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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삼각 , 수  등 국내에서 치를 결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모든 기 은 공간정보의 기 이자 기반

이 되기 때문에, 합리 이고 효율 이며, 지속 으로 리

되어야 한다. 한편 IT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공간

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술이 함께 발 하고 있으며, 모바일 

디바이스의 화와 웹 2.0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기

의 리를 실시간으로 가능  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과학 이며 체계 인 기

 리를 도모한다. 본 연구에서는 웹 2.0 환경 하에서 

Ajax 기반의 웹 어 리 이션을 설계하여 실시간으로 갱

신되는 기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상정보

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근성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키워드 : 기 , 웹 2.0 환경, Ajax, 웹GIS, 

Abstract As a surveying standard of a nation, the 

Korean geodetic control points such as triangulation points 

and benchmarks require continuous and effective 

management toward a spatially enabled society. As the 

developments of information technologies, use of mobile 

devices like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has been 

increasing and the Web 2.0 environment became an 

important part of GIS. In this context, the management 

systems for national geodetic control points should be 

upgrad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trend, particularly 

for more interactive user-interface on the Web 2.0. This 

paper describes the framework design and prototype 

implementation of a Web 2.0 GIS application for the 

management of Korean geodetic control points. Our 

system enables a real-time update of the control point 

information and provides aerial photos on vector maps 

using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techniques.

Keywords : Geodetic Control point, Web 2.0, Ajax. 

WebGIS

1. 서 론

  국가기  정보는 측량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자 기

반이 되기에 실세계의 모든 건물  시설물 등의 정확

한 치정보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즉, 국가 기 은 

공간정보 기반으로 동작하는 실세계의 모든 유형ㆍ무형  

활동에 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국가기 을 안 하

게 지속 으로 리하는 업무는 매우 요하다.

  IT의 발 과 더불어 지리정보시스템(GIS)은 다양하고 

범 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고부가가

치화 하기 한 노력은 우수하고 효율 인 시민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변할 수 있으며, 나날이 개발되고 

있고 발 하고 있는 다양한 응용소 트웨어  서비스로 

표 할 수 있다. 하지만 끊임없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써의 활용 범주가 좁은 국가

기 은 기  리  서비스를 해 용된(혹은 개

발된) 공간정보의 활용수 이 타 GIS  공간정보시스템

의 수 보다 상 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재에는 국가기 을 효율 으로 리하고 활용성을 

증 시키기 한 다양한 노력이 국토해양부를 심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무선통신기술을 목하고 RF통신을 이

용한 국가기  시제품이 개발되었으며, CDMA통신과 

RF통신이 가능한 PDA 단말기를 통하여 국가기  정

보를 장에서 획득  리 하는 모바일 기반의 리시

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연구개발은 존하

는 첨단기술을 국가기 에 용하여 공간정보의 유비쿼

터스화를 선도하고 기  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

한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웹 서비스는 웹이라는 컴퓨  환경의 제

약으로 인해 테스크탑 컴퓨 에 비해 서버와의 동 상호

작용 능력이 제한 일 수밖에 없었으나, 최근 랫폼으로

서의 웹이라 불리는 웹 2.0 환경이 구 되면서 동 상호 

작용이 향상된 웹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는 웹 

기반의 지리정보서비스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5].

  이 논문에서는 RF기술이 목된 새로운 방식으로 기

 정보를 취득한 후의 정보를 웹 상에서 갱신ㆍ분석하

고 매설되어 있는 국가기 의 효율 인 리를 해 

리자 용도의 웹 2.0 기반 어 리 이션의 설계에 해 

연구하 다. 특히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를 이용하여 설계하 으며, Ajax는 최근 이슈가 되

고 있는 웹 2.0 기반의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의 우수한 

동 상호 작용을 유도하는 화식 웹 어 리 이션 제작

을 한 웹 개발 기법이다. 2장에서는 Ajax에 해서 설

명하고, 3장에서는 리 시스템 설계를 한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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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4장은 개별 요소 모듈을 소개하고 5장에서는 구 된 

로토타입을 제시한다. 

2. Ajax 기반의 어 리 이션

  웹2.0은 2000년 인터넷 버블 붕괴 이후 생겨난 개념으

로 일방 으로 정보를 제공했던 과거의 웹과는 달리 참

여와 공유, 개방을 기본 철학으로 이용자들이 스스로 정

보에 근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 네트워크

를 만들어 서로 공유하는 시 의 인터넷 패러다임을 

표하는 키워드이다[4].

