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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 KGIS용 표준 format version up 

: KID format. KIS format. KGM format 

- Window 95이T용 KGIS 추가 모률 개 발 

: GIS 모률， 영 상처 리 모률， DB interface 

- 수치 주제도 작성 

1/100만 수치 지 질 기 복도 CD 작성 

- KGIS와 ORACLE DBMS와의 연동 

- Pilot area에 대 한 DB 구축 

- Window95용 KGIS를 UNIX workstation용으로 변환 

나. 평가의 착안점 

- KGIS용으로 개발된 표준 format이 얼마나 지형 · 지질 · 자원자료 등을 효율 

적으로 다룰수 있는가? 그리 고 다른 상용GIS 소프트웨 어 의 format과 호환 

성을 고려하였는가? 

- KGIS에 지형 · 지질 · 자원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는가? 

있는 기능들은 적절한 

다른 상용GIS 소프트웨어와 자료를 상호교환할 수 있도록 format변환기능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GIS포뱃을 지원하고 있는가? 

- Pilot area에 대한 DB구축을 위한 적절한 자료가 수집되고， 선정되었는가? 

- 전산화된 지질도는 타 연구사업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는 되었는가? 

KGIS와 ORACLE DBMS와의 연동은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는가?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 상용GIS 소프트웨 어 와 호환펼 수 있도록 raster image, vector format 지 원 

기 능 개 발 (RA W, TIFF, PCX, JPEG, BMP, DXF, MAP) 

Image processing, vector- raster, raster- vector overlay, topology , GI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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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Image rectification, classification 모률 개 발 

- 호명 도폭지역에 대한 GIS DB구축(LANDSAT 위성사진， 지질도， 지화학도， 

지구물리 탐사도， DEM， 3차원 지질도， 3차원 지형도， 음영기복도， 광물부존가 

능지역 주제도 등) 

- 1/5만 축척의 지질도 전산화(1/25만 서울， 안동 도폭지역) 

- KGIS와 ORACLE DBMS와의 ODBC를 통한 연동 

- Window95용 KGIS를 UNIX workstation용을 변환 시도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하고 있음. 

- 범용 vector format~ DXF와 Maplnfo의 MIF format을 KGIS의 표준 format 

인 KID로import， export할 수 있는 모률 개 발 

- 여 러 가지 raster image format(PCX, TIFF, ]pEG, BMP)을 KID format으로 

import, export할 수 있는 모률 개발 

- KGIS에서 GIS자료를 입력하고， 처리， 분석， 출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 

발했고， 처 리 및 분석 기 능이 있는 모률을 개 발하기 위 해 raster- vector 

editing, topology, raster- vector overlay, slope map등 적절한 알고리즘 사용 

- 영상처리 모률에 기하학적 보정 (image to map) , 강조처리<Cut， mask, 임의지 

역에 대한 통계 및 강조처리)， 분류(Neuro - Fuzzy) 등을 추가로 개발 

- 호명， 서벽리지역에 대한 GIS DB구축은 기존에 타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수집된 자료가 GIS DB를 구축하는데 적절하게 이용 

1/5만 축척의 지질도 전산화는 230매의 raster file 지질도를 완료하였고， 

vectorizing 작업까지 완료된 것은 약 50매이고， 1:25만 축척의 서울， 안동지 

역에 해당되는 1/5만 축척의 지질도는 속성작업까지 완료 

- 1/100만 지질도와 기복도의 vecotr. raster 속성자료는 완료되었고 이를 중첩 

한 지칠기복도를 작성하여 CD를 완성하였다. 이에 대한 출력물은 1/40만 축 

척으로 지진위치도를 입력하여 지질도， 기복도와 중첩하여 지진기복도를 작성 

- Window95용 KGIS를 UNIX workstation용으로의 변환 작업 

3. 연구수행 방법 

- Window95이T용 KGIS 소프트웨 어 를 개 발하기 위 해 Visua1 C++(4.2)를 사용 

하고， DBMS로는 ORACLE과 ACCESS를 사용하였으며 UNIX version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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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기 위 하여 SUN Ultra2(OS : Solaris 2.5.2)를 이 용하고 있으며 , ORACLE 

DBMS와의 연동을 위해 ODBC를 사용 

- 수치주제도 및 DB를 구축하기 위해 타연구사업을 위해 수집한 자료나 결과물 

을 사용하였다. 지형정보는 미국 DMA에서 나온 raster DEM자료를 이용 

1/5만 축척의 지질도 전산화를 위해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질도 

를 트래싱페이퍼에 제도하여 이를 스캐닝하여 raster 지질도를 완성하여 

vectorizing 작 업 후， 이 를 기 하학적 보정 처 리 , editing, map projection 및 

mosaIc 작업 등을 수행 

Window95용 KGIS를 UNIX workstation용으로 변환하기 위해 WIN!U 소프트 

웨어를 사용 했음. 

4. 연구수행 결과 

가.연구내용 

- KGIS용 표준 format version up 

: KID format. KIS format. KGM format 

Window 95이T용 KGIS 추가 모률 개발 

: GIS 모률， 영 상처 리 모률， DB interface 

- 수치 주제도 작성 

- 1/100만 수치 지 질기복도 CD 작성 

- KGIS와 ORACLE DBMS와의 연동 

- Pilot area에 대 한 DB 구축 

Window95용 KGIS를 UNIX workstation용으로 변환 

- KGIS용 표준 format 보완 

- Windows 95용 KGIS에 GIS모률 추가 개발 

- Pilot area에 대 한 DB 구축 

- 1/5만 축척의 지질도 도면 및 1/100만， 1/25만(대전 안동) 지질도면 전산화 

- KGIS와 ORACLE DBMS와의 연동 

- Window95용 KGIS를 UNIX workstation용으로 변환 

1 , i 
1 , 
i 



나. 연구결과 

당해연도에 수행된 지질자원정보 DB시스뱀 구축 연구에는 크게 2개의 메인 

모률로 구성된다. DB를 구성하기 위한 DB 입/출력 모률 “KIDS"와 입력된 자 

료를 처리， 조회， visualization, 출력，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KGIS" 모률로 

구성된다. 

1) 주요기능별 메뉴체계 

주 때뉴 

KIDS 

화일 

부 때뉴 설 명 

~ DB 생성 I 1> DB를 생성 하기 위하여 입력될 자료의 크기， 날자， 생 
성 자， 자료의 종류， projection 둥의 정 보를 입 력 하여 

~ DB 입력 

’ DB 조회 

’지도화얼열기 
.다른이름으로 

저장 

’다른포멧 
| 가져오기 

DB의 스키마를 생성 

P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모률로서 DB에 입력되는 
자료는 크게 레스터， 벡터 그리고 다양한 속성자료로 

구분된다. 

P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는 부분으로 자료의 종류， 크기， 
prevlew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1> KID로 작성된 DB 지도화일을 Open한다. 
1> KGIS에서 처리된 특정지도 또는 속성자료를 다른이름 
의 포뱃으로 저장 

p 레스터， 벡터， DB, 그외의 다른 속성자료를 import하는 
기능으로 레스터는 각종 그래픽포뱃 (gif， 디ff， pcx, . .)이 
자원되고 벡터로는 DXF가 또한 spreadsheet, clut, 
text등의 속성자료가 각각 지원된다. 

’인쇄 1 1> 현재 화변에 디스플레이된 지도를 특정 프린터로 출력 
하는 모률로서 지도상의 좌표， Legend등이 정보도 함께 
출력된다. 

1> KID에 입력된 여러개의 이미지를 red, green, blue로 
’ Color 각각 지정하여 composite color를 만들어 디스플레이 

composite 한다. 이 과정은 ∞ntrol 맹nel 대화상자에서 int앉ClC디ve하게 
channel을 바꾸어 칼라의 조합이 가능하다. 

’ Gray scale I 1> Gray scale의 형태로 이미지를 출력한다. 
Display I ~ CMY, HSV I 1> Color geometry상에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의 color를 

CMY, HSV, HSI 등의 형태로 변환하여 출력하므로 
색상의 질을 높이고 자료 분석이 용이하다. 

