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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6년 수치임상도가 구축된 이래로 방 한 분량의 수치임상도가 유통되고 있으나 제작 시기, 

지조사 시기, 항공사진 촬  시기, 품질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가 함께 제공되지 않아 효율 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치임상도에 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온라인 환경에서 효율 인 

검색과 유통을 지원하기 해 국가표 을 수하는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GIS 표 인 지리정보 리용 메타데이터 표 (TTAS.IS-19115)을 기반으로 총 10개

의 패키지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수치임상도 표  메타데이터를 설계하 다. 수치임상도 메타데이터

를 표 구조에 맞춰 손쉽게 구 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작도구를 개발하 으며 수치임상도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메타데이터 뷰어를 함께 개발하여 수치임상도 배포 시 제공할 수 있게 하 다. 본 연

구는 산림GIS 분야 최 로 NGIS 표 을 수하는 메타데이터를 설계한 것으로 수치임상도의 효율 인 

활용을 도모하고 향후 타 산림 주제도의 메타데이터 작성 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주요어 : 수치임상도, 메타데이터, 표준, TTAS.IS-19115

ABSTRACT

It is important to develop standard metadata to give more plentiful information about the 

forest cover type map and to promote distribution b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Clearinghouse. In this study metadata for the forest cover type map was designed based on 

TTAS.IS-19115 and it consisted of 10 packages and 50 elements. Also metadata editor was 

developed to implement metadata with standard schema and metadata viewer to service more 

user friendly interface. This work was about the first standard metadata for forest GIS data. 

So it would be a useful reference to develop metadata for other digital map concerning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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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도는 어떤 산림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

는가를 보여주는 표 인 산림지도로 지형도, 

토양도, 지질도 등과 더불어 국  규모로 제

작되는 주요 주제도이다. 산림사업의 계획 수

립, 임업 경   련 연구 등에 많이 활용되

고 있으며 그 밖에 국토이용계획, 생태자연도 

제작, 환경 향평가, 토지 성평가, 군사 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임상도에 한 수치화 사업은 1995

년부터 시작된 NGIS 구축 사업을 통해 수행

되었으며 제 3차 국산림자원조사(1986-1992) 

시 제작된 3차 임상도(1:25,000)가 수치화되었

다. 그러나 메타데이터가 함께 구축되지 않아 

수치임상도 제작시기, 임상도 제작의 기반이 

되는 항공사진의 촬 시기, 지조사시기, 수

치임상도 속성정보 내용 등에 한 상세한 데

이터 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 수치

임상도에 한 품질정보 등이 메타데이터로 

제공되지 않아 수치임상도 정확성에 한 

단을 내리기 어려워 신뢰성이 감소되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수치임상도 제작․

리 기 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수치임상

도의 오류가 수정․갱신되고 신규 수치임상도

가 제작되어도 이에 한 이력 정보를 하

고 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가 없어 수치임

상도의 이력을 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

다. 이러한 메타데이터 부재에 따른 문제는 비

단 수치임상도 뿐만 아니라 련 수치 산림 

주제도 반에 걸친 문제로 산림 분야에 합

한 메타데이터 설계  구축을 통한 산림분야

의 체계 인 메타데이터 리가 시 한 실정

이다. 특히 향후에는 산림GIS 포탈을 통한 산

림GIS 온라인 유통서비스가 계획되어 있어(산

림청, 2008) 산림지리정보의 효율 인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표 을 고려한 메타데이

터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지리정보 분야 최 로 국가 표 에 기반하여 

수치임상도 메타데이터를 설계하고 표  사양

에 맞춰 효율 으로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작도구를 개발하여 제 4

차 수치임상도(1996-2005) 750매에 한 메타

데이터 입력을 완료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표  메타데이터 구축을 통해 효율 인 수치

임상도 리  극 인 유통을 도모하고 아

울러 50여 종의 풍부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수

치임상도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치임상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동향

수치임상도 메타데이터 설계  구 을 

해 지리정보 메타데이터 표  연구 동향을 

악하고 주제 분야별 메타데이터 구축  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 , 지리정보 메타데이터 표 에 한 연

구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 산원(1997)은 NGIS 

메타데이터 표  작성을 해 ISO/TC 211의 

지리정보 메타데이터 표 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국가지리정보 메

타데이터 표  안을 제시하 다. 1999년 

NGIS 표 화분과에서 ISO/TC211의 메타데이

터 버  4.4를 기 으로 하는 메타데이터 잠정

표 안을 발표하 으며(한국정보통신기술 회, 

1999) 국가지리정보유통망(www.ngic.go.kr)에서

의 지리정보 유통 활성화를 해 지리정보 유

통목록(메타데이터)표 이 개발되었다(한국정

보통신기술 회, 2002). 이는 온라인상의 지리

정보 유통을 목 으로 개발된 것으로 지리정

보 리기 의 효율 인 지리정보 리를 

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국립지리원, 

2003). 이에 유통용 메타데이터 표 을 모두 

수용하고 효율 인 지리정보 리를 한 

리용 메타데이터 항목을 추가하여 국제표 인 

ISO 19115에 부합되는 국가메타데이터 표

(안)이 제시되었다(김계 , 2003). 

