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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이 매뉴얼(이하 문서로 표기)는 ㈜정도UIT에서 개발한 Geospatial services and shared server 인

MapStudio을 소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재개정 이력

1.00.001 - 최초작성 20180129 1.0.0

버전 내용 작성자 작업일 제품버젼

※ 일러두기

① 본 문서는 2017년 6월 개발된 MapStudio 1.0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품 개발 상황에 따라 예

고 없이 내용이 개선, 변경될 수 있다.

② 문서 내에서 중요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은 볼드체 및 밑줄로 표기하였고, 그 외 추가 정보가 필요한

항목(팁, 노하우,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안내사항

팁/노하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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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1.1. 로그인

1.1.1. 언어설정하기

그림 23 언어설정 화면

언어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언어설정 콤보박스를 클릭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한다.

② 기본언어 설정은 실행 브라우저의 기본언어로 세팅된다.

1.1.2. 로그인하기

그림 24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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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②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③ 또는 SNS계정을 통하여 로그인 할 수 있다.

④ ‘로그인 상태 유지’를 선택하면 로그아웃을 하기 전까지 브라우저창을 닫아도 로그인 상

태가 유지된다.

1.1.3. 회원가입하기

그림 25 회원가입 화면

회원가입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이름을 입력한다.

② [가입] 버튼을 클릭한다.

③ 등록 완료 후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1.4. 비밀번호 재발급

그림 26 비밀번호 재발급

비밀번호 재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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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 된 이메일주소를 입력한다.

② 정상적으로 등록된 이메일이라면 해당 이메일로 임시비밀번호가 발급된다.

③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한다.

1.2. 화면구성

1.2.1.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

그림 27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 화면

레이아웃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사이트 로고가 표시된다.

② 메뉴가 표시된다.

③ 로그인 한 사용자이름과 사용자 정보, 로그아웃, 비밀번호 변경 기능이 표시된다.

④ 메뉴의 상세 페이지가 표시된다.

1.2.2. 인트로

로그인 이전에는 인기 컨텐츠만 보여지지만 로그인 후는 사용자가 등록한 컨텐츠도 같이 보여

진다. 인기 컨텐츠는 공유된 컨텐츠 중 조회 수가 많은 컨텐츠를 말한다. 해당 컨텐츠를 클릭하면

컨텐츠 조회화면으로 이동한다.

버튼 클릭 시 컨텐츠 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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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프로필 변경

그림 28 프로필 조회 화면

프로필 조회화면에서는 가입한 이메일, 이름, 가입일 및 프로필 사진을 조회 할 수 있으며, 이

름과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림 29 프로필 변경 화면

프로필 변경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다. (이미지 권장사이즈 100 X 100)

② 이름 변경 시 변경하려는 이름으로 변경 후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1.2.4. 비밀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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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비밀번호 변경 화면

비밀번호 변경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메뉴 중 [비밀번호]을 클릭한다.

② 현재 비밀번호와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1.2.5. 메뉴 선택

그림 31 메뉴 선택 화면

상단 메뉴 선택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메인 메뉴를 클릭한다 (메인 메뉴 클릭시 서브메뉴 중 처음 메뉴로 이동된다)

② 아래 서브 메뉴가 나타나며 서브 메뉴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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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작은 메뉴 화면

웹브라우저 크기가 일정크기 이하로 작아질 경우 자동으로 작은 메뉴로 전환된다.

작은메뉴로 전환 된 경우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좌측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한다.

② 좌측에 메인메뉴와 서브메뉴 나타나며 클릭시 해당 화면으로 이동된다.

1.2.6. 전체화면보기

그림 33 전체화면보기 화면

전체화면 보기는 클릭 시 화면이 모니터에 꽉 찬 상태로 보여진다.

1.2.7. 로그아웃

그림 34 로그아웃 화면

[로그아웃]을 클릭 시 확인 창이 나타나며 확인 후 로그아웃 한다.



8 | P a g e

2. 데이터 관리

데이터는 메이플에서 지도 발행시에 함께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데이터는 사용자별로 관리한

다.

메이플에서 발행하는 방법은 메뉴 [4.6.1 메이플에서 서비스 발행가기]를 참조한다.

안내사항

2.1. Spatial Data

서버에서 관리되는 사용자별 레이어 목록이다. 레이어 등록은 메이플에서 지도 발행 시 지도 서

비스와 함께 등록할 수 있고 해당 화면에서 직접 등록할 수도 있다. 또한 각 레이어는 Shape,

GML, KML, Geosjon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1.1. 목록

그림 35 Spatial 목록 화면

목록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 입력 시 검색된 내용만 나타난다.

② 새데이터 :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한다.

③ 새로고침 : 데이터 목록을 다시 불러온다.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Title : 등록한 서비스 레이어 이름. 이름 앞에 geometry 유형을 보여준다.

② Description : 레이어의 상세내용으로 메이플에서 레이어 발행 시 입력한다.

③ CRS : 레이어의 좌표계 정보

④ Share : 레이어의 공유여부(관리자인 경우만)

⑤ Download : 대상 레이어를 Shape, GML, KML, Geojson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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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View : 레이어 미리보기

⑦ Option : 삭제 기능 제공. 관리자인 경우 공유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

2.1.2. 샘플 데이터 조회

그림 36 샘플데이터 화면

① Spatial 목록의 Row 클릭 시 목록 아래 샘플 데이터 10개가 표시된다.

② 샘플 데이터 조회 완료 후 샘플데이터 조회화면(목록 하단)으로 내려간다.

2.1.3. 데이터 다운로드

그림 37 Spatial 데이터 다운로드 화면

다운로드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다운로드 할 레이어 행에서 다운로드 할 유형의 아이콘을 클릭한다.

② 선택한 레이어의 File이 다운로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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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hape 파일인 경우 zip 파일로 압축되어 다운로드 된다.

2.1.4. 데이터 미리보기

그림 38 Spatial 데이터 미리보기 화면

데이터 미리보기는 버튼 클릭 시 미리보기 팝업창이 나타난다.

2.1.5. 데이터 삭제

데이터 삭제는 버튼 클릭 시 삭제 확인 창이 나타나며 확인 후 삭제한다.

레이어 삭제할 경우 대상 레이어가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후 삭제하여야 하며, 서

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이어를 삭제할 경우 해당 서비스 요청시 레이어가 그려지지 않거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2.1.6. 데이터 공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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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8 Spatial 데이터 공유 화면

데이터 공유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공유하려는 데이터 행의 버튼을 클릭한다.

② 공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Share 컬럼에 체크이미지가 나타난다.

③ 공유를 취소할때는 Share 버튼이 있는 곳의 버튼을 클릭한다.

2.1.7. 데이터 등록

그림 40 Spatial Data 등록 화면

데이터 등록은 상단 좌측의 버튼 클릭 시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난다.

데이터 등록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등록할 데이터의 유형(SHAPE, GML, KML, GPX, GeoJSON)을 선택한다.

② 각 유형별 등록 가능한 확장자를 확인 후 등록 할 파일을 선택한다.

③ 로컬파일 뿐만 아니라 DropBox 또는 구글드라이브의 파일도 등록 가능하다.

④ 하단의 데이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등록한다. 등록 완료 후 결과로 등록된

레이어 명이 보여진다.

⑤ Shape 데이터 등록시 압축파일 안에 .cst 파일이 존재 할 경우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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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ding은 .cst 파일에 정의된 것으로 데이터를 업로드 한다.

그림 41 Spatial Data 등록 폼 화면

2.2. Coverage Data

메이플에서 지도 발행 시 Coverage 타입으로 발행한 레이어의 정보를 보여준다.

2.2.1. 목록

그림 42 커버리지 목록 화면

목록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 입력 시 검색된 내용만 나타난다.

② 새데이터 : 새로운 coverage 데이터를 등록한다.

③ 새로고침 : 데이터를 다시 불러온다.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Title : 등록 된 레이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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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Owner : 등록 시 사용한 웹포탈 계정.

③ Description : 메이플에서 발행 시 입력한 상세내역.

④ Download : 대상 커버리지 다운로드.

⑤ Remove : 대상 커버리지 삭제

2.2.2. 데이터 다운로드

그림 43 Coverage 데이터 다운로드 화면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다운로드 할 레이어 행의 아이콘을 클릭한다.

② 선택한 레이어의 파일이 zip으로 압축되어 다운로드 된다.

2.2.3. 데이터 삭제

그림 44 Coverage 데이터 삭제 화면

데이터 삭제는 버튼클릭 시 삭제 확인 창이 나타나며 확인 후 삭제한다.

2.2.4. 데이터 등록

커버리지를 삭제할 경우 대상 커버리지가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후 삭제하여야 하

며,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커버리지를 삭제할 경우 해당 서비스 요청시 커버리지가 그려지

지 않거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위 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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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Coverage 데이터 등록 화면

데이터 등록은 상단 좌측의 버튼 클릭 시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난다.

데이터 등록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46 Coverage 데이터 등록 폼 화면

① 등록 가능한 확장자를 확인 후 등록 할 파일을 선택한다.

② DropBox 또는 구글드라이브의 파일도 등록 가능하다.

③ 하단의 데이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등록한다. 등록 완료 후 결과로 등록된

레이어 명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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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ile Map Data

서비스관리 > WMS 에서 생성한 Tile Map Data정보를 보여준다.

2.3.1. 목록

그림 47 Tile Map 목록 화면

목록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 입력 시 검색된 내용만 나타난다.

② 새로고침 : 데이터를 다시 불러온다.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Title : WMTS 생성 시 입력한 이름.

② Type : dynamic( 서비스관리 > WMS 에서 WMTS를 생성한 경우)

Static ( 서버의 사용자 폴더에 직접 업로드 했을 경우)

③ Owner : 메이플에서 발행 시 사용한 웹포탈 계정.

④ TileState : Tile State 조회.

2.3.2. Tile State

그림 48 Tile Map State 버튼 화면

Tile Map 목록의 버튼 클릭 시 Tile state조회 화면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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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Tile State 조회 화면

항목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Name : 발행 시 입력한 이름

② Service Type : Static , dynamic

③ BoundingBox : 전체 지도 중 서비스되는 영역

④ Background Transparent : 체크 시 배경 투명으로 처리

⑤ Image Format : Tile 서비스 시 제공하는 이미지 포맷

⑥ Level : 서비스 레벨 개수

⑦ Tile Size : 단일 타일 이미지 크기

⑧ Max Resolution : 타일의 선명도

⑨ Graphic Buffer : 그래픽을 저장하는 용량 크기

⑩ CRS : 기본 좌표체계

⑪ Scale : 실제 크기에 대한 축소 비율

⑫ Matrix sizes : Matrix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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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관리

사용자가 GWBase에 등록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페이지로 GDX, WMS, WFS, WCS, WMTS 관리메뉴

로 구성된다. 각 서비스 접근정보 및 메타 정보 관리, 서비스 On/Off, 삭제 그리고 Dynamic

WMTS서비스 생성/관리 등을 처리할 수 있다.

3.1. GDX

3.1.1. 목록 및 기능

그림 50 GDX 목록화면

목록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 입력 시 검색된 내용만 나타난다.

② 신규 : 새로운 GDX 서비스를 생성한다.

③ 새로고침 : 데이터를 다시 불러온다.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Title : 등록 된 GDX 서비스 이름.

l Key : 해당 GDX가 가지는 서비스키.

l Owner : GDX 소유자.

l On/Off : GDX를 사용하는 각 서비스(WMS, WFS, WCS)의 서비스 사용여부

l Option : 대상 커버리지 삭제

GDX별 서비스에 대한 관리페이지로 서비스 활성 버튼은 외부에서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이며

Delete 기능은 GDX 서비스 자체는 삭제하나 해당 GDX에서 참조하는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는

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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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서비스 ON/OFF 및 삭제

그림 51 서비스 On/Off 및 삭제화면

서비스 On/OFF 는 다음과 같다.

① On/OFF 할 서비스의 아이콘을 클릭한다.

② 서비스의 현재 상태가 아이콘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한다..

③ OFF된 서비스는 각 서비스(.WMS,WFS외) 의 목록에도 제외된다.

데이터 삭제는 버튼 클릭 시 삭제 확인 창이 나타나며 확인 후 삭제한다.

3.1.3. 신규 서비스 (GDX 생성)

신규 GDX를 생성하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서버에 관리되는 레이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생성한다. 생성된 GDX는 새로운 서비스로 등록이 되며, GDX가 가지는 레이어의 타입(Feature

Layer, Rastor Layser)에 따라 WMS, WFS, WCS 서비스가 생성된다.

