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GIS연구부 서비스 기획팀 

메이플 따라하기 - 기초과정 



학습목표 

 GPS, 스마트폰, 드론 등 통신기기 발달로 위치기반의 다양한 정보생성이 가능해 지고, 지오코딩,  

국가기본도, 공간정보관련 오픈API 등으로 풍부한 정보표현이 가능한 스마트한 시대를 맞고 있다. 

 

 국가는 정부3.0 공공데이터개방을 통해 여러 분야의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고,  

각 산업들은 다양한 융합을 시도하여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본 교육은 GIS 대표 소프트웨어인 MAPLE을 이용하여 공간정보 기초인 개념부터 공간데이터를 

가공·분석·시각화하는 고급처리 기술역량을 배양하는  학습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MAPLE을 사용하면서 공간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공간기반의 문제에 대한 공간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개발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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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이플 



1. 메이플 

최적 성능의 UGIS SDK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용자 중심의 클라이언트 GIS 소프트웨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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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데이터 를 

관리 합니다. 

1.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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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식의 공간 데이터 지원 

다양한 형식의 공간자료를 지원함으로써, 기·구축된 다양한 공간 데이터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ocal File 

Standard Service Raster 

DBF 

DGN 

GML 

KML 

SHP 

Commercial Engine 

WMS 

WMTS 

USER TMS 

WCS 

WFS 

TMS 

GIS FILE 

TXT 

CSV 
XLS 

TXT 

GeoTiff Tiff PNG 

JPG GIF ASCII Grid 

1.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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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통합관리 도구 

메이플은 GeoSpatial Server, GeoWeb Server에서부터 SETL까지의 모든 엔터프라이즈 제품들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됩니다. 

GeoWeb Server 관리도구 

웹 GIS서비스를 위한 지도 서비스 정의 도구 

GeoSpatial Server 관리도구 

데이터 조회, 편집, 가공작업을 위한 도구 

SETL 

데이터들의 이동관리 지원 
이동과정에서 데이터 변환기능 수행 

1. 메이플 

8 



2 메이플 특징 



2. 메이플 특징 

사용자 중심 UI 익숙한 오피스 스타일의 화면구성으로 직관적 기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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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넣기로 편리하게 데이터 이동관리 

메이플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공간 데이터들을 캐비닛을 통해 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저장소간의 데이터들을 붙여넣기 기능으로 이동관리(export/import) 및 데이터 변환기능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메이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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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 GIS 업무에 유용한 기능 구성으로 스마트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화면싱크 

테마관리 일괄출력 

004 

웹서비스 

003 
002 

001 

001 002 

003 004 

004 

003 
002 

101 

한번의 설정으로 대량 출력 가능 스타일 한방에 적용! 

Shape 

라벨 

도시계획/UPIS 

도로명주소 

출력템플릿 

인증키 입력으로 바로 연결! 모니터가 하나여도 된다! 

2. 메이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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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로 떠나는 GIS여행 사무실 작업환경 그대로~ 외부에서 작업 가능한 기능 

관공서에서 

이동하면서 

현장에서 

사용자 작업환경 
캐리어로 패킹 

데이터 

리소스 

… 

2. 메이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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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임베디드 저장소 LED 

여러 유형의 지리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저장한 로컬 관계형 공간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통한 
가볍고 빠른 공간연산 

패킹된 데이터와 리소스 
LED에 언패킹 
작업환경 구성 

2. 메이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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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때문에 캡처하니? 난 메이플에서 PT한다! 

후보2 

후보1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메이플 프레젠테이션 

2. 메이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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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이플 구성 



3. 메이플 구성 

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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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화면 구성 

3. 메이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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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이플 기초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데이터 로컬에 있는 작업 폴더를 캐비닛 저장소에 생성하여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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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 정의 공간데이터에 특정 좌표계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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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데이터 등록 로컬에 있는 작업 폴더를 캐비닛 저장소에 생성하여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방법 

캐비닛 > 로컬 공간 저장소 > 로컬 공간 저장소 등록 로컬공간저장소 등록창 : 이름과 경로 지정 후 다음 버튼 클릭 

모든 확장자 선택 후 완료버튼 실행 캐비닛에 저장소 생성 (목록 자동 갱신됨)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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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좌표계 추가 메이플에 미등록된 좌표계를 사용자가 직접 추가하는 방법 