’ DXF and I 1> Point, line, polyline 형 태의 벡터포뱃을 출력하는 모률 
others 로서 DXF의 ascll 형식을 직접 출력이 가능하고 으를 

binary로 변환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출력 이 가능하 

다. 현재 그외의 다른 벡터형식의 포뱃분석이 진행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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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I ~ Orac1e 
connection 

’ MS-Access 

，레스터 이미지 

.벡터 이미지 

수속정성/편편집집/ I ~ ~~Sl ， ?~j~ct 
(point,line,poly line) 
~CLUT 

’ 속성 

’ Raster over 
Vector 

중첩 ’ Vector over 
Raster 

’ Graphic overlay 
~ Attribute overlay 

’ Rasterizing/ 
Vectorizing 

’ DXF to KIS 
포옛변환 

’ MapInfo to KIS 
’ Arc/ Info to KIS 
’ LAN to KID 
’그외의 각종 포멧 

모자이크 l ’레 A터이미지 
’벡터이미지 

’히 A토그램 

’선형변환 

’비연산 

영상처리 I ~ 선구조 

’필터 
’ Edge detection 
~ Density 
transfonnation 
~Slope map, 

Aspect map 

P 이미지와 속성자료를 Orac1e DBMS에 저장， 조회， 
수정한다. 

1> Stand-alone 방식의 자체 DB를 지원한다. 

1> 레스터이미지의 pixel 수치를 수정하고 속성자료를 
입력한다. 

P 벡터자료 
1> Point, line, polyline등의 object들에 대 한 topology 

structure를 구성 하여 GIS 분석 이 가능하다. 

1> Color look up table, 그리고 그 외의 속성편집 기 
능 지원. 

δ 레스터형태의 이미지를 뛰우고 그위에 벡터이미지 

를 중첩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 

P 벡터이미지 위에 레스터 또는 특정 object를 중첩 

할 수 있는 기능. 

아 사용자정의 속성， 그래픽 object등을 중첩 
P 속성자료 중첩 

p 벡터 또는 레스터 이미지를 수치화하는 모률로서 

자동 또는 매뉴얼의 2가지 방식을 제공한다. 

1> DXF포멧을 이 미 자체 개 발된 binary 형 식 의 object 
로 변환하여 KID DB에 입력이 가능하다. 

P 상용 GIS 패키지 인 Map/lnfo 포뱃을 KIS로 변환 
P 상용 GIS 패키지 인 Arc/lnfo 포뱃을 KIS로 변환 
1> ERDAS의 레스터 포뱃을 KID로 입력 
p 그외에 현재 널리 사용중인 주요 포뱃을 변환중 

P 레스터형태의 여러장의 지도를 하나의 좌표계로 일 
치하여 모자이크하는 모률로서 방대한 하나의 통합 
된 KID 포뱃을 구축할 수 있다. 

P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계산하여 그래프로 출력한다. 
이때， 각종 통계자료도 함께 출력됨 . 

δ 영상을 개선하는 기능으로 min, max수치를 입력하 
여 출력되는 영상을 개선한다. 

1> 비연산기능 
P 새로이 개선된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선구조선을 자 
동으로 추출한다. 

P 영상처리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필터기능 지원 
P 에지 검출 기능 
P 처리된 영상올 이용하여 slope map, aspect map 

등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됨 

q J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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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류 

( Classification) 

’ Neuro-Fuzzy ’Maximum 
likelyhood 
~Minimum 

distance 
~ Parallel 
pipelined ’ Unsupervised 

[> Neuro-Fuzzy 기법을 이용한 영상 분류방법 
[> Maximum likelyhood 영 상 분류 

[> Minimum distance 영상 분류 

[> Parallelpiped 영 상 분 류 

P 비분류 영상분류기능으로 167B 의 클라스로 분류가 
가능하다. 

기하학적보정 

Topology 

Visualization 

기 타 

PL) 

0 

때
 

t 

o 

e 

+L 
때
 빵
 빠
 

’ ---

’ Create 

’ EdiνInsert 
’ Query 

~2차원 

~3차원 

’프로파일 

’전방향 에지 
검출 

‘부분적 영상 
강조처리 

’원격탐사자료 
(raw data) 입 력 

’좌표변환 
~ Auto-vectorizing 

p 두 개의 이미지를 같은 좌표계로 일치시키는 기능 

ν 아나로그 지도를 좌표화된 이미지로 projection 시 
키는 기능. 

p 벡 터 이 미 지 의 line, polyline 형 태 를 GIS의 node로 
구성된 topology를 생성한다. 

P 생 성 된 topology상의 object를 editing , deleting , 
inserting 할 수 있다. 

[> Topology에서 GIS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조회기능 

이 지원된다. 

[> KGIS를 이용하여 처리된 결과를 2차원으로 출력하 

는 기능으로 입력되는 자료는 레스터와 x-y ascii 
파일이 지원된다. 

P 레스터자료의 경우 DEM 같이 고도자료를 3차원으 
로 출력하는 기능으로 보는 각도에따라 interactive 
하게 출력된다. 

P 3차원자료 출력에 대한 프로파일 출력 기능 

P 영상 전방향에 대한 에지 검출 기능이 지원된다. 

(east, west, north, south, northeast, .... 등) 
δ 부분적인 영상에대한 강조처리 및 cutting 기술이 지 원되 
어 이미지 모자이크시 연결되는 부분을 srmothing처리가 
가능하다. 

P 위 성 이 나 air-bome scanner에 서 생 성 된 자료를 
KID 포뱃으로 변환 입력되고 그이외의 CD-ROM 형 
태의 자료도 변환이 가능하다. 

[> UTM/TM/위경도를 전세계적인 좌표로 변환 기능 

p 영상에대하여 자동 vectorizing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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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D표준포뱃 생성 

’KIDS' 모률은 KID (Kigam Integrated Data Forrnat) 데 이 터 베 이 스에 입 력 될 자 

료의 기본적인 스키마를 정의하는 과정으로 파일명， 생성자 정보， KID 버전， creation 

data, 그리고 레스터 이미지의 해상도， 8-bit의 이미지가 저장될 갯수， 16 • bit, 32- bit 

등의 정보가 입력된다. 입력된 정보는 ‘KIDS'의 Browse 기능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대화상자 하단에는 이미지가 아닌 속성정보의 개수를 임의로 입력하는 콘트롤이 표시 

되어 있다. KGIS에서는 모든 속성정보를 segment로 분류하여 저장된다. 

KID 표준포뱃을 생성하기 위하여 위에서는 기본적인 스키마를 정의하였다. 작성된 

스키마에 실제의 자료를 입력하기위하여는 KIDS의 Import 모률에서 실제 데이터를 

입 력 한다. 이 때 지 원되 는 자료는 위 성 자료， air- borne scanner, 일 반적 인 그 래 픽 자료， 

DXF 벡터자료， 그리고 각종 속성자료가 입력된다. 위성자료의 경우 현재 전세계적으 

로 작동하고 있는 위성의 종류가 다양하여 8-bit에서부터 32-bit까지 수백개의 channel 

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 또는 연구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성자료는 거의 

모두 입력이 가능하도록 Import 모률에서 제공하고 있다. 벡터의 경우에는 GIS분야에 

서 다양한 형태의 포뱃이 제공되며 특이， USGS에서 생성되는 DLG 포뱃， Arc/Info에 

서 arc 포뱃， Map/Info에서 제공하는 여러종류의 백터포뱃이 제공된다. 이들은 이미 

개발된 압축포뱃인 KIS로 변환이 가능하여 일단 import만 되면 압축된 형태로 처리가 

가능하여 속도나 storage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Import 모률을 살펴보면 상 

π
 ω 



단에는 생성된 KID포뱃의 정보가 출력되고 현재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파일명과 함께 

상태를 표시한다. 사용자는 단순히 해당되는 channel를 더블클릭하면 입력되는 포뱃의 

상태를 자동으로 식별하어 해당 channel 에 입력된다. 대화상자 하단의 segment는 종 

류가 다양하여 리스트박스에서 지원되는 속성종류를 선택하여 해당 channel을 더블클 

릭하므로 입력이 가능하다. 

