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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 KGIS용 표준 format 보완 

* Window 95용 KGIS어| 모률 추가 개발 

* ÄI질도 도면 전산화 
* KGIS와 ORACLE DBMS와의 연동 

* Pilot area에 대한 DB 구촉 

* Window95용 KGIS를 UNIX workstation용으로 변환 

나. 평가의 착안점 

* KGIS용으로 개발된 표준 formatOI 얼마나 지형 · 지질 • 자원자료 등을 효율적R로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상용GIS 소프튿웨어의 format과 호환성을 고려하 

였는]~? 

* KGIS애 지형 • 지질 • 자원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적절한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는가? 

* 다른 상용GIS 소프트댐어와 자료를 상호교환힐 수 있도록 format변환기능이 있는 

지? 또， 얼마나 많은 GIS포뱃을 지원하고 있는가? 

* Pilot area에 대한 DB구혹을 위한 적절한 자료가 수집되고， 선정되었는가? 

* 전산화된 지질도는 타연구샤업애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는 되었는가? 
* KGIS와 ORACLE DBMS와의 연동은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었는가? 

* Windows 95용을 UNIX로 변환하는 설계는 되었는가?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 상용GIS 소프톤웨어와 호환될 수 있도록 Raster Image. Vector format 지원 기 

능 개발 (RAW. TIFF. PCX. JPEG. BMP. DXF. MAP Format ) 

* Image processing. vector-raster. raster-vector overlay. topology. GIS 분석기능， 

Image rectificat ion. 각종 강조처리. classification 모둘개발 

* 태백지댁에 대한 GIS 08구촉(LANDSAT 위성사진， 지질도， 지화학도. 항공 지구물 

리 탐사도， 수치표고모델. 3차원 지질도. 3차원 지형도， 음엉기복도， 굉물부존가능 

지역 주져|도 등) 

* 1/5만 측척의 지질도 전산화(원도의 져l도. scnning OlI의한 raster 변환 작업 등) 

작어중 t닐 

* KGIS와 ORACLE DBMS와의 ODBC를 통한 연동 

* Window95용 KGIS를 UNIX workstation용으로 WIN/U소프트혜어를 사용하여 변환 

시도 

나. 평가의 착안정애 따른 목표 달성도애 대한 자체평가 

* 범용 vector format인 DXF와 Maplnfo의 MIF format을 KGIS의 표준 format인 

KID로 import. export혈 수 있는 모둘 개발 

* 얘러 가지 raster image format(PCX. TIFF. JPEG. BMP)을 KID format으로 

import. export할 수 있는 모률 개발 



* KGIS애시 각종 GIS자료를 입력하고， 수정， 변환， 봄석， 출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였고， 처리 및 분석 기능이 있는 모둘을 개빌하기위해 raster-vector 

editing. topology. raster-vector overlay. slope map 등 적절한 알고리즘 사용 

* 태백지역애 대한 GIS OB구촉은 기존애 타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수집된 자료 

가 GIS OB를 구축하는데 적절하게 이용됨 

* SUN Ultra2(OS : Solaris 2.5.2)애 탑재되어 있는 ORACLE OBMS와의 연동은 

OOBC를 사용하였고. GIS자료의 방대한 크기와 Network traffic 문제로 자료를 전 

송받는 속도는 딸어짐. 

* 1/5만 촉척의 지질도 전산화는 raster 지질도 작성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학학적 

보정. map pr이 ection. editing 및 vectorizing 작업에 대한 방법 및 검도 등의 

test작업중 이다. 

* 1/100만 및 대전，안동도폭의 1 /25만 지질도 전산화는 1차적P굳 완료(속성자료는 

입력하지 않았음)하였으며. 1/5만 지질도를 이용하여 1 /25만 지질도 작성하는 방 

법을개발 

* Window95용 KGIS를 UNIX workstation용으로의 변환 작업애 대한 설계 및 format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음. 

*1차적으로 개발된 Window95용 KGIS 소프튿웨어의 성능의 시험，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용자애게 배포하여 test를 하었음. 



3. 연구수행 방법 

* Window95용 KGIS를 개빌하기 위해 Visual C++(4.2)를 시용하였다. 

* ORACLE DBMS를 SUN Ultra2(OS : Solaris 2.5.2)때 탑재하여 ORACLE DBMS와 

의 연동을 하기 위하여 ODBC를 사용하였음. 

* Window95용 KGIS를 test version으로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문제점 

등을 수정， 보완하였음. 

* Window95용 KGIS의 모둘 추가 개발 Topology. 경사분포도， 음용기복도 작성등 

* Pilot area때 대한 DB를 구축하기 위해 타연구사업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 

여 효율성을 높임. 