3.1.3.1. 기본 화면



19 | P a g e

그림 52 GDX 생성화면

목록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Title : 생성할 GDX의 Title.

② Description : GDX 설명

③ Base Map : 배경지도 On/Off (GDX 생성 할 때 레이어의 위치 확인등의 용도로만 사용되

며, GDX 생성시에는 제외됨)

④ Label Hide Overlap : 레이어의 라벨 스타일이 있는경우 라벨의 겹침제거 옵션.

⑤ 레이어 추가 : 새로운 레이어 추가

⑥ 지도 컨트롤 : 지도 뷰화면의 확대/축소 버튼

⑦ 만들기 : GDX 생성.

⑧ 목록 : GDX 생성을 취소하고 GDX 목록으로 조회

생성 버튼과 함께 서버에 GDX가 만들어 지고 WMS, WFS 서비스가 생성된다.

GDX에 Rastor(Coverage) Layer가 포함되어 있으면, WCS 서비스도 함께 자동 생성된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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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레이어 선택

그림 53 레이어 목록화면

레이어 추가 및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GDX Layers의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목록창이 나타난다.

② Layer : Feature Layer 목록보기

③ Coverage : Coverage Layer 목록보기

④ 검색 : 레이어 검색

⑤ 닫기 : 레이어 선택/추가를 취소하고 레이어 목록창을 닫는다.

⑥ 적용 : 선택된 레이어를 GDX레이어 목록에 추가한다.

⑦ 선택하고자 하는 레이어 리스트의 목록을 더블 클릭하면 대상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목록창을 닫는다.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Layer Name : 레이어 이름

l Description : 레이어 설명

l CRS : 레이어 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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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레이어 설정

View Scale 및 Filter 정보등 레이어의 옵션 정보를 설정한다.

그림 54 레이어 목록화면

레이어 옵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레이어 목록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옵션 영역이 나타난다.

② Scale : 레이어가 보여지는 줌 레벨을 설정한다.

③ Filter : 레이어의 필터를 설정한다. 텍스트 박스에 필터를 추가하고 버튼을 클

릭하여 적용한다.

④ 레이어의 스타일을 설정한다.

⑤ 레이어의 속성 필드 정보 및 샘플 데이터 보기.

⑥ 레이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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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레이어 속성 데이터 확인

그림 55 레이어 속성 데이터 화면

① 레이어 목록의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의 속성테이블 창이 나타난다.

② 속성 테이블의 컬럼 Title에는 속성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 및 길이등의 컬럼 정보를 보여

준다.

③ 테이블에는 10개의 샘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3.1.3.5. 레이어 스타일 적용

가) 스타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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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레이어 스타일 설정

① 레이어 목록의 버튼을 선택하면 스타일 설정 화면으로 전환된다.

② 레이어 타입별 스타일을 설정 한다. (상세한 스타일 설정은 스타일 설정을 확인한다.)

그림 57 스타일 기능 버튼

스타일 설정화면 버튼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레이어에 설정된 스타일 적용한다.

② 스타일 관리에 미리 설정한 스타일 목을을 조회한다.

③ 스타일 설정 취소

나) 스타일 목록에서 스타일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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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스타일 목록 창

레이어 추가 및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스타일 설정화면의 버튼을 클릭하면 스타일 목록창이 나타난다.

② 검색 : 스타일 검색

③ 닫기 : 스타일 선택을 취소하고 스타일 목록창을 닫는다.

④ 적용 : 선택된 스타일을 스타일 설정에 적용하고 한다.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Type : Geometry type

l Title : 스타일 제목

l Description : 스타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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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WCS

3.2.1. 목록

그림 59 WCS 서비스 목록 창

목록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 입력 시 검색된 내용만 나타난다.

② Chart : WCS 서비스의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통계를 확인한다).

③ 새로고침 : 데이터 목록을 다시 불러온다.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GDX Title : WCS 서비스의 정보를 가지는 GDX 명을 나타낸다.

l KEY : GDX 고유 키

l Owner : 데이터의 소유자.

l Info : 해당 서비스의 MetaData 정보 및 MapView, 통계 정보 기능

3.2.2. Info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Capabilities, 지도보기, 통계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0 서비스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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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MetaData

버튼을 클릭하면 MetaData 정보 화면이 나타나며, 설정 내용 확인 및 변경이 가

능 하다.

그림 61 WCS MetaData 화면

항목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Title : 필수항목이며 서비스 제목

l providerSite : 필수 항목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

l AccessConstraints : . 필수 항목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이 요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NONE'(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음)을 입력합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는 경

우 정확한 문법 정의가 없으며 사용자의 정보 및 작업 내용이 클라이언트에 표시될 수 있

습니다.

l Abstract : 필수항목이며 서비스 개요입니다. 서버 정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l ProviderName : 필수 항목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또는 식별자

l Fees : 필수항목이며 서버가 수수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요소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NONE'(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음)을 입력합니다. 이는 무료라는

의미입니다.

l Keywords : 필수항목이며 서비스 keyword 입니다.

3.2.2.2. Map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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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WCS Map View 화면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 화면이 나타나며, 해당 서비스의 내용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WCS 지도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Coverage 선택 영역. 선택한 Coverage가 지도 영역에 반영된다.

② 지도의 기본 컨드롤과 측정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③ 지도보기를 종료하고 서비스 목록으로 화면전환 된다.

3.2.2.3. Chart

서비스의 통계 정보를 보는 화면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통계 화면으로 전환된다.

통계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요청 구분별 통계를 확인한다.

3.3. WMS

3.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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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WMS 서비스 목록 화면

목록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 입력 시 검색된 내용만 나타난다.

② Chart : WCS 서비스의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통계를 확인한다).

③ 새로고침 : 데이터 목록을 다시 불러온다.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GDX Title : WCS 서비스의 정보를 가지는 GDX 명을 나타낸다.

l KEY : GDX 고유 키

l Owner : 데이터의 소유자.

l Info : 해당 서비스의 MetaData 정보 및 MapView, 통계 정보 기능

l New Tile : 해당 WMS기반으로 Tile 서비스를 생성한다

3.3.2. Info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Capabilities, 지도보기, 통계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4 서비스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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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MetaData

버튼을 클릭하면 MetaData 정보 화면이 나타나며, 설정 내용 확인 및 변경이 가

능 하다.

그림 65 WMS MetaData 화면

항목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Service : 필수항목이며 서비스 형태

l Version : WMS version

l GetCapabilities Format : Capabilities 요청 결과 포멧

l GetMap Format : 지원 이미지 포멧

l GetFeatureInfo Format : 피쳐 정보 요청 결과 포멧

l Exception Format : 에러 발생 결과 포멧

l WGS84 : WGS84 좌표계로 서비스 최대 영역을 표시

l Max Extent : 최대 서비스 영역

l CRS : 좌표계

l Max Resolution : 최대 해상도

l Title : 필수항목이며 서비스 제목

l ContactPerson : WMS 서비스의 주 담당자

l ContactOrganization : WMS 서비스를 만든 조직

l OnlineResource : WMS 서비스의 URL

l Fees : WMS 서비스에 액세스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l AccessConstraints : 필수 항목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무시할 수 있다. 서버가 이 요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NONE'(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음)을 입력한다. 이 요소를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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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정확한 문법 정의가 없으며 사용자의 정보 및 작업 내용이 클라이언트에 표시 될 수

있다.

l KeywordList : 필수항목이며 서비스 Keyword 입니다

l Abstract : 필수항목이며 서비스 개요입니다. 서버 정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

다.

3.3.2.2. MapView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 화면이 나타나며, 해당 서비스의 내용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6 WMS Map View 화면

WMS 지도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범례 선택 영역. 레이어 단위의 On/Off 기능을 제공하며, 지도 서비스의 좌표계(CRS)와

서비스 영역(BBOX)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도보기를 종료하고 서비스 목록으로 화면전환 된다.

③ 지도의 기본 컨드롤과 측정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레이어 순서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범례 리스트에서 레이어의 드래그앤 드롭으로 레이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범례 리스트 순서는 지도영역의 중첩 순서에 반영된다.

3.3.2.3. Chart

서비스의 통계 정보를 보는 화면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통계 화면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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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요청 구분별 통계를 확인한다.

3.3.3. Option - Tile Map 생성

WMS서비스를 Dynamic WMTS서비스로 발행하는 기능이다.

Dynamic WMTS 서비스는 최초 이미지 요청시 타일 이미지를 생성하여 서버 디렉토리에 관리하

고 이후부터는 생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재사용한다.

레이어 그룹 및 레이어 스타일은 대상 WMS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서비스 대상 영역 및 서비스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림 67 WMTS 생성 화면

Tile Map 생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목록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Tile 생성 아이콘을 클릭한다.

② 설정항목을 입력 후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Tile Map 항목정의는 다음과 같다

l Base GDX Title : 타일 서비스를 만들 대상 GDX 서비스 이름

l Title Map Name : 발행할 WMTS 레이어의 이름으로 대상 이름이 WMTS 서비스 조회

시 레이어명으로 활용된다.

l Service Scope : 타일 서비스가 가지는 서비스 영역을 설정한다. Full Extent는 대상 WMS

영역으로 기본값으로 설정되며 User Extent는 사용자가 서비스할 영역을 설정하는 것으

로 해당 Extent 영역만 타일 서비스가 생성된다.

l Background Transparent : 생성된 이미지의 배경을 투명 처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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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mage Format : 생성되는 이미지 포맷으로 png와 jpeg를 제공한다.

l Level : 생성되는 타일 레이어의 레벨 개수

l Title Size : 생성되는 이미지 타일 크기

l Max Resolution : 전체 영역보기 시의 최대 해상도를 설정하는 곳으로 최대해상도는 대

상 WMS 레이어의 설정 정보로 자동 계산되며 그 크기의 변경도 가능하다.

l Graphic Buffer : 그래픽 버퍼는 하나의 타일을 그릴 때 버퍼만큼 더 넓은 영역의 데이터

로 타일의 영역을 그리는 옵션으로 각 타일 간의 연결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l CRS : 서비스 할 좌표 참조 체계로 대상 WMS의 좌표로 기본 설정된다.

3.4. WFS

3.4.1. 목록

그림 68 WFS 서비스 목록 화면

목록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 입력 시 검색된 내용만 나타난다.

② Chart : WCS 서비스의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통계를 확인한다).

③ 새로고침 : 데이터 목록을 다시 불러온다.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GDX Title : WFS 서비스의 정보를 가지는 GDX 명을 나타낸다.

l KEY : GDX 고유 키

l Owner : 데이터의 소유자.

l Download : 서비스내의 레이어들을 다운로드 받는 기능을 나타내며, GML, KML, Geojson

의 Format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l Info : 해당 서비스의 MetaData 정보 및 MapView, 통계 정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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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Downlaod

그림 69 서비스 정보 화면

다운로드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다운로드 할 레이어 행에서 다운로드 할 유형의 아이콘을 클릭한다.

② 선택한 레이어의 File이 다운로드 된다.

③ Shape 파일인 경우 zip 파일로 압축되어 다운로드 된다.

3.4.3. Info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Capabilities, 지도보기, 통계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0 서비스 정보 화면

3.4.3.1.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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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클릭하면 MetaData 정보 화면이 나타나며, 설정 내용 확인 및 변경이 가

능 하다.

그림 71 WFS MetaData 화면

항목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Title : 필수항목이며 서비스 제목

l ProviderName : 필수 항목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또는 식별자

l providerSite : 필수 항목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

l AccessConstraints : . 필수 항목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이 요소

를 사용하지 않으면 'NONE'(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음)을 입력합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문법 정의가 없으며 사용자의 정보 및 작업 내용이 클라이언트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l Abstract : 필수항목이며 서비스 개요입니다. 서버 정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l Fees : 필수항목이며 서버가 수수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요소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NONE'(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음)을 입력합니다. 이는 무료라는

의미입니다.

l Keywords : 필수항목이며 서버의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3.4.3.2. MapView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 화면이 나타나며, 해당 서비스의 내용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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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WFS Map View 화면

WFS 지도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레이어 선택 영역. 선택한 레이어가 지도 영역에 반영된다

② 지도보기를 종료하고 서비스 목록으로 화면전환 된다.

③ 지도의 기본 컨드롤과 측정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3.4.3.3. Chart

서비스의 통계 정보를 보는 화면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통계 화면으로 전환된다.

통계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요청 구분별 통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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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WMTS

3.5.1. 목록

그림 73 WMTS 서비스 목록 화면

목록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 입력 시 검색된 내용만 나타난다.

② Chart : WMTS 서비스의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통계를 확인한다).

