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 기호화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이다. 1.3절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

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지도 독자와 커뮤니케이

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들을 보여준다. 구체적

으로는 (1) 현상의 실세계 분포 고려, (2) 지도를 제작하

는 목적 결정, (3) 지도 목적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 수

집, (4) 지도 디자인 및 제작, (5) 지도가 사용자에게 유

용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결정으로 구

성된다. 각 단계들의 적절성에 대한 일부 비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계적 과정들은 손쉽게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발

생할 수 있는 디자인 실수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여러 학문들처럼 지도학 분야 역시 주요한 기

술적 변화를 겪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의 지도들이 수작업과 사진 제판법(photomechanical 

method)으로 생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지

도들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다. 1.4

절에서는 (1) 거의 모든 사람이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

여 지도를 생성하는 능력, (2) 애니메이션 지도와 같

이 책은 주제도 매핑과 이와 관련하여 점차 관심이 확대

되고 있는 지리적 시각화 또는 ‘지오비주얼라이제이션’ 

분야를 다루고 있다. 주제도 또는 통계 지도는 어떤 주

제나 속성의 공간적 패턴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일

간지에 나오는 기온도가 주제도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는

데, 여기에서 주제 또는 속성은 일별 예측 최고 기온을 

의미한다. 주제도에 대한 개념은 1.1절에서 논의할 것

이고, 공간적 패턴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일반도와 대조하여 논의할 것이다(예, 일반도 

중 하나인 지형도는 하천들의 위치를 보여줌). 1.2절에

서는 특정한 위치에 대한 특정 정보 제공, 공간적 패턴

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 두 개 이상 지도의 패턴 비교와 

같은 주제도의 다른 사용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공간 데이터를 기호

화하는 데 적절한 기법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각 국가별로 지난해 동안 경작을 위해 

벌목된 산림의 양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자. 국

가별로 벌목된 산림의 면적에 대한 데이터는 웹을 통해 

이용 가능하겠지만, 각 국가별 총 토지 면적과 같은 부

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결과 데이터를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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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살펴볼 것이다. 1.6절에서는 GIS와 원격탐사의 진보

된 능력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능력들은 수작업 기

술로 가능했던 것보다 더 쉽게 상세 지도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GIS는 광범위한 공간 분석 기능을 통

해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탐사는 

일반적인 시각적 능력을 넘어 환경을 ‘탐사’할 수 있도록 

한다(예, 식생 스트레스에 대한 시각적 인지 이전 수준

의 탐지). 지도학과 관련된 계량적 방법들에 있어 주요

한 발전은 탐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 ESDA)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지도

학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탐색의 개념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다. 

기술적 진보가 지도학의 여러 측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안, 학문 자체도 철학적 관점에서 여러 변화

들을 겪었다. 1.7절은 오늘날 지도학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인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도학자들은 지도화에 대해 인간의 정신을 마치 블랙

박스처럼 취급하는 행동주의자 관점에서 접근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지도학자들은 기호가 왜 효과적으로 작

용하는지 배우기 위해 인지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1.8절에서는 지도학에서의 사회적·윤리적 이슈들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도가 종종 숨은 의도와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 능력의 진보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잠재적 문제들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예, 지리적 예속).

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주제도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는 속성이 가지는 크기의 차이들을 재현하기 위해 공간 단

위(enumeration unit), 또는 주(state)와 같은 데이터 수집 

단위들에 색조를 넣는 단계구분도(choropleth map)가 있

다(컬러 삽화 1.1). 그 외 비례적 도형표현도(proportional 

symbol map), 등치선도(isarithmic map), 점묘도(dot map), 

유선도(flow map)와 같은 다양한 주제도들이 있다. 이 책의 

주 목적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주제도뿐 아니라 이를 디

자인하고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

이다. 

