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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1. 연구 목적 

지 리 정 보시 스 템 (GIS: Geographic Informa

tion Systern)은 지 표 공간 사상의 위 치 자료 

를 획득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도， 측량 자료， 

항공사진， 위성 이미지 동 다양한 수단을 동원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대표적으로 지도-일 

반도와 각종 주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런데 GIS에서 수용 가능한 수치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아날로그 지도를 

자료원으로 이용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따 

른다. 첫째， 분석 목적에 적절한 축척을 갖는 지 

도를 취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축척의 

자료를 얻고자 할 때는 알맞은 사진 축척을 갖는 

항공 사진을 이용해 다시 도화해야 한다. 둘째，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자료의 해상도 

에 차이가 있을 때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는 쓸모가 없으며 결국 축척에 따라 자료를 구축 

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동일 지역에 대한 공간 자 

료가 중복되어 일차적으로 메모리의 낭비를 유발 

한다. 또한 GIS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가장 큰 장 

애 요인이 대규모 지리 자료의 입력과 관리에 있 

음올 감안한다면， 결국 이것은 자료관리체계 

(Data Base Management System)의 효율적 운 

용을 저해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공간 해상력 (spatia1 resolution)을 갖는 위치 자 

료를 효과적으로 통합저장하여 사용자가 요구하 

는 축척에 해당하는 공간 자료를 쉽게 취득하고 

공간 질의 (spatia1 queη)가 가능하도록 ‘다축척 

자료관리체계(多縮R 資料管理體系， Multisca1e 

DBMS)’를 개발하여 자료의 중복으로부터 야기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올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유근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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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료 취득과 공간 질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 다축척 자료관리체계의 개발 과 

정에 있어서 전자의 경우인 다양한 촉척의 자료 

를 효과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다축척 수치 지도 

구축에 목적을 두었다. 

한편， 촉척의 변환은 자료가 갖고 있는 공간 

해상력의 변화를 가져오며， 그것은 곧 지도 사상 

의 일반화 정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러므로， 

다축척 수치 지 도(多縮R 數{直 地圖. Multiscale 

Digital Map}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 

사상의 일 반화 과정 과 그 정 도Oevel of details} 

를 공간자료구조(spatial data sσucture)에 삽입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점·선·면으로 구성되어 있 

는 지도 사상 중에 GIS의 위치 정보로 가장 많 

은 부분올 차지하고 있는 선형 사상Oine 

feature}에 대해서 다축척 수치 지도를 개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축척 수치 지도 

제작에 필요한 단순화 방법과 이와 관련하여 지 

리 자료의 취득에 효율적인 공간자료구조를 개 

발하고 둘째， 개발한 다축척 수치 지도 루틴의 

정확도와 효율성올 측정하여 그 타당성올 검증 

한다. 세째， 다촉척 수치 지도가 실제적 이용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 

법과 비교한다. 

2. 연구 방법 
다축척 수치 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축척 

별로 지리 자료를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 

라 자료를 신속하게 재현(restore)할 수 있는 

‘공간 자료구조’ 와 축척의 변환 과정에서 필요 

한 단순화률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단순화 

방법’ 이 필요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공간자료 

구조’와 ‘단순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진행된 방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 

올 찾아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 방향을 셜 

정하였다. 

개발된 다축척 수치 지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축척 수치 지도 루틴에 포함된 단순화와 관련 

하여 단순화 결과에 대한 정확도와 효율성을 측 

정하여 기존의 단순화 방법에 비해 향상된 점을 

확인하였다. 즉， 가장 간단하면서 극명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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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축척 수치지도에서 추출된 자료와 기존의 

단순화 방법으로 추출한 자료를 중첩시킴으로써 

시각적으로 양자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 

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성적 평가를 객관적으 

로 뒷바침하기 위해 원래의 자료와 단순화 결과 

에 대하여 선 길이와 변위( displacement)에 따 

라 발생한 다각형의 면적을 계산하여 위치적 정 

확도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효율성을 비교하 

기 위해 중앙처리장치의 처리 시간(CPU clock 

디me)올 측정하였다. 

한편， 다축척 수치 지도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 

해서 디지타이저 (digi tizer )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방식의 도엽을 수치화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 

고 다축척 수치 지도의 실제적 유용성을 확인하 

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표준화된 수치 

지도가 아직 제작되어 있지 않아 대신에 항공 사 

진올 해 석 업 체 도화기 (analy디cal stereoplotter)로 

도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검중하였다. 

ll. 축척 변환을 위한 기초 

1. 공간 자료 참조를 위한 자료구조 

‘다축척(多縮R. multiscale)' 은 다양한 상세 

도(혹은 해 상 력 • level of details)를 의 미 한다. 

