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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Introduction)

1.1 국제표준과 ISO의 역할

국제표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역에 따른 기술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제표준에 대한 계획, 개발 및 도입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은 세 개가 있다. ISO(국

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전기전자기술을 제외한 모

든 산업분야의 표준에 책임을 맡고 있다. 전기전자기술 분야는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고, 대부분의 무선

통신기술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 무선통신 연맹)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ISO는 약 130개국의 국가표준기관(NSB : National Standards Bodies, 해당국의 사회적 경

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합법적 연합으로서, 스위스 제네바

에 위치한 중앙사무국(Central Secretariat)이 회원을 보조하고 있다.

ISO의 주요 산출물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이다.

국제표준이란 전세계적인 개방성과 투명성, 합의 형성 및 기술적 일관성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제표준은 모든 이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ISO 기술위원회

(ISO/TC, Technical Committee)에서 개발되고, 공개 코멘트 단계(ISO 기술 질의 :

Technical Enquiry)를 거치게 됨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 ISO와 기술위원회는

또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ISO 기술 사양서(TS, Technical Specification),

ISO 공개 사양서(PAS, Public Available Specification) 및 ISO 기술 보고서 (TR,

Technical Report)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ISO 간행물들은 낮은 수준의 합의를 통해 만

들어지며, 따라서 국제표준과는 지위가 다르다.

또 다른 ISO 산출물로서 산업기술협정(ITA, Industry Technical Agreement)이 있다. ITA

는 산업단체에 의한 표준화 활동과 ISO 및 국가표준기관에 의해 대표되는 공식 표준절차

간의 간격을 좁히고자 하는 목적이다. ITA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당사자만 참여하는

ISO 워크샵 혹은 포럼에서 개발된다는 점에서 국제표준과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국제표준과는 지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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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Preface)

2.1 ISO/TC 211 보급개발 자문그룹

ISO/TC211 보급개발 자문그룹은 ISO/TC 211 표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입과 지지

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준은 모든 관계자가 공개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개발된다. 표준의

궁극적인 장점이 발휘되려면 많은 사람이 표준을 인식하고 채택된 자발적 국제 표준이 널

리 사용되어야 한다. 전통적 공간적 기능의 표준화를 넘어서, 혁신적이고 새로우면서, 미지

의 신기술과 응용 영역이 등장함으로써, 기존에 확립된 공간정보 표준 절차를 넘어서는 새

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얼마 전까지의 표준화는 기술의 현상태를 인식하여 체계화하는 절

차였다. 반면 현재의 표준화는 좀더 선도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요구사항과 구현을 정의하

되, 개발을 방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의하기 시작하고 있다.

ISO/TC 211의 암묵적인 임무는 공간정보에 관한 통합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것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이들 표준을 국제적으로 널리 배포하기 위한 암묵적 전략적 방향성

이다. 따라서 ISO/TC 211의 전략적 방향은 개발/배포 및 성공적인 표준화를 위하여 이러

한 단계를 통합하는 협력/합의 절차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준개발을 위한 주요 논점으로는, 기술과 표준의 진보의 문제, 공간정보 혹은 관련 표준을

개발하는 기관의 문제, 표준의 우선순위 문제, 표준과 상호운용성 시험의 문제, 기술 사양

의 개발 및 도입 속도의 문제 등이 있다. 표준 배포를 위한 핵심 논점으로는, 표준의 구현

의 문제, 표준 교육/훈련의 문제, 그리고 ISO/TC 211 표준을 지원하는 사용자 커뮤니티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공간정보 표준의 구현자 및 사용자를 고려하는 것은 표준의 개발, 배포 및 협력과 합의 과

정을 통해서 고유하면서도 보편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의해 구

현되는 자료교환표준, 데이터 생산자에 의해 구현되는 자료 목록 표준, 개발자/ 데이터생산

자/ 공간정보의 일반사용자에 의해 구현되는 메터데이터 표준 등이 구현자와 사용자를 고

려해야 하는 표준이다. 구현자와 사용자 요구사항은 표준개발, 배포 및 그러한 요구사항을

통합하는 절차와 함께 연결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 커뮤니티에 의해 생산되고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산

업활동 커뮤니티를 포함한 누구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때는 전문가에게 매우 중요했던 기술적 과제가 이제 정부기

관과 상업적 기관이 직면하는 산업적 문제에 밀려나고 있다. 과거에는 표준화 비용이 아주

작았다. 사용자와 요구사항이 적었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 공간정보가 국가지도제작기

관의 고유업무로부터 전자/인터넷/무선통신 커뮤니티의 필수품으로 바뀌면서, 공간정보 표

준화에 대한 요구는 매우 다변화되고 비용은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복잡성은 극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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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공간정보 표준화는 내부적, 외부적으로 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공간정

보 커뮤니티는 관련자 여부에 관계없이 공간정보가 널리 정착되고 있다는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실재로는 공간정보가 전통적인 범위를 넘어서 성장하여, 최신 및 미래의 기술 혁신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외부적으로 최첨단 산업과 기업들이 기존의 시장이나 새로운 시장

에서 차별화시키기 위하여, 위치기반 정보를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 솔류션의 일부분으로

결합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위치기반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간

정보 표준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렇지 못할 경우, 공간정보의 가치와 한계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상업적으

로 활용을 하는데 뛰어난 외부인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넘기는 어리석음을 다시 저지르게

될 것이다.

공간정보표준의 가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에 있다. 현재

진행중인 공간정보표준은, 수많은 모바일 기기로부터 이들 데이터베이스나 응용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동통신 산업으로부터 밀려오는 영향으로부터 상당 정도 자유

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분명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정보 커뮤

니티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도메인별 고유의 표준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

서, 가까운 미래에 공간정보가 전통적인 공간정보 분야를 넘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급속

히 높아지고, 공간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널리 퍼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ISO/TC 211 표준 가이드는 기 발행된 ISO/TC 211 표준에 포함된 문장과 그림을 발췌

하여 간략한 참고문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개요

와,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다이어그램을 사용한 표준 내부 구성요소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ISO/TC 211 - ISO 19100 표준군에 속한 여러가지 표준간의 상호관계 등으

로 구성되어있다.

이 문서는 완전하면서도 상세한 ISO/TC 211 표준 문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표

준문서는 각국 표준기관이나 ISO 중앙 사무국[http://www.iso.org/iso/home.htm ]에서 구매

할 수 있다.

부디 이 ISO/TC 211 보급개발 자문그룹 표준가이드가 여러분에게 생산적으로 활용되길 빌

며.

2009년 여름

ISO/TC 211 보급개발자문그룹

공동의장 헨리 톰(Henry Tom)

기술편집 찰스 로스웰(Charles Ros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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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SO/TC 211 의 범위

ISO/TC 211 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디지털 공간정보 분야의 표준화

이것은 지구상의 위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객체 혹은 현상에 관련된 정보를

위한 구조화된 표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표준은 공간정보의 정의와 설명을 포함하여, 데이터 관리, 취득, 처리, 분석, 접근,

표현하거나 이러한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 시스템, 위치간에 디지털/전자적 형태로 전

달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 도구, 서비스 등의 사양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정보기술과 데이터를 위한 적절한 표준과 연계해야 하며, 공간정

보 데이터를 이용한 해당분야 고유의 응용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

다.

ISO/TC 211의 전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공간정보의 이해증진 및 사용촉진

○ 공간정보의 사용성, 접근성, 통합성 및 공유 가능성의 증가

○ 디지털 공간정보와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보다 효과적, 효율적 및 경제적인 이

용 촉진

○ 생태학적,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기여

2.3 배경 (Background)

지난 반세기동안 지도제작 및 지리학 분야는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집합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겪어왔다. 1950년대에 들어 지리학에 정량적 분석 기법이 도입되었고, 1960

년대에는 컴퓨터와 모델링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컴퓨터 기술이 지도제작분야에 응용

되면서 자동/컴퓨터지원 지도학이 탄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1975년경 컴퓨터 지도제작/지리

학 분야에 수학의 한분야인 위상학이 도입되면서 공간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의 출현을 이끌었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GIS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및 수용되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공간데이터를 처

리할 수 있는 상용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고, 인터넷에 공간정보를 배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치기반기술(Location based technology)이 새롭게 일반 정보기술의 한분야로서 자

리잡게 되었다.

현대의 공간정보 표준화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에 대부분 이루어졌다. 국제적으로

지도제작및 지리학분야의 표준화 노력은 느리고도 고된 작업이었다. 국가표준기관 및 ISO

는 컴퓨터 시스템간 공간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정비를 추진중이었다. 그러한 기술적인 표

준 개발은 몇몇 나라및 지역에만 국한되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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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까지 공간정보 국제표준을 개발중인 ISO/TC 211과 컴퓨터 인터페이스 사양을 개발

중인 OGC(Open GIS Consortium)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적인 지리분야 안건에

서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ISO/TC 211과 OGC는 상호 발전 및 기술적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협조체계

를 구축하였다. OGC는 자신들의 사양을 ISO/TC 211 을 통해 ISO 표준으로 제출하였다.

업체들의 협의체인 OGC는 자신들이 개발한 사양에 대해 적합성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마

련하였다. 아울러 신속-프로토타이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양을 개발하기 위한 OGC 상

호운용성 프로그램도 있다. 이와 같이 산업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의한 실질적인 상

향식 접근방법은, 구현과 상호운용성 시나리오의 결과로 사양을 개발한다. 법적인 표준화

노력은 하향식 검토를 통하여, 업계가 OGC 사양을 획득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 종합적인

표준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의 국제 표준화 노력의 가치는, 지도제작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 공간정보 표준

화의 필요성 및 가치에 대해 국제적인 이해와 수용을 받았다.

이전의 ISO 기술위원회와 달리 ISO/TC 211 은 서로 관계가 깊은 20가지의 공간정보 관련

표준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ISO 표준을 단독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개발하면 더 빨리 개발할 수 있겠지만, 통합된 ISO/TC 211 표준을 주의

깊게 개발함으로써, 표준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

상호운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추상적 수준 및 구현 수준의 공간 표준을 미리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ISO/TC 211과 OGC간의 표준활동의 사전조율함으로써 기술적 중복을

최소화하여 가용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제휴와 협력은

보다 시장지향적인 공간표준을 선도함과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실용적인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데이터와 공간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ISO 분야 안밖으로부터 새로

운 사람들이 공간정보 표준화 영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직적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고, ISO/TC 211 의장 산하에 공간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공동운

영그룹(Joint Steering Group on Spatial Standardization and Related Interoperability)이 구

성되게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공간정보 분야 전반에 걸쳐 전통적 및 새로운 혁신적 응용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제 공간 표준을 위한 새로운 의제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ISO/TC

211의 전략을, 위치기반 서비스와 영상에 관한 표준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수정하게 되었

다.

ISO/TC 211 표준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3 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 1세대 - 공간데이터 표준

○ 2세대 - 위치기반서비스와 영상 표준

○ 3세대 - 정보산업 분야 – 각 응용분야별 표준을 위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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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간정보산업 분야의 표준화의 과제

2.4.1 위치기반서비스와 공간정보 융합

2000년 이후로 공간정보를 수집, 처리, 관리, 배포 및 활용하는 많은 기관들이 점점 더 인

터넷 웹서비스를 자신들의 운영환경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자, 공간정보 분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선 모바일 응용, 위치기반 제품, 서

비스, 솔루션 등의 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한 위치 기능에 대한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고 기

대되었다. 그러나 약속된 수요중가는 오지 않았다. 2000년부터 2년간 세계적 경제 하강은

곧 회복되면서 이전의 기세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s) 산업의 부상은 이동통신기업의 재정적 지원

과 우수한 기술자와 그에 필요한 공간정보 DB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연합 덕분이다.

여기에서는 누가 위치기반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다.

소비자가 매월 기본료와 추가 사용료를 내는 형태의 일반적인 모델은 매력적이지도 않고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시키기도 어렵다. 또 다른 변수로는 이동통신회사에서 보조금을 지급

하여 소비자의 “갈아타기”를 줄이는 것이다. “갈아타기”란 가격이나 서비스 옵션 등의 형태

로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따라서 통신회사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통신회사의 손익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공간정보산업 분석회사인 IDC에서는 2000년에 여섯 가지 중요한 트렌드가 다양한 범주에

서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간정보시장은 공간정보 전용 응용을 구축보다는, 공간정보를 융합한(spatially

enabling) 비즈니스 응용이 확산된다.

○공간정보 기술을 비즈니스 시스템과 결합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흥미로운 결과로,

기업에서는 전통적인 공간정보시장 관련회사의 도움 없이도 공간정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업무지향 시스템에서 공간정보 기능은 다른 업무용 기능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

○표준에 기반을 둔 새로운 공간정보시장 응용 개발 툴을 이제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

트, IBM 과 같은 선두를 달리는 업체도 제공한다. 따라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자들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기술이 완숙단계에 들어선 현재, 공간정보 기술은 전통적인 패키지형 소프트

웨어뿐만 아니라 서비스로서도 제공될 수 있다.

○공간정보 응용은 단일목적이든 광범위하게 통합된 응용이든, 아직도 기반 수준의 공

간정보를 필요로 한다. 공간기술을 융합한 비즈니스 응용의 경우에도 정확한 공간데

이터를 필요로 할 것이다.



- 11 -ISO_TC_211_표준_가이드.hwp 작성자 : 허 민

위치기반서비스는 새롭게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LBMS, location-based mobile services)

로 다시금 성장하고 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산업 분야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 서비

스의 상호운용 가능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야로는

여행과 관광산업, 지도제작 및 항법 산업, 통신, 시설물, 교통, 국방, 농업, 재난관리 및 공

공안전, 자산관리, 현실 및 합성 환경 모델링, 게임 등으로, 전자상거래에서도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 혹은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신기술중 가장 주목

을 많이 받고 있는 기술일 것이다. 많은 분석가에 따르면, 이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고 예측하고 있다. 그 중에는 미국 및 서유럽에서 위치추적, 경로확인 및 안내, 통지 및 긴

급알람 서비스 등이 엄청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

공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하며 복잡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하드웨어,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위치정보를

접근, 제공하거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서 모바일

기기의 위치를 결정하는 모바일 위치결정 시스템과, 사용자의 응용서비스에서 기기의 위치

를 활용하는 응용기반 위치서비스를 구분한다.

휴대폰에 GPS 칩이 내장되고 차량 항법장치와 같은 개인용 항법장치가 널리 사용되면서

일반적인 소비자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산업에 놀라운 것은 마이크로소프

트, 야후, 구글과 같은 인터넷 거대회사가 웹기반 지도, 위치, 위성영상 제공 등의 분야에서

기존 전통적인 공간정보 업체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나 제품, 심지어

는 상업화에 필요한 표준을 공간정보 분야만이 제공할 수 있다는 독선적인 자세는 완전히

틀렸음이 증명된 것이다. 공간정보 분야를 거의 모르거나 전문기술이 전혀 없는 기업들도

시장에 진입하여 엄청난 수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시장을 휘어잡고 사실상의 표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들어 공간정보 분야의 방향과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

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의 근간에서 표준은 이러한 방향과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4.2 공간정보산업 응용분야에 대한 인터넷, GPS, 무선통신 산업의 충격

이러한 기술발전은 전통적인 지도제작, 위치기반 서비스 등이 보다 더 광범위한 디지털 기

술시장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대량

판매형 디지털기술의 소비자들은 점점더 공간정보에 익숙해짐과 동시에 “어디”라는 기본적

인 질문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혹은 파괴는 공간정보 응용분야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에 의해 촉진

되고 있으며, 대형 인터넷 회사들의 지도/영상 응용프로그램의 등장과 구글맵 개방형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의 등장으로 더욱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다. 구글맵 API

는 수백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수많은 개발자들이 개방형 구글 API, 구글맵, 구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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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사용하여 자신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마이

크로소프트 MapPoint와 최근의 MSN Virtual Earth 등이 이를 뒤따르고 있다.

ISO/TC 211와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표준화 대상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Open

GIS Consortium로부터 명칭을 변경함) 에 의해 개발된 표준과 규격은 전통적인 지도제작/

공간정보 응용, 그리고 위치기반 서비스 응용분야에서 채택, 구현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정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표준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이러한 표준이나 사양을 알 것인가? 아니면, 신경쓰기라도 할 것인가?

이들이 공간정보 표준을 널리, 많은 곳에서 활용한다면,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간을 대폭 단

축시킴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통합, 개선에 유용할 것이다. 2006년 초, 오픈소스 관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OSGeo(Open Sourse Geospatial, 오픈소스 공간정보)재단이 설립되었

다. 눈에 띄는 예외는 공간정보응용분야의 FLOSS (Free/Libre/Open Source Software, 무

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F/OSS, FOSS라고도

함)로서, GeoNetwork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ISO 1915 메타데이터 표준의 목록 기능

(cataloging capabilities)을 구현하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수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우리의 “신성한” 표준이나 사양

을 전혀 모르거나 관련이 없는 대량판매시장의 소비자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즉시 사실상의(de facto) 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들의 API는 무료 또는 매우 저

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천명의 프로그래머와 수백만명의 사용자에 의해 잠재적으로 지지

하기 때문이다. 초기에 이들 회사들에게 OGC 사양 혹은 ISO/TC 211 표준을 적용할 것인

지 타진하였으나, 소위 산업규격과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최고의 단체가 거의 완벽하게 무

시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2006년 5월 현재, 웹에서의 경로안내 질의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Google - 2600만명(미국만)

Yahoo - 2610 만명

Mapquest - 4350만명

2006년 6월 구글어스 소프트웨어는 1억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았다. 이들중 단 1%가 구글

API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백만명에 달하며, 전통적인 OGC 사양이나 ISO 표준을

채택한 사람을 쉽게 압도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는 일반 대중에게 매우 성공적

으로 지도, 영상, 경로 안내 등을 제공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은 위치기반 서비

스의 시장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좀 더 최근 2007년 7월, 전세계 최대의 자동차항법장치용 고품질 지도데이터 제작회사중

하나인 텔레아틀라스(Tele Atlas)가 개인용항법장치(PND, Personal Navigation Device) 제

작회사인 톰톰(Tom Tom)에게 28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다음은 톰톰사의 판매 통계 및 앞

으로의 추세 예측 자료이다.

2006 1700만대 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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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500만대 PND

2010 8300만대 PND

2007년 10월 또 다른 세계적 자동차항법장치용 수치지도 제작회사인 나브텍(Navteq)이 노

키아에게 81억 USD에 매각되었다. 노키아는 휴대폰 시장에서 36%를 점유하고 있다. 2006

년에 휴대폰을 3억 4600만대 출하하였으며, 이 숫자는 LBS(위치기반서비스)를 추가하면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톰톰, 노키아와 같은 주도 세력은 기존 공간정보 커뮤니티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 즉, 이들은 인터넷 상에 있거나, PND 혹은 GPS 가능

전화기와 같은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왔으며, 이제는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 무

엇인가? 중요한 점은 ISO/TC 211 과 OGC와 같은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표준을 개발해왔

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표준인가? ISO/TC 211 표준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제작기관과 전문가와 학자로 구성된 국제기관 사용자, UN과 같은 국제 비정부기

관 등이다. OGC는 회원이 많지만, 국제 산업 컨소시움으로 시작하였고 인터페이스 사양은

고급 공간정보 응용에서 사용자들에게 채택되었다. OGC는 공간정보 응용을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오픈 아키텍처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ISO/TC 211 또는 OGC에서 개발된 표준/사양 등은 현재 오픈 소프트웨어 개발 운

동에 의해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구글맵에서 제공된 오픈 PAPI에 직접 통합되지도

않았다. 사실 ISO/TC211 과 OGC는 공간정보 커뮤니티 내무 사용을 목적으로만 표준과 사

양을 개발해 왔으며, OGC API 조차도 잘 알려진 것 같지도 않고 일반 IT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 같지도 않다. 이처럼 일반소비자와 공간정보 전문가사이에 다른 표준이 출현

하는 것은 ISO/TC 211 과 OGC에 대해 중대한 도전이 되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들 많은 인터넷 기반의 응용프로그램의 관리자, 개

발자 사용자의 주목을 끌고, ISO/TC 211 표준 및 OGC 사양의 유용성과 장점에 대하여 교

육할 필요가 있다. 일찍 할 수 있다면, 전통적인 공간정보에 대한 효용과 접근을 높일 수

있고, 종국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표준을 통하여 새로운 소

비자용 응용 뿐만아니라, 새로운 공간정보 소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공간정보 커뮤니티 내에서 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ISO/TC 211 표준이 국가적/지역

적/ 세계적 공간데이터기반을 빠르게 개발하고 지원하는 기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세계공간데이터기반(GSDI)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중 상당수가 기본 공간

데이터표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이다. 첨단 웹기반의 인터페이스 사양도 좋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시기상조이며, 기본 공간정보표준과 함께, 혹은 그 이후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바라건대 이러한 관점이 이들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GSDI의 단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간정보 커뮤니티는 새로운 데이터와 응용에 접근하는 한편, 자신의 응용과 데이터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 새로운 주도세력이 정의한 웹매핑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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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이들 인터넷 거인들도 ISO/TC 211의 표준을 사용하는 국가

지도제작기관이나, 공간정보데이터 생산 기관을 통하여 전세계 데이터에 접근해야 할 것이

다.