* 1/5만 촉척의 지질도 전산화를 위해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질도를 
튿래싱뻐이퍼에 저l도하여 이를 스캐닝하여 raster 지질도는 완성하였고，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기하학적보정， 지도 투엉법 등때 대한 test 작업을 한다. 

Digital 
Mapping 동에 
의한 지도자료 
작성 

자료보정/면집/변환 

Data Base 관리 시스템 

。화상동 

가공(집계，분석 퉁) 

* Window95용 KGIS를 UNIX workstation용으로 변환하기 위해 WIN/U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었음. 



4. 연구수행 결과 

가. 연구내용 

* KGIS용 표준 format 보완 

* Windows 95용 KGIS의 문제점 수정， 보왼 

Raster/Vector editing 및 DBMS와의 interface 등 

* Windows 95용 KGIS어I GIS모둘 추가 개발 

:Topology. 경사봄포도， 음엉기복도 작성 

* Pilot area에 대한 DB 구측 : 

지질도. 12개 원소별 지화학도， 항공 지구물리 탐사도. LANDSAT 화상， 수치표고 

모델.3차원 지질도. 3차원 지형도， 경사분포도， 음엉기복도， 굉물부존기능지역 주 

져l도 등) 

* 1/5만 측척의 수치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원도를 저|도하여 scanmng하여 raw형태 
의 raster 지질도를 왼료. 본 처리를 하기 전에 안동 등 9개지역의 지질도를 대 

상으로 기하학적보정， 지도 투엉법. editing 및 vectorizing작업을 수행함 

* 1 /1 00만. 1 /25만(대전，안동) 지질도면 전산화 

* KGIS와 ORACLE DBMS와의 연동 

* Window95용 KGIS를 UNIX workstation용으로 변환중 



u- 연구결과 

* KGIS의 실행화면 

* KGIS의 주요 기능. 

1) Display/lnput/ lmport : DXF. KIS. KID. MAP. Raster Image Format (RAW. 

PCX. JPEG. TIFF. BMP 등) 

2) Export : DXF 여 KIS. MAP 여 DXF 

3} 수정/편집 Point. line. Polygon. Color. 속성 

4} 모자01균 Vector. Raster 

5} 변환 Vector 여 Raster 

6} 중첩 Vector + Raster. Layer + Layer 

7} 속성 Point. line. Polygon 

8} 떼이터베이스 Access. Oracle 



9) 영상처리 False Color Image. B/W. 통계， 강조처리. slope map. aspect 

map. image rectification 

10) 3차원 Surface Data 

11) 출력 

* 범용 vector format인 DXF와 Maplnfo의 MIF format을 KGIS의 표준 format인 

KID로 import. export힐 수 있는 모률을 개발하였음 

* 여러 가지 raster image format(PCX. TIFF. JPEG. BMP)을 KID format으로 

import. export힐 수 있는 모둘을 개발하었음 

(1) KIDHEADER : 총 118 바이튿로 KID화일에대한 자서|한 해더정보 

- KIDFname : KID 파일명 (string) 

- KIDID : KID화일의 고유 Identification(number or string) 

- KIDLocation : KID화일에 포힘된 정보의 특정지역명(string) 

- KIDDate : KID화일 작성날자 (date) 

- n8 : 8bit 래A터화일의 개수 (DWORD) 

- n8x : 8bit 래A터화일의 column수 (DWORD) 

- n8y : 8bit 래λ터화일의 row수 (DWORD) 

- n16 16bit 래A터화일의 개수 (DWORD) 

- n16x 16bit 래A터화일의 column수 (DWORD) 

- n16y 16bit 래A터화일의 row수 (DWORD) 

- n32 16bit 래A터화일의 개수 (DWORD) 

- n32x 16bit 래A터화일의 column수 (DWORD) 

- n32y 16bit 래A터화일의 row수 (DWORD) 

(2) IMAGEHEADER : 총 44 바이트로 래스터화일애대한 정보가 저장된 다. 파일 한 개 

당 한 개의 해더가 존재한다. 



- IMAGE81nfo : 8bit 래스터화일멍 또는 다른정보 (string) 

- nx column수 (DWORD) 

- ny row수 (DWORD) 

- IMAGE161nfo : 8bit 래스터화일명 또는 다른정보 (string) 

- nx column수 (DWORD) 

- ny row수 (DWORD) 

- IMAGE321nfo : 8bit 래스터화일명 또는 다른정보 (string) 

- nx column수 (DWORD) 

- ny row수 (DWORD) 

(3) SEGMENTHEADER : 층 88 바이톤로 백터자료. CLUT. DXF. GCP. GEOD. KIS. 

