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 지도 좌표계, 배경색 설정

그림 2. 지도의 격자 속성 변경

         MAP 그리기 MAP 그리기            
MAP functionMAP function
IDL은 Map 기반으로 이미지 자료를 처리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IDL 사용자들이 많이 사

용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그리고 그 위에 이미지를 덮는 

방법과 이미지를 그리고 그 위에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IDL에서 쉽고 빠르게 이미지 

처리를 수행합니다. 이번 한 장 강의에서는 실제 이미

지를 다루기 전에 대륙 또는 국가 경계선을 그리는 방

법을 예제를 통해서 실습해 봄으로써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 투영법 선택과 Grid 그리기지도 투영법 선택과 Grid 그리기
 map = MAP('Polar Stereographic', $
; Polar Stereographic 투영법 사용. 투영법은 도
움말에서 확인. 
    ELLIPSOID='GRS1980', $
; 타원체의 모양을 결정하는 키워드로, 여기에 사
용된 GRS1980은 장반지름이 6378137m, 단반지름
이 6356752.31414m인 타원체.
    LIMIT=[30, 115, 50, 145], $
; 이 키워드는 지도의 위도와 경도 범위를 지정.
    TRUE_SCALE_LATITUDE=40, $
; 투영면이 교차하는 위도를 설정해주는 키워드.
    CENTER_LONGITUDE=130, $
; projection plane의 중앙 meridian에 해당하는 
경도값을 설정해주는 키워드.
   FALSE_EASTING=2546731.496d, $ 
   FALSE_NORTHING=-4354009.816d, $
; 이 키워드는 forward transform을 위해 X축과 
Y축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값. Inverse 
transform을 할 때는 X축과 Y축에서 값을 뺄 때 
사용.   
    FILL_COLOR="blue", $
; 지도 틀의 배경색을 설정해 주는 키워드.
    TITLE="East-Asia GeoRef Projection")
; 지도의 제목을 설정해 주는 키워드.
이와 같이 MAP() 함수 한 줄을 실행하면 그림 1과 
같이 좌표계가 설정됩니다.

Grid 변형Grid 변형
 grid = map.MAPGRID
; MAPGRID 설정 키워드.  
 grid.LINESTYLE = "dotted“

; Grid line 형태를 점선으로 설정해 주는 키워드.
 grid.LABEL_POSITION = 0
; Grid의 라벨 위치를 설정해 주는 키워드. 디폴트 
값은 0.5로 중앙에 라벨 표시. 0은 지도의 왼쪽과 
하단, 1은 지도의 오른쪽과 상단에 라벨을 표시.
 grid.FONT_SIZE=7
; Grid의 라벨 크기를 설정해 주는 키워드.  
여기까지 작업을 수행하면 그림 2와 같이 격자 속
성이 변경됩니다. 

대륙선 그리기대륙선 그리기
  m1 = MAPCONTINENTS(/countries, $
    FILL_COLOR="Yellow", COMBINE=0)
; MAPCONTINENTS는 대륙이나 나라의 경계선을 
지도위에 그려주는 키워드. 
;fill_color는 대륙이나 나라의 배경색을 설정.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면 그림 3과 같이 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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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륙 경계선을 그리고 배경색 변경

아의 대륙 경계선을 그리고 배경색을 변경하게 됩
니다. 

  
MAP Projection 예제MAP Projection 예제
투영법과 키워드 설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도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Geographic projection
map = MAP(‘Geographic’,$
   LIMIT=[30, 115, 50, 145], $
   CENTER_LONGITUDE = 130, $
   FILL_COLOR = “blue”)

   
2. Stereographic projection
map = MAP(‘Stereographic’, $
   SPHERE_RADIUS = 6378, $
   CENTER_LONGITUDE = 130, $
   CENTER_LATITUDE = 40, $
   FALSE_EASTING=2546731.496d, $ 
   FALSE_NORTHING=-4354009.816d, $
   FILL_COLOR = “blue”)

3. Mollweide projection
map = MAP(‘Mollweide’, $
   SPHERE_RADIUS = 6378, $
   CENTER_LONGITUDE = 130, $
   FALSE_EASTING=2546731.496d, $ 
   FALSE_NORTHING=-4354009.816d, $
   FILL_COLOR = “blue”)

요약요약
1. 지도를 그릴 때 투영법을 먼저 선택
2. 투영법에 맞는 키워드/파라메터 설정
3. Grid 설정은 필요에 따라 변경
4. 대륙경계선을 그리고 색 설정

참고참고
1. MAPCONTINENTS의 키워드로 미국이나 캐나
다 지역을 사용할 경우 /USA, /CANADA로 사용
하면 됩니다.
2. IDL은 GCTP Version 2.0의 투영법 모두 지원
하고 있으며, 다양한 투영법은 IDL 도움말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3. Shape file이 있는 경우, MAPCONTINRNTS 
함수에서 해당 파일을 지정해 주면, 경계선으로 포
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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