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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간데이터를 변형/왜곡하여 자세한 정도를 감소시킴으로서 공간데이터를 단순화하는 기법을 일반화라고
하는데,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새로운 축적의 데이터베이스를 유도할 때 이 기법을 활용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일반화 시스템을 소개할 것이다. 이 시스템
은 기존 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일반화 연산자, 일관성 유지 방법들을 통합/개선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에는 원시 데이터가 갱신되었을 때 이것을 유도된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에
파급시킬 수 있는 방법과 사용자를 위한 모델 다이어그램 지원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도구는 다중축척 데이터를 유도(생성) 및 관리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을 제공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서론

2. 공간 데이터 모델 정의

공간데이터의 일반화(generalization)란 데이터의 자
세한 정도를 감소시킴으로서 새로운 축척의 데이터를 생
성하는 기법이다. 일반화의 목적은 원시 데이터를 사용자
가 요구하는 축척에 적합하도록 변형시키는 것으로 이
분야의 연구들은 데이터를 변형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일
반화 연산자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1].
일반화 기법은 원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새로운 소축
척 데이터베이스를 유도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이 때
새 데이터베이스는 원시 데이터에 일반화 연산자를 적용
시킴으로써 변형된 데이터를 저장하여 생성된다. 그런데
일반화 연산자에 의존한 일반화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생
시킨다. 첫째 원시 데이터베이스의 지형지물 간에 존재하
던 위상 관계가 일반화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일반화 연산자나 기존 연구들
은 원시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었을 때 이를 유도된 데이
터베이스에 전달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없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들을
추가하고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일반화 방법을 하나의 시
스템으로 통합한 다중축척 데이터관리시스템을 제안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다중축척
데이터관리시스템에 사용될 용어 및 공간 데이터모델, 일
반화 연산자들을 정의하고 3장에서는 다중축척 데이터관
리시스템의 구조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설명하겠다. 그
리고 4장에서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예를 보여주
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일
반화 연산자와 공간데이터 모델을 기술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공간 데이터 모델이나 일반화 연산자를 제시하고
자 하는 것은 아니다.
표1. 모델 구성요소 표기법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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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공간(space)은 점 집합으로 구성된 2차원
벡터로 제한하며 공간데이터베이스 D = {C1, C2 ,Λ , Cn } , 지
형지물 클래스 C = { Ai1, Ai2 ,Λ , Aik , Geo} 로 정의한다. 또한 공

간속성(Geo)의 도메인 dom (Geo ) 는 {0∨1∨2}이며 지형
지물의 위상관계(topological relationships)는 [2]에서
정의한 8가지-포함,겹침,동일,내부,만남,덮음(covers),
덮힘(coveredBy)-로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일반화 연산자는 [3,4]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2. 일반화 연산자
선택
(preselection)

유도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에 적합한 지형 지
물을 선택한다.
D preselection ← Dsubset ⊆ D

사용자에 의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지
형지물을 삭제한다.
Celimination ← σ v[ A j ]!= predicateCi

삭제
(elimination)

공간속성의 차원만 축소시킨다.
Ccollapse ← Ci

압축

⎧0 ∨ 1 (Ci .Geo = 2)
단, dom(Ccollapse .Geo) = ⎨
⎩0 (Ci .Geo = 1)
전체 지형지물 중 일정한 거리내에 있는 지
형지물의 공간속성을 통합한다.
Caggregation ← Fagg (Ci .Geo)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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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ification)

지형지물의 공간속성의 차원은 유지하면서
해상도를 감소시킨다.

분류

비공간속성이 동일한 지형지물의 공간속성
을 통합한다.
Cclassifica tion ← Ai Fmerge (Geo Ci dom ( Ai ))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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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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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시스템 구조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된 단일 시스템에서 GIS의 일반
화 기법을 이용하여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를 유도 및 관
리하는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다중축척
데이터 관리시스템의 시스템 요구 사항,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시스템 구조 및 각 세부모듈을 기술한다.
원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유도
하고, 유도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원시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유도
2. 원시 데이터베이스와 유도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3. 유도된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 평가
4. 원시 데이터의 갱신을 유도된 데이터에 반영
5. 다중축척 데이터의 유도/관리하는 과정을 사용자에
게 보여줄 인터페이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 도구
일반화

