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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1. 연구 목적 

공간 개념은 공긴~(geographical space)에 대한 

인식을 구조화하는데 유효하다. 인간은 공간을 

인식할 때， 동일한 지리사상(地理事象;geogra

phical feature)에 대해 자신의 환경이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공간개념을 사용하는 경 

우가 많다. 예를 들면 도로라는 지리사상은 교 

통의 관점에서 하나의 흐름(Iine)이지만， 지적(地 

籍)의 관점에서는 지 역 (polygon) 이 된다. 

지리사상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나 개념은 정 

보 교환에 어려움을 준다. 지리사상을 수치적 

(digitaI)으로 표현하는 GIS에서는 서로 다른 정 

의로 인한 정보 교환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GIS에서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지리사 

상에 대하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의와 분류가 

필요하다. 지리사상의 정의와 분류는 GIS 표준 

화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GIS는 기관끼리 공통 자료를 서로 

교환하지 못하고 중복 입력하는 비효율성과 중 

복 투자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GIS 표준화 

가 시급하다. GIS 표준화는 지리사상과 속성을 

규명하고 정의 · 분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 

다1) 그런데， 우리나라의 GIS 표준화는 지리사상 
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표준이 없이， 자료 교환 

형식의 표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자료 교환 형식표준은 지리사상의 정의와 

분류 표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우리나라의 GIS 표준화는 공통 자료(레이어) 

로 사용되는 지리사상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표 

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도로사상(道路事象)은 도로 관리 나 도로 

시설물 관리 이외에도 도시 시설물관리， 도시계 

획 등 모든 분야의 GIS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 

는 자료이다. 그리고， 많은 기관에서 도시 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도로사상을 기본 

자료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기본 자료 구축 

과 자료교환을 위 해 도로사상에 관한 표준화가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선 유근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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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GIS의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공통 자료인 도로사상의 표준화에 대해 연구하 

고， 도로사상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GIS 표준 

프로파일 (Profile)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도로사상의 정의와 분류 

를 중심으로 GIS 자료 표준화에 대해서 고찰하 

고， 외국의 GIS 표준화 현황과 우리나라의 GIS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도로 관리와 시설물관리 측면에서 도로 

사상을 정의하고 도로사상을 단계별로 분류하고 

코드체계를 만들어 도로사상에 관한 GIS 자료 

표준 프로파일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동향 

GIS 표준화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 
되었다 3) 그리고 1980년대에 GIS 시스템간의 자 

료 공유와 정보 교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 

서 GIS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들면서 국제 표준화 조직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연구의 성 과불로서 GIS 표준들이 제 

정되고 있다. 

Tom(990)4)은 GIS 표준을 공간자료(spatial 

data)에 관한 표준과 정 보기 술Onformation 

technology)에 관한 표준으로 구분하였다. 공간 

자료 표준은 공간자료(속성자료 포함)의 정의 

기숨 · 분류 · 처리 · 분석에 관한 표준이고， 정 

보기술 표준은 GIS플 구성하는 컴퓨터 하드례어 

와 소프트워1 어 기술에 관한 표준이다. 

Crosswel1(990)5J은 분산된 GIS 시스템간의 

자료 공유를 위해 컴퓨팅 (computing) 표준을 중 

심으로 GIS 표준화플 연구하였다. 그는 하드혜 

어， 네트워크 통신， 소프트웨어 표준화， 데이타 

포뱃 표준화， 자료전시 (data presentation) , 사용 

자 디자인 표준 등 컴퓨팅과 관련된 부분을 중 

심으로 GIS 표준을 구분하고 각 범주의 표준화 

상태와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컴퓨팅 표준은 

Tom의 분류에서 정보기숲에 관한 표준과 비슷 

하다. 

dictionary )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GIS 용어 

표준화(standardization of terms)과정 을 제 시 했 

다. 용어 표준화는 다양한 자료원(源)에서 용어 

의 정의와 공통 범위를 추출하여 표준 정의 

(standard definition)를 선택하고， 자료사전에 용 

어 · 정 의 · 정 의 원(源)(source of definition) . 유 

사 관 련 정 의 (alternative definition)를 기 록하고 

포함 용어{inc1uded term;내부 용어) . 속성을 정 

의 · 분류하여 지리사상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이 

다. 그리고 그는 계속되는 기술 발전과 사회 변 

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전산화된 지리사상 데이타 

베 이 스(spatial feature register online 

database)의 구축을 제안했다. 5년 주기로 갱신 

되는 문서화된 SDTS방식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산화된 데이 

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uitunen(1993)7)은 GIS 표준을 통신 
(communication) , 자료(data) ， 사용자(person)의 

3요소로 구분하고 GIS 표준의 성패 여부는 사 

용자들의 인식 변화에 좌우된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를 중심으로한 GIS 표준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자료 교환 형식이나 컴퓨팅 표 

준 이외에도 사용자의 사회 · 문화적 환경을 반 

영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제시된 자료사전(data dictionary)의 개발 

을 제시했다. 그리고 GIS 표준의 발전 방향으로 
서 사용자 교육 기 준(educational standard8

)) 의 

선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 

로 기술적 배경이 없는 초보자도 쉽게 GIS 자료 
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위주의 GIS 시스템 

디자인과 기숨개발을 제안했다. 

Mark(993)9)는 미국 연방 자료 교환 표준인 

SDTS의 언어학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는 조직이 전산 정보를 공유하려면 자료 교환 

표준이 필요하며， 이 표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는 자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자료 구성 요소 포 

함)를 내리는 언어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 

리고 ‘지리사상을 수치적으로 정의 · 분류하는 

것 (Entity의 정의)은 인간이 지리사상을 인식하 

Cascio(993)6)은 SDTS의 자료사전(data 는 범주(category)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 
다. 범주(category)는 실세계(자연세계)가 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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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정신과 문화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범 

주의 정의와 범위는 문화， 언어， 학문에 따라 달 

라진다고 했다. SDTS가 국제적인 GIS 표준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SDTS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제적 데 

이타베이스 구축， 범지구적 변화 연구(glob머 

change study) , 국제 개발， 지구과학 등의 연구 

를 위해서 지리사상에 대한 비교-언어적 연구 

(cross-linguistic research)와 비 교-문화적 연 구 

(cross-cultura1 research)가 필수적 이 라고 지 적 

했다. 

GIS 표준화 연구는 한 국가 내의 표준화에서 
범세계적 차원의 GIS 표준화로 확대되고 있다. 

다른 분야의 컴퓨터 표준화처럼 형식변에서는 

국제 공동 형식을 지향하는 표준화가 연구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 각 나라의 독특한 특성을 반 

영하는 방향으로 GIS 표준화가 연구되고 있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GIS 표준은 공간자료(spatial data)에 관한 표 

준과 정보기술(inforrnation technology)에 관한 

표준으로 나눠볼 수 있다 10) 

정보기숨 표준， 즉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기술에 관한 표준은 GIS이외에도 다른 모 

든 정보시스템 분야에도 적용되고， 또 여러 나라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 나라의 독자 

적인 표준보다는 여러 정보 분야에 걸친 국제적 

인 표준이 중요하다. 

반면， 공간자료(spatial data)의 표준， 특히 지 

리사상11)의 정의와 분류， 기숲에 관한 표준은 국 

제적인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한 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표준이 필요 

하다. 