반면 인터넷 거인들도 종국적으로는 전통적인 공간정보 표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

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간데이터기반(SDI)의 핵심 기반데이터셋으로 표현되는

공간데이터의 대부분은 이들 거인들에게 직접 필요하지 않거나 관계없을지도 모른다. 그들

이 원하는 데이터는 상업용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들에 의해서 지오코딩된 전화번호부 데

이터와 비슷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도를 위한 정밀한 디지털 지적경계나, 천연자

연, 기타 이들 전통적인 공간정보 데이터셋은 언젠가 사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오랫동안 필

요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인터넷 거인들은 현재 도시지역, 비도시 지역을 불문

하고, 대규모로 지리참조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간데이터 기반과 연계된

프레임워크 데이터셋과 양방향으로 공유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는 상업적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에 공간데이터 기반이 모든 수준에서 데이터 교환 인터페

이스가 필요하다.

어느 쪽을 찬성하던 ISO/TC 211에서 개발된 공간정보 표준은 장기간 국가지도제작기관,

전문가 사회 그리고 UN과 같은 비정부기구에 의하여 규정화될 것이다. 아울러 ISO/TC

211 표준은 공간정보 커뮤니티의 기술 영역을 표준화시키기 위한 프레이임워크가 될 것이

다.

결론적으로, ISO/TC 211의 A급 연락기관은 ISO/TC 211에서 개발한 표준의 사용자 커뮤

니티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2.5 ISO/TC 211 사용자 그룹

2.5.1 ISO/TC 211 A급 협력기관 (ISO/TC 211 CLASS A LIAISONS)

■ 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s/Working Group on Information Systems

and Services (CEOS/WGISS)

■ Defence Geospatial Information Working Group (DGIWG)

■ EuroGeographics

■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JRC)

■ European Space Agency (ESA)

■ European Spatial Data Research (EuroSDR)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UN)

■ Glob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GSDI)

■ IEEE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ociety

http://wgiss.ceos.org/
http://www.dgiwg.org/dgiwg/
http://www.eurogeographics.org/
http://sdi.jrc.ec.europa.eu/
http://earth.esa.int/
http://www.eurosdr.net/
http://www.fao.org/
http://www.gsdi.org/
http://www.grss-ie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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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 (IAG)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il and Gas Producers (OGP)

■ International Cartographic Association (ICA)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urveyors (FIG)

■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IHB)

■ International Society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ISPRS)

■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Global Mapping (ISCGM)

■ Open Geospatial Consortium, Inc. (OGC)

■ Pan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PAIGH)

■ Permanent Committee on GIS Infrastructure for Asia and the Pacific (PCGIAP)

■ Permanent Committee o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for Americas (PC IDEA)

■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SCAR)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 ECE) Statistical Division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 ECA)

■ United Nations Geographic Information Working Group (UNGIWG)

■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

■ Universal Postal Union (UPU)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특히 A급 협력기관중에서도 ISO/TC 211 표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구현하고 있는 단

체가 있다.

2.5.2 GSDI(GLOB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세계 공간데이터 기반)

전세계공간데이터기반(GSDI, Global Spatila Data Infrastruction)란 2001년 5월 제5차

GSDI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목적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공간데

이터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가능하게 하도록, 정책, 공통 표준과 효율적인 체계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고 실행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간, 기관간 협조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현재 50개국 이상이 국가 공간데이터기반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지침은 공간표준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한편 ISO 표준을 그 기반으로 삼도록 제시하고 있다. GSDI 는 현재

ISO/TC 211의 A급 협력기관이다. GSDI는 또는 UN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http://www.iag-aig.org/
http://www.epsg.org/
http://www.icaci.org/
http://www.icao.int/
http://www.fig.net/
http://www.iho.shom.fr/
http://www.geod.ethz.ch/isprs
http://www.iscgm.org/cgi-bin/fswiki/wiki.cgi
http://www.opengeospatial.org/
http://www.ipgh.org/english/
http://www.pcgiap.org/
http://www.cp-idea.org/nuevoSitio/indice.html
http://www.scar.org/
http://www.uneca.org/
http://www.ungiwg.org/
http://unstats.un.org/unsd/geoinfo/ungegn.htm
http://www.upu.int/
http://www.wm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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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UNGIWG(UN GEOGRAPHIC INFORMATION WORKING GROUP, UN 공간정보워킹그룹)

UN은 공간정보에 관한 관심이 매우 많으며, 모든 UN 영역에서 적용하고 있다. UN 공간정

보워킹그룹(UNGIWG, UN Geographic Information Working Group)은 33개의 UN 기관으

로 구성되며, 평화유지활동,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추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워킹그룹은 ISO/TC 211과 협력하고 있고, ISO 표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ISO/TC 211의 A

급 협력기관이다.

2.5.4 INSPIRE(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EUROPE, 유럽 공간정보 기반)

최근 EC는 EU에 속한 약 30개국에 대하여 유럽공간정보기반(INSPIRE,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Europe)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였다. INSPIRE 계획은 조화로

운 고품질 공간정보를 생산하여, EC 정책을 수립, 구현, 감시 및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시

민들이 지역, 국가, 국제적인 환경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INSPIRE는 ISO 표준을 모든 활동의 기초로 사용 중이다.

이들을 포함한 많은 공간정보 관련기관이 ISO/TC 211 표준에 대한 전통적인 사용자그룹이

다. 현재 ISO/TC 211 는 공간정보의 표준개발이라는 중요한 국제적 선행투자를 다른 조직

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SO/TC 211 표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나, 전세계 모든 공간정보 커뮤니

티에 잘 알려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ISO/TC 211 표준은 많은 분야에서 채택되고 있다.

ISO/TC 211 표준의 잇점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공간정보를 활용한 인간의 다양한 노력에

서 구현되어야만 한다.

ISO/TC 211의 장기적 실행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로서, ISO/TC211과 국

제기관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ISO/TC 211 표준을 공간정보 표준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제

도화시키는 것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2009년 여름

ISO/TC 211 보급개발 자문그룹

공동의장 헨리 톰(Henry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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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간행된 ISO/TC 211 표준

이 문서에는 ISO/TC 211에서 생산, 발행한 국제표준 및 기술사양을 요약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요약은 각각의 표준의 일부를 약간씩 추출하여 편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정보표준은 아래와 같이 여러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그룹에는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준이 앞쪽에 나열되어 있고, 관련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이 함께 묶여

있다.

3.1 공간정보 표준의 분류

3.1.1 공간정보 표준을 위한 기반을 규정하는 표준

■ ISO 19101 공간정보 참조모델

(Geographic information - Reference model)

■ ISO/TS 19103 공간정보 개념적 스키마 언어

(Geographic information - Conceptual schema language)

■ ISO/TS 19104 공간정보 – 용어

(Geographic information - Terminology)

■ ISO 19105 공간정보 - 적합성 및 테스트

(Geographic information . Conformance and testing)

■ ISO 19106 공간정보 프로필

(Geographic information - Profiles)

3.1.2 공간정보의 데이터모델을 설명하는 표준

■ ISO 19109 공간정보-응용스키마 법칙

(Geographic information - Rules for application schema)

■ ISO 19107 공간정보-공간 스키마

(Geographic information - Spatial schema)

■ ISO 19137 공간정보-공간스키마의 핵심 프로필

(Geographic information - Core profile of the spatial schema)

■ ISO 19123 공간정보-커버리지 도형 및 기능을 위한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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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 information - Schema for coverage geometry and functions)

■ ISO 19108 공간정보-시간적 스키마

(Geographic information - Temporal schema)

■ ISO 19141 공간정보-이동객체에 대한 스키마

(Geographic information - Schema for moving features)

■ ISO 19111 공간정보-좌표에 의한 공간참조

(Geographic information - Spatial referencing by coordinates)

■ ISO 19112 공간정보-지리적 식별자에 의한 공간참조

(Geographic information - Spatial referencing by geographic identifiers)

3.1.3 공간정보 관리를 위한 표준

■ ISO 19110 공간정보-공간데이터 목록을 위한 방법론

(Geographic information - Methodology for feature cataloguing)

■ ISO 19115 공간정보-메타데이터

(Geographic information - Metadata)

■ ISO 19113 공간정보-품질원리

(Geographic information - Quality principles)

■ ISO 19114 공간정보-품질평가절차

(Geographic information - Quality evaluation procedures)

■ ISO 19131 공간정보-데이터제품사양

(Geographic information - Data product specifications)

■ ISO 19135 공간정보-아이템등록을 위한 절차

(Geographic information - Procedures for item registration)

■ ISO/TS 19127 공간정보-측지학적 코드와 파라미터

(Geographic information - Geodetic codes and parameters)

■ ISO/TS 19138 공간정보-데이터품질측정

(Geographic information - Data quality measures)

3.1.4 정보 서비스를 위한 표준

■ ISO 19119 공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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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 information - Services)

■ ISO 19116 공간정보-위치서비스

(Geographic information - Positioning services)

■ ISO 19117 공간정보-묘화

(Geographic information - Portrayal)

■ ISO 19125-1 공간정보-심플지형지물 접근 1부: 공통 아키텍처

(Geographic information - Simple feature access - Part 1: Common architecture)

■ ISO 19125-2 공간정보-심플지형지물 접근 2부: SQL 옵션

(Geographic information - Simple feature access - Part 2: SQL option)

■ ISO 19128 공간정보-Web Map 서버 인터페이스

(Geographic information - Web map server interface)

■ ISO 19132 공간정보-위치기반서비스 참조모델

(Geographic information - Location based services - Reference model)

■ ISO 19133 공간정보-위치기반서비스- 추적과 항법

(Geographic information - Location based services - Tracking and navigation)

■ ISO 19134 공간정보-위치기반서비스- 다단계 경로안내와 항법

(Geographic information - Location base services - Multimodal routing and

navigation)

3.1.5 공간정보의 인코딩을 위한 표준

■ ISO 19118 공간정보-인코딩

(Geographic information - Encoding)

■ ISO 6709 좌표에 의한 지리적 위치의 표현 표준

(Standard representation of geographic point location by coordinates)

■ ISO 19136 공간정보-GML

(Geographic information - Geography Markup Language (GML))

■ ISO/TS 19139 공간정보- 메터데이타 - XML 스키마 구현

(Geographic information - Metadata - XML schema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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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특정한 주제 영역에 대한 표준

■ ISO/TS 19101-2 공간정보-참조모델- 2부:영상

(Geographic information - Reference model - Part 2: Imagery)

■ ISO 19115-2 공간정보-메타데이터 2부:영상 및 격자형 자료에 대한 확장

(Geographic information - Metadata - Part 2: Extensions for imagery and gridd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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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반 표준(INFRASTRUCTURE STANDARDS)

여기에 속한 표준들은 공간정보의 표준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

다. ISO19101 에는 공간정보의 표준화의 바탕이 되는 표준 환경이 기술되어 있다. ISO/TC

19103에는 공간정보의 특성화를 위해 선택된 개념적 스키마 언어와, 이 언어의 사용법이

대해 기술되어 있다. ISO/TC 19104에는 공간정보 분야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는 방법론

이 서술되어 있다. ISO 19105에는 공간정보 제품 및 서비스가 ISO/TC 211에 의해 개발된

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기본 원리가 정의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ISO 19106에는

ISO/TC 211 표준의 프로필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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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ISO 19101:2002 공간정보-참조모델

(GEOGRAPHIC INFORMATION . REFERENCE MODEL)

이 국제표준은 디지털 공간정보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표준을 구조화하

는 지침이다. 이 참조모델에는 표준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공간정보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적용되는 기본 원리가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과 원

리를 서술함에 있어, 이 참조모델은 공간정보가 기존 혹은 새롭게 출현하는 디지털 정보기

술과 응용에 통합될 수 있도록 표준화에 대한 비전을 제공해준다.

이 참조모델은, 첫째 ISO/IEC TR 15252에서 기술된 표준화 요구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ISO/IEC 오픈시스템 환경(OSE, Open Systems Environment)접근법, 두번째, ISO/IEC

10746-1에서 기술된 IEC 오픈 분산 처리(ODP, Open Distributed Processing) 참조모델, 기

타 관련 ISO표준과 기술레포트에서 있는 개념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표준군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a)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교환을 위한 공간정보의 기본 의미론과 구조를 정의한다.

b) 자료처리 목적을 위한 공간정보 서비스 구성요소와 수행내용을 정의한다.

따라서, 참조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구성요소는, 첫째, 공간정보의 구조와 내용을 고

수준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도메인 참조모델(그림 1), 둘째, 공간정보를 처리하고, 상호운

영되어야 할 서비스간의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나열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되는

일반 유성의 서비스를 기술하는 아키텍처 참조모델(그림 2) 이다.

도메인 참조모델의 핵심요소는 아래와 같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셋

1) 지형지물속성, 지형지물관계 및 지형지물연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형지물(Feature)

2) 지형지물의 공간적인 측면을 서술할 수 있는 공간적 객체, 또는 정해진 공간 내에서

속성값을 해당 위치로 연결시키는 복합데이터 구조.

3) 시공간 상에서 공간객체의 위치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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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ISO 19101 도메인 참조모델의 고수준 뷰

데이터셋의 의미론적 구조를 서술하는데 사용되는 응용 스키마(application schema). 응용

스키마에는 데이터셋 내에 있는 공간정보를 완벽하게 서술하는데 필요한 공간 객체유형과

참조체계도 식별한다. 또한, 데이터 품질요소와 데이터품질 개요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메타데이터 데이터셋은 사용자가 공간데이터를 찾고, 평가하고,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메터

데이터에는 데이터셋에 대한 관리, 기관, 내용, 공간정보의 품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

러 공간정보 데이터셋에 대한 응용시키마를 포함하거나,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응용스키마

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정의를 포함한, 지형지형지물 목록을 포함하거나, 참조할 수 있다.

메터데이터 데이터셋의 구조는 ISO 19115에서 정의된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의해 표준화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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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ISO 19101 아키텍처 참조모델

아키텍처 참조모델(Architectural reference model)(그림 2)은 공간정보서비스의 구조와 공

간정보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의 표준화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한다. 이 모델을 사

용하면 ISO 표준군에 속한 여러 가지 표준에서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가 정의되었는지, 이

들 서비스가 다른 정보기술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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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ISO/TS 19103:2005 공간정보-개념적 스키마 언어

(GEOGRAPHIC INFORMATION - CONCEPTUAL SCHEMA LANGUAGE)

이 기술사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번째 단계는 공간정보를 엄격하게 표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CSL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기술사양에서는 개념적 스키마언어로

서,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통합모델링언어) 중 정적구조도와 그와 연계된

OCL(Object Constraint Language, 객체제한언어), 그리고 공간정보의 사양을 기술하기 위

한 기본유형형 정의를 식별한다. 두번째로 이 사양에서는 UML을 사용하여 상호운용성이라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로서, 공간정보와 서비스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을 제공한다.

이 기술사양의 주요 기술적 사양은 6절에 있다. 6.1 및 6.2에는 UML의 일반적 사용법에 대

한 개요가 기술되어 있고, 6.3절과 6.4절에는 UML 일반법칙에 기초하여 클래스와 속성을

서술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6.5절에는 데이터 유형이 정의되어 있다. 표준 UML

에는 어떤 데이터유형을 사용하라고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6.6, 6.7, 6.8에는 공간정

보를 서술하기 위한 UML 모델의 사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아울

러, 6.9에는 선택적 속성 및 연관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규약, 6.10에는 명칭에 관한 법칙이

기술되어 있다.

이 기술사양에서 정의된 데이터유형은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상의 데이터 정의 언어에 의

하여 정의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형은 논리적으로 동등한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표현되었다고 하여, 주어진 개발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동등한 형

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ISO/IEC 11404 에는 여기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유형

과 템플릿에 대하여 동등한 정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술되어 있다.

기본 데이터유형은 다음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 기본유형(Primitive types) : 값을 표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유형. 예를 들어,

CharacterString(문자열), Integer(정수), Boolean(참거짓), Date, Time(시간) 등

b) 구현 및 집합 유형(Implementation and collection types) : 구조체를 구현하고 표현하

는 유형. 예: Names(성명), Records(레코드). 여러가지 유형이 복수개 발생하는 것을 표

현하는 유형. 예: Set(집합), Bag(백), Sequence(순열)

c) 유도 유형(Derived types) : 측정(measure)유형과 측정단위(units of measurement)

기본유형은 추상유형으로 정의된다. 즉, 적절한 표현은 여러가지 하위유형으로 구현 혹은

인코딩 매핑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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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ISO/TS 19104:2008 공간정보-용어

(GEOGRAPHIC INFORMATION TERMINOLOGY)

이 기술사양에는 공간정보분야에 대한 용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지침을 다루고 있다.

ISO/TC 11에서 개발한 공간정보에 관한 표준에서 포함되어야 할 개념의 선택기준을 정하

며, 용어 레코드의 구조와 정의문을 기술하는 원칙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 기술 사양은 용어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작성된 GIS용어 저장소와 함께, 참여자와 사용자

가 서로 공유해야할 중심적 참조로 기대된다. 용어집에 어떠한 개념을 포함시킬지에 관한

기준을 정의하고, 기록할 용어자료를 지정하며, 전자적으로 처리가능한 저장소내에서 최초

의 개념및 정의를 소개한다. 이 개념 및 정의는 향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된다.

이 사양에는 항목의 구조와 기록될 용어자료의 유형이 기술되어 있다. 아울러, ISO

10241:1992 및 ISO 704:2000 에 포함된 정의 기술 원칙도 포함되어있다.

부록 A는 용어 저장소의 관리를 위한 지침이 서술되어 있다.

부록 B에는 ISO/TC 211 및 기타 자료원으로부터 개발된 국제 표준 및 기술 사양으로부터

편집되어 있는 용어들이 들어 있다. 이것의 목적은 공간정보 용어의 사용 및 해석에서 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관심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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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ISO 19105:2000 공간정보 - 적합성과 시험

(GEOGRAPHIC INFORMATION CONFORMANCE AND TESTING)

이 국제표준에는 ISO 공간정보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념, 테

스트 방법론 및 기준 등을 기술하고 있다. 추상 테스트 슈트(ATS, abstract test suites)를

지정하고, 적합성 시험중 따라야 할 절차를 정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적합성

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위해 주장될 수 있거나, 프로파일이나 기능표준을 포

함하는 사양에 의해 주장될 수 있다.

추상 테스트 슈트의 프레임워크는 ISO/TC 211에서 관계된 표준을 위해 표준화된다. 추상

테스트슈트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려면 국제적인 정의와 공통 테스트 방법론의 승인, 그리고

적절한 테스트 방법 및 절차가 필요하다.

테스트 방법도 이 국제표준에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국제표준에서 정의된 테스트 방

법을 사용하고자하는 기관은 자체적인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에 대해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

다. 적합성 테스트에는 견고성(robustness) 테스트, 승인(acceptance) 테스트와 성능

(performance) 테스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간정보 표준에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요구

사항이 설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국제표준의 본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5절에는 적합성 구현의 정의를 포함한 적

합성의 일반적인 틀이 기술되어 있다. 6절에는 적합성 테스트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고, 7절

에는 ISO 공간정보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에 대해 기술

되어 있다. 8절에는 추상 테스트 슈트와 실행가능 테스트 슈트(ETC, executable test

suites) 간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적합성 테스트에 관한 참고문헌 목록이 제

시되어 있다. 부록 A에는 적합성 선언문의 작성 지침 및 관련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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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ISO 19106:2004 공간정보-프로파일

(GEOGRAPHIC INFORMATION PROFILES)

ISO 공간정보 표준에는 공간정보를 설명, 관리, 처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모델이 정의되어

있다. 이중에는 어떤 요소를 생산하는 것도 있고, 구조와 법칙을 소개하는 것도 있다. 사용

자 그룹에 따라 이러한 요소와 법칙 중에서 사용하거나 구현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ISO 공간정보 표준 중 특정한 일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문서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때 이러한 표준 프로파일과 적합하도록 미리 지정된 방식으로 정의해야 한

다.