일관성/

연산자
원시
DB

모델
도구

연결정보

정확성검사

그림 1에서 원시 데이터베이스와 유도된 다중축척 데
이터베이스는 공간데이터를 지원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과 연동됨을 보여주고 있다. 각 구성요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모델 도구 : 사용자가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의 유도
과정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데이터와 연산자를 모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 일반화 연산자 : 원시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베
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연산자들을 지원하며 원시 데이
터를 변형시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2장에
서 정의한 여섯가지 일반화 연산자들을 제공한다.
• 연결정보: 원시데이터, 유도된 다중축척 데이터, 사용
된 연산자등을 기술한 파일이다. 연결정보는 원시 데이
터베이스와 유도 데이터베이스의 연결고리(link)역할을
하여 원시 데이터베이스에 갱신이 일어났을 때 유도 데
이터베이스도 함께 갱신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중축
척에서 질의를 처리할때도 필요하다.
• 갱신규칙 : 원시 데이터가 갱신되었을 때, 원시 데이
터로부터 유도된 다중축척 데이터를 갱신하기 위한 방
법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 이 규칙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미 작업을 하였으며[5], 본 논문에
서 세부사항을 기술하지는 않는다.
• 일관성 및 정확성 검사 연산자 : 본 연구에서는 일반
화의 일관성을 위해서 원시데이터에 정의된 위상관계
들이 유도된 데이터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사하는 관
계검사 연산자를 구현한다. 또, 일반화 정확성을 위해
서 원시데이터가 갱신되었을 때 이것을 유도된 데이터
에 파급시킬 수 있는 갱신파급(update propagation)
연산자를 구현한다.

4.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시스템 구현
본 연구는 ArcGIS 8.0.2에서 지원하는 ArcObjects를
이용하여, 윈도우 2000에서 VC++로 시스템을 구현하였
다. 이 시스템이 지원하는 기능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다중 축척의 데이터를 유도하기 위한 일반
화 연산자의 제공, 둘째 유도된 데이터와 원시 데이터간
의 관계 일관성 검사, 셋째 원시 데이터의 갱신을 유도된
데이터에 반영, 넷째 일반화 과정을 사용자에게 다이어그
램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2는 앞에서 제안한 시스템
구조(그림 1)를 구현한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중축적
DB

모델 도구

일반화 연산자

갱신규칙

갱신관리

지형지물
클래스

위상 관계

상용 데이터베이스 : 예)Oracle
그림 2.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림 1.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시스템 구조

갱신 연산자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는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메뉴에서 직접 데이터와 연산자에 접근할 수 있다. 그
림 3은 전체 메뉴를 보여준다.

• 갱신 연산자 패키지 : 원시 데이터가 갱신되었을 때
유도된 데이터의 갱신 처리를 위한 클래스(예. ClassificationUpdate) 들이 포함되어있다.
그림 5는 원시 데이터(그림 4)가 갱신되었을 경우 유도
된 데이터에도 갱신이 반영된 예를 보여준다(그림 4와 그
림 5 비교).
갱신
(삽입)
갱신반영

그림 3. 다중축적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위한 메뉴

• 지형지물 클래스 : ArcGIS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
본단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ArcGIS를 기반으로 구
현하였으므로 지형지물 클래스를 입력데이터 포맷으로
한다. 지형지물 클래스의 접근및 조작은 ArcGISArcObjects의 GeoDatabase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
다. 이를 기반으로 한 이유는 ArcObjects에서 지원하
는 공간데이터의 조작에 필요한 연산자들이 오라클이
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이기 때문
이다. 또, 이 연산자들을 본 연구에서 다시 구현하는 것
은 본 연구의 범위 밖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 모델 도구 클래스 : 데이터 셋인 지형지물 클래스와
일반화 및 갱신연산자간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그
리고 연산자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일반화 연산자 패키지 : 여섯가지 일반화 연산자들을
구현한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다. Preselection 클래
스, Elimination클래스 등이 포함된다.
그림 4는 Aggregation 클래스를 이용해서 집합 연산
자를 구현한 예를 보여준다. 그림 4에서 가장 왼쪽은
ArcGIS의 shape파일 포맷으로 저장된 원시 데이터
(EDUSRC.shp)를 보여준다. 원시 데이터, Aggregation
연산자 그리고 유도될 데이터 이름을 입력하면 그림 4의
중앙과 같은 다이어그램이 보여진다. 이 다이어그램 창에
서 연산자(
)를 클릭하면 Aggregation을 위한 매개변
수를 입력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매개변수 값을
입력하면 새로운 데이터(EDUSRC’.shp, 그림 4의 오른쪽
아래 그림)가 생성된다.

그림 4. 집합 연산자 예 : Aggregation Class

그림 5. 갱신 연산자 예 : AggregationUpdate Class

• 위상 관계 : 원시 데이터에 있는 위상 관계로부터 유
도된 데이터의 위상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된다.
5.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를 유도/관리하
기 위한 도구를 소개하였다. 이 도구는 기존 연구들이 제
시한 방법들을 통합/개선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함
으로서, 다중축척 데이터를 유도하는 전체적인 틀을 제공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아직 구현이 진행중
인 유도된 다중축척 데이터의 일관성 및 정확성 평가연산
자들을 완성하여 실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도구를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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