③ 새로고침 : 데이터 목록을 다시 불러온다.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Title : WMTS 서비스의 정보명을 나타낸다.

l KEY : Tile Service 고유 키

l Type : dynamic( 서비스관리 > WMS 에서 WMTS를 생성한 경우) , Static ( 서버의 사용자

폴더에 직접 업로드 했을 경우)

l Owner : 데이터의 소유자.

l Info : 해당 서비스의 MetaData 정보 및 MapView, 통계 정보 기능

l Options : 캐쉬데이터 지우기, Tile 서비스 삭제등의 서비스 옵션 정보

3.5.2. Info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Capabilities, 지도보기, 통계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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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서비스 정보 화면

3.5.2.1. MetaData

버튼을 클릭하면 MetaData 정보 화면이 나타나며, 설정 내용 확인 및 변경이 가

능 하다.

그림 75 WMTS MetaData 화면

항목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Title : 필수항목이며 서비스 제목

l AccessConstraints : . 필수 항목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이 요소

를 사용하지 않으면 'NONE'(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음)을 입력합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문법 정의가 없으며 사용자의 정보 및 작업 내용이 클라이언트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l Abstract : 필수항목이며 서비스 개요입니다. 서버 정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l Fees : 필수항목이며 서버가 수수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요소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NONE'(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음)을 입력합니다. 이는 무료라는

의미입니다.

l Keywords : 필수항목이며 서버의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3.5.2.2. Map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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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클릭하면 지도 화면이 나타나며, 해당 서비스의 내용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6 WMTS Map View 화면

WMTS 지도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범례 선택 영역. 레이어 단위의 On/Off 기능을 제공한다.

② 지도보기를 종료하고 서비스 목록으로 화면전환 된다.

③ 지도의 기본 컨드롤과 측정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3.5.2.3. Chart

서비스의 통계 정보를 보는 화면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통계 화면으로 전환된다.

통계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요청 구분별 통계를 확인한다.

3.5.3.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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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WMTS 서비스 Option 화면

3.5.3.1. Cache Erase

WMTS 서비스 타입이 dynamic인 경우에만 활성화 되는 기능으로 서비스 Option에서 버튼

을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에 생성되어 있는 지도 이미지들을 삭제 한다. (단 서비스는 삭제

되지 않는다.)

주로 서비스 레이어가 변경 되었을 경우 사용하며, 해당 tile 이미지를 전체 삭제한다.

지도 이미지의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영역 및 레벨등의 설정 정보를 조정하려고 하는 경

우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생성하여야 한다.

안내사항

3.5.3.2. Remove

서비스 Option 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Tile 과

서비스가 모두 삭제된다.

서비스의 Tile 정보 및 이미지가 모두 삭제되어 한번 서비스를 삭제하면 되돌릴 수 없음으로

삭제시 주의해야 한다.

주의사항

3.6. 스타일

3.6.1. 목록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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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스타일 목록 화면

목록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스타일 추가 : 새로운 스타일을 생성한다.

② 새로고침 : 스타일 목록 리스트 새로고침.

③ 스타일 리스트 : 스타일 목록

④ 지도영역 : 지도 영역으로 스타일 목록을 선택하면 지도영역에 스타일 미리보기가 나타

난다.

그림 79 스타일 아이콘

① Point 스타일 아이콘

② Line 스타일 아이콘

③ Polygon 스타일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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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스타일 조회

그림 80 스타일 Preview

스타일 목록의 목록을 선택하면 해당 스타일의 설정대로 지도화면에 표현된다.

3.6.3. 스타일 추가

그림 81 스타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Geometry type 버튼창이 나타난다.

타입별 스타일 선택

해당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선택된 Geometry type의 스타일 설정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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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스타일 설정화면

스타일 설정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심폴설정과 라벨설정탭

설 정 저장,

스 타일 설정을 취소하고 리스트로 이동.

② 심볼, 라벨 설정 영역

③ 스타일 preview, 심볼 및 텍스트 설정 미리보기 화면

3.6.3.1. Point 스타일 설정

가) 단일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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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Point 단일 심볼 설정화면

설정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l 타이틀 : 스타일 제목.

l 상세내용 : 스타일 설명.

l 렌더러 선택 : 단일심볼 렌더러와 고유값 렌더러 선택

l 심볼 유형 : 포인트 심볼 유형, (○, □, △, X, +, ★ 형태의 모양 지원)

l 이미지 심볼 : 이미지 파일을 추가하여 심볼로 선택

l 심볼 색상 : 심볼내부(Fill) 색상 선택

l 심볼 크기 : 심볼의 크기 설정.

l 심볼 투명도 : 심볼내부(Fill) 투명도 설정

l 심볼 외곽 색상 : 심볼 외곽선(stroke) 색상 선택.

l 심볼 외곽 두께 : 심볼 외곽선 두께 설정.

l 심볼 외곽 투명도 : 심볼 외곽선 투명도 설정.

l 심볼 외곽 대쉬 : 심볼 외곽선의 대쉬 설정

(외곽선을 점선으로 변경 및 점선의 간격설정)

나) 고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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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Point 고유값 심볼 설정화면

설정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l 타이틀 : 스타일 제목.

l 상세내용 : 스타일 설명.

l 렌더러 선택 : 단일심볼 렌더러와 고유값 렌더러 선택

l 심볼 유형 : 포인트 심볼 유형, (○, □, △, X, +, ★ 형태의 모양 지원)

l 심볼 크기 : 심볼의 크기 설정.

l 심볼 투명도 : 심볼내부(Fill) 투명도 설정

l 심볼 외곽 색상 : 심볼 외곽선(stroke) 색상 선택.

l 심볼 외곽 두께 : 심볼 외곽선 두께 설정.

l 심볼 외곽 투명도 : 심볼 외곽선 투명도 설정.

l 심볼 외곽 대쉬 : 심볼 외곽선의 대쉬 설정 (외곽선을 점선으로 변경 및 점선의 간격설정)

l 고유값 컬럼 : 고유값을 사용할 테이블(레이어)의 컬럼 설정

l 고유값 색상 : 고유값 심볼의 생상 선택 (컬러램프 선택)

Ÿ 고유값 컬럼은 스타일 생성 또는 수정시에는 대상 컬럼이 없으므로, 기본값 또는 대상 스타

일을 사용할 레이어의 대상 컬럼값을 등록한다.

Ÿ GDX 서비스 생성시의 고유값 설정은 설정할 대상 레이어가 있어 레이어의 속성 컬럼 리스

트가 나타 난다.

Ÿ 고유값 색상은 설정 대상 컬럼의 고유값 개수가 해당 컬러램프의 개수보다 많으면 컬러램프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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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색상이 반복적으로 적용된다.

3.6.3.2. Line 스타일 설정

가) 단일심볼

그림 85 Line 단일 심볼 설정화면

설정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l 타이틀 : 스타일 제목.

l 상세내용 : 스타일 설명.

l 렌더러 선택 : 단일심볼 렌더러와 고유값 렌더러 선택

l 심볼 외곽 색상 : 심볼 외곽선(stroke) 색상 선택.

l 심볼 외곽 두께 : 심볼 외곽선 두께 설정.

l 심볼 외곽 투명도 : 심볼 외곽선 투명도 설정.

l 심볼 외곽 대쉬 : 심볼 외곽선의 대쉬 설정 (외곽선을 점선으로 변경 및 점선의 간격설정)

나) 고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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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Line 고유값 심볼 설정화면

설정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l 타이틀 : 스타일 제목.

l 상세내용 : 스타일 설명.

l 렌더러 선택 : 단일심볼 렌더러와 고유값 렌더러 선택

l 심볼 외곽 색상 : 심볼 외곽선(stroke) 색상 선택.

l 심볼 외곽 두께 : 심볼 외곽선 두께 설정.

l 심볼 외곽 투명도 : 심볼 외곽선 투명도 설정.

l 심볼 외곽 대쉬 : 심볼 외곽선의 대쉬 설정 (외곽선을 점선으로 변경 및 점선의 간격설정)

l 고유값 컬럼 : 고유값을 사용할 테이블(레이어)의 컬럼 설정

l 고유값 색상 : 고유값 심볼의 생상 선택 (컬러램프 선택)

Ÿ 고유값 컬럼은 스타일 생성 또는 수정시에는 대상 컬럼이 없으므로, 기본값 또는 대상 스타

일을 사용할 레이어의 대상 컬럼값을 등록한다.

Ÿ GDX 서비스 생성시의 고유값 설정은 설정할 대상 레이어가 있어 레이어의 속성 컬럼 리스

트가 나타 난다.

Ÿ 고유값 색상은 설정 대상 컬럼의 고유값 개수가 해당 컬러램프의 개수보다 많으면 컬러램프

의 색상이 반복적으로 적용된다.

안내사항

3.6.3.3. Polygon 스타일 설정

가) 단일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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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Polygon 단일 심볼 설정화면

설정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l 타이틀 : 스타일 제목.

l 상세내용 : 스타일 설명.

l 렌더러 선택 : 단일심볼 렌더러와 고유값 렌더러 선택

l 심볼 색상 : 심볼내부(Fill) 색상 선택

l 심볼 투명도 : 심볼내부(Fill) 투명도 설정

l 심볼 외곽 색상 : 심볼 외곽선(stroke) 색상 선택.

l 심볼 외곽 두께 : 심볼 외곽선 두께 설정.

l 심볼 외곽 투명도 : 심볼 외곽선 투명도 설정.

l 심볼 외곽 대쉬 : 심볼 외곽선의 대쉬 설정 (외곽선을 점선으로 변경 및 점선의 간격설정)

l 채우기 유형 : 심볼내부(Fill) 채우기 유형 (해치유형) 선택.

l 해치 색상 : 심볼내부 해치 색상 선택

l 해치 투명도 : 심볼내부 해치 투명도 설정.

나) 고유값



48 | P a g e

그림 88 Polygon 고유값 심볼 설정화면

설정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l 타이틀 : 스타일 제목.

l 상세내용 : 스타일 설명.

l 렌더러 선택 : 단일심볼 렌더러와 고유값 렌더러 선택

l 심볼 투명도 : 심볼내부(Fill) 투명도 설정

l 심볼 외곽 색상 : 심볼 외곽선(stroke) 색상 선택.

l 심볼 외곽 두께 : 심볼 외곽선 두께 설정.

l 심볼 외곽 투명도 : 심볼 외곽선 투명도 설정.

l 심볼 외곽 대쉬 : 심볼 외곽선의 대쉬 설정 (외곽선을 점선으로 변경 및 점선의 간격설정)

l 채우기 유형 : 심볼내부(Fill) 채우기 유형 (해치유형) 선택.

l 해치 색상 : 심볼내부 해치 색상 선택

l 해치 투명도 : 심볼내부 해치 투명도 설정.

l 고유값 컬럼 : 고유값을 사용할 테이블(레이어)의 컬럼 설정

l 고유값 색상 : 고유값 심볼의 생상 선택 (컬러램프 선택)

Ÿ 고유값 컬럼은 스타일 생성 또는 수정시에는 대상 컬럼이 없으므로, 기본값 또는 대상 스타

일을 사용할 레이어의 대상 컬럼값을 등록한다.

Ÿ GDX 서비스 생성시의 고유값 설정은 설정할 대상 레이어가 있어 레이어의 속성 컬럼 리스

트가 나타 난다.

Ÿ 고유값 색상은 설정 대상 컬럼의 고유값 개수가 해당 컬러램프의 개수보다 많으면 컬러램프

의 색상이 반복적으로 적용된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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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라벨 스타일 설정

그림 89 라벨 설정화면

설정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l 사용여부 : 라벨 사용여부.

l 라벨 텍스트 : 라벨을 사용할 테이블(레이어)의 컬럼 설정.

l 라벨 폰트 : 라벨 폰트 타입 설정

l 라벨 폰트 크기 : 폰트 크기 설정

l 라벨 폰트 두께 : Normal, Bold의 폰트 두께 설정

l 라벨 폰트 색상 : 라벨 색상 설정

l 라벨 투명도 : 라벨 투명도 설정

l 라벨 외곽 색상 : 라벨 외곽(Halo) 색상 설정

l 라벨 외곽 크기 : 라벨 외곽(Halo) 크기 설정

l Offset X : 폰트 위치 Y축 설정

l Offset Y : 폰트 위치 X축 설정

Ÿ 라벨 텍스트 컬럼은 스타일 생성 또는 수정시에는 대상 컬럼이 없으므로, 기본값 또는 대상

스타일을 사용할 레이어의 대상 컬럼값을 등록한다.

Ÿ GDX 서비스 생성시의 라벨 텍스트 설정은 설정할 대상 레이어가 있어 레이어의 속성 컬럼

리스트가 나타 난다.