KID 포뱃에 이미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는 기능 또한 제공된다. 화면 아래는 현재 

입 력 된 자료를 preVlew 형 식 으로 출력 하는 기 능으로 browse 기 능이 다. Browse에 서 는 

자료의 add, delete, preview 기능이 제공된다. 

3) KGIS 실행 초기 화면 

지질자원정보 DB시스템에서는 크게 2개의 모률로 분류된다.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KID 표준포멧을 생성하고 browse하는 모률이고 또 하나는 생성된 KID DB포뱃을 이 

용하여 다양한 처리기능인 “ KGIS" 패키지이다. KGIS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위의 메뉴 

체계에서 언급한 것 처럼 포뱃변환， 영상처리， Topology, GIS , Remote sensing, 

visualization, Input/Ouput등의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어 DB에 입력된 자료를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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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다. 아래는 KGIS를 실행한 초기화면이다. 

η
 
l 

1 
l 
i 



화면에 출력된 이미지는 Landsat TM의 7밴드중 밴드4을 Red로， 밴드3을 Green으 

로， 밴드2를 Blue로 각각 지정하여 Composite color를 도시하였다. 화면 우측에는 7개 

의 밴드를 다른 조합으로 지정이 가능한 제어판과 영상의 농도를 변환할 수 있는 선 

형변환 대화상자가 출력되어 현재 RGB의 min, max를 히스토그램으로부터 분석된 수 

치를 가지고 적당히 선형적으로 stretch 하였다. 스크롤바의 위치를 변경하고 ‘Apply' 

버튼을 클릭하면 변환 지정된 수치로 처리되어 화면에 출력된다. 위에 출력된 화상은 

1996년 대전지역을 촬영한 것으로 화면의 상단 우측이 대청탬이고 화면 정 중앙에 

expo 단지가 하얀색갈로 표시되어 있다. Expo 단지에서 좌측 상단에 한국자원연구소 

가 약간 희미하게 나타난 것 이 보인다. 또한 화면 좌측하단에는 유성 C.C의 전경이 

밝은 빨강색으로 나타난다. 

5) 중첩 

중첩은 KID DB포멧에 저장된 레스터이미지와 벡터이미지를 중첩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을 요할 때 적용하는 기능으로 GIS자료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방법이다. 

KID포멧에 저장되는 모든자료는 공간좌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KGIS에서 제공하는 기하학적 보정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각각의 자료는 일치하는 과 

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좌표변환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원격탐사나 GIS에서는 기본적 

으로 모든 자료는 UTM 또는 TM으로 변환을 행한후 모든 자료처리가 수행된다. GIS 

분야에서는 보다 많은 자료가 중첩이되면 될 수록 보다 유용한 자료의 분석이 가능하 

고 mission -critical한 작업인 경우에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공간좌표를 가지는 레스터 벡터자료에는 부가적인 속성자료의 입력이 가능하다. 

레스터는 각각， 즉 RGB의 픽셀수치로 속성이 저장되며 벡터의 경우에는 point, line, 

polyline이 노드로 변환되어 각각의 노드 또는 연결된 노드들에 속성이 부여될 수 있 

다. 속성들은 인텍스번호로 접근이 가능하고 데이터는 Oracle, MS-Access와 연결되어 

조회가 가능하다. 중첩시 projection의 오차로 인하여 레스터와 벡터의 공간좌표가 일 

치되지 않는경우에는 KGIS에서 제공하는 Topology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object를 편집 저장할 수 있다. 이때 편집되는 자료의 history가 또다른 속성으로 저장 

되어 추후 편집된 내용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아래에 출력된 영상은 태백지역의 Landsat TM 이미지위에 벡터화된 Contou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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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첩시킨 화면이다. Contour 자료는 Topology 형태의 node로 변환되어 마우스를 

이용하여 클릭하면 선택된 object에 대한 속성자료가 출력된다. 속성자료는 화면 우측 

의 속성 대화상자에 출력하였다. Object type, vertexes , layer, color 정보， 지질학적인 

배경， 선택된 object에 대한 추가적인 사진， 보고서 등의 정보가 DB로부터 전송되어 

출력 되었다. 현재 출력된 자료는 Landsat TM, Contour이며 여기에 detail한 그래픽자 

료도 중첩 이 가능하다 그 래 픽 자료로는 circle, rectangle, filled rectangle, pre- designed 

object 등이 있으며 영상의 특정한 지점에 marking을 할 수 있어서 분선된 결과를 또 

다른 레이어로 저장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예로 현재 출력된 영상에 광산위 

치에대한 정보를 입력하고자 할 때 그래픽기능을 불러 다양한 형태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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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속성자료 (CLUT, Color Look Up Table) 

KGIS에서는 다양한 속성자료가 제공되나 그중에 CLUT의 기능을 설명한다. 

CLUT는 그레이 이미지를 칼라형태로 출력하면서 속성정보를 칼라로 표현하는 형태이 

다. KGIS에서는 CLUT를 text화일로 작성하여 import할 수도 있고 text 형태의 aSCll 

화을 Segemnt의 형태로 변환하여 KID DB 포뱃에 직접 저장할 수 도 있다. CLUT의 

aSCll 포뱃은 간단하여 entry 개수와 index 번호. red 밝기， green 밝기， blue의 밝기를 

o - 255 사이의 수치로 표시하여 입력한다. 아래의 예제는 2567H 의 smooth한 color 

geometry 기법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KGIS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형태의 CLUT 

를 제공한다. 인텍스 번호는 영상의 농도치에 적용되어 그레이 스케일의 경우에는 농 

도치가 o - 255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CLUT에 정의된 RGB 수치를 적용할 수 있다. 

Entry의 개수와 실제 지정된 RGB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import시 적절한 

error 정보가 출력되어 최대한의 시스테 오류를 방지 하였다. 

KGIS Color Look Up Table Entries (Color). 
Number 01 Entries 
256 
CNum. Red Green Blue 
0 42 36 42 

42 36 84 
2 42 36 126 
3 42 36 168 
4 42 36 210 
5 42 36 252 
6 42 72 42 
7 42 72 84 
8 42 72 126 
9 42 72 168 
10 42 72 210 
11 42 72 252 
12 42 108 42 
13 42 108 84 
14 42 108 126 
15 42 10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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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출력된 영상은 왼쪽에 16- bit DEM 자료를 그레이 스케일로 도시하고 우측 

에는 이를 CLUT에 의하여 칼라와한 영상이다. 화면 정중앙에는 현제 적용된 CLUT 

의 내용이 대화상자의 형대로 출력되었다. KGI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4가지의 

CLUT 중에 Smooth를 선택하여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도가 가장 주c. 。
도L '- 지역으로 

표시되고 적색으로 표시된 은
 

닝
 
T 고도가 가장 L↓ζZ 

Ã'二「 곳으로 CLUT가 각각 적 용되 었 

다. 대화상자의 하단에는 인텍스 번호에 해당하는 RGB을 수치를 바를 이동하며 실시 

간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며 마우스로 칼라화된 부분을 선택하면 선택된 

지점의 CLUT 수치가 CLUT 대화상자에 표시되어 그지점의 RGB 수치를 쉽게 알수 

있다. 사용자는 aSCl1 형태의 CLUT 파일을 작성하여 실제의 영상에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1 , 
A 

? 
“ 



7) 기하학적 보정 

KID DB 포뱃에 저장되는 모든 자료는 공통적인 공간좌표계를 가지며 원시 데이터 

는 타원형태의 지구를 보정없이 촬영한 영상이므로 이들은 보정처리한 후 KID 포뱃으 

로 입 력 되 어 야 한다. 위 성 자료의 경 우에 는 geometric æstortion, raæometric æstortion 

등의 여러 가지 왜곡현상을 제거한 후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KGIS에서는 

기하학적 보정 기능을 지원한다. 원시 영상을 보정된 연상에 rectify하는 방법과 지도 

자체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2가지의 방법이 지원된다. 아래의 그림은 다른 날자에 촬영 

