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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축이나 조선소에서는 도면 설계를 위하여 캐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리고 작업 현장에서 설계를 참조하기 위하여 출력된 도면을 휴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환경이 열
악하기 때문에 출력 도면은 훼손되기 쉽고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서 캐드 도면을 출력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를 제안한
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화면 출력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정 그리드 파일 색인에 기반한 색인 
파일을 사용하였다.

ABSTRACT

To design a drawing at construction sites or ship yards, generally, they exploit CAD program, 

such as AutoCAD. They also carry the printed drawings in the fields in order to refer the 

designs. However, the printed designs are easy to be damage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design of a management system for the CAD drawings on top of the smart operating systems of 

a smart device. The proposed system exploits the index file based on the Fixed GRID file in 

order to improve the display speed of the 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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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에서 기술자
들은 설계 도면의 값이나 형태를 참조하기 위하
여 청사진으로 된 도면을 출력하여 현장에서 휴
대하고 다닌다. 그러나 청사진 또는 종이로 출력
된 도면은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설계 도면의 데
이터를 유실하기 쉽다.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패드
와 같은 모바일 장치가 강력한 중앙처리장치와 
확장된 메인메모리를 가짐에 따라 모바일 장치에
서 좀 더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과 대량의 데이터
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좀 더 편리
한 설계 도면의 현장 참조를 위하여 모바일 장치
에서 설계 도면을 참조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캐드(Computer-Aided Design, CAD)는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마우스 또는 펜을 이용하여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파일의 형태로 지역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도면 설계 시스템이다. 설계
자가 클라이언트의 요구나 현장의 변화에 따라 
손쉽게 도면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캐드는 높
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캐
드는 건축 설계, 기계 설계, 전기 회로 설계와 같
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캐드는 설계 도면의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DWG 파일 형식을 
사용한다[1]. DWG 형식은 오토캐드사의 고유 형
식이기 때문에 다른 캐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하여 DXF(Drawing eXchange 

Format) 형식이 사용된다. DXF 파일은 일곱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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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구성되어진다. 일곱 개의 영역 중에서 
특히 네 개의 영역인 헤더 영역, 테이블 영역, 블
록 영역, 엔터티 영역은 설계 개체와 직접 연관되
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DXF 파일은 텍스트 형식의 파일이기 때문에 
설계 개체의 데이터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이진 형식의 파일에 비하여 
파일의 크기가 큰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 
도면은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설계 개체들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가 수십 메가바이트
에서 수백 메가바이트가 된다. 만약 사용자가 대
용량의 DXF 파일을 모바일 장치에서 참조하고자 
할 때 모바일 장치가 강력해졌다라고 하더라도 
화면상에서 설계 개체의 출력을 위하여 많은 시
간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DXF 형식의 
설계 도면을 위한 도면 관리 시스템 설계를 제안
한다. 화면 출력과 화면이동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면 관리 시스템은 공간 색인의 일종인 
고정 그리드 파일에 기반한 색인 파일을 사용한
다. 색인 파일은 DXF 파일 상에서의 설계 개체의 
위치를 색인하며 구축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PC
와 같은 고정 장치에 생성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DXF 형식에 대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고정 그리드 파일에 기반한 
색인 파일을 제안하고 5장에서 도면 관리 시스템 
설계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제
시한다.

Ⅱ. 관련 연구

캐드를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캐드 파일
의 수정 기법에 대한 연구이다. [2][3][4]에서는 다
수의 사용자가 캐드 파일을 수정할 때 파일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법들을 제안하였다. [2]

는 캐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트랜잭션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중첩 트랜잭션 모델을 
기반으로 트랜잭션 분할에 대한 기법을 제안하였
다. 그리고 캐드 트랜잭션을 위한 새로운 특징들
을 제시하였다. [3]은 캐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네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버전 관리 
시스템(Version Management System, VMS)을 제
안하였다. 제안된 VMS는 캐드 도구들과는 독립
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캐드 응용 프로그램의 원
시 코드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쉽게 통합될 수 있
는 장점을 제공하였다. [4]는 건축 설계 캐드를 
위한 버전 관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
템은 설계 객체 고유 관리, 건축 객체에 대한 동
적 참조, 설계 객체에 대한 변경 전파 기법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캐드 시스템
이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고정 장치에서 운용되는 
것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Ⅲ. DXF

DXF는 서로 다른 캐드 시스템 간에 설계 도면 
파일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파일 형식이다. 

초기에는 오토 캐드의 데이터 파일을 다른 캐드 
프로그램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오토데스크사에서 
정의된 형식이었다. 그러나 오토 캐드가 캐드 시
장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파일 형식이 일반 대중
에게 알려짐에 따라 다른 캐드 시스템도 DXF 파
일 형식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DXF 형식
은 미국에서는 업계 표준이며 한국을 포함한 그 
외 나라에서는 거의 표준에 가깝다.

DXF 파일의 데이터 형식은 텍스트인 애스키
(ASCII) 형식이기 때문에 DXF의 내용은 텍스트 
편집기와 같은 타 응용 프로그램에서 쉽게 읽혀
진다. DXF 파일의 각 라인은 필드 이름 또는 필
드 값 자체인 하나의 값만 가진다. 형식이 간단하
기 때문에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편집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파일의 크기가 매우 큰 
단점도 있다.