은 새로운 매핑 방법, (3) 상호작용적 그래픽 환경에서 

지리적 데이터를 탐색하는 능력, (4) 멀티미디어 재현

(representation)으로 지도, 텍스트, 그림, 비디오, 사운

드를 연계하는 능력, (5) 가상 환경 또는 가상 현실과 같

은 환경에 대한 사실적 재현과 증강 현실(예, 컴퓨터 기

반 정보를 통해 현실 세계 경관을 강화시키는 것)과 같

은 개념을 생성하는 능력, (6) 지도와 웹을 통해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 기술적 변화

들의 결과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5절에서는 지리적 시각화의 기원과 정의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시각화’라는 용어는 의료 영상, 분자 구

조, 유체 흐름과 관련된 대용량의 다변량 데이터셋을 탐

색하기 위해 지리학 외부에서 개발된 과학적 시각화에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지리학자

들은 지리적 시각화 또는 지오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냈다. 지리적 시각화는 높은 상호작용적 

환경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는 사적 활동으

로 정의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쇄된 지도를 통한 커

뮤니케이션은 반대적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비상호작

용적 환경에서 알려진 것들이 표현되는 공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지도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만, 지도학을 포함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원격탐사

(remote sensing), 계량적 기법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리정보과학(GIScience)에서의 발전들에 대해서

1.1  주제도란 무엇인가

지도학자들은 흔히 지도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바

로 일반도와 주제도이다. 일반도(general reference map)는 

공간적 현상의 위치를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미

국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 USGS)가 제작하

는 지형도들은 일반도라 할 수 있다. 지형도에서는 하천, 도

로, 주택, 그 외 많은 다른 자연적·문화적 사상들의 위치

를 알아낼 수 있다. 주제도(thematic map) 또는 통계 지도

(statistical map)는 인구 밀도, 가족 소득, 일일 최고 기온

과 같은 하나 이상의 지리적 속성(또는 변수)의 공간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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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예가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이 지배하는 중미 지역들로 

강제 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정

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컬러 삽화 1.1의 지도 B는 페로가 미국 남동

부에서 낮은 득표율을 얻은 반면, 중부와 북서부 주들에서

는 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1.1은 1700년과 1870년 사이 노예 무역의 대부분이 북

아메리카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경험이 부족한 지도 제작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

은 종종 특정 정보를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컬러 삽

화 1.1의 지도 A는 이러한 문제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여기

에서는 데이터 계급들이 눈에 띄는 색상들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루이지애나 주에서처럼 각 주가 어떤 계급에 속하는

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범례를 주의 깊게 보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지도 B는 이

와 반대라 할 수 있다. 즉 계급들이 모두 파란색으로 채색되

어 있기 때문에 각 주가 어떤 계급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범례 색상의 논리적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에 대한 공간적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지도학자들이 지도를 일반도와 주제도로 구분하

는 것은 지도를 분류하기 위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다중 속성이 동시에 표현되었을 때는 일반도 역시 하나

의 주제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도는 다변량 주제도

(multivariate thematic map)로 일컬어질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일반도의 초점이 공간 현상의 위치에 있더라도 일반

도 역시 특정한 속성의 공간적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예, 

USGS 지형도에서 보여지는 유역 패턴).

1.2  주제도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주제도는 특정한 위치들에 대한 특정 정보(spec i f i c 

information) 제공, 공간 패턴에 대한 일반 정보(general 

information) 제공, 두 개 이상의 지도에 대한 패턴 비교

(compare patterns)와 같이 세 가지 기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정보의 예로, 컬러 삽화 1.1의 지도 A는 1992

년 미국 대선 때 루이지애나 주는 8.8~12%의 인구가 로스 

페로(Ross Perot)에 투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예로 그림 1.1은 1700년과 1870년 사이 거의 200만 명

모가디슈

잔지바르

노예 무역량 : 1700~1870년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로

앙골라

에티오피아

사하라
오만 인도

아프리카

미국

남아메리카

태평양 대서양

브라질

덴마크령 
카리브 해 지역

인도양

아시아
영국령 북미 지역

스페
인령 
중미 지역

네덜란드령 카리브해 지역

프랑스령 카리브해 지역

영국령 카리브해 지
역

모
잠
비
크

그림 1.1 | 주제도의 한 유형인 유선도(출처 : Bergman, Edward F., Human Geography: Culture, Connections, and Landscape, 1st ed., Ⓒ 

1995, p. 167, Pearson Education Inc., Upper Saddle River, NJ 허가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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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재배(1992)

밀 재배(1992)

단위점 : 10,000에이커
미국 전체 : 69,339,869

단위점 : 10,000에이커
미국 전체 : 59,089,470

그림 1.2 | 주제도가 사용되는 기본적인 방식 중 하나인 패턴 비교의 사례(출처 : U.S. Bureau of the Censu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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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도 정보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기본 단계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지도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관여되는 기본 단계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예를 들어 보

