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지리적으로 바라보기

위에 보이는 이미지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데이터를 합성해서 만든 밤에 본 지중해 서쪽 지역의 위성영상인데, 수십 장의 위성영상들을 하나로 합성한 

것이다. 한 도시의 모든 불빛들을 단 하나의 위성영상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도시 불빛의 패턴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것을 통해 인구밀집 지역이 어디인지, 사회기반 시설이 주로 어디에 분포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가? 혹시 이 영상에서 실제 세상이 왜곡되거나 이상

하게 보여 주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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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보여 주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나 휴대폰에 있는 GPS 수신기가 현재 위치를 어떻게 아는 지 

궁금했던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최단거리를 알 수 있는지, 위성영상을 확대하면 

어떻게 당신의 집을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제2장의 주요 주제와 내용의 출발은 우리

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문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에서 시작한다. 즉, 이 장에서는 주로 어떻게 지도와 

위성영상, GPS에서 지리정보를 습득하고 구축하고 분석하는지, 그리고 지리정보체계(GIS)를 통해서 이런 정보

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다룬다. 

지구의 실제 모습과 지표면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을 지도화하고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구와 수단

이 필요하다. 지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지도이다. 지리적 사물을 지도화하는 것은 지리적 사물의 공간

적 분포와 관계를 이해하는 시작이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책에

서 소개되는 지도 하나하나는 지리적 개념과 사실 혹은 공간적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력을 넓히는 데 도움

을 줄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현대 지리학자의 지리적 도구와 수단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논의의 시작

을 지도의 기본적인 특징과 속성, 지도의 한계에 관한 내용으로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지구의 모습들이 항공사진

과 위성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연구되는지를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도와 컴퓨터 데이터베

이스가 강력한 공간분석 시스템으로 통합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지리학의 과학적 연구와 우리 일상

의 구매행태까지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이 장을 마치고자 한다. 

이 장의 내용을 배우면서 생각해야 할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지도는 지구본과 어떻게 다른가?

● 지도에서 축척의 의미는 무엇인가?

● 지도 도법에서 정적과 정형은 어떻게 다른가?

● 왜 여러 지도 투영법이 필요한가?

● 지도에서 등치선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

● GPS는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알 수 있을까?

● 원격탐사는 무엇인가?

● 지리정보체계(GIS)는 공간데이터와 지리정보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사진작가이자 파일럿,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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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지구본
지구본은 실제 지구를 줄여 놓은 것이다(그림 2－1). 지구본은 지구

의 둥근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지표면의 형태나 면

적, 거리, 방위 등을 왜곡 없이 실제 지구와 가장 비슷하게 나타

낸 모습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구본의 가장 큰 단점은 지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

면 아주 상세한 모습까지는 담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만약 그림  

2－2의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을 지구본에서도 똑같이 나타내려면 

아마도 지구본 지름이 적어도 500m는 넘어야 될 것이다. 지름 

500m 지구본을 상상해 보자! 종이 지도가 지구본보다 휴대하기

도 간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입억 장의 종이 

지도가 제작되고 있는 반면 지구본은 수적으로나 다양성 측면에

서 종이 지도에 비교가 안 될 정도이다. 

지도

지도(map)는 간단하게 말하면 3차원의 지구 모습을 2차원의 평

면에 줄여놓은 것이다. 지구의 모든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선택

된 특정 현상의 공간적 분포를 2차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속성은 평면상 도면에 거리, 방

향, 크기, 형태를 왜곡 없이 실제의 지구 모습에 가깝게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는가이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 이외에도 지도는 다

양한 정보와 자료를 평면상의 도면에 잘 표현해야 하지만 대부분 

특정한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도의 기본 목적은 주

로 특정한 공간적 현상의 분포를 지도화하는 데 있다(그림 2－2  
참조). 그래서 이런 지도를 주제도(thematic map)라고 한다. 주제

도는 자연과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 예를 들면 가로망, 태즈메이

니아 사람들의 분포, 태양과 구름의 비율, 토양 속에 있는 1큐빅

당 땅속 벌레의 숫자와 같이 수많은 지리적 사실과 그 사실들의 

공간적 조합을 잘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지도의 한 유형이다. 지

도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그 현상

이 ‘왜’ 그곳(장소)에서 발생하는지

에 대한 근거를 찾는 데 효과적

인 지리적 도구이다. 그래서 

지도는 지리를 공부하는 사

람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이

자 수단이다. 물론 지도에

는 여러 한계와 제한 사항

도 존재한다. 그리고 지구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한 지

도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도의 왜곡：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신문,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100% 정확하고 확실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좀 더 냉소적인 표현을 들자면, “당신

이 읽고 있는 모든 것을 믿지 마라.”라는 서양 격언도 있다). 하

지만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도에서 표현된 장소의 위치나 내용, 

정보들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다. 그러나 어떤 지도라도 100% 완벽한 지도는 없다. 왜냐하면 

둥근 지구의 모습을 평면 지도에 아무런 왜곡 없이 그대로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렌지 껍질을 평평하게 바닥에 

깐다고 상상해 보자. 껍질 사이에 빈틈이 생길 것이고 이것을 메

우려면 껍질을 늘이거나 찢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둥근 지구를 

평면지도로 만들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기하학적인 지도 표현의 문제는 축약의 문제와 축척의 문제가 

서로 연관되었을 때 실제로 문제가 된다. (1) 축약의 문제는 한 

장의 지도에 얼마나 많은 지구의 내용을 혹은 넓은 지구의 모습

을 표현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왜곡의 문

제(그것이 형태의 왜곡이든, 거리의 왜곡이든, 방향의 왜곡이든, 

면적의 왜곡이든)가 세계지도에서는 심각하지만, 조그마한 지역

이나 동네 지도를 만든다고 할 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

하면 한 장의 지도에 세계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는 것보다 동

네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는 것이 더 쉽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이

와 연관하여 제기되는 지도 표현상의 문제는 바로 다음 절에서 

다룰 (2) 지도상의 축척(scale)이다. 

학습 체크 2－1 왜 평면 지도는 지구본만큼 실제 지구 모습을 온전하게 표현

할 수 없는가? 

지도 축척
실제 지구의 어떤 부분을 아무리 지도에 자세하게 표현한다 하더

라도 지표상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지

도 크기로 인해서 지구의 모습이나 정보를 축소하여 나타낼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지도에 표현된 지역적인 관련성(예를 들면 거리 

혹은 상대적 크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 축척(map 

scale)을 알아야 한다. 지도에서 축척은 지도상에서의 거리와 지

표면의 실제 거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축척을 통해서 여

러 지점들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의 면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 간의 거리와 면적을 비교할 수도 있다. 

구체의 곡면을 평면상에 오차 없이 정확하게 변환하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지표면의 형상 역시 100% 정확하게 평면 지도

에 나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을 

한 장의 지도에 표현하더라도 그 지역 내 모든 지점들 간에는 축

척이 동일하지는 않다. 조그마한 지역이나 국가라면 지도에 제시

된 하나의 축척으로도 그 지역이나 국가의 지리적 내용을 지도에

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세계지도와 같은 소축척 지도에
◀ 그림 2－1 지구본은 실제 지구 모습을 가

장 가깝게 줄여 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자

세한 정보는 담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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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도상에서 그 어떤 곳도 축척의 오차가 없을 수 없다. 세계

지도에서 어떤 곳(적도, 중위도, 고위도)이냐에 따라 축척의 오차

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런 경우에는 주요 위도대에 맞

는 축척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축척에 따른 지도에 대

한 특성과 장점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지도의 축척에 대

한 한계와 문제점들도 동시에 알아야 한다. 

축척의 표현 형태

지도 축척에는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

표적인 표현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인 막대식 방법, 분수식 방법, 

서술식 방법이 있다(그림 2－3). 

막대식 방법：막대식 방법(graphic scale)은 지도상에 가는 막대

나 선을 그려서 축척을 표시한 방식으로, 지상의 두 지점 간의 거

리는 지도상의 거리를 막대에 표시된 눈금과 비교하여 계산할 수 

있다. 막대식 방법의 장점은 계산의 간편함이다. 막대에 측정 단

위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상의 거리를 실제 지상 거리로 

전환시켜 생각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 거리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자동차로 여행할 때 특히 막대식 

축척이 있는 지도가 인기가 있다. 이외에도 막대식 축척 표현 방

법은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막대의 눈금과 막대 그래

프가 동시에 확대되거나 축소되기 때문에 지도 축척에 변화가 없

다는 장점이 있다. 

분수식 방법：분수식 방법(fractional scale)은 지상 거리에 대한 

도상 거리의 비율을 분수식이나 비례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분수 표현(representative fraction)이라고도 한다. 분수식 축척 방

법의 표기 방식은 비례식 표현인 1：250,000이나 분수식 표현

인 1/250,000 형태로 나타낸다. 만약 단위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 

표현 방식에 따라 도상 거리 한 단위(one unit)는 지상 거리로는 

250,000이 된다. 만약 단위가 밀리미터(mm)라면 지도상의 1mm
는 실제 거리는 63,360mm가 되고 인치라면 도상 거리 1인치는 

지상 거리가 63,360인치가 된다. 

서술식 방법：서술식 방법[verbal scale, 다른 용어로 문장식 방법

(word scale)]은 실제 거리와 지도상의 축척을 말로 서술하는 방

식으로 “1cm가 10km이다.” 또는 “1인치가 5마일이다.”와 같은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분수식 축척 방식을 수학적으로 풀어

서 말로 해당 정보를 전달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마일이 

63,360인치일 때 분수식으로는 1：63,360으로 표현된다면, 서술

식 방법으로는 “이 지도에서 1인치는 1마일이다.”로 표현된다. 