이 국제표준은 ISO/TC211에서 개발된 ISO 공간정보표준의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을 정의하

고, 이러한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문서에 포함된

프로파일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양만이 이 국제표준에서 설명하는 메카니즘을 통해 수립,

관리될 수 있다. 이들 프로파일은 ISO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될 수 있다.

이 문서는 또한 국가적 수준(혹은 다른 어떤 포럼)에서 표준을 수립, 관리, 표준화하는 지

침도 들어 있다.

이 국제표준에는 2가지 종류의 적합성이 정의되어 있다.

적합성 클래스 1은 어떤 프로파일이 ISO 공간정보 표준과, 필요시 기타 다른 ISO 표준의

일부만으로 수립되었을 때 만족된다. 적합성 클래스 2는 기본 표준에서 허용된 문맥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프로파일의 일부로 ISO 공간정보 표준이 아닌 것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프로파일은 기본 표준 혹은 다른 프로파일의 문장, 클래스, 옵션, 파라미터 등으로부터 선

택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국제표준은 프로파일을 개발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프로파

일의 등록은 이 표준의 범위가 아니다. 부록 B에는 프로파일의 예제가 있다.

프로파일은

a) 기본 표준에서 정의된 여러가지 선택사항을, 해당 프로파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

요한 범위로 한정시킬 수 있다.

b) 참조하고 있는 기본 표준에 상반되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요구사항을 지정해서는

안된다.

c) 참조하고 있는 기본표준의 적합성 요구사항보다 좀 더 특수하고 범위를 제한한 요구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의에 따라 프로파일에 적합하다는 것은 참조하고 있는 기본 표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본 표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해당 프로파일에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

7절에는 프로파일의 목적이 서술되어 있다. 8절에는 프로파일이 기본 표준을 참조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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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9절에는 프로파일의 내용, 10절에는 적합성 요구사항이 서술되어 있다. 제11절에는 프

로파일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12절에는 프로파일을 위한 문서 구조, 13

절에는 프로파일의 준비 및 채택 절차가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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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모델 표준 (DATA MODEL STANDARDS)

이 범주에 속한 표준들은 ISO 19101 도메인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19101은 지형지물

의 기본 요소를 공간정보 요소로 서술하기 위한 추상적 개념적 스키마 군을 제공한다. ISO

19109는 이러한 요소들을 지형지물로 통합하기 위한 일반 지형지물 모델을 서술하고, 응용

스키마에서 지형지물로 통합하기 위한 법칙을 제공한다. ISO 19107은 지형지물의 공간적

특성을 기하학적/위상학적 원시요소의 복합으로서 표현하기 위한 UML 클래스를 기술한다.

ISO 19108에서는 지형지물의 시간적 특성에 대해 원시요소에 대한 UML 클래스를 기술하

고, 관련 시간적 참조체계를 서술하는 클래스를 지정한다. ISO 19123에는 공간정보를 커버

리지로 표현하는 스키마를 제공하는데, 커버리지는 비공간적 속성은 그러한 객체를 구성하

는 지형지물이 아닌 기하학적 객체에 직접 지정하는 개체이다. ISO 19141은 이동하는 기하

학적 객체를 서술할 수 있도록 ISO19107을 확장한 것이다. ISO 19137은 지형지물을 0, 1,

2 차원 심플 기하학적 원시요소로 서술할 수 있도록 제한한 ISO 19107의 프로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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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ISO 19109:2005 공간정보-응용스키마 법칙

(GEOGRAPHIC INFORMATION - RULES FOR APPLICATION SCHEMA)

이 국제표준은 지형지물을 정의하는 원칙을 포함하여, 응용스키마를 생성하고 문서화하는

법칙을 정의한다. 응용스키마는 어떤 응용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의 구조와 내용을 정식

으로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응용스키마에는 공간정보 및 기타 관련 데이터 모두에 대한 설

명이 포함된다. 공간정보의 기본적인 개념이 지형지물이다.

공간스키마는 다음의 사항을 정의한다.

- 데이터의 내용 및 구조

- 어떤 응용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

응용 스키마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 데이터 구조의 정의에 대하여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설명을 제공함으로

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자동처리 메커니즘이 가능하도록 함.

- 특정 응용분야의 데이터 내용을 서류화하여, 다수의 관계자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

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명백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함.

이 국제표준의 목적은 응용스키마를 표준화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일관성 있는 지형지물

의 정의를 포함하여) 응용스키마를 일관성 있게 생성할 수 있는 법칙을 정의한 것이다. 이

를 통하여 다양한 사용자나, 시스템, 위치 간에 공간데이터의 획득, 처리, 분석, 접근, 표현

및 전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응용스키마는 개념적 스키마 언어(CSL, conceptual schema language)로 표현된다. 7절에는

UML로 표현된 일반지형지물모델(GFM, General Feature Model)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지

형지물모델은 지형지물 유형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개념이다. 지형지물유형 정의는 지형지

물목록(feature catalogue)으로 문서화시킬 수 있다. 지형지물유형 정의는 응용 스키마에서

사용될 수 있다. ISO 19100 시리즈의 다른 표준에서는 개념적 스키마의 재사용가능한 모듈

을 정의하는데, 이것을 응용 스키마에 통합할 수도 있다. 8절에는 이러한 기정의된 모델을

UML을 사용하여 개념적 모델로 통합하기 위한 기본 법칙이 서술되어 있다.

7.3절에서는 GFM(그림3 참조)를 사용하여 지형지물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개념과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GFM은 실세계에 대한 공간정보적 관점을

분류하는데 필요한 개념의 모델이다. UML은 자체적인 개념 모델(메타모델)이 있다. GFM

과 UML 메타모델은 모두 분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개념은 매우 유사하다. 단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GFM에서의 개념은 지형지물의 뷴류를 위한 기반임에 비하여, UML 메타

모델은 모든 종류의 분류의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분류하고자하는 것을 지형지

물(feature)라고 하며, 지형지물 유형간의 관계는 지형지물연관(feature association) 유형과

상속성(inheritance)이 있다. 지형지물유형은 지형지물속성, 지형지물연산 및 지형지물연관

역할 과 같은 속성을 갖는다. GFM은 지형지물유형에 대한 메타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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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일반 지형지물 모델(GFM)중 일부

이름과 설명 외에도, 지형지물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정의된다.

- 지형지물 속성(feature attributes)

- 지형지물 연관 속성 (지형지물유형을 특성화함)

- 지형지물 유형의 행위(behaviour)

이러한 모든 개념은 GFM에서 UML 메타클래스로 표현된다.

추가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지형지물연관은 어떠한 지형지물유형과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유형과의 관계이다.

- 다른 지형지물유형에 대한 일반화(generalization) 및 특수화(specialization)

- 지형지물유형에 대한 제약사항

응용스키마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특정 응용 분야에서 데이터의 내용과 구조를

공동으로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데이터 관리를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스키마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살펴보면 응용스키마를 제작하는 단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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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응용분야(논의의 장, Universe of Discourse)로부터 요구사항을 조사함

b) 일반지형지물모델(GFM)에서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여 응용에 대한 개념모델을 만든다.

이 단계에서 지형지물유형과 지형지물유형별 특성과 제한사항을 파악한다.

c) 이 국제표준에서 정의되어 있는 법칙에 따라, 정식 모델링언어(예: UML, OCL)를 사용

하여 응용스키마를 기술함.

d) 정식 응용스키마를 기타 표준화된 스키마(공간스키마, 품질스키마 등)와 결합하여 완전

한 응용스키마를 제작함.

- GFM 개념으로 표현된 지형지물유형을 어떻게 응용스키마에서 사용되는 형식으로 대응

시킬 것인가?

- 다른 ISO19100 국제표준에 정의된 스키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형식언어를 사용하면 모델을 모호하지 않고 일관성있게 표현할 수 있어, 응용구현을 촉진

시킬 수 있다. 이 국제표준의 강제조항 부분은 응용스키마를 기술함에 있어 UML을 표준언

어로 사용하고 있다. 8절에 정의된 법칙은 UML 형식에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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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ISO 19107:2003 공간정보-공간스키마

(GEOGRAPHIC INFORMATION SPATIAL SCHEMA)

이 국제표준에는 공간적 지형지물(geographic feature)의 공간적 특성을 서술하고 처리하기

위한 개념스키마가 기술되어 있다. 지형지물은 실세계 현상을 추상화시킨 것이다. 이 지형

지물을 지구에 대해 상대적인 위치로 연계하면 공간적 지형지물(geographic feature)이 된

다.

기하학적/위상학적 기본요소(primitives)를 구성하는 벡터데이터는, 각각 혹은 함께 공간적

지형지물의 공간적 특성을 표현하는 객체를 구성한다. 이 국제표준에는 벡터데이터만 다룬

다.

이 국제표준에서 정의된 모델에서, 공간적 특성은 공간적 속성(spatial attribute)을 사용하

여 서술하는데, 공간적 속성의 값은 기하학적 객체(GM_Object) 또는 위상학적 객체

(TP_Object)로 주어진다. 도형은 지형지물의 공간적 특성을 좌표 혹은 수학적 함수를 이용

하여 양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차원, 위치, 크기, 형태, 방향 등이 포함된다. 객

체의 형상을 서술하는데 사용되는 수학적 함수는 공간적 위치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좌표

참조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한 측지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 바꿔지면 공간정보의

여러가지 속성 중 형상(geometry)만 달라진다. 그림4에는 이 국제표준에서 정의된 기하학

적 클래스가 표현되어 있다.

위상은 공간이 탄성을 지닌 채 연속적으로 변형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공간적 특성을 다룬

다. 예를 들어 좌표계가 달라지더라도 위상적 특성은 변경되지 않는다. 공간정보라는 개념

안에서 위상은 n-차원 그래프의 연결성, 즉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변환되더라도 변하지 않

는 성질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계산적 위상은 하부에 존재하는 도형으로부터 유도된 기

하학적 기본요소의 연결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5는 이 국제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위상 클래스를 표시한 것이다.

공간 연산자란, 공간객체를 사용하거나 검색, 생성, 변경 혹은 삭제하는데 사용되는 함수이

다. 이 국제표준에서는 공간연산자의 정의 및 구현을 위한 표준을 세우기 위하여 연산자의

분류를 제시한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공간연산자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다양하게 구현하더라도 알려진 정확도 및 해상도 한계

내에 비교할 만한 결과를 생산하도록 보증

b) 이러한 정의를 사용하여 호환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하는 표준 연산자를 정의함으로써,

구현하는 사람들에게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고, 호환성 검증시 벤치마크 세트로 활용

가능

c) 연산자의 연산법칙을 정의하여, 공간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처리할 때 예측 가능한 방식으

로 기본 연산자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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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기하 기본 클래스의 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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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위상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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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ISO 19123:2005 공간정보-커버리지 도형및 함수에 대한 스키마

(GEOGRAPHIC INFORMATION - SCHEMA FOR COVERAGE GEOMETRY AND FUNCTIONS)

이 국제표준은 커버리지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개념적 스키마를 정의한다. 커버리지를 사

용하면, 공간적, 시간적 또는 시공간적 도메인으로부터 지형지물 속상값으로 사상시킬 수

있다. 이때 지형지물유형은 해당 도메인에 속한 모든 공간적 위치내에서 동일하다. 커버리

지 도메인은 좌표공간에서 직접 위치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좌표공간은 최대 3개

의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커버리지의 예로서는 래스터, 불규칙삼

각망(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s), 점 커버리지, 폴리곤 커버리지 등을 들 수 있다. 커

버리지는 원격탐사, 기상학이나 수심, 표고, 토질, 식생 등의 지도제작 등 다양한 응용분야

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이다. 이 국제표준에서는 커버리지의 도메인과 그와

관련련 속성범위의 관계를 정의한다. 속성범위의 특성은 이 표준의 일부가 아니지만, 공간

도메인의 특성은 정의된다.

역사적으로 공간정보는 벡터 데이터와 라스터 데이터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으로 취급

되어 왔다.

- 벡터 데이터(vector data)는 불연속한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각각의 불연속한 대

상은 지형지물로 취급된다. 불연속적인 실세계 현상의 공간적 특징은 몇개의 기하학

적 기본요소(점, 곡선, 표면, 솔리드형)로 표현할 수 있다. 현상의 여타 특성들은 지형

지물 속성으로 기록된다. 하나의 지형지물은 하나의 속성값 집합과 연계된다.

-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는 이와는 반대로 공간 내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실세계

현상을 취급한다. 래스터 데이터에 포함된 값들의 집합은, 각각의 값은 점 혹은 셀

(cell)로 이루어진 규칙적 행렬에 연결된다. 점과 점 사이, 셀과 셀 사이의 중간에는

공간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값을 내삽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스터 데이터구조가 공간

적으로 연속한 현상을 표현하는 유일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국제표준에서는

OGC(Open GIS Consortium)의 추상사양 (Abstract Specification)에서 채택[1]한 커버

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간적 위치에 직접적으로 값이 지정된 데이터 표현방식

을 나타낸다. 커버리지는 공간적, 시간적 또는 시공간전 도메인으로부터 속성값으로

대응시키는 함수이다. 커버리지는 해당 도메인 내에 있는 위치로부터, 지정된 데이터

유형의 값의 레코드로 연결시킨다.

커버리지는 각각의 속성유형에 대해 여러 개의 값을 가진 지형지물로서, 지형지물을 기하

학적으로 표현한 직접적인 위치에는 각 속성유형중의 한 개의 값을 가진다. 커버리지는 지

형지물이자 함수이다. 커버리지는 하나의 지형지물 혹은 여러 개의 지형지물을 표현할 수

있다.

커버리지 도메인은 직접적인 위치로 표현된 기하학적 객체의 집합이다. 기하학적 객체에

대한 convex hull 내에 있는 모든 직접적인 위치로 확장될 수 있다. 직접적 위치는 공간적,

시간적 좌표계에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메인으로는 점집합, 그리드, 폐사각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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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그리고 기타 다른 기하학적 객체의 집합 등이 있다. 기하학적 객체 중에는 그리드나

TIN과 같이 대상 도메인을 상호배타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있다. 점집합이나 경계선을 공

유하지 않는 기하학적 객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커버리지 하부유형은 각 도메인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커버리지의 범위(range)는 지형지물 속성값의 집합이다.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커버리지는 동일한 도메인을 공유하는 여러가지 관련 합수로 모델되기도

한다. 따라서 값의 집합은 공통스키마의 레코드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커버리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불연속한 커버리지는 유한한 기하학적 객체의 집합과 기

하학적 객체가 포함된 직접적인 위치로 구성되는 도메인을 갖는다. 불연속적 커버리지는

각각의 기하학적 객체를 하나의 지형지물 속성값 레코드로 사상시킨다. 즉 기하학적 객체

와 그와 결합된 레코드는 도형-값 쌍을 이루게 된다. 불연속 커버리지는 따라서, 연속 커버

리지와는 달리 불연속/단계적 함수이다. 불연속 함수는 (입력, 출력) 쌍으로 명백하게 구분

해 낼 수 있다. 불연속 커버리지는 독립/종속 변수의 순서쌍의 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각각의 독립변수는 기하학적 객체이며, 종속변수는 지형지물속성값의 레코드이다.

예: 폴리곤으로부터 각 폴리곤 내의 토양종류를 사상하는 커버리지는 불연속 커버리지의

예이다.

연속적 커버리지는 좌표계에서 직접 위치 집합으로 구성된 도메인을 가진다. 연속 커버리

지는 직접적 위치에서 값 레크드로 사상시킨다.

예: 샌디에고 카운티내의 어떤 위치로부터 오늘 정오의 기온으로 매핑시켜 주는 커버리지

가 있다고 가정하자. 도메인과 범위는 모두 무한한 값이 될 수 있다. 이 연속적인 커버리지

는 기상대에서 관측된 기온을 담고 있는 불연속적 커버리지와 연계될 수도 있다.

지형지물 속성값은 어떤 데이터 유형이든 무방하다. 그러나, 연속 커버리지의 평가는 일반

적으로 내삽방법에 의해 구현되므로, 숫자나 벡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데이터 유형은

거의 모두 불연속적 커버리지에만 적용가능하다.

커버리지 스키마는 그림6과 같이 패키지간 의존성에 따라 7가지 패키지로 구성된다. 커버

리지 코어 패키지는 5절에 기술되어 있고 기타 패키지는 표1과 같이 별도의 절에서 설명된

다.

패키지 절
커버리지 코어 5
불연속 커버리지 6
티센 폴리곤 7
사각그리드 8
육각그리드 9
틴(TIN) 10
분할된 곡선 11

표 1 커버리지 기하 패키지에 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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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커버리지 스키마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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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ISO 19108:2002 공간정보-시간적 스키마

(GEOGRAPHIC INFORMATION TEMPORAL SCHEMA)

이 국제표준은 공간정보가 실세계로부터 추상화될 때 시간적인 특성을 기술할 때 필요한

표준 개념을 정의한다. 공간정보의 시간적 특성에는 지형지물 속성, 지형지물 연산, 지형지

물 연계 및 일시적 도메인에서 값을 취하는 메터데이터 요소 등이 포함된다.

시간적 기하학(Temporal geometric) 객체 및 시간 위상학적(temporal topological) 객체는

지형지물과 데이터셋의 시간적 특성을 위한 값으로 사용된다. TM_Object(그림 7)은 2가지

하위클래스가 있는 추상 클래스이다. TM_Primitive는 기하학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요소

나, 시간의 위상을 표현하는 추상객체이다. TM_Primitive에는 두 가지 하위클래스가 있다.

TM_GeometircPrimitive는 일시적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TM_TopologicalPrimitive

는 어떤 시간에서의 연결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TM_Complex는 TM_Primitives의 집

합이다.

그림 7 - 시간 객체(Temporal Object)

시간적 도메인에 속한 두 가지 기하학적 기본요소는 순간(instant)과 기간(period)이다. 이

러한 기본요소를 간격 기준(interval scale)으로 측정할 경우 분석적으로 정의되며, 순서기

준(ordinal scale)로 측정할 경우, 아날로그적으로 정의된다. TM_GeometricPrimitive는 두

가지 서브클래스에 대한 추상 클래스이다. (그림8) TM_Instant는 순간을 표현하며,

TM_Period는 기간을 표현한다. TM_GeometricPrimitive는 TM_Order 인터페이스에 의존관

계가 있는 TM_Primitive로 부터 상속을 받음과 동시에 TM_Separation 인터페이스에 의존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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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시간 기하 기본요소(Temporal geometric primitives)

위상 기본요소는 위상에서 단독으로 분해 불가능한 위상요소를 표현하고, 위상복합체에 속

한 위상 기본요소와의 관련도 표현한다. 시간적 정보와 관련 있는 두개의 위상 기본요소는

0 차원 노드와, 1차원 에지이다. 시간적 스키마에서 이들은 TM_TopologicalPrimitive:

TM_Node 와 TM_Edge 의 두 가지 하위클래스로 표현된다. (그림9) 응용에서 연결 뿐만아

니라 일시적 위치에 관한 정보도 포함할 경우, TM_TopologicalPrimitive는 동일한 차원의

TM_GeometicPrimitive 와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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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시간 위상(Topology of time)

시간 도메인에서의 값은 시간계에 대한 상대적인 시간적 위치이다. ISO 8601에서는 정보교

환을 위하여 그레고리안 력과 24시간제 지역시간이나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을 사용할 것을 지정하고 있다. 이것이 공간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

본적이고도 중요한 시간 참조계이다. 여타 다른 공간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계가 적

절할 수도 있다. 시간계 패키지에는 달력(보다 자세히는 시계와 함께 사용됨), 시간 좌표계,

통상 시간계 등 3가지 공통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0 - 시간 참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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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ISO 19141:2008 공간정보 - 이동체를 위한 스키마

(SCHEMA FOR MOVING FEATURES)

이 국제표준은 이동체 즉,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는 객체를 위한 개념적 스키마이다.