안내사항

3.6.4. 스타일 수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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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스타일 수정화면

① 스타일 목록에서 리스트를 클릭하면 옵션창이 활설화 된다.

②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스타일의 수정화면으로 전환되고 스타일 설정정보가 세팅

된다.

③ 버튼 을 선택하면 해당 스타일이 삭제된다.

3.7. 서비스통계

각 서비스별 요청에 통계를 차트화면으로 보여주며, 각 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요청구분별 통계로

제공된다.

그림 91 서비스별 통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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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별 통계 보기

② 서비스 구분별 통계 보기

3.7.1. 서비스별 통계

각 서비스(WMS, WFS, WCS, WMTS)의 서비스 구분(GDX)별 일평균 요청건수, 시간대별 요청건수,

평균 응답시간 및 서비스 구분별 요청 비율등을 볼 수있도록 구분되어 있다.

그림 92 차트 화면(예)

상단의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93 차트 상단 버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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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균응답속도와 요청건수의 Time line을 동기화 하거나 해제한다.

그림 94 Time line 화면

② 차트를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한다. 각 이미지 파일을 압축하여 zip파일로 다운로드

된다.

③ 차트의 테마를 변경한다. 기본 값은 ‘shine’으로 설정되어 있다.

④ 검색 기간을 입력한다.

⑤ 검새기간 변경 시 해당 버튼을 눌러 차트를 재조회한다.

⑥ 목록화면으로 돌아간다.

화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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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차트 화면 구성

① 응답에 대한 처리 시간 중 시간단위 별 최대 값.

② 시간 단위 별 전체 요청 수.

③ 전체 요청 수에 대한 레이어 별 비율.

④ 하루 24시간 별 요청 수.

차트 전체 보기 시에는 layer별로 나타나며 해당 layer만 조회 한 경우는 요청 타입 별로 그래

프가 나타난다.

안내사항

차트별 버튼은 다음과 같다.

차트를 다시 그린다.

데이터를 막대 차트로 보여준다.

데이터를 선 차트로 보여준다.

3.8. 서비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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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메이플에서 서비스 발행하기

서비스 발행하기 기능은 리본 – 지도 탭 - 도구에 위치하며 아이콘 선택 시 서비스 발행하기 창

이 활성화되어 나타난다.

그림 96 메이플 지도탭 메뉴화면

캐비닛에 등록되어 있는 GWP가 없다면 서비스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발생 전 Cabinet의 웹서

버에 사전 등록해 놓아야 한다.

주의사항

그림 97 서비스 발행 창

서버 설정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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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ú 발행하려는 서비스의 영역을 지정합니다.

ú 현재 영역은 지도상 현재 보여지는 영역만큼 발행하고 전체 영역은 지

도의 전체 영역만큼 발행합니다.

타입 ú 발행하려는 서비스의 타입을 설정합니다.

ú 타입에는 WMS, WFS, WCS가 존재합니다.

서버 발행할 GWP 서버를 설정합니다.

서비스 설정

서비스 신규 등록

서비스를 신규로 등록한다. 기존에 GWP에 존재하는 레이어 이름과 중복될 수 없으며 중복되

어 있는 이름을 지정할 경우 붉은색 네모 칸으로 표시된다.

서비스 변경

GWP에 존재하는 웹 서비스 발행하려는 서비스로 변경한다.

서버 설정의 타입을 지정하면 GWP에 존재하는 서비스가 서비스 변경 목록에 표시된다. 목록

에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변경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정한다.

레이어 설정

발행할 레이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으로 서비스 설정 부분이 모두 적절하게 설정되

어 있을 때 활성화된다.

그림 98 서비스 발행 – 레이어 설정

좌측에 있는 목록을 기준으로 발행할 서비스에 대한 레이어 설정을 하는 영역으로 목록의 레이어

를 선택했을 때 우측 화면이 활성화되며 값을 설정할 수 있다.

TOC 레이어명

현재 TOC에서 쓰고 있는 레이어명을 보여주며 이 창에서 수정할 수 없다.

서비스 명

GWP에서 서비스되는 레이어 이름을 지정하는 곳으로 만약 이미 GWP에 존재하는 서비스

이름을 지정하면 레이어 덮어쓰기 옵션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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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서비스 발행 – 덮어쓰기

덮어쓰기 옵션을 체크한다면 GWP에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레이어를 TOC에 올라와 있는 레

이어로 덮어쓰게 된다.

덮어쓰기 옵션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GWP에 레이어를 업로드 하지 않고 발행된 서비스에 대상

레이어는 GWP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레이어로 대체되어 서비스된다.

설명

레이어에 대한 설명으로 GWP에 Description으로 표시된다.

모든 설정 부분이 완료되면 발행 버튼을 눌러 웹 서비스를 발행한다.

그림 100 서비스 발행이 완료된 레이어

GWP의 레이어로 TOC의 레이어를 대체하기

TOC레이어 명 옆에 있는 매칭 버튼( )을 통해 GWP에 존재하는 레이어를 TOC에 있는 레이어

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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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버튼을 클릭하면 GWP에 업로드 되어 있는 레이어의 목록을 조회하고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01 GWP에 업로드되어 있는 레이어 목록

동일한 지오메트리 유형으로만 매칭되며 동일하지 않은 지오메트리 유형을 가진 레이어는 유형이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선택이 불가능하다.

매칭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한다.

그림 102 GWP 내에 존재하는 레이어로 TOC 레이어 대체하기

적용을 누르면 서비스 발행창의 서비스 명이 선택한 레이어의 이름으로 설정된다. 이 레이어 이

름 그대로 발행을 누르면 GWP 내에 있는 레이어로 TOC의 레이어가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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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WMTS 서비스 등록하기

3.8.2.1. Dynamic WMTS 서비스 생성

가) Maple 에서 서비스 생성하기

Maple에서는 캐비닛에 등록된 웹 서버의 wms에서 바로 WMTS서비스 발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03 캐비닛 wms 서비스의 컨텍스트 메뉴

WMTS 서비스를 발행할 대상 WMS 서비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선택하여 뜨는 컨텍

스트 메뉴의 WMTS 서비스 레이어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WMTS 설정 창이 활성화되어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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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WMTS 서비스 레이어 발행 설정창

① WMTS 서비스 레이어 발행

옵션 이미지의 배경설정 및 대상 지오메트리의 좌표계, 그래픽 생성 시 버

퍼크기를 설정한다.

서비스 영역 레이어 영역을 설정한다.

타일구성 생성될 이미지 타일의 크기 및 레벨 개수. 형식 등 타일 이미지 구성

을 설정한다.

이름 발행할 WMTS 레이어의 이름을 설정한다.

항목 설명

② 이름

발행할 WMTS 레이어의 이름으로 대상 이름이 WMTS 서비스 조회 시 레이어명으로 활용

된다.

③ 타일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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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타일구성

이미지 타일의 크기 설정 및 이미지 형식, 그리고 대상 WMTS 레이어의 줌 레벨 개수,

그리고 전체 영역보기 시의 최대 해상도를 설정하는 곳으로 최대해상도는 대상 WMS 레

이어의 설정 정보로 자동 계산되며 그 크기의 변경도 가능하다.

④ 서비스 영역

그림 106 서비스 영역

타일 서비스가 가지는 서비스 영역을 설정한다. 대상 WMS 영역으로 기본 설정되며 대상

서비스 영역 변경도 가능하다.

⑤ 옵션

그림 107 옵션

배경투명처리는 생성된 이미지의 배경을 투명처리하는지 여부이며, 좌표 참조 체계는 서

비스할 좌표 참조 체계로 대상 WMS의 좌표로 기본 설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픽 버퍼는 하나의 타일을 그릴 때 버퍼만큼 더 넓은 영역의 데이터로 타일의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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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는 옵션으로 각 타일 간의 연결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나) Geo Web Portal에서 서비스 생성하기

Geo Web Portal에서 dynamic WMTS서비스 생성은 메뉴[4.3.4 Tile Map 생성] 을 참조한다.

3.8.2.2. Static WMTS 서비스 생성

Static WMTS 서비스는 타일링이 완료된 타일 이미지 군을 WMTS로 서비스하기 위한 것으로

타일링된 이미지를 MapStudio 서버의 ‘static.tiles.store’ Path 안 대상 WMTS서비스의 Owner(GWP

사용자 아이디) 폴더에 타일 이미지를 넣어 줌으로써 서비스가 발생이 된다. ‘static.tiles.store’ 경

로는 ‘3.1.6.2 Map Studio System 폴더변경’의 ④ WMTS Tile 폴더 변경’ 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림 108 static WMST 디렉토리 구조

타일 이미지 군에는 tileMap.xml 의 타일 설정 정보 파일이 존재하여야 하며 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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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tileMap.xml 파일 내용

① Width : 이미지 타일의 넓이

② Height : 이미지 타일의 높이

③ Transparent : 배경 투명처리 여부

④ PathExpression : 이미지파일 디렉토리 인덱스 구조

⑤ Origin :기준점

⑥ Format : 이미지 포맷

⑦ Pyramid : levelOrder – 이미지 파일 인덱스 순서

(asc 레벨 번호가 클수록 해상도가 감소

desc 레벨 번호가 클수록 해상도가 증가 )

numLevels – 이미지 레벨 개수

⑧ Resolutions : 각 레벨별 해상도

⑨ Envelope : 전체 영역

⑩ CRS : 기준 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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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텐츠

4.1. 내 컨텐츠

등록한 데이터, 서비스 및 또 다른 컨텐츠를 이용하여 사용자별 컨텐츠를 생성, 수정, 삭제, 공유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4.1.1. 컨텐츠 목록 조회

그림 110 내 컨텐츠 목록 화면

목록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보기 : 등록일순 및 조회수로 정렬하거나 자세히 또는 썸네일로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기본은 등록일순에 자세히보기로 목록이 조회된다.

② 검색 : 입력 시 검색된 내용만 나타난다.

③ 컨텐츠생성 :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난다.

④ 새로고침 : 목록을 재조회 한다.

⑤ 목록수 : 한 페이지에 보여질 목록의 수를 지정한다.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SNAPSHOT : 생성된 컨텐츠의 스냅샷 이미지가 또는 컨텐츠 관련 아이콘이 나타난다.

l DSCR: 컨텐츠 정보가 나타나며컨텐츠 수정, 삭제, 공유를 할 수 있는 설정 버튼이 있다.

4.1.1.1.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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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컨텐츠 썸네일 화면

컨텐츠 목록을 썸네일 형태로 보여준다. 보여지는 컨텐츠의 정보는 조회 수, 생성일, 공유여부의

정보만 나타난다.

그림 112 컨텐츠 썸네일 옵션 버튼 화면

컨텐츠 옵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 생성되어 있는 컨텐츠를 수정한다.

② 검색 : 해당 컨텐츠를 삭제한다.

③ public or private : 컨텐츠를 공유 또는 공유 취소를 할 수 있다.

④ 닫기 : 해당 팝업창을 닫는다.

4.1.1.2.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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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컨텐츠 자세히 보기 화면

컨텐츠 목록을 컨텐츠 상세 설명과 함께 보여진다. 보여지는 컨텐츠의 정보는 조회 수, 생성일,

공유여부, 상세설명이 나타난다.

그림 114 컨텐츠 자세히 보기 설정 버튼화면

컨텐츠 옵션 기능은 썸네일 보기와 같다.

4.1.2. 신규 컨텐츠 등록



66 | P a g e

그림 115 컨텐츠 등록 팝업 화면

컨텐츠 목록화면에서 등록버튼을 누르면 등록가능한 컨텐츠 유형이 나오며 생성할 컨텐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4.1.2.1. 웹 맵

그림 116 웹맵 화면 구성

웹맵의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 화면 : 타이틀 및 버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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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왼쪽 화면 : 맵 설정 영역

③ 오른쪽 화면 : 맵, 위젯 뷰 영역

그림 117 상단 타이틀 입력 화면

타이틀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다.

l 타이틀 영역을 클릭하여 입력 기능을 활성화 한후 입력한다.

l 타이틀 입력없이 저장할 경우 제목은 UNDEFINED 로 자동 입력된다.

그림 118 상단 버튼 기능

웹맵의 버튼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장 : 작성 완료 후 저장을 클릭한다. 클릭 후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된다.

② 목록 : 저장 없이 목록화면 으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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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좌축화면 숨기기

좌측화면 토글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토글 버튼 클릭시 왼쪽 영역은 최소화된다.

② 메뉴 탭을 클릭시 왼쪽 영역은 펼쳐진다.

그림 120 웹맵 데이터 유형 선택

웹맵의 데이터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 맵 데이터를 관리하며 지도영역에 반영된다..