학습 체크 2－2 어떤 지도에서 분수식 혹은 비례식 표현으로 1:10,000이라

면 이 지도에서의 1cm는 실제로는 거리가 얼마인가?

◀ 그림 2－2 서로 다른 형태의 지도는 서로 다른 
지구의 모습을 담고 있다. 네 지도는 미국 매사추세

츠주의 세일럼(Salem) 지역의 서로 다른 경관을 담고 

있다. (a) 정사투영 항공사진(축척 1:24,000), (b) 등고

선이 표시된 지형도(축척 1:24,000), (c) 암석 종류가 

색깔로 표현된 지질도. 오렌지색＝빙하퇴적물, 파란

색＝해빙 퇴적물, 초록색＝빙하표석 점토, 보라색＝

습지 퇴적물(축척 1:50,000), (d) 도로망이 나오는 구

글 지도

(a) 고해상도 정사영상 (b) 지형도

(c) 지질도 (d) 구글 지도



대축척 지도와 소축척 지도

축척에서 ‘대축척’과 ‘소축척’의 의미는 절대적인 의미보다는 상

대적인 비교의 의미이다. 다른 의미로 여러 지도의 축척과 비교

해서 이 지도가 ‘대축척’ 혹은 ‘소축척’이라는 뜻이다(그림 2－3 
참조). 대축척 지도(large－scale map)는 상대적으로 분수식의 값

이 큰 축척으로 분모가 적을수록 대축척으로 구분된다. 1/10,000 
지도의 분수값이 1/1,000,000 지도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1：10,000 축척의 지도가 1：1,000,000 축척의 지도보다 대축척 

지도이다. 이렇게 도상 거리에 대한 지상 거리 값이 적기 때문에 

대축척 지도일수록 지도에 나타나는 지표면의 면적은 좁은 대신

에 상세한 지표면의 정보가 표현된다. 예를 들어 이 책의 한 면에 

1：10,000 축척의 지도가 실린다면 지표면의 범위는 보통 미국 

도시의 일부만 나타나지만 아주 자세한 도시 정보가 지도에 표현

될 수 있다. 

소축척 지도(small－scale map)는 상대적으로 분수식의 값이 작

은 축척으로 분모가 클수록 소축척으로 구분된다. 1：10,000,000 
축척의 지도라면 소축척 지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책의 한 면

에 미국 대륙의 1/3 정도를 지도에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으로 실리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학습 체크 2－3 소축척 지도와 대축척 지도를 비교하라. 

지도 투영법과 주요 속성
지도학자(cartographer, 혹은 지도 제작자)에게 

항상 존재하는 도전은 구체의 기하학적인 정

확성을 평면상의 지도에 어려움 없이 정확하

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여전

히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즉, 둥

285

985

285

675 20

75

75

20

85

85

85

20

20

75

75

85

23

23

23 29

19

41

29

29

29

19

41

78

5 19

78 78

154 166

Donald Lee Hollowell Pkwy NW

Martin Luther King Jr Dr SW

Cascade Rd

Campbellton Rd SW

Dekalb Ave

Ponce De Leon Ave NE

Bou ldercrest D
r SE

Key R d S
E

Le
e S

t S
W

M
oreland Ave SE

Memorial Dr SE

Atlanta Ave SE

Simpson St NW

Sylvan Rd

10th St NE

1 in. = 1600 mi 또는 1 cm = 1014 km

(서술식 방법)

(분수식 방법)

(막대식 방법)

100,000,000
10

1000 2000 Kilometers0

1000 2000 Miles

1 in. = 40 mi 또는 1 cm = 25.3 km

2,500,000
10

25 50 Kilometers0

25 50 Miles

1 in. = 4 mi 또는 1 cm = 2.53 km

250,000
10

21 3 4 5 Kilometers0

2 431 5 Miles

1 in. = 400 mi 또는 1 cm = 253 km

25,000,000
1

300 600 Kilometers

300

0

0 600 Miles

멕시코만

멕시코만

태평양

대서양

대서양

플로리다

조지아
앨라배마

미시시피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테네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애틀랜타

로즈웰

카터즈빌

캐릴턴

뉴넌

먼로

스머나

메리에타

피치트리시티

애틀랜타

소축척

대축척

85˚ 80˚

80˚90˚

30˚

40˚

30˚

40˚

110˚120˚

30˚

애틀랜타

태틀랜타애틀랜타

▲ 그림 2－3 소축척, 중축척, 대축척의 사례와 축척 변화에 따른 거리와 지역 크기의 비교. 소축척 지도일수록 지도상에 나타나는 지역 면적은 넓은 편이지만 지도상에 중요한 
정보만 표현된다. 반면 대축척 지도일수록 나타내는 면적은 좁은 대신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애니메이션
지도 투영법

http://goo.gl/haO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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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형 도법

(a) 정적 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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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S

0°

메르카토르 도법

에케르트 도법

근 지구 표면의 정보를 최소한의 왜곡으로 평면상의 지도로 정확

하게 변환하는 문제이다. 지도 투영법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도 투영법

지도 투영법(map projection)은 구형의 지구 표면을 평면상의 지

도에 나타내기 위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

다. 자, 여기에 지구본이 있다. 이 지구본에는 위선과 경선, 각 대

륙의 경계가 그려져 있고 한가운데에 전구가 들어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다음 큰 도화지를 이 지구본에 둘러싸거나 지구본의 

한 면에 대거나, 아니면 고깔모양으로 덮어씌운다고 가정해 보자

(그림 2－4). 그런 다음 지구본 한가운데에 있는 전구에 불을 켜고 

지구본상의 위선과 경선, 대륙의 경계선을 종이 마분지 위에 투

영해서 그대로 따라 그린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 다음 도화지를 

펼치면 각각의 투영 방법에 따라 그려진 세계지도가 완성된다(사

실 이런 방식으로 세계지도를 종이 위에 그려서 만든 지도는 거

의 없고 대부분은 컴퓨터에 의해 수학적 계산방식을 거쳐 원통도

법의 평면지도가 제작된다). 

도화지를 찢거나 주름지게 쭈글쭈글하게 하지 않고서는 둥근 

지구본에 도화지를 매끈하게 한 번에 붙일 수는 없다. 그리고 지

구본의 모습을 지도에 투영한다고 해도 지구본을 평면상의 지도

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경위선의 좌표 체계나 형태, 거리, 방향, 

면적 등 어느 부분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지도 제작자들이 이런 

모든 왜곡 조건을 감안해서 한 장의 지도에 지구본의 모습과 똑

같이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가지 왜곡을 줄이거나 

조절하여 평면 지도를 만든다. 

학습 체크 2－4 지도 투영법이란 무엇인가?

지도의 속성

지도 제작자는 지도의 정확성을 유지할 때 항상 면적을 정확하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형태를 정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한다. 이와 같이 지도 투영법에 있어 면적의 정확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정적성(equivalence)이라고 하고 형태의 정확성을 유지하려

는 속성을 정형성(conformality)이라고 한다(그림 2－5). 

정적성：정적 도법(equivalent map projection, 다른 용어로 equal
－area map projection)은 지구상 어떤 지역의 면적과 지도상의 해

당 지역의 면적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투영법이다. 따

▲ 그림 2－5 정적 도법과 정형 도법의 세계지도. (a) 정적 도법(일명 에케르트 도법)으로, 면적은 정확하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형태가 심하게 왜곡된다. (b) 정형 도법(일명 메르
카토르 도법)에 의한 세계지도로, 형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만 고위도와 지도 주변부로 갈수록 면적의 왜곡이 심하다. 세계지도에 형태와 면적 모두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불

가능하다. 남극과 알래스카, 그린란드 대륙의 형태와 면적을 비교해 보자.

메르카토르 도법(a)
(b)

▲ 그림 2－4 투영법 중 원통 도법의 사례. (a) 지구본 한가운데에 전구가 있다고 가
정하고 지구본을 에워싸서 종이 위에 지구본의 경계를 투영한 후에 (b) 그 종이 위에서 

투영되어 나온 지도의 모습을 원통 도법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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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정적 도법상에 나타난 지역의 비율은 실제 지구상의 해당 

지역과 같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정적도법의 세계지도가 

있다고 하자. 세계지도 위에 동전 하나씩을 브라질, 오스트레일

리아, 시베리아, 남아프리카에 놓는다고 하자. 그런 다음 동전을 

이용해서 각 국가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네 국가의 면적은 서로 

비슷할 것이다. 정적 도법은 면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지도를 제

작할 때 면적의 왜곡을 피할 수 있어 유용하다. 정적 도법은 지형 

범위, 면적, 확산 정도 등 지형 속성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세계지도는 정적 도

법 지도이다. 

그러나 정적 도법이라고 해서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니다. 면적

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상의 왜곡을 수반하기 때문에 면

적을 통해 적절한 지역적 관계성을 유지하려는 소축척 지도에서

는 형상의 왜곡이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정적 도법에 의한 세계

지도에서 형상의 왜곡이 발생하는데, 특히 고위도가 심하다. 그

림 2－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래스카와 그린란드의 형태는 실제

와 달리 ‘뭉툭’해 보인다(그림 2－5a). 

