1:6,000

지 도는 공업단지 조성지역 등 수치지역으로서 토지 일필지의 규모가 비교

큰 곳에 사용되고 있다. 한 임야도의 축척 1:3,000은 시가지 1:600지

역 주 의 임야이고,1:6,000은 1:1,200지 도 지역의 임야가 해당된다.

지 도를 일반사용자가 보기에 편한 형태로 표 하기 해서는 지목에 맞게

색을 입히고,주기를 표시하고,정리되지 않은 경계선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변환한 지 도가 지 편집도이다.지 편집도는 일반 으로,

민간의 지도제작 업체에서 수동편집 방식으로 제작되며, 부분의 경우에 단

일한 축척으로 제작된다.그러나 아직 지 도를 이용한 다축척 DB 생성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뿐만 아니라 재 지 도는 필지경

계선의 선형이 정리되지 않은 불규칙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차득기 등,

2009),지목 분류체계가 실제 지형지물을 반 하지 못하는 지목불부합 문제

(신순호 등,2006)등이 존재한다.아래의 <그림 2-1>은 한 지역에 한 연

속지 도와 민간 업체에서 제작한 지 편집도 두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연

속지 도의 도로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있는 반면에 민간에서 제

작한 지 편집도는 이러한 부분들에 도로경계 데이터를 첩하여 보여주고

있다.지 편집도들 간에도 제작업체에 따라 도로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

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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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b)

<그림 2-1>연속지 도 데이터와 민간 업체에서 제작한

지 편집도.(a)연속지 도 원데이터,(b)네이버지도 지 편집도,

(c)지오피스 지 편집도

2.2.수치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다양한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제작, 리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제작되고 있는 수치지형도는 축척에 따라 1/1,000,1/2,500,

1/5,000,1/25,000,1:250,000등이 있다.1/5,000과 1/25,000수치지형도는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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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국내 수치지형도 시 ( :1:1,000,아래:1:5,000)

지리정보원에서 국토에 해 제작 리하고 있으며,1/1,000수치지형도는

시가지 지역을 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작되고 있다.수치지형도의 제

작 갱신은 항공측량,지리조사, 지보완측량을 통해 디지타이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수치지형도에서 표 하고 있는 지형지물은 교통,수계 해양,건물 시

설물,문화 시설,식생,지형,경계,주기 등 총 8개 분류와 104개의 소

분류로 나 어 구성되어 있다. 지형지물 유일식별자(Unique Feature

IDentifier,UFID)를 가지고 있어 공간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

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도형 정보가 아닌 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

2.0버 부터는 기존의 DXF포맷뿐만 아니라 국토지리정보원의 내부 포맷인

NGI포맷으로도 제작, 매되고 있다.기존의 수치지형도가 기본지리정보 구

축용도로 사용되지 해서는 별도의 복잡한 작업 공정이 필요했지만 2.0버

에서는 손쉽게 기본지리정보로 활용될 수 있게 제작되었다.<그림 2-2>는

1:1,000축척과 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 시를 보여 다.

2.3.도로명주소 자지도

도로명주소는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일정한

규칙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이며,도로명주소 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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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주소체계를 리하기 해 구축한 벡터 지도자료이다. 자지도

시스템은 DB상의 주소 요소뿐만 아니라,해당 주소를 공간상에 표 함으로

써 각종 주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표 체계를 제공한다.

도로명주소 자지도는 특정 주소의 건물과 련한 치 정보는 물론 건물

용도,상호,건물설계도,비상구의 치정보 등이 단계 으로 정부부처 지

방 자치단체 등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에도 제공돼 재난 응,신속한 물류처

리 등의 목 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도로명주소 자지도는

도로명 주소안내를 해 건물,건물이력,건물군,실폭도로,도로구간,도로구

간 이력,도로명 ,기 구간,출입구,연결선,교차로,지하철선로,지하철역

사,지하철출입구,철도역사,철도선로,터 ,교량,하천호수,공원,고가도로,

자동차 용도로,지하차도,기타시설물,기타표지 이상 25개의 이어를 포

함한다. 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는 테스트 목 의 도로명주소와 지

번의 매칭테이블을 제공한다(김정옥 등,2009).<그림 2-3>은 도로명주소

자지도를 웹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례를 보여 다.

<그림 2-3>도로명주소 자지도 웹 서비스 (www.ju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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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목표 축척수

지도 일반화를 해서는 지도자료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목표 축척수 을 설

정해야 한다.축척수 의 결정은 원지도자료의 축척,지도의 목 ,자주 사용

되는 축척,업데이트 주기,자동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 목표 축척은 가장 기본 인 수 에서부터 진 으로 높은 수 까지 만들

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목표 축척수 은 지도자료를 웹 는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

하는 것을 제로 하여 산정하 다.GoogleMap과 같은 인터넷 지도 서비스

에서는 지도자료의 웹서비스를 한 타일 스키마(tilescheme)를 정의하고 있

는데 여기에는 타일의 ID,크기,해상도를 비롯하여 여러 단계의 확 /축소

벨에 따른 축척수 을 설정해 놓고 있다(MicroImages,1999,Google,

2013).<그림 2-4>와 <표 2-1>은 각각 GoogleMap에서 제공하는 타일 스

키마에서의 타일 ID 체계 시와 확 /축소 벨 별 축척수 을 보여 다.

1:564(확 벨 20)를 최 축척으로 하고 있으며 축척계수가 2배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각 단계에서의 축척수 과 확 벨을 산정하고 있다.

<그림 2-4>GoogleMap타일 스키마의 타일 ID

체계 (MicroImage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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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축소 벨 축척수

20 1:564

19 1:1,128

18 1:2,257

17 1:4,514

16 1:9,028

15 1:18,056

14 1:36,112

13 1:72,224

12 1:144,448

... ...

<표 2-1>GoogleMap타일 스키마의 확 /축소 벨 축척수

(MicroImages,1999)

본 연구에서는 의 GoogleMap타일 스키마를 바탕으로 하여 다축척 지

편집도 DB의 목표 축척수 을 1:1,000(Level19),1:5,000(Level17),

1:18,000(Level15),1:72,000(Level13)의 4단계로 설정하 다.이러한 목표 축

척수 은 모델 일반화(modelgeneralization) 로세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를 바탕으로 Level20부터 Level13까지 8단계로 확 는 축소

할 수 있는 지 편집도 타일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지 도의 경우 도심지역을 제외하고는 1:1,000정도 수 의 축척으로 제작되

기 때문에 다른 세 목표 축척수 (1:5,000,1:18,000,1:72,000)에 해서는 일

반화 로세스를 용하여 새로 생성해야 한다.수치지형도의 경우에는

1:1,000,1:5,000축척에 해 기구축된 자료와 같은 축척수 이므로 기존 자

료를 그 로 활용할 수 있으나 1:18,000과 1:72,000축척수 은 기구축된 수치

지형도(1:5,000)에 지도 일반화를 용해서 새로 생성해야 한다.1:72,000축척

수 을 표 하는데 있어서,1:5,000 수치지형도를 일반화한 결과물 신

1:25,000수치지형도를 일반화한 결과물을 활용할 수도 있다.그러나 1:25,000

수치지형도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1:25,000수치지형도에 한 일반화 모델

을 새로 구축해야 하고,이를 해서는 1;25,000보다 더 소축척의 수치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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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수준

타 링 

레벨
특징

1:1,000
Level 20

Level 19

- 바  스플레  화 에 10개 내  

필지들  보 고 골  포함한 든 

도로가 보

-연 지적도 원데 를 화 에 그대로 

스플레

-1:1,000 축척 수치지형도  트워크 레

어를 지적도  중첩하여 하 브리드 형

태로 화 에 스플레

1:5,000
Level 18

Level 17

- 바  스플레  화 에 1~2개 행정동

 보 는 정도

-1:5,000 수치지형도  트워크 레 어 

데 를 지적도 반화  참고데 로 

활

-연 지적도 원데 를 1:5,000 축척수준

에 맞게 반화시킴

1:18,000
Level 16

Level 15

- 바  스플레  화 에 4~5개 행정동

 보 는 정도

<표 2-2>목표 축척수 과 특징

도를 1:25,000수치지형도와 매칭하여 모델을 도출해 내야 하는데 1:25,000와

객체매칭을 수행할만한 소축척의 수치지형도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5,000수치지형도에 한 일반화 모델을 새로 생성

하기 보다는 1:5,000수치지형도에 한 일반화 모델을 1:72,000목표 축척수

에도 용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다음의 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목표 축척수 과 그에 한 특징을 정리한

표이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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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수치지형도  트워크 레 어 

데 를 1:18,000 축척 로 택/삭제 

하여 지적도 반화  참고데 로 활

-1:5,000 축척  지적편집도를 1:18,000 

축척수준에 맞게 반화시킴

1:72,000
Level 14

Level 13

- 바  스플레  화 에 1~2개 행정

가 보 는 정도

-1:5,000 수치지형도  트워크 레 어 

데 를 1:72,000 축척 로 택/삭제 

하여 지적도 반화  참고데 로 활

-1:18,000 축척  지적편집도를 1:72,000 

축척수준에 맞게 반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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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형도 네트워크 일반화를 한 객체 선택

삭제 기법

본 연구에서는 지 편집도를 제작하기 한 첫 번째 단계로,수치지형도에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도로,하천,철도 등)에 한 객체 선택

삭제 기법을 제안하 다.지 편집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지형도의 네트워

크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 지 도의 필지경계선은 <그

림 2-1>에서와 같이 도로부분에서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도의 가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한 정리되지 않

은 필지의 형태는 지형지물이나 필지의 상 , 치 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이러한 문제 에 하여 도로,하천,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인

성질5)을 가지는 객체 클래스들을 기 으로 필지를 히 분할,병합함으로

써 네트워크 형태의 지형지물을 보다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할 수 있으

며,이를 통해 지 도의 가독성을 보다 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지 편집도 제작을 해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하는 네트워크 련 이어는

다음 표와 같다(<표 3-1>).

지형지물　 수치지형도 지형지물 레 어 지적도 지

도로
도로 심선 (A002),

도로(도)
도로경계 (A001)

철도
철도 심선 (A017)

철도 지(철)
철도경계 (A016)

하천/호수

하천중심  (E002)
하천(하)

지( )

하천경계 (E001)
실폭하천 (E003)

호수/저수지 (E005)

<표 3-1>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하는 네트워크 련 이어와 지 도의 해당 지목

5)방향성을 가지는 링크의 연계(directedgraph)로 구성된 형태 (Bondyand

Murty,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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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선택 삭제 기법에 한 상세 흐름도

도로,하천,철도 등의 네트워크 객체에 한 선택 삭제는 네트워크의

체 인 연결성을 해치지 않는 범 내에서 불필요한 노드와 링크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 등과 같은 비네트워크 형태의 객체와는 다른 방식의 일반

화 기법을 필요로 한다(Machanessetal.,2011). 한 기존 연구에서의 선택

삭제 기법은 지도 자체의 제한조건(최소 도화기 등)과 지도 제작자의

주 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지도 객체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계량 인 방법으로 요한 객체와 요하지 않은 객체를 구

분하는 선택 삭제 기 을 용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방식의 선택 삭

제 기법을 통해,보다 일 성 있는 일반화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으며 사용

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 할 수 있는 지도 일반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객체의 선택 삭제를 해 크게 두 단계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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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방법론을 제안하 다(<그림 3-1>).첫째,네트워크 객체가 가지는 다양

한 속성정보들을 활용하여 선택 삭제를 한 계량 인 기 모델을 도출

하 으며,이를 해 축척 수치지형도와 소축척 수치지형도를 비교하여 축

척의 변화에 따라 선택되거나 삭제된 객체들의 특성값을 통계 으로 분석하

다.둘째,이를 바탕으로 축척 수치지형도에 한 객체 선택 삭제 모

델을 상지역의 네트워크 데이터에 용하여 다양한 목표 축척수 에 맞게

객체를 선택 는 삭제하 다.

3.1.선택 삭제 기 통계 분석

네트워크 객체의 선택 모델을 도출하기 한 ‘선택 삭제 기 통계 분

석‘과정을 훈련용 데이터에 용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상지역은 도심지

역,비도심지역,고속도로와 지방도,소로 등이 히 혼합되어 분포하고 있

는 용인시 기흥구 지역으로 선정하 으며 축척 지도자료는 수치지형도

1:5,000(도엽번호: 37709085, 37709095), 소축척 지도자료는 수치지형도

1:25,000(도엽번호:377093)데이터로 구성하 다(<그림 3-2>).네트워크

이어 하천과 철도 이어에 해서는 이 지역에서는 거의 없거나 분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하여 상 데이터에서 제외시켰으며,도로 이어 만

을 분석 상으로 하 다.하천,철도 데이터의 경우에는 도로 데이터와 동일

한 선택 삭제 방법론을 용할 수 있으며,차이가 있는 부분은 통계 분

석과정에서 용하는 네트워크 이어의 특성값의 종류6)이다(<부록 1> 참

조).