한편, 지리정보 주제 분야별로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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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수

치지형도 메타데이터의 경우 ISO 메타데이터

의 기본 임을 토 로 수치지형도 특성에 

맞추어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성하 으며(국립

지리원, 1998) 국립지리원 고유 업무에 국한되

어 외 으로 공개하지 않는 항목들은 내부

메타데이터로 정의하고 그 외의 공개 가능한 

항목을 외부메타데이터로 구분하여 설계하

다(김계  등, 1999). 국가기본도인 수치지형도 

메타데이터를 필두로 각 분야별로 메타데이터 

기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국토연구원(2000)은 

공간 상정보 표 안 연구를 통해 지리공간정

보 메타데이터 표 (안)을 제시하 다. 최윤수 

등(2001)은 지형․지번도 메타데이터 설계안을 

제시하 으며 한종엽(2001)은 해양 과학 분야 

동향을 악할 수 있는 최신 서지 정보와 더

불어 주요 해양 조사 정보  정  정보 등을 

포 하는 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 다. 오세웅 등(2004)은 국가표   

국제 표 을 동시에 고려한 해양 지리정보 메

타데이터 항목을 도출하 으며 XML 기반의 

메타데이터 입력기를 제시하 다. 항공사진의 

경우 ISO/TC211 메타데이터 표 (안) 5.0을 참

조한 항공사진 메타데이터 설계 연구가 수행되

었다(김태화, 2001). 수자원분야에서는 하천정보 

표 화에 한 연구에서 하천정보 표  메타데

이터를 수립하 으며(한국수자원공사, 2001) 지

리정보 유통용 메타데이터 표 을 기반으로 홍

수지도 메타데이터(안)을 제시하 다(양수명, 2003). 

지질자원정보 분야의 경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4)에서 지질자원정보 유통메타데이터 표

(안)을 작성하고 지질자원정보 유통메타데이터 

등록  검색시스템 로토타입을 개발하 다. 

장용구 등(2007)은 총 60,581공의 지반정보 DB

의 활용향상  국가지리정보유통망과의 연계

를 해 메타데이터 입력기를 포함한 지반정보 

유통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상의 지리정보 메타데이터 표  연구 동

향  분야별 용 연구의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데이터는 용 목 에 

따라 유통용  리용으로 구분되어 구축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단체표 의 형태로 각각의 

메타데이터 표 이 제공되고 있지만 표 이 

모든 응용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용 분

야에 특화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항목의 선

택  확장 등이 필요하다. 둘째, 각 분야별 

고유 정보를 제공하기 한 메타데이터 설계

가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며 메타데이터 표  구

조를 수하여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편집기를 개발하는 등의 공통 이 있었다. 셋

째, 부분의 연구는 유통용 메타데이터 주

로 진행되었으며 리용 메타데이터 설계에 

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유통용 메타데이터 

표 은 유통 목  이외의 용도에는 부족한 부

분이 많으므로(국립지리원, 2003) 추가 인 메

타데이터 항목의 용을 통해 유통용 메타데이

터 표 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내용들을 포

하는 리용 메타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련 법  표

 검토, 표  메타데이터 설계와 표  메타데이

터 구  등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지리정보목록(메타데이터)의 작성․ 리

에 한 지침(건설교통부, 2002)을 검토하고 유통

용과 리용 메타데이터의 차이 을 분석하 다. 

궁극 으로는 연구동향 시사 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리용 메타데이터 구축을 통해 유

통 목 과 리 목 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설계하 다. 지리정보 리용 메

타데이터 표 (TTAS.IS-19115)을 참조표 으

로 채택하고 핵심항목과 확장항목으로 나 어 

수치임상도 메타데이터 항목을 설계하 다. 수

치임상도에 한 특징 인 항목을 다루는 확

장항목은 TTAS.IS-19115의 메타데이터 확장 

 로 일 부분을 참조하여 설계하 다. 