따라서 다축척 수치 지도의 구축은 곧 다양한 

상세도를 자료의 중복(redundancy)을 최대한 억 

제하면서 어떻게 공간자료구조(空間資料構造)에 

투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자료구조는 지도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 

소마다 그 특성에 따라 상세도를 결정하여 이를 

자료구조에 삽입 한 다음， 사용자의 요구에 따 

라 필요한 상세도의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자 

료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선형 사상에 대한 

다축척 수치 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형 사 

상을 구성하는 요소(점)들이 각각 갖고 있는 상 

세도의 ‘계층적’ 성격에 따라 공간 자료를 통합 

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자료구조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계충적 자료구조를 구현하는데는 

피라미드구조나 사지수형구조 그리고 이진트리 

구조 퉁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림 1). 그런데 보통 피라미드나 사지수형구조는 

공간자료모댈이 래스터인 경우에 구현하기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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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충적 자료구조 

하고 벡터인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요구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입력된 벡터 자료에 대 

해서 융통성이 많은 이진트리구조를 이용해서 

계층적 자료구조로 구현하였다. 

2. 선형 사상에 대한 단순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선형 사상에 대한 

단순화는 가능한 한 원래의 기하학적 특성을 최 

소로 변화시켜 공간적 정확도(spa tia1 accuracy) 

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자료를 제거함에 그 목 

적올 둔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형 사상의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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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실제적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 

뉘어 질 수 있다. 즉， 특정한 방법론에 의해 반 

복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추출하는 객관적 영역 

과 이와같은 방법론을 선태해야 하는 주관적 영 

역이 그것이다. 양자의 관계는 상호 밀접히 작 

용하며 이로부터 한 방법론에 대한 논리적인 타 

당성이 결정된다. 

선형 사상의 단순화는 크게 제거 (elimination) ， 

원 활화(smoothing) , 변 위 (displacement), 강조 

(enhancement) 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절차상 
‘제거’가 우선 되며 대부분의 연구가 여기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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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어 왔다. 본래의 촉척보다 소축척 자료의 

추출올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도 선형 사상 

을 구성하고 있는 점 (point)들에 대한 ·제거’에 

바탕을 둔 단순화 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 

난 20 여년 동안 진행된 다양한 연구를 정리하 
고 평가하여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을 이끌어 내 

었다. 우선 단순화 과정에 삽입된 기하학적 외 

연성(外延性)에 비추어 단순화 방법론을 분류하 

였다(그림 2). 
위에서 정리한 대표적 선형 사상의 단순화 

방법들 중에 본 연구에서 논의하려는 다축척 수 

지 지도에 적합한 방법올 선태하기 위해서는 크 

게 네 가지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단순화 결과의 ‘공간적 정확도(spatial 

accuracy) ’ 에 대한 평가이다. 이를 평가하는 방 

법은 크게 선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원래 사상과 단순화된 사상 사 

이에 생긴 변위 (displacement)를 측정하는 방법 

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3). 전자의 경우 ‘외 

부적 단순화’와 ‘국지적 단순화’가 전반적으로 

취약한데 비해 다른 방법들 사이에는 특징적인 

차이점이 없으며，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뚜렷 

하게 ‘전역적 단순화’의 결과가 우월한 면올 보 

인다. 특히 Douglas-Peucker 알고리듬은 그 결 

과가 인간의 심리적 요인에 크게 화우되는 수작 

업에 의한 단순화 결과와 매우 높은 상관 관계 

가 있음이 밝혀 졌다(Mcmaster， 1 987b, 330-346). 

둘째， 다축척 수치 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축 

외부적 단순화 1-

내생적 단순화 

척과 상관 관계가 있는 지표， 즉 기하학적 단순 

화 지표가 존재하고 또 그 지표논 가능한 한 개 

념적으로 명료하여 사용이 간편하여야 한다. 

‘내생적 단순화’로 분류된 모든 방볍들이 나름 

대로의 최소기준치 (t이erance value)를 가지고 

있지만 축척과 상관 관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는 것은 없어 대부분 경험적 연구나 간접적 방 

법으로 기준치를 구한다. 한편， ‘확대한 국지적 

단순화’에 요구되는 최소기준치논 상대적으로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세째， 다축척 수치 지도는 단순히 다양한 축 

척들로 지도를 중복하여 저장함으로써가 아니라 

각각의 분리된 공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데이타베이스의 차원에서 통합된 형태로 

저장되고 관리되어 하나의 자료원으로부터 다 

양한 축척의 자료가 신속하게 추출되어야 한다. 

앞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료구조로 

계층적 자료구조가 적합함을 살펴보았고 따라서 

계충적 자료구조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단순화 방법이 요구된다. ‘전역적 단순화’는 절 

차의 성격상 이에 적절하다. 

네째， 단순화는 가능한 계산상의 효율성을 가 

져야 하며 그것은 보통 중앙처리장치의 처리 시 

간(CPU processing time)을 기 준으로 한다. 그 

런데 계산상의 효율성은 단순화 과정의 복잡도 

와 직결되는 특성 때문에， 분류된 단순화 방법들 

은 일반적으로 ‘외부적 단순화，’ ‘국지적 단순 

화，’ ‘확대한 국지적 단순화，’ ‘전역적 단순화’ 

\-th point 

Euclidean distance 
Perpendicular distance 
Angular 

Reumann and Witkam ’ s 
Opheim's 
Lang ’ s 

Douglas and Peucker、 ’ s 
Fractal approach 

••--

그림 2. 단순화 방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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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ATTRIBUTE MEASURES 
line length total angularity curvilinearity 

