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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G.를 이용한 지리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
김 희 원*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Thematic Map based SVG Technology
Kim , HeeWon

요약 : 이 논문은 SVG 기술올 이용한 인터넷 지도 서비스 시스댐올 구현하여 SVG의 그래픽적인 특성올 살려 지리정보를

시각화 할 수 있는 방싼올 모색하는 연구이다. 연구를 통해 구현된 서울시 SVG 주제도 서비스 시스햄은 서버측에서 별도의
인터넷GIS 시스탬 없이 지도 서비스 제공O]7}능하며 클라이언트에서도 SVG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용의 인터넷 GIS 시스댐 없이도 고품질의 빽터 지도롤 제
공하는， 상호 작용이 가능한 지도 정보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둘째， 서울지역 주제도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댐플릿 지도를
SVG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인터넷 주제도 서비스 시스탬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올 제시했다. 인터넷올 통한 지도 서비스 제공이 SVG를 계기로 GIS 분야에서 일반 컴퓨팅 환경에서의 보면적 활

용이라는 단계로 들어서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플래시가 광고， 애니메이션과 같은 멀티미디어 분야에서의 인터넷 사용 환경
을 변화시켰듯이 SVG는 3α 기반의 공개 표준을 배정으로 벡터 그래픽올 보기 위해 특수한 프로그램올 필요로 했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흐름을배경으로하는본 연구 결과는 SVG롤 인터넷 GIS에 활용한
좋은사례이며 재활용기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의 인터넷올통한주제도서비스에 많이 이용될 것으로기대된다.

주요어 :SVG , 인터넷GIS ， GML ， 주제도， 웹 매명 , 벡터 그래픽

Ab훌raα

: With

the expanding of Internet Computing Environment , Geoinformation services which based on

internet map can be found

everγwhere

in our life. Internet environment rely on HTML which only use text and static

imgaes needs additional technology to make use of map style geoinformation. As an emerging technology in
Computer graphics areas , SVG(Scalable Vector Graphic) makes it possible to make use of Vector graphics for
servicing maps in basic internet browsing environment. SVG based thematic map Internet GIS system implemented
by this research is free of special

seπer

side GIS mapping system and client side extra technology. Research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 SVG based thematic map service system can provide high-quality vector map graphics and interactive
facility without special Internet GIS system. It makes it possible to internet map services with very low cost.
Secondly , implemented population thematic map service system targeting on Seoul city can be used as template , so
it can be used dynamically any other purpose such as housing and traffìc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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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ìrdly , varìous practìcal use cases are presented. There ìs a opportunity of using SVG thematìc map in statastìcal
site , province government site , resulted to the more visualizational supply of geoinformation of specitìc area.
K야words:

I. 서

SVG , Internet GIS , GML , Thematic map , Web Mapping , Vector Graphic , XML Graphic

여 누구라도 쉽게 서울시 동/구 단위 통계 정보를

론

지도화 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배경과목적
첫째， 기존의 GIS 시스템과 인터넷 GIS(IntemetGIS)
에 대한한계와문제점올파악한다.

지리정보 서비스의 제공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풀째， 기존의 문제점 해결과 새로운 요구를 현실

기술적 환경을 발판 삼아 활용과 보급의 정도가 확

화 할 수 있는 기술로서 SVG와 관련 기술들을 분

대되었다. 하지만 모든 인터넷 환경에서 공유될 수

석한다.

있는 지리공간 정보 표현과 관련된 표준의 미비와

셋째， 지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지리 정보의

인터넷 지도 제공 서비스에 부적절한 lITML 위주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템플릿 주제도로도

의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지리공간 정보와타분야

활용 가능한 SVG 기반의 인터넷 주제도를 제작하

정보와의 통합， 지도를 통한 효과적인 GIS 서비스

여 서비스하고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제공 측면에서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도 제공 서비스 중심의 인

2.

터넷 GIS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 활용 범위의 확대

연구의 방법과절차

가능성과 필요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리공간
정보의 효율적 전달 매체라는 지도의 장점을 충분
현재의 인터넷 GIS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선행

히 살린다양한지도서비스제공이 아직까지는미

연구자료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GIS 서비스

홉한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의 인터넷 그래픽 표준으

를 제공하는 각 사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 기

로 W3C(Wor1 d Wide Web Consortium) 에서 권고

초하여 이루어졌다.SVG 에 관해서는 W3C를 통해

된(recorrunended) SVG(Scalable Vector Graphics)

그래픽 표준으로 SVG가 제안된 것이 오래되지 않

와 SVG를 이용한 지도 제작 관련 기술들을 분석하

았기에 관련 서적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SVG 명세

고， 인터넷 GIS 분야에서의 구체적 SVG 활용 방안

(Specification)와 기타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

을 서울시 주제도 인터넷 서비스라는 구체적인 구

를 다수 참고할수 밖에 없었다.

현 사례를 들어 제시하파 한다. 이를 통해 서울

실제적인 SVG 지도구현방법 역시 SVG 지도서

시 인터넷 GIS를 위한 SVG 지도 템플릿을 제공하

비스를 제공 하는 사이트와 SVG로 구현된 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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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역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 절차를

포뱃으로 변환하여 이용했으며 각종 인터 랙티브

통해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요인을 알 수

기농 구현을 위한 ECMA Script는 편집기를 이용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SVG 지도의 기본

여 작성하였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연구 절차는

적인 서울시 동/구 경계 자료는 SHP 파일올 SVG

다음과같다.

〈그림

1) 연구흐름도

서비스중인 인터넷

GIS

사례와 아키텍

쳐고찰

인터넷

GIS

현황 분석과 기술 검토

SVG

특성， 타 벡터 포뱃과의 비교

SVG

지도구현사례 분석

구현기능 요구분석， SVG 기반의 서울시

주제도제작

SVG

지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활용
방안제시

결

11.

인터넷

GIS

론

컬 시스템이 아닌 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GIS 시

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스템과 지리정보 서비스를 네트워을 통해 누구라
도 손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무선， 모바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 리 정 보 시 스 템 (Geographíc Informatíon

개인용휴대 단말기로도가능하게 되었다.