6)도로 데이터의 특성값 -도로폭,도로길이,도로구분,차로수 등

하천 데이터의 특성값 -하천폭,하천길이,하천구분,하천형태,하천상태 등

철도 데이터의 특성값 -노선길이,노선폭,철도구분,철도구조, 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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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훈련용 데이터 상지역의 1:5,000(왼쪽)과 1:25,000(오른쪽)

축척 수치지형도 도로 심선 (용인시 기흥구 일 )

3.1.1. 처리

수치지형도 도로 심선 데이터는 도로의 모든 교차 을 기 으로 개별 인

도로객체로 나 어져 있으며,교차 사이에서도 여러 개의 객체로 쪼개어진

경우가 많다.이 게 되면 도로객체의 네트워크 인 다양한 특성치를 이용하

여 일반화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분 된 형태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에 단일한 명칭과 속성을 가진 도로객체들을 하나의 객체로 이어주는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뿐만아니라 도로폭,차선수 등의 속성값이 다소 락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며 도로구분과 같은 명목 척도는 통계 분석을 해서

수치형 척도로 변환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명주소 자

지도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도로 심선을 stroke단 로 재구조화하고,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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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문제를 보완하기 한 처리 과정을 용하 다.

‘Stroke’는 교차 에서 동일한 방향성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두 선형을 하

나의 stroke으로 묶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네트워크상의 모든 에지들을 재

분류하는 방법론이다(ThomsonandRichardson,1999).도로 네트워크 선형

을 stroke개념을 사용하여 재구조화하게 되면,네트워크 선형의 상 ,기

하학 계를 악하는데 있어서 보다 유용하다(<그림 3-3>).

<그림 3-3>도로 네트워크와 stroke개념 (Thomsonand

Richardson,1999)

수치지형도 도로 심선과는 달리 도로명주소 자지도는 도로명 단 로 하

나의 객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객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stroke단 로 구조

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명주소 자지도의 도

로구간 데이터를 참고하여 수치지형도의 도로 심선을 stroke단 로 재구조

화하고자 하 다.도로 심선의 stroke재구조화와 락된 속성값을 채우기

한 처리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그림 3-4>).

우선 도로명주소 자지도의 도로구간 데이터를 수치지도에 맞게 좌표변환

시킨다.수치지형도 ver.2.0데이터는 GRS80타원체,TM 투 (투 원 :

127°E38°N,falseeasting:200,000,falsenorthing:500,000)으로 도화되어 있

고 도로명주소 자지도는 UTM-K 좌표계 즉,Bessel타원체,TM 투 (투

원 :127.5°E38°N,falseeasting:1,000,000,falsenorthing:2,000,000)으로

도화되어 있어 도로명주소 자지도의 도로구간 데이터를 수치지형도의 좌표

체계로 변환시킨다.그 도로구간 데이터에 한 크기의 버퍼를 용한다.

버퍼의 크기는 도로구간의 버퍼 역 내에 수치지형도 도로 심선의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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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네트워크 데이터 선택/삭제를

한 처리 로세스

포함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로 심선 데이터가

도로구간에 포함되는 비율이 90% 수 이 될 수 있도록,실험 으로 10m를

용하 다.버퍼의 크기는 데이터의 특성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포함비율을 이용하여 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용된 버퍼 역과 도로 심선에 하여 공간조인(spatialjoin)을 수행하여

도로 심선 객체를 공간 으로 포함하고 있는 버퍼객체를 매칭시켜 그에 해

당하는 도로구간의 속성값들(도로명,도로 계,도로폭 등)을 해당 도로 심

선 객체의 속성값에 추가시킨다.도로 심선이 두 개의 도로구간 버퍼객체에

걸쳐있다면 두 객체의 속성값들을 평균내어 추가시킨다.그런 다음,공간조인

결과에 하여 두 데이터로부터 합쳐진 속성스키마를 단일한 스키마로 통일

시켰다. 들 들면,도로폭에 한 두 데이터로부터의 속성값(수치지형도 도

로 심선에서는 ‘도로폭’ 필드, 도로명주소 자지도 도로구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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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명 속성내용 속성타입

도로번호 도로의 리번호를 표기 STRING

명칭 도로의 명칭(노선명)을 표기 STRING

도로구분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면리간도

로,소로,미분류
STRING

시 도로의 시 (시,군,구,읍,면)을 표기 STRING

종 도로의 종 (시,군,구,읍,면)을 표기 STRING

포장재질 포장,비포장 STRING

분리 유․무 유,무 STRING

차로수 양방향 차선수의 합을 표기 LONG

도로폭
도로경계석의 외측 끝,경계석이 없을

경우는 노견의 끝
DOUBLE

일방통행 양방통행,일방통행 STRING

기타 STRING

UFID STRING

<표 3-2>수치지형도 도로 심선 이어 속성스키마

속성명 속성내용 속성타입

SIG_CD 시군구코드 VARCHAR2(5)

<표 3-3>도로명주소 자지도 도로구간 이어 속성스키마

‘ROAD_BT’필드)을 하나의 필드로 모으는데 이때 도로폭에 한 값이 데이

터에 따라 다를 경우,도로구간 쪽의 도로폭 정보가 더 최신이라고 보고 이

에 맞게 도로폭 필드를 새로 생성하 다.도로명,도로구분 등에 해서도 유

사한 방식으로 필드 통합 작업을 수행하 다.아래의 표들은 각각 수치지형

도 도로 심선 이어,도로명주소 자지도 도로구간 이어에 한 속성스

키마를 각각 나타낸다(<표 3-2>,<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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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S_MAN_NO 도로구간일련번호 NUMBER(12)

RN 도로명 VARCHAR2(80)

RN_CD 도로명코드 VARCHAR2(7)

ENG_RN 문도로명 VARCHAR2(80)

NTFC_DE 고시일자 VARCHAR2(8)

RN_DLB_DE 도로명심의일자 VARCHAR2(8)

ROA_MAN_ES 도로제정권자 VARCHAR2(20)

WDR_RD_CD 역도로구분코드 VARCHAR2(10)

ROA_CLS_SE 도로 계기능구분 VARCHAR2(2)

RDS_DPN_SE 도로구간종속구분 VARCHAR2(1)

RBP_CN 기 VARCHAR2(80)

REP_CN 종 VARCHAR2(80)

ROAD_BT 도로폭 NUMBER(10,3)

ROAD_LT 도로길이 NUMBER(10,3)

BSI_INT 기 간격 VARCHAR2(2)

NLR_LCL_NO 국도/지방도번호 VARCHAR2(10)

ALWNC_RESN 부여사유 VARCHAR2(254)

ALWNC_DE 부여일자 VARCHAR2(8)

MVM_RES_CD 이동사유코드 VARCHAR2(10)

MVMN_RESN 이동사유 VARCHAR2(254)

MVMN_DE 이동일자 VARCHAR2(8)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VARCHAR2(20)

OPERT_DE 작업일시 VARCHAR2(14)

PAR_SIG_CD 분기시군구코드 VARCHAR2(5)

PAR_RDS_NO 분기도로구간일련번호 NUMBER(12)

INPUT_MTHD 입력방법 VARCHAR2(1)

CRSRD_CNT 교차로수 NUMBER(3)

ISSU_YN 발 여부 VARCHAR2(1)

XGEOMETRY 도형정보 LONGRAW

아래의 표는 의 수치지형도 도로 심선과 도로명주소 자지도 도로구간

이어의 속성스키마에 하여 필드 통합 작업을 수행한 결과 속성스키마를

각각 나타낸다(<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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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명 속성내용 속성타입

StrokeID Stroke객체 ID ShortInteger

도로명 도로명주소 도로명 Text

도로구분 수치지형도 도로구분 Text

차로수
Stroke내 도로객체들의

차로수 평균값
Double

도로폭
Stroke내 도로객체들의

도로폭 평균값
Double

도로길이
Stroke내 도로객체들의

도로길이 총합
Double

<표 3-4>통합된 도로객체 속성스키마

도로 심선 객체에 통합된 속성값들과 객체들 간의 연결성 정보를 이용하여

도로 심선 객체들의 그룹을 하나의 stroke객체로 병합(dissolve)시켰다.이

를 해 모든 심선 객체의 시작 과 끝 의 치,시작 과 끝 에서의 방

각을 계산한다.그런 다음 임의의 상 객체에서 양 끝 과 인 해 있는

객체들을 탐색한 후,각 객체의 방 각을 비교하여 방 각의 차이가

180°±(20°)사이에 있는 객체를 탐색하는데 만약 이 객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180°에 보다 가까운 방 각 차이를 보이는 객체를 선택한다.여기서 선택된

객체와 상 객체의 차로수와 도로구분 정보를 비교하여 도로구분이 동일하

고 차로수의 차이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한 stroke라고 보고 상 객체

와 선택된 객체를 하나의 stroke로 병합시킨다.이러한 과정을 모든 심선

객체에 하여 용하면 stroke객체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로 심선 데이

터가 생성된다.재구조화된 도로 심선 데이터에 하여 도로폭 정보는 병합

된 객체의 도로폭 정보를 평균하 고 도로길이 필드를 추가하여 각 도로

stroke객체의 길이를 새로 계산하 다.

의 그림은 수치지형도 도로 심선과 도로명주소 자지도 도로구간 데이

터의 매칭을 통한 처리 로세스의 용 를 나타내는 그림이다(<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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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수치지형도 도로 심선과 도로명주소 자지도

도로구간 데이터의 매칭을 통한 처리 로세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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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객체 매칭 특성치 측정

이 단계에서는 축척별 지도자료에 하여 각 지도객체 간의 매칭 을 탐색

하여 두 축척의 지도자료 상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객체와 축척 지도에서만

존재하는 객체로 구분한다.즉, 축척 지도자료를 일반화한 결과물이 소축척

지도자료와 거의 같다고 가정했을 때,일반화 과정에서 삭제된 객체와 삭제

되지 않은 객체를 구분하는 것이다.

두 축척수 에서의 도로객체에 한 매칭 추출 로세스는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3-6>).

<그림 3-6>축척간 도로객체 매칭 추출 로세스

우선,1:5,000도로경계선 폴리곤과 1:25,000도로 심선 데이터를 첩하여

1:25,000도로 심선을 포함하고 있는 1:5,000도로경계선 폴리곤 객체를 추출

한다.추출된 도로경계선 객체들에 응되는 1:5,000도로 심선 객체들을 ‘선

택된 객체’그룹,그 이외의 도로 심선 객체를 ‘삭제된 객체’그룹으로 분류

하 다.분류 결과, 체 도로 심선 객체(총연장 143920.14m)에 하여 59%

의 ‘선택된 객체’(총연장 85075.15m)그룹과 41%의 ‘삭제된 객체’(총연장

58844.99m)그룹으로 분류되었다.<그림 3-7>는 축척별 도로 심선 데이터

간의 도로 객체 매칭 과정과 객체 그룹 분류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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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7>(a)수치지형도 1:5,000도로경계(회색 폴리곤)와 1:25,000

도로 심선(검은 실선)의 첩,(b)1:25,000도로 심선을 포함하고 있는

1:5,000도로경계 추출,(c)‘선택된 객체’그룹(검은 실선)과 ‘삭제된

객체’그룹( 은 회색 선)분류 결과

두 그룹에 속한 도로 객체들의 특성값들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속성 특성

값(도로구분 등 명목 특성),형상 특성값(도로폭,차선수,길이,stroke

degree7),굴곡도8)등), 계 특성값(주요 공공기 과의 이격거리,일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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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공원과 이격거리,지하철,철도역,터미 등 주요 교통시설과의 이격

거리 등)등을 용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특성값들 에

서 도로길이,도로폭,도로구분을 통계 분석을 한 도로 객체의 특성값으로

선정하 다.그 이외의 변수들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못하거나 다

른 변수와의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9)이 발생하여 모델에서 제외시켰다

(<부록 2> 참조).도로구분은 수치지형도 1:5,000의 지형지물 속성목록에 따

르면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면리간도로,소로,미분류(특별시/ 역시도,

시도,군도)로 구분하고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정량 분석을 해 가장 하

단계인 ‘소로’에 1,‘면리간도로’에 2,‘미분류’에 3,‘지방도’에 4,‘일반국도’

에 5,‘고속국도’에 6의 값을 각각 부여하 다.

3.1.3.특성치 통계 분석

분류된 그룹 내에서 체 객체 개수와 선택된 객체 개수를 Töpfer’sradical

law에 용하여 도로 객체 클래스에 한 심볼계수를 계산하 다(박우진 등,

2012).본 연구에서 용한 Töpfer’sradicallaw는 다음 식과 같다.

 ××





(3-1)

여기서 는 결과 지도의 객체 수,는 입력 지도의 객체 수,는 심볼계

수,는 입력 지도의 축척계수,는 결과 지도의 축척계수이다.<식 3-1>

7)Strokedegree:네트워크가 stroke단 로 구조화되어 있을 때,하나의 stroke내

에 존재하는 교차 의 개수.Strokedegree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상에서의 요도

가 높으며 낮을수록 요도도 낮아짐.

8)굴곡도(sinuosity):곡선의 시작 과 끝 간의 실제거리와 최단거리의 비율로 굽

은 정도를 측정한 것.