1 3 

\ / 

\\ ;;. ---A. 3 

\ 

areal displacement 

vector dísplacement DISPLACEMENT MEASURES 

그림 3. 단순화 결과에 대환 공간적 정확도 측정 (Mcmaster.1987a. 103) 

의 순서로 처리 시간이 짧아진다(Wlùte， 1985, 

27-28), 

이와 같은 평가 기준으로부터 전역적 단순화 

방법중에 Douglas-Peucker 알고리듬이 전반적 

으로 다축척 수치 지도의 단순화 과정에 적합하 

다고 판단된다. 한편， 단순화의 목적 이 단지 여 

분의 자료에 대한 제거가 아니라， 이를 바탕으 

로 한 자료구조의 실현과 궁극적으로 완전한 다 

축척인 공간적 데이터베이스의 창출로 연결됨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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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그 단순화 과정이 반복적 수행이 아 

닌 일회성 성격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알고리듬 

의 복잡도로 인해 계산상의 효울성이 떨어지는 

단점은 크게 염두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역적 단순화 방법중에 ‘프 

랙탈 접근법’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그것은 아직 자연의 불규칙한 

지리적 사상에 과연 프래탈적인 자기닮음성 (self 

similarity )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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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우선 .계충적 선형 사상의 단순화 방법’을 

단순화 단계에 따라 그 결과가 자료구조로 조직 

되는 과정(그림 4)과 이를 이용한 단순화 과정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그림 5). 계충적으로 저 

장된 선형 사상에 대한 단순화를 위해서 단순화 

정도의 지표로 각 node 마다 저장하고 있는 수 

선의 길이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지표의 수치 

률 '7.0' 으로 정했다면 7.0 이상의 수선의 길이 

를 갖는 점을 추출한다. 즉 처음에 'P49 node' 

와 비교하면 그 값이 15.84로 7.0률 초과하므로 

차하의 왼쪽 node인 'P26 node' 로 그 비교는 

진행된다. 'P26 node'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므 

로 다시 차하의 'P16 node' 가 비교된다. 여기서 

그 값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같은 계충에 

있으면서 ‘P26 node' 의 오른쪽 차하 node인 

‘P20 node' 가 비교되며 같은 맥락으로 'P33 

node,’ ‘P30 node ’ ‘P43 node,’ ‘P57 node,’ 

'P53 node,’ ‘ P62 node' 가 차례로 비교된다. 그 

결과 단순화 지표의 수치를 ‘ 7.0’으로 정했을 

때 P26, P33, P49, P57이 추출되고 최종적으로 

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도의 설계 

1. 단순화 과정과 자료구조의 결합 

1) 단순화 지표의 추훌과 Tree로 삽입 

선형 사상의 단순화를 위해 계충적 자료구조 

률 이용하는 연구는 Buttenfield(l986)에 의해 

계충의 수가 정해진 단순한 ‘스트힐트리 (8σip 

tree) ’ 로부터 Douglas-Peucker 알고리듬을 웅용 

한 스트릴트리로 발전하였다. 최근 Crom1ey 

(1991)는 이러한 스트엎트리를 용용한 ‘계충적 

선형 사상의 단순화’ 방법올 제안하였다. 그러 

나 그는 계충적 선형 사상의 단순화 결과에 대 

한 검증(기하학적 정확도， 계산상의 효율성)올 

수행하지 않았올 뿔만 아니라 근본적인 계충적 

구조의 정확도륨 파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다축척 수치 지도의 구촉에 Crom1ey가 제 

안한 ‘계충적 선형 사상의 단순화 방법’올 이용 

함에 있어 이미 전역척 단순화(Douglas

Peucker 알고리듬)와 계충적 자료구조가 갖는 

수치 m. 다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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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트화트리(strip tree)를 응용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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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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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저장됨 

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기본적 

전제는 항상 보장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차하 

의 node가 지 니 는 값이 그보다 차상의 node가 

갖는 값에 비해 더 클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화 

결과률 추출하는데 그 절차상 차상의 node가 

기준치보다 작온 값올 가지고 있을 때 차하의 

node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Douglas-Peucker 알고리듬에서 수션의 길이가 

갖는 의미는 선형 사상의 기하학적 특성을 대변 

하여 단순화 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한다. 따라서 

앞의 경 우 차상의 node에 비 해 차하의 node가 

전체 선형 사상의 기하학적 특성올 더 반영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5에서 ‘ P16-P7 node,’ 

‘P20-P18 node,’ ‘P67 -P64 node' 간의 계 충성 

이 어긋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충성의 어긋남이 만약 하위 계 

충에서만 비롯된다면 그 단순화 결과에 대한 기 

하학적 정확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고 그것은 모든 단순화 방법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하는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런 어긋남이 중상위 계층에서 발생하였 

그립 5. 단순화 과정에 따른 계훌쩍 자료구조 

단순화가 첨가되어 끝점(P71)이 시작점 (pl)과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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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ee 구조때 의한 참조의 문제 

Cromley가 제안한 ‘계충적 선형 사상의 단순 

화 방법’에서 미리 셜정한 단순화 지표를 기준 

치로 이용해 계층적 자료구조에 따라 단순화를 

진행시킬 때에는 한 가지 개념적 모순이 발견된 

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화 결과의 정확도에 영 

향을 미철 수 있다. 