정형성：정형 도법(conformal map projection)은 지도상에 나타

난 지역의 형상이 실제 해당 지역의 형상과 닮은꼴로 나타나도록 

정각성을 바탕으로 한 투영법이다. 이렇게 정형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지도상 경위선의 교차 각도가 지구본과 동일하게 유지되

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정각성을 유지하는 특성 때문에 정각 도

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정형성을 유지하는 투영법에서는 대륙

과 같이 넓은 지역의 형상을 실제와 똑같이 정확하게 지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대한 오차를 적게 해서 나타내더라도 모양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지역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정

형성을 유지하여 지도에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정형 도법에서는 

지역의 경선과 위선의 교차각이 지구본의 해당 지역 경위선의 각

도와 같다.

정형 또는 정각 도법의 가장 큰 단점은 정적 도법의 경우와 반

대로 형상이 지구본과 유사한 대신에 면적의 왜곡이 심하다는 문

제가 있다. 그래서 경위도상으로 지구본과 동일한 각도를 갖기 

위해서는 정각성을 갖추어야 되고 이렇게 되려면 한 지점에서 모

든 방향으로 동일한 축척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속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 축척은 지도상의 지점들마다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정형 도법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지도에서는 고위도로 

갈수록 지역의 면적이 커지게 된다(그림 2－5b).

절충식 도법：작은 지역을 자세하게 지도에 표현할 경우(이때는 

대축척 지도), 지도에서는 면적이든 형태이든 어느 한 투영법에

서 형태와 면적의 왜곡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넓은 지역(세계지

도, 소축척 지도)에 비해서 좁은 지역(우리나라 전도, 대축척 지

도)은 어느 투영법을 적용하든 형태와 면적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면적이 좁고 작은 지역이라고 하더라

도 이론상으로 정형성과 정적성을 모두 만족하는 혹은 이 두 속

성을 하나의 투영법에 반영하여 지도를 제작할 수는 없다. 면적

과 형태가 왜곡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속성 중 

하나는 오차가 있다. 그래서 지도 제작을 마치 정치 행위처럼, 타

협과 절충의 예술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정적성과 정형성을 

적절히 조절해서 만든 로빈슨 도법(Robinson projection)이 있다. 

로빈슨 도법은 정적성이나 정형성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속성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적절한 형태의 정확성과 면적의 

정확성을 반영한 지도 기법이다(그림 2－6). 로빈슨 도법의 특징은 

세계지도에서 국가와 대륙 형태는 왜곡을 비교적 적게 하고 시각

적으로도 보기 좋게 고안한 일종의 절충식 도법(compromise map 

projection)이다. 그래서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세계

지도에 적용되는 도법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지도는 순수하게 정적성에 초점을 둔 

반면, 어떤 지도는 순수하게 정형성에 초점을 두고 제작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정확하게 반영한 투영 도법은 없기 때문에 많은 

지도들이 정적성과 정형성을 적절하게 조합한 일종의 절충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학습 체크 2－5 정적 도법 지도와 정형 도법 지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각종 도법들
투영법에서 완벽하게 왜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면적, 크기, 방향, 형상의 조건을 모두 완벽하게 반영한 투영 도

법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고안된 수천 가지 

이상의 도법들도 이 중에서 어느 특정 조건만을 충족하도록 고안

되었다. 지도 도법들은 대체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같은 유형의 도법이라도 서로 비슷한 지도 속성과 왜곡성을 가지

고 있다. 

원통 도법

원통 도법(cylindrical projection)은 마치 도화지로 지구본을 원통

처럼 ‘둘러싼’ 다음에 광원을 지구본 중심에 두고 지구본을 비춘 

로빈슨 도법

▲ 그림 2－6 수많은 세계지도는 순수한 정형성도 정적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일
종의 절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세계지도는 로빈슨 도법의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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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원통을 펼쳐서 수학적인 변화와 작도상의 수정을 가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이다(그림 2－4 참조). 이때 투영면의 중심

이 적도와 ‘접하도록(tangent)’ 하면 적도 중심 투영법이 되고 이

때 적도는 원통과 접하는 부분인 접원(circle of tangency)이 된다. 

그리고 적도의 위선은 표준 위선(standard parallel)이 된다(이외에

도 적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접하도록 투영시켜 원통을 전개하는 

도법도 있다). 그러면 곡선인 지구본의 경선과 위선은 투영면에

서 완벽하게 정각으로 교차하여 사각형의 격자망을 이루게 된다. 

이때 적도가 투영면에 접하기 때문에 적도 주위에서는 면적의 왜

곡이 없지만 적도 접원, 즉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왜곡이 심해진

다. 이러한 왜곡은 메르카토르 도법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메르카토르－세상에 가장 잘 알려진 도법：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지도 도법이 고안되어 왔지만, 가장 널리 알려지고 

지금도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사용되고 있는 도법이 있다. 이 도

법은 1569년 플랑드르 지방(지금의 벨기에)의 지리학자이자 지

도학자인 메르카토르에 의해 고안된 메르카토르 도법(Mercator 

projection)이다(그림 2－5b 참조). 메르카토르 도법은 대양 항해

를 위해 고안된 정형도법의 지도 제작 기법이다. 

지금까지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메르카토르 도법의 가

장 큰 장점은 이른바 정방위선이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

방위선(loxodrome), 다른 말로 항정선(rhumb line)은 모든 자오선

과 항상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구체의 곡선으로 나침반의 방향

이 일정한 선이다. 이 항정선을 따라 항해하는 경우 나침반의 방

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항해용으로 매우 유용하다. 

사실 대양을 항해한다면 출발지와 목적지의 최단거리는 직선의 

대권이다. 심사도법(gnomonic projection)에서는 최단거리가 직선

으로 나타난다(그림 2－7a). 하지만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대권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나타나고, 두 지점을 이은 직선은 항정

선으로 변환되어 지도상에 표시된다(그림 2－7b, 대권 항로는 제

1장에 설명되어 있다). 대권 항로의 곡선을 연속된 직선으로 분할

하여 직선 경로로 만들고 직선 경로상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주기

적으로 바뀌는 몇 개 지점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주

면 가능한 한 최단거리에서 항해 또는 비행할 수 있다(그림 2－7c). 
오늘날 이런 방식은 모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계산 

한다.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저위도에서 상대적으로 왜곡이 적다. 

그러나 메르카토르 도법이 정각 도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중위도

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의 왜곡은 급격하게 커진다. 지구상

에서 경선은 극으로 갈수록 수렴하는 데 비해 메르카토르 도법

에서는 경선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위선의 간격도 그

에 맞추어 극으로 갈수록 커진다. 경선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

면서 동서 방향으로 왜곡이 발생(동서 방향으로 축척이 증가)하

는 것을 감안하여 위선의 간격을 증가시켜 남북 방향으로의 축척

을 증가시킨다. 결국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으로의 축척 증가 비

율을 동일하게 하도록 고안되어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정각성

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으로 형태는 어느 정도 정

확하게 나타지만 면적은 상당한 왜곡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위

도 60°에서는 이론상 실제보다 4배로 확대되고 위도 80°에서는 

36배로 증가한다. 그래서 북극점을 메르카토르 도법에서 표현한

다면 점 하나가 아니라 적도처럼 하나의 긴 선 형태로 표현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메르카토르 도법이 지도학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은 틀림없다. 20세기 초반까지 

메르카토로 도법 방식은 미국의 학교에서 벽걸이 세계지도와 각

종 지도집에 널리 사용되었다. 불행하게도 몇 세대에 걸쳐 미국 

사람들은 학교 교실에 걸린 메르카토르 세계지도를 통해서 세계

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져 왔다. 메르카토르 세계지도를 

통해 미국인들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한 수많은 세계의 모습에 대

해 오해와 편견을 학습하게 되었다. 특히 고위도 지역 대륙의 상

대적 크기에 대한 혼동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메르카토르 세

계지도에서는 그린란드가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남아메리

카만큼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린란드보다 아프리카가 14배, 남

아메리카가 약 9배, 오스트레일리아가 약 3.5배 더 큰 대륙이다. 

▲ 그림 2－7 메르카토르 도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항해 시 항로가 지도에서 직선으
로 표시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a) 심사 도법에서는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 사

이의 최단거리가 직선으로 나타난다(대권이 직선으로 나타남). (b) 최단거리의 대권 항

로를 나타낸 메르카토르 도법(최단거리 경로가 곡선으로 변환됨), (c) 메르카토르 도법

에서는 곡선의 대권 항로가 직선의 항정선으로 변환되어 직선 경로화된다. 이렇게 만

들어진 직선 경로의 항해 시 직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몇 개 지점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일정하게 바꾸어 주면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항정선이면서 최대한 최단경로의 대권 

항로에 가깝게 항해할 수 있다. 

대권 항로

120°W140°W140°E 180° 160°W160°E

40°N

50°N

30°N
샌프란시스코

A

B

C

120°W140°W140°E 180° 160°W160°E

40°N

50°N

30°N

샌프란시스코

140°W180° 160°W160°E

40°N

30°N
요코하마

요코하마

요코하마

샌프란시스코

(a) 심사 도법에 나타난 대권

대권 항로

(b) 메르카토르 도법에 나타난 대권

(c) 메르카토르 도법에 나타난 곡선의 대권 항로를 분할한 직선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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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중심 정사도법

학습 체크 2－6 전 세계 산림 피복의 손실을 연구하고자 할 때 메르카토르 도

법의 세계지도가 적절할까? 적절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평면 도법

평면 도법[planar projection, 다른 용어로 방위 도법(azimuthal 

projection) 또는 천정 도법(zenithal projection)]은 평면을 지구본

의 어느 지점(극, 적도 혹은 임의적 지점)과 맞닿도록 해서 광원

에서 지구본과 접하는 점을 중심으로 평면에 투영해서 만든 도법

을 말한다(그림 2－8). 지구본과의 투영 접점(point of tangency)에 

따라 극 중심, 적도 중심, 임의점 중심 도법으로 구분된다. 접점

에서는 왜곡이 없지만 투영 접점에서 멀어질수록 왜곡이 매우 심

해져 지도상에서 반구 이상을 나타낼 수 없다. 