된 2개의 항공사진을 가지고 보정하는 과정을 표시하였다. 좌측의 영상은 보정될 원래 

의 영상이고 가운데 사진은 target, 오른쪽 영상은 보정된 영상을 각각 도시하였다. 가 

圖멜댈밀댈웰앨앨뿔를최| 

양잉뀔빼l밍뼈I뾰따 물1m . xl 
x-y, Coordinates 

GCPID 
Soun::e x1.: 

Oestination )(2: 

‘ th9él<ed GCÞs 
: 1No.lxl ’ 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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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적 보정을 행하기 위하여는 GCP (Ground Control Point)의 적절한 설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GCP는 두 영상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육안으로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한 지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영상에 대하여 보정을 행하는 작업이므로 

GCP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한쪽으로 쏠려있는 GCP는 보정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왜콕된 영상이 작성될 수 있다. 예제는 6개의 GCP가 골고루 분포되게 선정 

하였고 이들은 두 영상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하였다. 화면 하단 오른쪽에는 현재 선택된 GCP을 좌표치를 표시하고 있으면 좌표치 

들에 대한 RMS 오차를 계산하여 출력하였다. Total RMS 오차는 초대한 1.0 pixel이 

넘지 않아야 하며 오차가 가장 많은 GCP는 제거하여야 한다. 좀더 정확한 지점을 선 

정하기 위하여 영상을 확대/축소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 GCP 선정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보정된 영상은 KID 포뱃에 새로운 channel로 지정하여 저장할 수 있 

고 다른 포뱃으로 저장도 가능하다. 

8) 영 상분류 ( Classification) 

영상분류에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Supervised classification과 Unsupervised 

classification 이다. KGIS에서는 2가지가 다 지원되고 Supervised에서는 3가지의 방법 

이 각각 implement 되 었 다. 

(1) Supervised Classification 

분류를 요하는 영 상에 서 도심 지 역 (urban) , 농 업 지 역 (agriculture) , 습지 (wetland) , 

숲(forest) 등의 지표형태에 대한 일부분의 위치 및 정보를 항공사진， 지도， 경험 등의 

분석으로 미리 알고 있으며， 이들 알려진 지표형태의 예 (example)를 원격 탐사된 데이 

터에서 특정 지역 (site)을 사용자가 지시한다. 이들 알려진 지역의 특징이 분류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을 훈련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훈련지역 (training site) 2} 한 

다. 각 훈련지역에 대해 다변수 통계 파라메타(평균(means)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s) , 공분산 행 렬(covariance matrices) , 상관 행 렬(corelation matrices) 등)들이 

계산된다. 그런 다음， 이들 훈련지역 내부와 외부에 모든 화소에 대해 평가되고 클래 

스의 멤버에 속할 가능성Oikelihood)가 가장 높은 클래스에 할당한다. 

m 

ω
 



Training Module 

1) Training Site 지정 :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지정한다. 

2) Statistics 계 산: 

각 training si te 내의 각 화소를 측정 벡E}(measurement vector)로 표현한다. 

X c= [BViJ,l , BVI,l ,2---BVLLk] T 

여기서 BVi,j, k: k밴드에서 (i, j) 번째의 화소의 밝기 값이다. 

각 training 클래스에서 각 밴드 내에 각 화소의 밝기 값을 사용하여 평균 측정 벡타 

(mean measurement vector)를 계산한다. 

Mc =[ μcl ， μ 02 '" μ ck] T 

여기서 μ ck 밴드 k내에서 클래스 c에 대해 얻어진 데이터의 평균값이다. 또한 각 

클래스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구하기 위하여 관측벡타를 사용한다. 

COV cll COV cl2 ... COV ckl 

kl= l COZ/4l Coν022 ", COV c2n I = 
• c 

COVcη1 COVc갱 " 'COVcnn 

여기서 COVckl 밴드 k에서 1사이의 클래스 C의 공분산이다. 클래스 C의 공분산 행렬 

Vckl을 Vc로 표기하였다. 각 클래스(예를 들면， 주거지역 (residentiaD ， 상업지역 

(commerciaD , 습지 (wetland) , 숲(forest) ， 물 (water)) 에 대 한 평 균(mean) ，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 분산(variation) , 최 소값(rninimum value) , 최 대 값(maximum 

value) , 분산-공분산 행 렬 (variance-covariance matrix) , 상관행 렬 (correlation)을 계산 

한다. 이들이 위의 각 클래스에 대한 스펙트럼 특정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정보를 이용하여 supervised 분류를 위한 최적의 밴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Training 통계량이 관심있는 각 클래스의 각 밴드로부터 계산되면， 다른 모든 클래 

스로부터 각 클래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밴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 

정을 특징 선택이라 한다. 중복된 스펙트럴 정보를 제공하는 밴드는 제거하여 데이터 

세트에서의 dimensionali ty를 줄인다. 이러한 과정은 분류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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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선 택 은 training 데 이 터 에 서 클 래 스 사 이 의 분 리 (between - class separability) 정 

도
 

결정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 (statistical analysis) 또는 그래픽적 분석 (graphical 

analysis)을 사용할 수 있다. 밴드들의 조합이 동시에 n 밴드를 사용하여 모든 다른 클 

래스로부터 각 클래스를 구별하는 잠재적인 능력(가능성)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다. 

클래스에 할당되지 않은 화소를 임의의 클래스 중 하나에 할당하는 방법은 다양 

하다. 특정 분류기/결정 규칙의 선정은 입력 데이터와 원하는 출력에 의존한다. 파라 

메트릭 (parametric)즘은 training 단계 동안 각 스펙트럴 벤드내에서 각 클래스에대해 

얻어진 관찰 측정 벡E}(observed measurement vector) Xc가 가우시안(Gaussian)이 

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비파라메트릭 (nonparametric) 분류 알고리즘은 이러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 The Parallelepiped Classification Algorithm 

다중 스펙트럴 영상의 각 화소의 밝기 값이， m개의 가능한 클래스 중 밴드 k와 클 

래스 C에 대해 계산된 평균 μck를 갖는 n차원 평균 벡타 Mc =[ μ ck ， μ c2 ••• μ cn]T를 만들 

기 위하여 사용했다. m7R 의 가능한 클래스 중 밴드 k와 클래스 c에대해 계산된 표준 

편차 Sck를 계산한다. 

표준편차 1인 임계치를 사용할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Bijk 는 클래스 c에 속한다. 

조건 f..L ck - Sck드Bijk드 f..L ck + S ck 여 기 서 c= 1,2, ... m , k= 1,2, ... ,n 

만약 n밴드 모두에 대하여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클래스 c에 속하게 한다. 만약 그렇 

지 못하면 분류되지 않는 클래스로 할당하여 뒤에 표준편차 임계치를 더 늘려 계속 

분류한다. 

2) The Minimum- Distance to Means Classification Algorithm 

클래스를 모르는 화소 B，jk 에서 각 밴드 k와 클래스 c에 대해 계산된 평균 μ생까 

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최소 거리인 클래스에 할당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분류 기법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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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Algorithm 

각 클래스에 대한 평균 측정 벡타 Mc와 밴드 k에서 l까지에 대한 클래스 c에 

대한 공분산 행렬 Vc를 사용한다. 클래스를 알지 못하는 화소의 측정 벡타 X를 임의 

의 클래스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각 클래스에 대한 가능성 Oikelyhood) PC를 계산한 다 

음 최대의 가능성을 갖는 클래스로 분류한다. 

미지의 측정 벡타 X는 다음조건을 만족하면 클래스 C로 정한다. 