9)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에 강한 상 계가

나타나는 문제이며 회귀분석의 제조건에 배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분석 결과

를 도출함.변수 간의 상 계수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 상

성이 높은 변수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이 은 변수를 제외시킴으로써 해결

함(GujaratiandPort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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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에 선택된 객체 그룹의 객체 개수( 는 선택된 객체 그룹의 선형 길이

총합),에 체 객체 개수( 는 체 객체의 선형 길이 총합),에는 축

척 수치지형도의 축척계수,에는 소축척 수치지형도의 축척계수를 입력하

면 선택된 객체 그룹에 한 심볼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아래의 표는

Töpfer’sradicallaw를 이용하여 선택된 객체 그룹에 한 심볼계수를 계산

하기 한 각각의 입력값들과 그로 인해 도출된 심볼계수의 계산 결과를 나

타내고 있는데,객체 개수의 측면과 선길이의 측면에서 각각 계산하 다(<표

3-5>).

    

객체 개수 590개 1239개 5,000 25,000 1.065

선길이 85075.15m 143920.14m 5,000 25,000 1.322

<표 3-5>Töpfer’sradicallaw를 이용하여 선택된 객체 그룹에 한

심볼계수 계산 결과

분석결과,도로 객체 클래스에 한 심볼계수는 객체의 개수 측면에서 1.065

로 나타났으며,도로객체의 길이로 바꾸어 계산하 을 때의 심볼계수는 1.322

로 나타났다.이는 1:5,000수치지형도로부터 1:25,000축척수 에 맞게 도로

객체 클래스에 선택 삭제 연산자를 용하는 데 있어서,Töpfer’sradical

law에 의해 도출된 선택 객체수( 는 선택 객체 그룹의 선형 길이 총합)보다

약간 더 많은 객체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통계 분석으로 객체의 다양한 특성값들과 의 ‘선택된 객체’와

‘삭제된 객체’그룹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여 특성값들과 선택된 객체 그룹

과의 연 성을 분석하 다.특성값들과 그룹 간의 계를 분석하여 그룹을

분류하는 방법론으로는 다 회귀모형,다기 의사결정 방법론,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는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분야의 분류

(classification)알고리듬을 이용한 방법 등을 용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정성 반응 회귀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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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정성 반응 회귀모형은 피회귀변수(종속변수)가 이분 변수( 를

들면,상품의 구입의사 여부,안건에 한 찬성 는 반 여부 등이며 1

는 0의 값으로 표 됨)이고,그와 련된 다양한 독립변수가 있을 때,각 독

립변수의 값에 따라 피회귀변수가 1이 될 확률을 구하는 확률모형이다.이

분석방법에는 선형확률모형(LinearProbability Model,LPM),Logit모형,

Probit모형,Tobit모형 등이 있다(GujaratiandPorter,2009).이 ,본 연

구에서는 Logit모형을 용하여 각 객체의 특성치들과 구분된 그룹 간의 상

성을 분석하 다.

Logit모형은 독립변수의 선형결합을 이용하여 사건의 발생가능성(발생확

률)을 측하는데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라고도 불린다.종속변수가 1이 될 확률을 표 하는데 있어서

LPM이 직선 형태의 확률함수를 가지는데 반해서,Logit모형은 확률함

수 형태에 가까운 비선형 확률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설명력이 높

다는 장 이 있다(<그림 3-8>). 한 Logit모형은 독립변수로 연속형 변수

와 범주형 변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도로 심선의 특성값인 도로폭,도

로길이,도로구분 등을 독립변수로 용하는 데에도 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8>LPM과 Logit모형의 확률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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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t모형에 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3-2)

  ln


  (3-3)

이때,는 종속변수,는 독립변수,는 종속변수가 1이 될 확률,는 각

독립변수에 한 회귀계수,는 로그 승산비(oddsratio)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3.1.2 에서 측정한 도로길이(Length),도로폭

(Width),도로구분(Class)이 세 요소를 용하 다.훈련용 데이터에 Logit

모형을 용하여 도출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식 3-4>).

   × ×  ×

     

     

(3-4)

각 변수에 한 t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내었으며 모델의 체 인 유의도 역시 LR(likelihoodratio)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결과,높은 유의성을 나타내었다(<부록 3>참조).

3.2.선택 삭제 기법 용

단계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1:5,000수치지형도의 도로 심선

데이터로부터 1:18,000,1:72,000축척수 의 도로 심선 데이터를 추출하기

한 선택 삭제 기법을 용하 다.분석결과를 용할 테스트 데이터는

수원시 팔달구 지역에 해당하는 수치지형도 1:5,000 4개 도엽(도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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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9081,37709082,37709091,37709092)으로 구성하 다(<그림 3-9>).훈련

용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에는 도심,비도심 지역이 히 혼

합되어 있으며 다양한 계를 가진 도로객체가 혼재해 있는 지역이다.

<그림 3-9>테스트 데이터 상지역의 1:5,000수치지형도

도로 심선 (수원시 팔달구 일 )

테스트 데이터에 한 처리 로세스로 stroke재구조화를 실시하 으며

재구조화 방법론은 3.1.1 에서 훈련용 데이터에 용한 그것과 동일하게

용하 다.여기에 3.1.3 에서 도출된 도로폭,도로길이,도로구분과 선택된

객체 그룹간의 계식을 바탕으로 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도로 심선에 한

선택확률함수(selectionprobabilityfunction,이하 SPF)를 다음과 같이 계산

하 다.(<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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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의 선택확률함수를 모든 도로 심선 객체에 용하여 SPF값을 측정하

다.다음 그림은 도로 심선 클래스에 해 측정된 SPF값에 한 히스토그

램을 나타낸다(<그림 3-10>).SPF 값의 분포는 체 으로 간 수

(0.38~0.45,0.49~0.7)의 값들이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고 그 이외의 값들에서

는 몇 개의 소그룹(0.05~0.10.73~0.74등)을 이루면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10>SPF값에 한 테스트 지역의 히스토그램

에서 산정된 SPF값을 바탕으로 하여 목표 축척수 에 맞게 낮은 확률값

을 가지는 객체는 ‘삭제’하고 높은 확률값을 가지는 객체는 ‘선택’해야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Töpfer’sradicallaw에 상기 통계분석 과정에서 도

출된 선 도에 한 심볼계수를 용하고 원자료의 축척계수와 목표 축척수

의 축척계수를 입하여 각 목표 축척수 에 한 목표 선형 총길이를 계

산하 다.그리고 SPF값과 객체수에 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목표 총

길이가 도출되기 해 용되어야 할 SPF값의 임계치를 히스토그램

상에서 역산해서 계산하 다.아래의 그림은 SPF와 선형길이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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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목표 선형 총길이를 이용하여 SPF임계치를 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3-11>).그림에서 SPF임계치보다 높은 SPF값을 가지는 객체 그룹

(그래 상의 우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축척수 에서 선택되어 남게

되고,낮은 SPF값을 가지는 객체들(그래 상의 좌하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된다.

<그림 3-11>SPF와 선형길이에 한 함수와 목표

선형 총길이를 이용하여 SPF임계치를 산정하는 과정

다음 표는 목표 축척수 에 따른 목표 선형 총길이와 SPF값의 임계치를

나타낸다(<표 3-6>).

목표 축척수 목표 선형 총길이 (m) SPF임계치

1:5,000 500083.64 0

1:18,000 348435.87 0.502041

1:72,000 174217.93 0.604848

<표 3-6>목표 축척수 에 따른 선형 총길이와 SPF임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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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에서 도출한 SPF임계치를 용하여 목표 축척수 에 따

라 네트워크 객체를 선택 는 삭제한 결과를 나타낸다(<그림 3-12>).목표

축척수 에 따라 상 으로 요도가 높은 도로객체가 선택되고 골목길과

같은 요도가 낮은 도로객체가 삭제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체 으로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보존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네트워크 객체 간의 연

결이 끊어지거나 끝이 약간 꺾어진 형태의 stroke객체도 다소 발견되는데

이는 도로 심선 객체의 형태가 교차로 에서 끊어지지 않고 ‘ㄱ’자로 꺾어진

형태로 되어있는 객체들로 인해 storke객체가 제 로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

으로 보인다. 한 도로 심선 원데이터의 속성값에 오기입된 값들(도로폭이

0 는 과 한 값으로 기입되는 경우)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stroke객체가

제 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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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12>목표 축척수 에 따른 네트워크 객체의 선택/삭제 결과.

(a)1:5,000축척 도로 심선(원자료),(b)1:18,000축척 도로 심선,

(c)1:72,000축척 도로 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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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 도 일반화를 한 폴리곤 병합 기법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형도 네트워크 데이터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가구계

단 로 필지경계선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다축척 지 편집도 DB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지도 일반화 과정을 설계하 다.지형도는 연속지 도에 비해 보다

최신의 지형지물 정보를 담고 있어 연속지 도의 실 불부합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ParkandYu,2011a). 재 네이버,지오피스 등의 민간업체에서 제

작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지 편집도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 편집도

를 제작하고는 있으나 지 편집도 에 도로경계 폴리곤을 첩해서 보여주

는 수 에 지나지 않아 지 도의 원데이터 선형과의 차이가 크다는 차이 이

있다.

한 폴리곤 자료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축척별 네트워크 데이터를 첩하

여 네트워크 역과 가구계 역으로 구분하여 필지를 병합함으로써,도로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많았던 필지들을 정리하는 방법론을 용하 다. 한

네트워크 역과 가구계 역 내의 필지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필지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함으로써 지 도 고유의 특성과 실세계의 정보를 동

시에 반 한 다축척 지 편집도 데이터셋을 생성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 따른 연속지 도의 폴리곤 병합 기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단

계로 이루어져 있다.첫째,네트워크 데이터 선택 삭제 단계에서 도출된

축척별 네트워크 선택 결과를 바탕으로 연속지 도를 네트워크 역과 비네

트워크 역으로 구분한다.둘째,네트워크/비네트워크 역에서의 필지경계

선들을 목표 축척수 에 맞게 병합하는데,이때 병합할 필지 객체 선정 기

은 필지의 다양한 속성정보(형상 ,속성 , 상 정보)를 종합 으로 고려

하여 용하 다.본 단계에서 용한 폴리곤 병합 기법에 한 상세흐름도

는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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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폴리곤 병합 기법에 한 상세 흐름도

다양한 축척수 에 따른 지도 일반화 기법은 용 순서에 따라서 일

용 방식(starstrategy)과 순차 용 방식(ladderstrategy)으로 나 수 있

다(<그림 4-2>).일 용 방식은 여러 소축척의 지도자료로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축척의 지도자료를 동일한 원자료로 이용하여 일 으로 소축

척의 지도자료들을 생성하는 방식이며,순차 용 방식은 축척의 지도자

료를 일반화하여 다음 축척수 의 소축척 지도자료를 생성하고 이 소축척 지

도가 다시 다음 일반화의 원자료로 이용되는 방식이다(Buttenfieldet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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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다축척 일반화에 있어서 일 용 방식(star

strategy)과 순차 용 방식(ladderstrategy)의 차이 (Buttenfield

etal.,2011)

3장의 네트워크 데이터에 한 선택 삭제 로세스는 상 요도가

낮은 객체가 목표 축척수 에 맞게 삭제되기 때문에,객체의 삭제로 인해 다

른 객체의 속성값의 변화에 향을 주지 않아,일 용 방식과 순차

용 방식에 있어서 결과물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폴리곤 병합

로세스에서는 임의의 목표 축척수 에 맞게 폴리곤이 병합되었을 때,병합

된 폴리곤에는 면 ,평균폭 등 속성값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

용 방식과 순차 용 방식의 결과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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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곤 병합 로세스에 일 용 방식을 용하 을 때,1:18,000축척에

서의 병합결과와 1:72,000축척에서의 병합 결과가 독립 으로 형성되기 때문

에 각 축척수 에서 병합된 폴리곤들 간에 형태 연 성이 낮아 축척수 에

따른 병합결과가 이질 으로 느껴질 수 있다.반면에 순차 용 방식으로

폴리곤을 병합하게 되면 1:18,000 축척수 에서 병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1:72,000축척에서 병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척수 에 따른 폴리곤 병합결

과들 간에 형태 연 성이 높다.

이에 따라,본 연구에서는 축척수 이 변화함에 따라 필지가 자연스럽게 병

합되는 결과물을 얻기 해 순차 방식의 필지 폴리곤 병합 로세스를

용하 다.즉,1:1,000연속지 도를 원자료로 이용하여 목표 축척수 1:5,000

에 맞게 병합 로세스를 용한 후,1:5,000수 의 병합 결과를 이용하여

다시 축척수 1:18,000에 맞게 병합 로세스를 새로 용하 으며,1:18,000

수 의 병합 결과를 바탕으로 축척수 1:72,000의 폴리곤 병합을 실시하 다

(<표 2-2>).

<그림 4-3> 상지역에 한 연속지 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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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은 폴리곤 병합 기법을 용할 상지역의 연속지 도를 나타낸다

(<그림 4-3>). 상지역은 네트워크 선택 삭제 기법을 수행했던 지역과

동일하게 수원시 팔달구 일 이며 정형 인 형태와 비정형 인 형태의 필지

들이 히 혼합되어 분포하고 있다.

