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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으로 지리정보 서비스의 목 은 사용자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정확하며 빠르게 정보를 

달하는가에 있다. 지리정보 서비스가 발달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사용자 요구가 증가 
하고 있는데 그  자 지도 서비스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지리정보 시스템
(GIS)은 많은 웹과 연동하여 웹 사이트에서 지도 정보  주변 치정보(POI : Point Of Interest)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한 지리정보 데이터는 그 특수성에 의해 정보의 재성, 다양성, 치정확도, 등
분류, 기타 주요 속성정보로 구성 요소를 정의 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OGC(Open GIS Consortium)
에서 제안한 지리 데이터 공유  장의 표 인 GML(Geography Markup Language) 명세에 기반하여 
POI 정보를 가시화하는 시스템인 GVP(GML Viewer POI) 설계한다. 특히 데이터 송 트래픽을 최소

화하기 한 특정한 핵심 POI 치 정보를 제공한다.

1. 서 론 *

  최근 기존의 지리정보 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컴퓨터의 발 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웹과 연동하여 웹 사이트에서 

지도정보  POI(Point Of Interest)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서비스 제공 방법, 서비

스 구축, 지도표  형식에 있어 특정 시스템이나 환

경에 의존 이며 제약이 많은 형편이다. 

  POI(Point Of Interest)는 건물, 도로, 상 , 공서 

등 지도 내에서 사용자가 심 있어 하는 개체를 말

한다. 한 사용자가 평소에 잘 가던 곳이나 필요한 

곳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POI 정보 서비스란 

치뿐만 아니라, 해당 POI 만의 주변 치정보, 데이

터는 그 특수성에 의해 정보의 재성, 다양성, 치

* 이 논문은 2005년도 교육인 자원부 지방연구 심 학육성

사업 헬스 어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정확도, 등 분류, 기타 주요 속성정보로 구성요소를 

정의 하여 제공한다. POI 구성으로는 도로와 련된 

도로시설(교량, 터 , 고가/지하차도)과 도로 표지

상의 표지 번호 등이 있으며, 배경과 련된 것은 

행정계, 수계, 녹지, 아 트단지, 철도, 지하철, 역사, 

지형, 지물 등이 있으며, 주기와 련된 것은 일반 

시설물로 학교, 병원, 경찰서, 공서 등이 있다. 마

지막으로 한국통신에서 발간한 화번호부 상호 데

이터와 자체 고유 지번 데이터가 있다. 

  하지만 부분의 POI 정보 서비스 로그램들의 

소스 로그램의 표 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POI 

련 서비스를 개발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뒤따른

다. 이에 OGC(Open GIS Consortium)에서 제안한 

지리 데이터 공유  장의 표 은 GML 명세에 

기반하고 이동 객체의 치 데이터를 생성하는 

GML 기반 POI 정보 가시화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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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치정보 서비스 환경은 사용자가 공간상에서 

사용자의 치에 한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이러한 공간 정보 서비스에 사용되는 공간 데이

터 상호 공유를 하여 GML과 같은 엔코딩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변 치정보 데이터의 구축을 해서 사 에 충

분한 계획을 통해 정의된 데이터 내용과 이를 구축

하고 리하기 한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를 설계  포 (Porting)하는 내용과 마지

막으로 구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보서비스

를 실시하게 된다. 

2.  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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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GML 3.1에서 제

공하는 다양한 GML 객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GML 3.1 클래스 구조

  GML 3.1은 지형지물의 공간․비공간 속성을 포함

하는 지리 정보를 모델링, 장, 송하기 해서 구

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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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POI 련 정보서비스들은 지도상에 이름

만 보여주거나 모바일 상에서 구 되는 서비스이거

나 DXF 는 SVG, GIS 일을 심으로 구 되었

다. GML 기반으로 구 된 지도 서비스도 있으나 

POI(Point Of Interest) 개념보다는 주석을 보여 다

는 개념이 더 강하 다. 이에 GVP는 특정 메시지 

형태로 POI 치 정보를 가시화한다.

3. GVP 설계

  기존의 GIS에서는 많은 정보들은 비슷한 형태의 

정보들끼리 묶여서 layer별로 장되어 있다. 그 정

보들을 모두 표 하기에는 Data의 분량이 무 많

다. 한 실제 사용자들이 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가 

요구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작업과 함께 원

하는 부분을 변형  간략화를 통해 특정 핵심 POI 

정보만을 추출한다. 

  GML Viewer에서 GML 원시 일만 서비스하는

데 있어 좀 더 편리하고 사용이 용이한 방법의 모색

이 필요하다. 따라서 GVP(GML Viewer POI)에서는 

분류 기 을 통해 POI 정보를 계층 으로 구분하여 

그룹화 함으로써 간략 표 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 기본 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지리정보 치 서

비스가 가능하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GVP 시스템 구조이다.

