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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p update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reliability of maps. Update could be performed using 

variety of data sources such as aerial photos, engineering plans, LiDAR data and in-site surveying 

data. Therefore, map update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reliability of maps. Update could be 

performed using variety of data sources such ad aerial photos, engineering plans, LiDAR data and 

in-site surveying data. Map update requires cost, manpower and time. It is important to inform  

updated information to users in order to decide purchase the updated maps or not.  This paper 

proposes the way to provide various updated information of maps. Therefore, map users efficiently 

utilize information from maps.

1. 서론 

  재까지의 수치지도의 수정갱신은 국 5개 권역 1권역씩 5년 주기로 항공사진, 성

상 등을 이용해 수치지도를 일  갱신해오다가, 도시 2년, 기타지역 4년 주기로 하여 일

갱신과 부분, 수시갱신을 병행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었다.(이상길, 2007) 수치지도를 갱신하는 

방법들은 과 비교하 을 때, 갱신 주기뿐만 아니라 갱신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종류도 

확 되었다. 기본 인 항공사진뿐 아니라, 공도면, 실시간 지 측량데이터, LiDAR 데이

터 등과 같은 외부 데이터를 극 으로 활용하기 한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갱

신에 한 요성은 증 되고 있다.

  지형공간 데이터의 갱신, 유지, 리는 사용자들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한 필수과정이다. 특히 갱신된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갱신된 

사항들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그들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갱신에 해 주어지는 정보는 사용자에게 단의 기 이 될 수 있

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갱신의 유무, 갱신 치, 갱신일시, 갱신항목, 갱신범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갱신에 해 주어지는 정보에 

한 필요한 항목과 각 항목에 한 정의를 내리고 그에 따른 생성방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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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지도의 수정갱신 황

2.1. 국내 사례

  우리나라의 지도제작기 은 국립지리원이고, 축척 1/5,000, 1/25,000  1/50,000 국가기본

도를 제공한다.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1단계 NGIS 기본계획에서 지형도 기반으로 수치

지도를 제작하 고, 2단계 NGIS 기본계획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추가  가공과 복된 

가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본지리정보(Framework database)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

다. 3차 NGIS사업부터 도시 2년, 기타지역 4년 주기로 하여 일 갱신과 수시(실시간)갱신

을 병행한다.(이진수, 2007) 이런 NGIS의 제1단계 기본지리정보구축의 목표는 국가지리정보 

수용자가 범 하고 다양한 GI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고 공통 으로 사용되

는 지리정보를 구축·제공하는 것이다. 

2.2 해외 사례

2.2.1 미국

  미국의 지도제작기 은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이고, 국가 기본도는 축

척 1/24,000 지형도이다. USGS는 지표면과 지역 특징에 한 기본 인 정보를 구축하고 있

다. 경제와 지역개발, 국토와 천연자원 리, 비상사태  환경보 과 같은 분야에 활용되어

진다. 미국의 경우, 지형도의 갱신은 기본 으로 정사항공사진을 이용하며 크게 표 갱신

(Standard Update)과 부분갱신(Limited Update)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갱신은 모든 

지형정보에 한 반  갱신을 의미하고, 부분갱신은 변화요인에 한 부분  갱신을 의미

한다. 기본 인 갱신 주기는 부분갱신의 경우 1년이다.(김원 , 2000)

2.2.2 국

  국의 국가 지도제작 기 은 Ordnance Survey로서 다양한 지도를 제작/ 리  배포하

고 있다. 국의 갱신은 사용자 심, 규칙 이고 명백한 주기 확립, 제작비용과 수입 의 

정성 등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갱신 략을 수립하 다.(김원 , 2000) 지도에 한 갱

신은 축척  1/25,000의 경우 최  2년마다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소한 5년마다 갱

신을 실시하고 있다. 축척 1/50,000의 경우 주요 지형지물의 변화 요인에 해서는 

Ordnance Survey의 정기갱신 로그램(CRP)을 통해 6개월에 1회  정도 집  측량에 의한 

방식으로 부분 갱신을 실시하고 있고 5년마다 반 으로 갱신을 실시하고 있다. 

2.2.3 일본

  일본의 지도제작 기 은 건설성 국토지리원으로 축척 1/25,000 지형도를 국가기본도로 채

택하여  국토에 한 기본도 제작을 완료하 다. 국토지리원은 축척 1/25,000 지형도에 

해 래스터 자료에 기 한 갱신방법을 채택하 으며, 갱신주기는 도심지 3년, 교외지 5년, 산

악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사가미하라시의 경우, GIS도면을 항공사진측량이 아닌 

지상측량방법으로 수정갱신하고 있다.(이진수, 2007)

 

2.3 사용자 심의 갱신 황 분석

  지형지물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형공간정보의 매개체인 지도는 필요에 따라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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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하는 것이 필수 이다. 그러나 기존의 지도  GIS DB의 갱신은 사용자의 요구가 

심이 되지 못하고 국가  기 이 정한 일정기간에 일방 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도

의 활용성이 하되고,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그러므로 활용에 필요한 지역에 해 최신의 정보를 효율 이고 경제   체계 으

로 갱신하는 핵심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변화가 심한 도심지역  개발지역에 한 기

본지리 정보의 갱신은 매우 요한 사항이다. 한 사용자의 요구가 심이 된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건설교통부, 2008)