System)은 인간 삶과 관계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 통합하고 이를 의사 결정 지원 둥

에 활용할 수 있게끔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의사

1. 활용중인 인터넷 GIS

결정 (Decision Making)올 지원하기 위해 서버급
컴퓨터에서 사용되다가 PC의 보급을 배경으로 개

인용 컴퓨터에서도 GIS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을 이용한 GIS 서비스 제공올 목적으로 하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요즈음은 인터넷을 통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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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프리업

대표적인 인터넷

GIS

사이트와 특징

벡터 지도， 명칭， 분류， 영역검색 데이터 제공. 직할시 이상의 대도시와 경기，
강원 지역 지도 서비스 제공 지도상의 피쳐에 대한 링크 기능 제공

콩나물

www.congnamu l.com

www .f reemap.net

1)

벡터 지도， 관광정보， 여행정보， 교통정보， 인터넷전자지도 개발， 2.5차원 지도 제공

사01 버업

벡터 지도， 지역별 관광， 부동산， 병원， 호델， 음식점을 포함한

전자 지도 검색 서비스.

www.cybermap.co.kr

PDA,

핸드폴 지도 제공

업토띠아

벡터 지도， 지도전문사이트. 지도， 교통， 여행레저， 생활정보，

www.maptopia.com

약도보내기 서비스 제공， 네비게이션 지도 제공

한미르

래스터 지도， 상호-전화 번호 검색 기능

map.hanmir.com
오업

www.onmap.co.kr

관광， 교통， 교육 100 여 개 주제별로 전국 지도상에서 위치/안내
정보제공， 3차원지도， 무료 약도， 통계주제도， 세계지도 서비스，

Desktop용 GIS기능을 Web상에서 구현하여 ASP사업

는 시스템을 인터넷 GIS라고 할 수 있으며 초고속

력이나 오버뷰 지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인터넷의 보급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다는 우

마우스를 이용해 지정해 주었을 경우 요구에 부합

리나라에서는 최근 많은 업체들과 지방 자치 단체

되는해당 지역의 지도그림을 벡터나 래스터 형태

가 다양한 인터넷 GIS 서비스를 제공하고 었다. 이

로 제공한다. 이들 사이트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

들은 지리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문화/관광 둥의

는 지도 서비스 관련 주요 기농으로는 지도를 브라

컨텐츠(contents)와 각 업체나 지방 자치단체의 특

우정(이동/확대/축소) 하기 위한 기본 기능， 시설물

성을 결합하여 인터넷 GI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또는주소검색을통한관련지도제공둥이 있다.

다. 몇몇 업체는 개인 위치 정보와 관련된 신기술

또한 각급 행정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GIS 서비스

(GPS , æs둥)과 PDA , 핸드폰과 같은 모바얼 기기

도 자체적인 용역을 통해 지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 결합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었다.

인터넷 GIS 관련 업체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현재 제공되는보면적인 인터넷 GIS 서비스유형

지역 지도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 있다. 대게가 인

은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지도를 컴퓨터 모니터

터넷 GIS 업체의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특정 지역

화면을통해 제공하는서비스방식이다. 이러한유

에 국한되는 일반 지도 제공에 수준이다. 이마저도

형의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지도

전문 업체와 같은 시스댐의 업그레이드 부재와 자

사이트로는 ”콩나물”과 "FreeMap" , "사이버맴’

료의 갱신 작업 미비로 실질적인 서비징} 매우 미

한미르” 둥이 있으며 원하는 지역에 대한 주소 입

비할 뿐더러 지도를 이용한 효과적이면서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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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적인 측면으로 인해 인터넷올 통한 시각적인

적인지역정보제공도미홉하다.
전통적으로 지도를 통해 제공되어 왔던 서비스

지리정보 제공은 그간의 기하급수적인 인터넷의

는 특정 지역 찾기와 같은 현재의 인터넷 GIS에서

확산과 보급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

제공하는 서비스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아

넷을 통한 지리정보 활용 정도와 활용 분야를 제한

니었다. 지도를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류할

하는결과를낳았다.

때 크게 일반도와 주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의

인터넷 G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는 거의
모두 일반도 서비스라 말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의

2)

일반도 중심의 지도 서비스

몇몇 인터넷 사이트나 우리나라의 행정 기관 사이
트에서 지역 통계 정보를 주제별로 지도로써 표현

GIS 시스템은 기본적인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분

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현

야에도사용될뿐만아니라주어진지리 정보와새

재의 인터넷 GIS를 통해 제공되는 주소나 도로 교

로운 정보를 가공하여 또 다른 형태의 통합된 지도

통 중심의 일반 지도 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제공

와 정보를 제작하는 작업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준이낮은편이다.

처리 가능하며 서비징} 용이한， 보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도심 시가 지도나 교통 지도와 같은 일

2. 현재의 인터넷 GIS의 한계

반 지도만이 인터넷 GIS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인터넷 GIS 서비스들 모두
가주제도가아닌 일반지도서비스를제공하고 었

다.

1) 인터넷으로 서비스 되는 지도 제작의 어려움

인터넷 GIS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나 단체의 자체
지도 제작 자체가 결코 수월한 작업이 아니다. 직

인트라넷을 통한 자체적인 주제도 서비좌 제공

접적인 작업을 통해 지도를 제작하지 않고 이미 구

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축되어 있는 수치지도를 이용한다거나 자신이 직

있는주제도서비스의 부재와서비스구현의 어려

접 지도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이를 다룰 수 있는

움은현재의 인터넷 GIS 환경이 지강}제공할수

별도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또한 GIS 전용 프

있는 활용 가능성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로그램 사용법을 익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의미한다.

제작한 지도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즉각

적인 방법이 없다. 인터넷 GIS 서비스를 가능케 하
는 별도의 프로그램의 존재는 지도 제작 서비스 분

3)

외부 데이터와의 통합/언계의 한계

야로의 진입 장벽이 될뿐더러 시스댐 구축비용을
상승시키는요인이 된다.

현재 인터넷 GIS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자체

적인 시스템을구축해서 진행시키고 있다. 각 업체

인터넷 GIS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막대한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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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특화된 서비상} 아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이 아닌 XML형태의 개방된표준이기에그활용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구축에서 가공， 갱

능성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 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올 뿐만 아니라 공

특히 GIS 분야에 있어서는 래스터와 벡터를 모두

유되지도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포뱃으로서의 장점과 XML

로 구성되어 있어 시스탱 외부 자료와의 연계와
변환이 자유롭고 GIS 시스댐으로 활용했을 경우

III.SVG의 특징과 지도 제작 측면

별도의 GIS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는 측면으로

의활용

인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지리정보 저장과
교환의 표준 포뱃으로 부각되고 있는

GML(Geographic Markup Language)의 시각적 표
확장 가능한 벡 터 그 래 픽 (Scalahle Vector

현 수단으로써 가장 적합한 포뱃으로 인정되어

Graphics : 이하 SVG)은 2차원 그래픽을 표현하기

GML과 SVG의 변환과처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위해 XML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로서

지고있다.

W3C(World Wide Weh Consortium)에 의해 제안
된 XML 그래픽 표준이다. 왜L의 개방성， 상호운

용성 (interoperability) 둥의 장점을 모두 수용하며，

1.

