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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geospatial data visualization system supporting validation of GML documents. GIS systems 

manage and use both of spatial and non-spatial data. Currently, most GIS systems represent spatial data in GML 

(Geography Markup Language) developed by OGC. GML is a language for representation and sharing of spatial 

information, and until now many systems have been developed in GML. GML does not support expression of non-spatial 

data, i.e., relational information of spatial objects, and thus most systems extend GML to describe non-spatial 

information. However, it causes an issue that the systems only accepting standard GML documents cannot process 

the extended docum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GIS data visualization system to resolve the aforementioned 

issue. Our proposed system allows the representation of both types of data supporting independency of spatial data 

and non-spatial data. It enhances interoperability with other relevant systems.  Therefore, we can develop a rich and 

high quality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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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GML(Geography Markup Language)은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 개발한 공간 

정보의 표   공유를 한 언어로서 XML 형식

으로 표 된다[20, 21, 23]. GML은 네트워크, 어

리 이션 혹은 랫폼에 독립 으로 지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언어이다. LBS 혹은 텔 매틱스

와 같이 지리 정보를 이용하는 분야에서의 활용성 

제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

게 한다[1, 4, 5, 7, 13, 24]. 이러한 GML의 장 에 

기인하여 많은 GML 련 시스템들이 개발되었으

며, 특히 GML의 단 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GIS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GML은 공간 정보를 표 하기 한 언어이며 

다양한 비공간 정보에 한 처리를 해 추가 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GML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부분의 시스템들은 비공간 정보를 기술

할 수 있는 GML 확장 방법을 이용한다[2, 3, 6, 8, 

9]. 이 근 방법은 하나의 일 된 형식으로 정보

의 서술이 가능하며 공간  비공간 정보를 함께 

표 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 반면 여러 가지 

문제 을 지닌다. 우선 표  GML을 처리할 수 있

는 서의 확장, 즉 확장된 새로운 서의 개발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근본 인 GML 개발 목 에 

배된다. GML은 어떠한 환경에도 무 하게 지리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공유하기 해 개발된 언어

이다. 따라서 확장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 환경에 

종속 이며 데이터의 유효성 평가를 한 추가

인 오버헤드를 래한다. 한 GML 데이터의 독

립성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표  GML을 기반으

로 개발된 맵 시스템, 서  뷰어 등과의 상호운

용성을 하시킨다. 이는 결과 으로 보다 풍부한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어렵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공간 정보를 표 하고 있는 

GML 문서와 비공간 정보를 독립 으로 처리하여 

시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

스템은 OpenLayers를 이용하여 구 되며, 비공간 

정보의 장 매체와 공간 정보의 식별 방법에 따

른 공간 정보와 비공간 정보 간 사상 방법에 하

여 기술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련연구에 하여 기술하고 제 3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에 하여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구

  평가 결과에 하여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하여 

기술한다.

2. 련연구

이 장에서는 GML에 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기존 근 방법의 문제 에 하여 기술한다.

2.1 GML 소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표  

심인 HTML의 문제 을 해결하고 정보에 한 의

미를 기술을 해 개발된 웹 기반 문서 데이터 교

환 포맷이다[25]. XML은 트리 모델이며 텍스트 

형식으로 기술된 문서로서 여러 가지 장 을 제공

한다. XML은 메타 언어로서 XML 형태의 새로운 

언어를 정의할 수 있다. GML(Geography Markup 

Language)은 이러한 XML 특성을 이용하여 지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기 해 개발된 언어이

다. GML은 단순한 교환이나 공유의 목  외에도 

지리 정보의 모델링  장을 한 XML 스키마

로 작성된 XML 문법이다[23]. GML은 지리 정보 

어 리 이션 스키마나 객체들에 한 정의 시 벤

더에 립 인 개방형 임워크를 제공한다. 

한 랫폼이나 환경에 독립 으로 어 리 이션 

스키마나 데이터 집합을 송하고 장할 수 있도

록 해 주며, 상호 정보 공유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GML은 Feature, Geometry, Topology와 같은 

다양한 개체로 구성되며 [그림 1]은 GML 객체들

에 한 클래스 계층구조를 보여 다. 보다 자세

한 사항은 구  표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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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ML 클래스 계층구조

2.2 기존 근 방법

GML은 크게 , 선, 면으로 구성되는 공간 정

보를 표 하기 한 XML 스키마로 정의된 문법

이다. 따라서 GML만을 이용하여 다양한 비공간 

정보를 표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일반 으

로 GML을 이용하여 작성된 XML 문서를 확장하

는 근 방법을 이용한다[2, 3, 6, 8, 9]. 