수치임상도 메타데이터 항목을 표  사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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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연구흐름도

FIGURE 2. 내용에 따른 관리용/유통용
      메타데이터 포함관계

관리용 메타데이터

(보안등급 반드시 명시)

유통용 

메타데이터

맞춰 효율 으로 입력하기 해 XML 기반의 

수치임상도 메타데이터 작도구를 개발하 다. 

이를 활용하여 제 4차 국산림자원조사(1996-2005)

를 통해 제작된 4차 수치임상도 750매에 해 

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아울러 수치임상도 

메타데이터 뷰어를 개발하 다. 

수치임상도 표준메타데이터 설계

1. 관련 법 및 표준 검토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한 데이터(data about 

data)로 지리정보 메타데이터의 경우 지리정보 유

통 시 정보에 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의 활용을 

진하는 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즉, 지리정보

에 한 내용, 품질, 용도 등 상세한 정보를 사

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요구에 맞는 정보의 

근을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지리정보의 송수신 

과정을 간소화하여 지리정보 유통의 효율성을 제

고시킬 수 있다(한국정보통신기술 회, 2002).

지리정보 메타데이터를 작성․ 리하기 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지

리정보 목록의 작성․ 리에 한 지침(2002. 7. 

16. 시행)을 마련하 다. 지리정보목록은 메타데

이터와 동의어로 지리정보를 생산․ 리하는 기

에서는 유통용 지리정보목록과 리용 지리정

보목록을 작성․ 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메

타데이터의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유통용 지리

정보 목록(유통용 메타데이터)이란 지리정보유통

망을 통하여 지리정보를 등록․ 리하기 하여 

작성한 지리정보목록이며 리용 지리정보 목록

( 리용 메타데이터)은 리기 에서 지리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작성한 지리정보목

록으로 련 국가 표   국제 표 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

다. 특히, 리용 메타데이터에는 지리정보의 보

안등 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유통용 메타데

이터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건설교통부, 2002). 즉, 그림 2에서와 같이 

리용 메타데이터는 유통용 메타데이터의 항목

을 모두 포함하며 리를 해 필요한 항목을 추

가로 확장시킬 수 있어 보다 다양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정보 메타데이터에 한 표 으

로 TTA 메타데이터 표 이 활용되고 있다. 

TTA 표 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기

술 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에서 제정한 정보단체통신 표 이다. 술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용 지리정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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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 제목(M) 공간표 방식(O)

데이터셋 참조일자(M) 참조체계(O)

데이터셋 책임담당자 연 (O)

데이터셋 지리 치(4개의 좌표 는 지리식별자)(C) 온라인자원(O)

데이터셋 언어(M) 메타데이터 일식별자(O)

데이터셋 문자셋(C) 메타데이터 표 명(O)

데이터셋 주제분류(M) 메타데이터 표 버 명(O)

데이터셋 공간해상도(O) 메타데이터 언어(O)

데이터셋 요약설명(M) 메타데이터 문자셋(O)

배포포맷(O) 메타데이터 연락정보(M)

데이터셋의 부가 인 범 정보(시간  수직)(O) 메타데이터 생성일자(M)

주) M:의무(Mandatory), O:선택(Optional), C:조건(Conditional)  

TABLE 1. TTAS.IS-19115 핵심 메타데이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3)

 리용 지리정보목록에 응하여 지리정보 

유통 메타데이터 표 (TTAS. KO-10.0139)과 

지리정보 리용 메타데이터 표 (TTAS 

.IS-19115)이 제정 완료되었으며 NGIS사업에

서는 상기 표 을 용해서 메타데이터를 구

축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4). 

TTAS.IS-19115는 국제 표 인 ISO 19115

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국제 

표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메타데이터 항

목을 포함하고 있다. 한 데이터 사 과 

UML 다이아그램을 통해 메타데이터 패키지 

별 메타데이터 요소 간의 계  상세한 내

용을 정의한다. 이 표 은 총 13개의 메타데이

터 패키지  300여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

는데 모든 데이터셋 메타데이터 로 일은 

표 1의 핵심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한국정보통신기술 회, 2003).

TTAS-IS.19115는 메타데이터 패키지, 개체, 

요소들에 해 의무(Mandatory)와 조건(Conditional)

을 정의하며 필요 시 응용 분야별 요구에 따

라 메타데이터를 확장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로 일을 함께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임상도 리용 메타데이

터를 설계 상으로 선정하고 지리정보 리용 

표  메타데이터인 TTAS.IS-19115를 참조표

으로 채택하 다. 리용 메타데이터를 설계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수치임상도 리와 

유통 효율성 증진의 목 을 만족하기 해 수

치임상도 리에 특화된 리용 메타데이터 

항목과 온라인 유통을 한 유통용 메타데이

터 항목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리용 메타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체 리

용 메타데이터 항목을 확보할 수 있고 필요 

시 유통용 메타데이터 항목을 추출할 수 있다. 