4.1.네트워크/비네트워크 역 구분

본 연구에서는 지 도 필지 병합을 한 첫 번째 단계로,지 도 필지를 네

트워크 역과 비네트워크 역으로 분할하는 과정을 수행하 다.이 과정은

필지의 지목 는 선형의 형태 등이 실을 반 하지 못하는 실 불부합 문

제를 네트워크 역을 통해 일부 보완하기 해 필요하다.아래의 그림(<그

림 4-4>)은 연속지 의 ‘도로’지목 필지와 수치지형도의 도로경계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그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4-4>연속지 도와 수치지형도 도로데이터의 차이.

(a)연속지 도 ‘도로’지목 필지,

(b)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 도로경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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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연속지 도 상에서 도로를 기 으로 필지의 치

계를 악하고자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수가 있다.도로뿐만 아니라 하

천,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형태의 객체들 역시 지형지물의 상 인 치

계를 악할 때 매우 요한 벤치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반해,도

로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목의 필지와 수치지형도 해당 이어 간에 다소 차

이가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속지 도의 다축척 DB를 만들기 해

서 수치지형도의 네트워크 련 이어(도로,하천,철도)를 첩하여 네트워

크 역과 비네트워크 역(가구계)로 필지를 구분한 후,각 역 내에서 필

지들을 축척수 에 맞게 히 병합하고자 하 다.

연속지 도를 네트워크 역과 비네트워크 역으로 분할하기 해서는 우

선 필지경계선과 네트워크 데이터 간의 면 첩률을 계산해야 한다.이를

해,수치지형도의 네트워크 데이터에 버퍼를 용하여 폴리곤화 한다. 용

하는 버퍼의 폭은 실제 데이터의 폭보다 다소 넓게 용하는데,이는 수치지

형도의 네트워크 데이터와 연속지 도 간에 존재하는 치오차와 선형의 형

태 차이를 고려하기 함이다.각 필지경계선과 그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데이터에 버퍼가 용된 폴리곤과의 면 첩률을 계산하는데,이때 본 연

구에서 제안하고 용한 면 첩률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아래의 수학식과

같다(<식 4-1>).

  

∩
×  (4-1)

여기서, 는 연속지 도에서 번째 필지 폴리곤에 한 면

첩률 값이며,는 번째 필지 폴리곤,는 수치지형도에서 

라는 이어명의 수치지형도 네트워크 버퍼 폴리곤 데이터이다.아래의 그림

은 연속지 도 데이터와 수치지형도 도로경계 이어 간의 면 첩률을 계

산한 결과이다(<그림 4-5>).분석 결과,지 도의 필지와 실제 지형도 간의

첩률은 일반 으로 도로 필지 부분에서 높게 나타났으나,일부 도로에서는

50% 수 의 낮은 첩률을 보이는 곳도 있으며,도로주변 필지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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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연속지 도와 수치지형도 도로경계 이어와의

면 첩률 분석 결과 (단 :%)

이상의 첩률을 보이는 필지도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 단계에서 도출된 면 첩률을 기반으로 하여 필지 네트워크 역

에 완 히 포함되는 필지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필지를 선별한다.즉,일

정수 이상( 를 들면,90%)의 첩률을 보이는 필지경계선은 필지의 90%

이상의 면 이 네트워크 역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필지는 네트

워크 필지로 선정한다. 한,네트워크 필지만큼 첩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

만 필지의 일부분(본 연구에서는 0~90%)이 네트워크 역과 겹쳐 있는 필지

는 네트워크 필지로 될 수 있는 후보 필지로 선정한다.네트워크 필지로 구

분하기 한 기 으로 쓰이는 첩률 임계치는 면 첩률의 공간분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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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 필지/네트워크 후보 필지 선정 단계로부터 도출된 네트워크 후보

필지에 해서 수치지형도의 네트워크 데이터 경계 데이터(도로경계)를

첩하여 경계선에 따라 필지를 분할하 다.이 게 함으로써 필지의 일부분

이 네트워크 역과 겹쳐있는 경우,네트워크 역 내부에 속한 부분과 외부

에 속한 부분으로 필지를 분할할 수 있다.아래의 그림은 면 첩률을 기반

으로 하여 네트워크 필지와 네트워크 후보 필지로 필지를 구분하는 과정을

용한 시 그림을 보여 다(<그림 4-6>).그림에서 (a)의 배경에 깔린 폴

리곤 자료는 연속지 도,굵은 실선은 도로 심선,굵은 실선을 심으로 버

퍼가 용된 폴리곤은 도로 심선에 도로폭과 치오차의 합만큼 버퍼를

용한 결과이다.(b)의 은 회색으로 표시된 필지들은 도로 심선 버퍼 폴리

곤과 면 첩률이 90% 이상을 나타내는 필지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필지

이며,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필지들은 도로 심선 버퍼 폴리곤과 면 첩률

이 40% 이상 90% 미만인 필지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후보 필지를 나타낸

다.

<그림 4-6>면 첩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필지와 네트워크 후보

필지를 선정한 결과.(a)도로 심선과 버퍼를 용한 폴리곤,(b)

네트워크 필지와 네트워크 후보 필지로 선정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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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후보 필지로 선정된 필지 조각들에 해서 형상 특성에 따라 네

트워크 역 내부로 포함시키거나 외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잘려진 필지 조

각은 다음의 네 가지 경우 한 경우에 포함된다.

① 크기가 크고 네트워크 역 경계선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

② 크기가 작고 네트워크 역 경계선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

③ 크기가 크고 네트워크 역 경계선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

④ 크기가 작고 네트워크 역 경계선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

의 경우 ①,④ 경우는 네트워크 역 내부에 포함되도록 하고 ②,③

경우는 네트워크 역 외부에 포함되도록 한다.이때 필지 조각의 크기 기

으로 폴리곤의 다양한 형상 특성치를 통해 계산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폴리곤의 면 과 평균폭,필지의 심 과 네트워크 역 경계선까지의

거리,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크기에 한 조건식을 부여하 다.

면 과 폭,경계선까지의 거리에 한 임계치는 지도의 목표축척별 최 허

용 치오차(AllowablePositionalError,이하 APE)를 이용하 다.본 연구

에서 제안한 필지 폴리곤 재분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네트워크 역 경계선 내부에 존재하는 필지 폴리곤 에서 면 이

APE의 제곱보다 크거나 폭이 APE보다 큰 폴리곤은 네트워크 역으

로 포함시킨다.

(2)네트워크 역 경계선 외부에 존재하는 필지 폴리곤 에서 면 이

APE의 제곱보다 작거나 폭이 APE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필지의 심

과 네트워크 역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APE의 2배보다 작은 필지

폴리곤은 네트워크 역으로 포함시킨다.

(3)그 이외의 필지 폴리곤은 모두 비네트워크 역에 포함시킨다.

의 필지 분류 조건을 조건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과 같다(<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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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7>목표 축척수 별 네트워크/비네트워크 역 분할 결과.흰색

역이 네트워크 역,회색 역이 비네트워크 역을 나타냄.

(a)축척 1:5,000,(b)축척 1:18,000,(c)축척 1:72,000

i f  
 or   and

∈ 

 ∈′

 i f  ≤
 or ≤ and

 ≤× and

∉ 

 ∈′

 ∉′

(4-2)

이때 는 필지조각의 면 ,는 필지조각의 평균폭,는

필지조각 폴리곤,는 필지 폴리곤의 무게 심과 네트워크 역 경

계선과의 최단거리,은 네트워크 후보 역,′은 조정된 네트워크

역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축척별 최 허용 치오차에 하여 도상

0.7mm를 용하 다.

아래의 그림은 의 조건식을 이용하여 목표 축척수 에 따라서 필지를 네

트워크 역과 비네트워크 역으로 분할한 결과를 나타낸다(<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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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필지 경계선 병합

4.2.1.필지의 요도 계산

필지의 경계선을 병합하기 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결정해야 한다.첫째,

어떤 필지를 병합 상으로 할 것인가?둘째,몇 개의 필지를 병합 상으로

할 것인가?셋째,병합 상 필지를 어떤 필지로 병합시킬 것인가?

어떤 필지를 병합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본 연구에서는 필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필지의 상 요도를 정량 으로 계산하여 이를 이용

하 다.필지의 상 요도를 계산하기 해 고려되는 필지의 특성으로는

크게 형상 특성과 속성 특성이 있다.형상 특성으로는 필지의 면 ,평

균 폭,신장률(elongation),압축비(compactness),요철도(convexity)등이 있

으며,속성 특성으로는 지목,용도지역,용도지구,공시지가 등의 요소를

용할 수 있다. 를 들어,면 이 작고,폭이 좁고,공시지가가 낮을수록 요

도가 낮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정량화하는 것이다.

지목,용도지구,용도지역과 같은 속성정보는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이를 수

치화하려면 사용자가 각각의 범주에 해 상 요도 수치를 부여해야 한

다. 를 들어,상업지역의 ‘지’지목을 가진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의 ‘밭’이

나 ‘논’필지에 비해 상 요도를 높게 부여하는 식으로 사용자가 각 범

주에 요도를 부여할 수 있다. 한 건물 데이터와 지 도를 매칭하여 필지

내에 치하는 건물의 요도에 따라 필지의 상 요도를 부여할 수 있

다.이때,건물의 상 요도는 건축법에서 제시한 건물별 요도 자료10)

10)건축법 상 건물 상 요도 (건축구조 설계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1245호):

- 요도(특)-연면 1,000m2이상인 험물 장 처리시설,국가 는 지방

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 ,소방서,발 소,방송국, 신 화국,종합병원,수술시

설이나 응 시설이 있는 병원.

- 요도(1)-연면 1,000m2미만인 험물 장 처리시설,국가 는 지방자

치단체의 청사,외국공 ,소방서,발 소,방송국, 신 화국,연면 5,000m2이

상인 공연장,집회장, 람장, 시장,운동시설, 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 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아동 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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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소들에 해서 표 화된 가 평균

합으로 필지의 요도를 계산하 다.필지의 요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서는 계산의 효율성과 요소간의 상 계를 고려하여 면 (area),평균폭

(width),압축비(compactness)의 세 요소만을 고려하 다.<식 4-3>은 폴리

곤 객체의 압축비를 계산하는 계산식이다.

  ×둘레길이
면적

(4-3)

아래 수학식은 의 특성값들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필지의 요

도 계산식이다(<식 4-4>).

 ×max


×max



×max



(4-4)

여기서 은 각 필지 폴리곤의 요도 지수(ImportanceIndex,이하 II)

이며,부터 까지는 각 요소에 한 가 치이다.가 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가 치의 총합은 1이 되어야 하며,사용자의 의도나 지도의

목 등에 따라 달리 부여할 수 있다.각 요소의 가 치에 하여 다양한 조

합으로 용해본 결과,에 무 높은 가 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뒤에서

나올 병합 상 필지 탐색 과정에서 폭이 좁지만 크기가 매우 큰 하천이나 도

로 필지가 병합 상으로 탐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에 무 높은 가 치

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크기가 크고 형상이 매우 복잡한 지나 도로 필지가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 트,학교,수술시설과 응 시설 모두

없는 병원,기타 연면 1,000㎡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요도(2)- 요도(특),(1),(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요도(3)-농업시설물,소규모창고,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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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상으로 탐색되는 경우가 많아 두 경우 모두 하지 않았다.본 연구

에서는 각 요소에 한 가 치로서,에 0.5,에 0.3,에 0.2의 값을 용

하 을 때의 병합 상 필지 탐색 결과가 가장 정한 것으로 단되어 의

수치로 각 가 치를 결정하 다.

4.2.2.병합 상 필지 탐색

의 단계에서 계산된 필지의 요도를 기 으로 하여 네트워크 역과 가

구계 역 내에서 병합할 상 필지를 탐색한다.병합할 필지의 개수는 목표

축척수 ,사용자의 의도,Töpfer’sradicallaw와 최소도화기 등을 고려하

여 결정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목표 축척수 에 따라 Töpfer’sradical

law를 통해 도출된 필지 정 개수와 필지의 최소도화기 (면 ,폭)을 동시

에 고려하여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병합 상 필지들을 탐색하 다.

Töpfer’sradicallaw를 이용하여 목표 축척별 필지 정 개수를 계산하는 방

식은 네트워크 객체의 선택 삭제 과정에서 용하 던 방식과 유사하며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Töpfer’sradicallaw에 원자료의 축척계수와 목

표 축척수 의 축척계수를 입하여 각 목표 축척수 에 한 목표 필지 개

수를 계산한다.이때 필지는 면자료이기 때문에 수정된 Töpfer’sradicallaw

를 용하 다(TöpferandPillewizer,1966).수정된 Töpfer’sradicallaw는

다음 식과 같다.(<식 4-7>)

 ×××





(4-7)

여기서 는 결과 지도의 개체 수,는 입력 지도의 개체 수,는 심볼과

장계수(the constant of symbolic exaggeration), 는 심볼형태계수(the

constantofsymbolicform),는 입력 지도의 축척계수,는 결과 지도의

축척계수이다.여기서 심볼형태계수는 상 객체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달

라지는 계수이며,데이터 타입이 일 경우에는 1,폴리라인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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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곤인 경우에는 


를 용한다.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경우를

용해본 결과 데이터로 가정했을 때에는 과 하게 선택되고,폴리곤 데이

터를 가정했을 때에는 과소하게 선택되는 경향이 있어,폴리라인 데이터를

가정하고 





를 용하 다.심볼과장계수는 객체의 선택 개수에 하여

radicallaw 상에서 도출된 수치보다 더 많이 선택할지 게 선택할지에

한 계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과장계수의 향을 고려하지 않기 해 1로 용

하 다.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 용한 radicallaw는 다음 식과 같다(<식

4-8>).