[그림 2]는 GML 기반의 공간  비공간 정보의 

가시화를 한 기존 연구의 문제 을 보여 다. 

그림에서, 표  GML 문서를 확장하여 비공간 정

보를 수용하기 한 방법을 보다 세부 인 두 가

지 근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 , 기존 

GML 문법 자체를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확장

된 GML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

은 표  GML 문법을 확장하지 않고 비공간 정보

를 한 추가 인 XML DTD 혹은 스키마, 즉 

XML 문법을 정의하고 이를 확장된 GML 문서 작

성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근 방법들은 세부

인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GML 문서 작성시 표

 GML만을 사용하지 않고 추가된 문법, 즉 확장

된 태그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방법이다. 

표  GML 태그만이 아닌 확장된 태그를 이용하

기 때문에 이를 해 추가 인 기능이 서와 같

은 처리 시스템에 탑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표

 GML 문서를 수용하는 많은 련 시스템 ( 를 

들어, 맵 시스템, 뷰어, 서 등)과의 연동이 불가

능하다. 재 많은 표  GML을 처리하는 오  시

스템  상용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성은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2] 기존 근 방법

2.3 OpenLayers

OpenLayers[22]는 맵 데이터를 디스 이하기 

해 개발된 순수 자바스크립트 라이 러리로서 

Google Maps[12], MSN Virtual Earth[19]와 같은 

웹 기반 지리 정보 어 리 이션 개발을 한 API

이다. 재도 지속 인 개발 작업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기 버 은 MetaCarta[18]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후에 오  소스로서 공개되었다. 

OpenLayers는 웹 기반의 동 인 맵 생성을 용이

하게 하며, 앞서 기술한 Google Maps나 MSN 

Virtual Earth API들과는 달리 무료로 API 소스까

지 제공된다. 이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개

발을 해 OpenLayers를 이용하는 이유  하나이

다. 무엇보다 OpenLayers는 다양한 정보 형식을 처

리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한다. 를 들어, Google 

Maps의 경우 KML(Keyhole Markup Language) 

[17]만을 지원하는 반면, OpenLayers는 GML은 

물론 KML 등과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지원한다. 

이는 향후 다양한 시스템 혹은 GeoRSS[10, 1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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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양한 서버 등과의 서로 다른 형식의 지리 

정보 교환에 한 확장성을 제공한다. 한 Open-

Layers는 OpenGIS 컨소시엄(OpenGIS Consortium)

의 WMS(Web Mapping Service)나 WFS(Web Fe-

ature Service) 등의 로토콜과 같은 지리 데이터 

액세스를 한 산업 표  방법들을 구 하여 제공

하고 있다. 

3. 제안 시스템 구조

이 장에서는 제안 시스템 개념, 구조  주요 처

리 모듈에 하여 기술한다.

3.1 시스템 구조

기존 근 방법과 같이 확장된 GML 스키마를 

이용하거나 혹은 비공간 정보 표 을 해 추가 

XML 스키마를 같이 사용하여 GML 문서를 작성

할 경우, 표  GML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나 는 

다른 형태의 확장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이용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표  GML 문서와 비공간 정보를 분리하여 처

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은 제안 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보여 다.

[그림 3] 제안 시스템을 한 개념 모델

제안 시스템은 OpenLayers에서 제공하는 모듈

을 이용하여 GML 문서를 싱하며 공간 정보, 즉 

피처들을 추출한다. OpenLayers는 GML은 물론 

KML과 같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확

장성이 용이하다. 시스템의 입력으로서, 확장된 

GML 문서가 주어지면, 처리 모듈을 통해 사

에 표  GML 스키마에 따라 작성된 GML 문서와 

입력 GML 문서의 비공간 정보를 한 문서로 분

리하여 처리한다.