[그림 2] GVP 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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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L Viewer 모듈은 추가 POI 정보를 매핑시킴

으로서 GML Viewer상에 POI 정보를 가능하게 하

다. Map상에서 User Event Message를 통해 이벤

트가 발생하면 User Event Message는 이벤트가 발

생한 X.Y Coordinates를 POI DB로 보낸다. 이후 

POI Loader를 거쳐 POI Searcher에서는 X.Y 

Coordinates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POI data

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정보가 있다면 Loader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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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ML Viewer POI(GVP)

겨 다. 화면에 보여  POI 정보는 Building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이다. 한 POI DB를 

Searching engine을 통해 건물명, 화번호, 주소 값

을 입력을 빠르게 검색을 함으로써 편리하게 사용자

가 원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능을 탑재하여 

생성된 POI DB를 이용하 다.

5. GVP 구

 GML Viewer에 Display를 하는데 있어서 POI 정

보를 한 번에 가시화하여 Viewer로써 기능을 강화

하고 새로운 POI DB Data를 목시키기 해서 새

로운 모듈을 추가 탑재한다. 처음 원시 GML 일에 

객체들의 속성 정보 X, Y값을 받아오게 되며, 새로

운 POI DB Data 정보를 GML 일에 있는 같은 

치에 목시켜 서비스 한다. [그림 3]은 보는 모듈 

개발 순서도이다. 

[그림 3] POI Map Data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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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원시 GML 일에 POI DB Data 정보를 탑재

하게 된다. POI DB Data 정보가 탑재되기 에 원

시 GML 일에 POI DB Data의 좌표 값과 일치하

는지 여부에 따라 Viewer에서는 Viewer만 서비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POI 정보를 불러들일 것인지를 

단하며 Display를 하게 된다. 만약 원시 GML 

일에 지리정보의 좌표 값과 POI DB Data에 같은 

값이 경우에는 단지 GML Viewer로만 Display되며, 

지리정보의 좌표 값과 일치하는 POI DB Data값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POI 정보가 팝업창 형태로 

Display 하게 된다. 

  POI DB Data의 구성은 데이터 송 트래픽을 최

소화하기 한 간략화를 한다. 즉 POI의 정보에 

한 핵심 요소만을 추출하여 DB화 시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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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POI 정보의 형태는 세 가지 형태로 Building 

Name, Telephone Number, Address 형태이며 세 

가지 값을 필드로 하여 테이블화 한다. 

  [그림 4]는 구 된 모듈을 바탕으로 시뮬 이션 

한 결과이다. 첫 번째 창은 원시 GML 일을 

Viewing하여 GML 일을 불러온 결과를 display한 

화면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창은 POI DB Data를 

읽어온 경우이다. 두 번째 창에서는 교육기 인 학

교 POI 정보를 선택하여 원시 GML 일에 있는지 

여부를 단한 후에 학교 POI DB Data와 원시 

GML 일과의 좌표 값이 일치하게 되어 학교 POI,

가 보이게 되었으며, 이때 보인 POI icon에 마우스

를 치시켰을 때 POI 정보를 볼 수 있다. 세 번째

에서는 문화재의 POI DB Data를 선택하여 원시 

GML 일과의 일치 여부를 단한 후에 상응하는 

값을 보여 POI icon으로 Display 된다. 

6.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은 지도 정보서비스에서의 가시화의 효율

인 POI 가시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

가시화 정보로 표출해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POI

의 특징으로는 OGC에서 제시한 지리정보에 응용할 

수 있는 GML 명세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 고 사

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는 이 가장 

큰 장 으로 뽑힌다. 단지 GML 일만을 Viewing

하는 차원이 아닌 특정한 건물들의 POI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리

성을 고려해 주었다. 이러한 편리성으로 인하여 사

용자는 보다 쉽고 신속하게 목 지를 찾아갈 수 있

을 것이다.

  향후과제로는 기존의 POI DB Data 정보를 이용

할 경우 규정된 표  FeatureCode를 이용한 분류

에서 분류 단계로 등 별 계층화 되어 있다. 이에 

좀더 세분화된 소분류 단계까지 계층화된 정보를 제

공되기 한 보완 이 요구된다. POI 정보가 세분화

된 계층화를 한 새로운 DB Data가 요구된다. 시

스템을 모바일 서비스에 용하여 지도의 서비스 크

기, 도로의 복잡함을 간결화 시키고 내 치에서 목

지까지의 최단경로를 표시해주는 길 안내 서비스, 

뷰어와는 다른 좁은 화면의 모바일 화면에서 POI 

서비스 방식, 모바일에서의 DB 설계, 사용자의 편의

성 등 향후 해결해야 할 연구방안이며, RFID 칩을 

각각의 객체들에 탑재하여 재 탑재된 칩들의 치

까지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그 객체들을 이용한 다

양한 서비스가 추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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