② 위젯 : 데이터 기반으로 그룹, 공식, 시계열, 히스토리 위젯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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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데이터 추가 화면

데이터 추가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테이터 추가버튼을 클릭한다.

② 데이터 유형을 선택한다.

③ 추가할 데이터를 클릭하여 선택한다.

④ 적용을 클릭한다.

데이터 타입은 다음과 같다.

l Layer : 로그인 유저가 생성한 지도 데이터

l Layer(Share) : 사이트 관리자가 공개한 지도 데이터

l WMS : 로그인 유저가 생성한 WMS

l WFS : 로그인 유저가 생성한 WMS

l WMTS : 로그인 유저가 생성한 WMTS

l External : 외부의 WMS, WFS, WMTS

WMS, WFS, WMTS, External 의 데이터 타입은 지도 데이터의 스타일 변경, 또는 분석 기능의

제약이 있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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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데이터 설정

추가된 데이터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추가된 데이터의 타입을 표시한다.

② 데이터의 범례와 타이틀을 표시한다.

③ 데이터의 스타일 설정과 분석 기능

④ 데이터의 정보보기와 삭제 기능

⑤ 맵뷰에서 보여질 줌레벨 범위를 설정한다.

⑥ 데이터의 필터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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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데이터 스타일 설정

데이터의 스타일을 설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일 설정을 참조한다.).

그림 124 데이터 분석 유형

데이터 분석하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l Kernel Density: 입력 피처 레이어의 커널 밀도를 추정한 결과를 새로운 래스터 레이어

에 저장합니다. 커널 밀도 추정은 이름처럼 하나의 샘플 지점에 정해진 반경 내의 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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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특정한 함수를 지정하고 지정된 함수의 곡선상에 대입된 값을 누적하여 셀 별

밀도값을 추정하는 통계적 밀도 추정 방식으로서, 이 점이 Point Density 및 Line Density

와는 다릅니다. 본 도구에서는 ArcGIS의 커널밀도 추정과 동일한 Quartic 함수를 사용하

여 커널 밀도값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l Buffer : 입력 레이어의 모든 피처에 대해 지정한 거리만큼의 버퍼 영역을 생성하고 새로

운 결과 레이어에 저장합니다. 디졸브 옵션을 사용하여 버퍼 영역 중 중첩되는 버퍼 영

역들을 하나로 병합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l Windrose : 거리 및 방향에 대한 특정 지점 분포를 통계분석하고 통계치의 상대적인 비

율에 따라 로즈 다이어그램을 생성하여 새로운 레이어에 저장합니다.

l Intersect : 두 개의 레이어를 중첩하였을 때 교차되는 영역을 추출하여 새로운 레이어로

저장합니다.

l Append : 대상 레이어/테이블에 입력 레이어/테이블 목록의 피처 또는 데이터를 추가하

는 기능입니다. 다른 툴들은 새로운 레이어/테이블에 결과를 저장하지만 Append만 유일

하게 이미 존재하는 대상 레이어/테이블에 피처 또는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미 존재하

는 대상 레이어/테이블에 피처 또는 데이터가 추가되므로 모든 입력 레이어/테이블들의

스키마는 대상 레이어/테이블과 동일해야 합니다.

l Field Join : 입력 레이어/테이블과 조인 레이어/테이블의 입력 컬럼과 조인 컬럼을 조인

키 컬럼으로 사용해서 조인하고 조인키 컬럼값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조인 결과를 새로운

레이어/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입력 레이어/테이블의 조인키 컬럼값과 일치하는 조인 레이

어/테이블의 조인키 컬럼값이 있는 경우, 입력 레이어/테이블과 조인 레이어/테이블의 모

든 속성을 결과 레이어/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일치하는 조인 레이어/테이블의 조인키 컬

럼값이 없는 경우, 입력 레이어/테이블의 속성만 결과 레이어/테이블에 저장합니다.

l Fishnet : 입력 레이어의 전체 영역을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들로 분할합니다.전체 영역을

지정한 너비와 높이의 사각형들로 분할하거나 지정한 행과 열의 개수의 사각형들로 분할

합니다. 디폴트로는 사각형으로 저장되며, 설정한 지오메트리 유형에 따라 라인으로도 저

장할 수 있습니다.Fishnet으로 생성된 사각형들의 경우 모두 동일한 너비와 높이를 가지

지만, 각 사각형의 중심점들간의 거리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각형의 중심점

을 기준으로 좌/우, 상/하, 대각선 상에 인접한 사각형의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동일한 크기로 영역을 분할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l Fishnet Density : Fishnet 분석에 밀도분석을 더해진다.

l Thiessen Polygons : 포인트 레이어의 피처들 간의 티센 폴리곤을 생성하여 새로운 결과

레이어에 저장합니다. 티센 폴리곤은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며, 원본 레이어의

모든 포인트 피처들을 인접한 포인트 피처와 선분으로 연결하고 이 선분을 수직 이등분

한 선분들의 연장선이 이루는 다각형으로 정의됩니다. 두 지점간의 영역 및 경계를 산출

하는 용도로서 공공기관의 입지 혹은 상권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등분을 기본으

로 선분을 이분하는 위치를 조정하여 상권 영역간 중력분석등으로 응용되기도 합니다.

l Hexagonal Grid : 입력 레이어의 전체 영역을 정6각형들로 분할합니다. 정6각형은 중심

점에서 모든 끝점(vertex)까지의 거리가 동일하므로 모든 정6각형들의 중심점들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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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동일합니다. 한 정6각형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인접한 6개의 모든 정6각형의 중

심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모든 중심점들 간의 거리가 일정하도록 영

역을 분할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l Hexagonal Density : Hexagonal Grid 분석에 밀도분석이 더해진다.

l SpiderMap Attribute : 두 레이어의 피처들을 잇는 스파이더맵을 생성하여 새로운 레이

어에 저장합니다. 스파이더 맵은 하나의 지점과 다른 지점을 잇는 일련의 선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스파이더 맵에서 하나의 선은 한 레이어의 피처와 다른 레이어의 피처를 연

결합니다. 두 레이어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두 레이어의 피처를 잇는 라인을 생성하여

새로운 레이어에 저장합니다. 두 레이어의 피처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O 레이어의 속성

컬럼값과 일치하는 D 레이어의 속성 컬럼값이 있는 경우, O 레이어의 피처와 D 레이어

의 피처를 잇는 라인을 생성합니다.

l SpiderMap Distance : 두 레이어의 피처들을 잇는 스파이더맵을 생성하여 새로운 레이

어에 저장합니다. 스파이더 맵은 하나의 지점과 다른 지점을 잇는 일련의 선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스파이더 맵에서 하나의 선은 한 레이어의 피처와 다른 레이어의 피처를 연

결합니다. 두 레이어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두 레이어의 피처를 잇는 라인을 생성하여

새로운 레이어에 저장합니다. 두 레이어의 피처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By Distance를 사

용하면, O 레이어의 각 피처와 가장 가까이 있는 D 레이어의 피처를 찾아서 두 피처를

잇는 라인을 생성합니다.

l Clip : 입력 레이어와 클립 레이어를 겹쳤을 때 겹친 부분을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그림 125 데이터 분석 선택 및 설정

분석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분석 유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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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석 옵션들을 입력한다.

③ 적용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26 Kernel Density 설정 화면 및 적용 화면

Kernel Density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l Input Geometry : 커널 밀도를 추정할 원본 피처 레이어. 레이어의 피처 유형에 상관 없

이 무게중심점을 추출하여 사용합니다.

l Cell Size (m) : 입력 피처 레이어에 대한 결과 래스터 레이어의 한 셀의 실제 크기를 지

정합니다. 입력 피처 레이어에서 지정된 셀 크기의 정사각형이 결과 래스터 레이어의 한

셀을 구성합니다. 

지정된 셀 크기가 0 이거나 음수인 경우 기본 셀 사이즈가 적용되며, 기본 셀 사이즈는

입력 피처 레이어의 전체 영역의 가로, 세로 길이 중 짧은 길이 / 250 입니다.

l Serch Radius (m) : 한 피처의 밀도를 추정할 대상 셀들을 검색할 반경. 

커널 곡선에 빗대어 bandwidth 라고도 하며, 입력값이 음수일 경우는 최적화된 반경값

산출 알고리즘에 의해 기본 반경값이 산정되어 반영됩니다.

l Population Column (Optional) : 밀도 추정에 사용될 가중치 값 컬럼 이름.  컬럼 유형은

숫자형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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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Buffer 설정 화면 및 적용 화면

Buffer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Input Geometry : 버퍼 영역을 생성할 원본 레이어

② Distance (m) : 버퍼 영역을 생성할 거리 값.

그림 128 데이터 또는 위젯을 선택한 화면

Windrose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l Input Geometry : 통계 대상인 숫자형 컬럼을 가진 원본 레이어. 

레이어의 피처 유형에 상관 없이 무게중심점을 추출하여 반영합니다.

l Input Column : 통계 대상 컬럼 이름. 컬럼 유형은 숫자형으로 제한됩니다.

l Pie Count : 생성될 로즈 다이어그램의 파이 개수. 

기본값은 36으로 10도 당 1개의 파이가 생성된다.

l Search Radius : 각각의 로즈 다이어그램이 검색할 최대 반경값을 지정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거나 0 또는 음수를 지정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계산한 기본값을 검색

반경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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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데이터 또는 위젯을 선택한 화면

Intersect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l First Geometry : 중첩할 레이어 1

l Second Geometry : 중첩할 레이어 2

그림 130 데이터 또는 위젯을 선택한 화면

Append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l Input Geometry : 추가할 대상 원본 레이어

l Append Geometry : 추가할 레이어/테이블 목록. 

입력 레이어/테이블들의 스키마는 대상 레이어/테이블의 스키마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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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데이터 또는 위젯을 선택한 화면

JoinField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l Input Geometry : 조인할 대상 원본 레이어/테이블

l Input Column : 입력 레이어/테이블에서 조인에 사용할 조인키 컬럼 이름

l Join Geometry : 조인 레이어/테이블

l Join Column : 조인 레이어/테이블에서 조인에 사용할 조인키 컬럼 이름

그림 132 데이터 또는 위젯을 선택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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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net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l Input Geometry : Fishnet을 생성할 원본 피처/래스터 레이어

l Width (m) : 분할할 사각형 셀의 너비

l Height (m) : 분할할 사각형 셀의 높이

그림 133 데이터 또는 위젯을 선택한 화면

FishnetDensity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l Input Geometry : Fishnet을 생성할 원본 피처/래스터 레이어

l Width (m) : 분할할 사각형 셀의 너비

l Height (m) : 분할할 사각형 셀의 높이

그림 134 데이터 또는 위젯을 선택한 화면

Thiessen Polygons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l Input Geometry : 티센 폴리곤을 생성할 원본 포인트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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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rea Ratio : 원본 레이어 영역 대비 결과 레이어 영역 크기

그림 135 데이터 또는 위젯을 선택한 화면

HexagonalGrid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l Input Geometry : Hexagonal Grid를 생성할 레이어

l Distance (m) : 각 6각형 중심점들 간의 거리

그림 136 데이터 또는 위젯을 선택한 화면

HexagonalDensity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l Input Geometry : Hexagonal Grid를 생성할 레이어

l Distance (m) : 각 6각형 중심점들 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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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데이터 또는 위젯을 선택한 화면

SpiderMapAttribute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l Reference Geometry : 연결 기준이 되는 원본 레이어

l Reference Column : 원본 레이어의 컬럼 이름

l Connected Geometry : 연결할 대상 레이어

l Connected Column : 연결할 레이어의 컬럼 이름

그림 138 데이터 또는 위젯을 선택한 화면

SpiderMapDistance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l Reference Geometry : 연결 기준이 되는 원본 레이어

l Connected Geometry : 연결할 대상 레이어

l Max Distance (m) : 기준 레이어의 피처와 연결할 레이어의 피처 사이의 최대 허용 거

리. 거리의 단위는 기준 레이어의 좌표 참조 체계의 단위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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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데이터 또는 위젯을 선택한 화면

Clip 분석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l Input Geometry : 클립 대상 원본 레이어

l Clip Geometry : 클립 영역 레이어

그림 140 데이터(레이어) 줌레벨 설정 화면

데이터(레이어) 줌레벨 설정은 다음과 같다.

l 데이터의 줌레벨 설정 바를 드레그로 조절한다. ( 0Level ~ 21 Level )

l 줌레벨 설정에 따라 맵뷰에 해당 데이터(레이어)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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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데이터(레이어) 필터 설정 화면

데이터(레이어) 줌레벨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펄터 입력란에 조건문을 입력한다. 예) NAME=’South Korea’

② Apply 버튼을 클릭한다.