[그림 4]는 OGV 시스템 구조를 보여 다. 그림

에서, 시스템은 처리기, 서 모듈, 뷰어 모듈, 

맵퍼, 편집기, 이벤트 핸들러  벡터 집합으로 구

성된다. 처리기는 확장된 GML 문서를 공간 정

보만을 포함하는 표  GML 문서와 비공간 정보

를 포함하는 XML 문서로 분리하고, 추출된 비공

간 정보를 지니는 XML 문서를 시스템에서 이용

하는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추출

된 XML 문서는 단순히 스트림만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형태 (

를 들어, 다른 XML 스키마에 의해 정의된 다른 

XML 문서)로 변환된다. 이는 특정 시스템에 종속

인 데이터 형식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다양

한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 

서 모듈은 공간  비공간 데이터를 싱하고 

이를 정의된 공간  비공간 객체의 집합인 벡터

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간 정보에 한 

싱을 해 F-Parser(Feature Parser)는 여러 타

입의 지리 정보 기술 언어를 처리할 수 있도록 

GML 서  KML 서 등으로 구성된다. Open-

Layers는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기술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 인 API를 제공하며, 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F-Vector(피처 리스트)를 

생성하는 F-Parser를 개발한다. 비공간 정보는 

RDB에 장되거나 XML 형태로 혹은 스트림 형

태로 장될 수 있다. NF-Parser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장 가능한 비공간 정보를 처리할 수 있

는 여러 모듈( 싱  로딩 모듈)로 구성된다. 이

는 기존의 근 방법에서 추가 인 문법을 정의하

여 이용하는 가시화 시스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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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F 맵퍼는 F-Vector 내의 공간 객체인 피처

와 NF-Vector 내에 있는 비공간 객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에 의해 특정 데이

터(공간 혹은 비공간 객체) 처리를 한 이벤트가 

발생되면 두 정보에 한 근이 요구될 수 있다. 

이 때 F-NF 맵퍼에 의해 특정 공간 혹은 비공간 

객체에 한 해당 객체 정보가 연결된다. 

F-Viewer와 NF-Viewer는 각각 공간 객체와 비

공간 객체를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F-Editor  NF-Editor는 사용자가 수정한 정

보를 처리하는 모듈로서 이벤트 핸들러, F-Vector, 

NF-Vector  각 뷰어와 연동한다.

[그림 4] 제안 시스템 구조

3.2 처리기

[그림 5]는 처리기의 체 인 내부 구조  

처리 과정을 보여 다. [그림 5]에서, 확장 GML 

문서는 공간 정보와 비공간 정보를 포함하며, 표

 GML 문법을 확장한 GML 스키마를 기반으로 

작성되거나 비공간 정보를 표 하기 해 추가

으로 정의된 문법을 함께 이용하여 작성된다. 구

체 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종 으로 작성

된 확장 GML 문서에는 표  GML에서 지원하는 

의미 태그 외에 추가 인, 비공간 정보를 표 하

기 한 의미 태그들과 그 값들로 구성된다.

처리기의 F-NF 분류기(F-NF Classifier)는 확

장된 GML 문서를 입력 받아 표  GML에서 지원

하는 의미 태그와 추가된 의미 태그를 분리한다. 

즉, 공간 정보와 비공간 정보를 한 태그들과 해

당 값들로 각각 분리한다. 앞서 기술하 듯이, 이

는 표  GML 스키마 기반의 다양한 시스템들과

의 연동을 한 작업으로서, F-NF에 의해 공간 

정보를 지니는 표  GML 문서와 비공간 정보를 

지니는 XML 문서를 생성한다. 분리된 표  GML 

문서는 GML 서, 뷰어 등과 같은 련 처리 시

스템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비공간 정보만을 표 하는 XML 문서는 처리 시

스템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따라

서 XML2OGV, XML2XML 등과 같은 다양한 변환 

모듈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확장 GML로부터 

추출된 XML 문서를 XML2OGV 변환기를 통해 스

트림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스트림을 처리하여 가

시화하며, 다른 형식을 사용하는 임의의 시스템을 

해  다른 형식으로 변환되어 달된다. 한 

분리된 XML은 다른 의미 태그, 즉 다른 XML 스

키마를 이용하는 XML 문서로 변환될 수 있다.

[그림 5] 처리기 구조

다음은 실제 시스템 개발에 이용된 GML 문서, 

즉 확장된 GML 문서 내용을 보여 다. 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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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제시한 GML 문서 제는 

표  GML 태그와 함께 비공간 정보 표 을 해 

추가 으로 정의된 태그를 포함한다.