보통 평면도법의 세계지도는 전 세계를 한 번에 보여 줄 수 없

고 어느 한 부분만을 보여 준다. 교실의 지구본을 볼 때나 우

주에서 지구를 볼 때와 비슷하다[때로는 정사도법(orthographic 

projection)이라고도 부른다]. 평면 도법이 접점에서의 높은 정확

성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지도 제작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세계지

도의 경우 마치 지구본의 한쪽만 보는 것과 같은 반쪽짜리 지도

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평면도법 지도는 북극

이나 남극이 중심인 지도이다. 

원뿔 도법

원뿔 도법(conic projection)은 고깔모양의 원추를 지구본에 투영

시켜서 원추를 전개한 것으로 원

추가 투영면이 된다(그림 2－9). 

보통은 원추의 꼭지는 극 위

쪽이 되고 이때의 원뿔 도

법은 ‘극 중심 원뿔 도

법’이 된다. 이때 접선

은 위선과 일치하며 위

선은 극을 중심으로 동

심원상으로, 경선은 방

사선상 등간격의 직선으

로 나타난다. 왜곡은 표

준 위선 주변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고 표준 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급격하

게 심해진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 도법은 미국이나 유럽, 중국

과 같이 중위도에서 동서로 펼쳐진 지역이나 국가를 지도화할 경

우 유용하다. 원뿔 도법은 도법의 특성상 지구의 1/4 이상을 나

타내는 데 어려움이 많아 보통은 전세계지도보다는 미국의 주나 

카운티같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은 지역의 지도 제작에 효과적 

이다. 

가상 원통 도법

가상 원통 도법(pseudocylindrical projection)은 다른 용어로 타원 

도법(elliptical 또는 oval projection)이라고도 한다. 가상 원통 도

법에서 가운데 부분은 왜곡이 적어 좁은 지역을 나타내는 데 적

합하지만, 전 세계를 지도에 표현할 경우 가장자리가 타원 형태

로 나타나는 도법이다(그림 2－5a의 에케르트 도법과 그림 2－6의 

로빈슨 도법 참조). 가상 원통 도법은 일반적인 원통 도법처럼 적

도를 중심으로 마치 원통으로 지구를 둘러싸는 방식을 적용하지

만, 기존의 원통 도법과 달리 둥근 지구의 곡면을 효과적으로 반

영하기 위해 경선이 극으로 수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상 원통 도법상의 세계지도에서는 기준이 되는 중

앙 경선(보통은 본초 자오선)과 중앙 위선(보통은 적도를 지나는 

위선)이 지도 가운데에서 서로 직각으로 교차한다. 보통은 적도

를 중심한 위선에 경도 0°선인 본초 자오선이 지도의 중앙에서 

직각으로 교차한다. 이때의 지점은 왜곡이 없지만 여기서부터 지

도의 주변부로 갈수록 면적과 형태의 왜곡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가상 원통 도법에서는 모든 위선이 중앙 위선을 중심으로 평행하

는 직선으로 나타나고 중앙 경선과 수직하고 있다. 이때 중앙 경

선을 제외하고 모든 경선은 타원의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 

단열 도법：가상 원통 도법의 일종으로 대륙의 왜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해양 부분을 ‘절단’하여 대륙별로 단열시켜 나타낸 

    
    

 점
거 원

뿔 도
법

표준 위선

(a)

(b)

▲ 그림 2－9 원뿔 도법의 사례. 지구본 한가운데에 전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a) 지
구본을 고깔모양의 도화지로 둘러싸 지구본의 경계를 종이 위에 투영한 후, (b) 종이 

위에 투영되어 나온 지구의 모습을 원뿔 도법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라고 한다. 

◀ 그림 2－8 평면 도법은 지구본 한
가운데에 전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도화

지가 지구본의 한 면과 맞닿게 한 후 지

구본의 경계를 종이 위에 투영하는 원리

이다. 이 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는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모습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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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을 말한다. 구드의 호몰로사인 정적 도법(Goode’s interrupted 

homolosine equal－area projection)이 가장 널리 알려진 도법이다

(그림 2－10). 구드 도법은 일종의 정적 도법으로 정형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지만, 경선을 중심으로 하여 대륙을 단열시켜서 

가능한 한 고위도 지역의 형상 왜곡도를 감소시켰다. 

전 세계의 공간적 분포를 이 도법에서 나타낼 경우, 분포 관계

는 일반적으로 대륙을 대상으로 나타낼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적

으로 해양은 지도에서 빈 공간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구드 도법

에서는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 등은 절단되어 나타난다. 그리

고 각 대륙별로 기준 중앙 경선을 설정(6개 대륙이므로 6개의 중

앙 경선을 설정)하여 그 선을 따라 적도 근처까지 단열시켜 왜곡

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앙 경선을 중심으

로 최대한 육지 부분이 나타나고 왜곡은 줄어들게 된다. 해양 부

분에서 단절된 빈 공간은 이 도법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들로 

채워질 수 있다. 결국 구드 도법에서 해양은 절단되어 나타나지 

않거나 왜곡도가 대륙보다 해양에서 더 크게 나타나지만, 대륙이

나 육지 부분의 왜곡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이런 특성으

로 구드 도법을 적용하면 다른 도법에 비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

로 한 육상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만약 

해양이나 바다에 초점을 둔다면 육지와 대륙 부분이 단열되어 지

도화되고, 따라서 이 도법에서는 어떻게 단열시키는지에 따라 지

도의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에는 이 도법을 변형한 다

양한 지도들이 실려 있다. 

학습 체크 2－7 구드 도법과 같은 단열 도법의 이점은 무엇인가?

지도를 통한 정보 전달
지금까지 지도에 있어 기본적인 본질, 그중에서 지도의 축척, 지

도의 속성, 투영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외에 중요한 지도의 본

질적인 부분은 지리정보를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지도 자체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지도의 본질

지도는 무수히 다양한 형태와 크기에 따라 제작되고 그만큼 무

한한 목적에 활용된다. 모든 지도는 지도의 기본적인 목적을 수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항목과 요소가 있다

(그림 2－11).

●  제목：제목은 지도의 사용 목적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정

보이다. 제목은 지도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

도록 명료해야 한다.  

●  제작일：지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은 지도에 사용된 정보

가 어느 시점이나 기간 동안 수집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중

요하다. 

●  범례：지도에 적용된 기호와 색깔, 색채 혹은 그래픽에 대한 

정보이다.

●  축척：축척 표현 방식에는 막대식, 서술식, 분수식이 있다

●  방위：지도에서 지리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지도에서 

주로 경선과 위선 같은 지리적인 좌표(geographic grid) 형식으

로 표현된다. 보통 지도의 위쪽은 북쪽을 의미하고, 방위를 나

타내는 화살표가 있을 경우 북쪽을 가리킨다.

●  위치 혹은 좌표 체계：보통은 경선과 위선에 의한 동서와 남북

의 경도와 위도가 나타나는 격자망의 지리적인 좌표 형태이다. 

흔히 그래프에서 XY 축으로 수직, 수평선을 긋고 지형지물의 

위치값을 계산하는 직각 좌표 체계와 같은 좌표 체계 방식이

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지도에 두 가지 방식 이상의 좌표 

체계가 적용되기도 한다. 

●  자료 출처：지도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정보이다. 

●  투영법：많은 지도들, 특히 소축척 지도에서는 투영 체계 정보

가 해당 지도 속성의 왜곡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등치선

지도상에 지리적 자료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지리학에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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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드의 호몰로사인 
정적 도법

◀ 그림 2－10 세계를 단열로 
표현한 구드 도법. 단열 도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강조하고자 하

는 내용이나 사물(대륙)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상대적

으로 불필요한 내용이나 사물

(해양)을 삭제함으로써 왜곡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왼쪽 지

도는 ‘구드의 호몰로사인 정적 

도법’의 세계지도이다. 또한 이 

책에는 이 도법을 변형한 다양

한 지도들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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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1 지도의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된 전형적인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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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지도학적 방법과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리

적 현상의 공간적 분포를 표현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 하나는 등치선(isoline)이다(isos는 그리스어로 ‘같다’라는 

의미이다). 등치선은 지표면상의 같은 값의 지점을 연결한 일련

의 선이다. 

등치선은 지표상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양의 크기를 표면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형도이다. 이 

지형도에서 해발고도를 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낸 것이 등고선

(elevation contour line)이다(그림 2－12). 등치선은 지형도의 해발

고도처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수치뿐만 아니라 기온이나 강수량

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비가시적인 값을 연속적인 선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지도학적 기법이다. 또한 비율이나 비례와 

같은 상대적인 값의 표현에도 등치선이 적용된다(그림 2－13). 등

치선도의 종류는 100여 개가 넘는다. 이 중에서 자연지리학 입문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등치선도는 다음과 같다. 

