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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지난 시간에는시간에는…] GIS…] GIS란란 무언인가무언인가??

GIS
Information

GIS
Geographic(al)  지리 Systems 체계(시스템)g p ( )
Geological          지질
Geotechnical     지반
Geosciences      지구
Geospatial         공간

y ( )
Science 과학(학문)
Studies 연구환경(도구)
Stools

(problem- solving tools)p (p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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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is a system for the 
management, analysis and 
display of geographic knowledge,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Management)(Management)

GISGISwhich is represented using a 
series of information sets.                       
(Jack Dangermond, President E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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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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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지난 시간에는시간에는…] GIS…] GIS의의 구성요소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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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오늘의 강의강의 들여다보기들여다보기
• GIS 구축 및 활용절차

– 모델링, 데이터수집, 변환, 저장/관리, 열람, 분석, 가시화

• GIS의 기본원리
데이터와 정보– 데이터와 정보

– GIS 데이터의 특징 (공간정보와 속성정보)
– 이산형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
– 지도와 GIS
– 축척과 해상도

지도투영 좌표체계 타원체 좌표변환– 지도투영, 좌표체계, 타원체, 좌표변환

• GIS 데이터 모델링 (GIS를 이용한 실세계 표현방식)
– Vector 데이터 모델과 Raster 데이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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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구축구축 및및 활용절차활용절차

데이터 모델링 (Modeling)데이터 모델링 (Modeling)

데이터수집/입력 데이터변환/편집데이터수집/입력
(Collection)

데이터변환/편집
(Conversion)

데이터저장/관리 데이터열람/검색데이터저장/관리
(Storage/Management)

데이터열람/검색
(Retrieval)

데이터 분석 (Analysis)

가시화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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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구축구축 및및 활용절차활용절차: : 데이터데이터 모델링모델링

복잡한 실세계 현상들의 원
리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리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단순화시켜
GIS에 표현하는 과정

GIS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해 필수적

GIS 주요기능의 모든 요소들에 영향

Real World GIS Database

GIS 데이터
모델링

(단순화!!)

생각해 제[생각해볼 문제]
합리적인 GIS 데이터 모델링이란?
GIS 주요기능들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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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구축구축 및및 활용절차활용절차: : 데이터데이터 수집수집

RemoteGPS

R t

Remote 
Sensing

GPSUbiquitous 
Sensor 

Network

GIS Data

Reports

Human 
Sensor

Network

다양한 로부터

Tabular

Sensor 
Network

다양한 source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수집

Field 
Survey Digital-

Tabular 
Data

Maps
Survey Digital

Read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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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구축구축 및및 활용절차활용절차: : 저장저장//관리관리//변환변환//편집편집

수집된 데이터의 전산화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관리

유용한 데이터로 변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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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구축구축 및및 활용절차활용절차: : 데이터데이터 열람열람//검색검색

GIS 데이터베이스로GIS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필요한 정보만
검색하여 열람 가능

서울대 근처 맛집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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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구축구축 및및 활용절차활용절차: : 데이터데이터 분석분석

GIS 데이터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

관악구 주유소 위치 관악구 주유소간의 상호 영향성 분석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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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구축구축 및및 활용절차활용절차: : 가시화가시화

<태풍의 이동 경로>

<등산로>

<17대 대선 지지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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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의의 기본원리기본원리: : 데이터와데이터와 정보정보
데이터와 정보 (예시)

Datum

Data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를 이해하는

Information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정보는 또 다른 정보 생성을 위한Information

Information for 
decision support

정 는 다른 정 생성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음

GIS의 궁극적 목표는 합리적인

[생각해볼 문제]
다음 용어들의 정의는?

Datum, Data, Data set, Information, Knowledge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유용한
정보 생성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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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의의 기본원리기본원리: GIS : GIS 데이터의데이터의 구성구성

• GIS 데이터는 공간요소와 속성요소로 구성됨

Spatial Nonspatialp
components

Nonspatial
attributes

Geographic DataGeographic Data

공간요소 실세계 현상들의 위치 크기 형태 공간 상관성 등공간요소: 실세계 현상들의 위치, 크기, 형태, 공간 상관성 등

속성요소: 공간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위치와 관계 없음.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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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의의 기본원리기본원리: GIS : GIS 데이터의데이터의 구성구성

지도서울 (GIS 데이터베이스)

[생각해볼 문제][생각해볼 문제]
지도서울 DB에서 공간요소와 속성요소는?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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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GIS 데이터데이터 특징특징: : 공간요소공간요소 Spatial RelationshipsSpatial Relationships

GIS 공간분석의 목적: 실세계 현상
의 공간적 상관성을 분석하여 공간의 공간적 상관성을 분석하여 공간
패턴을 규명하는 것!