③ 맵뷰에 필터가 적용된 데이터(레이어)가 표시된다.

그림 142 데이터(레이어) 정보보기 화면

데이터(레이어) 정보보기 기능은 다음과 같다.

l 정보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 팝업으로 10개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l 데이터의 컬럼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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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데이터 위젯 설정

데이터 위젯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젯탭을 선택한다.

② + 버튼을 클릭하면 위젯 선택 창이 나타난다.

③ 추가할 위젯 유형은 선택한다. (그룹연산, 공식, 시계열, 히스토그램)

④ 선택한 위젯 유형으로 표현가능한 데이터 컬럼이 보여지며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클릭

시 선택된다.

⑤ 적용을 클릭한다.

그림 144 데이터 위젯 추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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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 위젯 편집

위젯편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젯 리스트의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② 해당 위젯의 유형에 따라 수정 팝업창이 나타난다.

그림 146 위젯 그룹 편집창

위젯 그룹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l 타이틀 : 위젯의 상단 타이틀

l 레이어 : 생성된 위젯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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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룹컬럼 : 그룹지어질 테이터 컬럼

l 연산컬럼 : 연산처리될 데이터 컬럼

l 옵션 : 연산의 유형 (count , sum, avg)

l 지도연동 : 현재 보여지고 있는 지도영역으로 적용할지의 On/Off , Off일 경우는 데이터

전체로 연산하여 위젯이 구성된다.

그림 147 위젯 연산 편집창

위젯 연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l 타이틀 : 위젯의 상단 타이틀

l 옵션 : 연산의 유형 (count , sum, avg)

l 레이어 : 생성된 위젯의 데이터

l 필드 : 연산처리될 데이터 컬럼

l 접두어 : 결과 앞에 표시될 문구

l 접미어 : 결과값 뒤에 표시될 문구

l 지도연동 : 현재 보여지고 있는 지도영역으로 적용할지의 On/Off , Off일 경우는 데이터

전체로 연산하여 위젯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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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그림글

웹맵 범례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지도 범례 메뉴에서 + 버튼을 클릭한다.

② 등록 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한다. 다중 선택이 가능하다.

③ 적용을 클릭한다.

웹맵에 추가한 데이터 기반으로 범례를 등록할 수 있다. 데이터 유형중 WMS, WFS, WMTS, 외

부레이어는 제외 된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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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 범례 설정 화면

웹맵 범례 설정화면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한 범례 리스트. 좌측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순서변경이 가능하다.

② 맵뷰에서 범례를 On/Off 할수 있다.

③ 맵뷰의 범례 표시 위치.

그림 150 지도 정보 팝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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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팝업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 버튼을 클릭한다.

② 팝업으로 등록 가능한 컬럼이 표시되며 클릭시 선택된다. 다중 선택이 가능하다.

③ 적용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51 정보보기 설정 화면

웹맵 정보보기 설정 화면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된 컬럼 리스트가 표시되며 드래그앤 드롭으로 순서를 변경한다.

② 정보보기 기능의 On/Off 기능

③ i 버튼을 누른후 조회하고 싶은 지도 위치를 클릭

④ 등록된 컬럼들의 정보가 팝업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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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지도 마커 TEXT 추가 화면

웹맵 마커 화면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마커 추가 아이콘

② 추가된 마커의 타이틀

③ TEXT 마커일 경우 지도 화면 고정 기능

④ TEXT 마커의 스타일 기능

⑤ 마커의 수정 기능

⑥ 삭제 기능

그림 153 지도 마커 스타일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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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지도 마커 Text 정보입력 화면

마커 정보 입력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입력 아이콘을 클릭한다.

② TEXT를 입력한후 적용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55 지도 마커 추가 화면

마커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 버튼을 클릭한다.

② 맵 중앙에 마커가 표시되며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치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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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지도 책갈피 추가 화면

지도 책갈피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l +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맵뷰의 위치가 추가 된다.

그림 158 책갈피 기능 화면

책갈피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책갈피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책갈피 타이틀

③ 저장한 위치로 지도 이동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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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베이스 맵 지도 화면

웹맵 배경맵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선택 되어진 배경맵

② 배경맵 서비스

③ 서비스별 제공하는 지도

4.1.2.2. 대쉬보드

웹맵, 이미지, 텍스트, 차트, 링크의 위젯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컨텐

츠를 생성할 수 있다. 컨텐츠의 배경색 및 배경이미지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림 160 대쉬보드 크기 설정 화면

대쉬보드 생성 시 최초 대쉬보드의 가로 크기를 선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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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대쉬보드 화면구성

대쉬보드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④ 상단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⑤ 대쉬보드 컨텐츠 영역: 등록될 컨텐츠 영역.

⑥ 위젯 및 배경 설정 영역: 위젯과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역

컨텐츠 제목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좌측 상단 의 버튼을 클릭한다.

②

제목 및 상세설명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③ 수정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한다.

대쉬보드 위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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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대쉬보드 위젯 버튼 화면

ü 위젯 공통

그림 163 대쉬보드 위젯 공통 화면

위젯 선택 시 위와 같은 위젯이 대쉬보드 컨텐츠 영역에 생성되며 우측 상단의 버튼만

해당 위젯에 맞게 변경된다.

공통버튼은 다음과 같다.

① : 위젯에 컨텐츠를 생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상태이다.

② : 위젯의 위치를 이동시킬수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③ : 해당 위젯을 삭제한다.

④ : 위젯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ü 웹맵 위젯

그림 164 대쉬보드 웹맵 위젯 화면

data및 컨텐츠(웹맵)을 삽입할 수 있는 위젯이다.

웹맵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아이콘을 클릭하여 등록 대상 팝업을 띄운다.

② 팝업 창에서 삽입하려는 데이터 또는 컨텐츠를 선택 후 [적용]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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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 대쉬보드 웹맵 설정 화면

ü 이미지 위젯

그림 166 대쉬보드 이미지 위젯 화면

PC의 이미지 또는 외부url을 통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다.

이미지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아이콘을 클릭하여 PC에서 삽입할 이미지를 찾는다.

② 아이콘을 클릭하여 외부 URL을 통해 삽입할 이미지를 삽입한다.

③ ① 또는 ②에서 선택한 이미지가 위젯에 나타난다.

④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로/세로/화면 맞춤, 원본크기, 확대/축소, 왼쪽/오른쪽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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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7 대쉬보드 이미지 설정 화면

ü 텍스트 위젯

그림 168 대쉬보드 텍스트 위젯 화면

대쉬보드에 에디터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위젯이다.

텍스트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아이콘을 클릭하여 텍스트 에디터 팝업을 띄운다.

② 텍스트를 입력 후 [Save]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69 대쉬보드 텍스트 설정 화면

ü 링크 위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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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0 대쉬보드 링크 위젯 화면

대쉬보드에 URL을 입력하여 해당 페이지를 삽입할 수 있는 위젯이다.

링크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아이콘을 클릭하여 외부 URL을 통해 외부 페이지를 삽입한다.

② 해당 페이지가 삽입된다.

그림 171 대쉬보드 링크 설정 화면

ü 차트 위젯

그림 172 대쉬보드 차트 위젯 화면

대쉬보드에 엑셀 또는 Layer를 이용하여 차트를 생성하는 위젯이다.

차트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트를 생성할 엑셀 또는 등록되어 있는 Data를 찾는다.

② [적용]버튼을 클릭하여 차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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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3 대쉬보드 차트 설정 화면

차트 데이터 팝업

- 엑셀 파일

그림 174 대쉬보드 차트 데이터 팝업(엑셀) 화면

엑셀 데이터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좌측 상단의 ExcelData 탭을 선택한다.

②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차트를 생성할 엑셀파일을 선택한다.

③ 파일 업로드 후 차트를 생성 할 Sheet를 선택한다.

④ 차트를 생성할 데이터의 첫번째 Row와 마지막 Row를 선택한다. 첫번째 Row는 데

이터에 대한 컬럼이 있는 Row로 선택한다.

⑤ 차트로 표현할 X컬럼, Y컬럼을 선택한다. 선택한 컬럼이 숫자형태이면 합의 계산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건수만 나타난다.

⑥ [적용]버튼을 누르면 차트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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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5 대쉬보드 차트 데이터 팝업(엑셀) 적용 화면

- 레이어 데이터

그림 176 대쉬보드 차트 데이터 팝업(Layer) 화면

Layer 데이터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좌측 상단의 LayerData 탭을 선택한다.

② 사용자 본인이 등록한 Layer인지 공유된 Layer인지 선택한다.

③ Layer목록에서 차트로 생성할 Layer를 선택한다.

④ 차트로 표현할 X컬럼, Y컬럼을 선택한다. 선택한 컬럼이 숫자형태이면 합의 계산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건수만 나타난다.

⑤ [적용]버튼을 누르면 차트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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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7 대쉬보드 차트 데이터 팝업(Layer) 적용 화면

ü 공백 위젯

그림 178 대쉬보드 공백 위젯 화면

위젯 간 간격이 필요한 경우 공백 위젯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대쉬보드 배경

대쉬보드 컨텐츠의 배경을 사용자가 지정한 색 또는 지정한 이미지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림 179 대쉬보드 배경 설정 화면

대쉬보드 배경 설정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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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색상선택: 배경 색상을 선택한다.

② 배경 이미지: 배경에 이미지를 설정한다.

그림 180 대쉬보드 배경 이미지 설정 화면

대쉬보드 배경 이미지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배경이미지 사용여부를 선택한다.

② PC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외부URL을 이용해 이미지를 선택한다.

③ 배경 이미지의 크기를 선택한다.

④ 배경 이미지의 반복을 설정한다.

4.1.2.3. 페이징 시리즈

생성한 컨텐츠(웹맵, 대쉬보드, SyncMap) 및 텍스트를 이용하여 페이지 형태의 묶음으로 블로그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81 페이지시리즈 화면 구성

페이지시리즈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② 페이지이동: 해당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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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쉬보드 컨텐츠 영역: 등록될 컨텐츠 영역.

컨텐츠 제목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좌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한다.

②

제목 및 상세설명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③ 수정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한다.

페이지시리즈 상단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다.

②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되어 있는 컨텐츠의 순서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컨텐츠를 저장 후 목록으로 돌아간다.

④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돌아간다. 작업된 내용들은 저장되지 않는다.

컨텐츠 추가 팝업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182 시리즈 컨텐츠 추가 화면 구성

① 제목영역: 컨텐츠 제목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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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용영역: 컨텐츠 관련 내용을 입력한다.

③ 컨텐츠선택 영역: [컨텐츠 사용] 시 목록의 컨텐츠를 선택하거나 [사용안함] 시 제목과 내

용의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다.

④ 버튼영역: 저장하거나 팝업창을 닫을 수 있다.

페이지컨텐츠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83 페이지 시리즈 컨텐츠 추가 화면

①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팝업을 연다.

② 삽입할 컨텐츠를 작성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페이지컨텐츠 수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84 페이지 시리즈 컨텐츠 수정 화면

① 버튼을 클릭하여 컨텐츠 구성 팝업을 연다.

② [순서이동]: 이동하려는 항목을 마우스로 끌어당겨 원하는 순서로 이동시킨다.

③ [편집]: 편집 버튼을 누르면 해당 컨텐츠를 수정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난다.



104 | P a g e

④ [삭제]: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컨텐츠가 삭제된다.

4.1.2.4. 탭 시리즈

생성한 컨텐츠(웹맵, 대쉬보드, SyncMap) 및 텍스트를 이용하여 탭 형태의 묶음으로 블로그를 생

성할 수 있다.

그림 185 탭시리즈 화면 구성

탭시리즈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② 페이지이동: 해당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탭으로 이동할 수 있다.

③ 대쉬보드 컨텐츠 영역: 등록될 컨텐츠 영역.

컨텐츠 제목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좌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한다.

②

제목 및 상세설명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③ 수정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한다.

탭시리즈 상단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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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다.

②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되어 있는 컨텐츠의 순서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컨텐츠를 저장 후 목록으로 돌아간다.

④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돌아간다. 작업된 내용들은 저장되지 않는다.

탭시리즈 컨텐츠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86 탭 시리즈 컨텐츠 추가 화면

①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팝업을 연다.

② 삽입할 컨텐츠를 작성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탭시리즈 컨텐츠 수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87 탭 시리즈 컨텐츠 수정 화면

① 버튼을 클릭하여 컨텐츠 구성 팝업을 연다.

② [순서이동]: 이동하려는 항목을 마우스로 끌어당겨 원하는 순서로 이동시킨다.