   





⇒  ×


(4-8)

목표 필지 개수를 의 식을 통해 도출하면, 값과 객체수에 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목표 필지 개수에 한  값의 임계치를 히

스토그램 상에서 역산해서 계산한다. 한,최소 폭 기 은 최 허용 치오

차(APE)를 도상 0.7mm로 정한 후,여기에 목표 축척수 의 축척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 으며,최소 면 기 은 최소 폭 기 값을 제곱한 값으로 산

정하 다.다음 표는 병합 상 필지 탐색을 한 목표 축척수 에 따른 목표

필지 개수와  값의 임계치,필지의 최소폭 기 과 최소 면 기 을 나

타낸다(<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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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축척

수

목표 필지

개수 (개)

 값

임계치

최소 폭

기 (m)

최소 면

기 (㎡)

1:1,000 99007 - - -

1:5,000 19801 12.8715 3.5 12.25

1:18,000 5500 15.8913 12.6 158.76

1:72,000 1375 16.9045 50.4 2540.16

<표 4-1>병합 상 필지 탐색 임계치

아래의 식은 의 표에서 도출된 필지 탐색 임계치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병합 상 필지를 선택하는 조건식(ConditionofSearchingParcels

whichwillbeMerged,이하 CSPM)이다(<식 4-9>).

i f   or    or

 
 ∈

(4-9)

여기서 는 임의의 필지 폴리곤, 은 필지의 면 ,

은 필지의 평균폭,는 최소 면 기 치,는 최소 폭 기

치,는  값 임계치,은 병합 상 필지로 탐색된 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아래의 그림은 의 조건식을 이용해서 병합 상 필지를 탐색한 결과를 나

타내는 시 그림이다.그림에서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필지가 병합 상으

로 탐색된 필지들이다.상 으로 크기가 작거나 폭이 좁은 필지들이 주로

탐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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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병합 상 필지 탐색 결과 시

4.2.3.인 필지 병합

병합 상 필지를 인 필지로 병합시키기 한 로세스로 본 연구에서는

반복 필지 병합(IterativeParcelMerging,이하 IPM)알고리듬을 제안하

다.IPM 알고리듬은 CSPM(<식 4-9>)에 의해 탐색된 병합 상 필지를 가징

긴 경계선을 공유한 인 필지에 병합시킨 후,병합 결과 폴리곤들의 형상

특성값들을 재계산하는 과정을 반복 으로 수행하여 모든 폴리곤들이 목표

축척수 에서의 형상 기 에 도달할 때까지 병합과정을 반복한다.본 연구

에서 제안한 IPM 알고리듬은 다음과 같다.

(1) 상 역 내에서 CSPM을 용하여 병합 상 필지를 탐색하고,

탐색된 필지들을 역 내의 인 한 필지에 병합시킨다.

(2)인 필지가 복수일 경우에는 가장 긴 경계선을 공유하고 있는

필지에 병합시킨다.

(3)병합된 결과에 해서 면 과 평균폭,을 재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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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시 CSPM을 용하여 목표 축척수 에서의 최소 면 기 과 최소

폭 기 ,최소  기 에 미달되는 필지를 탐색하고,인 필지에

병합시킨다.

(5)CSPM을 실행하 을 때 더 이상 탐색되는 필지가 없거나 병합시킬

인 필지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인 필지 병합 로세스는 네트워크 역과 비네트워크 역에서 각각 진

행된다.네트워크 역에서는 역을 다시 도로,하천,철도 역으로 나 어

각 역 내에서 동일 지목 필지간 병합을 수행한다.이를 해 우선,각 역

에서의 필지들에 하여 일 으로 해당 지목(도로 역에서는 ‘도로’지목,

하천 역에서는 ‘하천’지목,호수 수지 역에서는 ‘유지’지목,철도

역에서는 ‘철도용지’지목)으로 지목을 변경한다.이때의 지목은 원래 필지

가 가지고 있는 속성정보로서의 지목 정보와는 별도로,시각화만을 한 지

목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 다음,각 역 내에서 IPM 알고리듬을 실행한다.

각 역 내에서 독립 으로 IPM 알고리듬을 실행하기 때문에 동일 지목의

필지들끼리만 병합이 일어난다.

비네트워크 역에서의 필지 간 병합 로세스는 동일 지목 필지간 병합과

이종 지목 필지간 병합을 순차 으로 진행한다.네트워크 역에서의 로세

스와 마찬가지로 우선,비네트워크 역을 지목 별 역으로 다시 분할하여

IPM 알고리듬을 각 역에서 실행한다(동일 지목 필지간 병합).그런 다음,

지목 별 필지 병합 결과를 모두 붙여서 하나의 이어로 만든 후,여기에 다

시 IPM 알고리듬을 실행한다(이종 지목 필지간 병합).이종 지목 필지간 병

합을 추가 으로 실시하는 이유는,동일 지목 필지간 병합을 실행했을 때 결

과물에 기 이하의 크기와 요도를 가진 필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

문이며 이러한 경우에 인 한 이종의 필지로 병합시킬 필요가 있다. 와 같

이 네트워크 역과 비네트워크 역에서의 병합된 결과들은 다시 하나의

이어로 통합하여 목표 축척수 에서의 지 편집도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림 4-9>는 의 단계를 통해 분할 구분된 필지에 해 필지 병합 단

계를 용한 결과를 나타낸다.필지 경계선이 목표 축척수 에 맞게 히

병합되어 있으며,각 축척수 에서 도로 역에 해당하는 필지들이 가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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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목표 축척수 에 따른 필지 병합 결과.

(a)연속지 도 원데이터,(b)1:5,000축척수 병합 결과,

(c)1:18,000축척수 병합 결과,(d)1:72,000축척수 병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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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필지들과 잘 구분되어 병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연속지 도

원자료(a)에서 선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들은 실세계에서 도로 필지

(그림에서 진한 회색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천,녹지 등의 필지로 잘못 지

정되어 있었는데 축척별 병합이 진행되는 과정((b),(c),(d))에서 도로 필지

로 재분류되어 병합된 것을 찰할 수 있다. 한 1:5,000축척수 에서 도로

로 구분되었던 필지들 규모가 작은 도로필지들이 소축척으로 갈수록 차

으로 어들면서 마지막에는 가장 요한 두 개의 도로객체만 남고 나머지

도로 필지들은 주변 필지로 모두 병합된 결과를 찰할 수 있다. 지 필지

(그림에서 은 회색 부분)들은 축척수 이 소축척으로 갈수록 일차 으로

같은 가구계 역 내에 있던 필지들 간에 병합이 일어나다가 차 으로 병

합되는 범 가 넓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이 역시 축척수 에 따라 자

연스러운 형태로 필지의 병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을 뒷받침해 다.

아래의 그림들은 각 목표 축척수 에 맞게 일반화된 지 편집도를 필지의

지목에 따라 색깔을 입 표 한 그림이다.목표 축척수 에 맞게 네트워크

역과 비네트워크 역에서의 필지들이 히 병합되어 있는 것을 찰할

수 있다(<그림 4-10>~<그림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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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연속지 도 원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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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1:5,000축척수 의 지 편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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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1:18,000축척수 의 지 편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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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72,000축척수 의 지 편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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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이 리드 선형 단순화 기법 연구

필지 경계선은 정리되지 않은 선형의 형태로 표 되어 있어 축척을 여서

표 하게 되면 불필요한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굴곡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굴곡과 을 제거함으로써 지도의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데이터의 용량을 감소시켜 데이터 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이를

해서는 필지 경계선에 한 한 선형 단순화 기법과 그에 따른 임계치

가 용되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다축척 지 편집도 생성의 마지막 단계

로,필지 경계선들이 병합된 결과에 하여 선형 단순화 기법을 용하 다.

<그림 5-1>은 필지 경계선에 하여 선형 단순화 기법을 용한 시를 보

여 다.그림에서 회색 실선은 단순화 의 필지 선형,검은 실선은 단순화

후의 필지 선형을 나타낸다.단순화 기법을 용한 결과,불필요한 굴곡이 다

소 제거되어 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필지경계선에 한 선형 단순화 기법 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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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단순화 알고리듬의 성능은 선형 데이터의 형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선형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기법을 혼합해서 용함

으로써 단순화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다(ParkandYu,2011b).선형 객체

를 균질한 부분으로 세분화하고 각 부분에 한 알고리듬을 용하여 단순

화하기 한 방법론은 선형 단순화 기법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Dutton,

1999;LopezandBalboa,2008).본 연구에서는 지 편집도의 필지 경계선을

단순화하는데 있어서,선형의 정량 특성에 따라 선형을 세분화하고 단순화

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검증하 다.이를 해 선형 형상의 기하학 특성

에 따른 기존의 단순화 알고리듬의 성능을 분석했으며,분석된 데이터는 선

형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각 부분에 한 단순화 알고리듬을 선택하기 한

기 으로 사용하 다.이러한 선형의 세분화 하이 리드 단순화 알고리듬

을 4장에서 도출된 필지 병합 결과 데이터에 용하 다. 한 이 방법론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원래의 선형 데이터와 단순화 결과물 간의 시각 인

차이와 치오차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하이 리드 선형 단순화 방법론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첫 번째 단계는 필지 경계선 단순화를 한 처리 단계이고,두 번째

단계는 단순화 기법의 정량 특성 분석 단계,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선형

세분화과 단순화 단계이다.첫 번째 단계에서는 폴리곤 자료형태인 연속지

도 필지 경계선들을 폴리라인으로 분할하는 처리 로세스를 실시한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훈련용 선형 데이터에 기존의 알고리듬을 용한 후 특정

알고리듬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부분(sections with exclusively high

performance,이하 SEHP)을 탐색한다.이러한 SEHP들의 형상 특성을 분

석하여 세분화를 한 훈련 데이터를 생성한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단

계의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가용 선형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정 알고리

듬을 결정하여 단순화시킨다.단순화 결과는 시각 ,통계 방식으로 평가된

다.<그림 5-2>은 본 연구의 로세스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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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하이 리드 선형 단순화 기법의 로세스

5.1. 처리

지 편집도의 필지 경계선을 단순화하기 한 처리 단계로 필지 폴리곤을

폴리라인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용해야 한다.연속지 도는 필지 폴리곤들

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여기에 선형 단순화 기법을 그 로 용하게

되면 인 한 폴리곤 간에 제거되는 이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폴리곤끼리의 합 부분에서 슬리버 폴리곤 는 홀(Hole)이

발생하게 된다.<그림 5-3>은 인 한 폴리곤을 단독 으로 선형 단순화 시

킨 후 다시 합하 을 때 슬리버 폴리곤과 홀이 생성된 경우에 한 시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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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인 한 폴리곤을 단독 으로 선형 단순화 시킨 후

합하 을 때 슬리버 폴리곤과 홀이 생성된 시

필지 폴리곤들이 선형 단순화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해서는 폴리곤을 폴리라인으로 환해야 하며,이때 폴리라인은

의 차수(degree)11)가 3이상인 들을 기 으로 분할한다.분할된 각 폴리

라인에 하여 선형 단순화 기법을 용한 후,다시 단순화된 폴리라인을 이

용하여 폴리곤을 생성하면 슬리버 폴리곤이나 홀이 발생시키지 않고 선형이

단순화된 폴리곤 집합을 얻을 수 있다(<그림 5-4>).아래의 그림은 <그림

5-3>에서 시한 2개의 폴리곤을 의 차수가 3인 두 개의 (진하게

표시된 )을 기 으로 하여 3개의 폴리라인으로 분할한 후,각각의 폴리라

인들을 단순화 시키고 다시 합하여 폴리곤 집합으로 환하는 과정의 시

를 나타낸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지 편집도의 필지 경계선을 단순화하기 한 처

리로,모든 필지 폴리곤들을 의 차수가 3이상인 들을 기 으로 하

여 폴리라인들로 분할하 다.

11) 의 차수(degree): 에 연결된(incident)선분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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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폴리곤 집합을 다수의 폴리라인으로 분할한 후,각각을 선형

단순화 시키고 다시 합하여 폴리곤 집합으로 환하는 과정

5.2.단순화 기법의 정량 특성 분석

선형의 기하학 특성에 따라 어떤 단순화 알고리듬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선형 단순화 알고리듬을 검

토하 다.