Montgomery(993) 12)은 도로가 GIS 자료 중에 

서 가장 사용 빈도가 많은 중요한 공통 사상이 

라고 분석하였다. 도로는 시설물 관리， 교통 관 

제， 자동차 항법시스템(car navigation system) 
등 GIS 웅용 분야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부처 13) 지방자치단체 14) 

공공 기관 15) 기업 등이 추진하는 모든 GIS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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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베이스에서 공통 자료로서 도로사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도로사상같은 공통 자료를 서로 교환 

하고 국가 기본 자료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에 관한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연구 범위를 공간자료의 표준 중 도로사상의 정 

의와 분류에 관한 GIS 표준화로 규정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GIS 표준화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고찰한다. 

SDTS , DIGEST 등 외국의 GIS 표준을 문헌 

과 보고서를 통해 검토하면서 GIS 표준화의 개 

념， 종류를 고찰한다. 

둘째，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GIS 표준 

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도로사상과 관련하여 DIGEST, TIGER, DLG 
등 외국의 표준화된 도로사상 분류 사례와 서울 

시， 창원시 등의 도로사상 분류 사례를 통해， 국 

가 GIS 위원회 표준화 분과에서 GIS 표준안(국 

가 기본도 표준안)으로서 제시한 국립지리원의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셋째， 용어 표준화 과정에 따라 도로사상을 정 

의하고 분류한다. 

Cascio(993)16)가 제 안한 용어 표준화 과정 을 

참고하여 도로 관련 법률， 도로공학， 서울시， 창 

원시 등의 도로 관리시스템，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 등의 각종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나 

라의 사회 ·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도로사상의 

정의와 분류를 하고 이를 도로사상에 관한 GIS 
표준 프로파일 (Profile17l)로 제 시 한다 
넷째， GIS 표준 프로파일을 평가한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지역을 사례 연구 지역 

으로 하여 표준 프로파일의 분류 체계를 적용하 

여 도로사상을 입력 18)하고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과 비교하여 표준 프로파일의 개선점을 분 

석한다. 

II. GIS 표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GIS 표준의 정의와 분류 

GIS(지 리 정 보시 스 템 Geographic inforrnation 

systems)란 지리정보의 획득， 저장， 갱신， 처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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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과정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자료 및 인력의 조직적 집합체를 말한다 19) 

그리 고， 표준(標準 standard)은 ‘사물을 알기 위 

한 척도， 기준， 근거， 규범 또는 규격’때)이며 표준 

화(標準化 standardization)는 표준을 정 하는 절 

차이다. 

GIS 표준은 지리정보의 생성 · 저장 · 교환 · 

공유를 위해 제정된 GIS와 관련한 컴퓨터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자료， 인적 구조 등에 대한 공 

통된 기준이며， GIS 표준화는 GIS 표준을 정하 

는 과정이다.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리정 

보를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다른 GIS와 

지리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자료 공유뿐 아니라， 발전된 시스템 

과의 자료 공유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 

GIS 표준에는 공인 여부에 따라 ‘공식적 표준 

(de jure standard)’과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21)이 있다. ‘공식 적 표준’은 권위 있는 
국가 기관， 국제 기관， 단체， 조직에 의해 공식적 

으로 인정된 표준이다. 미국의 SDTS나 영국의 

NTF(Neutral Transfer Format) 등 이 ‘공식 적 표 

준’에 포함된다. ‘사실상 표준’은 조직에 의해 공 

인되지 않았지만， 광범위한 사용자들로 인해 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이다. MS-DOS 같은 

컴퓨터 표준이나 TIGER, DLG 같은 표준이 ‘사 
실상 표준’에 해당된다. 

또한 GIS 표준은 표준화 대상에 따라 공간자 
료(spatial data)에 관한 표준과 정보기술 

Cinformation technology)에 관한 표준으로 분류 

할 수 있다.(Tom， 1990) 
첫 째 , 공간자료(spatial data)의 표준은 지 리 사 

상을 정의하고， 기술하고， 처리하고， 분류하는 표 

준으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 

로 발견하고 공유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 정 보기 술ünformation technology) 의 표 

준은 공간자료를 담는 컴퓨터 기술(하드웨어， 소 

프트웨어)에 관한 표준으로서， 서로 다른 GIS 시 

스템 사이나 GIS와 다른 컴퓨터 환경과의 상호 

운영을 위한 표준이다. 

한편， Spencer(l 995)22l는 GIS 표준을 품질 표 

준(Quality Standard) , 내용 표준(Content 

Standard), 수집 표준(Collection Standard) , 교환 

표준(Transfer Standard), Metadata 표준으로 구 

분하였 다. 품질 표준(Qua1ity Standard)은 자료 

의 정확성과 처리에 관한 표준이고， 내용 표준 

(Content Standard)은 자료 쿄드 형 식 과 자료 내 

용에 관한 표준으로 자료사전의 형태로 나타난 

다. 그리고 수집 표준(Collection Standard)은 자 

료원(源)의 처리와 입력 형태에 관한 표준이며， 

교환 표준(Transfer Standard)은 자료를 교환하 

는 표준이고， Metadata23
) 표준은 자료에 관한 설 

명에 관한 표준이다. 

지리사상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표준화는 표 

준화의 분류에서 공간자료에 관한 표준과 내용 

표준으로 볼 수 있다. 

2. 외국의 GIS 표준화 

GIS 표준화는 GIS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 

기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의 GIS는 개별 시스템 (stand alone system) 위 
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자료 교환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 표준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그러 

나， 198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GIS가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시스템 

간의 자료 공유와 자료 교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가기관과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GIS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1990 

년대 들면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같은 국제 표준화 조직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 관련 국가기 관들이 그 동안의 연구들 

을 종합하여 GIS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자료 교환 표준인 SDTS, 영국의 자료 교 

환 형식 인 NTF(Neutral Transfer Format) , 유럽 
의 자료 교환 형 식 인 DIGEST(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Exchange Standard ) 

등은 대표적인 GIS 표준으로서 지리자료에 관한 

표준을 바탕으로 제정된 자료 교환 표준들이다. 

미 국의 GIS 표준화는 1982년 USGS(US 

Geological Survey)가 미 연방 표준국(Bureau of 

Standard)과 함께 GIS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 
면서 시작되었다 USGS， FICCDC(Federal 

Intergemcy Coordinating Committee on Digital 

Cartography) , NCDCDS(National committe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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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artographic Data Standards)등 이 공동 

으로 표준화 작업팀을 구성하여 GIS 표준화 연 

구를 수행하면서 SDTS를 제정하였다. 1992년에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SDTS를 FIPS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173으로 지 정 

하여 GIS 자료 표준으로 공인하였다. 

SDTS는 서로 다른 종류의 공간 및 속성정보 

가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든 자료 교환 표준 

으로 총 5부로 구성되었다. 제 1부는 공간정보 

교환을 위한 수치지도 자료 작성과 정확도 지침 

이고， 제 2부는 공간사상 및 속성정보 그리고 각 

종 속성정보 용어를 정의한 것이고， 제 3부는 정 

보 교환 표준인 ISO 8211을 이용한 공간정보 교 

환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제 4부는 Vector 

Profile이 며 제 5부는 Raster Profile이 다. 

자료 교환 형식인 SDTS는 자료의 정의와 분 

류를 기 반으로 하고 있다. SDTS는 자료 교환을 

위해 약 26007>> 의 지리사상을 정의하고 있다. 지 

리사상을 정의하기 위해 2007>> 의 기본 엔티티 

타입 (Entity type)을 정의했다. 그리고， 2447>> 의 

속성 (Attribute)과 12007>> 의 관련 용어(Included 

term)를 정의하면서 공간사상을 분류했다. 

