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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방 한 무선 인 라와 최근 이동 단말기의 발달로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이 잦아 

졌으며, 이를 리하기 해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들은 표 화되지 않은 지리 정보 속성을 바탕으로 

단일 이동 단말기에서만 용 되었다. 따라서 표 화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이동

하는 여러 개의 무선 시스템을 효율 으로 리하며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

문은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에서 제공되는 GML(Geography Markup Language) 

치 정보 시스템을 서버에서 통합 추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한다. 한 이 시스템은 

OGC(Open GIS Consortium)에서 제안한 GML 3.1을 기반으로, 여러 WIPI 사용자들의 공간 정보를 획

득  장하여 이를 추  리 할 수 있다.

1. 서론1)

   생활이 보다 편리해지고 그 주기가 가속화 되어

감에 따라 이동 단말기 사용이 격히 증가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이동 단말기에 제공되는 다양한 서

비스는 물론 각 통신회사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 고도의 노력과 천문학 인 개발 비용을 투

자하고 있다. 우선 이동 단말기의 고품질 서비스에

서도 단연 지리정보시스템(GIS) 서비스가 유비쿼터

스 시 에 발맞추어 속도로 발 하고 있으며, 

재 각 통신 회사마다 ꡔ친구 찾기ꡕ로써 상업화가 되

어 있다. 그러므로 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분야에서도 리를 해 이동 단말 

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부분의 이동 단말 추  모니터링 시스

템들은 기존의 GI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표 화

* 본 논문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보통신기 기

술연구지원사업(B1220-0501-012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된 지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 각각의 

이동 단말기의 각 사용자 치 정보들을 획득하여, 

이를 통합 장하지 못하 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 

치 정보를 가지고 추 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림 1) 시스템 운  환경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GC에서 제안한 GML 

3.1을 기반으로 여러 WIPI 사용자의 공간 정보를 획

득  장하여 이를 통합 추  리 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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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인 GML Trace Monitoring(이하, GTM)을 

구 하 다(그림 1).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

의 련연구인 WIPI와 GML 그리고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에 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GTM 시스템의 

구조와 흐름도  통신 메카니즘을 4장에서는 GTM 

구 을 보 으며, 5장은 결론으로 GTM 구 을 통한 

장 과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2. 련연구 

2.1 무선 인터넷 표  랫폼(WIPI)

   WIPI는 한국 무선 인터넷 표 화 포럼인 KWISF 

(Korea Wireless Internet Standardization Forum)에

서 만들어진 모바일 표  랫폼 규격으로, 이동통

신 단말기에 탑재되어 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된 응용 로그램의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미들웨어 표  랫폼이다[1].

(그림 2) 개념  구조도

 WIPI 랫폼의 체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2)와 

같으며, 하단의 Handset Hardware와 Native 

System Software는 단말기와 운 체제  각종 디

바이스 드라이버를 지칭하는 계층이며 HAL은 단말

기 제조사마다 서로 다른 기기들을 추상화하여 지원

하기 한 API계층이다. 최상단에는 WIPI 응용 

로그램의 Application Engine이 있어 응용 로그램 

개발자를 한 C  JAVA API를 통해 개발하며 

해당 응용 로그램 생명주기를 따른다.

2.2 GML 3.1

   OGC에서는 1999년에 GML 1.0을 발표한 이후, 

2001년에 XML 스키마에 기반을 둔 GML 2.0을 발

표하 고, 2002년에 GML 2.1.1과 GML 2.1.2를 2003

년에는 GML 3.0을 발표하 다. 그리고, 재 GML 

3.1까지 제시하 으며, (그림 3)은 GML 3.1에서 제

공하는 다양한 GML 객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2].

(그림 3) GML 3.1 클래스 구조

   GML 3.1은 지형지물의 공간․비공간 속성을 포

함하는 지리 정보를 모델링, 장, 송하기 해서 

구조화된 문서인 XML로 인코딩한다. 한, 다양한 

표 을 지원하기 해 스키마를 사용하여 feature, 

geometry, topology, timeObject, Style 등 많은 객

체를 스키마로 표 할 수 있다.

2.3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

   기존의 이동 단말 추  모니터링은 국제 으로 

표 화 되지 않은 수치지도나 SDTS(Spatial Data 

Transfer Standard), MOD(Map On Demand) 등의 

지리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차량 등 이동 물체에 

한 추  리하는 시스템들이다[3]. 이러한 시스템

들은 공간 정보를 의미 있게 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OGC에서 제안한 GML 포맷의 GIS를 사용

한 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 이동 단말인 WIPI 사용자는 실시간 으로 

공간 정보가 변경되고 이것을 지속 으로 리하는 

시스템들이 재 상용화가 되어 있을 만큼 많이 발

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이동 단말을 통합

으로 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WIPI 사용자들 자신의 공간 정보를 

모니터링 서버에게 달 할 수 있게 하여 여러 

WIPI 사용자들의 공간 정보를 추 할 수 있는 시스

템이 필요하다.