� Douglas–Peucker알고리듬 (이하 DP)

� Sleeve-fitting알고리듬 (이하 SF)

� Simplificationusingaturningfunction(이하 TS)

세 알고리듬을 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이 알고리듬들은 그들

은 선형 데이터의 제거와 형상 보존의 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uglasand Peucker,1973;Zhao and Saalfeld,

1997;Rangayyanetal.,2008;ShiandCheung,2006).둘째,단순화에 필요

한 매개 변수(DP알고리듬은 최 수선 거리,SF알고리듬은 스트립의 폭,

그리고 TS알고리듬은 인 한 정 간의 거리와 편각)은 간단하고 쉽게 구

되며,수치지형도의 도화기 과 같은 객 인 기 에 따라 결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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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장 이 있다.<그림 5-5>은 이 단계의 로세스 상세 흐름도를 나타낸

다.

<그림 5-5>단순화 기법의 정량 특성 분석

단계의 상세 흐름도

단순화 기법의 정량 특성 분석 단계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기존의 세 알고리듬을 훈련용 선형 데이터셋에 용한다.

(2)세 알고리듬에 의해 야기되는 치 오차를 각 단 에서

측정한다.

(3) 의 오차 값에서 특정 알고리듬을 사용하 을 때 최소의 오차값을

나타내는 은 그 알고리듬에 할당한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들을 배타 으로 낮은 치오차를 갖는 (vertices of

exclusivelylow positionalerror,이하 VELE)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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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VELE들 어도 3개의 연속 인 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추출된다.이 길이는 형상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선 구간의

최소한의 의미있는 길이이기 때문이다.이 섹션이 SEHP이다.

(5)각 알고리듬에 한 SEHP들의 형상 특성들을 계산한다.본

연구에서는 SEHP의 각 선분에서의 길이와 경사각의 계를

나타내는 산 도를 분석 수단으로 채용하 다.이 두 가지 측정값은

선형의 가장 기본 인 특성으로,길이는 인 한 두 에 의해

결정되며 편각은 3개의 인 한 에 의해 결정된다.

(6)SEHP의 산 도에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용하여

그룹핑한다.그룹핑 결과는 다음 단계에서 선형 데이터를 세분화,

분류하기 한 훈련 결과 데이터(이하,훈련 데이터)를 생성하기 해

활용된다.산 도에 클러스터링을 용하는 이유는 훈련 데이터와

상 선형의 측정값을 비교할 때 훈련 데이터가 무 많으면 비교

로세스를 비효율 으로 만들 수 있으며 한 산 도의 일부 벡터

사이에 높은 상 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각 클러스터의 심 벡터를 선형의 세분화를 한 훈련 데이터로

생성한다.

단순화 알고리듬의 선형 특성에 따른 단순화 성능에 하여 정량 으로 특

성을 분석하기 해 기존의 3개의 단순화 알고리듬(DP,SF,TS알고리듬)을

훈련용 선형 데이터셋에 용하 다.훈련용 선형 데이터셋은 처리 단계에

서 도출된 폴리라인 데이터들 지 필지 경계선에 해당하는 폴리라인 객

체 25개,도로 필지 경계선에 해당하는 폴리라인 객체 10개,그리고 하천 필

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폴리라인 객체 10개를 각각 임의로 추출하여 구축하

다.각 단순화 알고리듬에 사용되는 매개 변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해

공표된 1:5,000축척 수치지형도의 도화규정에 의해 결정되었다(국립지리원,

1995).즉,DP알고리듬의 최 수선 거리는 2m,SF알고리듬의 스트립 최

폭은 2m,TS알고리듬의 길이와 각도의 임계값은 각각 1m와 5°로 결정

되었다. 에서 지정된 매개 변수들은 선형 데이터를 동일한 축척으로 단순

화시킴으로써 각 알고리듬의 단순화 결과 간의 치 오차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아래의 그림은 세 알고리듬을 한 SEHP의 길이와 각도에 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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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DP,SF,TS단순화 알고리듬에 한

SEHP의 형상 특성 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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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여 다(<그림 5-6>).

산 도 데이터의 분포는 20°와 80°의 각도를 심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나

어 진 경향을 공통 으로 나타내었다.80°이상의 각도 값을 가지는 들

은 거의 사각형 모양의 세그먼트(주로 지 필지의 경계선).20°이하의 각도

값을 가지는 들은 부드럽게 곡선 모양을 가진 세그먼트(주로 도로나 하천

필지의 경계선)이다.20°와 80°사이의 각도를 가진 들은 상 으로 굴곡

이 심한 곡선(주로 하천 필지의 경계선)세그먼트이다.K-means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산 도의 들을 그룹핑 하 다.클러스터의 수는 3개로 결

정하 는데 이는 에서 언 한 것과 같이 산 도가 3개의 부분으로 나 어

지는 경향을 각 산 도에서 보 기 때문이다.<그림 5-6>은 각 단순화 기법

의 산 도를 클러스터링 한 결과가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되고 각 클러스터

의 심 벡터는 큰 으로 표시되어 있다.아래의 표는 각 단순화 기법의 산

도 클러스터로부터 추출한 심 벡터를 나타낸다(<표 5-1>).

length(m) angle(°)

Douglas-Peucker

3.1018 33.832

5.0296 4.7666

6.0055 88.769

Sleeve-Fitting

3.85 35.98

6.9443 88.124

5.1892 5.2228

Turningfunction

2.9638 6.3416

3.2596 88.4

2.2042 34.737

<표 5-1>선형 단순화 기법 별 산 도 클러스터의 심 좌표



- 79 -

5.3.선형 세분화와 단순화

선형 세분화 단순화 단계에서는 이 정량 특성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훈련 데이터에 따라 검증용 선형 데이터셋의 선형들을 세분화하고 단순화한

다.검증용 선형 데이터셋은 처리 단계에서 도출된 폴리라인 데이터들

지 필지 경계선에 해당하는 폴리라인 객체 35개,도로 필지 경계선에 해당

하는 폴리라인 객체 21개,그리고 하천 필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폴리라인

객체 18개를 각각 임의로 추출하여 구축하 다.

선형 일반화를 한 다양한 선형 세분화 방법론이 제안되어 왔다.Lopez

andBalboa(2008)는 6가지 범주로 이러한 기술을 분류하 는데( 제거 방

법,측정 기반의 방법,임계 법,기하학 분석 방법,주 수 기반의 방법과

지식 기반 방법),본 연구에서의 세분화 방법은 선형 데이터에서 균질한 부

분을 탐지하기 해 기하학 인 측정값을 사용한 측정 기반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세분화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우선,선형 데이터의 시작 을 기

으로 기 섹션(initialsection)을 구성하고,선형 일부분의 기하학 측정

값이 균일하게 훈련 데이터와 유사한 때까지 선형의 기 섹션을 반복 으로

연장한다.섹션의 기하학 특성값과 가장 가까운 특성값을 가지는 훈련 데

이터에 해당하는 알고리듬에 세분화된 섹션을 할당한다.세분화 후 각 섹션

은 섹션이 할당된 해당 알고리듬에 의해 단순화된다.이러한 단순한 방법은

각 섹션에 가장 합한 알고리듬을 용하는 일종의 하이 리드 형태이다.

할당된 알고리듬으로 단순화된 선형 섹션은 다른 두 알고리듬보다 작은 치

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이는 체 선형 객체의 반 인 치 오

차도 하이 리드 단순화를 용한 후 더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선형

세분화 단순화 과정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선형 객체  ,    ,     ,는 의 좌표,는

의 좌표로 하자. 의 기 섹션  ,     ,훈련 데이터

 ,   ,     , 는 번째 선분의 길이 그리고 는

번째 선분과 번째 선분 간의 편각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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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섹션의 양 끝 을 선택 (  )

2. 기 섹션의 형상 특성값 계산 ( 
,  ∠,

≤≤)

3. 특성값 벡터를 산 도에 표시

4. 특성값 벡터와 훈련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 (   )

5. 
  



를 최소화하는 를 탐색 ( 
  



)하고,를 포함

하고 있는 훈련 데이터에 해당하는 알고리듬을 기 섹션 에 할당

6. 만약  이라면, 기 섹션의 끝 을 다음 으로 이동

(′   )하고 (2)~(5)까지의 과정을 반복

7. 만약 ≠이라면, 기 섹션의 할당 결과를 장하고, 기섹션

의 끝 을 새로운 기섹션의 시작 으로 설정 (    )하

고 (2)~(5)까지의 과정을 반복

8.  이 될 때까지 (2)~(7)과정을 반복하고 할당된 알고리듬으로

각 섹션들을 단순화함

<그림 5-7>는 선형 세분화과 단순화 과정의 흐름도이며,<그림 5-8>는 선

형 객체에 이러한 로세스를 용한 이다.

이 기법의 장 은 정량 특성 분석,선형 세분화,각 섹션에 용할 알고리

듬의 선택은 하나의 일 된 에 의해 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다.

한 본 연구에서의 양 특성,세분화,하이 리드 단순화 방법론은 응용 상

황에 따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다.최 근사 알고리듬(Gribov and

Bodansky,2004,2006;HaunertandWolff,2008)을 포함한 다양한 폴리라인

단순화 알고리듬 역시 하이 리드 기법의 구성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각

단순화 알고리듬에 용되는 매개 변수는 사용자의 목 을 고려하거나 상

데이터셋의 비 시험을 통해 경험 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이 때 매개 변

수는 정량 특성 분석 과정과 세분화 단순화 과정에서 동일하게 용해

야 하며 한 매개 변수가 용될 때,단순화 된 결과의 축척은 알고리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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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선형 세분화 단순화 단계에 한 상세흐름도

에 동일하게 용되어야 한다.형상 특성의 측정 방법으로,Lopezand

Balboa(2008),SkopelitiandTsoulos(1999)에서 제시한 다양한 기하학 측정

방법 등을 용할 수 있다.세분화를 한 훈련 데이터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클러스터링 기법 련 매개 변수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

다.K-means클러스터링의 k값은 경험 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클러스터링

역시 ISODATA와 같은 다양한 통계 근으로 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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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선형 세분화 단순화 단계에 한 샘 데이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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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 평가

본 연구에서는 웹 는 모바일 화면상에서 다축척 지 편집도를 디스 이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축척수 별 지 편집도를 구성하 다.

1:1,000축척수 에서는 연속지 도의 원데이터를 일반화 등의 가공 없이 그

로 보여주는 동시에 1:1,000축척의 수치지형도로부터 네트워크 이어(도

로경계,하천경계,철도경계)데이터를 첩해서 투명도를 용하여 하이 리

드 형태의 지도를 보여주는 방식을 용하 다.이러한 방식으로 1:1,000축

척에서의 지 도를 디스 이 하는 이유는 해당 축척에서 사용자가 필지의

형상과 주변 지형지물과의 상 치 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지 도에서

의 지목정보들 만으로는 치 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목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1:1,000축척에서는 1:5,000~1:72,000사

이의 지 편집도와 같이 필지를 병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형도의 네트워크 데

이터를 첩해서 보여 으로써 지도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

<그림 6-1>1:1,000축척에서 지 도와 지형도 네트워크

데이터의 하이 리드 디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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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부터 1:72,000까지의 축척수 에서는 3~5장에서 기술한 네트워크 선택

/삭제,폴리곤 병합,선형 단순화 등 일반화 기법이 용된 지 편집도 결과

물을 디스 이한다(<그림 6-2>,<그림 6-3>,<그림 6-4>).지목의 특성

에 맞게 히 색상 스타일을 용하 으며,주기는 특별히 표기하지 않았

다12).

<그림 6-2>1:5,000축척에서의 지 편집도 디스 이

12)다축척 지 편집도에서의 주기의 표 은 필지의 지목,주요 지형지물,행정경계,

POI,도로명 등을 활용해서 표기할 수 있으나,본 연구에서의 연구범 를 벗어나

는 것이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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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18,000축척에서의 지 편집도 디스 이

<그림 6-4>1:72,000축척에서의 지 편집도 디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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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정성 평가

네트워크 데이터의 선택 삭제 기법과 연속지 도 필지 병합 기법을 용

한 일반화 결과를 정성 (시각 )으로 평가하기 하여 네이버 지도서비스에

서 제공하는 지 편집도와 지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지 편집도를 축척수 에

따라서 비교하면서 시각 인 평가를 실시하 다.

아래의 그림들은 각 목표 축척수 에 해서 본 연구에서의 지 편집도와

네이버지도에서 제공하는 지 편집도,지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지 편집도를

비교해서 보여 그림이다.<그림 6-5>은 1:5,000축척수 ,<그림 6-6>은

1:18,000축척수 그리고,<그림 6-7>은 1:72,000축척수 에서 각 지 편집

도의 비교를 나타낸다.네이버지도의 지 편집도는 해당 축척으로 인/ 아

웃 했을 때 화면에 디스 이되는 지도를 캡쳐했으며,지오피스의 지 편집

도는 단일축척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축척수 에 맞게 히 단순 확 /축소

하 다.