표 1. SDTS으| 도로 과려 저의 
:-:~4) 

{ Entity type 정으I } 

Road An Open way for the passage of 
vehicles, persons, or animals on land 

Bridge A Structure erected over a 
depression or obstac1e to carry traffic or 
some facility such as pipeline 

Bridge_the Superstructure Those element of 
the bridge structure which are above 
uppermost deck 

Intersection A system to supply land with 
water 

Lane A prescribed course for ships or 
aircraft, or a strip delineated on a road to 
accomodate a single line of automobiles 
not to be confused with the road itself. 

Parking_area An area set aside for the 
parking of motor vehic1es 

Sign A roadway associated feature which 
provides information to people passing 

Tunnel An underground or underwater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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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EST(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Exchange Standard)는 미국 국방성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 

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등의 EU국가들이 제 

정한 국제적인 지리정보 교환 표준이다. 

DIGEST는 총 4부로 제 1부 - 종합， 제 2부 -

이론 모댈 및 교환 구조， 제 3부 - 자료 교환에 

필요한 물리 적 코드， 제 4부 - 사상 및 속성 코 

드 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교환 형식인 DIGEST도 자료의 정의와 

분류를 기 반으로 하고 있다. 

DIGEST는 기본적인 지리사상을 5자리의 코 

드로 분류하고， 세부 속성을 6자리의 코드로 분 

류하고 각 사상과 속성의 정의를 여러 언어로 

규정하였다. 

다음은 DIGEST의 제4부 - 사상 및 속성 코 

드 분류 체계에서 규정한 도로사상에 관련된 

정의이다 

표 2. DIGEST의 도로 관련 정의25) 

AP- CULTURE - TRANSFORTATION -

ROADS 
AP010 -Cart Track 

An improved roadway 
AP020 - Interchange 

A connection designed to provide traffic 
access from one road to another. 
AP030- Road 

An open way maintained for vehicular use. 
AP040 - Gate 

A barrier which controls passage to a road, 
railroad, tunnel, or bridge 
AP050 - Trail 

A path worn by the passage of people or 
animals 
AP060 - Drove 

Wide track on the land’s surface due to the 
regular movement of animal herds 

3. 한국의 GIS 표준화 -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척 

우리나라에서 GIS가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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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것은 불과 몇년전의 일이다. 1990년대 들면 

서 정부， 학계， 업체 등에서 GI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GIS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GIS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IS 표준화는 1994 

년 국가 GIS 위원회 26)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 

1995년 국가 GIS 위원회 표준화 분과는 국립지 
리원의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2:1)을 국가 기본 

도 표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치지도 작 

성 작업규칙에서 제정한 표준 코드를 기반으로 

국가 기본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자료 교환 표준 

형식을 만들 예정이다.쩌)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은 기본 목적 29)이 (수 

치)지도 제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GIS 데이 

타베이스 표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서울시， 광주시， 창원시 등에서 도시 지 

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의 표준 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각각 별도의 

사상 분류 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GIS 자료 표준(안)으로서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이 갖는 문제점을 지리 자료 데이타베이스 

중심 으로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심벌 중심의 자료 

구조는 GIS 응용에 부적 합하다. 

지도 제작에는 사상을 구분할 수 있는 심별 

(표준 도식， 기호 ì:~()) 이 필요하다. 그러나 심벌 중 

심의 수치지도 자료를 GIS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별용 레이어 31)을 데이타베이스 속성으로 변환 

하는 이중 작업이 필요하다. 도로의 경우， 도로 

번호 기호(343) ， 도로번호(344) 레이어는 같은 사 

상을 중복하여 나타낸 것으로 GIS에서는 불필요 

한 구별이다. 심별 중심의 자료구조로 GIS 표준 

을 제정하면 GIS의 범위를 지도 제작(mapping) 

으로 한정짓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GIS에서 

는 점 (point), 선(line) , 면 (polygon)의 형 태로 지 

리사상의 위상 관계와 정확한 위치를 입력하면， 

도면을 출력할 때 지리사상에 대해 사용자가 원 

하는 심벌을 할당하여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심별 자체에 대해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 

둘째，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의 표준 코드 체 

계는 사상(feature)과 속성 (attribute)에 대한 구 

분이 모호하다. 그리고 코드 분류 체계상 통합되 

어야 할 사상과 속성을 별도의 레이어로 구성하 

였다. 

(종이)지도 제작에는 지리사상의 명칭， 번호 

등을 기 록하기 위 한 주기 (annotation)를 별도 레 

이어(대분류코드: 9)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만， GIS에서는 주기를 지리사상의 속성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의 경우， 건설예정 (313) ， 건설중(314) ， 도로 

번호(344) ， 도로주기 (911) 레 이 어 등은 속성 항목 

으로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IS 데이타베 

이스 설계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할 경 

우， 많은 레이어 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력 

작업이 복잡해지고， 자료 관리가 어려워진다. 

셋째，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은 지리사상의 

기본적인 위상 관계 (topology)를 제대로 고려하 

지 않고 있다. 

GIS 자료에서 위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지도 제작에는 위상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도 사용자가 위상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이 지도에서 등고선은 명칭이나 고도 같 

은 주기로 인해 같은 고도의 선이 끊어지는 경 

우에도 사용자는 동일한 고도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끊어진 등고선을 GIS 자료로 입력할 때 

같은 고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고도로 오 

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넷째，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은 수치지도에서 

지리사상의 위치 정확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 

고 있다. 

GIS에서 사상의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는 것은 

지도 축척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수치지도 작 

성 작업규칙의 개정안에서 무조건적 도면 확대 

불가32)를 부분 확대 허용으로 완화한 것은 지리 

사상의 위치 정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초로 

입력된 축척보다 확대된 도면이나 원자료의 축 

척보다 확대된 수치지도는 사상의 위치가 부정 

확하게 되어 GIS 자료로서 부적합하다. 

다섯째，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의 표준 코드 

체계는 현재 국가기본도로 제작되고 있는 

1/50000 지형도의 수치지도 제작에는 적합하지 

만， 도시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1/500 이 

나 1/1200 수치지도에는 부적합하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은 1/50000 지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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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축적 지도와 1/500 같은 대축척 지도에 거의 
동일한 코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정보관리나 시설물관리에 많이 사용되는 1/500 

또는 1/1200 축척의 수치지도에는 세부적인 코 
드분류가 필요하다. 

여섯째， 정확한 수치지도 제작을 위해 작업 과 

정，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표준과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치지도 작성 작 

업규칙이나 이를 보완하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 

내규쩌)은 이러한 기준들이 너무 포괄적이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는 수치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원자료의 검증 기준이나， 코드 입력 검 

증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34)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둘째 사상과 속성의 구 

분과 다섯째， 도시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1/500이 나 1/1200의 대 축척 수치 지 도에 적 합한 

코드분류를 중심으로 도로사상의 분류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은 

지형도 전산화를 동한 수치지도 제작을 중심으 

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리사상의 정의， 분류， 

표준 코드 체계가 미흡하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을 GIS 자료 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GIS 사용자 대부분이 도시 정보관리， 특히 시 

설물 관리를 중심으로 GIS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목적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 

록 GIS 표준화는 사용자(end-user)중심으로 진 

행돼어야 한다. 