•확장 GML 문서 제

<gml：featureMember>

  <sgc：ent_polygon>

    <sgc：oid>49326</sgc：oid>

    <sgc：gu_cd>45111</sgc：gu_cd>

    <sgc：dong_cd>11800</sgc：dong_cd>

    <sgc：blg_nm>성심여자고등학교</sgc：blg_nm>

    <sgc：telephone>063-232-2511</sgc：tele-

phone>

    <sgc：address1> 북 주시 풍남동 3가 26-5

    </sgc：address1>

    <sgc：ex>성심여자고등학교입니다</sgc：ex>

    <sgc：homepage>http：//www.sungsim.    

   hs.kr</sgc：homepage>

    <gml：Polygon srsName = “_TM_”>

      <gml：outerBoundaryIs>

      <gml：LinearRing>

      <gml：coordinates> 

213513.531251,257020.859390 

213512.828115,257020.890622   

213512.468755,257021.031262

        /** 생략 */

        213548.250003,257026.578110   

213513.531251,257020.859390

</gml：coordinates>

</gml：LinearRing>

      </gml：outerBoundaryIs>

    </gml：Polygon>

  </sgc：ent_polygon>

</gml：featureMember>

 제에서, 두어인 sgc는 새롭게 확장되어 

추가된 의미 태그임을 나타낸다. 이 GML 문서는 

F-NF 분류기에 의해 표  GML 문서와 XML 문

서로 분리되며, 분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리된 표  GML 문서：공간 정보

<gml：featureMember>

  <gml：Polygon srsName = “_TM_”>

    <gml：outerBoundaryIs>

      <gml：LinearRing>

      <gml：coordinates>

213513.531251,257020.859390 

213512.828115,257020.890622

/** 생략 */

213513.531251,257020.859390

      </gml：coordinates>

      </gml：LinearRing>

    </gml：outerBoundaryIs>

  </gml：Polygon>

</gml：featureMember>

•분리된 XML 문서：비공간 정보

<sgc：ent_polygon>

  <sgc：oid>49326</sgc：oid>

    <sgc：gu_cd>45111</sgc：gu_cd>

    <sgc：dong_cd>11800</sgc：dong_cd>

    <sgc：blg_nm>성심여자고등학교

    </sgc：blg_nm>

  <sgc：telephone>063-232-2511</sgc：telephone>

  <sgc：address1> 북 주시 풍남동 3가 26-5 

</sgc：address1>

    <sgc：ex>성심여자고등학교입니다</sgc：ex>

    <sgc：homepage>http：//www.sungsim.hs.kr

    </sgc：homepage>

</sgc：ent_polygon>

분리된 XML 문서는 이 논문에서 정의한 스트

림으로 변환되어 이용되거나 혹은 다른 문법을 이

용하는 XML 문서나 다른 형식의 문서로 변환되

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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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트림 정의

비공간 정보는 이 논문에서 정의한 스트림, XML 

 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리될 수 있다. 먼 , 스트

림은 텍스트 형식으로 표 된다. 스트림, S는 시그

처 부분과 블록(의미 태그와 값으로 구성된 의 집

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 = (Sig, Blk)

- Sig：Feature 벡터 혹은 Feature ID

- Blk：(T, V)로 정의

Blk의 T는 의미 태그의 집합으로 계형 데이

터베이스 스키마의 필드에 해당하고 V는 비공간 

정보을 나타내는 값의 집합을 의미한다. Blk는 비

공간 정보  기타 사용자가 추가한 다양한 응용 

정보를 포함한다.  정의에서, 정보는 T와 V로 

구성된 의 집합이다. T는 의미 태그이며 V는 

그에 한 값이다. OpenLayers의 경우, 비공간 정

보 기술을 해 Title과 Description 부분으로 분

류하고 있다. Blk는 이러한 OpenLayers와의 연계

성을 고려하여 (TTitle, VTtitle, TUser, VUser)로 

재정의된다. TTitle은 공간 객체 이름을 나타내는 

미리 정의된 의미 태그로서 OpenLayers의 Title에 

해당하며, VTitle은 공간 객체의 이름으로서 기 정

의된 의미 태그인 TTitle의 값이다. TUser는 사용

자가 정의한 의미 태그이며 VUser는 사용자가 정

의한 의미 태그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낸다.

다음은 스트림의 이다. 

fp001；Name：Natural Science Bld；No：Bld3；

Floors：4；

제에서 ‘Name’은 공간 객체의 이름을 나타내

기 해 정의된 의미 태그로서 TTitle을 의미하며 

‘Natural Science Bld’는 TTitle의 값인 VTitle을 

나타낸다. ‘No’나 ‘Floors’는 사용자가 정의한 의미 

태그이며 ‘Bld3’과 ‘4’는 각각의 값을 나타낸다.