이 스키마에는 클래스, 속성, 관계, 연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동체를 처리하기 위한 다

양한 응용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현될 수 있는 공통 개념 틀을 제공한다.

이 국제표준에서는 딱딱한 물체(rigid body)로서 이동하는 객체의 도형을 서술하는 표준적

방법론이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이동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a) 사물은 ISO 19107에 정의된 공간적 객체로 구성된 도메인 내에서 이동한다.

b) 사물은 계획된 경로를 따라 이동할 수도 있지만, 계획경로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다.

c) 이동은 궤도력, 중력, 관성과 같은 물리적 힘에 영향받을 수 있다.

d) 사물의 이동은 다른 사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이동체는 미리 규정된 경로(예: 도로) 혹은 네트워크를 따라 이동할 수 있으며, 알려

진 지점(예: 정류장, 지점)에서 경로를 바꿀 수 있다.

2) 두개 이상의 이동체는 서로 끌거나 밀수 있다. (예: 비행중 급유하는 비행기, 먹잇감

을 쫒는 포식자, 도망자 그룹 등)

3) 두개 이상의 이동체가 일정 기간동안 주어진 공간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제한이 가해

질 수 있다. (예, 트랙터와 트레일러, 호송차)

이 국제표준은 사물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거론하지 않는다. 이 국제표준은 사물의 이동에

대한 기하학적 설명에 관심이 있으므로, 공간식별자의 관점에서 사물의 이동을 설명하는

메카니즘에 대해선 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ISO 19133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

다.

스키마는 사물의 평행이동이나 회전으로 구성되는 이동을 기술하는 방법은 정의하지만, 지

형지물의 변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스키마는 리프의 집합이나 궤적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기하학적 파라미터 집합의 개념에 근거한다. 여기에서 리프는 어떤 파라미

터의 특정값(예: 시점)에서 이동 지형지물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며, 궤적은 매개변수와 관

련하면서 이동하는 지형지물의 도형내에서 한점의 경로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동 지형지물은 이동의 조합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전반적인 움직임은 무게중심과 같은

개체의 참조점 (원점)의 시간 경로 또는 궤적으로로 표현할 수 있다. 일단 원점의 궤적이

결정되면, 궤적에 대한 위치는 선형 참조 시스템 (ISO 19133에서 정의)에 의해 설명 될 수

있다. 다른 사용 가능한 참조 시스템이 없으면, 곡선의 길이에 의한 매개변수화(ISO 19107

에서 정의)를 간단한 선형 참조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 (t)과 길이 값 (m)는 (t,

m) 좌표 평면에서 t → m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경로의 형상과 실제 "시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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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기능을 분리하면, 이동 지물을 기존 형상을 따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1은 리프 계층 구조, 프리즘, 궤적 및 리프 등의 개념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

지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2 차원 사각형이 이동하면서 회전하고 있다. 특정 시점의 직사각

형 표현이 리프이다. 사각형의 각 정점이 그리는 경로는 궤적이다. 모든 종이 잎과 모든 궤

적에 포함된 점은 프리즘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리프의 집합은 리프 계층 구조를 형성하

고 있다.

그림 11 - 리프계층구조로 표현한

지형지물 이동

경로와 경로에 따른 위치라는 두 가지 종류의 객체 표현은 이동 지형지물의 일반 위치를

제공한다. 지물의 위치를 설명하는 다른 변수로는 선택된 참조점을 중심으로 한 회전이다.

회전을 설명하기위하여, 객체 참조점을 원점으로 하는 지역좌표 참조체계가 설치된다. 지형

지물의 형상은 국소 좌표계로 기술되며, 지형지물의 실계계에 대한 방향은 지역좌표계를

글로벌 좌표계 (참조점의 궤적의 좌표참조계(CRS))로 사상시키면 구할 수 있다. 이 사상은

로컬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글로벌 좌표 참조 계의 벡터로 사상시키는 행렬로 주어진다.

글로벌 좌표 참조 체계와 로컬 좌표 참조 계의 차원이 동일한 경우, 지역 좌표 참조계의

모든 점은 이들 여러 가지 사상의 조합을 통하여 시간을 따라 추적 할 수 있다. 사상은 시

간 (t)으로부터 길이 (m)에서 국소좌표계를 사용한 참조점의 경로상의 위치로 추적한다.

이후에 회전 행렬을 이용하여 이 점으로부터의 오프셋으로 글로벌 좌표계의 직접 위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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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동 지물의 "프리즘"(지물이 지나는 모든 점으로서 정의됨)이 지형지물의 형상에 대

한 국소좌표 표현에서 점의 궤적 뭉치로 볼 수 있다는 것(동시에 모든 정밀도 수준에서 계

산 가능)을 의미하고 있다. 사차원의 시공간 좌표계에서 볼 때, 시간이 다르면 지형지물의

동일한 점도 다른 점이 된다. 그리고 프리즘의 선 이미지(시간축에 의해 증가된 궤적상의

점군)는 리프 계층 구조가 된다. 즉 임의의 시간(리프라고 함)에서 지물의 형상에 대한 완

전하고 독립적인 표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동 지형지물 스키마의 클래스는 ISO 19107에서 정의된 기하학적 개체(GM_Obejct) 및

곡선(GM_Curve)으로부터 상속 관계로 맺어진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12 참조).

이에 따라 이 schema 에 따른 하위 클래스를 ISO 19109에 정의 일반 지물 모델을 준수하

면서 지형지물 속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구조의 두 번째 계층은 한 매개변수의 도형을

설명하는 클래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이 클래스는 기압, 온도, 시간 등, 단일 변수에 대

하여 지형지물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계층은 이들 클래스를 시

간상의 움직임을 기술하는데 전문화되어 있다. 이들 클래스는 6절과 7절에서 정의되어 있

다.

그림 12 - 이동 지형지물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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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ISO 19137:2007 공간정보 – 공간 스키마를 위한 핵심 프로파일

(CORE PROFILE OF THE SPATIAL SCHEMA)

이 국제 표준은 ISO 19106을 준수하면서, ISO 19107에 정의된 공간 스키마에 대한 핵심

프로파일을 정의한다. 이는 응용 스키마의 효율적인 생성에 필요한 기하 요소의 최소 집합

을 정의한다.

이 핵심 프로파일은 이해가 쉬우며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 프로파일은 시장

에서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모로 제한한 것이다.

이 국제 표준은 0 차원, 1 차원 및 2 차원 기하 프리미티브 데이터 유형을 지원한다. 이 표

준은 ISO 19107의 적합성 시험 A.1.1.3을 만족하며, ISO19106의 클래스 1에 부합한다.

이 국제 표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는 응용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지형지물과 기하 프리미티브가 1 대 1로 대응된다.

· 모든 기하 프리미티브가 동일한 하나의 좌표 참조 시스템과 연관된다.

· 모든 곡선은 직선 선분으로 구성된다.

· 모든 곡면은 평면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13에서는 ISO 19107과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추상 클래스는 생략한 단순화

된 형태의 프로파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GM_Rimg과 GM_Obejct간의 상속관계도 생략

하였다. 이 국제 표준은 ISO 19107에 정의된 연산이나 인터페이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13 - 간략화된 “평면적” 프로파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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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간정보 관리 표준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Standards)

여기에서 다루는 표준군은 ISO 19101의 도메인 참조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데이터 모델 표준이 개별 지물 및 그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이들 표준은 대부

분 다수의 지물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

ISO 19110에서는 지형지물 유형과 속성, 연관관계, 연산 등의 지형지물의 특성 유형의 정

의를 포함하는 지형지물 목록(Feature catalogue)을 정비하기 위한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

다.

공간정보에는 지형지물을 실세계 위치와 연관시켜주는 공간참조를 담고 있다. 공간 참조는

다음의 2 종류로 분류된다.

- 좌표를 이용한 공간참조

- 지리식별자를 기반으로 한 공간참조

ISO 19111은 기하 기본요소(primitive)의 위치를 지표 또는 다른 개체에 연결하는 데 사용

하는 좌표 참조 체계를 설명하는 스키마를 제공하고 있다. ISO 19112는 지리 식별자를 이

용한 공간 참조의 일반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간 참조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지명 사

전(gazetteer)의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ISO 19113 은 공간정보의 품질을 작성하고 보고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ISO

19114 는 공간정보의 품질을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ISO

19115 는 공간정보 데이터셋의 내용을 기술하기 위한 메타 데이터 요소 집합을 정의하기

위한 스키마를 제공하고 있다. ISO 19131은 지리 데이터 제품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한 요

구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SO 19135 는 공간정보 항목에 할당된 식별자와 의미에 대한 등록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ISO/TS 19127 은 ISO 19111 및 ISO 19135의 원칙을 적용하여 측

지 코드 및 파라미터 등록소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확립하고 있다. ISO/TS 19138

은 ISO 19113을 확장하여 ISO 19135에 적합한 등록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축된 데이

터 품질 평가 척도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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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ISO 19110:2005 공간정보 – 지형지물 목록 작성 방법론

(METHODOLOGY FOR FEATURE CATALOGUING)

이 국제 표준은 지형지물 유형의 목록화를 위한 방법론을 정의한다. 아울러 지형지물 유형

의 분류를 지형지물 목록으로 체계화하는 방법과, 지리 데이터 집합의 사용자에게 제공하

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 표준은 특히 디지털 형식으로 나타내는 지형지물의 목

록에 적용하지만, 이 표준의 원칙은 다른 형식의 지리 데이터 목록에도 확장 적용 할 수

있다.

지형지물은 지구에 대한 위치와 관련된 실제 현상이며,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 배

포한다. 지형지물 목록은 지형지물과 그 연산/속성/연관관계의 유형을 정의하며,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형지물 목록은 지리 데이터의 내용과 의미를 충

분히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지리 데이터의 보급, 공유 및 사용을 촉진한다. 지리 데이터 공

급자 및 사용자가 데이터에 의해 표현되는 실제 현상의 종류를 동일한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사용자는 제공된 데이터가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지형지물은 인스턴스 및 유형이라는 두 가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인스턴스 레벨에서는 지

형지물은 시공간적 좌표와 관련된 개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며, 특정 도형에 의해 렌더링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지형지물 인스턴스는 공통 특성을 갖는 클래스, 즉 지형지물 유형

으로 분류된다. 공간정보는 주관적으로 인식되며, 공간정보의 내용은 특정 응용의 요구에따

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응용의 요구에 따라 특정 분류 체계에서 인스턴스를 유형으로 묶

는 방법이 결정된다.

지형지형지물 목록은 하나 이상의 지리 데이터 집합을 표현된 실계계를 현상에 대한 명확

한 분류로서 추상화한 것을 제시한다. 지형지물 목록 분류의 기본 수준은 지물 유형이다.

지형지물 목록은 지형지물을 포함한 모든 지리 데이터 집합에 대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

용 가능해야 한다. 또한 지형지물 목록은 기존의 지리 데이터 집합에 관계없이 이 표준 사

양에 따라 부합할 수 있다.

지형지물 분류 정보를 표현하기위한 템플릿은 부속서 B에 규정하고 있다. 이 템플릿에 따

라 제작된 지형지물목록은 해당 공간 데이터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지형지물 유형을 문서

화하게된다. 지형지물 목록은 부속서 B에 규정하는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아울러 지형지

물 목록은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지형지물 유형의 정의 및 설명도 포함한다. 여기에는 데

이터에 포함된 지형지물 속성 및 지형지물 연관관계도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

에서 지원되는 지형지물 연산도 포함된다. 댜양한 응용에 대해서도 지형지물 목록 내용의

예측 가능성 및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형지물 목록에는 부속서 B에 규정하는

요소만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응용에 걸쳐 지형지물 목록의 유용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개념 스키마 언어를 사용하여 지형지물 목록 정보를 모델링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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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지물 목록에 포함된 모든 지형지물 유형 및 지형지물 속성, 지형지물 연관관계, 지형지

물 연산은 이름에 의해 식별된다. 지형지물 유형의 이름은 지형지물 목록 내에서 유일해야

한다. 지형지물 유형, 지형지물 속성, 지형지물 속성 목록값, 지형지물 연관관계, 연관관계

역할 및 지형지물 연산의 정의는 자연어로 기술한다. 각 지형지물 유형은 이름에 의해 식

별한다. 지형지물 유형은 카탈로그 내에서 유일한 영숫자 코드로 식별할 수도 있으며, 하나

이상의 별명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지형지물 목록은 각 지형지물 유형에 대하여, 그 지형지

물 연산과 해당 연산에 연계된 지형지물 속성, 지형지물 연관관계, 연관관계 역할(존재하는

경우)을 포함한다. 지형지물 연산(있는 경우)은 각 지형지물 유형에 대해 식별한다. 각 지

형지물 연산에 관련된 지형지물 속성은 해당 연산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형지물 유형과 함

께 지정된다. 지형지물 연산은 자연어 정의 외에도, 함수 정의 언어에 의해 형식적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지물 속성(있는 경우)은 각 지형지물 유형에 대해 식별된다. 정의에는 속성

값으로 지정한 데이터 형식을 포함한다. 또한 각 지형지물 속성은 해당 목록 내에서 고유

한 영숫자 코드로 식별 할 수도 있다. 지형지물 속성 열거 값 (있는 경우)은 각 지형지물

속성에 대하여 레이블 된다. 각 지형지물 연산( 있는 경우)은 명칭이 있어야 한다. 각 지형

지물 연산은 목록 내에서 고유한 영숫자 코드로도 식별 할 수 있다. 지형지물 연관관계에

관련된 지형지물 유형의 명칭 및 역할이 지정된다. 연관관계 역할 (있는 경우)에는 이름이

부여되어야 한다. 역할을 가지는 지형지물 유형의 이름 및 참여하는 연관관계의 이름이 지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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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ISO 19111:2007 공간정보 좌표에 의한 공간참조

(SPATIAL REFERENCING BY COORDINATES) 

이 국제 표준은 공간 데이터의 좌표에 의한 공간 참조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시키마를 정의

하며, 선택적으로 시공간 참조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이 국제 표준은 좌표에 의한 공간

참조에 요구되는 데이터 요소, 관계 및 관련 메타 데이터를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일차

원, 이차원과 삼차원 좌표 참조 체계 정의하는데 필요한 (시공간 참조시스템으로의 확장도

포함하여) 최소한의 데이터를 설명한다. 이 표준은 공간정보에 적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유

형의 좌표계와 좌표 참조 체계를 완전하게 정의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기술한다. 필요한

요소의 부분 집합은 좌표의 유형에 따라 약간 달라진다. 또한 이 국제 표준은 좌표 참조

체계에 필수가 아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선택적인 필드를 포함한다. 또한 좌표 참조 계

사이에서 좌표 값을 변환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계와

사람 모두 판독 가능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수평 위치와 수직 위치를 분리해왔기 때문에 수평(2 차원)과 수직(1 차원)로 구

성된 좌표참조체계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3차원 좌표 참조 체계는 말할 수 없다.

3 차원 위치를 점의 수평 위치와 다른 좌표 참조 체계를 기반으로 한 높이 또는 깊이로 정

의하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다. 이 국제 표준은 이러한 개념을 복합 좌표 참조 체계로 정의

하고 있다.

좌표의 개념은 정확한 공간의 맥락에서 시간을 포함하는 맥락으로 확장 가능하다. ISO

19108은 시간 스키마를 설명하고 있다. 시간은 복합 좌표 참조 체계에 시간 좌표 참조 시

스템으로서 부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만약 독립된 두 시간 좌표 값을 표현하는

경우, 두 개의 시간좌표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좌표 참조 체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 국제 표준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좌표 참조 계

사이의 좌표 변환(transformation)과 좌표 전환(conversion)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이러

한 정보를 사용하면, 다른 좌표 참조 체계가 적용된 공간 데이터를 특정한 단일 좌표 참조

체계와 연관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공간 데이터의 통합을 촉진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좌표 참조 체계 조작의 감시·추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좌표란, 하나의 점의 위치를 정의한 n 개의 스칼라 값 중 하나이다. 좌표 튜플(tuple)은 하

나의 점의 위치를 정의하는 n 개의 좌표의 순서 있는 목록이다. 이 국제 표준에 따른 좌표

튜플은 하나, 둘 또는 세 개의 공간 좌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좌표는 서로 독립적이며,

좌표의 수는 좌표 공간의 차원과 동일하다.

좌표는 좌표가 연관되는 좌표 참조 체계를 완전히 정의해야만 애매함이 없어진다. 좌표 참

조 체계(CRS)는 좌표값의 애매함을 없애는 좌표공간을 정의한다. 좌표 참조 시스템 정의에

는 좌표 튜플내의 좌표의 순서와 측정 단위도 포함한다.

좌표 집합은 동일한 좌표 참조 체계를 참조하는 좌표 튜플의 모임이다. 모든 좌표 튜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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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의 식별 또는 정의와 연관되어있다. 만약 기술되는 점이 하나 뿐이라면, 좌표 튜플은

CRS의 식별 또는 정의에 직접 연관된다. 좌표 집합의 경우 CRS의 식별 또는 정의를 좌표

집합과 연관시킬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좌표 집합에 속한 모든 좌표 튜플은 해당 연관관계

를 상속받는다.

이 국제 표준에서는 좌표 참조 체계가 하나의 좌표계와 하나의 데이텀으로 구성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14 참조)

그림 14 - 좌표참조체계의 개념 모델

그림 15는 좌표에 의한 공간 참조에 대한 고수준 추상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좌표 변환

(transformation)과 좌표 전환(conversion)의 작업 대상은 좌표이며, 좌표 참조 체계가 아니

다. 좌표 연산은 ISO 19107에서 기하학적 개체(GM_Object) 클래스의 "Transform" 연산으

로 모델화되어있다.

그림 15 - 좌표에 의한 공간참조에 대한 개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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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ISO 19112:2003 공간정보 – 지리식별자에 의한 공간참조

(SPATIAL REFERENCING BY GEOGRAPHIC IDENTIFIERS)

이 국제 표준은 지리 식별자를 기반으로 공간 참조에 대한 개념 스키마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공간 참조를 "간접" 공간참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국제 표준은 지리 식별자를 이용한 공간 참조의 일반 모델을 설정하고, 공간 참조 시스

템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며, 지명 사전(gazetteer)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있다. 이

국제 표준은 지리 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만을 취급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좌표 참조를

기록하기위한 방법론도 포함되어 있다.

지리 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 시스템은 명확한 좌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지물이

나 지리적 특징에 정의되 위치와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지형지물의 위치 관계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포함 관계. 예를 들어, 국가의 영역 등 지물의 범위 내에 있는 위치

b) 국소적인 측정값에 근거한 관계. 예를 들어, 두 개의 거리의 교차점으로부터의 거리 등

지형지물이나 지리적 특징에 있는 고정 점 또는 고정점 집합에 대한 상대적 관계로 정

의되는 위치.

c) 느슨한 관계. 예를 들어, 건물에 인접하다거나, 두 건물 사이 등 지형지물 이나 지리적

특징과의 모호한 관계를 갖는 위치

이 국제 표준의 목적은 지리 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 시스템을 정의하고 서술하는 방법을

규정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 참조 시스템이 참조하는 지형지물의 정의 및 기록에 관한

것만 다루고 있다.

지리 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 시스템은 해당 지리 식별자와 함께 하나 이상의 위치 유형

의 관련 집합으로 구성된다. 이 위치 유형은 집성 또는 분할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계층 구

조를 형성하면서 서로 관련될 수 있다.

지명 사전(gazetteer)는 위치 인스턴스를 설명하는 지리 식별자의 목록이다. 지명 사전에

는 개별 위치 인스턴스의 위치에 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명 사전은 좌표 참

조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서술적이어도 무방하다. 좌표 참조를 포함할 경우, 지

리 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 시스템에서 좌표 참조 체계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명

적인 참조를 포함한 경우, 이것은 예를 들어 부동산의 우편 번호 등, 지리 식별자를 가지는

다른 공간 참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간 참조된다. 어떤 위치 유형이든, 하나 이상의 지명

사전이 존재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6은 공간 참조 시스템과 위치, 지명 사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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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 지리 식별자를 이용한 공간참조에 대한 UML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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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ISO 19113:2002 공간정보 – 품질원칙

(QUALITY PRINCIPLES) 

이 국제 표준의 목적은 공간데이터의 품질을 설명하는 원리와, 공간 데이터의 품질 정보

취급에 관한 개념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간 데이터 품질 서술의 목적은, 응용 분야에서의 이용과 요구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집

합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셋의 품질을 완전하게 설명하면 적절

한 지리 데이터 집합의 공유, 교환 및 이용을 촉진한다. 공간 데이터셋은 상품 또는 제품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지리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작성자나

판매자가 데이터 집합이 제품 사양에 기재된 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를 인증할 수 있

고, 데이터의 사용자는 해당 제품이 자신의 특정 응용 분야에 대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지 판단할 수 때 도움이 된다.