2. 수치임상도 표준 메타데이터 개체 항목 구성

2.1. 메타데이터 설계 원칙

수치임상도 표  메타데이터의 설계 원칙은 

TTAS.IS-19115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 1의 핵

심 메타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수치임상도 

리와 유통을 해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조

건  선택 항목에서 선정하며 TTAS.IS-19115

의 메타데이터 확장 로 일을 참조하여 새

로운 항목을 확장하는 것이다. 

TTAS.IS-19115는 충분히 일반화된 메타데

이터 요소 별 정의와 도메인 값을 포함하고 있

지만 모든 응용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한

국정보통신기술 회, 2003). 그러므로 수치임상

도 리와 같이 특수 사용자 필요를 더 잘 서

비스할 수 있도록 추가 인 메타데이터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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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개수) 요     소 비  고

메타데이터 개체셋 정보(7)
메타데이터 일 식별자, 표 명, 표 버 명, 언어, 

문자셋, 연락정보, 생성일자

식별정보(12)

데이터셋 제목, 참조일자, 책임담당자(기 명), 언어, 

문자셋, 주제분류, 공간해상도, 공간표 방식, 요약설명, 

도엽번호, 도엽명, 지역범

속성정보(4) 필드명, 속성정의, 데이터유형, 필드크기 확장

지리범 정보(4) 서쪽경계경도, 동쪽경계경도, 남쪽경계 도, 북쪽경계 도

참조체계정보(9)
참조체계식별자, 투 , 타원체, 기 원 , 앙자오선경도, 

투 원 도, 가상이스 , 가상노딩, 앙선축척계수

연 정보(4)
수치임상도 제작시기, 수치임상도 차수, 항공사진 

촬 시기, 지조사시기
확장

갱신정보(5) 갱신일자, 갱신차수, 갱신사유, 갱신 로세스, 갱신작업자 확장

품질정보(2) 품질 용범 , 품질보고

배포정보(2) 배포포맷, 온라인자원

제약정보(1) 보안제약분류

TABLE 2. 수치임상도 표준 메타데이터 구성 

하고 응용하는 것에 해 메타데이터 확장 

로 일과 같은 확장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허

용되는 확장 유형은 ①새로운 메타데이터 섹션

을 추가하는 것 ②도메인 값으로 임의서술
(free text)을 가진 존하는 데이터 요소의 

도메인을 체하기 해 새로운 메타데이터 코

드리스트를 만드는 것 ③새로운 메타데이터 코

드리스트 요소를 만드는 것 ④새로운 메타데이

터 요소를 추가하는 것 ⑤새로운 메타데이터 

개체를 추가하는 것 ⑥ 존하는 메타데이터 요

소에 보다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 ⑦

존하는 메타데이터 요소에 보다 더 제한 인 

도메인을 부과하는 것 등이 있다(한국정보통신

기술 회, 2003). 수치임상도 리에 합하도

록 메타데이터를 확장하기 에 합한 메타데

이터가 TTAS.IS-19115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기 해 TTAS.IS-19115를 충분히 검토

하여 메타데이터 요소의 복을 방지하 다.

 

2.2. 수치임상도 표준 메타데이터 설계

이러한 원칙 하에 총 50개의 요소로 구성된 

수치임상도 표  메타데이터를 설계하 다. 수

치임상도 표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 개체셋 

정보, 식별정보, 속성정보, 지리범 정보, 참조체

계정보, 연 정보, 갱신정보, 품질정보, 배포정

보, 제약정보 등 총 10개의 패키지로 구성되며 

패키지 별 메타데이터 요소는 표 2와 같다. 

각각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하  요소들은 

TTAS.IS-19115에서 정의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보다 간소하게 구성되어 최소한의 요소로 리

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 다. 

조건  선택 항목에서 추가된 요소들은 도

엽명, 도엽번호, 지역범 , 품질보고 등이 있다. 

식별정보에 도엽명, 도엽번호, 지역범 를 추가

함으로써 도엽 단   도 단 의 지역 범  별 

메타데이터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 다. 보안등

을 나타내는 보안제약분류는 TTAS.IS-19115

의 핵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리정

보 목록의 작성․ 리에 한 지침에서 규정하

고 있는 리용 메타데이터의 필수 항목이므로 

추가하 다. 품질 용범   품질보고 등은 품

질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로 수치임상도 품질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한 정보로 제공된다.  