고서를 위한 지도를 만들거나 지역 신문사에 일하고 있어 뉴

스 기사를 위한 지도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자. 전

통적으로는 지도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기본 단계

는 지도 커뮤니케이션 모델(map communition model)을 통

해 논의되어 왔다(예, Dent, 1996, pp. 12－15, Robinson et 

al., 1984, pp. 15－16). 물론 이러한 모델에 대한 비판도 있

었지만, 대개는 보다 잘 디자인된 지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

였다. 여기에서는 그림 1.3의 지도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적

용하여 1990년 센서스 데이터로부터 미국의 총 인구 분포를 

지도화하는 것을 가정하고 각 단계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단계 : 현상에 대한 실세계 분포 고려  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

이다. “내가 만약 여러 지역 경관들을 가로지르며 여행하는 

동안 어떤 현상을 관찰하게 된다면 그 분포는 어떠할까?” 

이를 사례에 적용하면, 이전의 여행경험이 지리학자로서의 

선 지식에 기반하여 아마 많은 인구가 주요 도시들에 집중

되어 있고 그러한 도시들은 농촌 지역들보다 훨씬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단 하나의 ‘객관적’인 실세계를 가정하는 것은 대

개 비현실적이다. 인구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확한’ 

인구값은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센서스국(U.S. Bureau of 

the Census)은 결코 정확한 인구수를 산출할 수 없으며, 매 

센서스가 수행되고 나면 어떤 도시들은 자신들의 통계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센서스 수치들은 노숙

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반드시 포함하지는 않는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서 불법 체류자는 인구의 상당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하루나 1년 중에도 인구

의 위치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직

장으로 통근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해변으로 여행을 가며, 

집에서 먼 곳으로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이다.3)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실세계’ 분포를 고려하는 것

3)  이동성을 가진 인구들을 처리하기 위한 통계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Ii(1998) 참조

패턴 비교에 대한 예로 그림 1.2에서 보여지는 옥수수와 

밀의 점묘도(dot map)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두 지도에

서의 패턴들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옥수수

는 중서부의 전통적인 옥수수 벨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밀은 대평원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워싱턴의 동부 팰루즈

(Palouse)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주요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패턴 비교는 전통적인 종이 지도집에서는 페

이지들이 고정되어 있어 제한적이었지만 오늘날 상호작용

이 가능한 그래픽들은 임의적으로 선택된 분포들을 매우 손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주제도들이 사용되는 방식들을 고려할 때는 두 가지 이

슈가 부가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보 습득

(information acquisition)과 지도화된 정보 기억(memory 

for mapped information)1)을 구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

보 습득이나 지도가 사용되고 있는 동안 정보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지도 정보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이 지

도나 답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다른 공간 정보들과 어떻

게 통합되는지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문화 

지리학자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주택들이 대개 석회암으로 

지어졌다고 말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지리학자는 기반암 

지질도를 떠올리며 석회질 기반암에 대한 공간적 패턴과 석

회암으로 지어진 주택들의 패턴을 마음속으로 연관지을지 

모른다.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특정한’, ‘일반적’ 이외의 용어들이 

지도학 문헌들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 책에서는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Alan MacEachren(1982b)이 제시한 

‘특정한’, ‘일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

은 보다 복잡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Philip 

Robertson(1991)은 세 가지 정보 유형을 구분하였다－특

정 지점에서의 수치값, ‘변화와 특성들’로 나타나는 국지

적 분포들, ‘경향과 구조’로 특성화될 수 있는 전역적 분포. 

Robertson은 이러한 수준들이 Jacques Bertin(1981)의 초급, 

중급, 상급 수준2)들과 매우 일치한다고 말하였다. 

1)  엄밀히 말하면 지도화된 정보 기억은 심리학자들이 장기 기억(long－

term memory)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대개는 장기 기억 

대신 기억이라는 단순한 용어를 사용한다.

2)  부차적인 용어들에 대해서는 Olson(1976a)과 Board(19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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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가진 정부 당국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지도 제

작자로서의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리적 수준으로 지도화하

는 것은 지도 결과물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공간 단위는 단일한 값으

로 재현되기 때문에 공간 단위들 내에 있는 변이들이 드러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간 단위들 간의 비교에 

초점이 있다면 이러한 오류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

용자가 지도에서 의도된 것 이상을 추론한다면 심각한 문제

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구 밀도를 단계구분도로 표현

하면, 한 카운티 내에서 인구 밀도가 모두 동일하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지도 제작자들은 보