TEXT 등애때한 해더정보가 입력된다. 

- SEGMENTlnfo : SEGMENT 파일명 또는 다른정보 (string) 

- TYPE : SEGMENT 타입이 저장된다. 티입은 CLUT.GCP. 

GEOD. KIS. TEXT중의 한 개가 선택된다. 

- 80S : SEGMENT의 시작위치를 가르킨다 (2 bytes) 

- EOS : SEGMENT의 끝위치를 가르킨다 (2 bytes) 

- EXTXmin 타입이 KIS인 경우 X좌표의 최소치를 나타낸다. 

(4 bytes. float). 

- EXTYmin 타입이 KIS인 경우 Y좌표의 최소치를 나타낸다. 

(4 bytes. float). 

- EXTXmax 티입이 KIS인 경우 X좌표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4 bytes. f loat). 

-EXTYmax 타입이 KIS인 경우 Y좌표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4 bytes. f loat). 

- dw8ytes : SEGMENT의 총 바이트수를 나타낸다. (DWORD). 

(4) IMAGES : 실져l의 래스터이미지가 저장된다. IMAGEHEADER애서 지정된 n8. n16. 

n32의 개수만큼의 래스터이미지가 저장되며 충바이트수는 column수와 row수를 곱한 

갯수만큼의 바이트가 저장된다. 



- 8bit IMAGES : 한 개의 화소가 8bit를 가지는 자료이며 충길이는 n8 x n8x x n8y 

이다. 

- 16bit IMAGES : 한 개의 화소가 16bit를 가지는 자료이며 총길이는 n 16 x n 16x x 

n16y x 2 01다. 

- 32bit IMAGES : 한 개의 화소가 32bit를 가지는 자료이며 총길이는 n32 x n32x x 

n32y x 4 01다. 

(5) SEGMENTS : 실져|의 SEGMENTS의 정보가 저장된다. 세그먼트 타입 에 의하여저장 

되는 바이든수는 각각다르며 KIS의 경우애는 백터정보가 저장되딘로 line. polyline. 

circle. arc. text애 대한 좌표치， 선굵기， 색상등의 정보가 저장된다. TEXT는 수정없이 

그대로 바이트단위로 저장되며 CLUT.GEOD. GCP등의 정보는 내부적P로 고유포뱃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이 KID포뱃은 여러종류의 각종자료를 통합하여 하나의 고유포뱃의 형태로 저장된 

다. 각각의 정보는 사|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동용되는 포뱃일 수도 있고 또는 본연구를 위 

하여 자처l적으로 개발한 포뱃도 다수 포함되었다. 



KIDFname 

KIDID 

KIDLocation 

KIDComments 

KIDDate 

n8 n8x n8y 

n16 n16x n16y 

n32 n32x n32y 

IMAGE8Info 

nx ny 

n8개 의 IMAGEHEADER 
..... 

IMAGE16Info 

nx ny 

n167~ 의 IMAGEHEADER 
.... .. 

IMAGE32Info 

nx ny 

n327~ 의 IMAGEHEADER 
...... 

SEGMENTlnfo 

TYPE BOS EOS 

EXTXmin EXTYmin 

EXTXmax EXTYmax 

dwBytes 

nS개 의 SEGMENTHEADER 
..... 

8bit IMAGES 
....... 

16bit IMAGES 
....... 

32bit IMAGES 
....... 

SEGMENTS 
....... 

KIDHEADER 
(188 bytes) 

8bit IMAGEHEADER 
(44 bytes) 

16bit IMAGEHEADER 
(44 bytes) 

32bit IMAGEHEADER 
(44 bytes) 

SEGMENTHEADER 
(88 bytes) 

IMAGES 

SEGMEN’I、S



* Windows 95용 KGISQß셔 GIS자료를 입력하고， 처리， 분석， 출력힐 수 있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했고， 처리 및 분석 기능이 있는 raster-vector editing. topology. 

raster-vector overlay. slope map. image rectification. 분류 등을 개발하었음 

* 태백지댁애 대한 GIS DB구측(LANDSAT 위성사진， 지질도， 지화학도， 항공지구물 

리탐사도.DEM. 3차원 지질도. 3차원 지형도， 음gjJI복도， 광물 부존가능지역 주 

저|도 듬) 

I 태백 3차원 지질도 ] 



[ 3차원 지질도 FLY ] 

* 1/5만 촉척 지질도 전산화를 위해 원도를 트래싱퍼|이퍼에 저|도하여 raster 지질도 

를 완성하였고， 본 처리를 하기 전에 안돔 등 9개지역의 지질도를 대상으로 기 

하학적보정， 지도 투엉법. editing 및 vectorizing작업을 수행하고 있R며. 1/100만 

및 대전，안동 1 /25만 지질도는 완료하였음. 