2.3. 확장 항목 설계

수치임상도 리를 해 확장된 패키지는 

속성정보, 연 정보, 갱신정보 등이 있다. 속성

정보는 TTAS.IS.19115의 내용정보가 기술하

는 것 보다 더욱 구체 이고 분명하게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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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수치임상도 메타데이터 패키지 및 
UML 다이어그램 예시

상도가 포 하고 있는 속성정보의 내용을 설명

하고자 확장된 패키지이다. 이는 TTAS.IS-19115에

서 정의하고 있는 확장 유형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확장 규칙을 만족한다. 속성정보의 

경우 가장 많은 사용자 문의가 발생하는 부분

이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의 속성 정보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사

용자 편의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단된다. 

연 정보는 데이터셋의 속성에 의해 커버되

는 기간을 뜻하는 기존의 시간범 정보를 확장

시킨 패키지이다. 시간범 정보는 데이터셋의 

속성에 한 시작일시를 하 요소로 정의하도

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임상도 제작

일시 뿐만 아니라 수치임상도 제작 차수, 임상

원도 제작 시 이용한 항공사진의 촬 시기, 

지 조사 시기 등의 수치임상도 제작 연 에 

련된 속성을 새로운 메타데이터 요소로 정의하

여 확장시켰다. 이러한 연 정보는 속성정보와 

함께 사용자 문의가 높은 항목으로 앞으로의 

사용자 정보 만족도 상승이 기 되는 부분이다. 

갱신정보는 수치임상도 표  메타데이터의 

특징 인 항목으로 새로운 메타데이터 섹션을 

추가하는 확장 유형의 규칙을 따른다. 실제 수

치임상도 리 시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문

제는 수치임상도의 갱신정보 리이다. 1996년 

수치임상도 제작 이래로 수치임상도 일 별

로 갱신 황을 기록할 수 있는 별도의 리 

수단이 없어서 복 갱신 등의 리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갱신정보는 이러한 수치임상도 

리 효율성을 개선하기 해 새로이 확장된 

메타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임상도 배

포 이후 갱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간정보  

속성정보 등의 수정 편집이 발생할 경우 갱신

일자, 갱신차수, 갱신사유, 갱신 로세스, 갱신

작업자 등에 한 정보 입력을 통해 효율 으

로 갱신 기록이 유지․ 리될 수 있도록 하 다.

2.4. 데이터 사전 및 UML 다이어그램 구축

지리정보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는 방법은 

UML을 사용하여 추상  객체 모형으로 정의

하고 이를 데이터 사 과 연계하는 것이다. 각 

다이어그램은 연 된 개체 클래스, 데이터 유

형, 그리고 코드 리스트의 메타데이터 섹션을 

정의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 회, 2003). 수치임

상도 메타데이터 요소의 특징을 보다 상세하

게 기술하고 메타데이터 구 을 한 데이터 

스키마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해 표 3의 데

이터 사 을 구축하 다. 데이터 사 에는 메

타데이터를 실제 구 할 때 필요한 데이터 형

식, 유효한 값의 범 를 나타내는 도메인과 각

종 코드 리스트가 함께 포함된다. 수치임상도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데이터 사 과 연결되어 

UML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모형화되었다. 

수치임상도 메타데이터 패키지의 구성  

패키지 간 종속 계는 그림 3과 같으며 수치

임상도 리를 해 확장된 패키지인 속성정

보, 연 정보, 갱신정보와 연 된 개체 클래스

를 UML 다이어그램으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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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정보

1.데이터셋 제목 참조된 자원이 알려진 명칭 문자열 임의서술

2.데이터셋 참조일자 참조된 자원에 한 참조일자 클래스
CI_일자

《데이터유형》(B.3.2.4)

3.데이터셋 책임담당자

(기 명)

  자원에 해 책임을 가지는 개인이나 기 에 한 명

칭  직 정보
클래스

CI_책임담당자

《데이터유형》(B.3.2)

4.데이터셋 언어 자원내에 사용된 언어 문자열
ISO 639-2, 는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

5.데이터셋 문자셋 자원에 해 사용된 ISO 문자코딩 표 의 완 한 명칭 클래스
MD_문자셋코드

《코드리스트》(B.5.8)

6.데이터셋 주제분류 자원의 주제 클래스
MD_주제분류코드

《목록》(B.5.21)

7.데이터셋 공간해상도
  데이터셋에 공간데이터의 도에 한 일반  이해를 

제공하는 인자
클래스

MD_해상도

《결합》(B.2.2.5)

8.공간표 방식 지리정보를 공간 으로 표 하는데 사용되는 방법 클래스
MD_공간표 방식코드

《코드리스트》(B.5.21)