통 일반적인 정치적 단위(예, 카운티, 주, 또는 국가)로 데

이터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도의 목적을 고려한다

기보다 데이터가 대개 그러한 정치적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예상 독자의 특성 또한 지도를 디자인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주제도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지도화될 현상을 특히 잘 연상할 수 

있는 기호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예, 센서스 트랙별 피자 소

비량을 재현하기 위해 피자 모양의 기호 사용). 하지만 많은 

경우 일간지에 사용될 지도를 디자인할 때처럼 지도를 사용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3단계 : 지도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 수집  일반적으로 

공간 데이터는 1차 자료(예, 현장 조사)나 2차 자료(예, 센

서스 데이터)를 통해 수집될 수 있다. 실세계에 가까운 인구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에 대한 정보

를 인구 센서스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부가적으로 

농촌 지역 내에 인구 데이터를 위치시키는 데 도움을 줄 보

조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카운티 수

준의 관점에서 인구를 살펴볼 때는 개별 카운티에 대한 센

서스 수치값들로 충분할 것이다.

4단계 : 지도 디자인과 지도 생성  이 단계는 결과 지도들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럽게 적절

한 기호화 방식(예, 단계구분도보다 점묘도를 사용하는 것)

과 다양한 지도 요소들(예, 제목, 범례, 출처)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단계는 다음 질문들을 평가하

는 것과 관련된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   지도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일반적인 정보를 나타

은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가장 상세한 수준으로 분

포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의 일반화가 지

도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하도록 해준다.

2단계 : 지도의 목적과 예상 독자의 결정  지도의 목적 중 하

나는 주어진 지도 축척의 제약 조건 내에서 가능한 실세계

와 가깝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인구의 경우 도시와 농촌 인

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를 원할 수 있다. 지도의 또 다른 목

적은 현상에 대한 분포를 특정한 지리적 수준(예, 카운티 수

준)에서 지도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종종 정치적 

1단계 

현상에 대한 실세계 분포 고려

2단계

지도의 목적과 예상 독자의 결정

3단계

지도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 수집

피
드
백

4단계

지도 디자인과 생성

5단계

지도의 유용성과 정보 제공성에 대한 결정

그림 1.3 | 지도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기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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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도 그 색채 배열을 좋아할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봐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잠재적 사용자들로부터 지도에 대

한 피드백을 받아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해야 한다. 물

론 시간적·재정적 제약들이 이러한 작업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특정한 

매핑 기술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지도로부

터 습득하는 정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만약 강의에서 특정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지도

를 사용한다면 수강자들이 지도를 통해 그러한 개념을 습득

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지도가 유용하지 않거나 정보를 적절

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도를 재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그림 1.3 파선). 물론 보다 초기 단계로 되돌아가야 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개는 색채 배열과 같은 일부 디자인 측

면들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불행히도 경험이 부족한 지도 제작자들은 여기에서 제시

된 5단계를 충분히 따르지 않고, 쉽게 이용 가능한 데이터

와 매핑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여 결정할지 모른다. 예컨대 

한 학생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 앞서 논의한 인구 분포를 지

도화한다고 가정하자. 아마 모델의 1단계와 2단계를 고려

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해야 할 숫자들이 적다는 이유로,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순히 각 주의 총합 데이터를 사용할지 모른다. 또

한 4단계에서는 단계구분도를 생성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계구분도를 선택할지 모

른다(그림 1.4의 지도 B). 하지만 학생이 총합의 형태로 데

이터를 수집했다고 가정하면, 표준화된 데이터를 요구하는 

단계구분도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이 장의 후반부

와 5장에서 논의). 지도학자라면 분명 표준화되지 않은 총

합을 지도화할 때는 비례적 도형표현도가 보다 나은 선택

이라 말할 것이다. 

1.4  기술적 변화와 지도학

1960년대 이후 지도학은 펜과 잉크에 기반한 학문에서 컴

퓨터 기술에 기반한 학문으로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겪었

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따른 여러 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중 한 가지는 지도 생산이 더 이상 훈련

된 지도학자들만의 고유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내기 위해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정보를 나타

내기 위해 사용될 것인가?

2.   데이터의 공간적 차원(spatial dimension)은 무엇인가? 

예컨대 데이터가 점(point)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선

(line)으로 연장될 수 있는가? 아니면 본래 면(area) 데

이터인가?

3.   데이터의 측정 수준은 무엇인가?－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

4.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한가? 데이터가 만약 총합(raw 

total)이라면 조정될 필요가 있는가?