계충적 단순화는 기준치와 계충적으로 저장 

된 각각의 node를 비교할 때 그 절차가 계충적 

경 로(hierachica1 path)률 따라 진 행 되 어 어 느 

node가 기준치보다 미만일 경우 그보다 차하인 

node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만큼 계 

산의 효율성올 높인다. 이와같은 방식에 의한 

단순화 방법은 기폰의 방법론에 비해 개념적 정 

의가 명확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계충적 선형 사상의 단순화 방법은 자 

료의 저장 형태가 계충성올 갖는다는 ‘기본적 

전제’ 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은 각각의 

node가 지나는 단순화 지표， 즉 수선의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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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계훌쩍 자료구조에서 발생하는 계충성의 어긋남 

수 있다. 결과적으로 Douglas-Peucker 알고리 

듬과 계충적 자료구조의 장점올 이용하면서 최 

대한 계층적 어긋남올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형 

사상의 국지적 특성이 반영된 자료구조가 요구 

된다. 

2. 국지적 특성을 고려한 자료 참조 
1) 형태적 대표점 추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수학적 계산을 이용 

하는 ‘국지적 단순화’나 ‘확대한 국지적 단순 

화’와 달리 선형 사상의 ‘형태적 대표점 (critica1 

point)’울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형 사상의 국지 

적 특성올 이끌어 내었다. 우선 선형 사상을 구 

성하고 있는 점들을 연결할 때 가장 외곽에 위 

치하는 점， 이른바 .볼록다각형’을 구성하는 점 

을 찾아내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콸 기초로 형태 

적 대표점을 추출하였다. 

모든 볼록다각형을 구성하는 점들에는 공통 

적으로 X, Y 좌표의 최대값과 최소값올 갖는 

점들이 항상 존재하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최 

대 X,’ ‘최대 Y,’ ·최소 X,’ ·최소 Y,'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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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기하학적 왜곡이 심각할 수 있어 자연히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림 6의 (A)에서 단순한 선형 사상을 계충적 

구조로 삽입시켰을 때，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계충성은 깨어진다. 따라서 만약 단순화 기 

준치롤 5 이상으로 전제할 때 단순화 결과는 
'PI-P2-P4’의 추출로 완료된다. 그림의 (C)와 

(D)는 이러한 문제가 중상위 계층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옴을 보여준다. 

기폰의 연구는 대부분 단순화의 정확도나 효 

율성에 초점올 맞춰 진행되었고， 위와 같은 어 

긋남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그렇다면 .계 

충적 단순화 방법’에서 계층상의 어긋남이 발생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전역적 단순화 

방법으로 분류되는 Douglas-Peucker 알고리듬 

은 절차상 단순화가 선형 사상의 전역적 특성올 

고려하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국지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둘째， 이렇게 국지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 

태에서 계충적 자료구조에 단순화 지표를 삽입 

함으로써 자료구조의 계충성에 어긋남이 발생할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불록다각형올 구성하고 있는 점들올 

탐색하였다. 즉， 위의 4개 점들에 대해서 차례로 

두 접올 선태하여 서로 연결한 다음， 그 두 점 

사이에 존재하는 점들을 하나씩 그 선분과 비교 

하여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점올 볼록다 

각형올 구성하는 점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구 

체적인 절차는 그림 7올 통해 기술하였다. 

(A) CD 49개 점 (PI-P49)으로 구성된 선형 사 

상에 대해 행·열의 크기가 같은 matrix를 씌워 

각각의 점이 maσix의 어느 위치-셀(ce1l)-에 

존재하는가률 확인한다. 여기서 행·열의 크기는 

자료의 수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되며， matrix의 

범위는 점들의 XY 좌표중에 최대·최소인 점， 

즉 P28, Pll, Pl , P43 올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열(column)의 번호를 또 Y축 방 

향으로 행 (row)의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참조해 

matrix에서의 위치([열][행])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matrix의 左下에 존재하는 젤올 기준으로 

matrix[O] [0], 그 위 의 셀은 matrix[O] [1] 둥으로 

위치를 참조하며 따라서 P36의 경우는 matrix 

(A) 

I I ,-, 

! LL~ 1) 

(C) 

rn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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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 위치한다. 

@ 선형 사상을 구성하는 점들에 대해서 ·최 

대 X,’ ‘최대 Y,’ ‘최소 X,’ ‘최소 Y’의 점들 

올 구하여(P28， Pll, Pl , P43) , 앞서 기술한 방 

법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탐색을 진행시켜 나 

간다. 우선 P28과 Pl1올 잇는 선분이 통과하는 

셀들에 포함되어 있는 점들을 대상으로 그 선분 

오른쪽에 위치한 점들올 찾는다. 

@ 위에서 찾은 점들 중에 선분에서 가장 멀 

리 떨어져 있는 점， P26올 중간점으로 @의 과 

정올 반복한다. 즉 P28과 P26 그리고 P26파 

Pll률 연결한 선분들올 기준으로 이로부터 오 

른쪽에 가장 멀리 위치한 점들올 찾아나간다. 

