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FID기반의 수치지도 공간 데이터 모델
1)

김형수, 김상엽, 이양구, 이종우, 박청*, 류근호

충북 학교 데이터베이스/바이오인포메틱스 연구실
*공간정보기술(주)

e-mail:{hskim, sykim, leeyangkoo, ljwkk, khryu}@dblab.chungbuk.ac.kr
*
mongun1@git.co.kr

UFID-based Spatial Data Model for Digital Map

Hyeongsoo Kim, Sang Yeob Kim, Yang Koo Lee, Jong Woo Lee, Chung Park
*
, 

Keun Ho Ryu

Database/Bioinformatics Laborato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요       약
 정보화 기술의 발 과 더불어 GIS의 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주제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수치

지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수치지도 데이터는 도엽 단 로 리하기 때문에 리  갱신을 

효율 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객체의 연속 인 표 , 객체 

단 의 갱신  이력 리가 가능한 UFID기반의 수치지도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 다. 제안한 모델은 각 

지형지물에 새로운 UFID를 부여하여 연속 인 지형지물 표 과 갱신으로 인한 지형지물별 이력 리가 

가능하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모델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하여 타당성을 분석하 다.

1. 서론

최근 ITS, 텔 매틱스, 유비쿼터스 등 정보화 기술의 

발 과 더불어 GIS의 화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다양

한 형태와 주제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수치지도의 사용

이 보다 다양화되고 범 해지고 있다.

객체기반의 공간 데이터는 도엽기반 공간 데이터의 단

을 해결하고 데이터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기존의 수치지도는 도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객체 단 의 리  갱신을 지원하기 어렵다[1,2].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어려

운 지형지물 단 의 연속 인 표   리에 한 문제

를 해결하고, 3차원 공간 정보에 기반이 되는 UFID 

(Unique Feature IDentifier) 기반의 수치지도 공간 데이터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새로운 UFID를 부여하

고, 3차원 공간 데이터 모델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공간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 다.

2. 련연구

객체 단 의 데이터 리를 해 유일식별자에 한 많

은 연구가 있었지만, 기존 연구는 본질 으로 도엽기반의 

공간 데이터를 지원한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2]. 한, 

3차원 공간정보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지만 일반 인 사

항에 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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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Ordnance Survey의 Master Map[3]은 유일식별자

인 TOID(Topographic Identifiers)를 이용하여 공간 데이

터 리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National Map 구축

을 통해 피처 ID 정의와 객체기반 수치지도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지형지물 단 의 리를 

해서 ID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으로 Master 

Map에서만 유일 식별자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1,2].

국내에서도 객체기반 수치지도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

지만 객체기반으로 환하기 어려운 공간데이터를 이용하

거나 완성된 시스템으로는 제시하지 못했다. 한, 

UFID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한 많은 연구가 있

었지만, 제시된 UFID는 도엽 단 에 용된 구조로 객체 

단 의 수치지도에 용하기에는 부 하다[2].

3차원 공간 정보의 경우 국내에서는 표  모델에 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ISO 19100 시리

즈와 OGC GML3.0을 통하여 3차원 공간 정보에 한 표

이 제정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 용되고 있다.

3. UFID기반 수치지도 데이터 모델 설계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공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치지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해 이 논문에

서는 재성, 연속성  일 성의 특성에 맞춰 연속 인 

공간객체 표 , 객체 단 의 갱신  이력 리를 한 공

간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다.

객체기반 수치지도에 합한 UFID 부여는 재 차세  

수치지도 구축 기술개발 과제[2]를 통해 연구 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2]에서 제시하고 있는 UFID 부여방법을 

사용하여 (그림 1)과 같이 UFID 코드체계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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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새로운 UFID 코드체계

각 지형지물에 새로운 UFID_CODE(지형지물코드)를 부

여하고, 단순지형지물과 복합지형지물에 UFID_NUM(일련

번호) 속성을 추가함으로써 UFID_CODE와 UFID_NUM

을 합쳐 하나의 고유한 값을 가지는 UFID의 역할을 하도

록 하 다. 한, UFID_CODE를 이용하여 해당 범 에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장 공간의 효율성과 속도 향상

에 해서도 매우 효율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안된 2차원 모델을 확장한 3차원 공간 데이터 모델을 

해 3차원 지형지물 상을 분류하 다. 선정된 각 지형

지물은 어느 정도 표 할지에 한 세 도(LOD: Level of 

Detail)에 한 기  정의가 우선 으로 필요하며, LOD 

벨을 고려한 모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LOD와 3차

원 지형지물 속성에 한 연구는 재 진행 에 있다.

4. 제안된 모델 분석

상 데이터는 기본지리정보(축척 1:5,000)를 이용하

으며, 교통 분야에 해 연속 인 객체 검색이 가능한지 

테스트하 다. 

(그림 2) UFID 기반 객체 연속성

(그림 2)은 ‘594번 지방도로’를 검색하는 질의에 한 

결과로 하나의 객체에 한 연속 인 표 을 보여 다. 

동일한 도로번호를 가지는 하나의 연속 인 객체로 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객체 단 로 갱신이 이루어

졌을 때 상태 속성을 포함하여 갱신이 발생하 는지를 구

분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력 리를 해 UFID와 

S_TIME 속성을 복합키로 하여 키 제약조건을 배하지 

않고 한 객체가 갱신될 때마다 변경된 이력을 장  

리할 수 있다. 만약 ‘594번 지방도로’가 (그림 3)와 같이 3

번 갱신하 을 때 이력정보에 한 추 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제안된 모델에 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형지물별 

효율  리  갱신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UFID기반 수치지도 이력 추  

5. 결 론

공간정보기술 분야에서 수치지도에 한 요성과 활용

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치지도의 리와 3차원 공간 정보

를 제공에 한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3차원 공간 정보의 기반이 되

는 UFID기반 공간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 다. 아울러, 제

안한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 고, 이를 통해 객체기반의 

연속 인 표 과 객체단  갱신  이력 리가 가능함을 

보 다. 향후 연구로는 3차원 공간정보와 DEM, 정사 상

에 한 통합데이터 모델  국내에 합한 표 체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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