●  등고선－지표면의 해발고도가 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선(미국

지질조사국 지형도를 설명한 “부록 II” 참조)

●  등온선－지표상에서 온도(기온)값이 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선

●  등압선－동일한 기압을 가진 지점들을 연결한 선

●  등우선－주어진 기간 동안 강우량이 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선

(그리스어에서 hyeto는 ‘강우’라는 의미)

●  등편각선/등방위각선－지구의 자기 방향이 같은 지점들을 연결 

한 선

핼리혜성의 발견자로 유명한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지도학자인 

Edmund Halley(1656~1742)는 등치선을 사용한 최초의 인물은 

아니지만, 그가 그린 등치선도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다. 그는 1700년에 대서양의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나

타내기 위해 등편각선(isogonic line)을 이용한 등치선도를 제작하

였다. 이 지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등치선도이다. 

등치선의 기본 특성

●  개념적으로 등치선은 단절되는 경우가 없이 항상 폐곡선을 이

룬다. 그러나 그림 2－12에서처럼 실제로 등치선의 값이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까지 확대된다. 

●  등치선은 양적 크기에 대한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예：아주 급경사의 절벽)가 아니면 

등치선이 교차되거나 서로 붙는 경우가 없다(그림 2－13 참조). 

●  한 등치선상의 값과 인접한 다른 등치선상 값의 차이를 구간

(interval)이라고 한다. 등치선도에서 등치선 간격은 지도 제작

자의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지도에서는 등치선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  등치선 간격으로 값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등치선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급경사일수록) 값의 변화가 급격하고, 경사가 

완만할수록 값의 변화는 점진적이다. 

등치선 만들기：등치선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려지지 

않은 지점들의 값을 추정해야 한다. 그림 2－14는 해발고도를 사례

로 등치선도를 만드는 간단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은 

해발고도를 나타내는 등고선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림 2－14a는 

해발고도를 실측한 지점들과 각 지점별 고도값을 나타내고 있다. 



제 2 장   지구를 보여 주다       39

이 지점들을 대상으로 115m에 해당하는 지점을 이은 일련

의 선(등치선)을 그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 115m 등고선은 고

도 114m와 116m 사이와 113m와 116m 지점들 사이를 지나 그

려진다(그림 2－14b 참조). 그다음은 그림 2－14c처럼 보간법

(interpolation) 과정을 거쳐 다른 해발고도 값에 대한 등고선이 

그려진다. 마지막으로 그림 2－14d처럼 각각의 등고선 사이의 표

면을 음영으로 구분하여 고도 변화 패턴을 표현할 수 있다. 

등치선이 비록 보간법을 통해 추정한 인위적인 값을 연결한 선

의 형태이지만, 보간법은 현재 지리학자들에게 공간적인 변화와 

패턴을 가시화하는 데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지도학적 

기법이다. 예를 들어 한 장의 등치선도는 만약 등치선으로 표현

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자연·인문적인 관련성

을 공간적으로 유추·해석하는 데 효과적이다. 일반적인 공간 지

각력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광범위한 분포 패턴이나 복잡

하고 복합적인 공간 패턴도 등치선을 통해서 명료하게 표현될 수 

있다. 

학습 체크 2－8 ‘등치선’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등치선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지리적 분포 패턴의 사례를 제시하라. 

산 정상부
능선

계곡 말단부

◀ 그림 2－12 이 그림은 해발고도를 등치선으로 
나타낸 지형도와 지형도의 등고선 그리고 지형도상

의 주요 자연 경관이다. 해당 지역은 미국지질조사

국(USGS)에서 제작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필모어 

지역의 지형도 중 일부이다. 축척은 1:24,000으로 

등고선의 간격은 40피트(12m)이다.

0

500 1,000 Kilometers0

500 1,000 Miles

대서양
인도양

0˚

30˚N

20˚N

10˚N

20˚W

10˚S

20˚S

10˚W 10˚E0˚ 20˚E 30˚E 40˚E 50˚E

연평균 강수량

80 이상

60~79

40~59

20~39

10~19

10 이하

200 이상

150~199

100~149

50~99

25~49

25 이하

적도

in.cm.

▲ 그림 2－13 등치선은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의 공간적 변화를 지도화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이 지도는 아프리카 대륙의 연평균 강수량 변화에 관한 등치선도이다. 이 지

도에서는 강수량의 지역적 변화 패턴을 강조하기 위해 등치선도 사이를 색으로 구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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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해발고도 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

발고도 해상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1m 공간 해상도의 수치

고도모델도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고도모델을 바탕으로 컴퓨터에서는 음영 기복 이

미지를 추출할 수 있다. 음영 기복 이미지란 일정한 각도와 고도

에서 태양이 해당 지형 지물을 비출 때를 가정해서 지형의 기복과 

음영 정도를 수치화한 이미지 정보이다(그림  2－15). 과거에는 전

적으로 수작업으로 이런 음영 기복도가 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의 수치고도모델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양 각도와 공간 스

케일, 입체 과장과 같은 음영 기복 변수에 따라 다양한 조건의 음

영 기복도가 만들어진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종류의 수치 정보나 

이미지들이 수치표고모델(DEM)이나 음영 기복도와 같은 수치 

지도 위에 중첩되어 과거 수작업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수치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다(이에 대한 사례로 그림 2－27 참조)

(a)

(b)

(c)

해발고도(m)

각 점은 그 지점에서의 
해발고도를 나타냄
(단위는 m)

시각적 가독성을 위해 
색 음영이 추가됨

115m 등고선은 114m 등고선과 116m 등고선 사이 
혹은 113m 등고선과 116m 등고선 사이를 지나감

등치선 값의 추정(보간법)을 통해 
5m 간격의 등고선이 
새롭게 만들어짐

(d)

3차원 경관의 표현

대부분의 지도는 3차원의 지구 표면을 2차원의 평면으로 나타내

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자연지리학에서 지형지물의 수직적인 

관계는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자연지리학에서는 

지형 기복 모형(actual raised－relief model)뿐만 아니라 2차원의 

평면 지도상에서 3차원의 경관을 나타내기 위해 전통적으로 다양

한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해발고도：3차원 경관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

례는 등고선이다. 종이 지형도에는 등고선이 나와 있는 것이 일

반적이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각종 지도에서 등고선이 있는 지

형도가 해발고도를 파악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그림 2－12  
참조). 미국 USGS의 ‘National Map’ 포털 서비스(http://

nationalmap.gov)의 사례에서처럼 지형 연구에 있어 점차 종이 지

도에서 수치 지도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등

고선이 나와 있는 종이 지형도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형도와 

등고선에 관련된 내용은 “부록 II”에서 다루고 있다. 

수치고도모델：지도학에서 최근 놀랄 만한 발전을 들자면 지

형을 수치모델로 표현한 수치고도(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의 등장이다. 수치고도모델은 정확한 해발고도의 

수치 정보화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USGS는 미국 전역의 해발

고도 정보를 다양한 공간 해상도를 가진 격자망 정보로 매년 데

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공간 해상도란 지형지물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치

고도모델의 해상도는 30m 격자 데이터이다(30m 격자란 가로세

로 30m 격자망의 크기로 지형 수치값을 가진다는 의미로서 30m 
▲ 그림 2－15 1980년 화산 폭발 이후의 세인트헬렌스산을 음영 기복 수치고도모델
로 표현한 사례

▲ 그림 2－14 등고선 제작 과정. (a) 각 지점은 해발고도를 실측한 지점(해발고도
는 m), (b) 보간법을 이용하여 해발고도 115m 등고선을 추정, (c) 이후 5m 간격의 

등고선을 만듦, (d) 시각적 구분을 위해 음영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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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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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체크 2－9 수치 고도 모델은 실제 지구의 지형 모습을 어떻게 다루고 있

는가?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1970년대 이후 내비게이션과 지도 제작의 변화를 가져온 새로

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어 오고 있다. 이 중에는 지구상의 각종 

지점에 대한 정확한 좌표값과 위치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기술

도 포함된다.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이라는 위성 기술과 시스템을 결합한 기술이 그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러시아의 글로나스(GLONASS)가 있다. 유럽은 갈릴레

오(Galileo)를 2016년부터 완전히 가동할 예정이다. 중국도 독자

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BeiDou, 또는 Compass) 개발

을 추진 중이다. 

일반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위성항법시스템인 GPS는 미국 

국방부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군사용으로 처음 개발되었

다. 개발 당시에는 전투 비행 안내나 미사일 유도, 지상군 작전용

으로 추진되었다. 최초의 GPS 수신기 크기는 거의 사무실 캐비

닛 정도였지만 관련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크기가 손

가락 마디 정도로 소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태블릿이나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도 글로벌 위성항법장치 칩이 

탑재되어 있다. 이러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위성항법장치 탑재는 

지도 제작이나 실내외의 데이터 수집과 지도 데이터 검색에서 하

나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GPS 시스템은 원래 NAVSTAR GPS(Navigation 

Signal Timing and Ranging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자)를 줄여 부르는 것으로 최소 24
개의 고도 위성(high－altitude satellite)으로 구

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4~6개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

치이다(현재는 31개의 GPS 위성이 운용 중이

고 몇 개의 구형 GPS 위성들도 백업용으로 운

용 중이다). 

개별 위성은 지상 물체 위치와 인식 정보를 지

상의 수신기로 지속적으로 전송한다(그림 2－16). 

