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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맵(map)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활용되고 있

다. 이에 디지털 맵 제작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선형 단순화(line simplification)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라인의 형상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최소영역오차

(minimum area error, MAE) 구간을 이용한 혼합형 선형 단순화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선형 단순

화 기법과의 비교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과거 일반적

으로 불리던 지도들은 디지털 맵 형태로 변환되고 있다.

디지털 맵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 포함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실세계의 다양하고

방대한 지리정보를 디지털 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

도 일반화(map generalization) 작업이 필수적이다. 지도

일반화 과정 내에서 선형 단순화 기법은 가장 중요한 연

산으로, 복잡한 형태의 구조를 가진 선형 개체를 단순화

시키는 기법이다[1].

디지털 맵 제작 기술을 포함한 GIS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선형 단순화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

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형 개체의 전체 형상을 최대

한 보존하는 혼합형 단순화 기법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일정한 조건하에서 단순화 시키는 선형 단순화 기법들

중에서도 라인의 형상적 특성을 이용한 기법들에는

Douglas-Peucker(DP) 기법[2], Sleeve-fitting(SF) 기법[3],

Turning Function(TF)[4]을 이용한 선형 단순화 기법 등

이 있다. DP 기법은 라인을 구성하는 중간점들의 수선의

길이의 최대값을 이용하여 단순화 시키는 기법으로, 완만

한 곡선에서의 단순화 효과가 우수하다. SF 기법은 라인

의 일정한 너비의 소매(sleeve)를 씌워서 단순화 시키는

기법으로, 중간점들이 분산되어 있는 곡선 구간에서의 단

순화 효과가 좋다[3]. TF 기법은 전체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선분들의 길이와 방향각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단순

화 시키는 기법이 밀집되어 있는 중간점들로 구성된 곡선

구간에서 단순화 효과가 좋다[4].

하지만, 앞서 설명한 기법들은 라인이 가진 형상적 특성

중 하나에 대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단순화하거나, 지역적

연산으로 인하여 라인의 전체적인 형상의 왜곡 또는, 소멸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기법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라인의 형상을 보존하는 혼합형 단순화

기법을 제안한다.

3. 제안하는 기법

그림 1은 제안하는 선형 단순화 기법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먼저, 원본 라인의 형상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선형 단순화(DP, SF, TF 알고

리즘) 기법을 이용하여 원본 라인을 단순화 시킨다. 각각

의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단순화된 라인을 이용하여 고

정점(fix vertex)들을 찾는다. 고정점들은 세 기법에 의해

공통으로 살아남는 중간점들로서, 원본 라인에서 형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꼭지점들이 된다.

검색된 고정점들을 기준점으로 하여 원본 라인은 개 구

간으로 분할(segmentation)된다.

원본 라인의 전체 형상을 보존한다는 것은 전체 라인의

영역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되므로, 전 단계에서 분할된

구간 단위로 영역오차가 최소가 되게 단순화 시킨다.

먼저 선형 단순화 알고리즘에 대한 해당 구간의 영역

오차 를 식(1)을 이용하여 각각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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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혼합형 선형 단순화 기법 과정

  
 
  

  

    

   

(1)

여기서,  는 각각 구간 내 포함되어 있는 꼭지점의 수

와 분할된 구간의 수이다.   는 각각 원본 구간의

면적과 단순화 된 구간의 면적을 나타낸다. 각 알고리즘별

를 비교하여 그 구간에서 최소가 되는 선형 단순화 기

법을 그 구간에 할당을 한다. 이렇게 원본 라인 내 모든

구간을 최소 영역 오차가 계산되는 선형 단순화 기법으로

분류되며, 분류된 원본 라인의 각 구간들을 처음 원본 라

인의 형상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할당된 선형 단순화 기

법으로 단순화 시켰던 구간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최

종적으로 모든 구간에 대하여 최소영역오차를 발생시키는

각 선형 단순화 기법의 구간으로 대체함으로써, 단순화된

라인이 생성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순화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GIS 벡터맵의 대표적인 파일 포맷인 ESRI사의 SHP 파일

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SHP파일은 실제 1:1000 축

적의 거제시 하천을 표현하고 있으며, 4,218 개의 라인에

대하여 실험이 수행되었다[5]. 실험 방법은 시각적 측면과

원본 형상 보존 측면에 대해 평가하였다. 시각적 측면은

원본 GIS 벡터맵과 비교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인간의 감

지 능력으로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원본 라인의 형

상 보존에 대한 실험은 기존의 선형 단순화 기법들 간의

평균 영역변위와 벡터변위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림 2는 제안한 기법과 기존의 선형 단순화 기법들 간

의 결과 데이터들을 비교한 것이다. 기존의 선형 단순화

기법들에 비하여 제안한 단순화 기법이 원본 라인의 형상

보존이 월등히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제안 기법과 기존 기법들 간의 결과 비교, (a) 평

균 벡터변위 비교, (b) 평균 영역오차 비교

5. 결론

본 논문은 기존 선형 단순화 기법에 비하여 라인의 형

상을 최대한 보존하며, 단순화 시키는 최소영역오차 구간

을 이용한 혼합형 단순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은

라인의 형상적 특성을 이용하여 각 선형 단순화 기법에서

의 최소영역오차 구간으로 분할하고, 대체하여 전체 영역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실험 결과, 시각적 측면과 형상 보

존에서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제안 기법은 향후 GIS 벡터

맵 압축 및 모바일 GIS 등의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Acknowledgment 

본 연구는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신진연구사업(2011-0010336)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결과임.

참고문헌

[ 1 ] 임대엽, 장봉주, 성택영, 권성근, 문광석, 이석환, 권기

룡, “Douglas-Peucker 알고리즘 기반의 GIS 벡터맵

데이터 압축 기법,” 제24회 신호처리합동학술대회,

vol. 24, no. 1, pp. 313-316, 2011년 9월.

[ 2 ] D. Douglas and T. Peucker, “Algorithms for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points required to rep-

resent a digitized line or its caricature,” The

Canadian Cartographer, vol. 10, no. 2, pp.112–122,

1973.

[ 3 ] Z. Zhao and A. Saalfeld, “Linear-time sleeve-fitting

polyline simplification algorithms,” Autocarto 13,

ACSM/ASPRS’97 Technical Papers, vol. 5, pp. 214

–223, 1997.

[ 4 ] 임대엽, 장봉주, 권성근, 이석환, 권기룡, “선형 단순

화 기법의 특성을 이용한 GIS 벡터맵 데이터 압축 방

법,” 2012년 제24회 영상처리 및 이해에 관한 워크샵,

pp. 1-3, 2012년 2월.

[ 5 ] http://www.ersi.com, "ESRI shapefile technical de-

scription,” An ESRI White Paper, July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