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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otal length of Korean railway network is about 3,300km. Since it is of great scale in system 

view point, the systemization of GIS‐based information system requires so much cost and time. 

One of the difficulties is due to the fact that GIS‐based information system requires the feature 

database for GIS, which is generally built manually from many as‐built drawing files.

In order to build‐up the feature database for GIS with ease, this study suggests the automatic 

data conversion from electronic drawings to make feature database for GIS. The proposed 

method can be applied to build large‐scale railway facility management system at lower cost. 
------------------------------------------------------------------------------------

1.  서  론

최근 한국의 건설된 철도의 노선은 약3300km의 길이로 방 한 규모로 이러한 규모의 철도시설물 

지리정보를 시스템화 하기 해서는 막 한 산과 시간을 필요로 하여 철도시설물 GIS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의 철도시설물 GIS시스템은 한번 구축되면 거의 변경이 없는 유지보수 는 

홍보목 으로 사용되었으며 건설단계에서의 잦은 설계변경 시 마다 새로 GIS-DB을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막 한 비용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CAD도면과 GIS-DB를 자동으로 연동하는 

방법이 필수 이지만 근하기 어려운 문제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기술 이고 방법론 으로 

근 철도의 건설단계에서 유지보수단계에 이르기 까지  과정을 총망라하여 공도면을 기반으로 

구조화 편집없이 GIS시스템를 구축하여 철도시설물을 공간정보화하는 효과 인 건설철도 정보화를 

한 방법론에 한 것이다

 2.  GIS 기반 철도 정보시스템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GIS 기반 철도 정보시스템은 세 가지 주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로,   

  GIS를 위한 도형정보는 토목, 건축 등의 준공 전자도면에서 얻어져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된다.  

  철도시설물을 기술하는 전자도면의 요소(entities)들은 GIS에 표시되기 위하여 세계측지계의         

   위치정보 (x, y)를 가지는 도형데이터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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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IS 기반 철도시설물 정보시스템의 세가지 구성 요소

그림 2: 전자도면을 GIS 도형정보로 변환 예

둘째로, 속성 데이터라고 명칭되는 철도시설물 데이터는 시설물  규격 정보 및 속성으로부터 얻어진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Excel’과 같은 데이블형태로 기술된다. GIS는 유일한 ID로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요소의 기본적인 통합 플랫폼을 제공한다.

전자도면을 GIS 도형데이터로 변환하는 주된 어려움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형정보의 변환은 
수작업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역과 역사이의 선구는 각각 점(node)과 선(link)로 
기술된다. 도형정보는 점과 선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들은 점, 선, 면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위상(topology)라고 부른다.  그러나 CAD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그려진 전자도면은 이러한 



위상을 가지지 못한다. 전자도면에서는 철도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선구를 표현하지 않고 
하나의 긴 선으로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도면이 변경되었을 경우, GIS를 위한 도형정보의 갱신을 위한 데이터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도시설물 정보시스템의 일관성을 위한 관리 비용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 논문의 주된 쟁점은 어떤 
의미에서 자동변환을 제안하는 것이다.

3.  자 동 변 환

자동 GIS 데이터 변환을 위하여 GIS를 위한 도형정보를 구축하는 기본 단계는 전자도면의 표준화이다. 
자동 데이터 변환을 위한 표준화의 주된 부분은 CAD와 GIS 간의 정보 형태(Format)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네 가지의 서로다른 항목을 포함한다 : 표제란 정보, 레이어 정보, 블록 정보와 기하학적 
위치.

첫째로, 표제란정보는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젝트, 건설, 도면 및 관리 정보로 정의된다. 
GIS를 위한 도형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주요 정보는 도면 명, 축척 및 선로 명이다. 그림 3은 
선로 명 ‘SB Line’이 보여진 예이다.

그림 3: 전자도면을 GIS 도형정보로 변환하는 자동 데이터 변환 방법

둘째로, 레이어 정보 형태(Format)는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레벨 1에서 6까지로 정의된다. GIS 
확장 정보는 GIS에 표시되는 데 이용되고 따라서 도형정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추출되어 저장된다.



그림 4. 레이어코드 체계

세 번째로,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블록정보의 주요부분은 속성정보인데, 동일한 시설물이 존재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물 명과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각 전차선주는 블록 
개체(entity)로 기술되는 데, 이것의 일련번호는 ‘140-3’—140 킬로정에 있는 세 번째의 전차선주를 
의미한다 – 그림 3의 GIS에 표출된 바와 같이 블록 정보로 저장된다. 

4.  결   론

본 논문은 전자도면의 표제란, 레이어, 블록속성 정보 형태(Format)의 표준을 도입함에 의한 자동 
데이터 변환을 고려하였다. 이 도형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전자도면에 수작업에 의한 편집없이 생성된다. 
이 제안된 변환방법은 저비용 및 도면의 빈번한 갱신이 발생하는 경우에 GIS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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