3. 갱신정보 제공방안

3.1 필요 항목의 정의

  수치지도의 갱신이 사용자 요구 심이 될 수 있도록 수행되고 합하게 제공되기 해서

는 정책·기술·제도 등 종합 인 유지 리체계가 수립 되어야 한다.(건설교통부, 2007) 본 연

구에서는 사용자 요구 심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갱신 정

보항목을 제시하고 정의하고자 한다.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갱신 정보항목에 포함될 내용이 기존의 자료에서 손쉽

게 획득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갱신 정보항목을 생성하기 해 로그램 외

인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든가 기존 로그램의 반 인 수정이 필요하다면, 갱신 

정보항목을 생성하기 해 수치지도 제작·도화 방식을 바꿔야 하는 등의 불합리 인 상황이 

래될 수 있다. 갱신 정보항목은 갱신된 사항들에 한 기본 인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그

러나 여기에는 사용자가 합리 인 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합한 항목의 선택과 정의가 필수 이다. 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제공되는 정보

의 사용자는 일반인임으로 문 인 지식이나 문 인 처리과정 없이 지도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 갱신 정보항목의 정의

필요 항목 정 의 

갱신 여부 갱신 유무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속성

갱신 일시 갱신이 발생한 일시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속성

갱신 지역 및 

위치

갱신이 발생한 위치에 대한 3차원 정보와 포함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속성

갱신 항목 갱신이 발생한 항목에 대한 Layer 정보를 가지는 속성

갱신 범위
갱신이 발생한 범위에 대한 갱신된 항목의 개수 또는 면적 정보를 가

지는 속성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갱신 정보항목에 필요한 항목들을 선정하여 표 1에 요약

하 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는 기존 자료에서 변화된 정보에 한 갱신 련 데이터이다. 

그러므로 갱신의 유무를 별할 수 있는 속성정보와 갱신이 언제 발생하 는가에 한 속성

정보가 필요하다. 한 갱신이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범 로 발생하 는지

에 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갱신이 발생한 지역이나 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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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속성정보, 갱신이 어떠한 지형지물에서 발생하 는지에 한 항목 속성정보, 그리고 갱

신이 이루어진 범 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갱신된 상물의 면 이나 개수와 같은 

속성정보가 필요하다. 언 된 항목과 각 항목에 따른 정의는 표 1과 같다.

3.2 생성구축방법

3.2.1 갱신

  제시한 갱신 정보항목은 갱신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손쉽게 획득하고자 제안되었다. 그러

므로 이 연구과정에서 가장 먼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수치지도의 갱신이다. 수치지도의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갱신을 수행하기 해 갱신하고자하는 데이터 요소

를 기존의 데이터에서 추출하여야 한다. 그다음 추출된 요소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서 

규정한 이어코드  지형코드로 분류하고, 그 다음 분류되어 추출된 갱신요소를 치정보 

기 으로 기존의 수치지도에 입력한다.(이상길, 2007)

  그림 1에서는 수치지도의 갱신 , 후를 보여주고 있다. 갱신의 여부는 지도의 제작시기를 

기 으로 하여 비교한다. 여기에서는 수치지도 구축 후에 새롭게 생성된 건물에 한 갱신

이 시행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수치지도의 수정갱신 , 후

3.2.2 생성구축방법

  본 연구는 갱신 정보항목에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고 생성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2는 체 과정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갱신 정보항목 설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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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사양과 갱신데이터 속성으로부터 항목들에 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갱신 유무와  

갱신된 날짜는 생산사양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갱신이 발생한 치의 3차원 좌표 

X, Y, Z값과 갱신된 데이터가 포함된 Layer에 한 속성 정보는 갱신 데이터 속성에서 획

득이 가능하다. 갱신 데이터 속성은 수치지도의 갱신 작업  이어코드  지형코드로 분

류, 기존의 수치지도에 입력하는 과정 에 생성되고 획득될 수 있다.

표 2. 갱신정보를 포함한 생산사양

  자료명세서는 표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속성정보와 데이터 표 에 한 기하학  정보를 

가지고, 생산방법은 데이터의 입력방법에 한 구체 인 내용을 가진다. 표 2는 건설기술기

반구축사업 제2차년도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생산사양에 갱신에 한 정보를 포함시키기 

해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하여 새롭게 제시된 생산사양이다. 즉, 갱신정보에 한 갱신 여부, 

갱신 상태, 갱신 지역, 갱신 일자와 편집정보에 한 편집 일시, 편집 상태, 편집자, 지 측

량자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8)

그림 3. 갱신정보 제공 시스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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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은 제시된 방법을 적용한 갱신정보 제공 시스템의 예제를 보여준다. 사용자가 수치

지도의 제작시기와 관심지역을 입력(좌표 또는 폴리곤)하면 그 지역에 대한 갱신정보를 통

계적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결론

  3차원 지도  공간정보 데이터의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며, 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

한 활용분야가 목되고 있는 추세이다. 갱신의 필요성은 차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의 유통은 효과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한 사용자 심으로 수치지도 시스템을 개선

하기 해서 효율 인 갱신정보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갱신에 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 다. 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필수 인 단의 요소들을 포함하

고 검색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

다. 즉, 사용자가 본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갱신정보의 속성과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갱신된 지도의 활용 유무를 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시 

 국토계획, 인구변화 분석, 지형지물 변화탐지  다양한 통계분석과 같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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