1:5,000,1:18,000,1:72,000축척수 에서는 반 으로 본 연구에서의 지 편

집도가 병합된 필지와 네트워크 데이터를 동시에 보여 으로써 필지그룹의

분포패턴과 상 치 계를 악할 수 있는데 반해서 네이버지도의 지

편집도는 특정 필지의 병합이 용도지구계획 상의 경계를 기 으로 이루어져

있어 축척수 에 비해서 과도하게 병합된 측면이 있었으며 축척수 에 따른

도로데이터를 그 에 첩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용하고 있어 소축척에서

의 도로 네트워크와 가구계의 구분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지오피스의 지

편집도는 축척일 때에는 가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1:5,000이하의

소축척에서는 필지의 구분이 거의 되지 않았다.결과 으로 필지그룹 는

가구계 역과 네트워크 데이터와의 상 치 계를 악하는데 있어서는

본 연구의 지 편집도와 네이버지도의 지 편집도가 유리했다. 한 본 연구

의 지 편집도는 축척수 에 따른 필지그룹의 병합이 일 성 있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 편집도들은 축척 수 간의 지도 변화가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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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5>1:5,000축척수 에서의 지 편집도 비교.

(a)본 연구에서의 지 편집도,(b)네이버지도의 지 편집도,

(c)지오피스의 지 편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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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6>1:18,000축척수 에서의 지 편집도 비교.

(a)본 연구에서의 지 편집도,(b)네이버지도의 지 편집도,

(c)지오피스의 지 편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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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7>1:72,000축척수 에서의 지 편집도 비교.

(a)본 연구에서의 지 편집도,(b)네이버지도의 지 편집도,

(c)지오피스의 지 편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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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리드 단순화 기법의 단순화 성능을 정성 으로 평가하기 해 선형

단순화 알고리듬을 단독 으로 용하 을 때의 결과와 하이 리드한 방식으

로 용하 을 때의 단순화 결과를 시각 으로 비교해 보았다.다음 표는 각

단순화 기법에 의해서 단순화된 선형의 형상 변화를 나타낸다(<표 6-1>).

시각 평가를 해 지 필지,도로 필지,하천 필지의 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가지 형상 특성(사각형 모양,큰 반경의 곡선 모양,작은 반경의 곡

선 모양)을 가지는 부분들에 하여 각각의 단순화 기법에 의해 단순화 된

선형의 형상 특징을 비교하 다.시각 평가 결과,하이 리드 기법에 의

한 선형 단순화 결과는 각도의 변화가 극심한 사각형 모양의 선형에서 개별

용한 결과보다 원래의 형상을 보다 잘 유지하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DP는

SF와 TF알고리듬의 결과는 하이 리드 기법에 의한 것보다 다소 많은 형

태의 왜곡을 나타내었다.크고 작은 반경의 곡선 부분에서는 하이 리드 기

법의 결과가 반경의 소를 불문하고 곡선의 형상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

었다.DP알고리듬에서 단순화된 결과는 체 으로 하이 리드 기법에 의

한 결과와 유사한 수 의 단순화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큰 반경과 작은 반경

의 곡선이 혼재해 있을 때 두 부분의 연결부분에서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SF알고리듬은 DP알고리듬에 의한 결과와 매우 유사한 단

순화 효과를 보 으나 각도의 변화가 극심한 부분에서 을 효율 으로 제

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TF 알고리듬은 큰 반경의 곡선을 과도하게

직선화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작은 반경의 곡선에서는 을 효율 으로 제

거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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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선형 DP 용결과 SF 용결과 TS 용결과
Hybrid알고리듬

용결과

지

필지

선형

<표 6-1>각 단순화 기법에 의해서 단순화된 선형의 형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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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필지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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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필지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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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정량 평가

본 연구의 결과물에 한 정량 평가로서 선형 단순화 단계에서의 하

이 리드 기법과 개별 단순화 알고리듬의 단순화 결과를 비교하기

한 통계 평가를 실시하 다.각 클러스터의 심 벡터를 이용하여 훈

련 데이터를 생성한 후,세분화 단순화 과정을 평가용 선형 데이터에

용하 다.평가용 데이터셋으로,30개의 ‘지’지목 필지경계선,20개

의 ‘도로’지목 필지경계선 10개의 ‘하천’지목 필지경계선이 1:5,000

축척에 한 필지병합 결과 데이터에서 무작 로 추출되었다.

하이 리드 기법에서 DP,SF와 TS알고리듬의 용 빈도는 각각 152

회(39%),103회(26.4%)와 135회(34.6%)로 나타났다.하이 리드 선형 단

순화 기법에 한 정량 (통계 )평가를 해 74개의 필지 선형 데이터

에 한 단순화 결과에 거리,면 ,각도 련 일반화 오차를 측정하여

평가하 다.각 데이터셋의 결과를 비교하기 해 거리 오차(vector

displacement), 면 오차(areal displacement)와 각도 오차(angular

displacement)로 일반화 오차를 측정하 다(McMaster,1986;Veregin,

2000;Shahriarietal.,2002).<식 6-1>,<식 6-2>,<식 6-3>은 각각의

오차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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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여기서  은 각각 원본과 단순화된 선형 객체의 의 수이고,

는 원래 선형의 번째의 과 단순화된 선형의 선분 간의 수직 거리

이며,는 원래 선형의 번째 선분의 길이,는 단순화된 선형의  번째

선분에 의해 형성된 슬리버 폴리곤의 면 ,′는 원래 선형의 번째 선

분과 단순화된 선형의 선분 사이의 편각이며 는 원래 선형의 번째와

번째 선분 사이의 편각이다.

아래의 그림들은 하이 리드 단순화 기법과 개별 용 결과에 한

거리오차,면 오차,각도오차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그림 6-8>,

<그림 6-9>,<그림 6-10>).

<그림 6-8>하이 리드 단순화 기법과 개별 용

결과에 한 거리오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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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하이 리드 단순화 기법과 개별 용

결과에 한 면 오차 비교

<그림 6-10>하이 리드 단순화 기법과 개별 용

결과에 한 각도오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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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하이 리드 기법은 단순화 기법의 개별

용 결과들에 비해서 가장 작은 거리 오차,면 오차,각 오차를 나타

내었다.이 결과는 데이터셋 체에 한 오차를 평균하 을 때뿐만 아

니라 각 하 클래스에 해 평균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낸

다.하이 리드 방식 다음으로 DP알고리듬은 거리 오차와 면 오차의

면에서 SF와 TS알고리듬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TS알고리듬의

결과는 하천 필지경계선에 해 매우 높은 면 오차를 나타내었다.SF

알고리듬은 지와 하천 필지경계선에 해 높은 각 오차를 생성하는 경

향이 있었다.결론 으로,선형 단순화에 있어서 선형 객체를 같은 수

으로 단순화한다고 가정하 을 때,하나의 알고리듬으로 선형 객체들을

일 으로 단순화하는 방식보다는 선형 객체를 히 세분화하고 각

부분에 가장 합한 알고리듬을 용하는 하이 리드 방식이 시각 ,정

량 에서 보다 나은 단순화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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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결론 고찰

본 연구에서는 치기반서비스에 있어서 지도자료의 다양한 활용을

해 다축척 DB를 구축하는 일련의 지도 일반화 로세스에 하여 살펴

보았다.특히 연속지 도의 일반화된 형태인 다축척 지 편집도 DB를

생성하기 해 수치지형도의 네트워크 데이터들을 목표 축척수 에 맞게

선택 는 삭제하고,이를 연속지 도와 첩하여 지 도의 필지경계선

을 네트워크 역과 비네트워크 역으로 구분하여 히 병합시키며,

하이 리드 선형 단순화 기법을 이용하여 선형을 단순화시키는 일련의

지도 일반화 로세스를 제안, 용하 다.본 연구의 일반화 방법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연속지 도를 목표 축척수 에 맞게 일반화시키기 한 첫 번째 단

계로, 실 불부합 문제 등 지 도의 부족한 정보를 수치지형도로부

터 보완하기 해,도로,하천,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련 데이터를

수치지형도로부터 추출하여 stroke단 로 재구조화한 후,네트워크

객체의 다양한 속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목표 축척수 에 맞게

히 선택/삭제하 다.

2.축척에 따른 네트워크 데이터를 연속지 도 에 첩하여 첩률

을 기 으로 연속지 도를 네트워크 역과 비네트워크 역으로

구분하 으며,구분된 역 내에서의 필지경계선들에 하여 필지의

기하학 ,속성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상 요도가 낮

은 필지 폴리곤을 인 한 동일 지목 는 이종 지목의 필지 폴리곤

에 병합하는 방식으로 연속지 도를 목표 축척수 에 맞게 히

병합하 다.

3.필지 병합 결과 선형 데이터에 하여 두 단계로 구성된 하이 리

드 선형 단순화 방법론을 용하 는데,기존의 단순화 알고리듬에

하여 독 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섹션의 형상 요소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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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형 객체를 균질한 섹션으로

세분화하고 세분화 로세스에서 할당된 단순화 알고리듬을 용하

여 단순화하 다.

이와 같은 연속지 도 일반화 기법은 네트워크 데이터의 계와 형상을

고려하여 단계 으로 가구계 역을 구분할 수 있어 지 편집도의 가독

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본 방법론을 통해 생성된 축척수 별 지 편

집도에 한 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민간업체에서 생산한 지 편집

도에 비하여 축척수 에 따른 자연스러운 필지의 병합과 네트워크 데이

터의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장 이 있었다. 한 결과 선형을 단순화하는

데 있어서 하이 리드 단순화 기법을 용한 결과,단순화 알고리듬의

개별 용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찰되었다.하이 리

드 기법에 의해 단순화된 선형 데이터는 사각형 모양,크고 작은 반경의

곡면 형상의 선형 객체 모두에서 형상 특성을 더 잘 보존하 으며 더

은 치 오차(거리,각,면 오차)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를 통해 연속지 도를 원하는 축척에서 볼 수 있는 다축척 지

편집도 모델을 제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일반사용자가 쉽게 연속지 도

를 볼 수 있고,웹 는 모바일 서비스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도의 축척

을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

다. 한,축척별 지 편집도를 생성하는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지 편

집도의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기존의 수동편집에 의한

방식에 비해 하게 일 수 있으며,지도제작자의 성향과 계없이

균질한 지 편집도의 제작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필지의 속성 는

도형 정보에 수정사항이 발생하 을 때,이를 갱신하기 한 작업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국가지도를 민간

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

다.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속지 도 병합 기법과 하이

리드 선형의 단순화 기법은 국가 공간자료의 다축척 DB구축을 한

지도 일반화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 100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일반화 방법론의 결과물로 산출된 축척수 별 지

편집도 DB에 한 치기반서비스에서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축척별 지 편집도를 타일맵(tilemap)형태로 제작하여 웹 라우

(webbrowser)상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기반서비스

에서 지도의 인/ 아웃 기능을 제공하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의 산출

물과 같이 다축척 DB형태로 지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벨에 따른 타일 캐시(tilecache)를 생성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지도의

인/ 아웃을 웹 라우 에서 제공할 수 있다.아래의 그림은 축척별 지

편집도를 이용하여 벨 별로 타일 캐시를 생성한 후,웹 라우

상에서 웹 맵 타일 서비스(WebMapTileService,WMTS) 웹 피쳐

서비스(WebFeatureService,WFS)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를 보여

다(<그림 7-1>).

<그림 7-1>지 편집도에 한 웹 라우 에서의 WMTS WFS

제공 .(a)PC상의 웹 라우 에서의 WMTS제공 시,(b)모바일

라우 에서의 WFS WFS제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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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지 편집도의 필지가 지형도의 네트워크 데이터와 속성정보를 연

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필지에 한 주변 지형지물과의 공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즉,필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를 탐색한다

던지,일정 반경 내에 존재하는 하천이나 호수의 개수를 탐색하는 등의

공간분석을 통해 필지의 실질 인 가치를 산출하는 헤도닉 모형(hedonic

model)13)을 구성할 수 있다.모바일 환경에서 이러한 공간분석을 가능하

게 한다면 치기반서비스에서의 지 도 데이터에 한 활용도를 극 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모바일 는 웹 환경에서 축척별로 일반화된 다축척 지 편집

도 DB를 서비스하기 한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를 구축하고 다양한

치기반서비스에 맞게 다축척 지도 DB를 커스터마이징하는 부분까지 고

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지 편집도 DB와 POI데이터를 연계

한 다축척 이블링 기법,수치지형도와의 연계를 통한 고도의 공간분석

기법 등에 한 연구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상된다.이러한

부분들에 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13)헤도닉 모형(hedonicmodel):특정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 거래에서 고

려되는 명시 속성 외에 비시장 요인이 가격 결정에 참여한다는 가정 하

에 소비자가 재화 구매시 간주하 을 가능한 모든 속성으로 재화를 분해하여

각각의 속성에 해 가치를 설정하는 모형 (Rosen,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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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분류그룹

(Table)

지형지물

이름
형태 속성명 속성타입 속성내용 설명 비 고

A002

0000

교통

(1/1,000)

도로 심

선
선

도로번

호
STRING 제00호

도로의 리번호를

표기

명칭 STRING 경부고속국도
도로의 명칭(노선

명)을 표기

목포-신의주선

(국도/지방도의 경우)