SVG의 특징1)

SMIL , GML , MathML 둥 다른 XML 언어들과 결합
시켜 다양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웅용할 수 있다.
실시간 데이터로부터 고품질의 다이나믹한 그래

1) W3C의 지원을 받는 개방적 그래픽 표준

픽을 만틀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지리

정보， 교육， 광고 동의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SVG는 다수의 관련 업체와 기관이 참여해서 만

2어1 년 9월에 SVG 1. 0 명세가 승인 받은 이후 현

든 개방된 표준 명세로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포

재까지 SVG1.l로 발전하고 있다. SVG 1. 1 에서는

뱃에서 제공할 수 없는 장점을 제공한다. 벡터 그

SVG1. 0에서 각 기능들이 모률화 되었으며 SVG를

래픽을 인터넷 브라우저만을 이용해서 제공할 수

이용한 지도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자 지리 화표 체

있으며 그 외에도 텍스트 (래스터)이미지 풍도 포

계에 대한 DTD가 보완되었다. 현재 인터넷을 통

함할수있다.

해 널리 쓰이고 있는 벡터 그래픽으로서 마크로미

디어 (Macromedia) 사에서 개발한 Flash 기술이 광
고와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SVG

2)

인터넷

GIS

환경에 가장 적합한 그래픽 포뱃

는 벡터 그래픽으로서 Flash와 비슷한 시각적 효과
벡터 그래픽으로서의 SVG가 지리정보 표현에 있

를 전달하면서도 Flash의 SWF와 같은 비표준 포뱃

1) Dean]ackson의 SVG on the 꺼se 기사 참고 http://www.oreilly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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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일반적인 벡터 GIS가 가지는 장점을 함께 가

벡터 방식의 지리정보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다

지겠지만 인터넷 GIS 환경에서는 기존의 벡터 GIS

양한도형 형태로서 표현하고그도형에 대한속성

가 가진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장

지정을통해 정보를전달하며 지리적 공간분석 작

점올가진다.

업에 있어서도위상분석이 7r능한장점을갖는다.

CDXML 형식

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네트펙 자원의 효율적 이

@웹서비스

용과 이미지의 품질적인 측면으로 인해 인터넷

@CSS로스타일변환

GIS에서는 벡터 타입의 지리정보가 더 효과적 자

@SMIL올통한 애니메이션 지원

료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의 I-ITML 중심의

@스크립트지원

인터넷 환경에서는 웹 페이지 내부에 래스터 방식

@ 문서 객 체 모델 DOM(Document Object

의 이미지만을 포함해서 전송하게끔 되어 있기 때
문에 초기의 인터넷 GIS 서비스는 사용자가 요구

Model) 지원

하는 지리정보가 래스터 형식으로 변환되어 정적

3)

모바일

GIS

인 형태로전달될수밖에 없었다. 이는기존지리

환경에 가장 적합한 그래픽 포뱃

정보의 활용에 있어 사용자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
모바일 환경과 같이 무선 인터넷을 통해 오고 가

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했으며 GIS 관련

는 정보의 비용을 절약해야 할 상황에서 벡터 그래

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갖가지 스크

픽으로서의 SVG는 비트맴 그래픽과 달리 도형을

립트와 애플릿 둥을 사용하여 벡터 형식으로 지리

이루는 좌표 값을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파일

정보를 표현하고자 노력해 왔었다. 이로 인해 현재

의 용량이 래스터 그래픽에 비해 매우 작을 뿐 아

인터넷 GIS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니라 그래픽을 확대하더라도 이미지의 손상이 거

는 벡터 형식의 이미지로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

의없다.

고있다.

또한 SVG 그래픽 파일 자체가 텍스트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압축 했을 경우 가장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SVG 파일을 공개된 압
축 포뱃인 gzip 압축을 했을 경우

1) 인터넷 벡터 그래픽 포뱃

115 - 1/10 정도

의 파일 크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별도

그래픽 처리에서 벡터가 가지는 장점으로 인해

의 압축 해제 과정이 필요 없이 SVG Viewer를 통

컴퓨터 그래픽의 다양한 분야에서 벡터 기반의 데

해서 압축된 파일의 그래픽을 볼 수 있게 되어 있

이터 포뱃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어 네트워 자원올 절약하고 다운로드 시간을 줄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벡터 포뱃으로

수있다.

는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

2.

기타 벡터 포뱃과의 비교

플래시와 SVG와의 비교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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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인 벡터 그래픽 비교 테이블

SVF

플러그인

현재사용안함

DWF

플러그인/애플릿

저-，으
I그

2

바01 너리

Flash

플러그인

활성화

3

바이너리

PDF

플러그인

활성화

SVG

플러그인/브라우저

적음(신규)

4

ASCII

)

3

ASCII

2

바이너리

PGML
WebCGM

브라우저/플러그인

저-，으
C그

HGML

2

2

DrawML

2

2

VML

브라우저

~드C그a’

Java2D

1

ActiveX4

포뱃은 정해졌으나 아직 구현 안됨
3) 오직 MSIE4+ 에서만 작동
1) 그래픽 포뱃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머가 사용
할 수 있는 그래픽 라이브러리

출처 :

ASCII

0:

ASCII
4

바이너리

활성화3

4

바이너리

간단한 디스플레이

1 : 줌，

2:

바이너리

0

저

브라우저

2)

바01 너리 /ASCII

--1gC
그

애플릿
1

바이너리

레이어， 객체에 대한 링크

접근 가능한 외부 스크립트 지원

3: 애니메이션

4:

객체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완벽한 콘트롤 지원

Time for SVG-Towards High Quality Interactive Web-Map(http://www.carto.net)
Flashè}

면서 웹 브라우저 중심의 기본적인 인터넷 환경에

는 저작도구를 통해 그래픽 제작을 지원하는

서 지도 이미지로서의 벡터 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

SWF( 이하 플래시)이다. 플래시는 단순 텍스트와

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SVG와 플래시의

정적인 이미지 중심의 기존 웹 환경에 고품질의 벡

주요 특성에 대한 간략한 비교 결과다.