1lI. 도로사상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GIS표준프로파일 

1. 도로사상의 정의와 분류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자료(지리사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35)와 분류가 필요하다. GIS 표준화는 

GIS 데이타베이스에서 중요한 지리사상과 속성 

을 규명하고 정의하고 각 사상들의 분류체계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썩) 

地理學論難 第27號0996. 2) 

GIS 표준화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크고 사용빈도가 많은 중요한 지리사상 

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도로는 GIS에서 활용성이 가장 큰 공통 사상 

이다 37) 도로사상은 시설물 관리， 교통 관제， 자 

동차 항법시스템 등 GIS의 모든 웅용 분야에 필 

수적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GIS를 추진하 

는 모든 기관에서 도로를 필수 자료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로에 관한 국가기본자료가 

없고， 표준이 없기 때문에 각기 개별적으로 도로 

사상을 입력하면서 자료를 서로 교환하지 못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로사상의 정의와 분류는 

Cascio(I99338))가 제 안한 용어 표준화 
(standardization of terms)과정 을 참고하여 다음 

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기존의 표준화 사례를 참고하여 도로 관 

리 측면에서 필요한 도로사상의 기본 용어들을 

설정하고 분류 체계를 설계하였다. 

외국의 GIS 표준(SDTS ， DIGEST, TIGER, 

DLG)에서 규정한 도로사상의 정의 · 분류 체계 

와 우리나라에서 구축되고 있는 GIS시스템의 도 

로분류 체계(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의 표준 코 

드， 서울시， 창원시 39)의 도로사상 분류 코드 등) 

를 참고하여 기본적 도로사상 용어를 선택하였 

다. 데이타베이스 코드설계 원칙을 고려하면서 

도로사상을 4단계(대40)/중/소/세분류)로 분류하였 

다 

본 연구의 실제 분류는 도로사상의 중분류부 

터 시작하였다. 

둘째， 도로사상의 정의를 다양한 자료원 

(源) (source)을 참고하여 규정하였다. 도로법， 도 

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도로 

관련 법률， 교통공학 · 도로공학 등의 관련 학문， 

언론 매체 등 다양한 자료원에서 정의를 수집하 

여 중요한 도로사상에 대해 GIS 데이타베이스에 

적합한 정의를 내렸다. 

셋째， 도로 관리와 도로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분류 체계에 따라 중요 사상은 레이어로， 각 공 

간사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속성으로 구분하 

여 코드설계원칙에 따라 코드를 부여했다. 서울 

시의 경우 공간 레이어와 공간 관련 속성으로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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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는 기 준41)은 다음과 감다. 

1) 지형 및 시설물 등 여러 부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비 

교적 자주 지도 제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지리사상을 레이어로 구분한다. 

2) 사용 부서가 한정적이고， 대부분 같이 운 

영될 경우가 많으며 자료 형태가 일정한 

지리사상은 하나의 레이어에 속성으로 

구분한다. 

3) 동일한 대상에 대해 내용상 구분이 필요 

한 경 우를 속성 으로 구분한다. 

넷째， GIS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제 
별 사상 분류 체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 

하여 자료사전(data dictionary42))을 만들었다. 자 

료사전을 특정 목정에 의해 규정된 여러 코드체 

계에서 동일 사상의 호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해 필요하다. 

2. 데이타베이스 코드 설계 

데이타베이스 코드를 설계하는 방식은 모든 

지리사상을 레이어로 설계하는 방식과 레이어와 

관련 속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의 코드 체계는 전자의 방식이고， 

DIGEST, DLG, SDTS 등의 외국의 GIS 표준과 
서울시， 창원시의 GIS 코드 체계는 후자의 방식 
이다. 모든 공간자료를 레이어로만 구분하는 것 

은 지도 제작에 유용한 방식인데， 자료 입력과 

관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오류가 발 

생할 확률이 높다. 많은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GIS 데이타베이스에는 중요한 지리사상을 레이 
어로 할당하고， 각 레이어에 관련된 속성 항목으 

로 구분하여 코드 설계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사상 레이어 코드를 코드 

의 간결성， 효율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4자리 

의 Alphanumeric 코드43)로 구성하였다. 4자리중 

앞의 3자리(대/중/소분류)는 숫자로 구분하고， 4 

번째 자리는 세분류(꽤分類)될 지리사상의 항목 

수와 추가 항목을 고려하여 알파뱃 문자를 사용 

하였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과 창원시 도로관리 

시스템의 코드분류처럼 세분류(4째 자리)를 숫자 

로 하는 경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 어려워 

코드분류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44) 그리고 

세분류 코드를 두자리 숫자로 구성하는 방법은 

코드 체계의 간결성과 효율성 원칙 45)에서 문제 

점이 있다. 

코드를 설계할 때 하나의 지리사상이 반드시 

하나의 코드를 갖는 것은 아니며 주제별 사상 

분류 과정에서 여러가지 코드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수맨홀이라는 사상은 도로 관리의 

측면에서 하나의 코드를 갖지만， 상수도 관리라 

는 측면에서도 별도의 코드를 가진다. 이처럼 시 

스템의 요구 조건에 호웅하기 위해 사상이 부여 

받는 하나 이상 코드의 집합을 다중 코드 세트 
라고 한다.뼈) 

데이타베이스 검색 47)과 관리， 효율적인 자료 

교환 등을 위해서 하나의 사상에 대한 다중 코 

드의 상호 변환쟁)이 필요하며， 이를 사전에 규정 
하고 설명하는 것이 자료사전(data dictionary )49) 

이다. 

3. 도로사상의 표준프로파일 

도로사상은 크게 도로와 도로관련사상으로 

구분된다.밍) 도로관련사상은 도로의 기능을 수행 
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도로 점유물 등 

의 사상들이다. 

본 연구는 코드 체계를 고려하여 중분류에서 

도로관련사상을 세분하였다. 즉，도로관리 51)에 필 
요한 기본 사상잃)을 중심으로 도로사상을 크게 
도로(11) ， 도로시 설물많)(12) ， 도로점 유물(13) ， 도 

로용지(14) ， 교통관계 (15) 등으로 구분하였다. 

도로는 대분류 체계상 1번딩)으로 코드를 부여 

했다. 도로법은 도로사상을 도로와 도로부속물로 

구분하였고，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은 도로(3) 

를 도로경계 (31)， 도로중심 (32) ， 도로시설 (33) ， 표 

지 및 도로번호(34)로 구분하였다. DIGEST는 

도로(AP-Culture-Transportation - Roads)와， 교 

통 관 련 사상(AQ-Culture-Associated Trans

portation)으로 구분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도로 

와 도로 관련 지물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여러 형태의 도로사상의 분류를 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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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표 3. 도로사상의 분류 

도로법 표준프로파일 
수치지도 작성 

DIGEST 서울시 
작입규칙 

도로 도로 
도로경계 

도로 도로 
도로중심 

도로시혈물 
도로시설 

도로부 도로첨유물 
표지및 도로관련 

속물 도로용지 
도로변호 

교통관련 
지불 

교통판계 

다음은 본 논문의 도로사상에 대한 표준 프로 

파일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 도로사상 데이타베이스 구조 

1) 도로(11)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물적 시설로 

서， 보행자 및 차량을 위한 공공 통로로서 육상 

교통을 분담하는 교통시설이다.또) 도로는 사람과 

화물의 이동이라는 교통 기능 이외에도 토지이 

용의 증진， 생활 활동 유지， 재해 방지 수습 등 

의 기능이 있다. 