이 국제 표준은 공간 데이터의 품질을 설명하는 원리를 정하고, 품질 정보를 보고하는 구

성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 표준은 지리 데이터 품질의 허용 최저 수준을 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품질 설명은, 데이터셋 군, 데이터셋 또는 공통 특성을 가진, 데이터 집합에 물리적으로 포

함된 작은 그룹의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 할 수 있다.

데이터 집합의 품질은 다음의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설명된다.

데이터 품질 요소 :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 및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의 기술자

(descriptor)와 함께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셋이 그 제품 사양에 표시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정량적 품질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 품질 개관 요소. 비정량적 정보

그림 17은 데이터 품질 정보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데이터 품질 요소는, 그것이 적용 가능한 경우, 데이터 집합이 해당 제품 사양에 표시

된 기준을 얼마나 충족 하는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 완전성 : 지형지물, 지형지물 속성 및 지형지물 연관관계의 존재 및 누락

- 논리적 일관성 : 데이터의 구조, 속성 및 관계에 대한 논리적 규칙의 준수 정도 (데이

터 구조는 개념적, 논리적 또는 물리적일 수 있다.)

- 위치 정확도 : 지형지물 위치의 정확도

- 시간 정확도 : 지형지물의 시간 속성 및 시간 관계의 정확도

- 주제 정확도 : 정량적 특성의 정확도, 비 정량적 속성의 정확성 및 지형지물의 분류

및 지형지물 관계의 정확성

이 국제 표준에서 취급되지 않은 데이터셋의 정량적 품질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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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품질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림 17 - 데이터 품질 정보의 개요

다음 데이터 품질 개관 요소는, 적용 가능한 경우, 데이터 집합의 비 정량적 품질을 기술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목적

- 용법

-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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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ISO 19114:2003 공간정보 – 품질평가 절차

(QUALITY EVALUATION PROCEDURES) 

이 국제 표준은 ISO 19113에 정의된 데이터 품질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수치 지리

데이터 집합에 적용 가능한 품질의 판단 및 평가 절차를 위한 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품질 평가 결과를 데이터 품질 메타 데이터 또는 품질 평가 보고서로 평가 및 보고

하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집합의 품질 평가의 목적은, 분명하게 정의된 절차를 일관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작성자는 제품이 제품 사양서에 규 된 기준에 얼마나 부합

하고 있는지를 표현 할 수 있고, 데이터 이용자는 어떤 데이터 집합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

고 있는지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데이터 집합의 품질은 정량적 구성 요소 및 비 정량적 구

성 요소 등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설명된다. 이 국제 표준의 목표는 ISO 19113에

설명된 품질원칙에 따라, 공간 데이터에 대한 정량적 품질 정보를 평가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품질 정보를 보고하는 지침도 제공한다.

이 국제 표준은 데이터 작성자와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

을 인지하고 있다. 적합 품질 수준은 데이터 작성자의 제품 명세서로 설정될 수도 있고, 데

이터 이용자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을 사용하여 설정 될 수도 있다.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

터 작성자가 제공한 내용보다 더 많은 데이터 품질 정보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작성자의 품질 평가 과정을 따름으로써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데

이터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데이터 작성자의 품질 평가 공정에 사용하는 목적의 제품 사양

서로 취급된다.

이 국제 표준에 서술되는 품질 평가 절차는, ISO 19113에 따라 적용할 경우, 데이터셋의

품질 정보를 결정하고 보고하기위한 일관성 있고 표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는 공정 (그림 18 참조)이란, 데이터 품질 평가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품질 평가 과정은 데이터 작성자와 데이터 소비자가 수행되는, 특정

한 데이터셋에 관련된 각 작업 공정에 대하여, 품질 평가 절차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

된다.

데이터 품질 평가 절차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은 직접 평가법과 간접 평가법의 두 가지로 대별한다. 직접 평

가법은 내부 또는 외부의 참조 정보와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데이터 품질을 판단한다. 간

접 평가법에서는 연혁과 같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품질을 확인 또는 추

정한다.

정량적 품질 평가 결과는 ISO 19115에 적합한 메타 데이터로서 보고된다. 여기에는 관련

모델 및 데이터 사전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두 경우에는 품질 평가 보고서가 작성된다.

a) 메타데이터로 보고되는 데이터 품질 평가 결과가 합격 여부만 보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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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종합 데이터 품질 평가를 만든 경우

b)의 경우에는 종합 평가의 방법 및 종합 결과의 의미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보

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품질 평가 보고서는 위의 두 경우뿐 만 아니라 어떤 경우

에도 생성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타 데이터보다 더 상세한 보고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품질 평가 보고서를 메타 데이터로 보고 대체해서는 안된다.

그림 18 - 데이터 품질 결과의 평가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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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ISO 19115:2003 공간정보 – 메타데이터(METADATA) 

이 국제 표준의 목적은 디지털 지리 데이터의 묘사를 위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국제 표준은 메타 데이터 요소를 정의하고, 스키마를 제공하며, 메타 데이터 용어 정의

및 확장 방법 등의 공통집합을 규정한다. 이 국제 표준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스키마를 정의한다. 아울러 디지털 지리 데이터의 식별, 범위, 품

질, 공간 및 시간 스키마, 공간 참조 및 배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국제 표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의한다.

○ 필수 및 조건부 메타 데이터 부분, 메타 데이터 요소체 및 메타 데이터 요소.

○ 메타 데이터 응용의 전 범위 (데이터 발견, 합목적성 결정, 데이터 접근, 전송 및 사

용)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메타데이터 집합

○ 선택적 메타 데이터 요소. 필요한 경우 지리 데이터의 보다 광범위한 표준 기술을 가

능하게 하는 요소.

○ 특별한 요구에 맞게 메타 데이터를 확장하는 방법.

메타 데이터는 독립된 데이터셋, 데이터셋의 집합, 개별 지형지물 및 지형지물을 구성하는

객체의 다양한 클래스에 적용 할 수 있다. 메타 데이터는 지리 데이터셋에 대해 제공되어

야 하며, 데이터셋의 집합이나, 지형지물 또는 지형지물 속성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제공

할 수있다. 메타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메타 데이터 요소체 (UML 패키지)로 구성되며, 메

타데이터 요소체는 하나 이상의 메타 데이터 요소(UML 클래스)로 구성된다.

이 국제 표준에서 지리 데이터에 대한 메타 데이터는 UML 패키지 군으로 표현한다. 각 패

키지는 하나 이상의 요소체(UML 클래스)를 포함하고, 이러한 요소체는 전문화(하위 클래

스) 또는 일반화 (상위 클래스) 시킬 수 있다. 메타데이터 요소체는 메타 데이터의 개별 구

성 단위를 식별하는 요소(UML 클래스 속성)를 포함한다. 요소체는 하나 이상의 다른 요소

체에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요소체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복 또는 통합시킬 수

있다.

- 이 표준에서 규정하는 필수 조건

- 추가적인 사용자 조건

그림 19는 메타데이터 패키지의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메타 데이터의 UML 모델 다이어그

램과 각 패키지에 대한 데이터 사전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규정한다. 이들은 각각 부속서 A

및 부속서 B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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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 메타데이터 패키지

이 국제 표준은 다양한 메타 데이터 요소를 정의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요소중 일부분

만 사용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최소한의 메타 데이터 요소는 데이터셋에 대해 유지 관리해

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목록은 주로 목록화를 목적으로 데이터셋을 식별하는 데 필

요한 핵심 메타 데이터 요소를 나타낸다. 이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는 메타

데이터 요소를 포함한다. 즉, "어떤 주제에 대한 데이터셋인가?(What)", "특정한 장소를 대

상으로 (Where)", "특정 날짜 또는 기간에 (When)"및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주문하기 위

한 연락처 (Who)". 여기에서 필수 요소에 추가하여 권장 선택적 요소를 사용하면, 상호운

영성이 증가되고, 사용자가 작성자 또는 배포자가 제공한 지리적 데이터를 애매함 없이 이

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국제표준의 데이터셋에 대한 메타 데이터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은

코어를 포함해야한다.

다음 목록(표 2)은 데이터셋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필수 및 권장하는 선택적) 코어 메타

데이터 요소이다. 여기에서 "M"은 필수 요소, "O"는 선택적 요소, "C"는 어떤 조건하에서

는 필수적인 요소(조건부 요소)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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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title (M)

(MD_Metadata > MD_DataIdentification.citation >

CI_Citation.title)

Spatial representation type (O)

(MD_Metadata >

MD_DataIdentification.spatialRepresentationType)
Dataset reference date (M)

(MD_Metadata > MD_DataIdentification.citation >

CI_Citation.date)

Reference system (O)

(MD_Metadata > MD_ReferenceSystem)

Dataset responsible party (O)

(MD_Metadata > MD_DataIdentification.pointOfContact >

CI_ResponsibleParty)

Lineage (O)

(MD_Metadata > DQ_DataQuality.lineage > LI_Lineage)

Geographic location of the dataset (by four

coordinates or by geographic identifier) (C)

(MD_Metadata > MD_DataIdentification.extent >

EX_Extent> EX_GeographicExtent >

EX_GeographicBoundingBox or

EX_GeographicDescription )

On-line resource (O)

(MD_Metadata > MD_Distribution >

MD_DigitalTransferOption.onLine > CI_OnlineResource)

Dataset language (M)

(MD_Metadata > MD_DataIdentification.language)

Metadata file identifier (O)

(MD_Metadata.fileIdentifier)
Dataset character set (C)

(MD_Metadata > MD_DataIdentification.characterSet)

Metadata standard name (O)

(MD_Metadata.metadataStandardName)
Dataset topic category (M)

(MD_Metadata > MD_DataIdentification.topicCategory)

Metadata standard version (O)

(MD_Metadata.metadataStandardVersion)
Spatial resolution of the dataset (O)

(MD_Metadata > D_DataIdentification.spatialResolution >

MD_Resolution.equivalentScale or

MD_Resolution.distance)

Metadata language (C)

(MD_Metadata.language)

Abstract describing the dataset (M)

(MD_Metadata > MD_DataIdentification.abstract)

Metadata character set (C)

(MD_Metadata.characterSet)
Distribution format (O)

(MD_Metadata > MD_Distribution > MD_Format.name

and MD_Format.version)

Metadata point of contact (M)

(MD_Metadata.contact > CI_ResponsibleParty)

Additional extent information for the dataset

(vertical and temporal) (O)

(MD_Metadata > MD_DataIdentification.extent >

EX_Extent> EX_TemporalExtent or EX_VerticalExtent)

Metadata date stamp (M)

(MD_Metadata.dateStamp)

표 2 - 공간데이터셋을 위한 핵심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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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ISO 19131:2007 공간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

(DATA PRODUCT SPECIFICATIONS)

이 표준은 다른 ISO 19100 국제 표준의 개념을 바탕으로, 공간 데이터 제품의 사양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 표준은 데이터 제품 사양의 내용과 구조를 설명한다. 또한

이 표준은 데이터 제품 사양이 이해하기 쉽고 사양 작성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 제품 사양은 데이터셋 또는 데이터셋 집합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서, 다른 주체에

의하여 생성, 제공 및 사용을 가능하게.하는 추가 정보가 함께 들어있다. 데이터제품사양은

충족해야하는 요구사항이라는 면에서 데이터제품을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설명한 것이다.

데이터 제품 사양은 데이터의 작성 또는 취득에 관한 기반을 이룬다. 또한 데이터 제품 사

양은 잠재적인 이용자가 데이터 제품이 자신의 용도에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 제품을 평

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제품 사양에 포함된 정보는 해당 데이터 제품 사양을 준수하여 생성 된 개별 데이

터셋의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제품 사양에 포함된 정

보는 메타 데이터에 포함되는 정보와 다르다. 메타 데이터는 별도의 물리적인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데이터 제품 사양은 데이터 집합이 어때야 하는지만 정의한다.

다양한 이유로 구현에 있어서는 타협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제품 데이터셋와 관련된

메타 데이터는 제품 데이터셋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반영해야한다. 데이터 제품 사양과 메

타데이터 간의 관계는 부속서 B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데이터 제품 사양은 다양한 경우, 다양한 주체, 다양한 이유로 생성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데이터에서 파생된 제품뿐만 아니라 첫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도 데이터

제품 사양을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제품 사양은 데이터 작성자가 자신의 제품 사양을 결

정하기 위하여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 이용자가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기 위해 만들 수도

있다.

데이터 제품 사양은 생산 과정을 규정할 필요는 없고, 최종 데이터 제품만을 규정하면 된

다. 그러나 데이터 제품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 및 유지 보수에 관

한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데이터 제품 사양은 데이터의 여러 가지 측면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요 — 7절

• 사양의 범위 - 8절

• 데이터 제품 식별 - 9절

• 데이터의 내용 및 구조 -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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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계 - 11절

• 데이터 품질 - 12절

• 메타데이터 - 18절

아울러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을 포함시켜도 좋다.

• 데이터 획득 - 13절

• 데이터 유지관리 - 14절

• 묘화 – 15절

• 추가정보 - 17절

데이터 제품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 각 항목의 필수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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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ISO 19135:2005 공간정보 – 항목 등록 절차

(PROCEDURES FOR ITEM REGISTRATION)

이 국제 표준은 각각의 공간정보 항목에 할당된 유일하고 애매함 없고 영구적인 식별자와

의미에 관한 등록물을 설치, 관리, 공개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국제 표준은 등록된 항목에 식별과 의미를 제공하고, 이들 항목의

등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ISO/IEC JTC 1에서는 객체에 대하여 애매함 없는 명칭을 할당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정

의한다. 이때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 할당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등록할 수

있는 공간정보 항목은 ISO/TC 211에서 개발된 것과 같은 기술표준에서 정의된 객체 클래

스의 구성원이다. 이 국제 표준에서 "등록"의 정의를 변경하여, 공간정보 항목에 명칭이 아

닌, 언어적으로 독립적인 식별자를 할당하는 것이 "등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국제 표준은 등록소 소유자, 등록소 관리자, 제출 단체 및 등록소의 내용 결정권을 가진

관리 주체에 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항목의 등록 및 이미

등록된 항목의 변경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이 표준은 등록소 내용의 구조 (그림 20) 및

각 등록 항목을 설명하기위한 최소한의 요소의 집합 (그림 21)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림 20 - RE_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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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RE_Register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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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ISO/TS 19127:2005  공간정보 – 측지코드 및 파라미터

(GEODETIC CODES AND PARAMETERS)

이 기술 규격은 측지 코드 및 파라미터의 레지스터의 등록소의 발행 및 관리를 위한 규칙

을 정의하고, ISO 19111 및 ISO 19135을 준수하면서 이들 등록소에서 필요한 데이터 요소

를 식별한다. 등록소의 사용에 관한 권고, 법적 측면 과거의 데이터에 적용, 등록소의 완전

성 및 관리 메커니즘은 등록소가 직접 지정한다.

ISO 측지 등록 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측지 등록소의 ISO 등록. 최상위 등록소는 b) 및 c)에 기술되는 하위 등록소를 설명

하는 요소의 집합을 가진다.

b) 측지 코드 및 파라미터의 ISO 등록소. 이 하위 등록소는 ISO 19111에 적합한 여러

나라에서 적용되어 널리 사용되고, 또한 정의가 명확한 좌표 참조 체계 데이터 및 좌

표 변환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ISO 등록소의 입력 항목에 요구되는 사항은 표 B.1,

표 B.2 및 표 B.3에 나타나있다.

c) 측지 코드 및 파라미터의 외부 하위등록소. 이들 하위 등록소는 ISO 19111을 준수하

는 좌표 참조 체계 데이터 및 좌표 변환 데이터를 담고 있다. 측지 코드 및 파라미터

의 외부 하위 등록소 입력 항목에 요구되는 사항은 표 B.1, 표 B.2 및 표 B.3에 있다.

다음 그림 22는 ISO 측지 등록망을 표현한 것이다.

Key

1: 측지 등록소에 대한 ISO 등록소

2: 측지코드 및 파라미터의 ISO 등록소

3: ISO111 및 ISO19135에 부합하고, ISO가 승인한 외부 등록소

그림 22 - ISO 측지 등록망

정보의 제출을 포함한, 공간정보 요소 등록소의 관리 규칙은 ISO 19135에 규정되어 있다.

측지 코드 및 파라미터의 등록소를 관리하기위한 추가 규칙도 있다. 등록소 관리자가 단체

에서 제출된 정보를 접수하기위한 최소한의 정보 수준은, 이 기술 규격서 6장에 지정된 요

구 사항을 충족하는 좌표 참조 체계 데이터 또는 좌표 변환 데이터 전체이다. 또한 등록소

관리자는 ISO 19111 및 본 기술 규격서 7절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복합 좌표 참조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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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좌표 조작 및 연결된 좌표 조작을 위한 데이터도 접수한다.

좌표 참조 체계 데이터 및 좌표 변환 데이터에 대한 보다 상위 레코드는, 데이텀, 좌표계,

좌표연산 파라미터와 같은 항목을 위한 요소의 기록에 의존한다. 레지스터 관리자는 데이

텀 및 좌표계, 좌표 연산 파미미터와 같은 요소의 레코드에 개별 등록 식별자를 할당함으

로써, 여러개의 상위 레코드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텀, 좌표계 또는 좌표 연산 파

라미터 등과 같은 요소의 레코드가 변경되면, 이에 따라 의존하는 레코드에 대해서도 ISO

19135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측지 코드 및 파라미터의 레지스터에 포함된 데이터는 최소한 ISO 1911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측지 코드 및 파라미터의 등록소의 내용을 위한 추가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

a) ISO 19111에 따른 좌표 참조계와 좌표연산, 요소들의 범위에 관한 정보는등록소에 접

수하는데 필수이다. 일부 좌표 참조 체계는 유효 지역에서 법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상태는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b) 유효한 지역 정보는 레지스터가 접수하기위해 필수이다.

c) 제출 단체가 유효지역을 서술하기 위하여 지리식별자(ISO 19112 참조)를 사용하는 경

우, 정보원에 대한 인용을 제공한다.

d) 좌표 참조계의 사용이 허용되는 지리적 범위는, 데이텀의 사용이 허용되는 지리적 범

위 및 (적용 가능하다면) 투영법의 사용이 허용되는 지리적 범위와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e) 좌표 연산을 위한 유효지역의 설명은 원본 좌표 참조계의 범위 및 대상 좌표 참조계

의 범위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f) 데이텀 유형의 정보는 등록 인증 등록에 필수적이다.

ISO 19111에서 요구되고, 이 절에서 정의된 ISO 측지 등록망의 하위 등록 내용의 요구 사

항은 표 B.1, 표 B.2 및 표 B.3에 정리되어 있다. 유지관리 메커니즘은 ISO 19135에서 논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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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ISO/TS 19138:2006 공간정보 – 데이터 품질 평가척도

(DATA QUALITY MEASURES)

이 기술 규격은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의 집합을 정의하고 있다. 이 척도는 ISO 19113에서

식별된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를 위하여 데이터 품질을 보고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 각각에 대해 여러 개의 평가 척도가 정의되어 있으며, 어떤 것을 사용할지

선택은 데이터의 형태와 목적에 달려있다.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는 ISO 19135을 준수하여

설치된 등록소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있다.

데이터 품질 요소와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에 대해서는 ISO 19113에 기술

되어 있다. 또한 ISO 19113은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에 대한 서술자의 집합이 정의되어있

다.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는 이러한 서술자 중 하나이다.

그림 23은 데이터 품질 평가척도의 구성요소를 정의한 것이다.