그래픽 포뱃으로는 마크로미디어 사에서

터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요소를 결합하여 동적인

3. SVG 지도 제작 방법

컨텐츠와 인터 랙티브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기 때

문에 인터넷 환경에 기반한 상업 광고

(advertising) , 플래시 카드， 플래시 무비 둥과 같은

1)

그래픽 툴에서의

SVG

엑스포트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SVG는 인터넷 GIS 분야에서 플래시가 제공하지

Adobe Illustrator , CorelDraw 동의 유명 그래픽

못했던 공개된 벡터 포뱃 표준이라는 점과 기타 외

소프트웨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래픽을 SVG

부 속성자료와의 수월한 연계라는 장점을 제시하

포뱃으로 엑스포트 (export) 할 수 있는 기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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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G와 SWF(플래시)의 비교더 자세한 비교2)

데이터 포뱃 형식

ASCII

Binary

플러그인

필요

필요

저작권

개방

도--.저
I그

기타 웹 표준기술과의 호환성

매우우수

나쁨

실세계 좌표체계 지원

가능

불가능

멀티미디어 지원

가능

가능

GIS,

주요활용분야
다양한플랫폼지원

수치정보의 시각화

멀티미디어

매우우수

공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원래 벡터 그래

2}

전용

SVG

-。「-〈「

툴을 이용한

SVG

지도 제작

픽 작업을 위한 도구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SVG 전용 그래픽 도구로는 현재 Jasc

자체적인 포뱃으로서 작업 결과를 저장하였다. 하

EvolGrafix XstudioNext5) , Namo

지만 이러한 그래픽 작업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서

WebDraw~) ，

직접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SVG

WebCanvas6! , Corel Smart Graphics Studio끼 둥의

로 엑스포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일한 품질의 벡

제품이 있으며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터 그래픽을 바로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SVG 제작이 가능하다. 그 외의 기농 추가를 위한

을 가지게 되었다. 고품질의 지도 제작과 출판을

스크립팅 작업을 지원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위해 이러한 벡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업한 결과를 SVG로 변환하기만 하면 인터넷으

3) GIS 프로그램에서의 SVG 지도 제작

로도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MapPublisher'l
와 같은 Illustrator plug-in을 이용하여 GIS 전용 포

그래픽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그래픽 작업을 위

뱃들을 프로그램 내부로 받아들여 작업할 수 있는

한 도구이기에 기초적인 지도 데이터를 받아들여

도구도제공되고있다.

처 리하는 데 어려웅이 있다면 GIS 프로그램은 그
러한 애로를 겪지 않는다. 이미 GIS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고자하는지도 데이터를 7}.지고 있기 때문

2) 더 자세한 비교 내용윤www.carto.net/papers/s、rglcompalisonj1ash_svg. htm 참고
3) http://M\W.avenza.comlpl쩌ucrs. mapub50. htm1
4) http://M\W.jasc.com
5) http://M\W.evolgra fIx.coml
6) http://M\W.namo.co.kr
7) http://M\W. corel.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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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업한 결과를 SVG로 엑스포트(export)하기만

결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지리 정보 속성을 연결

하면 인터넷 지Bl-만들어 진다. 이러한제품으로

시켜 동적으로 SVG 지도를 생성， 서비스 하는 구

는 MapInfo의 SVGMapMake(l), Microimages의

조를 갖는다.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지도의 지역

TNTmi ps9J둥의 제품이 있으며 간단한 조작으로

범위， 지도의 주제， 색과 패턴 둥과 같은 스타일링

SVG지도 생성이 가능하다. SHP포뱃인 경우 ESRI

지정을 한 후 정보를 전송하면 서버측에서 원하는

제품상의 SVG 지원은 없으나 공개 소스로 제공되

정보만으로 DB에서 데이터를 읽어 들여 SVG 지

는 shp2svg Avenue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shp 파

도를 생성한 후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을 취한

일을 SVG로 변환 가능하다.

다.

또한 각 제품별 GIS 전용 데이터 포뱃올 각기 다
른 포뱃으로 변환시켜 주는 Savage의 FME와 같은

5) GML로부터의 SVG 지도 생성

제품을 이용하면 특정 GIS 프로그램올 이용하지
않더라도 shp , dwg와 같은 각각의 GIS 파일 포뱃

GML(Geographic Markup Language)은 지 리공

을 SVG로 변환할 수 있다.

간정보의 표준화와 지리정보 데이타와 어플리케

이션 칸 표준 인터페이스 구축을 목표로 하는

4)

DB와 연계된

SVG

지도 생성

∞C(OpεnGIS Consortium) 에서 제안된 ”공간적 ,
또는 비공간적 속성을 지닌 지리 사상(Featuæ)을

미리준비된 SVG 지도와함께 인터넷올통해 연
〈그림

때

피

Gg g
c
vmClo m a ·mn
p)

i

10

2)

GML을 이용한 지리정보 인코딩

자유로운 변환

찮

..

Geometry
Xlink

스키마

스키마

Feature.

스키마

응용스키마

8) htψ://www.dbxgeomatics.com
9) http://www.microimages.com
10) http:/www.savagesoftware.c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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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지리 정보의 전달과 저장을 위한 지리정

Geome띠를 인코딩 하는 구체적인 방법， GML에

보의 인코딩 (encoding)11을 뭇한다. 즉， 지리 정보

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스키마에 대한 설명을 담고

를 기술하기 위한 XML 문법이라 할 수 있으며

있다. 또한 기본 스키마와 함께 사용자가 인코당

2000년 5월 GML1 .0 이래로 XML 스키마(XML

하고자 하는지리정보구조를정의하는웅용스키

Schema) 구조로의 발전을 거치면서 2003년 현재

마(Applica디on Schema)를 제작할 때 따라야 할 사

의 GML3 에는 GML의 사용 목적과 특정 ， GML에서

항， 구체적인 웅용 스키마 샘플 둥을 포함하고 있

시용하는 Feature , Geometry와 같은 객체 모댈에

다.

대한 정의， GML Schema 에 기반 하여 Feature와
〈그립 3) GML로부터의 SVG 지도 생성예

SVG 지도

StyleSheet

亡정

다

GML은 지리정보를 인코딩 하기 위한 표준적인

은 XSLT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며 때L 기반의 구조

문법을 제공할 뿐 저장된 지리정보가 어떻게 표현

이기 때문에 플랫폼과 데이터의 장벽을 넘어 상호

(presentation) 되어야 할 것인지는 규정하지 않고

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향후

있기 때문에 GMI로 코딩된 자료를 시각적으로 표

의 웹서비스로의 확장 측면에서 유리한 기반 구조

현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이미지 포뱃으로 변환을

를제공한다.

해 주어야 한다. GMI로 되어 있는 지리정보의 시

이러한 구조는 OGC에서 제안동F는 WMF(Web

각화측면에서 벡터 그래픽이 가능하고 GML과유

Map Feature SelVer)와 WMS(Web Map seπer) 아

사한 때L 기반으로 되어 있는 SVG가 가장 적합한

키텍쳐와 유사하며 ∞C의 명세를 구현한 제품으

포뱃으로 인정 받고 있다.

로는 Galφs 와 Ionic Software 제품 둥이 있다.