조건 PC는φ1 여기서 i=1 ,2,3, ... ,m 

Pc= [-O.5 1n (det( VJJ - [O.5(X -Mc) T( V깐)(X-MJJ 

det( VJ는 공분산 행렬 Vc 의 행렬식이다. 

(2) Unsupervised Classification 

지표형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할 때 사용한다. 컴퓨터가 임의의 통계적으 

로 정의된 기준에 따라 화소 데이터를 다른 클래스로 클러스터링할 것을 요구한다. 그 

런 다음 분석가가 이들 클러스터에 레이블을 한다. 

KGIS에서는 supervised 분류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지정한 훈 

련 지역을 사용하여 분류하는 기법을 Visual C+ +로 구현하는데 있다. 원격탐사 데이터 

의 spervised 분류에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적당한 분류기볍을 채택하여야한다 

대표적인 training site가 선택되어야한다. 

통게량(statistics) 이 training site로부터 추출되어야만한다. 

- 통계량 분석 

一 적당한 분류 알고리즘 선정 

• 영상을 m7B 의 클래스로 분류 

- 분류 정확도를 통계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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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3개의 클라스로 분류된 영상으로 화면 상단 좌측은 원래의 영상에서 

도심 지 , vegetation, 그리 로 water 로 구분된 training site이 고 상단 우측은 maxlmum 

likelyhood 분류 알고리 듬을 적 용하였고 하단 좌측은 에 는 parallelpiped 알고리 듬을 각 

각 적용한 결과이다. 화면 하단 후측은 unsupervised 분류를 행한 예제이며 여기서는 

16개의 클라스로 분류한 결과이다. 적은 training site를 적용하였으나 비교적 양호하게 

분류되 었음을 알 수 있다. 

10) Topology 

뭘훌 

‘8에*껴? 

KGIS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 벡터형태의 자료를 노드로 분류처리하여 topology 

structure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노드는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여러개의 노드로 연결된 

polygon은 면적과 포함관계를 가지는 object이다. 각각의 object들은 색깔로 분류가 가 

능하고 특정 vertice에 대한 속성정보가 대화상자에 출력되어 이들을 편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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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3차원으로 도시 하므로 보다 적확하고 효과적으로 데이터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차원에는 실제로 특정 지점을 마우스로 드레그하여 그지점에대한 고도 

정보를 2D로 출력하므로 동시에 3D와 그의 속성정보를 visual하게 조회 할 수 있다. 

12) 사면 경사도(slope map) 생성 

사면은 수평면에 접하는 면으로， 이 사면은 고도의 변화율인 기울기와 최대 고도변 

화율이 일어나는 방향의 두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를 사면 경사(slope) iQ- 하 

며， 후자를 사면 방위 (aspect) iQ- 한다. 수치표고모댈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사변 경사도 

와 사면 방향도는 기본적인 주제도로서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적지 선정에 이용된 

다 

사면에 대한 경사도는 일정거리에 대한 두 지점간의 비고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형 

의 특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사면 경사도를 작성하는 알고리즘은 경 

사각 a 를 계산하는데 있다. 

α =t빠1 J{iZE꿇w2}' 뀐 
여기서， d 그리드 간격 

ZE, ZW, ZN, ZS : 계산코자 하는 인접 4점의 표고 자료 

위 식을 이용하여 각 그리드 점의 경사각을 구한 후 이것의 크기를 화소(pixel)값으로 

표시한다. 한 지점의 경사각은 00 
- 90。 의 값으로서 화소의 좌우를 잇는 벡터와 상하 

를 연결하는 벡터에 의해 결정되는 사변의 기울기로서 계산된다. 

’ 사용법 
메 뉴 : 화상(I) • slop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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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EM 파일을 열고， 경사도를 저장할 파일이름을 넣고 OK버튼을 누르면 경사도 

가 생성된다. 

위 영상은 경사도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치표고모벨(DEM;Digital Elevation 

ModeI) 데이터로 16bit 자료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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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은 DEM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경사도로 경사각은 00 
- 90。 의 값 분포를 가지 

며， 1 。 간격으로 경사도에 따라 그레이 값이 할당된다. 생성된 경사도의 가시화를 높 

이 기 위 해 적 당한 CL Tkolor lookup table)를 만들어 사용한다. 

DEM 자료로부터 경사도 외에도 사면 방향도(aspect map) , 음영 기복도(shaded relief 

map)를 만들 수 있다. 

13) 주성 분 분석 (PCA;PrincÌpal Component AnalysÌs) 

주성분 분석은 다차원적인 변수들을 축소， 요약하는 차원(demension)의 단순화와 함 

께 서로 상관되어 있는 반응변수들 간의 복잡한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분석 은 직 교최 소제 곱(orthogonal least squares)의 개 념 에 기 초하여 차원 공간에 흐드 

러져 있는 점들을 가장 잘 접합시키는 평면을 찾기 위한 기하학적 최적화의 문제로 

Pearson에 의해 제기되었다. 주성분 분석은 원격탐사 분야에 있어 자료의 단순화(data 

reduction) , 잡음분리 (noise seperation) , 변화지 역 탐지 khange detection) 등에 활용되 는 

다중화상 강조처리기법 활용되고 있으며， 기본 원리는 K-Bands로 구성된 자료의 최대 

분산방향과 최소분산방향에 일치되도록 원 좌표축을 이동， 회전시키고， 자료의 평균값 

을 새로운 좌표축의 원점으로 하여 원 자료를 새로운 K차원의 자료로 변환， 밴드간 

의 공분산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 사용법 
메 뉴 : 화상(I) • P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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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력 데이터의 Line/ Column 값을 입력하고， 주성분 분석을 하고자 하는 원격 

탐사 데이터를 밴드별로 각각 불러들인다. 다음에 분석방법을 선택하는데 여기에는 

l)Covariance, 2)Correlation, 3)SSCP(sums-of-squares-cross-products)가 있다. 그리 

고， 최종 출력하고자 하는 PCA 파일 이름을 정한다. 만약 입력 데이터가 7개이면 생 

성되는 출력 결과도 7개가된다. 

위의 왼쪽 영상들은 Landsat 5 TM으로 PCA 처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오른쪽 영 

상들은 왼쪽 영상들로부터 PCA 처리를 하여 생성된 결과이다. 여기에서 세 가지 분석 

방법 중 covanance를 사용하였다. 

14) 뉴로-퍼 지 영 상 분류(Neuro-Fuzzy image classification)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격탐사 영상 분류 알고리즘으로는 통계적 기법으로 

Minimum Distance, Maximum- Likelihood, Nearest neighbor 그 리 고 parallel- piped 

방법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기법으로는 신경회로망 Fuzzy c- means 그리고 

SOFM(Self Organized Feature Map)등이 있다. Maximum - Likelihood와 같은 전통적 

인 통계적 분류에서 하나의 화소(pixel)는 확률함수의 가장 높은 소속 도를 갖는 클래 

스에 할당된다. 

여기서 개발된 뉴로 퍼지 영상 분류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적인 퍼지 퍼셉트 

론(fuzzy perceptron)를 가지고 있는 3층 전방향(feed-forward) 신경회로망 구조로 되 

어 있다. 

패턴 분류를 위한 뉴로 퍼지 시스템은 입력 패턴으로부터 퍼지 규칙을 생성하는데 다 

음과 같이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 패턴 공간에 대한 퍼지 분할 

을 수행하고， 각각의 퍼지 부분공간에 대한 퍼지 논리 규칙을 찾는다. 두 번째 단계에 

서는 찾아낼 퍼지 논리 규칙들이 퍼지 결론부로 구성된다면 출력공간에 대한 퍼지 분 

할을 수행하게 된다. 생성된 퍼지 규칙은 IF x1 is μ1 and x2 is μ2 and and xn 

is n THEN the patten (x1 , x2,"', xn) belongs to class i 와 같은 형 태로 구성 된다. 

x1 , x2, xn는 입력 벡터를， 1 ， 2, "',n 는 퍼지 집합을 나타낸다. 퍼셉트론은 가중 

치 가 퍼 지 이 론에 의 해 퍼 지 화가 되 도록 설 계 된 MLP(multi - layer perceptron)구조로 되 

어 있으며， 가중치는 활성화 함수， 출력함수 및 전이 (propagation)함수에 의해 변하게 

된다. 또한 퍼지 퍼셉트론은 근사화 함수를 사용하는 보통 퍼셉트론과 유사하며，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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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부) THEN (후건부)와 같이 언어적 형태의 퍼지 규칙 지식베이스를 생성하기 때 

문에 이해하기가 쉽다. 