그림 23 - 데이터 품질 평가척도

부록 D는, 완전성, 논리적 일관성, 위치 정확도, 시간 정확도 및 주제 정확도에 대해, 공통

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를 담은 목록이다. 이 목록에는 모든 필요한 구성

요소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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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간정보 서비스 표준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S STANDARDS) 

여기에 있는 표준군은 공간정보 서비스의 사양를 지원하기 위하여 ISO 19101의 아키텍처

참조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다. ISO 19119은 아키텍처 참조 모델을 확장하여 개별

공간정보 서비스를 정의하기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ISO 19116은 위치 정보 제공 장치

와 위치 정보 이용 기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ISO 19117은 지도 기호를 정

의하고 이를 응용 스키마에 사상하기위한 스키마를 제공한다. ISO 19125-1에서는 간단한

도형(simple geometry)를 가진 지형지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공통 아키텍처에 대

해 설명하고 있다. ISO 19125-2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을 이용한 ISO 19125-1의

구현을 정의하고 있다. ISO 19128는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 접근 가능한 공간정보로부터

공간 참조된 맵을 생성하기위한 인터페이스 집합을 정의하고 있다.

ISO 19132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참조 모델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ISO

19133은 이동 클라이언트에 대한 추적 및 경로안내 응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및

서비스를 설명하는 스키마를 제공하고 있다. ISO 19134는 ISO 19133을 확장하여, 두 개 이

상의 교통 모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이동 클라이언트를 지원한다.



- 69 -ISO_TC_211_표준_가이드.hwp 작성자 : 허 민

3.5.1 ISO 19119:2005 공간정보 – 서비스 (SERVICES)

이 국제 표준에서 규정된 공간정보 서비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

하여 정비되었다.

○ 특정 서비스들을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는 추상 프레임워크 제공

○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통해 상호 운영가능한 데이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

○ 서비스 메타 데이터의 정의를 통한 서비스 목록의 정비 지원

○ 데이터 인스턴스와 서비스 인스턴스의 분리를 가능하게 함

○ 어떤 공급자의 데이터를 다른 공급자의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함

○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는 추상적 프레임워크 정의

이 국제 표준은 ISO 19101에 정의된 아키텍처 참조 모델을 확장한 것으로, ISO 19101은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한 확장 오픈 시스템 환경(EOSE: Extended Open Systems

Environment)를 정의한다.

이 국제 표준은 ISO 19100 표준군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24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사양간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SV_ServiceSpecification 서비스 사양은 특정 형식의 사양과 그 구현을 참조하지 않고 서비

스를 정의한다. SV_PlatformNeutralServiceSpecification 플랫폼 중립적 서비스 사양은 특정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추상적 정의를 제공하지만,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는

다. SV_PlatformSpecificServiceSpecification 플랫폼 의존성 서비스 사양은 특정 유형의 서

비스 구현을 정의한다. 하나의 플랫폼 중립적 사양에 대해 플랫폼 의존성 사양은 다양 할

수 있다. SV_Service 서비스는 서비스 구현을 나타내는 클래스이다. 이 사양에 요구되는

사항은 이 국제 표준 특히 10절에서 다루고 있다.

7 절에서 기술되는 계산 과학 관점은 다음의 사항을 제공한다.

○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연산의 개념과 그 개념 간의 관계.

○ 다층 구조를 이용한 서비스의 물리적 유통 방법의 제공

○ 보다 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종속적 서비스를 연결하는 모델(예 : 서비스 연

쇄)의 정의

○ 서비스 목록을 통한 서비스의 탐색을 지원하는 서비스 메타 데이터 모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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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추상 및 구현 서비스 사양

ISO 19101을 준수하여 8.3에서는 공간정보 서비스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기술 서비

스의 6 개의 클래스를 정의한다.

○ 인간 상호 서비스(Humna interaction service) :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멀티미디

어의 관리 및 복합 문서의 제공에 관한 서비스

○ 모델/정보 관리 서비스(Model/Information service) : 메타 데이터, 개념 스키마 및 데

이터셋의 개발, 관리 및 저장을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 흐름/임무 서비스(Workflow/Task service) : 인간이 수행하는 특정 임무 또는 업무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 서비스는 서로 다른 인물에 의해 수행 될 수 있는

일련의 행동 또는 단계와 관련된, 자원의 이용 및 제품의 개발을 지원한다.

○ 프로세싱 서비스(Processing Service) : 상당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규모 계산을

수행하는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의 예로는 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철자를 검사하는

서비스, 어떤 참조계 기반의 좌표 집합을 다른 참조계로 변환하는 등의 좌표 변환을

수행 서비스 등이 있다. 프로세싱 서비스는 영구적 데이터 저장 장소와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 통신 서비스(Communication service) : 인코딩 및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

을 위한 서비스.

○ 시스템 관리 서비스(System management service) : 시스템 구성 요소, 응용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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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및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계정 및 접근 권한 관리

를 포함한다.

공간정보를 처리하는데 유용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기술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특화시킬 필

요는 없다. 공간정보 서비스 및 정보 기술 서비스는 ISO 19101에서 구분하고 있다. 이 구

분이 중요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보 기술 서비스가 있을 때 언제든지 그것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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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ISO 19116:2004 공간정보 - 측위 서비스(POSITIONING SERVICES) 

이 국제 표준은 위치 정보 제공장치와 위치 이용장치 간의 통신을 허용하는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구조 및 내용을 정의한다. 이때, 위치 이용 장치는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모호함없이

해석할 수 있으며, 결과가 사용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5에 나타낸 것처럼, 측위 서비스는 광범위한 응용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 정

보와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종류의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많은 점

에서 차이가 있지만, 위치 데이터, 관측 시간 및 정확도와 같이, 이러한 기술에 공통으로

존재하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정보 요소가 존재 한다. 또한, 신호 강

도, 형상 인자 및 치료 측정 데이터와 같이 특정 기술에만 적용 가능하며, 측위 결과를 정

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 요소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국제 표준은 다양한

측위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일반 데이터 요소와, 특정 기술에 관련된 기술 관련 요소를 모

두 포함한다.

그림 25 - 측위서비스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측위기술 및 사용자를 위한

위치자료 통신을 허용한다.

최신 전자 측위 기술은 지상 또는 지표 근처의 위치 좌표를 빠르고 정밀하게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물체에 공간정보 시스템의 장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위치 결정 기술은

지금까지 위치 정보나 정확도의 표현 등에 대한 공통의 구조가 없었다. 이 국제 표준에서

정의된 측위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구조 및 조작을 제공하여, 다양한 구현과 기술을

상호 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GIS와 같은 공간 지향 시스템이 위치 결정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측위 서비스 점이나 객체에 대해, 그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측위 서비스

와의 통신은 다음의 세 가지 클래스에 의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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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스템 정보 – PS_System 클래스. 시스템 및 그 능력을 식별한다.

b) 세션 정보 – PS_Session 클래스. 시스템 작업 세션을 식별한다.

c) 관측 모드 정보 – PS_ObservationMode 클래스. 조작모드, 측위 관측 (결과), 관련된

품질 정보 등에서 사용되는 설정을 확인한다.

측위 서비스는 이들 데이터 클래스에 작동하여 필요에 따른 인스턴스의 생성 및 파괴, 측

위 서비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설정 및 추출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액세스된다. 이 국

제 표준은 동일 시스템 내에서 소프트웨어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도 구현될 수 있고, 다

른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26은 이러한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절에 서술되어 있다.

시스템 정보(PS_System)는 측위 서비스가 관측에 사용하는 측위 장치의 식별 정보 및 특

성 정보를 제공하여, 작동 목적과 전통적인 메타 데이터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6 측위서비스의 주요 데이터 클래스에 대한 UML 다이어그램

관측 모드 정보(PS_ObservationMode)는 관측 결과가 투영되는 공간 참조계 및 시간 참조

계를 포함한 모든 설정 및 초기값을 담고 있다. 데이터 품질 설정 정보도 품질 결과가 어

떻게 평가되고 표현되는지에 관한 특성 정보인 품질 요소 정보 클래스(PS_QualityElement)

에 있으며, 관측 모드 정보에 연결할 수 있다.

측위 서비스는 위치, 방향(자세), 운동 및 회전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관측을 생산할 수 있

다. 각각의 관측 유형은 각자의 참조계로 투영되므로, 각각의 관측 유형에 대하여

PS_ObservationMode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며, 그 유형은 별개로 생성된 관찰 유형

모드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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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필요한 정보가 각각의 관측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측은 각각의 모드로 통합된다.

측위 서비스는 여러 가지 관측 유형과 참조계를 위해 필요한 대로 여러 가지 모드의 인스

턴스로 생성할 수 있다. 여러 관측 결과가 각각의 모드에 속할 수 있다.

관측 모드(PS_ObservationMode)로 통합된 관측들은 세션 (PS_Session)으로 좀 더 통합될

수 있다. 관측 세션은 토지 측량 및 GIS 응용 프로그램의 측위 관측 기록에서 널리 사용되

는 개념이다. 세션은 관측들을 시스템 정보, 세션 특성 및 모든 관측 모드와 관련시키고,

각각의 측위 관측 그룹과 연계된 품질정보를 만든다. 일부 네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이 관측

결과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세션 정보(PS_Session)클래스의 구현을 생략 할 수 있다.

측위 서비스가 대량의 관측을 보고할 때, 설정값이 일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측위 결과 정

보는 설정 정보와 분리되어있다. 이와 같이 품질 평가 결과 정보도 측위결과와 동일한 수

준에서 분리되어 있어, 동일한 절차에 의해 평가된 동일한 유형의 수많은 품질평가가 되어

보고 될 때, 요소의 식별과 평가 절차의 인용이 일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품질 평가 결과는 측위 관측 결과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DQ_QualityMeasure 클래스의

하위 유형인 PS_ObservationQuality 클래스에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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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ISO 19117:2005 공간정보 – 묘화 (PORTRAYAL)

이 국제 표준은 인간에게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공간정보를 묘화하는 스키마를 정의하고있

다. 이 표준은 기호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 및 응용 스키마에 묘화 스키마를 사상하기위

한 방법론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표준은 지도 기호의 표준화나 지도 기호의 기하학적 기

술 및 기능면에서의 설명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국제 표준은 추상적 문서이며, 직접적인 구현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 표준은 데이터셋

의 지형지물 인스턴스를 그릴 때 사용되는 메카니즘에 대하여 응용 시스템 개발자에게 일

반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규정된 묘화 구조는 데이터셋 전체에 유효한 일반 규

칙과 개별 지형지물 속성 값에 유효한 일반적인 규칙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양한 컴퓨터 그래픽의 표준에 따라 기하 프리미티브를 표현하는 속성은 다르다. 예를 들어,

선을 표현할 때 두께, 폭, 색, 망점 그리기, 안티앨리어싱 등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 표

준은 묘화 사양의 일부로 묘화 속성을 정의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해도의 기호처럼, 모든 지물 클래스가 동일한 방식으로 참조되고 묘화되어

야 한다. 여러 가지 기호 표준이 존재하며, 묘화 표준이 없다면 응용에서 각각의 이러한 표

준에 대하여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설정해야 한다. 이 국제 표준을 사용하면, 모든 지원되는

기호표준은 통일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국제 표준은 지형지물 중심의 규칙 기반 묘화 메커니즘을 정의하고 있다. 지형지물의

인스턴스는 규칙에 따라 표현되는데, 이때 형태와 및 속성 정보를 사용한다. 지형지물 인스

턴스와 속성 및 그 기반이되는 공간 도형간의 관계는 ISO 19109에 따른 응용 스키마에 명

시되어 있다.

묘화 정보는 공간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을 묘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모화정보는 특정

한 묘화규칙(8절 참조)에 따라 적용되는 묘화 사양으로 취급된다. 묘화 메커니즘을 사용하

면, 어떤 데이터셋을 데이터셋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묘사하는 것이 가능

하다.

묘화 사양과 묘화 규칙은 데이터셋의 일부가 아니다. 묘화규칙은 묘화 목록에 저장된다. 묘

화 사양은 데이터셋과는 별도로 저장되며 묘화 규칙으로부터 참조된다. 묘화규칙은 그 규

칙이 적용되는 지물 클래스 또는 인스턴스에 대해 각각 규정된다. 묘화 사양은 외부로 저

장될 수 있고 네트워크의 URL과 같은 일반적인 참조 표준을 사용하여 참조 할 수 있다.

묘화 정보는 데이터셋과 함께 묘화 목록과 묘화 사양을 보내는 방법으로 지정하거나, 메타

데이터로부터 기존의 묘화 목록 및 묘화 사양을 참조하여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

가 자신이 직접 정의한 묘화 목록과 묘화 사양을 적용 할 수도 있다.

묘화 목록에 있는 묘화 규칙은 데이터셋에 있는 지형지물 인스턴스의 속성에 대해 적용 가

능 여부를 각각 검사한다. 묘화 규칙은 참 (TRUE) 또는 거짓 (FALSE)를 반환하는 질의

문장의 형태로 적용된다. TRUE를 반환하는 묘화 규칙이 없다면 기본 묘화 사양이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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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묘화 서비스는 지형지물의 인스턴스 또는 인스턴스들을 그리는 데 이용된다. 묘화 서비스

는 묘화사양에 정의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연산을 적용한다.(8.4.2 참조).

묘화 규칙에 선택적 우선순위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우선순위 속성은 정수 값으로 주어

지며, 단일 지형지물 인스턴스에 대해 하나 이상의 TRUE 가 반환될 경우, 어떤 순위로 묘

화 규칙을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 우선순위 번호가 높은 묘화규칙은 낮은 순위의 묘화

규칙보다 우선한다. TRUE를 반환하는 두 개의 묘화 규칙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응용 프로그램이 결정한다. 우선순위 속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묘화규칙에 우선순위 속성이 부여된다.

그림 27 - 묘화 개요

묘화 목록은 그림 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형지물 묘화, 묘화 규칙 및 외부 함수로 구성

된다.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데이터 집합에 적용할 수 있는 묘화 목록이

여러개 존재할 수 있다. 묘화 목록은 하나 이상의 묘화 사양과 관련을 가진다. 또한 하나의

묘화 사양은 한 개 이상의 묘화 목록에 사용될 수 있다. 묘화규칙은 하나이상의 외부 함수

를 사용할 수 있는 질의문과, 하나 이상의 동작문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묘화 스키마는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 묘화 작업이 정의되는 묘화 서비스

○ 응용 스키마에 정의된 지형지물 클래스에 대한 묘화 규칙을 지정하는 묘화 목록 패

키지

○ 묘화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묘화 사양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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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ISO 19125‐1:2004 공간정보 – 단순 지형지물 억세스 1부 : 공통 아키텍처

(SIMPLE FEATURE ACCESS —PART 1: COMMON ARCHITECTURE)

ISO 19125 파트 1은 단순 지형지물의 도형을 위한 공통 아키텍처를 설명한다. 단순 지형지

물 기하 객체 모델은 분산 처리 플랫폼 중립적인 모델로 UML 작성방법을 사용한다. 이 국

제 표준의 제 2 부에서는 이 모델을 SQL로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ISO 19125 파트 1은 ISO 19107 : 2003 (공간정보 - 공간 스키마)에 기술된 공간 스키마 의

프로파일을 구현하고 있다. 부속서 A는 ISO 19107에 기술된 스키마와 ISO 19125 파트 1의

스키마에 대한 자세한 사상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도형(Geometry) 클래스는 점(Point), 곡선(Curve), 곡면(Surface) 및 기하 집합

(GeometryCollection)을 위한 하위 클래스를 가진다. 각각의 기하 개체는 기하 객체가 정의

된 좌표 공간을 설명하는 공간 참조계와 연관되어있다. 확장된 기하 모델은 점(Points), 선

(LineStrings) 및 다각형(Polygons)의 콜렉션에 대응하는 형상을 모델링하기 위해 복합 점

(MultiPoint), 복합 선(MultiLineString) 및 복합 다각형(MultiPolygon)이라는 0 차원 1차원

및 이가차원 콜렉션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 복합 곡선 및 복합 곡면은 곡선(Curves)과 곡

면(Surfaces)를 취급할 수 있는 콜렉션 인터페이스를 일반화하기 위한 추상 상위클래스로

도입되었다.

그림 28은 각 기하(Geometry) 클래스의 속성, 메서드 및 assertions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8 - 기하(Geometry) 클래스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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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 연산자는 두 기하 객체간에 특정한 위상 공간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울 메소드이다. 두 기하 객체를 비교하는 기본적 접근방법은 두 기하 객체간의

내부, 경계, 외부 각각의 교차를 쌍으로 테스트하여, 결과 "교차"행렬의 각 값을 바탕으로

두 기하학적 개체의 관계를 분류하는 것이다.

각각의 기하 유형은 잘 알려진 텍스트 표현이 있어서, 해당 유형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

들거나 기존의 인스턴스를 영숫자표현을 위한 텍스처 형태로 변환하는 데 사용된다. 공간

참조계의 잘 알려진 텍스트 표현은 공간 참조계 정보를 위한 표준 텍스트 표현을 제공한

다.

기하를 위한 잘 알려진 이진 표현 (WKBGeometry)는 기하 객체를 연속 바이트 스트림으

로서 이동성있는 표현을 제공한다. WKB 표현을 사용하면 기하 객체를 SQL/CLI 클라이언

트와 바이너리 형태의 SQL 구현 간에 교환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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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ISO 19125‐1:2004 공간정보 – 단순 지형지물 억세스 2부 : SQL 옵션

(SIMPLE FEATURE ACCESS —PART 2: SQL OPTION)

ISO 19125 2부는 SQL 호출 레벨 인터페이스 (SQL/CLI : SQL Call-Level Interface)를 통

해 지형지물 집합의 저장, 검색, 쿼리 및 갱신을 지원하는 SQL 표준 스키마를 정의한다.지

형지물은 공간 속성과 비공간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공간 속성은 기하학적 값으로 주

어진다. 단순 지형지물은 정점과 정점 사이를 선형 보간하는 2 차원 기하학에 기반한다.

ISO 19125 2부는 ISO 19125-1에 정의된 공통 아키텍처 구성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

ISO 19125 2부에서는 지형지물 테이블, 도형, 공간 참조계 정보의 관리를 위한 스키마를

정의한다. 이때 기 정의된 데이터 유형을 기반으로 SQL을 구현한다. 그러나 ISO 19125 2

부는 기정의된 데이터 유형을 기반으로 SQL 구현에 의하여 도형에 대한 접근, 관리 또는

인덱싱을 위한 SQL 함수는 정의하지 않는다.

SQL 구현에서 지형지물 집합은 기하 값의 열이 포함된 테이블에 저장된다. 이때 각 지형

지물은 테이블에서 하나의 행이 된다. 지형지물의 비공간 속성은 표준 SQL 데이터 유형

집합으로부터 유도된 유형의 열에 사상된다. 지형지물의 공간특성은 SQL을 위해 추가된

기하학적 데이터 유형이라는 개념에 기반한 SQL 데이터유형의 열에 사상된다. 이러한 테

이블은 하나 이상의 기하 값의 열을 포함한다. 지형지물지물 테이블의 스키마는 두 가지의

SQL 구현을 위해 기술된다. 첫 번째는 기정의된 데이터 유형에 기반한 구현, 두 번째는 기

하유형을 가진 SQL 이다.

기정의된 데이터 유형에 기반 한 구현에서는 기하 값 열은 기하 테이블에 대한 외래 키

(Foreign Key) 참조로 구현된다. 기하 값은 기하 테이블의 하나 이상의 행에 저장된다. 기

하 테이블은 표준 SQL 숫자 유형이나 SQL 이진 유형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두가지 모두

스키마에 서술된다.