SVG를 이용한 지도화 작업을 통해서 지도상의
각 사상(feature) 에 대한 속성 지정과 스타일 변경

이 가능하다. 이러한 XML 문서 (GML)의 변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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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VG

인구관련 자료를 사용하였다.PDF로 제공되는 ”지

기반 주제도 구현과 분석

도로 보는 서울 2000" 문서에는 인구 부문에 대해
인구변화， 인구밀도， 인구이동， 중위 연령， 총부양
몇 개의 정적인 단편적인 주제도 제공은 전체 자

비， 노인인구비율의 여섯 항목에 대한 그래프 자료

료를 표현하기에 부족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와 주제도가 제공되고 있다. 이중 총부양비 부문에

정보를 바꾸어가며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대한 자료를 제외한 다섯 부문에 대한 자료를 지역

관련 인터넷 GIS 시스댐을 구축하는데 너무나 많

속성 자료로 삼아 주제도를 그렬 수 있는 데이터로

은 자원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지금까지는 지리공

삼았다. 서울시 구별/동별 경계를 SVG 포뱃으로

간적 통계 자료는 있으나 이를 지도로서 표현하지

그려낼 수 있는 원본 데이터는 CD에 함께 제공되

않았다.

는 shp 파일을 이용하였다.

SVG 지도는 주제도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일반

인터 랙티브한 기능 구현을 위한 스크립트는

적으로 말하는 인터넷 GIS 시스템 없이도 인터넷

ECMA Script를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인 지도 레이

GIS 서비스가 가능하며 지금까지의 인터넷 GIS에

아웃 구성은 Carto.Net 의 Vienna 지도를 참고로

서 취약했던 주제도 서비스를 일반 기업체는 물론

삼았다. SVG에는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UI)가

이고 각 개인 레벨에서까지 가능하게 해 준다. 본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박스나 버튼， 리스트박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

스， 슬라이드 바 둥의 모든 m를 직접 코딩하여 만

는 시스템을 구현하파 했다.

들어 내야 한다. 전체적인 지도 구현 중에 리스트
박스 UI 와 슬라이드바 UI 는 Pilat Informative

Educative (http://pilat.free.fr) 에서 무료로 제공하

1. SVG를기반으로한서울지역 주제도구현

는 재사용 가능한 SVG 컴포넌트 중에서 해당 되는

것틀을 가져와서 구현하였다.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SVG 지도 제작을 위한

주제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

전체적인 작업 절차는다음[그림 4]와같다.

도 데이터와 인구， 교통 둥의 지역 속성에 관계된

자료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의 주제도와 SVG로
만든 주제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2. 서울시 SVG 주제도 구현 결과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료원올 찾아야 했다. 동
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SVG 기술올 기반으로 인터
넷으로 서비스 가능한 지도를 생성할 때 구체적으
로 어떠한 장점을 가지게 되는지 비교하여 살펴 볼

구현 결과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어느 환경

수 있으며 실제적인 지도화 작업을 통해 SVG 지도

에서나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IE5.5 이상의 인터

구현에 있어 애로 사항과 기타 필요로 하는 기술적

넷 브라우저와 Adobe SVG Viewer 플러그인이 설

요인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치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로 서비장} 가능하다. 아

래의 http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SVG 주제도 구현을 위한 속성 자료로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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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eoclick.snu. ac. kr/횡s/bbs/zboard. php ?id
=seoulclick
〈그림

4)

서울시

SVG

주제도 제작 작업 절차

ArcView로 서울 지역

shp

파일을

읽어 들인 후 동단위， 구단위， 한강 레이
어별로

shp2svg 스크립트를
svg 파일을 생성.

이용하여

•
각 레이어별로 생성된

svg

파일을 각

레이어에 대해 (g) 요소로 묶은 후

하나의

svg

파일로 구성.

•
사용자의 이벤트에 반응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ECMAScrip1를 작성하고
별도의 파일에 서울시 인구 자료를
배열 형태로작성.

•
지속적인 피드백 작업을 통해

지도의 레 01 아웃을 정렬하고

부가적인 기능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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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현된 SVG 주제도 서비스 시스램 기능 설명
훌 구， 한강， 줬혈據청 그렁 뼈이머 。IÝOff )1 늘 째공

7\，도의
해당
7\，핵용 훌훌!하
댄 7\1 잊어| 대
환 모운 뼈부
형보Jt 찌l 월띄
는

7\1도의 확대l 훌
소， 뼈닝미 7\t요
로용 오배.w 창
왜풍.

j훌ljI.쩔보

훌 단흉L 구 단

칭

잊1 7\1찍옆훌 2t
)1 (1훌 후재도
훌 찌l용하톨 21
스를헥스

100%
꾸현똥!
뺑원
N용자
Ol~

서활AI 구훌 쩌
효를
01 훌하 of

월헐
~쩌l도훌
째공하는 21스를
빽소

껴l 끓때

(U2t

엎홉의 핵상E올

~환되는 하스훌그헬

〈그림

5)

구현된

SVG

주제도 서비스 시스텀 기능 설명

7\1 도 훌뼈/혹소/현빼 w 버톨
혜장

훌훌훌훌 Dt황~
버훌 훌한 때
it 활@흉서 해
당 협도뼈 (B

핸청 )1늘

흥! 짧홈훌 훌’
jl 겼늄

써훌 AI

구

￡흘째도의

훌21 스，

책성

각각의 구， 훌
혜01 대 011 째힌
후염도
쪼훌
버흩

체

핵단~ 쭈꽤~.
흉 9~1 7\1효

동쩍 E중

~I는

에Ai 7\1흩E중
훌훌흩.c예 훌뼈

훌，~^t훌

첼성

협 atl21

도 찌l용. 협|필
7\，역 훌획하면
ã1I황 구짧 훌
훌101 찌 )1 U훌

월헬
후 I업도
엄웠. 훌획용땐
월악
색상훌
λ121찌〕뼈 한다.

껴!훌연왜.

패도상의 훌징 찌역훨 톨쪼

도|머 반흉하는 양|스훌그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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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동 단위 주제도(단계 구분도)
〈그림

6)

서울시 동단위 주제도 서비스 그림

[그림 6]은 2000년 서울시 동별 인구를 7계급으로

원하는 단계 구분도를 인터넷 환경에서 제작할 수

나누어 단계 구분도로 지도화 한 화면을 캡쳐 한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도의 오른편에는 해당 지도

것이다. 2000년 서울시 동별 인구 외에도 인구변

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값과 범례가나타나며 아래

화， 인구밀도， 인구이동， 중위연령， 노인인구 비율

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값의 분포와

에 대한 동 단위 단계 구분도를 리스트에서 선택

함께 자신이 선택한 지역이 전체 분포중에 어느

하면 즉각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 지도화 할 속성

정도에 속하는지 살펴볼 수도 있다.