거리(Distance) 분포(Distribution)

[생각해볼 문제]
거리 개념이 중요한 공간분석 사례는?
분포 개념이 중요한 공간분석 사례는?거리(Distance) 분포(Distribution) 분포 개념이 중요한 공간분석 사례는?
밀도 개념이 중요한 공간분석 사례는?
패턴 개념이 중요한 공간분석 사례는?

[생각해볼 문제]

밀도(Density) 패턴(Patten)

[생각해볼 문제]
공간패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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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GIS 데이터데이터 특징특징: : 속성요소의속성요소의 측정레벨측정레벨

• 복잡한 현실 세계의 데이터 분류(classification), 그룹화(grouping) 가능
• 분류 및 그룹화 수행시 GIS 데이터의 속성요소는 측정레벨이 중요함• 분류 및 그룹화 수행시 GIS 데이터의 속성요소는 측정레벨이 중요함

측정레벨 의미

명목척도(Nominal Scale) 공간객체의 고유한 특성.
고유한 특성에 대한 설명과 기술이 가능하지만 다
른 객체와 정량적 비교는 불가.객체와 정량적 비 가

서열척도(Ordinal Scale) 다수의 객체가 공유하는 속성으로 서열을 결정.
객체간 서열을 구분할 수 있으나 정량적 비교 불가.

등간척도(I t l S l ) 다수의 객체간 속성을 비교할 수 있음등간척도(Interval Scale) 다수의 객체간 속성을 비교할 수 있음.
절대 0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비율척도와 차이.
(예) 온도측정

비율척도(Ration Scale) 다수의 객체간 속성의 비율적 비교가 가능함.
(예) 해발 50m 와 100m 의 고도차는 2배다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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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GIS 데이터데이터 특징특징: Discrete and Continuous: Discrete and Continuous

이산(Discrete)데이터 연속 (Continuous)데이터

[생각해볼 문제][생각해볼 문제]
이산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실세계 현상들은?
연속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실세계 현상들은?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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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의의 기본원리기본원리: : 지도의지도의 구성요소구성요소

Title

Map Body

Legend

Direction 
Indicator Scale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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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의의 기본원리기본원리: : 지도의지도의 축척축척

• 지도의 축척: 공간객체의 실제 거리, 면적 등이 지도상에 표현
될 때의 비율될 때의 비율

1 2 500 1: 5 000 1 10 0001: 2,500 1: 5,000 1: 10,000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19



GISGIS의의 기본원리기본원리: 2: 2차원차원 좌표계좌표계

직교좌표계 극좌표계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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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의의 기본원리기본원리: 2: 2차원차원 좌표계좌표계

극좌표계로부터 직교좌표계로의 변환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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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의의 기본원리기본원리: 3: 3차원차원 좌표계좌표계

직교좌표계 극좌표계 극좌표계로부터
직교좌표계로의
변환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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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의의 기본원리기본원리: Global : Global 경위도경위도 좌표계좌표계

• 보편적으로 이용

• 원초 자오선(prime meridian)과 적도면(equator plane)을 기

준으로 경도 위도 결정준으로 경도, 위도 결정

• 경도: 원초 자오선이 이루는 면과 현 위치의 자오선이 이루는

면 사이의 각으로 정의

• 위도: 적도면과 현 위치에서의 법선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위도: 적도면과 현 위치에서의 법선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

• 고도: 현 위치와 지표면 사이의 수직 거리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GISGIS의의 기본원리기본원리: Global : Global 직교좌표계직교좌표계 (ECEF X,Y,Z)(ECEF X,Y,Z)

• Earth Centered, Earth Fixed 

• 3차원 상의 직교 좌표계

기준 타원체의 무게 중심을 원점으로• 기준 타원체의 무게 중심을 원점으로

• Z축 – 원점으로부터 북극을 향하는 축

• X축 – 원초 자오선이 이루는 면과 적도면이 교차하는 선으로

정의정의

• Y축 – X축을 적도면을 따라 동경 90° 회전시킨 축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GISGIS의의 기본원리기본원리: : 지도투영지도투영