이렇게 재귀적 (recursive) 처리를 통해서 구한 

P1-P10-P11-P19-P26-P27-P28-P36-P42-P43-

P49올 연결하면 선형 사상올 구성하고 있는 모 

든 점들을 내부에 포함하는 볼록다각형이 이루 

어진다. 

(B) (C) 볼록다각형올 구성하고 있는 점들 중 

에 P10-Pll, P26-P27-P28, P42-P43은 선형 사 

상올 구성하는 점들로서 서로 이웃하는 연속적 

꽉펀「、;뒀; 
” 

(B) 

(D) 

그림 7. 선형 사상의 형태적 대표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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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격을 갖고 있다. 

(D) 이런 연속적 점들 간에는 그 변위의 차 

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행하는 점들을 생략 

하고 마지막 점들(Pll， P28, P43)만으로도 선 

형 사상의 국지적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적 특 

성올 갖는 대표점 (cri피cal point)’올 충분히 파 

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조직되는 계충적 자 

료구조는 그 복잡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또한 

선행 점을 생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충상 

의 어긋남의 가능성은 최하위 계층에서 일어나 

기 때문에 단순화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 

는다. 

2) 다촉척 수치 지도의 구축 
선형 사상의 형태척 대표점올 통해 구축되는 

자료구조는 전체적인 선형 사상에 대해 구축하 

는 계충적 자료구조에서 발생활 수 있는 계충상 

의 어긋남-특히， 중상위 계층-올 최대한 억제 

할 수 있다. 그림 7의 (D)는 원래 49개 점으로 

구성된 선형 사상을 계충적으로 조직하는데 최 

소한 유지해야 할 점으로 7개 점을 이용하고 있 

(c) 
| CONVEX HULL I 

I I I 

m 

m 
Pl Pl2 P16 P20 P33 P38 P49 PSO P64 P70 P71 

’ L_ .L_.L_-1--.L-i---- .J __ -1 ____ ...1 

| CRI’1때 POINT I 

다. 그림 8은 앞서 기술했던 Cromley 방법과 비 

교하여 국지 인자가 중간 단계에 삽입된 결과인 

데 Cromley의 ‘단순한 계충적 단순화 방법 ’ (그 

림 5)에서 발생했던 계충성의 어긋남이 제거되 

었다. 다만， 중상위 계충의 어긋남이 사라진 반 

면에 하위에서 어긋남(P44-P45)이 하나 발생하 

였다. 

N. 다축척 수치 지도의 평가 

1. 다축척 수치 지도의 평가 

CromleyC199l)의 ‘계충적 선형 사상의 단순 

화 방법’으로부터 계층성의 어긋남， 특히 중상 

위 계충의 어긋남올 제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다촉척 수치지도 루틴(Multisca1e Digital 

Map Routine, 이하 MDMR이라 칭함)’은 그 성 

격상 지도 사상의 단순화가 당연히 요구된다. 

한편， MDMR은 ‘전역적 단순화 방법’에서 국 

지적 특성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변형된 단순화 방법을 채돼하 

였다. 따라서， 변형된 단순화 방법의 효용성을 

(B) 

P71 P71 

--••------••-------• ___ 1 

그림 8. 국지쩍 혹성올 고려한 자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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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 1의 정량적 평가 

\\\ 

MI)IR 

원 자 료 ! 웰표촉-i 변위 크7l j 처리 시간 
점 길이 | 점 길이 { (단위:초) 

7141.723 I 24 129.313 52. 4214 0.8791 

71 141. 723 上강-땐.166 63.873~L띤땐-

-- oriaina1 

----- Cromley 
-._.-llDWR 

Cromley 

(B) 

lofDIoIR 

(C) 

line 1 

그림 9. 선 1에 대환 단순화 곁과 

기 

」

검증하기 위해서 단순화 결과의 위치적 정확도 

와 실제 처리 시간올 ‘Douglas-Peucker 알고리 
틈’올 이용한 Cromley 방법과 비교하였다. 
우선， 앞서 Cromley 방법올 설명하는데 이용 

한 자료(선 1)에 대해 Cromley 방법과 MDMR 
로 각각 단순화를 실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본래의 선 사상과 단순화된 결과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전반적인 단순화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바첨하기 위해 선 길이의 변 

화와 변위 ( displacement)의 크기 그리 고 처 리 

시간올 측정하였다(표 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화된 점의 수에 

1 개 차이가 있지만， 단순화 결과의 위치적 정 

확도를 잘 반영하는 변위의 크기 면에서 변형된 

단순화 방법을 채태한 MDMR의 결과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처리 시간 면 

에서 MDMR은 형태적 대표점올 찾는 루틴이 

27 

첨가되었옵에도 절대적 시간이 Cromley 방법파 
비교해 크게 연장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MDMR올 이용할 때 위치적 정확 

도가 향상되는 부분은 그림을 통해서 잘 셜명된 

다(그림 9).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서 차 

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Cromley의 ‘단순한 계총 

적 단순화 방법’에서 발생한 계충적 어긋남이 

생긴 부분， 즉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16, 

P20, P67 임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변형 
된 단순화 방법에서는 형태적 대표점들이 유지 

