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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tching process is not simple, since the identified features from different sources do not 

always match in their location, extent, and description. We present a new approach to matching 

GIS features from disparate sources. A graph theoretic approach is used to model the geographic 

context and to determine the matching features from multiple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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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이종의 데이터 간의 불일치 때문에 매칭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

운 서로 다른 GIS 데이터의 객체 매칭 방법을 제안한다. 공간근 성 그래 를 이용하는 방

법론은 해당 객체의 지리  치 계 정보를 바탕으로 객체 매칭을 수행한다.

  핵심어 : 지리정보시스템, 융합, 통합, 객체매칭

1. 그래 를 이용한 GIS 융합

 1.1 연구요개

  면 과 형상이 동일하며 거리 상 가까이 치하고 있는 공간객체의 경우 기존의 기하학

인 방법만으로 융합할 경우 오매칭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하학 인 정보가 유사하더라

도 공간 계(spatial relationship) 즉, 공통된 객체에 한 상 계, 거리, 방향 등의 정보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여 객체매칭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간근 성 그래 (spatial proximity graph)는 Samal(2004)의 연구에

서 사용한 성형(star) 그래 이다. 폴리곤 객체의 심 을 계산한 후 매칭 상 객체에서 이

미 알고 있는 주변 객체의 심 과 연결하여 그래 를 작성한다. 이 게 형성된 선에는 거

리(distance)가 장되고, 그래 를 통해 두 선분이 이루는 각(angle)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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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실험

  수치지도와 새주소기반 자지도를 각각 참조자료(reference data)와 목표자료(target data)

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본 연구의 공간 계를 이용한 매칭방법은 기하학 인 방법의 

보조 인 수단으로 제안하 다. 따라서 융합하려는 두 공간데이터에 해 기하학 인 방법

으로 매칭된 공간객체 매칭 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실험을 시작한다. 우선 기하학 인 방

법으로 목표자료의 상객체를 알 수 없었던 참조자료의 객체를 기 으로 일정거리의 버퍼

를 형성하고, 그림 1의 1단계와 같이 버퍼존 이내에 포함된 이미 매칭된 객체와의 공간근

성 그래 를 작성한다. 마찬가지로 목표자료의 후보객체에 해서도 그래 를 작성한다(2단

계). 마지막으로 작성된 그래 를 비교하여 매칭객체를 악한다(3단계).

그림 1. 실험개요

  본 연구에서는 공간근 성 그래 를 바탕으로 획득한 참조자료의 거리와 각도정보를 목표

자료의 후보군 거리  각도정보와 비교하여 최소의 차이를 보이는 객체를 매칭객체로 선정

하 으며, 총 70개의 실험  70개가 정확히 매칭되었다. 

2. 결론

  본 연구의 공간근 성 그래 를 이용하는 방법론은 해당 객체의 지리  치 계 정보를 

바탕으로 객체 매칭을 수행한다. 수치지도와 새주소기반 자지도를 상으로 한 실험을 통

해 기하학 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가까운 지역에 동일한 형상  면 을 가진 공

간객체가 다수 치하는 사례에 해서 정확한 매칭을 보 다.

  본 연구는 객체의 공간 계를 이용한 매칭의 가능성을 평가한 논문으로 이번 논문에서는 

각도정보만을 활용한 매칭을 수행하 으나 향후 보다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교한 매칭

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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