도로는 도로의 실폭이 표현되는 실폭도로와 

도로의 중심을 나타내는 도로중심선으로 구분된 

다. 도로관련법에서 도로는 실폭도로만을 의미하 

지만， 도로중심선은 GIS 데이타베이스에서는 매 

우 중요한 지리사상이다. 도로의 분류56)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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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기준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직할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으로 구분하였 

다. 

본 논문은 도로의 소분류에서， 우선 도로를 실 

폭도로와 도로중심선으로 구분하였고， 보도， 자 

전거도로， 고가도로， 지하차도를 별도의 레이어 

로 분류하였다. 

@ 실 폭도로(1 1 1) - polygon 

실폭도로는 도로의 실폭을 경계선으로 표시하 

는 도로로서 진폭도로57)나 도로경계와 같은 개 

념이다. 실폭도로는 1/500, 1/1,200 같은 대축척 

지도에서는 실제 도로의 폭이 표현되지만 

1/50,000 같은 상대적인 소축척 지도에서는 실폭 

이 아니라 과장된 상태로 경계많)가 표현된다. 
실폭도로는 도로의 폭， 상태， 위치와 시설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시설물 관리， 교통계획 

수립 등 다양한 범위에 이용된다. 

실폭도로 코E 형태 

01 긴 닙~* 1110 
고속국도 111A line 
일반국도 111B line 
지방도 111C line 
특별시도 111D line 
광역시도 111E line 
지방도 111F line 
시도 111G line 
군도 111H line 
소로 111] line 

@ 도로중심선 (112) - line 

도로중심 선(road center line)은 도로의 중심 을 

연결한 선으로 도로관리에서 사용된다. 도로중 

심선은 도로중심선 간의 교차점과 도로중심선의 

중요 지점에 노드(node)를 구분하면서， 도로망 

(road network)을 형 성 한다. 

도로중심선은 교통 관리， 최적 노선(최단경로) 

등의 교통 분석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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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중심선 코드 형태 

미분류 1120 

고속국도 112A line 
일반국도 112B line 
지방도 112C line 
특별시도 112D line 
광역시도 112E line 
지방도 112F line 
시도 112G line 
군도 112H line 
소로 1121 line 

@ 보도(113) - polygon 

보도， 자전거도로 등은 도로의 구성요소이며， 

고가도로， 지하차도는 도로의 교통기능을 보조하 

는 부속 도로로서 별도의 레이어로 구분하였고， 

polygon형태로 규정하였다. 

보도 

보도 

@ 자전 거 도로(1 14) - polygon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I 

-
로
 

가
 -
댄
 

고
 
-FL 

@ 지하차도(1 16) - polygon 

지하차도 

지하차도 

@ 속성코드59) 

도로레이어에 필요한 속성은 도로명칭， 도로번 

호， 시점과 종점， 개통여부， 포장종류(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등)， 차선수， 분리대 유무， 제원 

등이 있다. 이중 문자와 숫자로 기록되는 도로명 

칭， 차선수 등은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지 않았 

다. 

속성코드 분류는 시간적 측면을 고려했다. 도 

로 공사， 지하철 공사， 도로 보수， 시설물 보수， 

공사를 위 한 도로 점 유와 도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장기간 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4)을 

표시하였다 

* 도로 분류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의 도로는 특별시도(道) 

가 된다. 그래서 특별시나 지방시도 같은 도로 

소재지의 특성과 도로의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도로 

분류를 속성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시지역 

도로분류 코 c 

미분류 0 
(도시) 고속도로 1 
주간선도로 2 
보조간선도로 3 
집산도로 4 
국지도로 5 

* 통행규제 

도로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일방통행을 

실시하거나， 도로의 기능 보수 공사， 도로 점유 

공사 등으로 인해 통행이 중지되거나 제한된다. 

이러한 도로의 상황들을 도로관리 측면에서 속 

성으로 규정하였다. 

통행규채 코E 

미분류 0 
운행중(기본값) 

건설중 2 
계획중 3 

부분운행(공사중) 4 
운행보류(공사중) 5 
일방통행(조건부) 6 
일방통행(조건무) 7 

-

* 포장종류 

도로관리측면에서 도로포장에 사용된 포장 

종류를 속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 

의 포장재료는 아스팔트나 시멘트 콘크리트가 

대부분이고， 보도의 표장재료로는 대부분 블록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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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종류 코E 

미분류 0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2 
아스론 3 
블록 4 
기타 5 

비포장 6 

2) 도로시설물(12) 

도로시설물은 도로 기능과 관련된 시설물로， 

도로구조물과 도로부속시설물로 구분된다. 

@ 도로구조물(121) 

도로구조물은 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구 

조물을 말한다. 

도로구조물 코 E 형태 

미분류‘ 1210 
터널 121A polygon 
교량 121B polygon 

업체교차로 121C polygon 
육교 121D polygon 
계단 121E polygon 

횡단보도 121F polygon 

@ 도로부속시설물(122) 

도로부속시설물은 도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도로부속시설물 코E 형태 

미분류 1220 
가로수 122A point 

중앙분리대 122B polygon 
버스정류장 122C pomt 
택시정류장 122D pomt 

* 버스정류장 속성코드 

도로부속시설물 중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 

장은 단일사상이긴 하지만 아래와 같이 여러 종 

류가 있으므로， 속성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 이 펼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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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정류장 속성 코E 

미분류 0 
시내버스 

좌석버스 2 
마을버스 3 
공용 4 
시외 5 
기타 6 

* 택시정류장 속성코드 

택시정류장 속성 

미분류 

일반태시 
모범택시 

@ 도로안전표지 (123) 

도로안전표지는 도로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표지6(})와 안전 통행 

을 위한 안전표지61l로 구분된다. 도로표지는 도 

로 행선지， 거리， 방향， 도 · 시 · 군의 경계 등 

교통의 목표를 제시하여 운전자에게 도로상의 

위치를 알리고 연도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으로 

건설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전표지는 도로교 

통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규정하며 주의 62>'규 
제63). 지시떠). 보조6.')). 노면66) 표시로 분류된다. 

도로안전표지 코드 형태 

ul’1 닙rT Er 1230 
도로표지 123A pomt 

(안전표지)주의 123B pomt 
규제 123C pomt 
지시 123D poìnt 
노면 123E pomt 
보조 123F pomt I l 

@ 도로안전시설물(124) 67) 

도로안전시설물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도 

로노면이나 도로주변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며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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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물 코드 형태 

01.건 닙~* 1240 
충격홉수시설 124A pomt 
과속방지시설 124B polygon 
낙석방지책 124C line 
도로반사겸 124D pomt 

@ 주차장(125)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 

된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이며， 노외주차장 

은 도로노면，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 

차장다. 그리고 건축물부속주차장은 건축물내부 

나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이다. 

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속 주차장 

3) 도로점 유물(13)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신， 전화，송유， 가스 

등의 각종 시설물들이 도로 표면에 배치되는데 

이를 도로점유물이라고 한다. 

도로점유물은 대부분의 계층적인 코드분류에 

서 도로와 별개 사상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도로 

점유물은 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상이기 때 

문에 도로와 관련된 레이어로 분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등 

의 주제별 코드 체계와 관계형 데이타베이스 형 

태로 연결되어야 한다. 

@ 일반점유물 (131) 

일반점유물은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제설장 

비함이나 쓰레기통， 방음벽 등의 시설물과 우체 

통， 광고판 등 단순히 도로를 점유하는 시설물이 

있다. 