9.데이터셋 요약설명 자원의 속성에 한 간략한 서술  요약 문자열 임의서술

10.도엽번호 자원의 도엽번호 문자열 임의서술

11.도엽명 자원의 도엽명 문자열 임의서술

12.지역범 시/도에 해당하는 일반 인 행정 역명 클래스
MD_지역범 코드

《코드리스트》(B.5.24)

지리범

정보

13.서쪽경계경도 경도로 표 된 데이터셋 범 의 최서단 좌표, 도로 표시 각 -180.0≤서쪽경계경도≤180.0

14.동쪽경계경도 경도로 표 된 데이터셋 범 의 최동단 좌표, 도로 표시 각 -180.0≤동쪽경계경도≤180.0

15.남쪽경계 도 도로 표 된 데이터셋 범 의 최남단 좌표, 도로 표시 각 -90.0≤남쪽경계 도≤90.0

16.북쪽경계 도 도로 표 된 데이터셋 범 의 최북단 좌표, 도로 표시 각 -90.0≤북쪽경계 도≤90.0

연 정

보

17.제작시기 데이터셋의 제작 일시 클래스 TM_원어(B.4.5)

18.수치임상도 차수 데이터셋 제작 차수 문자열 임의서술

19.항공사진 촬 시기 종이 임상도 제작에 활용된 항공사진의 촬 시기 클래스 일자(B.4.2)

20. 지조사 시기 종이 임상도 제작 시 수행된 지조사 시기 클래스 일자(B.4.2)

참조체

계정보

21.참조체계식별자 참조체계의 명칭 클래스 연 정보_식별자(B.2.7.2)

22.투 사용된 투 의 식별 클래스 RS_식별자(B.2.7.2)

23.타원체 사용된 타원체의 식별 클래스 RS_식별자(B.2.7.2)

24.기 원 사용된 기 원 의 식별 클래스 RS_식별자(B.2.7.2)

25. 앙자오선경도
  일반 으로 투 법의 기본으로 사용되는 지도투 의 

심에서의 경도선
실수 실수

26.투 원 도 지도투 에 한 장방형 좌표의 원 으로 선택된 도 실수 실수

27.가상이스

(falseEasting)

  지도투 에 한 장방형 좌표에서 모든 x값에 더해지

는 값. 이 값은 종종 음수값을 없애기 해 사용된다. 

평면좌표단 에서 식별되는 측정단 로 표 한다.

실수 실수

28.가상노딩

(falseNorthing)

  지도투 에 한 장방형 좌표에서 모든 y값에 더해지

는 값. 이 값은 종종 음수값을 없애기 해 사용된다. 

평면좌표단 에서 식별되는 측정단 로 표 한다.

실수 실수

29. 앙선축척계수
  심선을 따른 실제거리를 계산하거나 축척화함으로써 

지도로부터 얻게되는 거리를 감소시키기 한 배수
실수 실수

속성

정보

30.필드명 속성필드 이름 문자열 임의서술

31.속성정의 속성 설명 문자열 임의서술

32.데이터유형 필드의 데이터유형 문자열 임의서술

33.필드크기 필드 크기 정수 정수

TABLE 3. 수치임상도 메타데이터 패키지 데이터 사전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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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정보

34.품질 용범 데이터 품질정보가 용되는 구체 인 데이터 클래스
DQ_범

《데이터유형》(B.2.4.5)

35.품질보고

  범 의 응용가능한 데이터 품질요소와 데이터 품질 하

요소에 의해 상세된 데이터에 한 정량 인 품질정

보

연계
DQ_요소

《추상》(B.2.4.3)

갱신

정보

36.갱신일자 갱신된 일자 클래스 일자(B.4.2)

37.갱신차수 몇 번째 갱신인지 차수 기술 문자열 임의서술

38.갱신사유 차수별로 갱신사유 정리  문자열 임의서술

39.갱신 로세스 갱신과정에 용한 Geoprocessing 기술 문자열 임의서술

40.갱신작업자 갱신작업을 수행한 작업자 실명 기록 문자열 임의서술

배포

정보

41.배포포맷 배포되어질 데이터의 형식에 한 기술을 제공 연계 MD_포맷(B.2.9.4)

42.온라인자원 데이터셋이 획득되어질 수 있는 온라인 치 클래스
URL(IETF RFC 1738 IETF 

RFC 20560

제약

정보
43.보안제약분류 자원 는 메타데이터 상의 조작 제한의 명칭 클래스

MD_분류코드

《코드리스트》(B.5.9)