※ 뉴로-퍼지 학습 알고리즘 

(1) 입출력 쌍(p， t)를 선택하여 뉴로 퍼지 분류 시스템으로 전파하고， 출력 벡터 C 

를 결정한다. 

/ * p: 입 력 패 턴， t 목표 패 턴， c 출 력 벡 터 */ 

(2) 각각의 출력 유닛 Cl 에 대해 델타 값(δci = ti - aci)을 결정한다. 

/ * aci 출력 유닛에 대한 활성함수 값 */ 

(3) 활성함수 값이 O보다 큰 각각의 규칙 유닛 R에 대해， 

@ 규칙 유닛 R 에 대한 델타 값을 구한다. 

δR = a R (l- a R ) L W(R， c)δc 
ceU ‘ 

/ * W (R, c) : 규칙 유닛과 출력 유닛 사이 의 연결 가중치 */ 

@ 다음을 만족하는 x ’ 를 찾는다. 

W(x ’ ,RXa..} = min {W(x, RXaJ} 

/ * W(x'. R) : 입력 유닛 X와 규칙 유닛 R사이의 퍼지 연결가중치 */ 

% 

ω
 



@ 퍼지 집합에 대해 퍼지 연결가중치 W(X’,R) 는 O보다 큰 학습계수 o 를 이 

용하여 퍼지 삼각 멤버소속 함수의 변수 a, b, C에 대한 넬타 값들을 결정 

하고， W(X’，R)가 다른 연결에서 공유될 수 있어 한번 이상 바뀔 수 있다면 

델타 값들을 W(X’，R)에 적용한다. 

Ôb σ . Ô R. (c - a) . sgn(ax ’ - ω， 

Ôa σ · δR. (C - a) + δb I 

δc σ · δR. (C - a) + δb 

(4) 설정된 학습 반복횟수나 STOP조건을 만족하면 수행을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1)단계 로 넘 어 간다. 

’ 사용법 
메뉴 : 화상(I) • Classification • 인공지 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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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은 본 연구에서 구현된 뉴로 퍼지 영상 분류 시스템으로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뉴로-퍼지 패턴 분류시스템에 사용될 각종 환경 변수들을 설정 

하는 부분， 둘째， 분류하고자 하는 패턴， 퍼지 규칙， 네트워크 그리고 설정된 환경변수 

파일을 읽어 들이고 저장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최종 분류된 결과를 저장하는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사용될 환경 변수들을 설정한 다 

음， 훈련 집합으로 선정된 클래스의 패턴 파일을 읽어 들이고， 네트워크를 초기화한다. 

그리고， 학습을 수행한다. 학습 결과 생성된 네트워크， 퍼지 규칙 및 환경 변수들은 다 

음 사용을 위해 저장할 수 있어， 다음에는 학습 과정 없이 바로 저장된 파일을 로드하 

여 분류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학습이 끝나면 실험 영상 파일을 읽어 들여 분류작업 

을 수행하고， 분류된 결과를 저장한다. 

위 영 상은 뉴로-퍼 지 알고리 즘을 이 용한 영 상 분류를 위 해 사용된 AMS(Airborne 

Multispectral Scanner) 영상으로 지표면의 특정을 대표할 수 있는 8개의 클래스에 대 

한 훈련집합을 선정하여 입력 패턴으로 설정하고， 훈련집합으로 선정된 패턴은 127H 의 

퍼지 집합으로 분할하여 뉴로 퍼지 학습알고리즘에 의해 학습시킨다. 실험에서 사용 

된 뉴로←퍼지 분류기의 구조는 4개의 입력， 12개의 은닉 그리고 8개의 출력층을 갖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학습결과 뉴로 퍼지 분류기는 7787H 의 퍼지 규칙을 생성하였고， 

원 영상에 대해 분류 할 때는 학습결과 생성된 퍼지 규칙들 중 104개의 퍼지 규칙을 

” 
이
 



사용하여 최종 분류를 수행하였다. 아래 영상은 뉴로-퍼지 영상 분류 시스템에 의해 8 

개의 클래스로 분류된 최종 영상이다. 

15) 지도좌표설정 

지도 투영법은 지표상의 위치와 형상을 일정한 축척으로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2차 

원의 평면상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투영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거리의 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거투영법， 둘째 면적의 비를 일정하게 유지하 

는 등적 투영법， 그리고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각투영법이 있다. 등각투영법은 

지구타원체면상에서 어떤 두 선분이 직교하면 투영면상에서도 직교하므로 직교투영 

또는 정사투영 (orthogonal projection)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사용되는 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투영변으로 평면을 사용하는 방위도법 (azimuthal projection) , 

둘째 투영면으로 원통면을 사용하고， 이 원통을 절단하여 평면을 만들어 사용하는 원 

통도법 (cy lindrical projection) , 그리고 투영면으로 원추면을 사용하고 이 원추면을 절 

단하여 평 면을 만들어 사용하는 원추도법 이 있다. 

※ 횡 단 메 카트로(TM; Transverse Mercator) 

- 38-



우리 나라의 경우 TM투영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메카트로 투영법 (Mercator projection) 

에서 원통을 90。 회전시켜 중앙자오선이 원통면에 접하도록 하는 투영법으로서 TM 

투영볍 (Transverse Mercator projection)이라고 부른다. TM투영법은 측량의 표준 투 

영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투영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투영하는 투영법이다. 

@ 등각투영. 

@ 투영면을 원통면으로 하여 펼침. 

@ 투영변인 원통이 원점의 자오선에 접함. 

@ 투영은 중앙자오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 

TM투영법은 그 특성 때문에 우리 나라와 같이 동서가 좁고 남북이 긴 지역에 아 

주 적합하며， 우리 나라의 국립지리원에서 제작되는 지형도제작에서 이 좌표계를 사용 

하고 있다. 이 투영법은 원래 1772년 램버트에 의해 처음으로 고안되었다. 

우리 나라 평면직각좌표의 원점은 서부원점 (380 N, 1250 E) , 중부원점 (380 N, 127" E) , 

동부원점 (380 N, 129 0 E)의 3개가 있으며， 원점의 좌표값은 (0，0)을 사용하지 않고 음수 

를 없애기 위해 (500,000 N , 200,000 E)를 사용한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은 음수값을 

없애기 위해 (550,000 N , 200,000 E)를 사용한다. 그런데 원점의 경도값에는 + 10.405 

/ 를 더한다. 평면직각좌표의 단위는 미터 (M)로 거리 및 면적 계산 등이 용이하다. 

’ 사용볍 
메뉴 : 도구(T) • 지도좌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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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를 설정하기 위해 먼저 투영하고 하는 타원체(Ellipsoid)를 선택한다. 우리 나라 

의 경우 Bessel 1841이라는 타원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 축척계수를 

정하고， 평면직각좌표에 대한 원점을 정한다. 그리고， 설정하고자 하는 지도의 좌측상 

단과 우측하단의 경/위 도 좌표를 입 력 한다. 