일반점유물 코드 형태 

oH! 닙::-T 므「 1310 
쓰레기통 131A pomt 
우체통 131B pomt 
시계탑 131C poínt 
광고판 131D pomt 

시민게시판 131E poínt 
방음벽 131F line 

제설장비함 131G pomt 

@ 상수관련 (132) 

상수관련점유물이나 하수관련 점유물 등은 도 

로굴착공사나 도로점유공사 같은 도로 관리 측 

면에서 도로관련 일반점유물로 분류하였다. 이들 

사상은 상수도관리나 하수도관리 등의 측면에 

서 별도로 분류되어 여러 개의 코드를 갖는다. 

동일 사상이 갖는 여러 개의 코드는 동의어사전 

을 통해 규정되고 변환된다. 

상수관련 

상수맨훌 

소화전 

급수전 

@ 하수관련 (133) 

하수관련 

하수맨홀 

@ 전기관련 (134) 

전기관련 

전력주 

전기맨홀 

전기박스 

@ 전신전화관련 (1 35) 

전신전화관련 ’ 

전신주 

전신전화맨홀 
공중전화 

@ 가스관련 (136) 

가스관련 

가스맨홀 

@ 송유관관련 (137) 

송유관관련 

송유맨홀 

? 
ι
 

끼
 
J 



@ 공동구 (138) 

맑
 

고
 
。

공동구맨홀 

4) 도로용지 (14) 

- 도시계획과 지적상의 도로 

도로사상은 기본적으로 선 (Line)의 속성을 가 

진다. 그러나 도로가 위치하는 도로 용지는 면사 

상이다. 

지적(地籍)의 측면에서 도로는 선사상(line 

feature) 이 아니 라 면사상(polygon feature)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1번 도로와 

는 다른 단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지적에서의 도 

로분류코드에 대한 동의어사전이 필요하다. 

@ 도시계획상 도로 (141) 

도시계획상 도로 l 코드 | 형태 
도시 계 획 상 도로 I 142B I line, polygon 

@ 지적상 도로용지 (142) 

지적상 도로용지 | 코드 | 형태 

지 적 상 도로용지 I 142A I polygon 

5) 교통관계 코드분류(15) 

교통관계 코드분류는 교통 규제와 관리에 사 

용되는 사상 코드68)로 교통 관리의 측면에서 위 

의 분류와 별도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버스전용차선 (15 1) 

버스전용차선은 대도시의 대중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차선을 일정 시간 동안 노 

선 버스 이외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차선이다. 

서울시의 경우.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는 차량들 

을 단속하기 위한 버스전용차선관리초소를 만들 

고 있다. 

버스전용차선 

버스전용차선 

버스전용차선관리초소 

버스전용차선은 전일제와 시간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형태에 따라 속성 

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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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속성 코드 

미분류 0 
전일제 (06시 -21시) 1 

시간제 (06시 -10시， 17시 -21시) 2 
기타 3 

@ 교통관련시설물 (152) 
교통관련시설물은 신호등과 교통신호를 제어 

하는 교통제어기， 교통량 측정과 수요조사를 위 

해 지방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량 측정기 등이 

있다. 

교통관련시설물 코E 형태 

01 딘 닙rT Er 1520 
선호등 152A pomt 

교통제어기 152B pomt 
교통량측정기 152C pomt 

* 신호등 속성코드 

신호등(signaD은 상충하는 방향의 교통흐름에 

대해 적절한 시간간격으로 우선권을 할당하는 

교통 통제 설비이다. 

신호등은 대상에 따라 차량용， 보행자용， 차량 

. 보행자용 등으로 구분된다. 

신호등 속성 코E 

01τ 닝!:"T 므r 0 
차량용 

보행용 2 
차량·보행용 3 
기타 4 

@ 지하철관련시설물 (153) 
지하철 관련 시설물은 도로(보도， 중앙분리대) 

위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도로관련시설물로 규정 

하였다. 지하철관리측면에서 동의어 사전이 필요 

하다. 

지하절관련시설물 

지하철출입구 

지하철환풍구 

6) 자료사전 
도로점유물같은 도로사상은 도로 기능의 유지 

· 보수와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코 

드를 할당받는다. 그리고 각 사상과 관련된 주제 

(상수도， 전기 등)별 사상 분류에서도 별도의 코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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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할당받게 된다. 효율적인 자료 검색과 교환 

을 위해서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일 사상에 

관한 여러가지 코드를 설명하고 서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자료사전(data dictionary; 동의어 사전) 

이 필요하다. 자료사전(동의어 사전)을 이용해 

도로관리 측면에서 만든 소화전 자료를 코드를 

변환하는 간단한 전처리 (preprocessing)과정으로 

상수도 관리 측면이나 소방관리 측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 데이타베이스에서 같은 

사상을 서로 다른 사상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 

하면서 각 주제에 대한 효율적인 자료 검색과 

관리를 할 수 있다. 

다음은 도로점유물 중 소화전에 대한 자료사 

전의 예69)이다. 

표 4. Data Dictionary-동의어 (Equivalent) 

사전의 예 

* 소화전 

주제 코드 비고 

도로관리 1328 

상수관리 6328 

소방관리 9328 

N. 프로파일 적용과 평가 

1. 프로파얼 적용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로사상의 표준 프로파 

일을 검증하기 위해 사례 연구 지역에 자료를 

입력하여 프로파일을 적용하였다. 사례 연구 지 

역으로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지역을 선정하 

였다. 보통 1/500 지도나 1/1.200 지도와 같은 대 
축척지도 한 도엽의 범위가 작아 여러 종류의 

지리사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이 지역 

의 경우 한 도엽 내에 다양한 종류의 지리사상 

이 나타나고 있다. 

프로파일 적용에 사용된 지도 자료는 1/1,200 

항측도를 원(源)자료로 하여 IBM PC/586 
Summa Graphics Digitiser 등 의 하드왜 어 와 

AutoCAD release 12 소프트웨 어 를 이 용하여 디 
지타인정된 수치지도이다. 이 기본 자료깨)에 각 

지리사상들을 입력하고 다양한 GIS 소프트웨어 

에 웅용이 가능한 자료 교환인 DXF file로 변환 

하였다. 이 자료는 국가 GIS 자료 교환 표준으 

로 확정된 SDTS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연구 지역이 위치한 서울시 서초 

구 지역의 도로망도와 연구지역인 서울시 서초 

구 방배동 지역의 현황도이다. 

서울시 서효우 도로망도 

그림 2. 연구지역 개관 - 서울시 서초구 도로망도 

그림 3. 연구지역 개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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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표준 프로파일은 도로 관리와 도로 

시설물 관리의 측면에서 정의 · 분류한 지리사상 

들을 국립지리원의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과 

비교하면서 입력하고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들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과 구 

별되는 지리사상들을 중심으로 레이어와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1) 도로(1 1) 

표준 프로파일에서 특별시도(111D ， 121D)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의 표준 코드(3114)와 유 

사하게 표현되는데 특별시도를 기능과 도로 폭 

등으로 구분하여 각 도로에 대하여 도시고속도 

로 /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집산도로 / 

국지도로 등의 속성을 부여하였다. 

