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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 수치지도 리시스템 분석

Analysis for Management System of Next Digit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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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nagement system of next digital map will contributes the systematic management for 

large dataset and huge data. To develop the management system, the requirements are analyzed 

and applied through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middleware management, editor and 

component.

▸Keywords : Next digital map, Management system, Middleware

1. 서 론

지능형국토정보기술 신사업의 일환인 차세 수치지도 구축 기술개발은 기존의 도엽단

 수치지도에서 벗어나 객체기반의 연속수치지도의 제작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차

세 수치지도 구축 기술개발의 효과 인 연구 성과를 하여 객체기반 연속수치지도의 방

한 DB를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2. 차세 수치지도 리시스템 구성

차세 수치지도는 다양한 공간정보에 한 용량 정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통합

된 정보의 활용  리를 하여 본 리시스템의 역할은 더욱 요하다. 따라서 리시스

템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하여 검토하여 보다 향상된 시스템을 구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  차세 수치지도시스템 기능도 [그림 2]  차세 수치지도 리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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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시스템 세부요소 분석

차세 수치지도 리시스템은 가용성, 확장성, 표 화, 호환성, 사용자 편의성/설치 편의

성 등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필요조건을 충족하기 하여 리시스템은 미들웨어 리

기, 차세 수치지도 공간에디터, View/Edit Control을 기본 요소로 구성하고 있다.

미들웨어 리기는 여러 DB를 하나의 논리  DB로 연결한 분산형 시스템으로 DB의 등

록/해제/변경 등을 리하며, 등록된 DB의 연결가능 상태를 테스트한다.

차세 수치지도 공간에디터는 기본 인 공간정보의 편집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차세

수치지도의 각각의 객체에 하여 UFID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View/Edit Control은 미들웨어를 장소로 이용하여 각종 응용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

도록 하며, 기본 인  View/편집 요소 뿐 아니라, 외부 WMS/WMF와의 연결을 통한 이

어의 생성/조회 등의 서비스를 구 할 수 있다.

4. 결 론

차세 수치지도 리시스템은 차세 수치지도의 데이터 근  리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써 다양한 용량 DB를 처리하기 해 미들웨어의 개발이 필수 이다. 따라서 

향후 차세 수치지도 리시스템은 재의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원시데이터

의 좌표변환, 표 화된 서비스 방안 마련, 실용화를 한 다양한 데이터 포맷의 변환 등을 

추가 으로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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