5. 얼마나 많은 속성들이 지도화되는가?

6. 데이터에 시간적 요소들이 있는가?

7.   기술적 제한이 있는가? 예를 들어 어떤 학술지는 지도

를 컬러로 인쇄하기를 원하지 않을지 모른다.

8.   예상 독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도가 일

반 대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문 지리학자들을 위

한 것인가? 독자들 중 특정한 구성원이 어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색각 이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9.   시간적·재정적 제약 조건들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고화질의 점묘도를 제작하는 것은 기술적인 능력과 상

관없이 단계구분도를 제작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에서 충분

히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미국의 인구 분포에 대

한 다른 유형의 두 지도를 살펴보자. 하나는 실세계를 살펴

보기 위해 비례적 도형표현도와 점묘도가 결합된 지도이며

(컬러 삽화 1.2), 또 하나는 카운티 수준의 단계구분도이다

(그림 1.4의 지도 A). 비례적 도형표현도－점묘도는 지도화

된 공간 분포를 실세계와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인구를 도시와 

농촌의 범주로 분리하였고, 도시 인구는 ‘도시화된 지역’과 

‘도시 외부 장소들’로 더욱 세분하였다. 

5단계 : 지도의 유용성과 정보 제공성에 대한 결정  다른 사람

과 지도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단계에서 가장 명심

해야 할 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를 디자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기 

좋은 어떤 색채 배열(color scheme)을 발견했더라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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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단위 : 100만

0.5 15.1 29.8

단위 : 100만

0.5~1.8 2.4~4.4 4.8~7.7 9.3~18.0 29.8

제곱마일당 인구수

0~11 12~28 29~51 52~119 120~63,231

인구 밀도(1990)

인구(1990) 인구(1990)

그림 1.4 | 1990년 미국의 인구 분포에 대한 여러 주제도 표현 : (A) 카운티 수준의 표준화된 단계구분도, (B) 주 수준의 표준화되지 않은 단계구

분도, (C) 주 수준의 비례적 도형표현도(자료 출처 : U.S. Bureau of the Censu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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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산림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지 모른다. 

이 책의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지도 기호화에 따른 문제

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예

컨대 14장은 단계구분도를 위한 적절한 색채 배열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논의하고 5장은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필요

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지도 기호화와 관련된 한 

가지 대안은 숙련된 지도학자들에 의해 제공된 지식 기반을 

사용하여 기호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해주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을 개발하는 것이다. 

원형적인 전문가 시스템들이 줄곧 개발되어 왔지만[이에 

대한 개관은 Buttenfield and Mark(1991), 보다 최근의 연

구로는 Zhan and Buttenfield(1995) 그리고 Forrest(1999a) 

참고], 오늘날 자주 사용하는 지도학이나 GIS 소프트웨어

는 전문가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지 않다. 이는 지도학자들

이 기호화에 대한 규칙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Wang and Ormeling, 1996).

기술적 변화에 따른 두 번째 결과는 수작업 방식으로는 

제작하기에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

력이다. 초기의 사례로 Waldo Tobler가 1973년에 소개한 

비분류 지도4)가 있다. 그림 1.6은 전통적인 분류 지도(A)와 

4)  사실 가장 초기의 단계구분도는 비분류 형태였지만, 이후 분류된 지도

로 급속히 대체되었다(Robinson, 1982, p. 199 참조).

상 개인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지도를 만들 수 있

다. 물론 이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가끔 지도학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artography)로 일컬어짐(Morrison, 1997)], 결과 지도들

이 잘 디자인되고 정확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컬러 

삽화 1.1의 지도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디자

인 문제들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지도 A는 무질서한 

색상들을 비논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지도 B는 같은 

색상에서 논리적으로 순차적인 색조를 사용하고 있다. 지도 

A의 경우 개별 주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주제도를 만

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전체적인 공간 패턴을 지각하

기는 어렵다. 