3.4 공간  비공간 정보 간 사상 메커니즘

제안 시스템은 공간  비공간 정보를 하나의 

GML로 표 하지 않고 분리하여 기술하고 리한

다. 따라서 화면에 시각화하기 해서는 두 정보

간 사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항은 비공간 정보 

처리  리를 한 형식과 공간 객체에 한 식

별자 정의에 따라 몇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GML은 특정 공간 객체, 즉 피처에 한 ID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GML 문서 내의 각 

피처들이 ID를 지닌다면 이 ID를 이용하여 사상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GML의 피처들이 

ID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사상시킬 수 있다. 

우선 스트림으로 처리할 경우, GML 문서 내의 

피처에 ID가 부여되어 있다면, ID 값을 시그 처 

값으로 부여함으로써 사상 계를 정의할 수 있다.  

만일 GML의 피처에 ID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경

우, GML의 gml：coordinates 태그에 한 값을 

시그 처 값으로 이용함으로써 사상 계를 정의

하게 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특정 피처의 gml：

coordinates의 값이 길어질수록 성능이 하되는 

문제 을 지니게 된다.

다음은 GML 문서에 피처 ID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두 정보 간 사상을 해 정의된 스트림의 

를 보여 다.

•GML 피처 제

<gml：featureMember>

 <gml：geometryProperty>

  <gml：Point>

   <gml：coordinates>

        128.315090179443359,35.516880035400391

   </gml：coordinates>

  </gml：Point>

  </gml：geometryProperty>

<gml：featureMember>

 <gml：geometry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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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l：Polygon>

    <gml：outerBoundaryIs>

     <gml：LinearRing>

     <gml：coordinates>

       126.682236,35.946041 126.682227,35.945814

       126.682114,35.945763 126.682027,35.945716

       126.681960,35.945657 126.680911,35.945691

     </gml：coordinates>

    </gml：LinearRing>

   </gml：outerBoundaryIs>

  </gml：Polygon>

 </gml：geometryProperty>

</gml：featureMember>

</gml：featureMember>

 <gml：geometryProperty>

  <gml：Line>

   <gml：coordinates>

      126.682236,35.946041  126.682227,35.945814

      /** 생략 */

      126.682801,35.945567  126.684365,35.945489

   </gml：coordinates>

  </gml：Line>

 </gml：geometryProperty>

</gml：featureMember>

•해당 OGV 스트림 제

128.315090179443359,35.516880035400391； 

Name：Accident01；Date：30/08/2007；

126.682236,35.946041 126.682227,35.945814 

126.682114,35.945763

126.682027,35.945716 126.681960,35.945657 

126.680911,35.945691；

Name：Street D.J.；Length：12km；

126.682236,35.946041 126.682227,35.945814 

126.682114,35.945763 

/** 생략 */ 126.684365,35.945489；

Name：OGV Park Bld.；Owner： Tiger Rich 

Woods；

XML로 처리할 경우에, GML 문서 내의 피처 

ID 값을 XML의 ID 값에 할당함으로써 사상 연

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ID 값이 제공되지 않을 경

우, ID의 값으로서 gml：coordinates 값을 부여

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성능을 하시킨다. 한 

XML 스키마로 구문과 규칙을 정의할 경우, ID를 

한 다양한 타입 정의가 불가능하여 문제 을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경우, GML 

문서에 피처 ID가 포함된다면 이를 주 키로 활용

하고 해당 피처와의 사상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만일 제공되지 않을 경우, gml：coordinates 정보

를 분리된 테이블에 리하고 계 테이블을 통해 

사상 연산을 구 할 수 있다. 

[그림 6]은 앞서 기술한 스트림을 이용한 가능한 

사상 메커니즘에 한 처리 과정을 보여 다. 그

림에서, MScheme은 스트림의 공간  비공간 객

체 간 사상을 해 필요한 ID 체계를 의미한다. 

재 스트림에 한 체계만을 정의하고 있으나 향후 

XML 형태 혹은 RDB에 장된 데이터를 한 형

태에 따라 여러 체계 정의가 가능하다. 