캐비닛 > 데이터 > 속성정보 → 피처레이어 속성창 새좌표계 버튼 → 좌표체계 편집기창 

좌표계 지정 버튼 → CRS 설정창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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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좌표계 추가 메이플에 미등록된 좌표계를 사용자가 직접 추가하는 방법 

PRJ파일 참조 버튼 실행으로 prj파일 불러오기 
 (혹은 직접 입력한다) → 파일선택 후 적용 버튼 좌표체계 선택의 사용자정의에 사용자 정의 좌표계가 추가됨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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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 정의 데이터에 좌표계를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 

캐비닛 > 데이터 > 속성정보 → 피처레이어 속성창  좌표계 지정 버튼 → CRS 설정창 

좌표계 선택 후 지정 버튼 실행 데이터에 좌표계(unknown)가 정의되면 적용 버튼 실행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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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에 올리기 캐비닛에 있는 SHP 파일을 TOC에 올리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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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 올리기 캐비닛에 있는 SHP 파일을 TOC에 올리는 방법 

캐비닛 > 데이터 > TOC에 올리기 메뉴 TOC와 지도화면에 올라감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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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고급 붙여넣기 기능으로 좌표계를 변환하는 방법 좌표계 변환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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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 정의 데이터에 좌표계를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 

캐비닛 > 데이터 > 복사 메뉴 캐비닛 > 저장소 > 고급 붙여넣기 메뉴 → 붙여넣기창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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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 정의 데이터에 좌표계를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 

좌표계 정의와 같이 좌표계를 찾아 지정 

붙여넣기 버튼 

붙여넣기 할 파일이름 변경 

좌표 참조 체계 탭 > 지정 버튼 → CRS 설정창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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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조인 데이터의 속성을 다른 데이터의 속성과 결합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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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가 표현식을 사용하여 레이어의 속성데이터 칼럼을 추가하는 방법 

캐비닛 > 데이터 > 속성테이블 조회 → 속성테이블 조회창 칼럼추가 메뉴 → 칼럼추가 > 변경 사항 반영 

칼럼이름 UTYPE, 타입 STRING, 길이 6 입력 후 표현식 버튼 → 
표현식 편집기창 표현식 작성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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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식 작성 표현식 편집기에서 표현식을 작성하는 방법 

표현식 완성, 적용 버튼 

문자열 > SUBSTRING 더블클릭 $1 클릭 > 칼럼 ‘MNUM’ 더블클릭 

$1 선택 > 값 목록 선택 >문자열 값  ’20’ 입력 > 설정 클릭 
   같은 방법으로 옆의 $2($1로 변경됨)도 26 입력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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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X TO SHP XY TO POINT 기능으로 엑셀파일을 Shape 파일로 만들기 

행시작 1입력 후 OK 버튼 클릭 데이터 도구 > 툴 박스 > Point 추가 > 엑셀 파일 올리기 

캐비닛 > upis 폴더 목록 갱신 > 용도지역.xlsx 파일 갱신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34 

엑셀파일에 행마다 가 좌표(X와 Y값 모두 0) 를 입력하고 저장 



필드 조인 다른 데이터에 연관성이 있는 레코드를 가져다 추가하는 방법 

실행 버튼 실행 

데이터 도구 리본 > 분석그룹 
> 툴박스 → 도구 모음창 

도구모음 리스트 >  필드 조인 

입력(LT_C_UAREA_EDIT)과 JOIN(엑셀SHP) 레이어를 
TOC나 캐비닛으로부터 드래그하여 가져온 뒤,  

각 레이어의 조인할 칼럼(UTYPE)을 선택 

저장소와 데이터 명을 지정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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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추가 중 엑셀시트 추가 캐비닛 저장소에 있는 엑셀 시트를 직접 도구모음의 레이어/테이블 박스에 추가하는 방법 

Join 칼럼 : UTYPE 선택 

캐비닛 > 엑셀데이터 

행시작 1입력 후 OK 버튼 클릭 

시트를 도구모음으로 이동 > 조인추가 > Join에 드래그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36 



칼럼 제거 고급 붙여넣기를 통하여 칼럼을 정리하는 방법 

붙여넣기 버튼 실행 

조인된 데이터를 복사 후 저장소에  
고급 붙여넣기 → 붙여넣기창 

붙여넣기 할 파일이름 변경 

칼럼 탭 > 삭제할  칼럼 선택 후 칼럼 제거 버튼 실행 (반복) 

4. 메이플 기초 데이터 관리 

37 



스타일링 지도에 스타일링을 적용하여 좀 더 시각화된 모습으로 표현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지도 