지상의 GPS 수신기와 4개 이상의 위성을 한 그

룹으로 하는 여러 GPS 위성 그룹들 간의 거리는 GPS 위성에 탑

재된 시계와의 지상 수신기의 시계와 시간차를 이용하여 거리 편

차를 계산한다. 그다음 수신기 위치의 3차원 좌표(예를 들면 경

도, 위도, 고도)는 삼각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값이 계산된

다. 하나의 GPS 수신군 내에 신호를 담당하는 채널이 많으면 많

을수록(현재는 아무리 저가의 GPS라고 하더라도 최소 12개 채널

이 있다) 더 많은 위성들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고 위치 정확도

는 향상된다. 현재 가장 기본적인 GPS 단말기라도 위치의 정확

성은 약 10m 정도의 오차에 불과하다.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기

기에서의 위치 정확도는 휴대전화 기지국이나 다른 지상위치 감

지 기능의 지원에 따라 2m까지 확보될 수 있다. 

광역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광역 애플리케이션 서비스(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WAAS)는 원래 항공기의 정밀 접근과 비

행 단계에 필요한 위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북미 전역의 수십 개 지상 기지는 위성에서 전송한 GPS 신호를 모

니터링하고 이를 보정한 신호를 지상의 GPS 단말기로 보낸다. 

WAAS 덕분에 GPS 단말기의 위치 정확성은 약 95% 확률로 7m 

이내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WAAS 기술은 이미 모든 최신 GPS 
수신기에 탑재되어 있다. 유사한 시스템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운

영 중인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은 일본의 Multi－Functional Satellite 

Augmentation System과 유럽의 Euro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이다. 

GPS 상시관측기：미국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 그림 2－16 지상으로부터 약 20,200km 우주 상공에서 지구 궤도를 도
는 GPS 위성은 지상 기지국으로 위치 신호를 보낸다.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

가 지상 기지국으로 도달하는 시간차를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적어도 

3개 이상 위성에서의 신호가 서로 겹치는 위치에서 지상 수신기와 위성 신

호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거리 편차를 계산한다. 그다음 삼각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값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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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항구적인 GPS 수신 기

지국 역할을 하는 GPS 상시관측기(Continuously Operating GPS 

Reference Station, CORS)를 운영하고 있다. 이 관측 시스템에서

는 위도와 경도, 고도값에 있어 1cm 이하까지 위치값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지각판 이동이나 화

산 하부의 마그마 분출에 의해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지표면 변

동에 대한 장기간 모니터링에 이용되고 있다. 

GPS 현대화 프로그램：미국의 경우 오래된 GPS 위성 교체와 

다른 나라들과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호환을 위

해 4세대 민간방송 GPS(일명 ‘L1C’) 신호 도입을 추진하고 있

다. 가장 최신의 GPS 위성(GPS III)은 2018년에 발사될 예정 

이다.

GPS 활용：1983년 레이건 정부가 GPS 시스템 및 관련 기술을 

민간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 GPS 성장은 놀랄 정도이다. 

GPS 활용에 있어 과학 분야와 민간 부문은 이미 국방 분야를 추

월하여 점점 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에는 거의 모든 분야

에서 GPS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비행기, 자동차, 기차, 트럭, 버

스, 선박, 휴대폰 등 인간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 궁극적으로 

GPS 수신 장치가 탑재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GPS는 지진 예

측, 해저 지도 제작, 화산활동 모니터링, 다양한 지도 제작 프로

젝트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 정

보를 수집할 수 있는 GPS의 장점에 주목한 미국연방재난관리국

(FEMA)은 허리케인과 홍수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의 

피해 및 영향 평가에 GPS 시스템 및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10월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

디로 인한 자연재해에서 교통 패턴 분석을 위해 GPS를 활용하여 

수집한 뉴욕시 택시 데이터이다. 이것은 GPS 데이터가 앞으로 

자연 재해를 대비하는 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

여 주는 사례이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위치접근 허용 기능이 작동할 때에도 새로

운 경험을 할 수 있다. 휴대폰의 위치 검색 기능을 켜자마자 위치 

기반 서비스 회사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커피숍이 어디에 있

는지 혹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쇼핑센터와 

상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아주 손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 준다. 더 나아가서 GPS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 자

체가 하나의 새로운 위치 기반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최

근의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과 시민과학자 프로젝트(citizen 

science project)로 알려진 대중참여 공간정보 사례도 있다(상세한 

내용은 제1장의 “포커스：과학자로서 시민, 시민과학자” 참조). 

이처럼 GPS의 성공은 원래의 군사적 목적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

로 확장되고 있다. 

GPS의 정확한 위치 정보 표시：제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전

통적인 위도와 경도는 도, 분, 초 단위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북

위 40도 45분 10초는 40°45′10″N으로 표시된다. 이때 위도 1″ 

(1초)간 거리는 약 31m 정도이다. GPS는 이보다 훨씬 정밀한 좌

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수점 자리까지 포함해서 40°45′

10.4″N 까지 나타낸다(위도 0.1″는 거리상으로 약 3.1m이다).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서도 GPS 수신 기능이 있어 다양한 단

위의 좌표 정보를 제공하여 정밀한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치 표시 방식도 기존의 도·분·초 방식인 40°45′10.4″N
에서 40°45.173′N으로 표시하여 1/100까지 위치 정확성을 알 수 

있다. 어떤 기기는 이러한 1/100분 방식(decimal minutes) 외에도 

40.75288°N 방식으로 경도를 표시하기도 한다. 

학습 체크 2－10 GPS에서는 지구상의 사물의 위치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

는가?

원격탐사
역사적으로 지표상의 각종 형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도구는 

지도일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접 답사를 하는 

대신 지상으로부터 일정 고도에서 지구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정교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지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

다. 일반적으로 원격탐사(remote sensing)는 사람이 직접 접촉하

거나 답사하지 않고 각종 지형 지물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정보화하는 일련의 기술을 말한다. 

원격탐사는 원래 비행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공위

성의 등장으로 원격탐사 기술과 기법에는 혁명적인 변화와 발전

이 있었다. 현재 수십여 국가의 약 1,200여 개 위성들이 각종 원

격탐사와 관련하여 운용되고 있는데, 지상 약 20,000km 상공의 

저고도 위성에서부터 지상으로부터 약 36,000km 상공의 정지 궤

도 위성(geosynchronous orbit)까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이 위

성들은 통신, 위치 정보, 기상 및 기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과 

과학 분야의 응용에 필요한 정보와 영상 이미지 정보들을 제공하

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는 “글로벌 환경 변화：사막 한가운데에

서 커져 가는 도시” 글상자를 참조하라.

항공사진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일한 원격탐사 수

단은 항공사진이었다. 최초의 항공사진(aerial 

photograph)은 1858년 프랑스의 열풍선에서 찍

은 사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까지는 항공기에서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을 촬

영하여 군사와 작전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이후 항공사진

으로부터 획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를 만들거나 정보를 분석

하는 사진 측량학(photogrammetry)이 발전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비디오 
다중 위성 센서를 

이용한 화재 연구

http://goo.gl/qKV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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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는 1987년 50억에서 2015년 말이 되면

서 약 73억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엄청난 인류 생존의 수요가 수반되었다. 주택이나 공

장에서부터 인류의 삶의 질까지 자연 환경과는 정반대

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에서는 사막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고, 불과 30년 

전에는 중국에서 가장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라고 불렸

던 주장강 삼각주 지역이 지금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

아볼 수 없을 정도의 도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

으로 변모하였다. 

환락의 라스베이거스：지난 몇 년 동안 네바다주 라

스베이거스는 미국에서 가장 도시 성장이 빠른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미국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라스베이거

스 지역은 2014년에 약 110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성장

하였다. 이것은 1990년보다 거의 3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더구나 이 도시를 방문한 사람 수는 2014년

에 약 4,100만 명으로 1990년보다 2배 이상이다. 사

막 생태계 한가운데에서 이런 엄청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지

구와 상업 및 관광 시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스베

이거스는 모하비사막 분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도시의 가장자리는 새로운 주거지와 가로망의 확산으

로 계속해서 사막 가운데로 뻗어 가고 있다. 

사막 환경에서 이러한 도시 성장은 자연환경, 특히 

물 수요와 지속 가능한 환경이란 문제에 대해 우리에

게 여러 질문과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지역의 주요 물 공급원은 인근의 미드호이다. 그런데 

콜로라도강의 저수지인 이 호수의 수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에 따른 지속 가능한 물 

절약 캠페인이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내 

오폐수 정화수를 호수로 다시 보내기도 하고, 잔디 심

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 장소에서

의 물 사용 억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물 절약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리공간정보 기술은 라스베이거스 지역의 도시 성

장과 자연환경 관련성의 ‘밑그림’을 검토하고 분석하

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

시 발전에 필요한 여러 도시계획의 모니터링에도 적용

될 수 있다. 원격탐사 기술에 의한 라스베이거스 도시

의 위성영상은 공간적으로 도시가 얼마나 성장하고 어

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생생한 모습을 보여 준다. 라스

베이거스가 어디로 확산되고 있는지, 확산 정도는 얼

마인지를 위성영상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랜드샛 위성영상 아카이브는 40년 넘게 16일 

주기로 라스베이거스가 지금까지 사막의 생태계를 어

떻게 변화시켜 오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 1984

년과 2011년의 랜드샛 영상 이미지는 이 도시가 사

막에서 얼마나 확산되어 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

다. 이 기간 동안 도시 인구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서 지어졌던 집들과 가게, 각종 도시 기반 시설, 관광

지 등의 확산을 통해 이 도시가 얼마나 급속하게 성장

해 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그림 2－A). 이러한 위성

영상은 지리정보체계(GIS, 이 장의 후반부에서 소개)와 

함께 라스베이거스 지역의 도시 계획과 물자원 관리 

전략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인공섬：라스베이거스 지역이 

환경 모니터링과 도시계획을 위

해 지리공간정보 기술이 적용

된 유일한 사례 지역은 아니다. 