  최근 등장한 웹 2.0 환경은 랫폼으로서의 웹을 추구

하면서, 웹 라우 만으로도 데스크탑과 같은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구 할 수 있도록 한다[7]. 웹 2.0 구  기법 

의 하나인 Ajax는 웹페이지 는 임의 일부만을 

갱신하는 경량화된 서버-클라이언트 통신을 지원함으로

써 기존의 제한된 동 상호작용에 한 안으로 평가된

다[6]. 이러한 컴퓨  환경의 변화는 웹기반 지리정보시

스템의 새로운 기술  토 가 되었다[5]. 웹 2.0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랫폼으로서의 웹, ② 집단지성

(Wisdom of Crowds or Swarn Intelligence) 이용, ③ 

데이터의 차별화, ④ 소 트웨어 릴리즈 주기의 신, ⑤ 

가벼운 로그래  모델, ⑥ 단일 디바이스 이상의 소

트웨어, ⑦ 풍부한 이용자 경험의 핵심요소들로 정리할 

수 있다[4, 6, 7]. 웹 2.0 환경에서 동 상호작용의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는 Ajax는 다음과 같은 기술의 요소의 통

합에 의해 구성된다[6].

그림 1. 기존의 웹 어 리 이션 모델과 Ajax 기반의 

웹 어 리 이션 모델의 비교 [6]

  그림 1은 기존의 웹 어 리 이션과 Ajax 기반의 웹 

어 리 이션을 비교하 다[6]. 기존이 웹 어 리 이션

은 웹 라우 와 웹 서버 사이에서 사용자의 특정동작이 

발생할 때마나 매번 라운드 트립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

서 사용자는 라운드 트립 이후 서버로부터 웹 라우

가 페이지를 다운로드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면, Ajax 기반의 웹 어 리 이션은 XMLHttpRequest

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한 응답이 백그라운

드에서 이루어져 비동기식 구조라 일컷는다[6]. 한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이나 CSS 

(Cascading Style Sheets), 자바 스크립트 등이 모두 새

로 송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만 XML 

(eXtenisble Markup Language) 형태로 송되므로, 응

답을 완료되길 기다려야 하는 기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Look-up 상태가 없으며, 네트워크 트래픽을 일 수 있

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서버가 해야 하는 일을 

클라이언트에게 나우어  수 있다는 것이다[5, 7].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Ajax 엔진은 클라이언트에

서 구동하며,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데이터만 송

하고, 가공  사용자인터페이스에 표 하는 것은 자바스

크립트를 통한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한다. 아래 그림 2는 

Ajax의 주요 특징인 비동기식 통신방식과 기존의 동기식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Ajax 기반의 웹 어 리

이션 모델의 Ajax 엔진은 클라이언트에서 구동되면서 우

수한 동 상호 작용을 유도한다.

그림 2. 웹 어 리 이션에서의 동기식 송과  

비동기식 송의 패턴 비교

  Ajax는 화형 어 리 이션(Interactive application)

으로, 웹에서 페이지의 새로 고침(refresh)없이 원하는 콘

텐츠를 지속 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라는 측면은 기

존의 임 구성방식과 확연히 다른 시스템으로서, 웹 

기반으로 서비스할 수 없었던 지리정보시스템의 다양한 

역을 표  웹 기반에서 용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을 

가진다. 물론 Active X와 같음 로그램을 다운받아 설

치함으로써 다양한 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특정 운 체제에 종속된다는 단 이 있다. 한 웹 리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하 을 때, 나아가 모바일 리시

스템과의 연동을 고려한다면, 특정 클라이언트 라우

와 운 체제만 고려한 개발은 차후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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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jax 기반 웹 어 리 이션 설계

  서버에서의 XML 웹서비스는 클라이언트에서의 Ajax 

기법과 매우 잘 호환된다[8]. 기  리 웹 시스템 자

체로서 Ajax 형태의 개발이 요한 이유로는 콘텐트 

역이 독립 으로 혹은 동 으로 동작할 수 있는 구조이

기 때문이다. Ajax가 개발되기 이 에 사용되던 비동기

식 통신기법은 IFRAME(Inline Frame) 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는 화면의 새로 고침없이 데이터를 가져와 

DHTML(Dynamic HTML)을 통해서 동 으로 기존 화

면에 데이터를 반 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채 을 활용하

여 비동기식 통신을 가능하도록 한다. IFRAME은 이미 

페이지로 호출된 정보를 가져온 후에 임의 으로 가려놓

아서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재의 시스템에 합하지 못

하다. 기  리 장에서 수집되는 기  정보는 실

시간으로 기  서버로 들어오게 된다.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웹 어 리 이션에 반 하기 

해서는 리를 한 콘텐츠 역에서의 명령이 련 DB 

변화량에 맞추어 지속 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이때 발생

하는 이벤트로 인해 맵 뷰어에서 별도의 이벤트가 작동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 신속한 서비스의 진행

을 해 컴 일된 캐쉬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해

서도 IFRAME 방식 부 합하다. 

그림 3. 웹 어 리 이션 구성도

  클라이언트에서 하나의 요청이 서버에 요청되었을 때, 

서버는 1회의 응답을 한 연산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동일한 요청을, 복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요청에 한 응답 연산은 

미리 컴 일되어 있는 사용자 PC의 캐쉬에 장되어 지

속 으로 동일한 요청에 한 응답으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 3, 4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공간정

보 처리를 한 Ajax 기반의 웹 어 리 이션의 구성  

개요도이다. 