기하유형을 가진 SQL(SQL with Geometry Type)이란 용어는 여러 기하유형을 가지도록

확장된 SQL 구현을 말한다. 이 환경에서는 기하 값 열은 이 기하유형 집합에서 유도된

SQL 유형을 가진 열로 구현된다. SQL 구현의 유형 체계의 확장은 사용자 정의 유형을 확

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용자 정의 유형을 사용할 수 있는 상용 SQL 구현은 1997

년 중반부터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29는 기정의 데이터 유형을 기반한 SQL 구현에서, 지형지물 테이블, 도형, 공간참조

계 정보를 지원하는 스키마를 표현한 것이다.

a) GEOMETRY_COLUMNS 테이블은 사용 가능한 지형지물 테이블 및 그 기하학적 속

성을 나타낸다.

b) SPATIAL_REF_SYS 테이블은 기하좌표계와 좌표 변환을 나타낸다.

c) 지형지물 테이블은 지형지물지물 집합을 저장한다. 지형지물 테이블의 각 열은 지형

지물 속성을 나타내며, 각 행은 각각의 지형지물을 나타낸다. 지형지물의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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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y)도형은 지형지물 속성중 하나이다. 논리적으로 기하학적 데이터 유형이지

만, 도형 열은 기하테이블에 외래키로서 구현된다.

d) 기하 테이블은 기하 객체를 포함하고 있다. 기하 테이블은 표준 SQL 유형인 SQL 숫

자 또는 SQL 바이너리 유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그림 29 - 기정의된 데이터유형을 사용한 지형지물 테이블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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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ISO 19128:2005 공간정보 – 웨맵서버 인터페이스

(WEB MAP SERVER INTERFACE)

이 국제 표준은 공간정보로부터 공간을 참조하는 지도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웹 맵 서비스

(WMS)의 동작을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서버에서 제공되는 지도에 대한 설명 가져오

기, 지도가져오기, 지도에 표시된 지형지물에 대하여 서버에 질의하기 등의 잦ㄱ업을 정의

한다. 이 국제 표준은 지도를 이미지 형식으로 생성하는데 적용할 수 있지만, 지물 데이터

및 커버리지 데이터 값에 대한 검색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 국제 표준은 컴퓨터 화면 표시에 적합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공간정보를 묘화하는

“지도(map)”를 정의한다. 지도는 공간정보 그 자체는 아니다. WMS에 의해 생성된 맵은,

PNG, GIF 나 JPEG 등의 래스터 포맷으로 생성되지만, 때로는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

(SVG : Scalable Vector Graphics) 또는 웹 컴퓨터 그래픽 메타 파일 (WebCGM)와 같은

벡터 그래픽 포맷으로 생성하는 경우도 있다.

The Web Map Service thus enables the creation of a network of distributed map

servers from which clients can build customized maps. Illustrative examples of map

request URLs and their resulting maps are shown in Annex G.

이 국제 표준은 세가지 연산을 정의한다. 첫 번째는 서비스 수준의 메타 데이터를 반환하

는 연산, 지리적 및 차원 파라미터가 잘정의된 지도를 반환하는 연산, 세 번째는 선택 연산

으로서, 지도상의 특정 지형지물에 관한 정보를 반환하는 연산이다. 웹 맵 서버의 연산은

표준 웹 브라우저에 URL 형태의 요청을 제공하여 호출할 수 있다. 이 때 URL의 내용은

요구되는 연산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지도를 요청하는 경우, URL에은 지도에 표시

할 정보, 표시할 지역 범위, 원하는 좌표 참조계, 출력 이미지의 폭과 높이 등이 포함된다.

공간 파라미터 및 출력 크기를 여러개 생성하면, 정확하게 중첩시켜 복합지도를 만들 수

있다. GIF 및 PNG와 같이 투명한 배경을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포맷을 이용하면 여러 맵

을 겹쳐서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지도를 각각 다른 서버에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

라서 웹맵 서비스는 분산된 맵 서버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각자의 맞춤형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부속서 G는 지도 요청 URL과 그 결과 생성된 지도

의 예를 보이고 있다.

이 국제 표준은 특정 보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능력이 있는 웹맵 서비스 인스턴스보다는

맵 생성 능력이 있는 웹맵 서비스 인스턴스에 적용된다. 기본적인 WMS는 보유한 공간정

보를 "레이어"로 분류하고, 미리 정의된(named) 소수의 "스타일"로만 그 레이어를 표시한

다. 이 국제 표준은 WMS에서 지정된 계층과 스타일만 지원하며, 이용자가 지형지물 데이

터를 사용자정의 기호로 이용하는 방법론은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 :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의 SLD(Styled Layer Descriptor)을 사용하면 기

정의된 레이어와 스타일 대신, 지형지물 데이터의 사용자 정의 기호화를 사용하는 방법론

을 정의하고 있다. 요약하여, SLD가 구현된 WMS는 WFS(Web Feature Service)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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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물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자가 제공한 특정한 스타일 정보를 적용하여 지도를 생성할

수 있다.

WMS에서 정의된 연산은 GetCapabilities, GetMap, GetFeatureInfo 등 세 가지로서, 이중

GetFeatureInfo 는 선택사항이다.

GetCapabilities의 목적은 서비스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으로, 서비스 메타데이터는 서버

의 정보콘텐츠 및 허용하는 요청 파라미터 값에 대한 설명이며, 인간 및 컴퓨터로 판독 가

능하다. WMS는 GetCapabilities 요청을 수신하면, 부속서 E.1 에 있는 XML 스키마에 따

라 포맷된 서비스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XML 문서로 응답을 반환한다. 이 스키마는 서비

스 메타 데이터의 필수 및 선택 콘텐츠를 정의하고 콘텐츠 포매팅을 정의한다.

GetMap 연산은 지도를 반환한다. GetMap 요청을 받으면 WMS는 지도를 반환하거나 요청

을 처리할 수 없으면 서비스 예외(exception)을 발생시킨다. 유효한 GetMap 요청에 대한

응답은, 요청된 공간참조계 정보 레이어의 지도로서, 지정된 좌표계, 경계 상자, 크기, 포맷,

투명도 등의 요청한 스타일로 처리된 지도이다.

GetFeatureInfo는 선택적 연산이다. 이 연산은 속성 queryable="1"(TURE) 이 정의되었거나

상속받은 레이어에만 적용 가능하다. GetFeatureInfo 연산은 이전의 지도 요청으로 반환된

지도 이미지에 표시된 지형지물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의 연산이다. GetFeatureInfo의 표준적 사용례는, 이용자가 Map 요청에서 반환된 지도상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도상의 점 (i, j)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기본 연산은 어

떤 픽셀을 검색하는지, 어떤 레이어를 검사할지, 어떤 포맷의로 정보를 받을 것인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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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ISO 19132:2007 공간정보 – 위치기반 서비스 - 참조모델

(LOCATION BASED SERVICES — REFERENCE MODEL)

이 국제 표준은 위치 기반 서비스 (LBS: Locatin-based services)를 위한 참조 모델과 개

념적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LBS 응용 프로그램이 상호 운용되기위한 기본 원리를 설명

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온톨로지, 분류(taxomony), 디자인 패턴 집합 및 UML에 따른

LBS 서비스 추상 사양의 핵심 집합 등을 참조하거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국제 표준은,

공간정보와 클라이언트 응용을 위한 다른 프레임워크,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관

계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이 국제 표준은 LBS 시스템에 대해 개방형 분산 처리 참조 모델 (RM-ODP; ISO / IEC

10746)을 정의하는 세 가지 기본 관점을 취급하고 있다.

이 국제 표준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 LBS 범주에 포함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와 응용프로그램의 유

형 정의

○ 이동형 및 고정형 클라이언트를 위한 LBS의 일반 원칙의 확립

○ 이동중 데이터 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

○ ISO의 다른 공간정보 표준과의 아키텍처 관계의 정의

○ 향후 LBS 표준화가 더 필요한 영역의 식별

참조 모델은 아키텍처 및 정책적 시스템 결정 집합을 구성하는 개념적 프레임 워크로서,

구체적인 영역에서 응용 및 처리를 위한 논리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하나의 프레임워크는

용어의 분류와 대상 영역을 정의하는 온톨로지를 내포 또는 참조한다. 하나의 프레임워크

는 다른 관련 응용 프로그램 집합 및 설계 패러다임 프레임워크를 내포하거나 참조 할 수

있다. 하나의 LBS 프레임워크는 공간정보 서비스 프레임워크와 연관 될 수 있다, 많은

LBS 활동이 위치표현의 조작 및 위치를 키로 사용한 다른 서비스 사용 등과 관련 있기 때

문이다. 프레임워크 모델은 여러 추상수준에서 존재하는데, 각 추상 수준은 더 자세한 모델

의 일반화이며, 더 일반화된 모델의 전문화한 것이기도 하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참조모

델을 나타내는 프레임워크만 개체로서 존재한다.(그림 30 참조).

그림 30 - LBS와 GIS 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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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그림 30가 의미하는 바는, 이 두 프레임워커는 서로 쌍을 이루

며, 기능면보다 깊은 형태로 상호 의존하는, 서로 서로의 제공 서비스(기능)를 호출한다는

것이다. 이 국제 표준은 그림 32에서의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을 취급한다. 구체적으로

는 LBS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생성하고, 그것을 ISO 19101 및 ISO/TS 19101-2에 정의된

참조 모델과 연관시킴으로서 구현한다.

LBS 서비스와 GIS 서비스의 차이는, LBS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중요한 비공간정보요소가

있고, 따라서 지리적 데이터 프레임워크와 비공간 데이터를 포함한 일반 정보 프레임워크

모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공간 데이터 중에는 우편번호나 전화번호 같이 전

통적인 공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용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하여 공간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서, LBS 서비스는 GIS 서비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배포 메커

니즘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LBS 클라이언트에는 다양한 유형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다양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이동장치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LBS 프레임워크는 여러가지

클라이언트의 필요와 능력에 맞추어진 다양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통하여, 동일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표준에서는 클라이언트 장치 각각의 상세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은 취급하지 않지만, LBS 영역의 응용 프로그램에 확장 가능한 템플릿을 제공하

는 공통 패턴 집합을 정의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LBS 클라이언트에 공통적인 의미론을 제

공한다.

엔터프라이즈 사양(enterprise specification)은 환경이 시스템에 강요하는 요구사항과 목적

에 대한 서술을 제공한다.(ISO / IEC 10746-1). 수행적 행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엔터프라

이즈 객체의 엔터프라이즈 개념은 위에서 설명한 시스템 개념에 따르는 다주체 서비스 조

정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LBS 서비스에서 LBS 관계자가 취할 수 있는 역할은 사용자,

중개자 및 공급자가 있다. 응용 프로그램과 그것을 보조하는 서비스 중개 시스템에서, 이

사양은 소비자 객체(사용자) 및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이용자를 관리하는 오브젝트

(서비스 중개자와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를 식별하는 결과가 된다. 보조적인 네트워크 기반

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 객체는 결합 객체를 관리한다.

정보 사양(information specification)에서는 서비스 정보의 처리를 위한 의미론 및 요구사항

이 정의된다. 정의는 이 국제 표준의 프레임워크에 관한 글(8절 및 9절)에 있는 UML 스키

마 정의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각 시스템의 참가자 역할은 참가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중개자 및 중개자-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별도의

스키마를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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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적 사양(computational specification)은 시스템의 기능이 엔터프라이즈 사양 및 정보

사양에 모순되지 않는 형태로 기술된다. 이는 이 국제 표준의 프레임워크에 관한 글 (8절

및 9절)에 있는 UML 연산 정의에서 이루어진다. 정보 사양과 컴퓨터 사양에 있는 객체간

의 대응 관계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정의됨으로써, 두 사양간에 논리적 일관성이 보장된다.

이 국제 표준을 지원하는 모델은 LBS 커뮤니티 참가자,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이터를 기술하는 여러 가지 패키지로 구성된다. 이 표준의 패키지 구조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 UML 패키지 다이어그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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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ISO 19133:2005 공간정보 – 위치기반 서비스 – 추적 및 항법

(LOCATION BASED SERVICES — TRACKING AND NAVIGATION)

이 국제 표준은 이동 클라이언트에 대한 추적 및 항법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원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한다. 이 국제 표준의 웹 서비스의 개요

는 부속서 C에 기술되어 있다. 이 국제 표준은 추적 및 항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데

이터 유형과 데이터 유형에 관련된 연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국제 표준은 웹 상주

프록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무선 통신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정의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러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적용 가능하다.

이 국제 표준 6절과 7절에서는 통합 모델링 언어 (UML)를 이용하여, 추적 및 항법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개념 스키마를 제시한다. 아울러 8절에서는 세가지 서비스 유형에서

위치와 동등하게 사용될 수 있는 주소에 대한 일반 스키마를 설명하고 있다. 9절에서는 이

러한 서비스에 적합한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해 설명한다. 이 국제 표준은 외부 인터페이스

와 장소에 대해서만 취급하고, 아래의 예와 같은 현실적인 인터페이스 사양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구현에는 제약은 없다.

COM이나 CORBA 같은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SQL과 같은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ISO 19118에서 정의된 인코딩을 이용한 데이터 교환

이 개념 스키마에 의해 기술된된 모든 기능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공학적 관점의 기본 전제는 이 표준에서 기술되는 서비스가 웹상에서 모바일 기기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웹 연결은 영구적으로 웹상에 존재하는 클라이언트와 마찬

가지로 웹 연결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예외로서,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서비

스 상호과정 중, 한번 이상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요청 혹은 요청할 수 있다. 이 표준은 네

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으며, 이 표준에서 정의된 인터페이스와 데

이터 정의는 플랫폼 중립적이다.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위한 웹 상주형 영구적 프락시 애플리케이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록시는 서비스와 모바일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메시지 및 임베디드 데이

터를 위한 장치 조정자 역할을 한다.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웹 프락시간의 인터페이스는 이

표준의 범위가 아니며, ISO/TC 204 국제 표준군에 기술되어있다. 그림 32는 이 개념 아키

텍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상단에는 얇고 중간의 클라이언트 노드가 있다.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노드는 영구적 웹 서비스로서, "프록시 애플리케이션 겸 장치 조정자" 서비스를

통해 액세스 가능하다. 그림에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이 이 국제 표준이 정의하는 서

비스이다. 다른 서비스들은 예시에 불과하지만 동그라미 안에 있는 서비스에 요구되는 기

능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명 사전 서비스"는 ISO 19112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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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모바일/고정식 서비스를 나타낸 개념 아키텍처

두 번쨰 전제는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또는 웹 프락시 응

용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에 대한 모든 요청은 요청 - 응답 쌍으

로 캡슐화된다. 모든 작업은 다음과 같은 형식에 따라 표현된다.

<serviceType> :: <svrOperation>(<serviceRequest>) : <serviceResponse>

그러므로 서비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유형을 기반으로 한다.

서비스 유형 (서비스 작업 목록)

여러 작업과 관련된 서비스 요청의 집합

여러 작업과 관련된 서비스 응답 모음

데이터 유형은 필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코어 집합과 연산의 결과와 의미론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선택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경

로 항법은 "어느 위치에서"며 "어느 위치까지"라는 필수 요소만 필요하지만, 선택적으로 다

른 비용 함수를 송신하면 경로가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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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ISO 19134:2007 공간정보 – 위치기반 서비스 – 다중 모드 경로탐색 및 항법

(LOCATION BASED SERVICES —MULTIMODAL ROUTING AND NAVIGATION)

이 국제 표준은 여러 가지 교통 모드를 사용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려고하는 모바일 클라이

언트를 위한 경로 탐색 및 항법 응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 스키마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국제 표준은 고정 경로 또는 고정 일정에 따라 운

영되는 단일 교통 모드에 대한 경로 탐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승에 대한 데이터 유형 설명 및 고정 경로 또는 고정 일정을 갖는 교통 모드의 일

정 정보와 경로 정보 데이터 유형 설명도 제공하고 있다.

이 국제 표준은 ISO 19133에 기초하여 다중 모드의 경로 탐사 및 항법에 사용되는 기존의

클래스를 확장하고, 기타 추가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다. ISO 19133 마찬가지로, 이 표준은

모든 서비스 요청이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사이 또는 모바일 클

라이언트와 웹 프락시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요청/응답 쌍으로 캡슐화되었다는 것을 전

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표준은 서비스 작업 유형에 대한 설명과, 다중 모드의 경로 탐사

및 항법에 필요한 일부 작업과 관련된 요청/응답 데이터 형식의 집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경로 탐사 및 항법을 위한 다중모드 LBS의 모델은 ISO 19133의 패키지와 5 개의 말단

(leaf) 패키지(다중 모드 교통망, 다중 모드 경로 탐사, 다중 모드에서의 제약과 조언, 다중

모드 비용 함수 및 다중 모드 경로 유도 서비스)로 구성된다. ISO 19133의 적절한 유형과

클래스 외에 이러한 5 개의 말단 패키지는 다중 모드의 경로 탐사 LBS 서비스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유형과 클래스를 포함한다. 그림 33은 ISO 19333 패키지를 포함하여, 이러한 말

단 패키지 간의 의존성을 나타낸 것이다.

다중 모드 위치 기반 서비스는 도로망 또는 궤도망을 이용하여 고정 또는 유연한 일정 및

경로하에 운용되는 대중교통 모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이용자의 선호도 또는 비용 함수

에 따라 원하는 이동 모드가 결정되는 것과 동시에, 이동 비용도 산출된다.

그림 33 - 패키지 의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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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간정보 인코딩 표준(Encoding Standards)

ISO 19101의 아키텍처 참조 모델에서 지적한 것 같이, 인코딩 표준은 시스템간 공간정보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ISO 19118는 응용 스키마에 적합한 데이터에 대한 규칙

기반 인코딩 모델을 제공한다. ISO 6709은 점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좌표의 표기

법을 정의하고 있다. ISO 19136은 ISO 19100 표준 군에서 정의된 많은 개념 클래스에 대

하여, ISO 19118을 준수하는 XML 인코딩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ISO/TS 19139는 ISO

19118을 준수하고, ISO 19115 로부터 유도된 XML 스키마 구현인 지리 메타 데이터 XML

(gmd) 인코딩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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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ISO 19118:2005 공간정보 – 인코딩(ENCODING)

이 국제 표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 UML 스키마를 기반으로 인코딩 규칙을 생성하기위한 필요조건

· 인코딩 서비스를 생성하기위한 필요조건

· 공간 데이터의 중립적 교환을 위한 XML 기반 인코딩 규칙에 관한 정보

인코딩 규칙을 사용하면 응용 스키마에서 정의된 공간정보를, 시스템에 독립적이고 전송

및 보관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인코딩할 수 있다. 인코딩 규칙은 인코딩할 데이터 유형

및 최종 데이터 구조에서 사용되는 구문, 구조, 코딩 체계를 규정한다. 최종 데이터 구조는

디지털 매체에 기록하거나,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된다. 이 구조는 원래 컴퓨터가

읽고 해석하는 목적이지만, 인간도 읽기 쉬운 형태이다.

이 표준은 세 가지 논리적인 부분으로 대별된다. UML 스키마를 기반으로 인코딩 규칙을

생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6, 7, 8 절에 설명되어있다. 인코딩 서비스를 생성하기위한 필요

조건은 9절, XML 기반 인코딩 규칙에 관한 정보는 부속서 A에 기술되어있다

XML 기반 인코딩 규칙은 중립적인 데이터 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규칙

은 XML과 ISO/IEC 10646 문자집합 표준에 근거한다. XML과 ISO/IEC 10646 문자집합 표

준의 개요는 부속서 C와 D에 각각 나와 있다. 부속서 E에는 이 표준의 적용 사례가 포함

되어 있다.

그림 34 - 두 시스템간 데이터 교환의 개요

그림 34는 데이터 교환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 A에서 시스템 B로 데이터셋을 전

송하고자 한다. A와 B사이에 성공적인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다음의 세 가

지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한다. 첫 번째, 공통 응용 스키마 I, 두 번째, 스키마에 적용할 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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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규칙 R,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전송 프로토콜의 종류이다. 응용 스키마는 성공적인 데이

터 전송을 실현하기위한 기본으로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과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때 인코딩 규칙은 데이터를 시스템 독립적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기위한 규칙을 정의한

다.

인코딩 규칙이란 특정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인코딩을 정의하는 변환 규칙의 식별 가능한

모임이다. 인코딩 규칙은 인코딩할 데이터 유형 및 최종 데이터 구조에서 사용되는 구문,

구조, 코딩 체계를 규정한다. 인코딩 규칙은 응용 스키마 고유의 데이터 구조에 적용하여,

전송과 저장에 적합한 시스템 독립적 데이터 구조를 생성한다. 인코딩 규칙을 정의하려면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을 규정해야 한다. 즉 입력 데이터 구조, 출력 데이터 구조, 입출력 데

이터 구조의 요소 간의 변환 규칙 등을 규정해야한다. 입출력 데이터 구조는 개념 스키마

언어 및 인코딩 규칙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에서의 개념을 사용하여 작성된다.

변환 규칙은 입력 데이터 구조의 인스턴스를, 0 개 또는 한 개 이상의 출력 데이터 구조의

인스턴스로 변환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변환 규칙은 개념 스키마 언어 C의 개념 및 출력

데이터 구조 스키마 D의 개념에 따라 정의한다.