되어 이와같은 어긋남을 제거하였고 궁극적으로 

위치적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한편， 지금까지 단순화에 대한 대부분 연구는 

동고선과 같이 자연 속에 폰재하는 사상들에 기 

초하여 지형적 특성올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구체 

적으로， 보통 선형 사상을 ‘굴곡도(sinuosity) ’ 와 

.곧은 정도(straightness) ’ 그리고 각의 .예리한 

정도(sh따pness)' 나 .완만한 정도(gentlyness) ’ 

둥올 기준으로 연구 대상올 선돼하였다(Breward， 

1972, 82-86>,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기준에 폐 
곡선 형태를 첨가하여 선형 사상의 유형을 분류 

하고(표 2, 그림 10), 이들올 대상으로 Cromley 방 
법파 비교하여 MDMR의 정확도와 효율성올 앞 

서 수행한 방법으로 명가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대축척인 자료원으로부터 

원하는 소축척의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MDMR이나 Cromley 방법 모두 적절한 단순화 
지표를 요구하는데 이를 구하기 위해 Töpfer의 

법칙올 웅용하였다. 즉， 대축척 지도에서 나타나 

는 사상의 수와 상대적으로 소축척인 지도에서 

표 2. 검줄 선형 사상의 분류 

~ _________ r 굴곡진 선 

완만한선 j 선 2 
예리한 선 i 선 3 

낼흔-선 
는혈 

! 펴I곡선 
• 
」펴f 
i 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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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2 line 3 

line 4 line 5 

그립 10. 선의 유형애 따른 자료 

나타나는 사상의 수에는 일반적으로 다옵과 같 

은 관계가 성립함올 밝힌 것이다(Monmonier， 

1982, 171-172). 

N f Na X 'Ý Ma / M f 

Na : 대축척 (Ma)에서 사상의 수 

Nf: 소촉척 (Mf)에서 사상의 수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법칙을 웅용하여 대 

축척에서 선형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점의 수를 

참조하여 이보다 소축척으로 그 선사상올 표현 

하고자 할 때 유지해야 하는 점의 수를 구하였 

다. 그 다음 이 기 준에 근사하도록 MDMR과 

Cromley 방법에서 지표률 조절하여 소촉척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비교하기 위한 축척 

윤 원자료의 성격과 축척올 고려하여 다르게 결 

정하였다. 

선형 사상의 유형올 6 가지로 구분하여 단순 

화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파， 대체적으로 MDMR 

로부터 추출한 자료가 Crom1ey 방법올 이용한 
자료에 비해 편위 (displacement)가 적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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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처리 시간에 있어서는 양자 사이에 별다 

른 차이가 없었다. 

형태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굴콕(sinuosi ty ) 

이 있는 선 2와 선 3-- 원래 축척이 1:5，000- 에 

대해서 Cromley 방법과 MDMR로 1:25,000 과 
1:50,000 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출했을 때 변위 
의 크기률 비교해보면， MDMR이 Cromley 방법 
에 비 해 각각 1.2%, 1.9%, 10.5%, 6.7% 정 확도 
가 향상되었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MDMR 
에는 형태적 대표점을 찾는 루틴이 첨가되었음 

에도 선 2에서는 Cromley 방법보다 MDMR이 
더 효윷적이었다. 그것은 Cromley 방법으로 단 

순화를 수행하려 할 때 계층 구조가 복잡하여 

이를 구성하는데 더 많은 계산이 요구되고 또한 

계충의 깊이 (depth of tree)가 깊어져 탐색하기 

위한 시칸이 그 만큼 지연되기 때문이다. 

선형 사상이 전체적으로 곧은 특성 (straight

ness)올 갖고 있는 선 4와 선 5는 1:25,000 지 형 
도에 나타난 도로 사상올 입력한 것이다. 원자 

료의 축척으로부터 1:100，000파 1:200，000에 해당 

하는 자료룰 두 가지 방법으로 추출하였올 때， 

MDMR은 Crom1ey 방법에 비해 변위의 크기 

면에서 선 4의 1:100,000 자료에서 4.2% 향상되 

었고 나머지 세 경우에서는 각각 2.7%, 1.2%, 

1.9% 씩 정확도가 낮아졌다. 
그리고 폐곡선에 대한 평가를 위해， 완만하지 

만 굴곡이 크게 형성된 선 6과 각이 예리한반면 

굴곡은 크지 않은 선 7올 각기 1:5，000의 토양도 

와 행정구역도에서 선돼하여 1:50，아m과 

1:100，000의 자료로 추출하였다. 선 6의 경우 

MDMR이 Cromley 방법에 비해 위치적 정확도 
가 10.6% 와 7.3% 향상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선 7의 경우 1:50,000 자료에서 0.9% 감소한 

반면 1:100，αm 자료에서는 2.7% 향상되었다. 
위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선형 

사상에 굴곡이 있는 경우에 MDMR로부터 추출 

한 자료는 Cromley 방법에 비해 단순화 후에 

위치적 정확도가 향상됨올 확인하였다. 그것은 

Cromley의 계충적 선형 사상의 단순화 방법에 

서 계층적 어긋남이 단순화 결과의 위치적 정확 

도에 영향올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에， 

계층적 어긋남 특히 중상위 계층에서 발생하는 



어긋남올 제거한 MDMR은 실제적으로 그 위치 

적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한편 처리 시간올 비 

교한 결과 MDMR에 형태적 대표점올 찾는 루 

틴아 첨가되었옴에도 대체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CroITÙey의 계충적 단순화에서 계층 

의 구성이 복잡하고 계층의 깊이가 깊은 경우에 

MDMR이 오히려 신속하였다. 