@ 실 폭도로(1 11 미 - polygon 

실폭도로(륙별시도) 
< 1110 > 

그림 4. 실폭도로 

@ 도로중심선 (112) - 특별시도 1120 
본 논문의 프로파일에서는 도로중심선의 교차 

점과 주요 지점에 노드(node)를 할당하였다. 노 

드는 교통 네트워크 분석과 최단 경로 선정 등 

교통 분야에 필수적인 항목이다. 사례연구에서는 

도시 간선도로의 도로중심선만을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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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로중심선 

2) 도로시설물(12) 

@ 도로구조물(12 1) 

* 입체교차로(고가) 121C - 건설중(2) 

입체교차로의 경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은 

입체교차부(고가차도)(3351)같은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의 건설예정도로(313)나 건설중 도 

로(314)와 같은 속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도로관 

리에서는 건설중이나 공사중 같은 속성 항목이 

중요하다. 

입처|교차로(121C) 

그림 6. 입체교차로 

@ 도로부속시설물(122) 

* 중앙분리대 1228 

중앙분리대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X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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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이상 도로에 차선을 왕복 방향별로 분리 

하기 위한 도로 중앙부에 설치되는 시설이나 노 

면 표시를 말한다. 중앙분리대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중요한 시설물인데 수치지도 작성 작 

업규칙에는 중앙분리대에 대한 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럼 7. 중앙분리대 

* 버스정류장 122C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정차하는 곳으로 정차 

하는 버스의 종류에 따라 일반(입석)버스， 좌석 

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공용 등으로 구분된 

다. 

버스정류장(122C) 

그림 8. 버스정류장 

@ 도로안전표지 (123) - * 규채 123C 

l 도로안천표지 <123C> I 
{큐재 - 견인XI댁 

3) 도로점 유물(13) 

CD 일 반점유물 (131) 

일반점유물은 도로시설물 관리 이외에도 각 

사상이 관련된 주제에 따라 다양한 범위에 이용 

되며， 각 주제별 사상 분류에서 여러가지 코드를 

가질 수 있다. 

제설장비함이나 쓰레기통 등은 도로 기능의 

유지와 관리에 필수적인 도로 사상이다. 그리고 

상수맨홀이나 소화전 등은 도로보수， 굴착공사 

같은 도로점유공사와 화재 진압 같은 도로의 재 

해 방지 수습 기능에 사용되는 사상이다. 

* 채설장비함 131G 

| 저l실장비함(131G) 

그림 10. 제설장비함 

@ 상수관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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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152A) 

상수맨흘 132A 

그림 19. 교통관련시설물 - 신호등 

2. 표준 프로파일 평가 

-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과 비교 

상수맨흘 

5) 교통관계 코드분류(15) 

@ 버스전용차선 (151) 
-버스전용차선 151A 

그림 11 

작업규칙과 비교 본 표준안을 수치지도 작성 

할 때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 제작이 아닌 GIS 웅용을 목적으로 

도로사상에 대한 정의와 주제별 분류를 시도했 

다. 도로사상이 가장 다양하게 이용되는 도로관 

리와 도로시설물 관리의 응용에 중점을 두고 사 

상을 정 의 하고 분류하였다. 

둘째， 시설물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범위의 

GIS 웅용에 적합한 1/500 축척을 기준으로 구체 

적인 내용의 도로사상의 자료 분류 구조를 설계 

하였다. 연구 지역의 답사와 각종 자료를 통해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의 표준 코드 체계에서 

누락된 도로 관련 사상들을 추가하여 도시 지 리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1/500, 1/1 ，200에 적합한 자 

료구조를 설계하였다. 

셋째， Alphanumeric 코드를 사용하여 코드의 

간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이 지니는 코드 체계 확장의 한계점을 

개선하였다.4자리중 앞의 3자리(대/중/소분류)는 

숫자로 구분하고， 4번째 자리는 세분류(細分類) 

될 지리사상의 항목 수와 추가 항목을 고려하여 

알파뱃 문자를 사용하였다. 

넷째， 하나의 사상이 특정목적에 의해 여러 개 

연
 

@ 교통관련시설물 (152) - 신호등 152A 

버스전용차선 (151A) 

그림 12. 버스전용차선 - 버스전용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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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코드를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데 

이타베이스 관리와 자료 검색과 교환을 위해서 

하나의 사상이 가지는 여러가지 코드를 설명하 

고 서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자료사전(data 

dictionary; 동의어 사전)을 구상하였다. 

V. 결론 

도로사상은 GIS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활용 범위가 넓은 지리사상이다. 도로는 시설물 

관리， 교통 관제， 자동차 항법시스템 등 GIS 웅 

용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표준화 

가 시급한 분야이다. 그런데 국가 GIS 자료 표 

준안으로 제시된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은 기 

본 목적이 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GIS 자료 표준으로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 

본 논문은 GIS의 공통 자료로서 도로사상에 

관한 정의와 분류 표준화에 대해 연구하고 기본 

적인 도로사상의 자료구조를 설계하여 GIS 표준 

프로파일을 만들었다. 이 GIS 표준 프로파일은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범위로 확장， 발전될 수 있다. 

많은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GIS에서는 중요한 

지리사상을 공간 레이어로 할당하고， 각 레이어 

에 관련된 속성항목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 

의 사상 코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도로관리에 필요한 기본 사상을 중 

심으로 도로사상을 크게 도로(11)， 도로시설물 

(12), 도로점 유물(13) ， 도로용지 (14) , 교통(15) 등 

으로 구분하였다. 도로사상레이어 코드는 간결성 

효율성 · 확장성을 고려하여 4자리의 

Alphanumeric 코드로 구성하고 각 사상에 대하 

여 필요한 속성코드를 별도로 설계하였다. 

본 논문의 표준 프로파일을 국가 GIS 위원회 

표준화 분과에서 GIS 표준안(국가 기본도 표준 

안)으로서 제시한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과 비 

교할 때 다음과 차이점이 있다. 

지도 제작이 아닌 GIS 응용을 목적으로 도로 

사상에 대한 정의와 주제별 분류를 시도했으며， 

시설물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범위의 GIS 웅용 

에 적합한 1/500 축척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 

용의 도로사상 자료 분류 구조를 설계하였다. 그 

리고 Alphanumeric 코드를 사용하여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의 코드체계가 지니는 코드 체계 

확장의 한계점을 개선하였고 데이타베이스 검색 

관리와 효율적인 자료 교환을 위해서 자료사전 

(data dictionary)을 만들 었 다. 

도로사상 표준화를 기초로 수문， 지형 등으로 

지리사상 표준화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며， 사 

용자 중심으로 체계적인 GIS 자료 표준화가 계 

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표준화 관련 조직인 국가 

GIS 위원회 표준화 분과와 공업진흥청의 ISO 

TC211이 협력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GIS 

표준화를 제도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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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TS(Spatial Data Transfer Format)를 선 정 했 

다. 또한 군사용으로서 DIGEST(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Exchange Standard), 
해도용으로 국제수로협회 지도 형식 표준인 DX 
90을 병행하기로 했다. 

29)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1조 

30)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서 제시한 표준 도식은 
지형도(종이지도)와 비슷한 심벌올 사용하고 있다. 

31)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은 지도상의 표현올 위해 

지리사상을 사상의 외곽을 표현하는 경계레이어와 

사상의 형태를 표현하는 심벌레이어로 구분하고 

있다. 

건물(4)의 경우， 건물 경계둥을 표현하는 경계 레 

이어 (41)와 시청， 소방서， 공장 둥의 사상 형태를 

표현하는 행정기관(42) ， 산업 (43) 둥의 심벌레이어 

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류(5)의 경우 경계 레이어 

(51)와 심벌레이어(녹지기호 레이어 (52))로 각각 

구분하여 같은 사상에 대해 중복하여 나타내고 있 

다. 