의 변경 외에도계급 리스트에서 선돼하기에따라

3, 4, 5, 6, 7 계급으로 구분하여

지도화 시킬 수 있

2) 서울시 구 단위 주저|도(단계 구분도)

다. 성， 5 계급으로 지도화 했을 경우는 λ}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빨강， 파랑， 녹색으로 색상계열을

[그림 꺼은 2000년 서울시 동별 인구 자료를 바탕

선택하여 지도화 할 수 있도록 싹트박장} 나타

으로 구 단위의 값들을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난다.6단계와 7단계 구분은 단색의 색상 계열을

구 단위 단계 구분도를 SVG 지도로써 나타낸 것이

사용하지 않고 보라-황색， 녹색-갈색으로 이어지

다. 이 역시 동별 단계 구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는 두 가지 색상 사이의 스펙트럼을 이용하게끔 지

분포를 몇 단계로 나누어 볼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정하였다. 지도 자료의 속성과 사용자선호에 따라

조작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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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도선택이 가능하다.

동화상으로의 링크도 가농하다.

스크립트를 이용한 마우스 이벤트 처리에 따라

지도 오른쪽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해당 지역의

3) 서울시 구 단위 원형 주제도

이름이 나타나지만 지도상에 직접 구 이름을 표시
하고자 할 경우 체크 박스를 선돼하여 각 구의 중

[그림 해는 앞서 본 구 단위 단계 구분도 데이터

심점에 이름 레이블을 만들 수 있다. SVG 그래픽

를 이용하여 원 다이어그램을각구 지역의 중심

은 폴리곤이나 사각형과 같은 특정 그래픽 개체에

점을 기준으로 그려지게끔 처리한 지도 결과 화면

링크를 설정할 수 었다. 위 그림의 마우스 커서가

이다. 단계 구분도에서는 같은 그룹에 속한 지역

손가락모양으로변해 있는것은해당지역에외부

의 속성값 차이를 분별할 수 없지만 원을 그려 표

자료로의 링크가설청되어 있다는것을뭇한다.구

시하면 그 속성 값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바로 확

현한지도의 경우클릭하면해당지역의 구청 홈페

인가능하다.

이지로 갈 수 있게끔 설정해 놓았다. 특정 문서나

해당지역의 속성 값중에 음의 값이 존재할 경우

〈그림 7) 서울시 구단위 주제도 서비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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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그절대값의 크기에 비례하는원을그리되그

색상이 사라지고 둘레만이 남아 원에 가려졌던 지

색상을 달리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위 지도에서는

역을볼수있게 되어 있다.

붉은 색상의 원이 양의 값을， 파란 색상의 원이 음

4)

의 값을 갖는다. 각 원의 크기가 의미하는 값은 지

스파이더그램

도 오른쪽에 수치로써 표현되며 지도의 확대/축소

정도에 비례하여 그값도함께 변하게 되어 있다.

지역간 사람이나 물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값들

속성 값이 모두 양이거나 음일 경우 의미를 가지

은 위와 같은 스파이더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

는 그래픽 요소는 원의 크기이므로 필요에 띠라서

각적 이해에 있어 효과적이다. 서울시 구간 통근

원의 색상을 λ1라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

이동 관련 자료는 흐름(flow) 속성을 갖는 자료이

다. 그림의 n뷰스 위치한 부분을 클릭하면 원의

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스파이더그램으로 표현

〈그림

8)

원을 이용한 서울시 구 단위 주제도 화면

‘’‘

“

짧짧

었

ru

혔

앓“

絲繼훌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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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서울시 구간 통근자 이동을 주제로 한 스파이더그램

짧없緣

특정지역을출발지로

특정지역을 목적지로 했을경우 (예:종로구)

할 수 있게 SVG 지도를 제작하였다.

발지로서의 스파이더그램을 오른쪽 하단의 리스

왼쪽 지도는 서울시 종로구를 출발지로 하는 통

트 박스에서 선태함으로써 그려낼 수 있다.

근 인구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른쪽 지도는

원형 주제도와 마찬가지로 스파이더그램도 단계

종로구를 목적지로 하는 통근 인구의 흐름을 보여

구분도 위에 그려질 수 있어 하단에는 동 단위/구

주고 있다. 각지역을 잇는라인의 두께에 비례하

단위 단계 구분도를그리고 그 위에 원형 주제도나

여 통근 인구의 크기를 표시하고 있으며 종로구뿐

스파이더그램을 추가하므로써 두 가지 속성 정보

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구에 대해서도 목적지， 출

를 하나의 지도로써 전달 가능한 측면도 가진다.

5)

구현 지도의 기타 특성들

〈그림

10) SVG 필터 효과를 이용한 그림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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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G에서 제공되는 필터 링 기능을 이용하면 시각

할때시각적 매력이 있음을알수있다. 이 외에도

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도에 있

SVG 명세에서는 다양한 필터 효과를 지원하고 있

어서는좀더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오른쪽그

어 사용자가 원하는 그래픽 개체에 필터를 지정하

림은서울시 동 레이어 하단에 서울시 외곽폴리곤

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과도한 필터 효과 사용은

을 작성한 후 Gaussian Blur 필터 효과를 적용， 그

SVG 그래픽의 멀티미디어적 퍼포먼스를심각하게

래픽 효괴를 높여 입체감을 느끼게 지도를 표현하

저하시칸다

고 있다. 필터 적용 이전 지도와 이후 지도를 비교

〈그림

11) SVG 지도의 확대 기능과 레이어 불투명도 조절 기능

왼쪽 지도는 SVG 지도의 확대 돋보기를 이용하

이어와 함께 보이도록 처리하였다. 힐쉐이드 이미

여 지도를 확대시켰을 때의 그림이다. 확대/축소

지 위로 동/구 경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 동/구의

는 전체 화면을 기준으로 100% 단위로 이루어지며

지형적인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이 이미지를 인공

오버뷰창을마우스로움직여 원히는지역으로지

위성 이미지로 대체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을

도를이동시킬수있다.

것이다. 동/구 레이어의 투명도 처리는 SVG 지도

오른쪽 지도는 구현 지도에서 유일하게 래스터

오른쪽의 불투명도 설정 사각형을 클릭하면 나타

이미지가 사용된 것으로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레

나는 대화 상자를 통해 설정할 수 있다. 불투명도

이어에 포함된 서울 지역 힐쉐이드(HUlshade) •이

(Opacity)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대화상자의

미지가 불투명도(Opac때)를 낮게 설정한 동/구 레

슬라이드를움직이면자유로운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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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VG

지도의 원의 색상 제거 기능과 지도 설명창 기능

왼쪽 지도는 원형 주제도의 원 내부 색상을 제거

앞서 살펴본 것과같이 클라이언트 측에서 벡터 그

한 그림이다. 원 뒤에 가려져 있던 단계 구분도를

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이 필

함께 볼수 있어 두가지 정보를함께 전달할 때 효

요하며 서버측에서도 지리정보와 속성 정보를 결

과적으로사용할 수 있다.