[그림 6]에서, 먼  MScheme 객체인 ms를 생

성한다. 생성된 ms 객체는 다양한 사상 스킴에 

한 정의  규칙을 포함한다. MScheme 객체 생성 

후, ms.getScheme( ) 메소드를 통해 재의 체계에 

한 식별 상수 값을 획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서

로 다른 사상 알고리즘을 호출하게 된다. 반환된 

상수 값은 aMS에 입되며 aMS의 값이 HasID 

상수 값과 동일할 경우, 비교 상이 되는 값은 각

각 F.ID와 NF.Sig이다. 

F.ID는 GML 문서의 피처 데이터에 정의되어 있

는 ID 값을 의미하며 NF.Sig는 스트림 데이터의 

시그 처 값을 의미한다. 만일 aMS 값이 HasNoID

인 경우, Mapper.compare( ) 메소드의 입력 값으로

서 F.PList와 NF.OGVSig 값이 주어진다. F.PList

는 GML 문서 피처 정보 내의 공간 ( ) 좌표 리스

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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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트림 기반 사상 알고리즘

4. 구   평가

이 장에서는 제안 시스템의 구  결과에 하여 

기술하다. 로토타입 시스템 구 을 해 축 _

도엽번호가 4_35701077인 ‘ 라북도 주시 완산

구 풍남동 한옥마을’ 지역을 이용한다. 

[그림 7]은 OpenLayers를 이용하여 구 된 시스

템의 실행 화면을 보여 다. [그림 7]에서, 우측 상

단의 기능들은 맵에 한 네비게이션과 공간 객체

를 선택  공간 객체를 생성하는 기능들로 구성

된다. 하단에는 공간 객체들을 여러 이어로 분

류하고 원하는 이어를 선택하기 한 기능으로 

구성된다.

[그림 8]은 특정 피처(공간 객체)에 한 속성 

정보(비공간 정보)를 보여주는 구  화면과 가시

화 된 내용에 한 설명을 포함한다. [그림 8]에서, 

특정 공간 객체가 선택되면 그에 한 연산( 를 

들어, 속성 정보 보기)이 수행되며 이벤트 핸들러

에 의해 해당 공간 객체의 정보가 F-NF 맵퍼로 

달된다. F-NF 맵퍼는 해당 비공간 정보를 찾기 

해 NF-Vector 내의 비공간 객체를 검색한다. 

검색된 정보는 다시 이벤트 핸들러에 달되며 이

벤트 핸들러는 달된 정보를 NF-Viewer에 달

하여 화면에 해당 비공간 정보를 디스 이 하게 

된다.

디스 이 된 비공간 정보는 공간 객체의 이

름을 나타내는 부분과 공간 객체에 한 사용자 

설명 정보 (OpenLayers에서의 Description 부분) 

역으로 구분된다. 공간 객체의 이름은 스트림

에서 사 에 정의된 의미 태그인 ‘Name’에 해당

하며 그에 한 값이 주어지게 된다. 즉, 앞선 정

의에서, ‘Name’은 Blk 역의 사  정의 의미 태

그인 TTitle에 해당하며 ‘Gyeong Gi Jeon, Jeon-Ju, 

South Korea’는 Blk 역의 VTitle에 해당한다. 

설명 부분은 사용자 정의 의미 태그와 그에 한 

값의 으로서 다수개의 이 존재하게 된다. 앞

선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에서의 ‘Address’

는 TUser에 해당하며 ‘Pungnam-dong 3-ga, Wansan- 

gu, Jeonju-si, Jeonbuk, Korea 26-5’는 VUser에 

해당하는 값이다. 

구 된 시스템에서는 선택한 공간 객체에 한 

사진 정보까지 보여주도록 구 하 다. [그림 8]에

서, 왼쪽 부분에 해당 공간 객체의 실제 사진이 축

소된 형태로 보여지게 되며, 이를 클릭할 경우, 보

다 다양한 이미지나 추가 인 정보를 보여  수 

있도록 구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진 이미

지를 클릭할 경우 그에 한 원래 크기의 사진 정

보를 보여주도록 구 하 다. [그림 9]는 축소된 

사진 이미지를 클릭한 결과로서 보다 상세한 정보

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기술했던 제를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과 제안 시스템 정성 인 비교 평가 

결과에 하여 기술한다. 서론에서 언 하 듯이, 

기존 시스템은 비공간 정보를 처리하기 해 표  

GML 스키마를 확장하거나 추가 인 XML 문법

을 정의하여 이용하는 근 방법을 이용하며, 실

질 으로 동일한 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논문에서는 비교 상을 확장 GML 기반 