2. 다축척 수치 지도의 실채적 이용 
.다축척 수치 지도 루틴’ 의 효용성올 평가하 

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표준화된 수치 지도가 제 

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수치 지도와 성격 

이 유사한 항공 사진올 해석입체도화기 

(analytical stereoplotter)로 도화한 자료를 이 용 

하였다. 해석입체도화기로 세부 도화한 자료는 

직접 수치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고， 도엽 방식 

의 자료를 수치화한 자료에 비해 오차가 발생활 

가능성이 대폭 줄어 그 만큼 자료의 정확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입체도화기를 이용하여 

사진 축척이 1:20，000인 항공 사진을 각기 

1:5,000 , 1:10,000 , 1:20，OC에 으로 도화하여 이 를 

수치 형태로 저장하였다. 이로부터 1:5,000 의 

대축척 자료왼올 다축척 수치 지도 루틴으로 처 

lin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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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1:10,000 과 1:20.어O 축척에 해당하는 자 

료를 추출하여 실제 도화된 자료와 정확도를 비 

교함으로써 다축척 수치 지도의 실제적 유용성 

을 확인하였다. 한편， 검증에 사용한 1:10,000 이 

나 1:20,000 자료를 도화하는데는 1시간 남짓 소 
요되었고， 다축척 수치 지도 루틴에서 취득하는 

데는 1분 이내의 시간이 걸렸다. 

도화에 는 ASP 2000 analytical stereoplotter 

를 이용하였고， 연구에 이용된 항공 사진은 

1988년 10월에 촬영된 1:20,000 흑백 사진으로， 

사진번호는 안동지구 24-57. 24-58 이다. 그리 

고 한 쌍의 중첩되는 양화 필름에서 고도가 

정Om 와 350m에 해당하는 동고선 2 개를 선택 

하고 12 개의 지상 기준점을 참조하여 축척 

1 :5,000 , 1: 10,000 , 1 :20,000 둥 세 가지로 도화 

하였다(그림 11). 도화 영역은 TM 좌표계로 

190 - 193 (동-서 방향). 322 - 324 (남-북 

방향)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도화한 1:5,000 자료에서 1:10，0<찌 과 1:20,000 

자료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지표는 ‘ 1’ 과 ‘2’ 이 

었다. 여기에서 1:10,000 으로 추출한 자료는 

Töpfer 법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그 자료수를 맞 

추었지 만， 1:20,000 자료는 도화한 자료와 그 수 

를 유사하게 맞추었다. 이렇게 추출된 자료와 

line 9 

192000 

324000 

32ε000 
193000 

그림 11. 해석도화기에 의해 수치화된 겁증 자료(1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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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 8의 정량적 평가 

\ζ~ 1:5.000 I 1:10.000 1:20.000 

점의 수 

자료원 〔로화 {빠때 도화 } 빼 
621 353 435 275 296 

선의 길이 (m) 8005.1 7831.7 7995.7 7803.4 7963.2 

변위 크기 ( m 2
) 21651.4 1009.8 24400.3 3201.4 

표 4. 선 9의 정량적 평가 

~ 1: 5. 000 1:10.000 1:20.000 

자료원 도화 MDMR 도화 MDMR 

점의 수 289 159 194 123 127 

선의 길이 (m) 2942.5 2818.1 2936.5 

닮g;f3 변위 크기 ( m 2
) 

도화한 자료가 각각 원자료와 어느 정도 편차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선의 길이와 변위에 

따른 다각형의 면적올 측정하였다(표 3, 4). 
표에 서 1:10，αm으로 도화한 자료의 수가 

Töpfer 법칙에 따른 수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 

타나는 것올 감안하더라도 다촉척 수치 지도로 

부터 추출된 자료에 비해 위치적 정확도가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20,000 자료들에 

서는 자료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선 길이나 

편위 크기를 살펴볼 때 다촉척 수치 지도에서 

취득한 자료가 정확도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 

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도의 선형 사상Oine 

feature)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축척인 자료로부 

터 그보다 소촉척 자료를 추출하는 ‘다축척 수 

치 지 도 루틴 (Multiscale Digital Map Routine, 
MDMR)’올 개발하였다. 다축척 수치 지도 루틴 

에서는 축척의 변환에 따라 요구되는 선형 사상 

의 단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형 사상의 국 

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형태적 대표점 (critical 

point)을 찾는 루틴파 단순화 결과의 공간적 정 

확도가 높고 명료한 단순확 지표를 갖고 있는 

Douglas-Peucker 알고리듬을 결합한 방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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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9557.0 