3. GTM 시스템 설계

3.1 GTM 시스템 구조

   GTM 시스템은 크게 WIPI 사용자와, GTM 서

버, GTM 이 게 3가지로 나  수 있으며, 여기서 

WIPI 사용자는 이동정보를 성에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衛星航法裝置)로 받아 WIPI에

서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공간 정보를 

실시간 으로 가시화 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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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GTM 서버

    GTM의 서버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WIPI와의 통신, 나머지 하나는 GTM과 실시간으로 

공간 정보 제공으로 구분된다.

    먼 , WIPI와 통신하는 부분은 (그림 4)에서 보

듯이 Server Broker에서 Communication Manager를 

통해 받은 기 공간 정보 을 심으로 IMP(Integrated 

Map Preprocessor)에서 경량된 GIS 지리정보를 추

출한 후, WIPI 에뮬 이터 창에 뷰잉 시키기 해 

GML 포맷으로 변환 후 WIPI측으로 달한다[4][5].

(그림 4) GTM 서버 구조도

    그리고, GTM과의 통신은 Server Broker에서 

WIPI측 기 공간 정보 을 달받아 그 공간 정보

에 해당하는 도엽으로부터 GIS 지리정보를 추출하

는 IMP를 거친 후, 모니터링을 하기 해 다시 

GML 포맷으로 변환 뒤 GTM으로 달한다[5]. 이

후 추가 으로 WIPI로부터 이동 공간 정보를 달 

받으면 이를 실시간 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1.2 GTM

(그림 5) GTM 구조도

    (그림 5) GTM은 서버로부터 GML 공간 정보

를 수신 받아 GTM 내부 GML Parser속의 오  라

이 러리인 kXML Parser를 이용하여 각 객체(스키

마)별로 분석을 끝마친 후, 이 객체들을 각 속성에 

매칭시켜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표 한다.

    한 이동, 확 , 축소 등의 Event Message를 

Broker에서 받아 GTM 리자의 요구조건을 실행하

기 해 다시 모니터링하며, 여러 의 WIPI Event 

Message를 Broker를 통해 받은 뒤 실시간으로 그려

주는 부분을 구성하 다.

3.2 GTM 시스템 흐름도

   GTM 내부 시스템 흐름도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GTM 흐름도

 내부 으로 GML에 한 가시화한 후에 WIPI에서 

이동성에 한 공간 정보가 송되면 이를 장한 

후에 GTM에 각각의 WIPI에 부여된 ID마다 색을 

달리해서 보여주게 된다.

3.3 GTM 통신 메커니즘

   WIPI 사용자와 GTM과의 통신은 GTM Sever를 

통해서 각각 이루어지며 체 인 GTM 통신 구조

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GTM 통신 구조

   WIPI 사용자가  치에 한 맵을 서버에 요

청하면 GTM Server는 250×250크기의 GML을 송

해주며, 동시에 GTM으로는 모바일에서 요구한 지

을 심으로 1200×1460을 송한다. 한, GTM에

서 이동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WIPI ID 송하면 

GTM Server에서는 사용자 자신의 치 정보를 

WIPI로부터 1 마다 송받아 장하고 이를 GTM

에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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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TM 시스템 구

  (그림 8)은 GTM 시스템에서 WIPI폰 사용자들의 

이동을 모니터링 뷰어창에 뷰어 시키고 추 하는 모

습이다.

(a) WIPI_1

        

(b) WIPI_2

(c) GTM

(그림 8) GTM에서 WIPI폰 추 리

  WIPI_1 사용자는 검정색으로 공과 학에서 한의

과 학까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며(a)(c), WIPI_2 

사용자는 빨강색으로 익산약국에서 치과 학까지 움

직이는 모습을 GTM에서 추 하는 모습이다(b)(c).

5. 결과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OGC에서 제안한 GML 3.1을 기반

으로 여러 WIPI 사용자들의 실시간 공간 이동 정보

를 획득하고, 장하며 이를 통합 추  리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GTM을 구 하 다.

  향후에는 인터넷 환경에서 벡터 그래픽을 손쉽게 

할 수 있는 SVG와 재 지리정보서비스로 화 

되어 있는 DXF를 사용한 GTM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과 사실 인 공간 정보 표 을 해 실측 지형 

데이터인 DEM(Digital Elevation Model)과 멀리 있

는 역과 가까이 있는 역을 구분하여 그에 한 

정 도를 조 함으로써 모든 지형에 한 간략화 처

리 기술인 LOD(Level Of Detail)가 필수 으로 될 

것이다[6][7]. 그리고 GML 3.1의 장 인 의미 달

을 이용하여 속성정보에 각각의 요 건물에 

POI(Point Of Interest)정보를 넣어 GTM 시스템을 

보다 발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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