메타데

이터 

개체셋

정보

44.메타데이터 일식별

자
메타데이터 일에 한 유일한 식별자 문자열 임의서술

45.메타데이터 표 명
  메타데이터 구축 시 기 이 되는 메타데이터 표 명칭

( 로 일명칭 포함)
문자열 임의서술

46.메타데이터 표 버

명

  메타데이터 구축 시 기 이 되는 메타데이터 표 버

( 로 일)
문자열 임의서술

47.메타데이터 언어 메타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사용된 언어 문자열
ISO 639-2, 는 다른부분으로 

사용

48.메타데이터 문자셋
메타데이터셋에 사용된 ISO 문자코딩 표 의 완 한 

명칭
클래스

MD_문자셋코드

《코드리스트》(B.5.8)

49.메타데이터 연락정보 메타데이터 정보에 한 책임담당자 클래스
CI_책임담당자

《데이터유형》(B.3.2)

50.메타데이터 생성일자 메타데이터가 만들어진 일자 클래스 일자(B.4.2)

CI   참고자료(Citation) GM  기하(Geometry

DQ  데이터품질(Data Quality) LI   연 (Lineage)

DS  데이터셋(Dataset) MD  메타데이터(Metadata)

DT  데이터구조형태(Datastructure Type) RS   참조체계(Reference System)

EX  범 (Extent) SC   공간좌표(Spatial Coordinates)

GF  일반지형지물(General Feature) TM  시간(Temporal)

주1: 패키지 약어

수치임상도 표준 메타데이터 구현

1. 수치임상도 표준 메타데이터 저작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계된 수치임상도 메

타데이터를 표  구조에 맞춰 손쉽게 구 할 

수 있도록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메타데이터 작도구를 개발하 다. 

XML은 확장형 표기 언어의 약자로 문서를 세

분화하고 그 문서들의 일부를 구분하는 의미

론 인 태그를 정의하는 규약의 집합으로(김

명구 외, 2002) 요소별 개별 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요소별로 장, 검색, 활

용할 수 있으며 문서를 교환할 때 응용 로그

램이 달라도 호환이 가능한 장  등으로 인해 

메타데이터 작성 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메타데이터 작도구는 사용자 편의성과 

입력 정확성을 확보하기 해 데이터형식과 도

메인 등 복잡한 구조의 메타데이터 표  사양을 

미리 로그램으로 정의하여 별도의 사용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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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메타데이터 항목 값을 

바로 입력하고 그 결과물로 XML 기반의 메타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메타데

이터 작성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

치임상도 갱신이 일어날 때마다 이에 한 갱신 

정보를 입력하여  리함으로써 수치임상도 

리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수치임상도 표  메타데이터 작도구의 개

발  사용 환경은 다음과 같다. 

∙기종 : IBM-PC 호환기종

∙OS : Windows XP 이상

∙개발 언어 : Visual Basic.Net 2003

∙필요 로그램 : ESRI사 ArcCatalog 9.x, 

.NET Framework 1.x

메타데이터 작도구의 개발을 해 한  

Windows XP/NT 등에서 운용할 수 있는 GIS 

소 트웨어인 ArcGIS 9.0을 이용하 으며 

ArcGIS 9.x 버 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하

다. GIS 소 트웨어를 메타데이터 작도구 

개발에 활용한 이유는 첫째, 수치임상도를 제

작하면서 메타데이터를 함께 입력하여 수치임

상도 제작과 메타데이터 제작 공정이 유기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며 둘째, 

ArcGIS의 메타데이터 생성 기능을 연계 활용

함으로써 수치임상도의 지리범 정보, 참조체

계정보, 속성정보 등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

어 입력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마지막

으로 ArcGIS의 XML 형식의 메타데이터 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그래  도구는 Microsoft Windows 운

체계에 최 화된 소 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Microsoft Visual Basic.Net 2003을 이용

하 다. 본 메타데이터 작도구를 이용하여 

국범 의 4차 수치임상도 750매에 한 메

타데이터 입력을 완료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임상도 사용자의 메타데

이터 가독성을 높이기 해 메타데이터 뷰어

를 작도구와 함께 개발하 다. 수치임상도 

배포 시 메타데이터 뷰어를 함께 제공하여 사

용자가 XML 형식의 메타데이터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도구와 동일한 인터페

이스로 개발하 다.