지질도 

지도투영법 

선
 출
 

챔
 팎
 랜
 

화
 윤
 세
 

도형인식 
문자인식 
Symbol 인식 

I 태백 지질도 ] 



* Window95용 KGIS를 UNIX workstation용으로의 변환(test version) 

5. 연구 수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Main Server.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소프트돼어 및 ATM급의 network 시스탬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 ÄI질도 및 지질，자원정보 자료 입력애 필요한 인력 절대 부족 

6. 연구성과 

* Windows 95용 KGIS소프트웨어 등록 준비중 

* 국져| 심포지움에 연구결과 빌표 : 
Development of the Geo. lnformation Data Base Management System. 1997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Pusan. Korea. 

45-51 P. 

7. 차기년도 연구개발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사업신청서와 비교분석) 

* 아직까지 국내애서 자챔개발된 GIS소프트댐어애 발표는 없으나， 외국애서는 WEB 

Based GIS를 개발하고 있음. 

U.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당해년도 목표 및 내용 

* Window95용 개발된 KGIS를 UNIX workstation용으로 변환 



* Window95용 KGIS 모둘을 추가 개발 

* GIS format 변환 모둘 추가개발 (Arclnfo. Microstation. DLG 등) 

* 위성자료 변환 모둘개발(LANDSAT TM BIL BSO. SOPT BIL등) 

* 위성자료 처리 모둘개발(대기 및 방사보정 등) 
* GIS 모둘개발(3D perspective. DEM 추훌. map composition. map pr이 ection. image 

mosaic 등) 

* 야외지질조사자료 등을 KGIS어|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Field Tools 보완 

* 1/5만 촉척의 지질도 전산화을 위한 vectorizing 작업 

* 지질도 속성자료 입력 

- 최종목표 및 내용(변경된 경우에만 기재) 

다.연구추진계획 



월 단위 추진계획 

삐l부연구북야 
소요연구비 

(천원) 
2 3 4 5 6 7 8 9 10 11 12 

KGIS UNIX버전으로 

변환 

35.000 

GIS 모률 개발 23.000 

지질도 전산화 39.000 

지질도 속성자료 입 45.000 
력 

미
개
 

모
 

밸
 

료
 써

이
 

위
 
빌
 

17.000 

야외조사자료입력 시 

스템개발및보완 

54.000 

보고시작성 2.698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 Wndow95용 KGIS가 UNIX workstatlon용으로 변환했을 때 data type의 문제는 빌 

생하는 데 이 문제는 해결 되었는기? 

* 꼭 필요한 GIS모둘이 개발되었는가? 
* 전산화된 지질도는 타연구사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지질도 속성자료를 DB화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얼마나 높은 quality를 유지하 
고 있 는가? 

* 도서 DB와 KGIS와의 interface는 잘되었는가? 
* Server와 client간의 연동은 잘되고 있는가? 



마- 소요연구비 내역 

가)총괄표 

(단위 :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목 
비목 /구북 

(1998. . ) (1999. . ) (2000. . ) 
비고 

번호 비율( 비율( 비율( 
그액 

%) 
그액 

%) 
그액 

%) 

내부인건비 41.000 19.0 62.988 15.1 70.432 16.2 

2 개발보전금 22.698 10.5 37.037 8.9 41.414 9.5 

- 간접비 22.698 10.5 37.037 8.9 41 .414 9.5 

- 개발준비금 

3 외부인건비 37.600 17.4 21.600 5.2 21.600 5.0 

4 직접경비 110.833 5 1.4 288.431 69.3 294.521 67.7 

- 여비 8.948 4.2 15.735 3.8 16.432 3.8 

- 기술정보휠동비 18.048 8.4 21.1 10 5.2 22.321 5.1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18.000 8.3 198.000 47.6 200.123 46.0 

- 재료 및 전산처리비 50.795 23.5 35.723 8.6 37.213 8.6 

- 시작품 저l작비 

- 수용비 및 수수료 15.042 7.0 17.863 4.3 18.432 4.2 

5 연구관리비 3.567 1.7 6.299 1.5 7.044 1.6 

- 인센티닙 3.362 1.6 6.299 1.5 7.044 1.6 

- 하위과저|평가비 205 0.1 

6 위담연구개발비 

연구샤업비 총액 215.698 100 416.355 100 435.011 100 



바. 참여연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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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중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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