③ [편집]: 편집 버튼을 누르면 해당 컨텐츠를 수정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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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컨텐츠가 삭제된다.

4.1.2.5. 스크롤 시리즈

생성한 컨텐츠(웹맵, 대쉬보드, SyncMap) 및 텍스트를 이용하여 스크롤 형태의 한페이지 묶음으로

블로그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88 스크롤시리즈 화면 구성

스크롤시리즈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② 페이지이동: 해당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마우스 휠을 이동

하거나 해당 영역에 마우스를 가져갈 경우 페이지 이동 버튼이 나타난다.)

③ 대쉬보드 컨텐츠 영역: 등록될 컨텐츠 영역.

컨텐츠 제목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좌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한다.

②

제목 및 상세설명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③ 수정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한다.

스크롤시리즈 상단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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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다.

②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되어 있는 컨텐츠의 순서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컨텐츠를 저장 후 목록으로 돌아간다.

④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돌아간다. 작업된 내용들은 저장되지 않는다.

컨텐츠 추가 팝업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189 스크롤 시리즈 컨텐츠 추가 화면 구성

① 제목영역: 컨텐츠 제목을 입력한다.

② 내용영역: 컨텐츠 관련 내용을 입력한다.

③ 컨텐츠선택 영역: [컨텐츠 사용] 시 목록의 컨텐츠를 선택하거나 [사용안함] 시 컨텐츠 목

록이 사라진다.

④ 템플릿 영역: 컨텐츠 및 텍스트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다.

⑤ 버튼영역: 저장하거나 팝업창을 닫을 수 있다.

스크롤컨텐츠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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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0 스크롤 시리즈 컨텐츠 추가 화면

①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팝업을 연다.

② 삽입할 컨텐츠를 작성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스크롤컨텐츠 수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91 스크롤 시리즈 컨텐츠 수정 화면

① 버튼을 클릭하여 컨텐츠 구성 팝업을 연다.

② [순서이동]: 이동하려는 항목을 마우스로 끌어당겨 원하는 순서로 이동시킨다.

③ [편집]: 편집 버튼을 누르면 해당 컨텐츠를 수정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난다.

④ [삭제]: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컨텐츠가 삭제된다.

4.1.2.6.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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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 컨텐츠(웹맵, 대쉬보드, 페이지/탭/스크롤 시리즈, 투어, SyncMap)를 썸네일 형태로 묶어서

블로그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92 갤러리 화면 구성

갤러리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② 내용 영역: 컨텐츠 내용

③ 컨텐츠 영역: 등록될 컨텐츠 영역.

컨텐츠 제목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좌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한다.

②

제목 및 상세설명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③ 수정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한다.

갤러리 상단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된 컨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된다.

②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컨텐츠를 저장 후 목록으로 돌아간다.

③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돌아간다. 작업된 내용들은 저장되지 않는다.

④ [가로아이템 수] 한 Row에 보여질 컨텐츠 수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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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컨텐츠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93 갤러리 컨텐츠 추가 화면

①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할 수 있는 컨텐츠 목록이 나타난다..

② 목록에서 갤러리에 삽입할 컨텐츠들을 선택한다(멀티선택 가능). 이미 추가된 컨텐츠는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컨텐츠 항목을 화면에 추가한다.

갤러리 내용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94 갤러리 컨텐츠 내용 추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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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난다.

② 내용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화면에 추가한다.

갤러리 컨텐츠 순서 변경은 다음과 같다.

그림 195 갤러리 컨텐츠 순서변경 화면

① 각 컨텐츠를 마우스로 끌어당겨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다.

갤러리 컨텐츠 삭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96 갤러리 컨텐츠 삭제 화면

① 버튼을 클릭하면 컨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된다.

② 각 컨텐츠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컨텐츠가 삭제된다.

③ 삭제완료 후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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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투어

지도에 마커와 함께 사진을 등록하여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 직접 마커를 움직여 생성할 수 도

있고 사진의 위치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마커를 생성시킨다. 또한 zip파일

로 압축되 사진을 일괄로 업로드 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그림 197 투어 화면 구성

투어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② 지도 영역: 지도 및 마커가 표시될 영역.

③ 사진 썸네일 영역: 등록된 사진 목록이 썸네일 형태로 보여지는 영역.

컨텐츠 제목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좌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한다.

②

제목 및 상세설명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③ 수정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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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상단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ZIP파일로 압축된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다.

②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컨텐츠를 저장 후 목록으로 돌아간다.

③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돌아간다. 작업된 내용들은 저장되지 않는다.

④ [베이스맵] 지도에 보여질 지도서비스를 선택한다.

투어 이미지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98 투어 등록 화면

①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의 중심에 마커와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② 등록 창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미지 추가] 버튼이 나오며 클릭 시 이미지 선택 창이 나

온다.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등록할 사진을 선택하면 지오태깅 사용여부를 선택 후 [적

용]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적용한다.

③ 사진에 맞는 제목과 내용을 입력 후 [적용]버튼을 클릭한다.

④ 지오태깅 사용 시 해당 위치로 마커가 이동하며 사진이 하단 썸네일 영역에 나타난다.

⑤ 위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을 계속 추가할 수 있다.

투어 이미지 ZIP파일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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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9 투어 등록(압축파일) 화면

① 버튼을 클릭하면 ZIP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며 등록할 압축파일을 선택한

다.

② 압축되어 있는 사진들이 목록에 나오며 등록하려는 사진을 선택 후 [적용] 버튼을 클릭

한다.

투어 컨텐츠 순서 변경은 다음과 같다.

그림 200 투어 컨텐츠 순서변경 화면

① 각 컨텐츠를 마우스로 끌어당겨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다.

투어 컨텐츠 삭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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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 투어 컨텐츠 삭제 화면

① 삭제하려는 이미지를 선택한다.

② 선택된 이미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와 정보가 삭제된다.

4.1.2.8. SyncMap

같은 View를 사용하는 지도를 생성하여 각각의 지도에 레이어를 올려 블로그를 생성할 수 있다.

지도는 최대 4개가지 생성할 수 있다.

그림 202 SyncMap 화면 구성

SyncMap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② 지도 영역: 지도 표시될 영역

컨텐츠 제목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좌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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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목 및 상세설명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③ 수정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한다.

SyncMap 상단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영역에 지도가 하나 추가된다. 최대 4개의 지도가 생성된다.

②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컨텐츠를 저장 후 목록으로 돌아간다.

③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돌아간다. 작업된 내용들은 저장되지 않는다.

SyncMap 지도 추가는 다음과 같다.

그림 203 SyncMap 지도 추가

①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영역에 지도가 추가된다.

② 최대 4개까지 지도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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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4 SyncMap 지도 추가에 따른 레이아웃 변경

SyncMap 지도 설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05 SyncMap 지도 설정 화면

①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 위에 설정창이 나타난다.

② Layer 추가 및 수정은 베이스 맵과 추가하려는 Layer를 선택 후 [적용] 버튼을 누른다.

제목을 따로 지정해 주지않으면 Layer명으로 설정된다.

③ 지도 삭제 시 [삭제] 버튼을 누른다.



118 | P a g e

4.1.3. 컨턴츠 조회 및 출력

4.1.3.1. 웹 맵

(ㄱ) 화면 조회

(ㄴ) 지도 출력 및 이미지 저장

4.1.3.2. 대쉬보드

등록된 대쉬보드 블로그를 조회한다.

그림 206 컨텐츠 대쉬보드 아이콘 이미지

컨텐츠 목록 화면에서 대쉬보드 이미지가 있는 컨텐츠의 제목을 클릭한다.

그림 207 대쉬보드 조회 화면

대쉬보드 조회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② 컨텐츠 영역: 대쉬보드 컨텐츠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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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쉬보드 상단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돌아간다.

4.1.3.3. 페이징 시리즈

등록된 페이징 시리즈 블로그를 조회한다.

그림 208 컨텐츠 페이징 시리즈 아이콘 이미지

컨텐츠 목록 화면에서 페이징 시리즈 이미지가 있는 컨텐츠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썸네일 보기인

경우 썸네일을 클릭한다.

그림 209 페이징 시리즈 조회 화면

페이징 시리즈 조회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② 페이지 이동 영역: 각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영역

③ 페이지 텍스트 영역: 각 페이지 컨텐츠의 제목 및 내용이 들어있는 영역.

④ 컨텐츠 영역: 등록 된 컨텐츠가 나타나는 영역.

페이징 시리즈 상단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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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돌아간다.

페이지 간 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0 페이징 시리즈 이동 버튼

① 버튼은 이전 페이지로 이동, 버튼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버튼은 현재 조회 된 페이지를 나타낸다.

③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4.1.3.4. 탭 시리즈

등록된 탭 시리즈 블로그를 조회한다.

그림 211 컨텐츠 탭 시리즈 아이콘 이미지

컨텐츠 목록 화면에서 탭 시리즈 이미지가 있는 컨텐츠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썸네일 보기인 경우

썸네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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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컨텐츠 탭 시리즈 조회 화면

탭 시리즈 조회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② 탭 이동 영역: 각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영역

③ 페이지 텍스트 영역: 각 페이지 컨텐츠의 제목 및 내용이 들어있는 영역.

④ 컨텐츠 영역: 등록 된 컨텐츠가 나타나는 영역.

탭 시리즈 상단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돌아간다.

페이지 간 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3 컨텐츠 탭 이동 화면

① 활성화 되어 있는 탭 제목은 현재 조회된 컨텐츠를 나타낸다.

② 비활성화 되어 있는 탭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컨텐츠 페이지로 이동한다.

4.1.3.5. 스크롤 시리즈

등록된 스크롤 시리즈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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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컨텐츠 스크롤 시리즈 아이콘 이미지

컨텐츠 목록 화면에서 스크롤 시리즈 이미지가 있는 컨텐츠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썸네일 보기인

경우 썸네일을 클릭한다.

그림 215 컨텐츠 스크롤 조회 화면

스크롤 시리즈 조회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② 컨텐츠 이동 영역: 각 컨텐츠를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영역.

③ 컨텐츠 영역: 각 컨텐츠의 제목 및 내용이 각 템플릿에 맞춰 들어있는 영역.

스크롤 시리즈 상단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돌아간다.

컨텐츠 간 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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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스크롤 시리즈 이동 버튼

① 기본적으로 마우스 휠 및 화면 스크롤을 이용하여 컨텐츠가 이동이 가능하다.

② 마우스 휠 및 스크롤을 이용하거나 좌측 중앙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컨텐츠 이동 버튼이

나타난다.

③ 버튼은 이전 컨텐츠로이동, 버튼은 다음 컨텐츠로 이동한다.

④ 버튼은 현재 조회 된 컨텐츠를 나타낸다.

⑤ 버튼을 누르면 해당 컨텐츠로 이동한다.

4.1.3.6. 갤러리

등록된 갤러리 블로그를 조회한다.

그림 217 컨텐츠 갤러리 아이콘 이미지

컨텐츠 목록 화면에서 갤러리 이미지가 있는 컨텐츠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썸네일 보기인 경우 썸

네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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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컨텐츠 갤러리 조회 화면

갤러리 조회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 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② 텍스트 영역: 갤러리 설명이 있는 영역.

③ 컨텐츠 영역: 등록된 컨텐츠의 썸네일 영역.

갤러리 상단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돌아간다.

갤러리 컨텐츠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9 갤러리 컨텐츠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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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회 하려는 컨텐츠를 클릭하면 해당 컨텐츠 조회 화면이 팝업으로 나타난다.

②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창이 닫힌다.

③ 팝업에 나타난 화면은 각 컨텐츠 조회 화면 기능과 같다.

4.1.3.7. 투어

등록된 투어 블로그를 조회한다.

그림 220 컨텐츠 투어 아이콘 이미지

컨텐츠 목록 화면에서 투어 이미지가 있는 컨텐츠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썸네일 보기인 경우 썸네

일을 클릭한다.

그림 221 컨텐츠 투어 조회 화면

투어 조회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 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② 지도 영역: 베이스 맵과 마커가 나타나는 영역.

③ 썸네일 영역: 등록된 이미지와 제목이 나타나는 영역.

④ 버튼 영역: 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썸네일 목록을 이동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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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상단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돌아간다.

투어 컨텐츠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22 투어 컨텐츠 조회 화면

① 썸네일 영역의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지도의 마커를 선택한다.

② 선택된 컨텐츠의 마커가 지도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며 이미지 정보 팝업창이 나타난다.

③ 이미지 정보 팝업창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가 큰 이미지로 나타난다.

4.1.3.8. SyncMap

등록된 SyncMap 블로그를 조회한다.