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해야 하므로 ArcI MS ,

오른쪽 지도에서는 특정 지도에 대한 상세 설명

MapXtreme와 같은 별도의 서버측 전용 GIS 프로

을 담고 있는 레이어 창을 나타내고 있다; 구현 지

그램을필요로했다.

도에 포함된 데이터는 서울 지역의 인구변화， 인구

하지만 SVG 에 기반한 인터넷 GIS 환경에서는 클

밀도， 인구이동， 중위연령， 노인인구 비율에 관한

라이언트 측에서 벡터 그래픽 처리를 위한 특정

것으로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상

GIS 벤더의 전용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SVG

세 설명 레이어 창을 이용하여 볼 수 있다. 이 창은

명세를 구현한 전용 SVG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 메

일반적 인 웹 브라우저에 SVG Viewer plug-in을 설

뉴에서 ”지도설명” 항목 아래의 각 항목을 선태하

치하기만하면 SVG 기반의 벡터 그래픽 처리가가

면나타난다.

능하다. 즉， 클라이언트에서 인터넷 지도를 보기
위해 별도의 GIS 프로그램을 시용해야 할 필요를

제거했으며 이는 전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위

4. SVG 주제도 서비스 평가와 활용 방안

한 서버측 전용 GIS 솔루션의 필요성도 상당히 약
화시키고 있다. 어떠한 서버 시스댐이든지 가지고

있는 지리정보 자료를 SVG로 변환시켜 서비스할

1) SVG

기반 인터넷

GIS

수 있다면 인터넷 GIS 서비스 제공01 가능해진다.

서비스의 장점

본 연구의 결과물인 서울시 SVG 주제도 서비스

시스댐도 클라이언트가 지도 서비스를 제공 받기

(1) 인터넷 지도 서비스의 용이함

위해 인터넷 브라우저 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

인터넷을 통한 벡터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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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소스보기를 통한

SVG

(2003.3)

지도 레이어 추출 가능

요치 않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가의 GIS 솔루

을내리면 일반텍스트 형태로 구성된 SVG 원문을

션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만약다양한 속성에 대한

볼 수 있으며 스크립트와 기타불필요한부분을 제

여러 지역에 대한지도서비스를제공하고자한다

외한 지도의 그림을 이루는 부분을 복사하기만 하

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연동시켜 서비스 가능

면 그 지도를사용자의 것으로 만들수 있다.

하다. 이 경우에도 속성 정보에 대한 사용자 요구

[그림 13]은 지도 이미지에서 SVG 소스 코드를

보는과정을나타낸다.

를따르는 제공 기능만 사용하고 지도화 기능이 필

요치 않으므로 서버 전용의 GIS 솔루션이 필요하
지않게된다.

(2)

아울러 인터넷으로제공되는 SVG 지도는대게의

지도 형태의 지리정보 제공을 위한 최적의
포뱃

경우때I로구성된 문서의 확인이 가능하다. 사용

SVG 지도는 그 원본이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기

자가 보고 있는 SVG 지도에 대해 ”소스보기” 명령

때문에 파일 크기가 상당히 커지는 경향을 갖는다.

〈표

4)

지도 구현에 사용된 파일들의 크기와 압축파일 크기와 압축률

seou/.svg

1047 Kb

200 Kb

80.9

slider.svg

3 Kb

1 Kb

73.9

maln.es

101 Kb

13 Kb

87.8

data.es

156 Kb

35 Kb

π.6

selection Li st. es

49 Kb

5 Kb

90.2

slider.es

3 Kb

1 Kb

64.9

1359 Kb

255 Kb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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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으로는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

되어 있는클라이언트가존재할경우계속해서 무

했을 경우 매우 높은 비율로의 압축도 가능하다.

엇인가를 서비스하기 위해 시스탬이나 네트워 자

다음은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SVG 지도를 이루는

원을소모해야한다.

파일과 각각에 대한 gzip 압축 결과다.

하지만

SVG

기반의 지도 서비스 환경에서는 사

Adobe SVG Viewer plug-in
은 SVG를 압축한 파일의 확장자가 SVGZ 일 경우

용자가 새로운 속성의 지도를 요구하거나 색상， 계

스스로 압축해제 작업을 하면서 그래픽을 처리할

버에 질의를 보내 처리 결과를 받는 방식이 아닌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SVG 지도 서

자체적인 처리를 통해 결과를 얻게 된다. 기존의

비스시 각 파일을 압축해서 svgz 파일로 제공하면

서버 중심 시스템에 비해 클라이언트의 부담이 늘

네트워 자원과다운로드 시간올 절약할수 있다.

어나지만 서버 시스템 상황이나 네트워 상태 저하

IE와 함께 사용하는

급 수와 같은 지도 속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

앞서 소개한 ”지도로 본 서울 2000"의 서울시 인

에따른서비스지연현상이 없기 때문에전반적으

구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PDF로 제공되고 있으며

로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결과 지도를 더 빨리 제공

파일 크기는 4,219

받을수있게된다.

Kb

이다. 이 PDF 문서에 담긴

지도는 순수한 지도 이미지 개수가 15개(총부양비
지도 제외)이며 기타 그래프 둥올 포함한다 하더

(4)

지도와 멀티미디어의 결합

라도 30개를 넘지 못한다. 벡터 그래픽의 장점올

본 연구 결과 지도는 기존의 지도 서비스에서 제

살리기 위해 PDF로 출판했지만 지도의 개수에 비

공하지 못했던 멀티미디어적인 효과를 지원한다.

해 파일 용량이 과다한 편이다.

SVG 필터

효과를 사용하여 지도를 입체감 있게 표

하지만 PDF 이미지와 같은 벡터 그래픽은 물론

현할 수 있었으며 지도의 해당 지역에 대해서 링크

사용자와 지도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레이어 처

기능을 설정하여 관련 기관 홈페이지로 링크할 수

리， 필터 효과 둥을 지원핸 본 연구 결과물은 수

있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치상의 조합을 따르면 수백 수천개의 지도를 생성

연계하여 지도상의 특정 지역과 연계 시키는 멀티

해 낼 수 있으며 전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미디어 지도 제작도 가능하다.

크기가 겨우 255 Kb에 불과하다.