페르시아만의 팜아일랜드(Palm 

Islands)도 대표적이다. 팜아일

랜드는 세계적인 휴양지를 목적

으로 사막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의 두바이 해안가에 건설된 인

공섬이다. 모래와 암석들로 호

텔과 각종 휴양시설이 만들어지

는 동안 인공섬들의 식생군락

은 두바이 해안가 자연환경에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던져 주

었다. 이러한 환경의 도전과 함

께 위성영상과 원격탐사 기술은 

두바이의 팜아일랜드 변화의 파

수꾼 역할을 하였다(그림 2－B). 

특히 원격탐사 기술은 두바이 

해안의 수질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데 활용될 뿐 아니라 두바

이의 도시화와 그로 인한 환경 

변화와의 관련성 등을 파악하

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팜아

일랜드의 건설 과정과 변화 모

습은 http://earthobservatory.

nasa .gov에서 볼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World of 

Change: Urbanizat ion of 

Dubai’를 입력할 수도 있다). 또한 타임랩스 앱(http://

world.time.com/timelapse/)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변

해 온 지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 애플리

케이션은 1984년부터 2012년까지 랜드샛으로 촬영한 

지구 영상을 서비스하고 하고 있다. 이 시기 동안의 라

스베이거스와 두바이의 위성영상도 물론 볼 수 있다. 

앞을 내다보다：지구상의 인구는 2040년이 되면 약 

9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계속 증가할 것이

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다양한 형태로 지구의 자연환

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성영상과 원격탐사 기술

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영향을 모

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지리정보체계 기술 또한 이러한 공간적 패턴 변화를 

분석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지리

공간 기술의 렌즈를 통해서 인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환경 변화의 영향과 환경 계획

을 쉽게 이해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질문

1.  도시 관리자들은 주기적으로 촬영된 위성영상 이미

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계획

을 수립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2.  사막과 연안 지역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서 그 지역의 자연생태계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 가

능 발전의 도전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원

격탐사 기술들은 이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

게 활용될 수 있는가?

▲ 그림 2－B (a) 2000년과 (b) 2011년의 랜드샛 위성영상. 영상에서 붉은색은 식생 지역

(a) 두바이, 2000

페르시아만

팜아일랜드

(b) 두바이, 2011

(a) 라스베이거스, 1984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

미드호

미드호

(b) 라스베이거스, 2011

▲ 그림 2－A 랜드샛 5TM으로 본 (a) 1984년과 (b) 2011년의 라스베이거스 위
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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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성영상이 여러 분야에서 항공사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고 하지만 여전히 대축척 지역의 중요 지역 정보 수집이나 정보 

분석을 위해서 디지털 항공영상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의 디지털 항공영상이 대표적이다. 

정사 사진 지도：정사 사진 지도(orthophoto map)는 항공사진과 

디지털 이미지로부터 얻어진 일종의 다색(multicolor)의 무왜곡

(distortion－free) 지도이다. 정사 사진에서는 카메라 경사나 해발

고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치 오류와 위치 이동 문제들이 제

거되기 때문에 지도 제작 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성이 잘 반영된다

(그림 2－17). 정사 사진 방식으로 제작된 지도는 이전의 지도 제작

방법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자연경관을 지도에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도의 특성인 정확한 거리 측정도 가능하

다. 정사 사진에 의한 지도는 특히 평탄한 해안 지역의 지도 제작

에 효과적인데, 예를 들면 습지대와 같이 거의 고도값이 없는 낮

은 저기복 지형의 상세한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가시광선 적외선 센서

가시광선 이외에도 다른 복사 에너지 파장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

고, 이런 복사 에너지의 파장이 과학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된 이후 원격탐사는 아주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제

4장에서 나오겠지만 전자기 복사 에너지(electromagnetic radiation)
는 태양과 지구의 각종 물체에서 나오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파장

을 포함하고 있지만(그림 2－18), (전통적인 항공사진 필름을 포함

하여) 인간의 시각은 단지 전자기 파장의 스펙트럼 중에서 무지

개 색깔과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visible light)을 포함해서 아주 

일부의 파장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서는 X－선, 자외

선, 적외선, 라디오파와 같이 지표면에서 방사되거나 반사 혹은 지

표면에 흡수되는 굉장히 다양한 전자파들이 존재하고 있다. 자연

환경에 대한 엄청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전자파들

은 특수장비와 필름을 통해서 탐지될 수 있다. 

컬러 적외선(color infrared, color IR) 이미지는 전자기 스펙트럼 

중에서 근적외선(near infrared)에 민감한 전자 센서나 사진 필름을 

이용한다. 근적외선은 인간이 식별 가능한 파장보다 긴 파장이

다. 컬러 적외선 이미지 형상과 함께, 가시광의 초록색 파장의 감

광도는 근적외선 파장의 감광도로 대체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 얻어지는 이미지 형상은 비록 이미지의 색상이 실제 지표상의 

색상과는 다르지만(예를 들어 컬러 적외선에서는 생육 식생 초록

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상당한 활용성을 지니고 있

다. 최초의 컬러 적외선 필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발하게 사

용되었는데, 전투 시 위장용으로 사용된 건조 식생과 생육 식생

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 탐지 필름’이라고도 불렸다. 오

늘날 컬러 적외선 이미지의 주요 활용 분야 중의 하나는 식생 식

별과 평가 분야이다(그림 2－19). 

열적외선 센서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중적외선이나 원적외선에 포함되는 열적외

선(thermal infrared, thermal IR)은 종래의 디지털카메라 혹은 전

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진 필름에서는 전

혀 탐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적외선을 감

지하기 위해서는 특수 과냉 스캐너(special 

supercooled scanner)가 필요하다. 열감지 

스캐너는 주야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표

상의 물체에서 나오는 온도를 감지할 수 있

다. 열적외선 이미지는 육지와 바다 간의 낮 

시간대의 온도차라든가 열 수질 오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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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7 정사사진지도(노스캐롤라이나의 윌밍턴 지역). 축척은 1:24,000이다.

◀ 그림 2－18 전자기 스펙트럼. 인간은 단지 가시광선 파장만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항공사진도 전체 파장 중에서 일부 파

장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인공위성 스캐너는 다양한 목

적으로 특화될 뿐만 아니라 전체 스펙트럼 파장에서 다른 복사

선들도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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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1 – 연안 에어로졸/보라색
밴드 2 – 파란색
밴드 3 – 초록색
밴드 4 – 빨간색

밴드 5 – 근적외선
밴드 6 – 단파 적외선
밴드 7 – 단파 적외선

밴드 8 – 전정색
밴드 9 – 시러스(cirrus) 권운

밴드 10 – 열적외선
밴드 11- 열적외선

30m 해상도

디지털 수치로
저장되는 영상

이미지

지구상의
위성 수신기

컴퓨터에 의한
영상자료 변환

‘디지털’ 이미지

30m

를 위한 기반암과 충적토 간의 온도차 혹은 산불 탐색 등의 분야

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열적외선의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기상 부문이다(예：제6장의 “포커스：GOES 기상위성” 

참조). 비록 열적외선 센서가 제공하는 공간 해상도가 다른 원격

탐사 위성만큼 높지는 않지만 열적외선 센서는 그 이전의 기상위

성 자료보다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훨씬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후 예측이 가능하다. 

학습 체크 2－11 근적외선 이미지와 열적외선 이미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지상의 사물을 분석할 때 각각 어떤 지형지물의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

하라.

다중분광 원격탐사

오늘날 대부분의 첨단 원격탐사 위성들은 다중분광(multi－

spectral) 혹은 다중밴드(multiband) 위성이라고 부른다(전자기 스

펙트럼의 다양한 파장대를 일명 밴드라고도 하기 때문에 다중밴

드라고 한다). 이러한 다중분광 위성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개의 

전자기파 파장대를 이용하여 지표상의 대상체나 대상 지역의 지

표면에 흡수, 반사, 발산하는 다양한 에너지를 수집한다. 과거의 

항공사진 필름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중에서 특정 밴드 

하나만 감지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다중분광 원격탐사 위성은 한 

번에 여러 스펙트럼 밴드(예：가시광선, 근적외선, 중적외선, 열

적외선 등)를 가지고 지표면을 촬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 스펙트럼 밴드는 각 밴드별로 특성

에 맞는 지표면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개별 분야에 활용

된다. 

다중분광 위성에서는 지표면을 격자망의 픽셀 매트릭스 단위

로 인식하여 지표면 정보를 파악한다. 지표면을 격자망으로 변

환해서 각 격자 픽셀(pixel)마다 해당 지표면의 상태를 디지털 숫

▲ 그림 2－19 캘리포니아의 팜데저트와 캐시드럴시티, 팜스프링스 도시의 
ASTER(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영상 이

미지. 적외선 이미지에서 의사 색채(false－color)의 경우, 생육 식생은 붉은색으로 표시

되고 나대지는 회청색으로 표시된다. 

▼ 그림 2－20 다중분광 위성 센서에서 인식한 지표면 정보가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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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값으로 저장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격자 매트릭스를 분광밴

드별로 저장한다. 이러한 밴드별 격자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내의 

디지털 값은 지표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

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수치 매트릭스 정보는 지상의 수신센터로 

보내지고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회색이나 컬러 색상으로 컴퓨터 

화면이나 출력물의 형태로 변환되어 출력된다(그림 2－20). 