DXF의 각 라인은 영역으로 그룹화되며 전체 
파일은 일곱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헤더 영역
(HEADER section), 클래스 영역(CLASSES 

section), 테이블 영역(TABLES section), 블록 영
역(BLOCKS section), 엔터티 영역(ENTITIES 

section), 객체 영역(OBJECTS section), 썸브네일
이미지 영역(THUMBNAILIMAGE section)이다. 

이 영역들 중에서 설계 도면을 이해해하기 위하
여 다음의 네 개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 헤더 영
역은 헤더 변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다. 테이블 
영역은 설계 개체를 위한 테이블의 스키마 정보
를 저장하며 블록 영역은 설계 도면의 블록과 각 
블록에 포함되어 있는 엔터티에 대한 값들을 포
함한다. 그리고 엔터티 영역은 도면의 블록에 포
함되지 않은 엔터티에 대한 값들을 저장한다.

그림 1은 DXF 파일의 전체 형식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보여지듯이 각 영역은 0 으로 시작되
며 각 영역의 정보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그룹이다. 하나의 그룹은 두 개의 라인으로 구성
된다. 첫 라인은 그룹 코드를 나타내고 두 번째 
라인은 그룹 값을 나타낸다.

그림 1. DXF 파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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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정 그리드 파일

고정 그리드 파일은 다차원 공간상의 객체를 
색인하기 위한 기법들 중 하나이며 전체 데이터 
공간을 고정된 크기의 셀들로 나누어 구성한다. 

고정 그리드 파일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다. 첫 번째는 다차원 배열로서 각 원소는 각각의 
고정 셀에 해당된다. 각 원소에는 관련된 데이터 
버킷에 대한 포인터가 저장된다. 두 번째는 데이
터 값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버킷이다. 고
정 그리드 파일은 색인하는 객체가 적은 경우에 
저장공간의 낭비가 심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간
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고정 컴퓨팅 장치보다 상
대적으로 연산 속도가 느린 모바일 장치에 적합
하다.

설계 개체의 화면 출력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
여 고정 그리드 파일 구조를 사용한 색인 파일을 
구성한다. 단, 메모리 용량이 적기 때문에 데이터 
버킷은 사용하지 않고 다차원 배열만으로 구성한
다. 다차원 배열의 각 원소 값은 고정 셀 안에 포
함되어 있는 개체들에 대하여 DXF 파일 안에서
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일 포인터이다.

색인 파일은 세 가지 영역인 ScreenSize, 

LayerInfoList 그리고 GridFileList로 구성된다. 그
림 2는 색인 파일의 형식을 보여준다.

그림 2 색인 파일 

형식

V. 도면 관리기 설계

그림 3은 도면 관리기의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
준다. 도면 관리기는 크게 FileManager, 

DxfMetaData, User Interface 그리고 
ViewController 인 네 개의 클래스로 구성된다. 

FileManager 클래스를 통해 DXF 파일을 열어 분
석하면 DxfMetaData 클래스에게 분석한 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사용자가 UserInterface 클래스로 
명령을 내리면 ViewController 클래스가 
DxfMetaData 클래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마
트폰의 화면에 설계 개체를 출력한다.

그림 3. 시스템 구조도

FileManager는 DXF 파일을 FileOpen()함수를 
통해 열고, GridFileRead()함수를 통해 파일을 분
석하여 분석된 정보를 Dxf MetaData에게 넘겨주
게 된다. 해당화면 엔티티들을 출력하기 위해 
FilePointRead() 함수를 쓰며 DXF 파일 위치를 
찾아가 해당 엔티티들의 정보를 가져오게 된다. 

 DxfMetaData 클래스는 FileManager 클래스에
서 읽은 설계 개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래스
이다. 도면 전체 크기를 저장하는 ScreenSize 클
래스와 레이어정보를 저장하는 LayerInformation 

클래스, 블록 정보를 저장하는 BlockInformation 

클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할된 화면 정보와 
해당 엔티티들의 파일위치를 저장하는 GridFile 

클래스로 구성된다. 그림 4는 DxfMetaData 클래
스의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그림 4 DxfMetaData 클래스

VI 결론

모바일 장치가 강력해짐에 따라 좀더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과 대량의 데이터를 모바일 장치에
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설계 도면
을 많이 참조하는 현장에서 모바일 장치를 이용
하여 설계 도면을 참조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설계 시스템 간에 설계 도면
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하여 DXF 파일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DXF 파일은 텍스트 형식이기 
때문에 대량의 설계 개체를 저장할 경우 파일의 
크기가 증가하고 화면 출력 시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서 DXF 파일에 저장
되어 있는 설계 개체를 출력하는 도면 관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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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도면 관리기는 호환을 위하여 DXF 

파일 형식을 사용한다. 또한 화면 출력 속도를 개
선하기 위하여 고정 그리드 파일 구조에 기반한 
색인 파일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색인 파일은 다
차원 배열 구조만 사용하며 각 원소는 DXF 파일
에 대한 파일 포인터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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