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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업(Mashup) 측량기 리체계에 한연구

Surveying Controlpoint Management by Mashup Web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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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net map service is word-wide trend and suggest to build up surveying control point 

management by mashup and API functions. In traditionally many surveyor used the record book. 

The result of mashup with cadastral control point and Web's map services as Daum and Google 

map was well matched which is transformed common points and should be useful manage the it 

and field recognitions. 

1. 개 요

본 연구는 인터넷의 치서비스를 활용하여 측량기 의 치정보와 웹(web)지도서비

스 컨텐츠와 연계하여 측량기 리에 활용하는 체계구축에 한 연구이다. 재 측량기

은 부분 기 리 장으로 리하고 있으며 산 일과 데이터베이스를 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한 신규 기 의 경우 GPS에 의한 세계좌표로 측정이 되어져 있으며 다

양한 치기반 웹서비스가 세계좌표를 기본 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향후 기 은 이들에 

한 변환 차와 상호 치정보를 결합하는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부부

분의 웹서비스는 공통 (common points)에 의한 변환성과를 이용하여 풍부한 지리정보를 

갖춘 상용의 웹기반서비스와 연동하여 기 의 리와 장에서 확인하는 데에 효율성이 

있었다. 측량기 의 리는 많은 기 에 하여 장형태로 리하고 있어 그 성과의 

검색과 확인 차가 복잡하고 갱신 차가 복잡한 체계이다. 한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성과

의 공시 인 측면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체계이다. 

2. 메쉬업(mashup)서비스의 개발

측량기 은 국 인 망의 형태로 구축되어 기존의 경우 기 측정과 성과계산  

리를 국가가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주기 으로 이들에 한 검  리를 하고 있다. 

한 효율 인 서비스를 하여 산화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GIS기반의 풍부한 정보와 

연결한 시스템구축은 기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의 치를 인터넷과 연동하여 새

로운 도면정보와 기 리의 이원화된 자료를 인터넷의 공개API(Application Programm- 

ing Interface)를 이용하여 기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측량자의 경우 측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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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oogle Map의 성 상과 연결

[그림 2]  다음(daum)지도에서 API 용 )

측량 장을 확인하고 사 에 지도  상정보로 이루어진  인터넷기반 치정보와 연동한

다면 유익하다. 메쉬업(mashup)은 서로 다른 서비스 역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 지를 가지

는 체계로 기 리와 웹서비스를 연동한다. 즉 공개된 API를 로그램에 의하여 사용자

로그램에 소켓형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3. 웹서비스의 용사례

기 성과의 성과를 세계좌표로 환산하

고 편차량에 의하여 지 좌표성과와 구   

다음지도상에 표시한다. 표시된 웹서비스맵

의 이미지정보를 *.bmp/*.jpg로 장하고 이

를 문서 일에 삽입하거나 자동으로 린트

출력향식에 맞추어서 출력한다. 필요한 경우 

지 도면과 연계한 지리정보로 다양하게 겹

쳐서 기   지 필지정보를 비교한다. 

다음지도와 구 맵(Google Map)를 보기 

하여 먼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

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인터넷이 연결되

어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을 볼 수 없다. 구

맵과 다음지도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확   축소를 할 수 있다.  그림

일은 화면의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하거

나 그림 일(*.jpg)로 장한다. 물리 으로 

일명에 의하여 장된 일을 다른 문서에

서 불러들여 사용한다. 경 도는 사용자가 

직  경 도를 입력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계좌표계, 즉 GPS성과에 의하여 

해당 치로 맵서비스 컨텐츠 치로 이동이 

된다. 좌표변환은 우리나라 지 도면의 평면좌표를 경 도로 변환하면 지역 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으로 300미터 이상의 편차가 있기 때문애 지 도면의 치와 인터넷

서비스 지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 도면성과와 GPS성과를 공통 으로 입력하여 

이 들의 변환변수를 산출하여 변환된 지 도면 일(*.cif)을 불러들이면 지 도면성과 일치

한다.

4. 결 론

공개 API를 통한  메쉬업(Mashup)의 특성은 도면자료 갱신을 서버서구축  제공자에

게 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지만 사용자측면에서는 은 비용으로 맵(map)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이 메쉬기능을 치기반서비스 부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측량기 의 사용에 활용하 다. API를 작용한 결과 기존의 도면성과

로 직  연결하는 경우에는 세계좌표와 차이 때문에 일치하지 않게 되지만 기존에 많은 연

구성과를 이용하여 일정한 변 값을 사 에 조정처리하여 그 정도를 높일 수가 있었다. 즉 

기 의 치확인과 자료화에 활용하여 치의 단에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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