그림 223 컨텐츠 SyncMap 아이콘 이미지

컨텐츠 목록 화면에서 SyncMap 이미지가 있는 컨텐츠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썸네일 보기인 경우

썸네일을 클릭한다.



127 | P a g e

그림 224 컨텐츠 SyncMap 조회 화면

SyncMap 조회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단 영역: 컨텐츠 제목 및 버튼 영역.

② 지도 영역: 베이스 맵과 Layer가 나타나는 영역.

SyncMap 상단 버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돌아간다.

SyncMap 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25 컨텐츠 SyncMap 지도 이동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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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쪽 지도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움직이면 다른 나머지 지도는 같이 이동되면 확대/축소

또한 마찬가지로 변경된다.

4.2. 공유 컨텐츠

사용자 본인 또는 다른 사용자가 공유한 컨텐츠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226 공유 컨텐츠 메뉴 화면

컨텐츠 메뉴에서 하위의 Share메뉴를 클릭하면 공유 컨텐츠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공유 목록에

서는 본인이 등록한 컨텐츠라도 수정할 수 없다.

4.2.1. 목록 조회

그림 227 공유 컨텐츠 목록 화면

목록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보기 : 등록일순 및 조회수로 정렬하거나 자세히 또는 썸네일로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기본은 등록일순에 자세히보기로 목록이 조회된다.

② 검색 : 입력 시 검색된 내용만 나타난다.

③ 새로고침 : 목록을 재조회 한다.

④ 목록수 : 한 페이지에 보여질 목록의 수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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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공유 컨텐츠 목록 데이터 화면

목록에 보여지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블로그의 썸네일 이미지 또는 블로그에 맞는 아이콘이 나타난다.

② 블로그 제목을 보여준다.

③ 블로그의 상세 설명을 보여준다.

④ 공유여부, 생성일, 등록자 순으로 보여준다.

⑤ 해당 블로그의 조회 건수를 보여준다.

그림 229 공유 컨텐츠 자세히/썸네일 보기 화면

공유컨텐츠 또한 자세히 보기 및 썸네일 보기를 지원한다.

4.2.2. 컨텐츠 조회

그림 230 공유 컨텐츠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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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조회는 목록에서 해당 블로그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블로그 타입에 맞는 조회화면으

로 연결된다.

4.3. 베이스 맵

MapStudio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베이스맵 이외에 사용자가 직접 베이스맵을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4.3.1. 목록 및 기능

그림 231 베이스맵 목록 화면

목록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 입력 시 검색된 내용만 나타난다.

② 베이스맵 등록 : 신규 베이스 맵을 등록한다.

③ 목록 : 베이스맵 목록이 나타나며 각 목록에는 베이스맵을 관리하는 버튼이 있다.

4.3.2. 등록

그림 232 베이스 맵 등록 화면

베이스맵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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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WMTS 목록이 나오는 팝업이 나타난다.

② 팝업에서 베이스맵으로 등록하려는 WMTS를 선택 후 [적용]버튼을 클릭한다.

4.3.3. 미리보기

그림 233 베이스 맵 미리보기 화면

베이스맵 미리보기 기능은 해당 베이스맵의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보기 팝업 화면이 나타난

다.

4.3.4. 편집

그림 234 베이스 맵 편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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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맵 편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하려는 베이스맵의 버튼을 클릭하면 편집 팝업 화면이 나타난다.

② 팝업에서 베이스맵의 이름, 사용여부, 상세설명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후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된 데이터로 변경된다.

4.3.5. 삭제

그림 235 베이스 맵 삭제 화면

베이스맵 삭제 방법은 삭제대상 베이스 맵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베이스맵이 삭제된다.

5. 그룹

5.1. 사용자 그룹

5.1.1. 목록조회 및 기능

사용자가 가입 되어 있는 그룹의 목록을 조회한다.

그림 236 그룹 목록 화면

목록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 입력 시 검색된 그룹만 나타난다.

② 그룹 생성 : 신규 그룹을 생성한다.

③ 목록 : 그룹 명 및 설명과 생성 일자가 나타난다.

④ 버튼: 해당 그룹의 권한 및 상태가 나타난다. 사용자 본인이 생성한 그룹인 경우 멤버관

리와 그룹관리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난다.

5.1.2. 그룹 정보 조회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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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그룹 정보 조회 및 수정 화면

그룹 조회 및 수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본인이 생성한 그룹의 버튼을 클릭한다.

② 해당 그룹의 정보가 팝업으로 나타나며 수정하려는 항목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③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완료되며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없이 해당 팝

업이 닫힌다.

그룹 조회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38 그룹 정보 조회 팝업 화면

① Title: 그룹명.

② Description: 해당 그룹의 설명.

③ UEER_APPROVE_PROC: 가입 사용자의 자동승인 여부.

④ STAT: 그룹의 상태.



134 | P a g e

⑤ 버튼: [업데이트] 정보를 수정, [닫기] 팝업 창을 닫음.

5.1.3. 그룹 맵버 조회

그림 239 그룹 멤버 조회 화면

그룹 멤버 조회 및 수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본인이 생성한 그룹의 버튼을 클릭한다.

② 멤버 목록 창에서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그룹 멤버 조회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40 그룹 멤버 조회 팝업 화면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USER NAME: 사용자 계정.

② ROLE: 사용자 권한(관리자 / 사용자)을 수정할 수 있다.

③ STATE: 사용자 상태(승인완료 / 승인대기 / 탈퇴)를 수정할 수 있다.

④ JOIN DATE: 사용자 가입일.

5.1.4. 그룹 컨텐츠 목록 조회 및 추가

그룹에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등록한 컨텐츠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자신이 생성한 컨

텐츠를 등록하여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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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그룹 컨텐츠 조회 화면

조회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목 : 그룹명을 보여준다.

② 버튼영역 : 신규 컨텐츠를 등록하거나 목록으로 돌아간다.

③ 설명 : 그룹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다.

④ 컨텐츠 목록: 그룹에 등록되어 있는 컨텐츠를 썸네일 형태로 보여준다. 썸네일을 클릭하

면 컨텐츠 조회화면이 팝업으로 나타난다.

컨텐츠 등록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며 사용자가 생성한 컨텐츠 목록이 팝업으로 나타난다.

② 목록에서 등록하려는 컨텐츠를 선택한다.

③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컨텐츠를 등록한다.

그림 242 그룹 컨텐츠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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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신규 그룹 생성

그림 243 그룹 등록 화면

그룹 생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며 등록 팝업을 띄운다.

②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설정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한다.

※ 커뮤니티 자동승인이 아닌 경우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 그룹 생성이 완료된다.

안내사항

5.2. 전체 그룹

MapStudio에 생성되어 있는 그룹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원하는 그룹에 가입하여 활동 할 수

있다.

5.2.1. 목록조회 및 기능

그림 244 전제 그룹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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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그룹명으로 검색하여 목록을 보여준다.

② 목록 : 그룹 명 및 상세 설명과 생성일자를 보여준다.

③ 버튼영역: 해당 그룹의 가입여부와 가입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난다.

5.2.2. 그룹 가입

그림 245 그룹 가입 화면

그룹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입을 원하는 그룹의 [Join]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그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 방식은 자동승인과 관리자승인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자동승인 방식은 가입 시

자동으로 승인되는 방식이지만 관리자 승인은 관리자가 승인을 해줘야 그룹 가입이 완료

되는 방식이다.

6. 관리

관리메뉴는 로그인 계정이 관리자일 경우 보여진다.

6.1. 설정

6.1.1. 커뮤니티 자동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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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커뮤니티 자동승인 설정 화면

커뮤니티 자동 승인은

[ON] 설정 시: 사용자가 커뮤니티 생성 시 자동으로 승인되어 바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OFF] 설정 시: 사용자가 커뮤니티 생성 시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 정상적으로 커뮤니티가 생

성된다.

6.1.2. SNS로그인

그림 247 SNS로그인 설정 화면

SNS로그인 설정은

[ON] 설정 시: SNS(Naver, Facebook, Google)계정을 통하여 MapStudio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유저 자동 승인은 [ON] 상태로 고정된다.

[OFF] 설정 시: 직접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만 MapStudio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1.3. 가입 유저 자동 승인

그림 248 가입유저 자동 승인 설정 화면

가입유저 자동 승인 설정은

[ON] 설정 시: 회원가입 시 사용자를 자동 승인하여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OFF] 설정 시: 회원가입 후 관리자가 승인을 해줘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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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용자

MapStudio에 가입된 사용자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6.2.1. 사용자 목록 조회

그림 249 사용자 관리 화면

목록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 입력 시 검색된 사용자만 나타난다.

② 목록수 : 한 페이지에 보여질 목록의 수를 지정한다.

③ 목록 : 사용자 목록이 나타나며 각 목록에는 사용자를 관리하는 버튼이 있다.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⑤ Name: 사용자 이메일을 보여준다.

⑥ 권한: 사용자의 권한을 나타낸다. (관리자, 일반사용자, API사용자)

⑦ Status: 사용자 계정의 사용여부를 나타낸다. [OFF]로 변경 시 해당 사용자는 로그인을 할

수 없다.

⑧ 마지막로그인: 최종 로그인 날짜와 시간을 나타낸다.

⑨ 계정: 해당 이메일에 연결된 계정을 전부 보여주며, 각 계정별로 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⑩ 임시비밀번호: 직접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만 가능하며 해당 사용자에게 임시 비밀번호를

가입한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6.2.2. 계정 상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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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 사용자 계정 상태 변경 화면

사용자 상태 변경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이메일을 갖는 모든 계정을 비활성화 시킨다.

② 해당 계정만 비활성화 시킨다.

* 비활성화 된 계정은 로그인을 할 수 없다.

6.2.3. 임시 비밀 번호 발급

그림 251 사용자 임시비밀번호 발급 화면

사용자 임시 비밀번호 발급은 직접 회원가입을 한 계정만 가능하며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계정의 이메일 주소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송한다.

6.3. 베이스 맵

관리자가 베이스 맵을 추가하여 MapStudio 사용자들에게 해당 베이스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

정할 수 있다.

6.3.1. 베이스 맵 목록 조회

그림 252 관리자 베이스맵 목록 화면

베이스맵 목록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베이스맵을 검색할 수 있다.

② 추가: 베이스맵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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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록: 베이스맵 목록이 나타난다.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6.3.2. 신규 베이스 맵 등록

그림 253 관리자 베이스맵 등록 화면

베이스맵 등록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여 WMTS 조회 팝업창을 연다.

② WMTS 목록에서 베이스맵으로 등록할 대상을 선택한다.

③ [적용]버튼을 클릭하여 베이스맵을 등록한다.

6.3.3. 미리보기

그림 254 관리자 베이스맵 미리보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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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맵 미리보기는 해당 베이스맵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보기 팝업창이 나타난다.

6.3.4. 편집

그림 255 관리자 베이스맵 편집 화면

베이스맵 편집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편집창이 나타난다.

② 베이스맵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베이스맵의 사용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베이스맵의 설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업데이트]버튼을 클릭하여 베이스맵을 수정한다.

6.3.5. 삭제

그림 256 관리자 베이스맵 삭제 화면

베이스맵 삭제는 해당 베이스맵의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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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그룹

6.4.1. 목록조회

그림 257 관리자 그룹 조회 화면

그룹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 그룹을 검색할 수 있다.

② 목록: 그룹 목록을 나타낸다.

컬럼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Title: 그룹 명.

② Description: 그룹 상세 설명.

③ USER_APPROVE_PROC: 그룹 가입 유형.

④ STAT: 그룹 상태.

⑤ CREATEDAY: 그룹 생성일

⑥ CREATOR_NAME: 그룹 생성 계정.

⑦ 멤버관리: 그룹 멤버를 관리할 수 있는 버튼.

⑧ 정보관리: 그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버튼.

⑨ 승인: 그룹을 승인 또는 승인취소 할 수 있는 버튼.

6.4.2. 그룹 멤버 관리

그림 258 관리자 그룹 멤버 조회 화면

그룹 멤버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멤버 목록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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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룹멤버의 권한을 수정할 수 있다.

③ 그룹멤버의 상태를 수정할 수 있다.

6.4.3. 그룹 정보 관리

그림 259 관리자 그룹 정보 조회 화면

그룹 정보 조회는 다음과 같다.

①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정보창이 나타난다.

② 그룹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그룹의 상세설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입승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그룹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업데이트]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항목이 변경된다.

6.4.4. 그룹 승인 설정

그림 260 관리자 그룹 승인 화면

그룹 승인은 다음과 같다.

① 미승인 그룹은 [승인]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처리 된다.

② 승인된 그룹의 승인 취소는 [취소]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취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