*도로 황조서 참조

도로구

분
STRING

고속국도, 일반국

도,지방도,특별시

도, 역시도,시도,

군도, 면리간도로,

소로

특별시, 역시도

구분묘사

면․리간 도로,소로

를

시․군도에 포함

시 STRING 부산
도로의 시 (시,군,

구,읍,면)을 표기
*도로 황조서 참조

종 STRING 서울
도로의 종 (시,군,

구,읍,면)을 표기
*도로 황조서 참조

부록 1.수치지형도 이어 속성 스키마 (도로 심선,하천 심선,철도 심선)

A.도로 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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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질
STRING

아스팔트,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

트,블록,비포장,

기타

분리

유․무
STRING 유,무

구 인 것만 “유”

로 표기

차로수 LONG 4
양방향 차선수의 합

을 표기

최소 차선수(1차선

이상)

도로폭 DOUBLE0.0

도로경계석의 외측

끝,경계석이 없을

경우는 노견의 끝

소로(1.5m)통일

일방통

행
STRING 양방통행,일방통행

기타 STRING
공사명칭 완공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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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02

0000

교통

(1/5,000)

도로 심

선
선

도로번

호
STRING 제00호

도로의 리번호를

표기

명칭 STRING 경부고속국도
도로의 명칭(노선

명)을 표기

목포-신의주선

(국도/지방도의 경우)

*도로 황조서 참조

도로구

분
STRING

고속국도, 일반국

도,지방도,면리간

도로,소로,미분류

특별시/ 역시도,

시도,군도는 “미분

류”로 표기

면․리간 도로,소로

를

시․군도에 포함

시 STRING 부산
도로의 시 (시,군,

구,읍,면)을 표기
*도로 황조서 참조

종 STRING 서울
도로의 종 (시,군,

구,읍,면)을 표기
*도로 황조서 참조

포장재

질
STRING 포장,비포장 포장 유,무

분리

유․무
STRING 유,무

구 인 것만 “유”

로 표기

차로수 LONG 4
양방향 차선수의 합

을 표기

최소 차선수(1차선

이상)

도로폭 DOUBLE0.0

도로경계석의 외측

끝,경계석이 없을

경우는 노견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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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

행
STRING 양방통행,일방통행

기타 STRING
공사명칭 완공일

조사

A002

0000

교통

(1/25,000

)

도로 심

선
선

도로번

호
STRING 제00호

도로의 리번호를

표기

명칭 STRING 경부고속국도
도로의 명칭(노선

명)을 표기

목포-신의주선

(국도/지방도의 경우)

*도로 황조서 참조

도로구

분
STRING

고속국도, 일반국

도,지방도,면리간

도로,소로,미분류

특별시/ 역시도,

시도,군도는 “미분

류”로 표기

면․리간 도로,소로

를

시․군도에 포함

시 STRING 부산
도로의 시 (시,군,

구,읍,면)을 표기
*도로 황조서 참조

종 STRING 서울
도로의 종 (시,군,

구,읍,면)을 표기
*도로 황조서 참조

포장재

질
STRING 포장,비포장

분리

유․무
STRING 유,무

구 인 것만 “유”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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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수 LONG 4
양방향 차선수의 합

을 표기

최소 차선수(1차선

이상)

도로폭 DOUBLE0.0

도로경계석의 외측

끝,경계석이 없을

경우는 노견의 끝
일방통

행
STRING 양방통행,일방통행

기타 STRING
공사명칭 완공일

조사
*고속국도의 노선번호 시 /종 부여방식은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개정에 따라 입력.(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노선 지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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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분류그룹

(Table)

지형지물

이름
형태속성명 속성타입 속성내용 설명 비 고

A017

1119

교통 철도 심선 선 명칭 STRING 00선
철도노선의

명칭을 표기

(1/1,000) 구분 STRING

고속철도,보통철도,특수철

도,지하철(지상),삭도( 이

블카),모노 일,기타

도시철도는

지하철로 표

스키장의 리

트는 이블로

조사

구조 STRING
단선,복선,복복선,3복선,

기타
리 기

STRING
국가,지자체,공공기 ,개

인,기타

기타 STRING

B.철도 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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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7

1119

교통 철도 심선 선 명칭 STRING 00선
철도노선의

명칭을 표기

단선으로 표

하므로

(1/5,000) 구분 STRING

고속철도,보통철도,특수철

도,지하철(지상),삭도( 이

블카),모노 일,기타

도시철도는

지하철로 표

별도로 심선

을 표 하지 않

는다.

구조 STRING
단선,복선,복복선,3복선,

기타

스키장의 리

트는 이블로

조사

리 기
STRING

국가,지자체,공공기 ,개

인,기타

기타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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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7

1119

교통 철도 심선 선 명칭 STRING 00선
철도노선의

명칭을 표기

단선으로 표

하므로

(1/25,000) 구분 STRING

고속철도,보통철도,특수철

도,지하철(지상),삭도( 이

블카),모노 일,기타

도시철도는

지하철로 표

별도로 심선

을 표 하지 않

는다.

구조 STRING
단선,복선,복복선,3복선,

기타

스키장의 리

트는 이블로

조사

리 기
STRING

국가,지자체,공공기 ,개

인,기타

기타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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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분류그룹

(Table)

지형지물

이름
형태속성명 속성타입 속성내용 설명 비 고

E002

0000

수계
하천 심

선
선

하 천 번

호
LONG 00

하천의 리번호를 표

기

련기

조

(1/1,000) 명칭 STRING 00천 하천의 명칭을 표기

구분 STRING 국가하천,지방하천 제원을 활용

형태 STRING 실폭,세류

상태 STRING 건천,유천

E002

0000

수계
하천 심

선
선

하 천 번

호
LONG 00

하천의 리번호를 표

기

련기

조

(1/5,000) 명칭 STRING 00천 하천의 명칭을 표기

구분 STRING 국가하천,지방하천 제원을 활용

형태 STRING 실폭,세류

상태 STRING 건천,유천

C.하천 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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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02

0000

수계
하천 심

선
선

하 천 번

호
LONG 00

하천의 리번호를 표

기

련기

조

(1/25,000) 명칭 STRING 00천 하천의 명칭을 표기

구분 STRING 국가하천,지방하천 제원을 활용

형태 STRING 실폭,세류

상태 STRING 건천,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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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수 도로폭 도로길이

도로구분

(도로명주소

자지도)

도로구분

(수치지형도)

차로수 1 0.823901 0.397414 0.841301 0.84158

도로폭 0.823901 1 0.488725 0.654388 0.641984

도로길이 0.397414 0.488725 1 0.314656 0.392006

도로구분

(도로명주소

자지도)

0.841301 0.654388 0.314656 1 0.810076

차로수 도로폭 도로길이

도로구분

(도로명주소

자지도)

도로구분

(수치지형도)

차로수 2.489458 6.991767 139.9068 1.197322 0.962413

도로폭 6.991767 28.92806 586.4988 3.174693 2.502635

도로길이 139.9068 586.4988 49783.57 63.32657 63.39429

도로구분

(도로명주소

자지도)

1.197322 3.174693 63.32657 0.813606 0.529599

도로구분

(수치지형도)
0.962413 2.502635 63.39429 0.529599 0.525325

부록 2.변수 간 다 공선성 분석 결과

A.5개의 도로객체 특성치 용 (차로수,도로폭,도로길이,도로구분(도

로명주소 자지도),도로구분(수치지형도))

-변수간 공분산

-변수간 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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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분

(수치지형도)
0.84158 0.641984 0.392006 0.810076 1

도로폭 도로길이
도로구분

(수치지형도)

도로폭 0.0008 -0.0000 -0.0023

도로길이 -0.0000 0.0000 0.0000

도로구분 -0.0023 0.0000 0.0476

도로폭 도로길이
도로구분

(수치지형도)

도로폭 1 -0.1800 -0.3639

도로길이 -0.1800 1 0.0346

도로구분 -0.3639 0.0346 1

⇒ 차로수와 도로폭,차로수와 도로구분(도로명주소 자지도와 수치지형

도)그리고 도로명주소 자지도의 도로구분과 수치지형도의 도로구분

간에 매우 높은 상 계수를 나타내어 변수 간의 다 공선성이 매우

높다고 단됨.

B.3개의 도로객체 특성치 용 (도로폭,도로길이,도로구분(수치지형

도))

-변수 간 공분산

-변수간 상 계수

⇒ 도로폭과 도로구분 간에 상 성이 약간 있는 것으로 보이나,상 계수

들의 값이 모두 0.5보다 낮은 값들이므로 다 공선성이 낮다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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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귀계수 표 오차 값 값

C(상수항) -7.5165 0.5764 -13.0401 7.2383e-39

도로폭 0.1088 0.0290 3.7460 0.0002

도로길이 0.0021 0.0007 3.1291 0.0018

도로구분 2.2213 0.2182 10.1811 2.4091e-24

부록 3.Logit모형 분석 결과

A.분석 조건

-종속변수: 축척 지도에서의 네트워크 객체가 소축척 지도에서 선택된 경

우에는 ‘1’,삭제된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짐

-독립변수:네트워크 객체의 속성값들(도로폭,도로길이,도로구분)

-샘 수:917개

-분석모형:Logit모형

  






  ln


 

B.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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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정

-자유도가 거의 무한 이고 95% 신뢰구간에서 값의 임계치가 1.96임

-각 변수의 값의 값이 이 이상이면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각 회귀계수의 값은 각각 -13.0401,3.7460,3.1291,10.1811이므로 그

값이 값의 임계치보다 모두 높음

⇒ 따라서,모든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단됨.

D.LR테스트(LikelihoodRatioTest, 는 우도비 검정)

-변수 3개를 모두 이용하 을 때 Loglikelihood:-413.5341

-변수를 모두 이용하지 않았을 때 Loglikelihood:-615.153

   

- 의  통계량은 자유도가 3(변수의 개수가 3개 이므로)인  분포를 따름

- 분포에서 자유도가 3일 때 기각역이 95% 수 에서 7.81,99% 수 에서

11.34임

⇒  통계량이  분포에서의 기각역(7.81 는 11.34)보다 큰 값을 가지

므로 이 모델은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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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ScaleModelConstruction

ofSpatialData

forLocation-BasedService

-FocusingontheCadastralMap

Generalization-

Park,Woojin

DepartmentofCivilandEnvironment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n this study,the construction methodology ofthe multi-scale map

database which is the fundamental of the map service and the

location-based service in PC and mobile environmentis investigated.

Usingthecontinuouscadastralmap,topographicmapandtheKAIS(Korea

AddressInformationSystem)mapdatawhicharevaluableforthemap

service, a series of map generalization processes for constructing

multi-scalecadastralmapautomaticallyareproposed.Thesemethodologies

are applied to the realmap data,and the prototype ofmulti-scale

cadastralmapdatasetisgeneratedandevaluated.

Map generalization methodology forconstructing multi-scale cadastral

mapdatasetiscomposedofthreephases.Atfirst,thenetworkdatasuch

asroad,riverandrailroadfrom thetopographicmapareextracted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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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ed into the stroke structureto compensate the unmatching

problem betweenthecadastraldataandrealworld.Strokeobjectsare

selectedoreliminateddependonthevariousobjectivescalelevelusing

themultipleattributeinformation.Second,thenetworkdatawithdifferent

scalelevelsareoverlaidonthecadastralmap,andparcelpolygonsinthe

cadastralmap areclassified into network area and non-network area

basedontheoverlayratio.Then,theparcelpolygonswithrelativelylow

importance are merged to the adjacentpolygons considering various

geometricand attributecharacteristicsoftheparcelboundariesin the

networkornon-networkarea.Third,mergedparcelpolygonsincadastral

maparesimplifiedapplyingthehybridlinesimplificationalgorithm.The

shapefactorsofthelinesections,whichshow highperformanceabouta

specificsimplificationalgorithm,areanalyzed.Basedontheanalyzeddata,

thepolylinesofparcelsaresegmentedandsimplifiedwiththeallocated

algorithms.Theperformanceofthesemethodologiesisevaluatedinvisual

andstatisticalaspects.

Themethodologyofcadastralmapgeneralizationinthisstudywasable

toenhancethelegibilityofcadastralmapbyconsideringthehierarchy

andshapeofnetworkdata.Astheresultofthevisualevaluation,the

multi-scale cadastralmap generated from this methodology presented

smoothermerging ofparcelsand bettervisualization ofnetwork data

comparingwiththeeditedcadastralmapsproducedbycommercialmap

service companies. In the evaluation result of the hybrid line

simplification,itproducedlesspositionalerrorsandconservesmoreshape

characteristicsthantheresultsinindividualapplicationofsimplification

algorithms.

Theconstructionmethodologyofmulti-scalecadastralmapmodelusing

thecontinuouscadastralmapinthisstudyisexpectedtoenableeasier

utilizationofthecadastralmapbothinwebandmobileenvironments.

Moreover,theseautomatedmapgeneralizationprocessesareexpected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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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the time and costofproducing the edited cadastralmap,to

homogenizethemapqualityandtofacilitatetheupdatesoftheparcel

information.

keywords :Spatialdata,Multi-ScaleDatabase,Map

Generalization,NetworkSelection,PolygonMerging,

LineSimplification

StudentNumber :2009-3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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