32)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1992, 10조 1항 

33)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1995, 국립지리원 내규 

제 71호， 국립지리원 

34) 예를 들어， 자료 입력 과정에서 생략된 지리사상이 
나， 편집 과정에서 생겨난 착오 둥을 확인할 수 있 

는 방법과 기준이 없다. 

35) 미국 SDTS의 경우 26007~ 의 지리사상을 정의하 
고 있다. 

36) Scott, S., op. cit. 
37) Montgomery, G. E. , op. cit. 
38) Cascio, J.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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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창원시， 1995,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도로관리 종 

합정보시스템 구축 - 데이타베이스설계보고서， 한 

진지리정보 

40) 대분류는 도로， 하천， 건물， 지형 둥의 지리사상의 

분류이다. 

41) 서울시， 1994,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II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 97-129. 
42) GIS는 특정 주제나 목적에 따라 도로관리， 상수 

도관리， 소방관리 동의 다양한 데이타베이스가 구 

축된다. 이러한 데이타베이스의 코드구조를 설계할 

때， 지리사상올 주제별로 일관적으로 분류하게 된 

다. 이 때 소화전같은 사상은 도로관리， 상수도 관 

리， 소방관리 데이타베이스에서 서로 다른 코드를 

부여받는다. 

하나의 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의 코드를 상호 

변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를 규정한 동의어 사 

전이 필요하다. 

43) DIGEST와 서울시 동은 간결성과 확장성을 고려 

한 문자와 숫자를 혼합한 Alphanumeric코드를 사 

용했다. 일반적으로 코드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c = (24 A )*(10 N
) 

c 이용 가능한 총 코드의 조합// A = 코 
드 내의 알파뱃 문자 위치수 

N 코드 내의 숫자 위치수， ( 알파뱃문자중 

I와 O제외 ) 

(한국표준연구소，1984， 데이터코드 표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p 14 ) 

(한국전산원， 1994, 행정구역 분류 코드 표준 체계 

개선 연구， 한국전산원 p 22 ) 
44) 창원시의 경우， 새로운 항목의 확장이 불가능해， 

가장 근접한 사상 코드에 자리수를 추가하여 코드 

를 구분하였다.(예: 박스-0120.1광장 01201 /// 자 

전거도로분리대 -0124， 자전거도로- 01241) 같은 단 

계의 사상이 4자리와 5자리 코드로 혼합되면 코드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없어진다. 

45) 코드는 각 항목을 설명하는데 효율적인 최소의 

수치(코드값)를 펼요로 한다. 

(한국표준연구소， op. cit. 한국전산원， op. citJ 
46) 한국표준연구소， op. cit 
47) 자료 분류， 선돼， 질의 

48) 상호변환은 첫째， 하나의 코드에서 다른 코드로 이 

동하는 것과 둘째， 사상항목은 변하지 않고 코드만 

변화하는 것이 있다. 

49) 자료사전에는 사상 중심의 일 대 다수(ltoN) 

동의어 사전과 각 묘드가 의미하는 지리사상을 규 

정하는 코드 중심의 일 대 일(lto1) 동의어 사 

전이 필요하다. 

50) 도로법 제 2조 (도로의 정의) 

51)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도로관리를 중심 GIS 업 

무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창원시 도로 관리시스템 참고) 

52) 기본 사상 이외의 사상 중 사용자가 펼요로 하는 

사상은 추가로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53)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5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1992) - 0번， 수치지도 작 

성 작업규칙(1995 개정 )-3번이지만 중요성과 활용 

도를 고려해 1번으로 부여했다. 

서울시(1)， 프랑스지형코드 (1), 일본기본도도식 (2) 

55) 도로법 제 2조 

56) 도로의 분류는 관리적 측면， 포장재료， 도시계획 

둥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 관리적 측면의 분류(도로법) 
고속도로 / 일반국도 / 특별시도 / 지방도 / 

시도/ 군도 

* 포장재료에 의한 분류 
토사도 / 자갈도 / 쇄석도 / 역청포장도 / 시멘 

트 / 콘크리트 / 블록포장도 

* 도시계획도로 기준에 의한 분류 (폭원) 
광로(廣路) / 대로(大路) / 중로(中路) / 소 

로(小路)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분류(소 
재지역과 기능) 

-지방지역 

고속도로 /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집 

산도로 / 국지도로 

-도시지역 

도시고속도로 /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집산도로 / 국지도로 

57) 建設省國土地理院， 平成6年 國土基本圖圖式， 제 2 
장 3절 제 19항 

58)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개정안，1995)에서 실폭도 

로라는 용어를 도로경계로 바꾼 것은 이러한 지도 

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59) 세부적인 속성은 표준 프로파일을 기본으로 사용 

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데이타베이스 설 

계 과정에서 구분한다. 

60) 도로법 52조 
61) 도로교통법 제 2조 

62) 도로상 및 그 연도에 존재하는 운전상 위험 또는 
주의할 상태를 표시함. 

63) 통행금지， 주차금지， 속도제한， 높이제한 둥 교통 
상의 금지 또는 지시를 표시하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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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로의 통행 방법 도로 지정 둥의 지시를 하는 표 

지 

65) 주의표지， 규제표지 등의 기능을 보조하는 표지로 
서， 거리， 구역， 시점， 종점 둥올 나타낸다. 

66)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선으로 표시하는 것 

67)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 30조 
68) DIGEST의 경우 도로 관련 지리사상들을 교통 

(AP - Cu1ture- Transportation - Roads AQ

Culture-Associated Transportation)을 중심 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시셜물 관리적 측면 

에서의 사상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 

관련 항목을 만들었다. 

69)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도로사상에 관한 것이므로， 

도로사상 이외의 것에 대한 분류와 코드 설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료사전에서 도로사상 이외 

의 코드는 임의적인 것이다. 

70) 기본 자료는 서초구청 교통개선실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다. 원자료는 1/1200 축척의 항측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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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IS Standardization of Road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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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patial data standardization is important in GIS because it is key element of the data process. 
GIS data standard must be established before spatial data exchange can proceed freely. 
Especially, standardization of road features which are the most essential data is urgent. 

This study investigated GIS standard and proposed standard profile through defining and 
c1assifying road features. 

first, this study surveyed GIS data standard and checked status of GIS standardization in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Second, this study proposed GIS data standard profile code system on road features. The code 
system for road and facility management was made through defining and c1assifying road 
features in order. 

Important geographic features were assigned to spatial data layers and attribute of each layer 
was c1assified in code system. 

Distinction between layers and attributes was more efficient to process many data in GIS 
analysis than no distinction. 

This code system classified road features mainly into road(1l), road facility (12) , road 
possession(13), road site(14) , road transport(15) for road management and facility management. 

The code of each feature layer consist of Alphanumeric code(four figures). It is considered 
with compactness, efficiency, extensibility. Attribute codes for each feature layer was designed 
separately. 

The followings are differences between this standard profile and ’ the standard rule of rnaking 
digital map' as proposed Korean GIS data standard. 

First, this standard profile was designed not for making digital map but for GIS application. 
'the standard rule of making digital map' was not suitable GIS application basically. 

Second, the code system was c1assified in detail for large scale( 1/500 ) which is fit to urban 
GIS application and Facility Management. 

Third, alphanumeric code was used to improve the weakness of numeric code in view of code 
extension for new features. 

Fourth, data dictionary was planned for database query management and efficient data 
exchange. 

Feature category will be extended to the whole fields and GIS data standardization should be 
aimed for GIS users. 

Keywords: GIS , geographical information, road features , standardization, co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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