137.0 
6378135.0 
6378160.0 
6378245.0 
6378388.000 
6378249.145 
6378206.4 
6377563.396 

6356752.314 
6356750.520 
635677 4. 719 
6356863.019 
6356911.946 
6356514.870 
6356583.8 
6356256.910 

1980 GRS 1980 
1972 WGS - NASA. P티 
1965 - Australia,South America 
1940 Krasovsky - Soviet Union 
1924 Intern'l삐ayford - Remainder 이 World 
1880 Clarke - Africa,France 
1866 Clarke - North America,Philippines 
1849 Airv - Great Britain 

위 화면은 지도좌표설정 화면에서 Ellipsoid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으로 사 

용하고자 하는 타원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16) Win95용 KID를 UNIX(s이따is 2.5)용으로 변환 

Win95용 KID 프로그램을 UNIX용으로 변환하기 위한 TOOL은 WinφU를 사용하 

여 변환하였다. 실제로 Win957} 운영되는 Intel 미이크로 프로세서와 UNIX(s이때S 

2.5)에서 사용하는 RISC 마이크로프로세서의 BYTE ordering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진 데이타를 읽고/쓸 때 LOBYTE와 HIBYTE를 SWAP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기서는 이진 파일로 저장된 KID파일의 형식을 Win957} 운영되는 Intel 구조에 맞추 

었으며， 따라서 Win95나 UNIX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OS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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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은 Win95 환경에서 개발된 KID 프로그램이며， 아래 화면은 UNIX(solaris 

2.4) 용으로 변환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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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ilter 

Average Filter(Smoothing Filter) 

이 Filtering은 주위와 이웃한 화소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것을 다이 원본 화소에 적용 

을 시키는 형태로 처리를 진행하여 나가는 방법이다. 이곳에 사용되는 마스킹의 

방법은 앞으로 언급하게될 모든 필터링의 기본이 되는 3X3 마스킹 값부터 5X5, 7X7, 

9X9의 마스킹 방법을 지원한다. 그럼 A verage Filter Mask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현 

재의 화소를 중심으로 주위에 이웃한 화소들간에 값을 더해서 화소의 개수 

로 나누어 주기만 화면 된다. 7X7. 9X9의 수식 계산 방법도 위의 그림과 동일한 방법 

으로 계산하면 된다. 

9 5 4 중심이 되는화소의 값 9 5 4 

여f 16 계산방식 4i 2 (9 + 5 + 4 + 2 + 3 + 6 + 3 + 8 +η 19 = 5. 2 2 6 
.-

중심 좌표값 3 대신메 5.2를 값으로 사용 /Z3/ 
3 8 7 오른쪽 3으| 값이 5로 변 경된 화면 ~ 8 7 

(예로 3X3에 의한 방법을 들기로 하겠다.) 

. 처리 화면(오리지날 영상에 대한 처리 미리 보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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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화면 

(오리지널 영상) (처리된 영상) 

- Min Filter(Minimize Filter) 

이 Filtering은 주위와 이웃한 화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는 필터링 방법 

으로 선택 영상을 현재의 영상보다 어둡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것 역시 

마스킹은 3X3, 5X5, 7X7, 9X9의 마스킹을 지원한다. Min Filter Mask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마스킹 윈도우의 값들을 정렬후 가장 작은 값만을 선택하면 된다. 

월 5 4 풍심 01 되느 화소의 훌k 9 § 4 

2 (~ 때{ 
거산방식(명 도우의 영댐) 

ι2 @ 휠 (2 33 4 5 6 1 8 9) -- 정 댐 걸 고} 

풍샘 화표강 3 며신에 2 를 없E 로 사용. 

~ 3 g 7 요른쪽 3의 링 01 :2로 변경딘 화면~ 
g 7 

(예 3X3 마스킹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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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화면(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처리 미리 보기 화면) 

. 처리결과 화면 

(오리지널 영상) (처리된 영상) 

- Median Filter 

이 Filtering은 주위와 이웃한 화소들 중에서 중간 값을 선택하는 필터링 방법으로 

영상의 디지털 영상은 전송되는 도중에 잡음과 썩이거나 시스템의 다른 요소에 의해 

서 왜곡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텔레비전 영상에서 이산화한 영상에서 자주 볼수 

있는 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러한 잡음이나， 영상왜곡을 제거하기 위해서 

Median Filter 방법을 쓴다면 잡음은 제거되고 왜곡된 영상을 제대로 받아 들일수 

있는 수준까지 영상의 회복을 시켜준다. 이것 역시 마스킹은 3X3, 5X5, 7X7, 9X9의 

마스킹을 지원한다. 그럼 Median Filter Masking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마스킹 윈도 

우 값들을 정렬후 중간값만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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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예 풍성 01 되느 회소의 훌k p 4 

훌 l합 「숲 
낙 게산방식(뭘 도우의 청댐) 

￡ 않 6 (2 33 4 5 6 1 8 9) .. 영댐 겉과 

..J' 

풍심 화표뭘 3 며신에 5 를 휠E료 사를. 
w￥ g ? 오른쪽 3의 없 01 5로 번경틴 화면.../ 홈 ? 

(예 3X3 마스킹의 계산 방법) 

. 처리 화면(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처리 미리 보기 화면) 

폐aχ & 쉐mlll'i'WalMlli'lillJ띤!lQI'i!RiIi1 없 l 

. 처리결과 화면 

(오리지널 영상) (처리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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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Filter 

이 Filtering은 주위와 이웃한 화소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선택하는 필터 링 방법으로 

영상의 어두운 요소를 제거하고 현재의 영상보다 좀더 밝게 영상을 변화시켜주는 효 

과를 가진다. 그러나 Max Filter 처리만을 가했을 경우 영상에 잡음이 생기는 소지가 

종종 있다. 그래서 Max 처리 후에는 Smoothing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것 역시 

마스 킹 은 3X3, 5X5, 7X7, 9X9의 마스 킹 을 지 원 한다. 그 럼 Max Filter Masking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마스킹 윈도우의 값들을 정렬후 큰 값만을 선택하면 된다. 

g 휴 4 풍혀 01 되는 화소의 뭉k p 5 4 

x (3r F홉f 一 게씬방석(벌 도우의 쩡명 ) 
￡ @ 휠 Ç1 33 4 5 6 18 9) -- 영 댐 검 과 

풍펴 좌표뭘 3 며선에 9를 황으로 사흥. 

rr홉 3 g T 오른쪽 5의 없 01 9로 번경틴 화면/ 
g 7 

( 예 3X3 마스킹의 계산 방법 ) 

처 리 화면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처 리 미리 보기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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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화면 

(오리지널 영상) (처리된 영상) 

• Sharpening Filter 

이 Filtering은 크리스프닝이라고도 하는데， 영상에서 상세한 부분들을 더욱 강조하 

는 효과를 갖게한다. 영상을 획득하기 전이거나 획득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애매모호할 

경우에 샤프닝을 통하여 영상을 가용한 상태로 변형을 시킬수가 있다. 샤프닝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마스크값이 있어야 한다. 이 마스크 값들의 특징은 외 

부는 - 값을 가지며 내부는 + 값을 가진다. 아래의 마스크 값들이 샤프닝에 사용되는 

O 0 -2 

5 9 -2 5 -2 

O O -2 

마스크 값들이다. 

샤프닝을 계산하는 수식은 영상의 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그 주위의 8개의 점들과 일 

일이 각 방과 동일한 방에 있는 샤프닝 마스크 값을 곱한 후 그 값을 더해 줌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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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9 0 O 5 8 9 

6 15 10 5 6 47 10 

7 4 3 0 0 7 4 3 
--

(영상의 좌표) (마스크 좌표) (새로운 윈도우 좌표) 

(5*0 + - 1*8 + 9*0 + 6*- 1 + 15*5 + 10*- 1 + 7*0 + 4* - 1 + 3*0)의 결과를 중심 좌표 

인 15 대신에 새로운 값(47)을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만약 마스크를 해서 나타난 값 

이 영상의 취할 수 있는 최대 값보다 커진다면 그 영상이 취할 수 있는 최대값(8Bit 영 

상 255)을 대신 대입을 해주변 되고， 영상의 취할 수 있는 최소값(8Bit 영상 이보다 작 

은 값이 나타나게 되면 그 값 대신에 영상이 취할 수 있는 최소 값을 대입하여 준다 . 

. 처리 화면(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처리 미리 보기 화면) 

lS atpenln9 ilter ialog 없 11 . 