4. 웹 어 리 이션 구  요소

4.1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는 이기종간 데이터베이스(Oracle, MS- 

SQLServer)에서 탑재할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데이터

베이스와의 액세스 타임 조 을 하여 여러 가지 주요 

기반 기술이 용되었다. 한 정보 리 구성을 해서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 모듈을 활용하여 

자료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 다.

그림 4. Ajax 어 리 이션 체계

그림 5. 데이터베이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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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어 리 이션 자료 흐름 정의

4.2 유즈 이스 구성

  본 시스템은 기  정보의 앙 리자로서, 기  

데이터를 리하고 변경 수정이 가능한 사람을 기 으로 

해당 유즈 이스를 구성하 다.

그림 7. 유즈 이스 다이어그램

그림 8. 클래스 다이어그램

4.3 사용자 정의 기능

  기  리 웹 어 리 이션을 개발하기 하여 기

의 리자와 측량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용자 요

구사항에 해 의견을 수렴하 으며 그  필수 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능을 설정하 다 (그림 9).

4.4 상정보처리 모듈

  MVC(Model-View-Controller)는 사용자에게 리젠

테이션을 제공하는 뷰,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모델과 

모델을 제어하는 컨트롤로 독립 으로 구성된 모듈을 기

능 으로 연계하여 어 리 이션을 개발하는 형태이다. 

이는 MVC 기능을 하나의 어 리 이션에 작성함에 따

른 소스의 복잡성과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피하기 한 

것이며, 비즈니스 로직을 심으로 근하여 효율성을 최

화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1]. Ajax MVC 패턴은 

라우 의 요청을 sevlet이 받아서 데이터 처리 로직을 호

출, 처리하여 라우 로 응답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을 비동기 통신으로 데이터만 처리하므로 실행속도도 빠

르고 사용자가 서버에서 처리가 완료된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2].

그림 9. 어 리 이션 구동화면  주요기능

그림 10. Ajax MVC 패턴 구조

  기  정보는 포인트 데이터로 가시화되기 때문에, 그 

치를 짐작할 수 있는 주변정보가 필요하다. 재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에서 수치지도를 바탕으로 하

여 기 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치지도의 속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장을 한 정보로 활용

되기 때문에, 보조 자료로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  

리를 해서 한 시각화가 필요하며 지 문가가 

아니더라도 기 의 상 인 치(타 시설물을 통한 

치 확인)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한 매개체는 

상을 활용하 다. 고해상도 성 상  항공사진은 공

간정보의 웹 어 리 이션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고

정  상정보 처리 엔진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처리 모듈은 용량의 정사 상을 처리하기 한 

구조로 모듈화 되어있다. 내부 으로 상의 압축과 해제

를 수행하면 데이터를 스트리 으로 송하기 한  라

이 러리를 참조한다. JPEG2000의 기술을 지원하게 되며 

웨이블릿 등의 연산 수행을 해 복잡한 수학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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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처리하여야 한다.

MDTexture

IReading

Graphic Libray

IUnknown

그림 11. 상처리 모듈구성

그림 12. 벡터지도 정보로만 표시되는 구 기  

표시방법[3]

그림 13. 상과 벡터가 첩된 지도화면

그림 14. 로토타입 화면 구성

5. 로토타입 개발

  단말기를 활용한 기  리성과의 무선망을 통한 지

속 인 업데이트에 응할 수 있도록, 기  리를 

한 웹 시스템을 로토타입의 단계로 개발을 완료하 다. 

서버  리시템과의 계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5는 

로토타입의 상세정보조회 화면이다.

그림 15. 로토타입 상세정보조회 화면

6. 결 론

  본 연구는 웹 2.0 환경의 Ajax를 활용하여 기  어

리 이션을 개발하 다. 이를 해 기  리자  

측량업종사자의 요구사항을 설문조사를 통해 얻었으며, 

이들  복되고 필수 인 부분을 DB로 구성하 다. 개

발된 로토타입은 기존의 기  어 리 이션과는 달리 

Ajax를 이용하여 비동기식 통신이 가능하게 하 으며, 

기  리 시스템 측면에서는 모바일 리와 기  

DB 서버와 연계되어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기  유지ㆍ보수ㆍ갱신 등의 

리에 소요되었던 업무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산

된다. 그러나 기  리시스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

바일 단말기의 RF통신과 CDMA통신으로 획득한 기  

정보의 양은 본 연구에서 용된 정보의 양보다 많아 질 

것으로 상된다. 되어질 방 한 역과 기간의 정보

는 이력정보의 리까지 수행해야 한다. 

  Ajax 기반으로 설계된 기  웹 어 리 이션은 기

 정보의 원한 리로 리업무의 효율을 크게 증 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다양한 사용자 서비

스가 생되어 지고 실세계 공간에서 테스트베드를 통한

다면 기  리의 유비쿼터스화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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