인코딩 서비스란 인코딩 규칙을 구현하고 인코딩 및 디코딩 기능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이다. 인코딩 서비스는 데이터 교환과 통합된 일부분이다. 인코딩 서

비스는 입력 데이터 구조를 읽고 출력 데이터 구조로 인스턴스를 변환 및 역변환 할 수 있

다. 또한 응용 스키마 선언을 읽고 대응하는 출력 데이터 구조 스키마를 작성할 수 있다.

입력 데이터 구조는 응용 스키마에 의해 정의된다. 응용 스키마는 개념 스키마 언어의 개

념을 사용하여 정의된다. 출력 데이터 구조도 또한 데이터 구조 스키마라는 스키마에 의해

설명된다. 데이터 구조 스키마는 출력 데이터 구조의 내용, 구조, 코딩 체계를 정의한다. 데

이터 구조 스키마 또한 스키마 언어에 의해 기술된다. 인코딩 규칙은 스키마 수준과 인스

턴스 수준의 두 수준에서 변환 규칙을 규정한다. 스키마 수준에서의 변환 규칙은 응용 스

키마에 정의된 각 개념에서 데이터 구조 스키마에서의 해당 개념에 대한 사상을 정의한다.

인스턴스 수준에서의 변환 규칙은 입력 데이터 구조의 각 인스턴스에서 출력 데이터 구조

에서의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사상을 정의한다. 인스턴스 변환 규칙은 일반적으로 스키마

변환 규칙에서 도출된다.

전송 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전송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매체를 통해 분산 정보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두 시

스템간에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용할 전송 프로토

콜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 국제 표준은 전송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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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ISO 6709:2008 좌표에 의한 지리적 위치 표현 표준

(STANDARD REPRESENTATION OF GEOGRAPHIC LOCATION BY COORDINATES)

이 국제 표준은 점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의 교환에 적용할 수 있다. 이 표준은

경위도를 포함하여, 데이터 교환에 사용되는 좌표 표기를 정의한다. 또한 이 표준은 경위도

이외의 좌표 유형을 이용한 수평 위치 표기도 정의한다. 또한 수평 좌표와 관련 가능한 높

이 및 깊이의 표기법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표기법은 측정 단위 및 좌표의 순서를 포

함한다.

이 국제 표준은 컴퓨터 메모리에서 처리중인 정보의 표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측지

코드 및 측지 파라미터의 등록소의 정보 표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점의 지리적 위치를 효율적으로 교환하려면, 범용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지표면, 지하 및

상공에 있는 점들을 식별할 수 있는 포맷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요구는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경위도를 기록할 때 도분초 뿐만 아니라, 십진도, 도.분을 사용하는 것

이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밀도 수준은 매우 다양하며, 높이 없이 경

위도만 이용하기도 한다.

이 국제 표준 초판(ISO 6709 : 1983)에서는 점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경위도 표현을 제공

하였다. 제2판은 2 개의 자오선의 차이를 인용할 때처럼, 경도과 위도를 개별적으로 인용하

는 것이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기법을 확장하였다. 또한 경도와 위

도의 표기법을 확장하여 각각의 값을 별도의 숫자 필드에 갖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버전에서는 또한 경위도 이외의 좌표로 점의 수평 위치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 길이의 형식을 규정했다. 또한 높

이와 깊이 관련 규정도 포함했다.

이 국제 표준의 최우선 목적은 컴퓨터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이다. 대인용 인터페이스의

요구의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는 참고 부속서에 요약하였다.

이 국제 표준은 확장 마크업 언어(XML)을 통한 점의 위치 표기가 가능하다. 또한 이전 버

전(ISO 6709 : 1983)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숫자 열을 사용하여 점의 위치를 설명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경위도의 컴퓨터 데이터 교환에서, 이 국제 표준은 일반적으로 십진도(분초를 사용하지 않

고 소수로 표현)를 권장하지만, 60진법 표기(도, 분 또는 도, 분, 초)도 허용 되어있다.

이 국제 표준은 구현시 사용되는 특정한 내부 절차, 파일 구조 기술, 기록 매체, 언어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 국제 표준의 초판에서는 수직 위치를 기술하기 위하여 "고도(altitude)"라는 용어를 사용

했다. 이 국제 표준에서는 좀더 일반적인 '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수직 위치의 경우 "

깊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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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a coordiante)는 점의 위치를 설명하는 숫자열 중 하나의 값이다. 좌표 튜플은 좌표의

열로 구성되어 하나의 위치를 설명한다.

예 : 경도, 위도 및 고도 이루어진 하나의 좌표 튜플은 하나의 3 차원 지리적 위치를 나타

낸다.

좌표 튜플은 좌표 참조계(CRS)를 참조하는 경우에만 위치를 모호하지 않게 나타낸다. CRS

가 식별되지 않으면, 위치의 불확실성은 수백 미터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부속서 B 참

조) ISO 19111에서는 좌표 참조계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정의하고 있다.

좌표 집합은 좌표 튜플의 콜렉션이다. ISO 19111은 하나의 좌표 집합에 속한 모든 좌표 튜

플은 동일한 좌표 참조계를 참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술되는 점이 하나 뿐이라면 좌표

튜플과 좌표 참조 체계는 직접 연결할 수 있다. 좌표 집합의 경우 하나의 CRS의 식별 또

는 정의가 하나의 좌표 집합와 연관관계가 있으며, 해당 연관관계를 상속받은 좌표 집합의

모든 좌표 튜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림35는 좌표 튜플과 좌표 집합, 좌표 참조계 사

이의 개념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부속서 C에서 이러한 관계를 UML 형식으로 설

명하고 있다.

그림 35 - 좌표 표현을 위한 UML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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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ISO 19136:2007 공간정보 – 지리마크업 언어(GML)

(GML : GEOGRAPHY MARKUP LANGUAGE) 

지리 마크 업 언어(GML)는 공간정보의 전송 및 저장을 위한 ISO 19118에 적합한 XML

인코딩이다. 여기에서 공간정보는 19100 시리즈의 국제 표준에서 사용하는 개념 모델링 프

레임 워크에 따라 모델링되며, 지형지물의 공간 및 비공간 속성을 포함한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XML 스키마의 구문, 메커니즘, 공통 규약을 정의하고 있

다.

- XML로 지리 정보를 전송 및 저장하기 위한, 지리 정보 응용 스키마를 기술하는 개방

형벤더 중립적 프레임워크의 제공

- GML 프레임워크의 적절한 부분집합을 지원하는 프로파일의 허용

- 전문 영역과 정보 커뮤니티를 위한 지리 정보 응용 스키마의 설명을 지원

- 서로 연관된 지리 응용 스키마 및 데이터셋의 생성과 유지를 가능하게 함

- 응용 스키마 및 데이터셋의 저장 및 전송을 지원

- 지리 응용 스키마 및 그 정보를 공유하는 조직의 능력을 증대

구현하는 사람은 지리 응용 스키마 및 정보를 GML로 저장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혹은

요청에 따라 다른 저장 형식에서 변환하거나, 스키마 및 데이터 전송에 GML만을 사용하도

록 결정할 수도 있다.

GML은 ISO 19100 시리즈 국제 표준과 OpenGIS 추상 사양이 정의하는 많은 개념 클래스

를 이러한 표준 및 사양을 준수하여 XML로 인코딩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이와 관련된 개념 모델은 다음 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 ISO/TS 19103 - 개념 스키마 언어 (측정 단위, 기본형)

- ISO 19107 - 공간 스키마 (공간 도형 및 위상)

- ISO 19108 - 시간 스키마 (시간 기하 및 위상, 시간 참조계)

- ISO 19109 - 응용 스키마에 대한 규칙 (지형지물)

- ISO 19111 - 좌표에 의한 공간 참조 (좌표 참조계)

- ISO 19123 - 커버리지 기하 및 함수에 대한 스키마(커버리지, 그리드)

많은 경우, 개념 클래스는 아주 간단하게 XML로 사상시킬 수 있지만, 더 복잡한 사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양자의 경우 사상의 방법을 부속서 D에 문서화되어 있다. 또한, GML

은 ISO 19100 시리즈의 국제 표준 또는 OpenGIS 추상 사양에서 모델링 되지 않은 추가적

인 개념에 대한 XML 인코딩도 제공한다. 동적 지물, 간단한 관측 또는 값 개체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확장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개념 클래스도 부속서 D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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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 스키마는 이 국제 표준에서 서술된 구성요소(XML 요소, 속성, 단순형, 복합형, 속성

그룹, 그룹 등)으로 구성된다.

GML 응용 스키마 설계자는 응용 분야에 적합한 유형을 정의하기 위해, GML 스키마에서

정의한 유형을 확장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GML 스키마중에서 추상이 아닌 요소 및 속성

및 형식은 변경할 필요가 없으면, 응용 스키마에서 직접 사용해도 무방하다.

ISO 19109에 따라, 응용 시스템 또는 응용 분야의 지형지물 유형은 응용 스키마로 나타내

어야 한다. GML 응용 스키마는 XML 스키마로 정의되며, GML 스키마를 반입(import)해

야 한다. GML 응용 스키마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만든다.

- 21절에 지정된 GML 응용 스키마를 위한 규칙을 준수하여, GML 응용 스키마를 직접

XML 스키마로 생성하는 방법

- ISO 19019에 나타낸 UML로 응용스키마를 작성하는 규칙을 준수하고, 스키마의 제약

및 이 국제표준의 부속서 E에 나타낸 GPS 응용스키마로 사상시키기 위한 규칙에 부

합하는 방법. ISO 19109에 부합하는 UML 응용 스키마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GML 스

키마에 대한 사상은 일련의 인코딩 규칙에 기초한다. 이러한 일련의 인코딩 규칙은

GML 응용 스키마 및 ISO 19118에 대한 규칙을 준수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GML 응용 스키마를 만드는 데 유효한 방법이다. 모든 응용 스키마는

ISO19109에서 규정한 일반 지물 모델에 따라 모델링해야한다. ISO 19100 시리즈는 개념

스키마를 작성하기위한 언어로 UML을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ISO 19100 시리즈의 국제 표준의 개념 모델 프레임 워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두 번째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엔 첫

번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 부속서 E에서 지정한 인코딩 규칙을 사용함으로써 접근가능한 기능 외에도, GML 스

키마의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한 경우

- XML 표현만이 필요하며, 응용스키마가 비교적 간단하여, 개념 스키마 언어를 사용하

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 상승이라고 생각될 경우

- 부속서 E에 규정된 인코딩 규칙의 결과에 비하여, 좀더 최적화 또는 작은 XML 인코

딩이 필요한 응용의 경우

참고 : 부속서 F는 GML 응용 스키마에서 ISO 19109을 준수하는 UML 응용 스키마로 사

상하기위한 규칙을 제공한다.

양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GML 응용 스키마는, 모든 적용 가능한

GML 스키마 구성 요소를 직접 또는 파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XML 스키마에 대한

규칙에 따라 유효해야 한다. GML 응용 스키마 생성 방법은 이 표준의 요구 사항에 준수여

부와 관계없다.

그림 36은 이 표준에서 채택한 접근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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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 GML의 개념 모델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 : GML을 구현하는 ISO 19100 시리즈의 국

제 표준 프로파일 및 이 프로파일에 대한 확장을 문서화한다.

- UML 또는 XML 스키마로 응용 스키마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 : UML 다이어그램

(즉, ISO 19109에 적합한 UML 응용 스키마) 및 XML 스키마 (즉, XML Schema에

따른 GML 응용 스키마)간의 양방향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양자의 표현에 사용하는

구조를 제한한다. 이것은 스키마를 설명하는 표현이 어느 정도 감소되지만, 동시에 복

잡성을 줄이고 구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그림 36 - ISO 19100 국제 표준군과 ISO 19136 GML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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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ISO/TS 19139:2007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 XML 스키마 구현

(METADATA — XML SCHEMA IMPLEMENTATION) 

이 기술 규격은 ISO 19115로부터 유도된 XML 스키마 구현인, 지리 메타 데이터 XML

(GMD) 인코딩을 정의하고 있다.

ISO 19115은 인코딩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리 정보 메타 데이터의 실제 구현은

메타 데이터 작성자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구현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 종합적인 메타데이터 구현사양에서는 ISO 19115를 적용하기 위한 명확

한 규칙기반 인코딩을 제공한다. 이 기술 규격은 지리 데이터셋, 데이터셋 시리즈, 개별 지

형지물, 지형지물 속성, 지형지물 유형, 지형지물 특성 등에 관한 메타 데이터를 작성하고

보증하고 교환하기위한 공통 사양을 제공함으로써, 상호운영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확

장 마크업언어(XML) 스키마를 제공한다.

ISO 19118는 UML 스키마를 기반으로한 인코딩 규칙 생성에 필요한 요구사항과, XML 기

반 인코딩 규칙과 함께 XML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이 기술 규격은 ISO 19118에서 정의

된 인코딩 규칙을 활용하고, ISO 19115의 UML 모델을 XML 스키마로 유도할 때 필요한

인코딩 규칙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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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특정 주제분야를 위한 표준

(STANDARDS FOR SPECIFIC THEMATIC AREAS)

ISO/TC 211의 활동 초기에는 모든 지리 정보 응용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표준

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이 완료된 후, 특정한 주제 응용 분야를 지원하

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표준이 작성, 발행된 첫 번째

첫 번째 분야는 지리적 이미지였다.

ISO/TS 19101-2 는 지리적 이미지 처리 분야의 표준화를 위한 참조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

ISO 19101의 첫 번째 부분을 확장한 것이다. ISO 19115-2은 ISO 19115을 확장하여 이미지

데이터 집합을 설명하기 위해 138 개의 메타 데이터 요소를 추가하였다.

또한 토지 이용 분류, 지적 및 주소 체계 등의 주제 분야에서 현재 표준이 개발중이거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 99 -ISO_TC_211_표준_가이드.hwp 작성자 : 허 민

3.7.1 ISO/TS 19101‐2:2008 지리정보 – 참조체계 – 2부 : 이미지

(REFERENCE MODEL — PART 2: IMAGERY) 

이 기술 규격은 지리적 이미지 처리 분야의 표준화를 위한 참조 모델을 정의한다. 이 참조

모델은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와 맥락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참조모델은 이미

그리드 데이터를 포함하되,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기술 규격은 정보 기술과 정보

기술 표준의 맥락에서 구축되었기는 하지만, 어떠한 응용 개발 방법이나 기술 구현 접근방

법과도 독립적이다.

이 참조 모델의 엔터프라이즈 관점의 중심 개념은, 지리적 이미지 커뮤니티가 어떻게 상호

작용해야만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된 이미지를 인류의 중요한 결정에 널리 도움이 되도

록 통합적 디지털적 표현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이 엔터프라이 관점은 이러한 목표와

분산 지리적 이미지 처리 시스템의 설계간의 정량적 부합가능성을 제공해준다.

지리적 이미지 커뮤니티의 기본 목표는, 이미지화 능력의 발전 및 지리적 이미지 산업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인류의 이익을 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

적 성장을 지원하고, 환경 관리에 기여함과 동시에 과학 기술면에서 우위를 가능하게 한다.

이 참조 모델의 정보 관점은 각 지리적 이미지를 특징짓는 다양한 종류의 지리 정보를 식

별하는 것이다. 이 정보 관점은 원시 탐사 데이터와 고차원의 의미론적 내용 정보와 지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리적 이미지의 종합적인 접근 방법에 따라 구축된 것이다. 결과적

인 정보 관점의 구조는 그림 37와 같은 UML 패키지에 반영되어있다. 이러한 패키지의 내

용은 정보관점 7.2 ~ 7.5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림 37 - 정보관점 패키지

이 참조 모델의 계산적 관점은, 정보 관점을 공학적 관점에서 표현된 분산 배치로 변환을

제공한다. 계산적 관점은 시스템을 인터페이스에서 상호 작용하는 객체로 기능별로 분해함

으로써, 분산을 설명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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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이미지 서비스는 ISO 19119에서 정의된 광의의 지리적 서비스를 확장하는 형태로

정의된다. ISO 19119는 서비스의 의미상의 특징에 따라 지리적 서비스의 분류 방법을 정의

하고, 예시를 제시한다. 이 분류 방법은 유형의 명칭과 정의로 구성된다.

ISO 19119 및 OGC 이미지 개발 서비스는 지리적 이미지 서비스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 인간간의 상호관계

- 모델/정보 관리

- 워크플로우/임무 관리

- 공간 정보, 주제 정보, 시간 정보 및 메타 데이터의 처리

- 통신

ODP 체계의 공학적 관점과 그 환경은, 시스템에서 객체간의 분산 상호작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메커니즘과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38 참조).

그림 38 지리적 이미지 시스템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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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ISO/TS 19115‐2:2008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 2부 : 이미지와 그리즈 데이터를 위한 확장

(METADATA —PART 2: EXTENSIONS FOR IMAGERY AND GRIDDED DATA)

ISO 19115는 디지털 지리 정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메타 데이터를 식별하고 있다.

ISO19115의 제 2 부에서는 ISO 19115에서 식별된 메타 데이터를 확장하고, 디지털 지리적

이미지 및 그리드 데이터를 기술하는 데 필요한 메타 데이터를 식별하고 있다. ISO 19115

에는 이미 이미지와 그리드 데이터에 대한 몇 가지 메타 데이터를 식별하고 있으며, 제 2

부는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기술 규격에서는 ISO 19115가 제공하는 메타 데이터 요

소에 138개의 메타 데이터 요소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기술 규격은 데이터 취득에 이용

한 계측 장비, 그 장비에 의한 측정 절차의 기하학 및 원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데 이

용한 생성 처리에 대하여 그 성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확장은 원시 데이터에

서 지리 정보의 생성에 대한 측정 시스템의 특성과 생성에 이용한 수치적 방법과 계산 방

법을 포함한 지리정보 생성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메타 데이터를 취급한다. 일반적인 커버

리지 데이터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메타 데이터는 ISO 19115의 본문에 기재되어있다.

이 확장 메타 데이터는 지리 공간 이미지와 그리드 데이터를 포함하는 지리적 이미지와 그

리드 데이터셋을 위해 제공되지만, 데이터셋의 모음을 위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그림 39 - 이미지 메타데이터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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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ISO 19115 제 2 부에서 기술된 패키지 및, ISO 19115에 정의된 패키지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ISO 19115의 패키지의 UML 모델과 데이터 사전은 모두 ISO 19115

에 규정되어있다. 이 부분에서 추가된 지리적 이미지와 그리드 데이터에 대한 메타 데이터

는, 각 추가 패키지의 UML 모델 다이어그램과 데이터 사전으로 완전하게 규정되는데, 각

각 부속서 A와 부속서 B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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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O/TC 211 과 OPEN GEOSPATIAL CONSORTIUM 

ISO/TC 211과 오픈 지오스페이셜 컨소시엄(OGC)은 1998 년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OGC는 ISO/TC 211 표준 중 일부를 추상 사양으로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OGC 구현 사양을 작업하였다.

ISO/TC 211 표준 OGC 추상 사양
ISO 19107 지리정보 – 공간스키마

ISO 19111 지리정보 – 공간참조계

ISO 19123 지리정보 – 커버리지 기하 및 함수

ISO 19115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ISO 19119 지리정보 - 서비스

Topic 1 – Feature Geometry

Topic 2 – Spatial Referencing by Coordinates

Topic 6 – Coverage Geometry and Functions

Topic 11 – Metadata

Topic 12 – The Open GIS Service Architecture

또한 OGC에서 처음 개발한 여러 가지 표준이 ISO/TC 211로 들어와서 추가 개발을 거친

후 ISO 국제 표준이 되었다. 이러한 표준은 다음과 같다.

· ISO 19123 지리 정보 – 커버리지의 기하 및 함수

· ISO 19125-1 지리 정보 - 단순 지물 액세스 - 제 1 부 : 공통 아키텍처

· ISO 19125-2 지리 정보 - 단순 지물 액세스 - 제 2 부 : SQL 옵션

· ISO 19128 지리 정보 - 웹 맵 서버 인터페이스

또한 일부 OGC 표준에 대하여 ISO/TC 211 국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표준은 다음과 같다.

· ISO 19142 지리 정보 - 웹 지형지물 서비스

· ISO 19143 지리 정보 - 필터 인코딩

· ISO 19149 지리 정보 - 지리 정보에 대한 권리 기술 언어 -GeoREL

· ISO 19153 지리 디지털 권리 관리 참조 모델 (GeoDRM RM)

· ISO 19156 지리 정보 - 관측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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