• 지도 투영(map projection): 3차원 입체 형태의 지구를 2차원

평면 상의 지도로 투영

• 지도 투영법은 투영면의 형태와 투영축에 따라 분류• 지도 투영법은 투영면의 형태와 투영축에 따라 분류

• 투영면의 형태에 따라 평면도법 또는 방위도법(azimuthal), 원

통도법(cylindrical), 원추도법(conic) 세가지로 분류

• 투영축이 지축과 이루는 각도에 따라 정축법(normal) 사축법투영축이 지축과 이루는 각도에 따라 정축법(normal), 사축법

(oblique), 횡축법(transverse)으로 분류

• 성질에 따라 정형 또는 등각도법(conformal projection), 정적

도법(equal-area projection) 등의 분류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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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의의 기본원리기본원리: : 지도투영지도투영

방위도법 (azimuthal) 

원추도법(conic) 원통도법(cylindrical) 

투영면 형태에 따른 투영법 분류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26



GISGIS의의 기본원리기본원리: : 기준타원체기준타원체

• 지도 투영시 지구의 모양과 크기가 매우 중요. 

• 과연 지구는 구(sphere) 형태인가?

• 지구 상의 정확한 위치와 거리 측정을 위해서는 타원체로 정• 지구 상의 정확한 위치와 거리 측정을 위해서는 타원체로 정

의된 지구가 필요

• 자전 등의 영향으로 지구는 양 극지방에서 보다 편평한 회전

타원체 형태타원체 형태

• 기준 타원체는 장축(a), 단축의 길이(b), 편평율(f), 이심률(e2) 

등의 파라미터 정의등의 파라미터로 정의

• 다양한 종류의 기준 타원체가 정의되어 활용되고 있음.

2009년 1학기 지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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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GIS 데이터데이터 모델링모델링

복잡한 실세계 현상들의 원
리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GIS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해 필수적리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단순화시켜
GIS에 표현하는 과정

GIS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해 필수적

GIS 주요기능의 모든 요소들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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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데이터데이터 모델링모델링 방식방식: Raster and Vector: Raster and Vector

• Raster 모델
– 셀(Cell or Grid)이라

불리는 형태를 사용하
여 실세계를 규칙적으여 실세계를 규칙적
로 분할한 모델

V t 모델
REAL WORLD

• Vector 모델
– 점, 선, 면 세가지 요

소를 사용하여 실세계

OOOOOOOOOOOOOO R OOOO
OOOOOOOOOOOOO R R F F F O
OOOOOOOOOO R R R OOOOOO
OOOOOOOOOO R OOOOOOOO
OO H OOOOOO R R OOOOOOOO
OOOOOOOOO R OOOOOOOOO 소를 사용하여 실세계

현상을 표현
– 객체에 기반을 둔 방

법으로 이산적 현상을

OOOOOOOOO R OOOOOOOOO
OOOOOOOOO R F F OOOOOOO
OOOOOOOO R F F F OOOOOOO
OOOOOOOO R F F F OOOO H OO
OOOOOO R R O F OOOOOOOOO
OOOOO R R OOOOOOOOOOOO
OOOO R R OOOOOOOOOOOOO
OOO R R OOOOOOOOOOOOOO 법으로 이산적 현상을

표현하는데 널리 사용
VectorRaster grid

OOO R R OOOOOOOOOOOOOO
OO R R OOOOOOOOOOOOOOO
O R R OOO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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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데이터데이터 모델링모델링 방식방식: Raster: Raster 데이터데이터 모델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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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데이터데이터 모델링모델링 방식방식: Vector: Vector 데이터데이터 모델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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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데이터데이터 모델링모델링 방식방식: Raster and Vector: Raster and Vector

Raster Vector

Point

Si l liSimple line

Complex
li

Node

Vline

Single

Vertex

Single
Polygon

A     B A     B
Connected
polyg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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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데이터데이터 모델링모델링 방식방식: Raster and Vector: Raster and Vector

구 분 Raster 모델 Vector 모델

• 단순한 데이터 구조
•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용이
빠른 연산속도

• 이산적 현상 표현에 효율적
• 위상구조 활용가능
간결하고 명확한 데이터 구조장점 • 빠른 연산속도

• 공간단위가 같은 크기와 형태
를 갖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용
이

• 간결하고 명확한 데이터 구조
• 공간, 속성 정보의 검색, 갱신이
용이

이

단점

• 데이터 저장용량
• 해상도에 따라 정보손실 가능
• 정확한 위치정보 파악이 어려

• 복잡한 데이터 구조
• 공간분석 기능 구현이 복잡함
• 위상구조 없이는 연산시간이 길단점

움
• 좌표 변환시 정보손실 가능

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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