경험이 적은 지도 제작자들이 범할 수 있는 또 다른 오류

는 그림 1.5에 나타나 있다. 지도 A는 산림이 미국의 서부

에서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지도 B

는 동부가 더 우세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지도 

B는 표준화된 데이터(standardized data)(예, 각 주의 면적

에 대한 산림 토지의 면적)에 기반하고, 반대로 지도 A는 

표준화되지 않은 총합(raw total)(예, 산림 토지의 면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B가 보다 정확한 분포를 나타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준화되지 않은 총합에 대한 단

계구분도는 면적이 큰 지역들이 지도화된 속성값도 큰 것

처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즉 지도 A는 어두운 색조들이 

산림 토지(1992)
(표준화된 지도)

산림 토지(1992)
(표준화되지 않은 지도)

B

1.0~19.7  23.9~36.8 40.3~52.5 55.7~66.4 73.7~84.0

A

0.4~5.0 7.5~14.0 15.3~19.3 19.6~28.0 37.3

단위 : 100만 에이커 산림 토지 면적 비율

그림 1.5 |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효과 비교. 지도 A는 표준화되지 않은 총량(예를 들어 산림 토지의 면적)에 기반하는 반면, 지도 B는 표준화된 

데이터(각 주의 면적에 대한 산림 토지의 면적)에 기반하고 있다. 지도 A는 면적이 큰 주들이 보다 많은 산림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

해의 소지가 있다.(자료 출처 : Powell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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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을 살펴볼 것이다(컬러 삽화 21.2). 

기술적 변화에 따른 세 번째 결과는 지도를 사용하는 가

장 기본적인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지도학자들은 일반

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모델 접근에 따라 사용자들을 위한 ‘가

장 좋은’ 단 하나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에 반해 오늘날 상

호작용적 그래픽들은 공간 데이터를 동적으로 검토할 수 있

게 하고,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른 재현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데이터 탐색(data exploration)

이라 불리는 과정. MapTime이라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데이터 탐색의 본질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22장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 MapTime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데이

터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애니메이션, 각 시간 주기에 

따라 개별 지도들이 보여지는 격자 차트(small multiple), 그

리고 현 시점에서의 두 지점 사이의 차이를 하나의 개별 지

도로 보여주는 변화도(change map)가 그것이다. 1790년에

서 1990년까지 196개 미국 도시들의 인구값(MapTime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한 매핑은 이러한 세 방법에 따른 다

른 뷰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애니메이션은 대략 1950년

에서 1990년까지 일부 대도시들은 인구가 현저히 둔화되었

고,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북동부 도시들이 주요하게 성장

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50년과 1990년 사이의 인

구 증가율과 감소율을 보여주는 변화도는 북동부에서의 특

징적인 인구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컬러 삽화 1.3). 데이터 

비분류 지도(B)를 비교하고 있다. 분류 지도(classed map)에

서는 데이터가 유사한 값을 가진 계급들로 그룹화되어 있

고, 각 계급에 점진적으로 어두운 회색조가 할당되어 있다. 

반면 비분류 지도(unclassed map)에서는 회색조가 각 데이

터 값에 비례하여 할당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비분류 지

도가 실세계 분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비분류 

지도를 권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해석이 보다 용이

하다는 이유로 분류 지도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14장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애니메이션 지도(animated map) 또는 연속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도는 현대 컴퓨터 기술의 능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애니메이션 지도에 대한 개념은 적어도 1930

년대 이후에는 등장하였지만(Thrower, 1959; 1961), 지도

학자들이 애니메이션 지도의 제대로 된 잠재력을 인식하

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이라 할 수 있다(Campbell and 

Egbert, 1990). 아마 애니메이션 지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는 TV 일기 예보에서 구름 피복, 강수량, 전선의 변화를 재

현하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공간 데이터에 대한 애니

메이션은 또한 그롤리어(Grolier)와 같은 인기 있는 컴퓨터 

백과사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DiBiase, 1994). 21장에서

는 지리학자들과 다른 공간 과학자들이 개발한 다양한 애니

메이션들을 살펴볼 것이다. 한 예로, Lloyd Treinish(1992)

가 개발한 남극의 오존 구멍이 형성되는 과정을 시각화하는 

그림 1.6 | 분류 지도(A)와 비분류 지도(B)의 비교. 분류 지도에서는 주들이 유사한 값을 가진 계급들로 그룹화되어 있고, 각 계급에 회색조가 할

당되어 있다. 반면 비분류 지도에서는 회색조가 각 주와 연계된 데이터 값에 비례하여 할당되어 있다.(자료 출처 : DeBraal, 1992)

B

0 3.5 7.1 10.6 14.1

A

0~0.4 0.6~1.2 1.5~3.1 5.2 14.1

외국인 소유 농업 토지(1992)
(분류 지도)

외국인 소유 농업 토지(1992)
(비분류 지도)

사적 토지 비율

사적 토지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