랜드샛：초창기 NASA의 우주탐사 계획이었던 머큐리, 제미니, 아

폴로는 여러 선형 배열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다중밴드 사진을 이

들 탐사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게 되자 NASA는 지구의 자원 정보의 효

과적인 획득을 위해 일련의 ERTS(Earth Resources Technology 

Satellite Series) 프로그램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랜드샛(Landsat) 
위성 센서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다양한 센서 시스템이 탑재된 5개의 랜드샛 위성이 지구 궤

도에 발사되었다. 

1999년에 발사된 랜드샛 7호는 ETM+(Enhanced Thematic 

Mapper Plus) 센서를 통해서 8개의 분광밴드가 탑재되었다. 주

요 밴드 정보로는 15×15m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 전정색 밴드

(panchromatic band), 공간 해상도 30×30m로 가시광선과 단파 

적외선 파장을 가진 6개 밴드, 공간 해상도가 60×60m로 열적

외선 파장 등을 들 수 있다. 

2013년에 발사된 랜드샛 8호는 총 11개의 파장 밴드(표 2－1)와
한층 선명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그림 2－21). 또한 OLI(Opera－ 

tional Land Imager)라는 관측 장치와 TIRS(Thermal Infrared 

Sensor)라는 열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지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지구관측 시스템 위성：1999년 NASA는 테라(Terra)라고 명명

한 최초의 지구관측 시스템(Earth Observing System, EOS) 위성

들을 지구 궤도로 발사했다. 이 원격탐사 위성의 가장 핵심적

인 부분은 해상도 영상 분광계 센서(MODIS)로서 총 36개의 밴

드를 통해서 1~2일 주기로 전 지구적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는 점이다(그림 2－22). MODIS 이외도 테라 위성에는 지구 에너

지 수지평형 관계를 관측하는 CERES(Clouds and the Earth’s 

Radiant Energy System)와 다양한 형태의 대기 입자, 지표 피복, 

구름 형태와 상태 등을 구분할 수 있는 MISR(Multiangle Image 

Spectroradiometer) 원격탐사 장치들이 탑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테라 위성을 통해서 특정 목적의 영상 처리와 3차원 이미지 데이

터 모델 구축도 가능하다. 

최근에 발사된 또 다른 지구관측 시스템 위성으로는 아쿠아

(Aqua) 위성이 있다. 아쿠아 위성은 일종의 상용 기상위성으로 

수증기, 구름, 강수, 빙하, 토양의 수분 함유 정도 등을 모니터링

▲ 그림 2－21 랜드샛 8의 영상으로 인도네시아 팔루에섬의 로카텐다 화산의 모습
이다. 영상의 회색 부분은 2013년 9월 화산 폭발로 남은 분출물 잔해이다. 

표 2-1 랜드샛 8호의 밴드 특성

밴드 분광 해상도(μm) 스펙트럼 색상 공간 해상도(m) 밴드 이용 분야

1 0.43~0.45 연안 에어로졸색 30 연안 및 에어로졸 연구

2 0.45~0.51 파란색 30 수심도 제작 및 토양·식생 분석

3 0.53~0.59 초록색 30 식생 분석

4 0.64~0.67 빨간색 30 식생 분석

5 0.85~0.88 근적외선 30 생물자원 및 해안 연구

6 1.57~1.65 단파 적외선 30 토양 수분 및 하층의 얕은 구름대 분석

7 2.11~2.29 단파 적외선 30 토양 및 식생 수분 분석

8 0.50~0.68 전정색 15 고해상도 영상

9 1.36~1.38 시러스/권운 권운 구름 탐지

10 10.60~11.19 TIRS 1 100 열 지도 제작 및 토양 수분 분석

11 11.50~12.51 TIRS 2 100 열 지도 제작 및 토양 수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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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구 전체의 물수지 순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해 고안되었다. 아쿠아 위성에는 앞서 설명한 MODIS 센서뿐만 

아니라 AIRS(Atmospheric Infrared Sounder)를 통해서 아주 자세

하고 정확한 대기 온도 자료도 수집할 수 있다. 

2011년 NASA는 해양 표면에 녹아 있는 염분 집중도를 모니터

링할 수 있는 아쿠아리우스(Aquarius) 위성을 발사하였다(그림 9－6 
참조). 아쿠아리우스 위성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데이터는 엘니뇨

(El Niño)와 같은 단기간의 자연 현상과 장기간 기후 변화의 영향

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관련 내용은 제5장을 참조). 

현재 다양한 위성영상들이 NASA, NOAA, USGS 등의 인터

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http://earthobservatory.

nasa.gov, http://www.goes.noaa.gov, http://eros.usgs.gov/

imagegallery/를 접속해 보라. 

민간 고해상도 위성：GOES 위성, 랜드샛, EOS 위성과 같은 정

부에서 운용하는 위성영상은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상업적 목적에서 제공하는 위성

영상은 50∼60cm 고해상도의 정밀한 위성영상이 서비스되고 있

다. 대표적으로 SPOT(Satellite Pour l’Observation de la Terre), 
GeoEye－1, QuickBird, WorldView, Digital Globe 등이 있다. 2004년 

구글에 인수되기도 했던 Skybox1
는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던 기존의 인공위성과 달리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

적으로 작은 크기의 위성을 개발하였다. Skybox 위성은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성을 확보한 동시에 고품질의 영상 이미지를 보장

하고 있다. 이처럼 위성영상의 상업 시장은 해마다 급격하게 성

장하고 있다. 

학습 체크 2－12 ‘다중분광’ 원격탐사에 대하여 설명하라.

레이더 센서, 수중 음파 탐지, 라이더：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원

격탐사 위성 시스템들은 지구상의 사물에서 반사되거나 발산 혹

1 역주：현재는 플래닛랩스에 매각됨

은 흡수되는 자연계의 복사 에너지를 탐지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

를 기록, 수집하는 센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시스템을 수동

형 원격탐사 시스템(passive system)이라고 하고 스스로 전자기 에

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능동형 원격탐사 시스템(active system)이라고 

한다.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능동형 

시스템은 레이더(radar,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어)이

다. 레이더는 1mm보다 긴 파장들을 탐지할 수 있는데, 기본 원

리는 마이크로파(극초단파)의 전자기파를 물체에 발사시켜 반사

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

내는 것이다. 

다른 위성 센서와 마찬가지로 레이더 센서도 주야간 구분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구름을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름에 덮

여 있는 지형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림 2－23). 

◀ 그림 2－22 알래스카에서 남서쪽으로 뻗어진 알류샨 
열도를 찍은 천연색 위성영상. NASA의 아쿠아 위성에 탑

재된 MODIS 센서로 2014년 5월 15일에 촬영한 것이다.

▲ 그림 2－23 레이더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본 아일랜드 지형의 모습. 미국 우주왕
복선 인데버호에 설치된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에서 2000년에 촬

영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한 아일랜드 지형 영상이다. 해발고도 데이터를 색깔

에 따라 다르게 보이도록 저지대는 초록색, 산악지대는 흰색으로 표현하였고 지형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음영 기복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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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으로 레이더 센서는 다른 원격탐사 시스템에서 탐지

될 수 없었던 열대우림기후 지역의 영상 촬영과 관련 정보 수집

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레이더 센서는 구름에 덮여 

있는 지역이나 울창한 식생 지역의 지형 분석에 효과적이다. 또

한 기상 분야에서 강수 현상의 지도화와 악천후 기상도 제작 및 

실시간 기상 상황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된다[기상학에서의 도

플러 레이더(Doppler Radar)에 대한 논의는 제7장을 참조].

이외에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또 다른 원격탐사 시스템으

로 소나(sonar, sound navigation and ranging, 수중 음파 탐지) 센

서가 있다. 소나는 해수면 아래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이런 장

점을 바탕으로 대양의 지각 형태 분석을 위해 소나 센서와 영상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이다(lidar, 빛이라는 의미의 ‘light’와 레이더의 ‘radar’에서 

유래) 센서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춤으로써 사물까지의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초기의 지상이나 차량에 탑재되는 방식

에서 항공기나 위성에까지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다. 라이다 센서

의 정확도는 이전의 원격탐사 기술보다 훨씬 정확하고 정밀한 수

준으로, 지표상의 지형 지물과 사물의 3차원 영상 정보 수집이 가

능하다(그림 2－24). 

지리정보체계
지도 제작자들이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활동해 왔지만 불과 

5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도 제작은 종이 위에 손으로 그리

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컴퓨터의 등장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지도 제작 기술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컴퓨

터는 지도 제작의 이미지 처리와 속도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지도학에서 가장 발전한 기술 중에서 가

장 혁신적인 부분은 지리정보체계이다. 

지리정보체계 혹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은 각종 공간정보를 처리하고 출력하는 일종의 컴

퓨터 시스템이다. GIS는 사용자로 하여금 실세계의 각종 지리 자

◀ 그림 2－24 캘리포니아의 빅서(Big Sur) 해안에 발생한 그레이 슬립(Gray Slip) 산사태
를 보여 주는 라이다 영상

그레이 슬립 산사태 발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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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몬트 뉴햄프셔▲ 그림 2－25 GIS를 통한 1951~2005년간 코드곶 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 주거 지역의 확대와 산림 지
역의 축소를 확인할 수 있다. 짙은 초록색은 산림 지역이고, 노란색은 주거 지역, 붉은색은 상업 지역과 공

업 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