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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Digital map is ambiguous to be managed because that’s managed partition unit 

file-based. It brings about the cost of consumption because area has been changed or not is 

managed redundantly and there has been no way to provide digital map of spatial and time 

management. In addition, digital map can’t have the management of security assurance and 

systematization because it is managed file-based. Therefore, this research provides figures that 

after applying UFID per object, it can be managed history every update of it by object unit.

▸Keywords : UFID, Object-based, History management, Database

요  지

재 수치지도는 그 이력 리의 방법이 모호해 일기반으로 역단  혹은 도엽단 로 리되고 

있다. 이는 변화되지 않은 지역을 복 으로 리하여 비용의 소모가 클 뿐 아니라 수치지도의 시간

, 공간  리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한 수치지도를 일기반으로 리하기 때문에 리의 

보안성의 보장을 받지 못하며 리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의 

각 객체별 이력 리를 해 객체단 에 UFID를 부여 후 객체의 갱신이 이루어질 때마다 객체단 로

써 이력 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핵심어 : UFID, 객체기반, 이력 리, 데이터베이스

1. 서 론

재 수치지도는 축척별 도엽단 로 구성되어 그 리의 형태를 File 기반으로 리하고 

있다. 이러한 일기반의 수치지도는 데이터의 갱신  생성의 변화가 발생하면 일단 , 

도엽단 로 데이터를 백업하여 리하고 있어 고비용이 발생한다.

2. 수치지도 이력 리 황

재 수치지도는 축척별 도엽단 로 구성되어 그 리의 형태를 File 기반으로 리하고 

있다. 이러한 일기반의 수치지도는 데이터의 갱신  생성의 변화가 발생하면 일단 , 

도엽단 로 데이터를 백업하여 리하고 있다. 이는 수치지도를 리하는데 있어 고비용이 

발생하며 데이터의 복 리가 발생한다. 한 수치지도의 수정이 변화되지 않은 지역의 수

정으로 이어져 이 모든 객체를 백업하여 리하는 비효율  구조로 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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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력 리 황

[그림 2]  Excel을 이용한 이력 리 황

3. 이력 리를 한 수치지도의 구성  방법

 

수치지도를 체계 이게 리하기 해서는 기존 수치지도의 속성항목에 수치지도 리

를 한 새로운 Field를 추가하여 리해야 한다. E-TIME은 해당 객체의 소멸날짜를 기억

하며, S-TIME은 객체의 생성날짜를 기억한다. 한 UFID를 부여하여 객체의 추   이력

리를 할 수 있다. 

[그림 3]  이력 리를 한 속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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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ID가 부여된 객체를 이력 리 하는 방법은 다음 [그림 4]와 같이 련 Field들을 활

용하여 리한다. 이러한 방법이 용되기 해서는 객체단 의 수치지도가 구축되어야 하

며 데이터의 백업이 객체단 로 이루어 져야한다. 

[그림 4]  이력 리 방법

5.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로 이력 리를 해서 UFID의 부여  활용이 두되며, 객체단 의 이

력 리로 비용  데이터 공간의 감을 가져오며, 시간  데이터의 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어 과거 데이터와 재의 비교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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