. 처리결과 화면 

(오리지널 영상) (처리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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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 요약 

- 범용 vector fonnat인 DXF와 Maplnfo의 MIF fonnat을 KGIS의 표준 fonnat 

인 KID로 import, export할 수 있는 모률을 개발하였음 

- 여 러 가지 raster image fonnat(PCX, TIFF, JPEG, BMP)을 KID fonnat으로 

import, export할 수 있는 모률을 개발하였음 

Windows 95용 KGIS에 서 GIS자료를 입 력 하고， 처 리 , 분석 , 출력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처리 및 분석 기능이 있는 raster- vector editing, 

topology, raster- vector overlay, slope map, image rectification, 

classification 등을 개발하였음 

一 KID DB포뱃에 저장된 자료를 그래픽으로 visualization 할 수 있는 2D, 3D 

디스플레이 기법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디자인 

되었음. 

태백지역에 대한 GIS DB구축(LANDSAT 위성사진， 지질도， 지화학도， 항공 

지구물리탐사도， DEM， 3차원 지질도， 3차원 지형도， 음영기복도， 광물 부존 

가능지역 주제도 등) 

- 1/5만 축척 지질도 전산화를 위해 원도를 트래싱페이퍼에 제도하여 raster 지 

질도를 완성하였고， 본 처리를 하기 전에 안동 등 9개지역의 지질도를 대상 

으로 기하학적보정， 지도 투영법， editing 및 vectorizing작업을 수행하고 。] 。
<‘ -

며， 1/100만 및 대전，안동 1/ 25 만 지질도는 완료하였음. 

- Window95용 KGIS를 UNIX workstation용으로의 변환(test version) 

5.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지질도 및 지질，자원정보 자료 입력에 필요한 인력 절대 부족 

- 지질도 및 지질，자원정보 자료 입력에 필요한 장비 (PC， Digitizer, Scanner, Plotter 

조
 
「부

 
’ 가

 
Network 사용량이 폭주하여 전송속도가 너무 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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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성과 

가. 학회 논문 발표 

1) Development of Geolog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대 한원 격 탐사 

학회 지 (영 문판)， Vol. 13, No. 3, 293- 304 p., 1998. 

2) 지질자원정보 시스템 구축 14차 공동학술 강연회 “자원환경지질학에서의 

GIS의 활용 대한 자원환경지질학회/대한지질학회， 81- 86 p. , 1988. 

3) A Neuro- Fuzzy Model Approach for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Proceedings of Intem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122- 127 p. , 

1998. 

4) Development of Image Processing Software for Satellite Data Proceedings 

of Intemational Symposium on Remte Sensing, 361- 369 p. , 1998. 

5) GIS에 의한 중화학 공업단지의 적지 선정 및 평가 기술 : ‘98 추계학술 논문 

발표대회， 한국 지리정보학회， 217- 224 p. , 1998. 

6)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발전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P. 540, 1998 

나. Windows 95/NT용 GIS 및 영 상처 리 S!W 개 발 (KGIS) 

다. 한국 지철도 CD제작 

1) 1/100만 축척 지 질도 

2) 1/100만 축척 기복도 

3) 1/100만 축척 지질기복도 

라. 수치 주제도 작성 

1) 1/5만 축척 지질도(1/25만 서울， 안동지역) 

마. Pilot Area에 대 한 DB구축 

1) 지질도， 지화학도， 항공물리탐사도， 광산위치도 등 

2) 기복도， 경사분포도 등 

3) 위성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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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기년도 연구개발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사업신청서와 비교분석) 

- 아직까지 국내에서 자체개발된 GIS소프트웨어에 발표는 없으나， 외국에서는 

WEB Based GIS를 개발하고 있음.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당해년도 목표 및 내용 

- Window95.이T용으로 개발된 KGIS를 UNIX 시스템용으로 변환 

- Window95이T용 KGIS 모률 추가 개 발 

3D perspective, DEM 주줄， map composition, map projection, lmage 

mosruc 등 

- 위성자료 변환 모률개발(LANDSA T TM BIL BSQ, SOPT BIL, IRS , 아 

리랑 위성 등) 

야외지질조사자료 등을 KGIS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Field 

Tools 보완 

1/5만 축척의 지질도 등 수치 주제도 작성 

- 지질도 속성자료 입력 

Pilot Area에 대한 DBMS 구축 

- Network 시험가동( Server 성 지구환경부) 

- 최종목표 및 내용(변경된 경우에만 기재) 

1 
l 
i 

F h 

니
 



다.연구추진계획 

세부연구분야 
월 단위 추진계획 | 소요연구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I 천원) 

KGIS UNIX버 
전으로변환 

GIS 모률 개발 

지질도 전산화 

지질도 속성자 

료 입력 

위성자료 변환 

모률개발 

야외조사자료 

입력 시스템 

개발 및 보완 

보고서 작성 

합 계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35.000 

23.000 

62,785 

45,000 

17.000 

54.000 

2,698 

267,315 

- Wndow95용 KGIS가 UNIX workstation용으로 변환했을 때 data type의 문제는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 되었는가? 

꼭 펼요한 GIS모률이 개발되었는가? 

- 전산화된 지질도는 타연구사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지질도 속성자료를 DB화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얼마나 높은 qua1ity를 유지 

하고 있는가? 

KGIS와의 interface는 잘되 었는가? 

Server와 c1ient간의 연동은 잘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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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요연구비 내역 

가)총괄표 

(단위 :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목 0998. . ) 0999. (2000. 
비목 / 구분 비고 

번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내부인건비 41 ,000 19.0 91 ,622 34.2 70,432 16.2 

2 개발보전금 22,698 10.5 50,722 19.0 41 ,414 

간접비 22,698 10.5 50,722 19.0 41.414 9.5 

개발준비금 

3 외부인건비 37,600 17.4 21 ,600 5.0 

4 직접경비 110,833 51.4 117,000 43.8 294,521 67.7 

- 여비 8.948 4.2 9,378 3.5 16,432 3.8 

- 기술정보활동비 18,048 8.41 18,348 6.9 22,321 5.1 

연구기자재 및 시 
18,000 8.3 20,000 7.5 200,123 46.0 

설비 
- 재료 및 전산처리 

50,795 23.5 55,795 20.9 37,213 8.6 
비 

- 시작품 제작비 

- 수용비 및 수수료 15,042 7.0 13,479 5.0 18,432 4.2 

5 연구관리비 3,567 1.7 7,971 3.0 7,044 1.6 

- 인센티브 3,362 1.6 7,513 2.8 7,044 1.6 

하위과제평가비 205 0.1 0.2 
458 

6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사업비 총액 215,698 100 267,315 100 435,011 100 

띠
 써 



바. 참여연구원 현황 

직급벌 참여연구원 

며
。
 며
。
 며
。
 며
。
 며
。
 

4l 

4l 

n
ζ
 ”J 

7I 

급
 
급
 
급
 
타
 

이
며
 이
口
 

계
깨
 

책
 
선
 
원
 
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연구책임자 

서 재 영 

직급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口C그혜 

선 원 급 1 명 

원 급 2 명 

기 타 ~ 

겨| 3 명 

소속기관벌 참여연구원 

출연(연) 3명 

기 타 명 

계 3명 

연구책임자 

지광훈 

|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야 | 
연구책임자 

지 광 훈 

소속기관벌 잠여연구원 

출 연(연) 4 명 

국 · 공립(연) 口C〉j

대 승--1} 口t그j 

산업계 口C〉j

기 타 3 명 

겨| 7 명 

연구책임자 

직급벌 참여연구원 직급벌 참여연구원 

책 임 급 1 명 책임급 .~ 

선원급 口〈그j /」서J 。I그| 二t::::I그 口〈그# 

원 二t그j 며c> 원 二t그j 口~

기 타 3 명 기 타 口C〉j

겨| 4 명 겨| 명 

소속기관벌 참여연구원 

출연(연) 1 명 

기 타 3명 

겨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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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연(연) 명 

기 타 명 

계 명 



8. 기타 중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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