근 방법으로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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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특정 공간 객체에 한 비공간 정보 보기

[그림 7] 구  시스템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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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특정 공간 객체에 한 비공간 정보 상세 보기

비교 평가 항목 확장 GML 기반 근 제안 시스템

GML 표  수 여부 배 수

GML 문서 유효성 유효하지 않음 유효함

GML 련 오  모듈과의 연계성 낮음(어려움) 높음(용이함)

다양한 형식으로의 변환을 통한 호환성 낮거나 고려하지 않음 높음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낮음(어려움) 높음

시스템 구조  처리 메커니즘의 복잡도 낮음 높음

<표 1> 비교 평가 결과

<표 1>은 기존 근 방법과 제안된 시스템 간 

정성 인 평가 결과를 보여 다. GML(Geography 

Markup Language)은 XML 특성을 이용하여 지

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기 해 개발된 언어

이다. 따라서 GML의 표 을 수하고 이를 통해 

작성된 GML 문서의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

러나 기존 확장된 GML 기반 시스템의 경우, 비공

간 정보 표 을 한 추가 인 요소들로 인해 

GML의 표 을 따르지 않거나 혹은 작성된 GML 

문서의 유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앞서 기술한(3.2 ) 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 근 방법의 경우, 표  GML 태그 외의 추

가 으로 확장된 태그를 이용하기 때문에 작성 

GML 문서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유

효한 GML 문서만을 처리하는 GML 기반의 다양

한 공개 모듈(오  소스 시스템 모듈)과의 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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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된다. 이는 한 이러한 오  소스를 이용

하여 개발된 시스템이나 표  GML을 지원하는 

시스템과의 낮은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

제안 시스템은 공간 정보를 해 표  GML 형

식으로 분리하여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한다. 한 특정 문서 형식을 이용하는 시스템

들과의 연계를 해 ( 를 들어, 확장된 GML 문

서를 이용하는 시스템과 같이) 변환을 한 처

리기를 제공함으로써 GML의 개발 목 을 배하

지 않는다. 즉 지리 정보 어 리 이션 스키마나 

객체들에 한 정의 시 벤더에 립 인 개방된 

임워크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스템간의 정보 

공유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앞서 기술하 듯이, 공간 정보와 비공간 정보를 

독립 으로 처리함으로써 다양한 장 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범용 인 목 이나 오 된 환경이 

아닌 특정 목 의 운용 환경에서는 시스템 구조나 

처리 메커니즘의 복잡도 증가할 수 있다. 한 공

간 객체에 한 ID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공간 데

이터와 비공간 데이터 간 계를 나타내는 시그

처 값이 상 으로 매우 길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질의 처리시 해당 련 데이터 검색을 한 비교 

연산 비용이 증가하여 질의 처리 성능을 하시킬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이 논문에서는 공간 정보를 표 하고 있는 

GML 문서와 비공간 정보를 독립 으로 처리, 

리  시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

안 시스템 구 의 구 을 해 OpenLayers를 이

용하 으며, 비공간 정보 처리를 한 스트림 체

계를 정의하 다. 체 인 시스템 구조와 정의한 

스트림 체계 기반의 비공간  공간 정보 간 사상 

메커니즘에 하여 기술하 으며, 마지막으로 실

제 지역을 상으로 한 제안 시스템의 구  결과

에 하여 보 다.

제안 시스템은 추가 인 처리 모듈 개발에 따른 

오버헤드, 근본 인 GML 목  배, 특정 환경에 

한 종속성, 타 시스템들과의 상호운용성 하 

등과 같은 기존 근 방법이 지니는 다양한 문제

을 보완한다. 특히 GML의 개발 목 , 즉 표

을 수함으로써 오  환경에서의 시스템 활용성 

 다양한 련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양질의 풍부한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향후 연구 과제로서, 최근 웹 자원 보다 지능

인 구축  활용을 해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나 OWL(Web Ontology Language)을 

이용한 공간 정보와 웹 자원 간 혹은 공간 정보 간 

의미 계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

스 개발을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4-16]. 

따라서 보다 지능 이고 풍부한 서비스 제공을 

해 공간 정보와 웹 상의 비공간 정보를 보다 효율

으로 리하고 가시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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