용하였다. 그리고 대축척의 자료가 갖는 공간적 

해상력 Oevels of detaiD에 따라 변형된 이진트 

리에 계충적으로 자료를 저장하여 자료의 중복 

올 제거하고 동시에 대축척 공칸 자료에서 원하 

는 축척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다축척 수치 지도 루틴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대표적 단순화 방법인 Douglas

Peucker 알고리듬율 이용한 Cromley 방법과 

MDMR에 대해서 각각 축척 변환 후에 선의 길 

이나 변위 (displacement)의 크기， 그리고 실제 

처리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다축 

척 수치 지도의 실제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치 지도와 성격이 유사한 자료， 즉 항공 사진 

을 해 석 입 체 도화기 (analytical stereoplotter)를 

통해 수치적으로 도화한 자료와 MDMR로부터 

추출된 자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romley는 선형 사상올 단순화하는데 

Douglas-Peucker 알고리듬을 계층적 자료구조 

로 구현하여 단순화 과정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하고 효율성올 향상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그의 방법에서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단순 

화 지표의 계충성’이 항상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올 발견하였다. 그것은 Douglas-Peucker 알 

고리틈이 성격상 선형 사상의 전역적 특성에 따 

라 단순화를 전개하기 때문에 국지적 특성이 무 



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화 과정을 계충적으로 구조화한 데서 비롯된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충적 어긋남을 극복하기 위 

해 선형 사상의 국지적 특성을 고려한 계충적 

자료구조를 셜계하였다. 즉， 선형 사상의 국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형 사상올 구성하고 있 

는 점들로부터 .형태적 대표점 (critical points) ’ 

을 찾아내어 이를 기초로 계충적 자료구조를 완 

성시켰다. 

둘째， MDMR에서 수행한 단순화 결과는 

Crornley 방법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공간적 정 
확도가 향상되었다. 특히， 선형 사상의 유형에 

따른 검증을 통해서 MDMR은 특히 굴곡 

(sinuosity) 이 많은 자료에 대해 단순화 후의 공 

간적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킨다는 사실올 밝혔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형 사상의 굴곡의 정 

도가 커짐에 따라 Crornley 방법에서 계총적 어 

긋남이 발생활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단순화 결 

과의 위치적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MDMR은 처리 시간에 었어서 

도 Crornley 방법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계충적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 있어서는 

MDMR이 더욱 신속하게 단순화를 수행하여 효 

율성올 높였다. 

세째， 향후 일반화될 수치 지도와 비슷한 성 

격을 갖는 도화 자료(1:5，000)로부터 MDMR올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들(1:10，에O파 1:20，000)은 

항공사진으로부터 해당 축척으로 직접 도화한 

자료들보다 공간적 정확도가 확실히 높다. 따라 

서， 대축척의 자료를 수치 지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MDMR로부터 공간적 정확도가 높은 

소축척 자료를 신속하게 취득함으로써， 축척에 

따라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 

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의 낭비， 그리고 자료 

의 중복올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올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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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artographic Line Feature Simplification for 

Multiscale Digital Map 

Chulsue H wang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1 University 

Data incorporated into G1S are derived from many different sources, both analogue and 

digita1. The primarγ source is still undoubted1y the hardcopy map. 1n developing geographical 

databases from maps, however, some problems are encountered. First.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map data at appropriate scale to the analysis purpose. Second, in case that the data of 

many de뎌ils level are needed according to the purposes, spatial data for the same area have 

to be stored at a number of distinct scales. 1t generates the redundancy of spatial data. 

1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 Multiscale Digital Map 

Routine(MDMR) ’ which extracted from relatively large scale data to smaller ones the users 

wanted to get. 1n order to simplify cartographic line features in accordance with scale 

reduction, MDMR used 'critical poìnts search routine' created here, which ìdicated the local 

properties of line features , and Douglas-Peucker ’ s algorithm. 

The major findings were summed up into the followings. 

First, ìt was found out that the hierachy of simplification index. which was the core in 

Crom1ey ’ s method, was not always guranteed. Douglas-Peucker' s algorithm, Crom1ey used as 

a simplification prodedure, simplified line features with global point of vìew. 1t was valìdated 

that the local pro맺πy of line features ìn such glob외 approach was apt to be neglected and 

the construction of hierachy with no thought of locality might entangle the hierachy. 

Second, MDrv1R designed new method, namely ’ c피tical poìnts search routìne and then 

constructed the hierachical data structure based on these critical poìnts. In 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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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R corrected most entanglements, particularly entanglements of higher ra따‘ in hierachical 
sσuctur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MDMR usual1y improved the spatial accuracy as compared with 

Cromley’ s method. Through the analysis of spa디외 accuracy according to line types, MDMR 
was so exellent in case of line features having the great extent of sinuosity. 

Fourth, MDMR, which had more complicated routines than Cromley’ s method, didn ’ t extend 
the CPU processing time seriously. On the contrary, MDMR processed more quick1y than his 
when the hierachical sturucture was complex or the depth of hierachy was deep. 

Fifth, Compared with areal photo data which were converted into digita1 fonns using 
an려ytic머 stereoplotter, MDMR' s spatial accuracy was so high. This sugges않d the possibility 

of practic머 use for MDMR. 

Keywords: multisca1e digi떼 map, line simplification, hierachica1 data structure, critical 

points, spatial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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