2. 주요 기능

메타데이터 작도구는 그림 4와 같이 

ArcGIS Tool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입력, 장, 

삭제, 코드 리 등 4가지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

다. ArcGIS의 ArcCatalog에서 수치임상도 일

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수치임상도에 한 

메타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 작도구의 핵심 기능인 입력 기

능은 메타데이터 항목을 ①메타데이터 개체셋

정보/식별정보 ②지리범 정보/참조체계정보/속

성정보/연 정보 ③품질정보/갱신정보/배포정보

/제약정보 등의 3가지 탭으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다. 식별정보에서 지역 범 의 경우 도엽

번호  도엽명 뿐만 아니라 도 단 의 행정구

역 범 가 함께 제공되어 행정구역 별 수치임

상도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그림 5). 속성정보

에서는 수치임상도의 DB 스키마가 테이블 형

태로 제공되는데 필드명, 속성정의, 데이터 형

식 등이 입력된다. 연 정보의 경우 수치임상도 

차수, 임상원도 제작에 쓰인 항공사진의 촬 시

기, 지조사시기 등을 입력하여 수치임상도가 

어떠한 시기의 임상정보를 포함하는지를 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그림 6). 한 자동 입

력 기능이 있어 메타데이터 도메인 내의 값을 

사용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어 입

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타

데이터 작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지리범

정보, 참조체계정보  속성정보에 해서는 

ArcGIS와 연동하여 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

당 값을 추출하여 입력되도록 개발하 다. 

본 작도구의 특징 인 기능인 상세 자료 

첨부 기능은 품질정보에 한 상세 자료인 토

폴로지 유효성 검사 자료와 속성정보에 한 

상세 자료인 속성설명 자료 등을 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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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지리범위/참조체계/속성/연혁정보 
입력창

FIGURE 5. 메타데이터개체셋 / 식별정보 입력창

FIGURE 4. ArcGIS Tool 형태의 메타데이터 
            저작도구            

FIGURE 7. 데이터품질/갱신/배포/
      제약정보 입력창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자에게 최종검수 결

과  속성 설명문 등에 한 더욱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토폴로지 유효성 검사 

자료는 총 5회의 검수과정을 거쳐 제작된 수

치임상도의 최종 검수 결과 자료로 XLS 포맷

으로 제공되며 속성 설명문은 수치임상도의 

속성 정보인 임상, , 경 , 소 도에 한 

코드체계와 속성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HWP 

일이다(그림 7).  다른 특징 인 기능인 

갱신정보 입력 기능은 수치임상도 갱신차수, 

일자, 사유, 로세스, 작업자 등과 같은 갱신 

기록을  입력할 수 있어 수치임상도의 최

신성 리를 도모할 수 있다(그림 7).

 메타데이터 작도구를 통해 입력된 메타

데이터는 XML 형식으로 장이 되며(그림 8), 

수치임상도와 함께 배포되는 메타데이터 뷰어

에서 해당 도엽별로 장된  XML 형식의 메

타데이터 일을 열게 되면 그림 9에서와 같

이 뷰어 화면을 통해 메타데이터 항목 값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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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메타데이터 뷰어

<?xml version="1.0">
<MD_메타데이터>

<식별정보>

<자료구조형태>

<파일검색정보>

<지역범위>

<지역범위코드 value="430-000-000" 

/> 

</지역범위>

<도엽명>병천</도엽명> 

 <도엽번호>367023</도엽번호> 

</파일검색정보>

</자료구조형태>

<참고자료>

<참고자료책임담당자>

<책임담당자역할>

<역할코드 value="001" /> 

</책임담당자역할>

FIGURE 8. XML 문서 형식의 메타데이터

결    론

수치임상도는 산림 분야의 표 주제도로 

많은 분야에서 범 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메타데이터의 부재로 수치임상도 사용자들이 

궁 해 하는 임상도의 제작시기, 항공사진 촬

시기, 속성정보 내용  갱신이력정보 등을 

서비스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해 지리정보 리용 메타데

이터 표 인 TTAS.IS-19115를 참조표 으로 

수치임상도 메타데이터 표 (안)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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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 10개의 패키지  50개의 항목으로 설

계된 메타데이터 표 (안)을 바탕으로 수치임

상도 메타데이터를 표  구조에 맞춰 손쉽게 

구 할 수 있도록 XML 기반의 메타데이터 

작도구를 함께 개발하 다. 이를 통해 수치임

상도 제작과 동시에 메타데이터 표  양식에 

맞춰 메타데이터를 효율 으로 입력할 수 있

게 되었으며 작도구와 동일한 인터페이스의 

메타데이터 뷰어를 개발하고 수치임상도 제공 

시 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치임상도 사용

자가 개별 컴퓨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메타데이터 구축을 통해 수치임상도의 

내용, 품질, 제작년도, 갱신 연  등 상세한 정

보를 수치임상도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치임

상도에 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아울러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 인 온라인 검색을 지원할 수 

있으며 표 을 수함으로써 유통 시 상호호

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리

정보 리용 메타데이터 표 과의 합성 검

토를 해서는 추후 추상화 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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