만약 교통 지도를 제작할 경우 SVG의 애니메이

SVG는 매우 작은 크기의 파일로도 훌륭한 인터넷

션 기능을 이용하여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버스 노

지도를 생성해 낼 수 있어 지도 유형의 지리정보

선이나 지하철 노선의 움직이는 표현이 가능하며

제공측면에서 매우효율적이라할수있다.

강물의 흐름이나대기의 움직임 같은자연현상도

SVG 지도 파일의

필터 효과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하여 표현할 수 있

(3)

다. 또한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간단한 3차원 이미

지도 서비스 제공 서버의 부담 최소화

지 지도 처리도 브라우저 환경에서 제작이 가능

I-ITML이나 JSP , ASP 기반의 웹 환경에서는 클라
이언트와 서버간에 끊임없이 통신을 하면서 서버

하다.

측에서의 처리 결과를클라이언트가받아서 처리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서버 입장에서는 연결

2) SVG

-1 C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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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데이터 파일에

(1) 브라우저의 SVG 지원 미흘
현재 Adobe와 Coæl 에서 SVG Viewer plug-in을

지역코드와 일치하게끔 속성 자료를 입력하기만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SVG 이용의 최적 환경은

하면 별도의 작업 없이도 인터넷 주제도 서비스를

인터넷 브라우저 차원에서 SVG 기능이 구현되는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것이다. 현재 Netscape의 오픈 소스 프로그램인

전국 단위의 SVG 지도와 상호작동 가능한 스크립

Mozilla에서 브라우저 차원의 SVG 구현을 준비하

트를 제작할 경우 전국 단위의 주제도 서비스도 쉽

고 있으며 몇몇 브라우저에서도 지원을 준비중이

게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된

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작하는 MS가 아직까지

다.구체적인활용대상을들면디음과같다.

SVG 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야 동}는 불편을 감수해

(1 ) 지역정보 관련 공공기관
서울시와 전국， 또는 각 도 단위의 SVG 지도와 관

야한다.

련된 스크립트를 제작하여 주제도 서비스 가능한
템플릿으로 제공한다면 비용적 부담없이 주제도

전용 저작 툴의 미홉

(2) SVG

Viewer 외에도 그래픽 분야에서의 포토삼과 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7l능하다.

러스트레이터와 같은 SVG 용 저작 도구가 미홉한
상황이다. GIS 분야에서는 Maplnfo , Savage 둥의

(2) 개별적 필요에 따른 지도 제작

업체에서 본격적인 SVG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타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사용자들도 쉽게 지도를
제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홈페이지， 논문 제

업체로도 SVG 도입 확산과정에 있다.

작이나 개인 홈페이지 구축시의 지도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SVG 지도 서비스의

3) 퍼포먼스 문제
또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SVG 이지만 텍스트

일반화가 필요하며 지도를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의 소스 파일 구조는 실제 그래픽 구현시 문서

다양한 스크립트와 지도화 방법 (mapping logic) 이

파싱， ooM 생성둥의 작업을거쳐야하기 때문에

컴포넌트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퍼포먼스가 SVG와 비슷하게 벡터 그래픽을 처리
하는 플래시와 비교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

(3)

르지못하고있다.

교육적 목적의 활용

교육적 목적에 타당한 SVG 주제도를 작성하여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는 각급 학교에서 수업시간

3)SVG

기반 인터넷

GIS

에 참조하며 교육할 수 있는 방식을 태한다면 기폰

서비스의 실질적 활

용방안

의 지리 부도 중심의 교육이 가졌던 단점을 극복하

본 연구 결과로 제작된 SVG 지도 서비스는 별도

고시의성 있는정보를제공해줄수있을뿐아니

의 GIS 시스댐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라 학생들이 SVG지도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

지도 서비장} 7}능하다는 특정을 갖는다. 본 연구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식은

의 결과물은 서울 지역의 동 단위 자료에 관한 주

지리 뿐만아니라 역사와같은관련교육과정에도

-lffi-

SVG를 이용한 지리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를 SVG를 통해 제작하고 구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결

{4}

과는다음과같다.

모바일 서비스에 이용

SVG 그래픽은 작은 크기로 그래픽 정보 전달이
가능하며 타 자료와의 연통이 지·유로운 XMul 반

첫째， 전용의 인터넷 GIS 시스템 없이도 고품질

이므로모바일 시스템에서 활용되기에 좋은조건

의 벡터 지도와 상호 작용이 가농한 지도 정보 서

을 가지고 있다. 향후 개인 단말기 중심의 모바일

비스를구현하였다.

서비상}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즉각적이고 빠른

둘째， 서울지역 주제도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때 SVG 지도는 그 역할을

템플릿 지도를 SVG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이미지와는

서울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파일만을

다르게 SVG 내부의 텍스트에 대한 검색엔진에서

원하는 속성 자료로 바꾸어주면 빠른 시간동안에

의 인텍싱(inde잉ng) 이 가능하므로11) 효과적인 검

원하는 주제도 서비스를 작성， 제공할 수 있다.

색을 통한 지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인터넷 주제도 서비

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구체적 방

안올제시했다.

v. 결론

현재， 인터넷을 통한 지도 서비스 제공이 SVG를
계기로 GIS 분야에서 일반 컴퓨탱 환경에서의 보

면적 활용이라는 단계로 들어서는 과정을 거치고
이 연구는 인터넷 환경에서 그래픽 분야의 새로

있다.플래시가광고 애니메이션과같은멀티미디

운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SVG를 인터넷 GIS 분야

어 분야에서의 인터넷 사용 환경올 변화시켰듯이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동}는 목적

SVG는 XML 기반의 공개 표준올 배경으로 벡터 그

으로 시작하였다. H1ML의 기반이 되는 텍스트와

래픽올 보기 위해 특수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했던

이미지 중심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빽터 그래픽 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리를 위한 표준적 기술이 부재했으나 SVG의 둥장

러한 기술적 흐름을 배경으로 하는 본 연구 결과는

은 일상적인 인터넷 환경에서도 벡터 그래픽을사

SVG를 인터넷 GIS에 활용한 좋은 사례이며 재활

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올 제공했다. 특히 인터

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의 인터넷을 통한 주

넷 웹 매핑 분야에 있어서는 특수한 GIS 시스템을

제도서비스에 많이 이용될 것으로기대된다.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지도 서비스 제공올 가능하

게 했으며 공개된 소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도 서
비스의 재활용 가농성을 매우 높여 주었다. 기존의

인터넷 GIS 서비스에서 활용이 미비했던 주제도

11) SVG의 인텍싱 특정을 살려 검색앤진 구글(Google)에서는 SVG 검색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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