38 



테마 적용 스타일 작업 시 테마에 등록된 모양을 적용하는 방법 

TOC에 있는 레이어 선택 스타일 > 테마 > 테마 아이콘 선택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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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D (Styled Layer Description) 외부화된 스타일 정의 목록을 가져오거나 저장하는 방법 

SLD가 적용된 레이어 

TOC > 레이어 > SLD > SLD가져오기  
→ 파일 호출창 : XML불러오기 

TOC > 레이어 > SLD > SLD내보내기 → 파일 저장창 : XML저장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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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러창 스타일러 창에서 지도를 스타일링 하는 방법 

배경색이나 선색 스타일 지정 후에  
적용 버튼 실행하면 스타일 적용됨 

TOC에서 스타일링 할 레이어를 선택 

메이플 좌측 탭에서 스타일러 버튼 실행 → 스타일러창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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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스타일러 지도에 표현되는 폰트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 리본메뉴 

스타일 리본 > 라벨 > 칼럼 > LABLE 선택 스타일 리본 > 라벨 > 칼럼 > ON/OFF 활성화 스타일 리본 > 공통 > 적용 실행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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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스타일러 지도에 표현되는 폰트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 스타일러창 

룰 편집기 > 스타일  
> 스타일 박스 더블 클릭 

 → 심볼 편집기창 

폰트 크기 지정, 후광사용 체크 후  
반경 값과 투명도 값 지정 후 OK 버튼 실행 후 
   ⑤ 룰 편집기창의 적용 버튼 실행  
→ ④스타일러창의 적용 버튼 실행으로 라벨 
스타일을 적용함 

스타일러 > 라벨 > 스타일 목록  
> Rule_Title행 더블 클릭  

→ 룰 편집기창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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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테마 등록 사용자 테마를 이용하여 스타일을 등록하는 방법 

리본메뉴 > 폴리곤 > 사용자 테마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 심볼 편집기 창에서 사용자테마 등록 아이콘을 클릭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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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도 상의 거리 또는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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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도 상의 거리 또는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피처 : 피처 하나를 클릭할 때마다 피처의 둘레와 면적 측정 

 면적 : 둘레와 면적 측정, 더블클릭으로 측정종료 

 거리 : 길이 측정, 더블클릭으로 측정종료 

지도 리본 > 측정 > 측정 아이콘 클릭 

 단위 : 측정단위 선택 

 지우기 : 지도화면에 측정한 그래픽을 모두 삭제함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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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선택 지도 상의 피처를 선택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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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도구 

데이터도구 리본 > 선택항목 > 선택 도구 

지도 상의 피처를 선택하는 방법 

포인트 : 십자커서로 클릭하여 선택, 복
수 선택시 Ctrl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라인 : 클릭으로 시작해서 변 곡선마다  
클릭, 마무리는 더블클릭 

다각형 : 클릭으로 다각형을 그려서 선택,  
마무리는 더블클릭 사각형 : 대각선 드래그로 피처를 선택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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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피처 저장 선택된 피처를 SHP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저장소와 이름을 지정 > 선택된 피처만 내보내기 체크  
> 인코딩 지정 (보통 저장소의 인코딩을 따라감) > 내보내기 TOC > 레이어 > SHP 내보내기 → SHP 내보내기 창 

4. 메이플 기초 지도 

49 



공간조인 지도 상에 다른 레이어와 조인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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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지도화면에 표시될 피처를 조건식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 

트리에 추가 버튼 → 적용 버튼 

TOC > LT_C_UAREA > 속성 > 레이어 속성창 > 필터탭 

필터 편집 버튼 실행 → Filter Editor창 

LABEL 더블클릭 → LIKE 더블클릭 
 → 가져오기 클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더블클릭 

"LABEL" LIKE '제?종일반주거지역' 식 수정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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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조인 지도 상에 다른 레이어와 조인하는 방법 

도구모음 > 공간조인  

 대상 레이 : BLOCK_300 
 조인 레이어 : LT_C_UAREA 

 조인방식 > 1:1 
 공간 연산자 :  Intersects 

장소와 이름을 지정 > 실행 버튼 실행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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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검색 조건식을 이용하여 속성값을 검색하고 피처를 선택하는 방법 

데이터 도구 > 조건 값으로 선택  → 조건검색창 

원본 레이어 : BLOCK_300_JOIN 

트리에 추가 버튼 

"LABEL" <> ''  식 작성  
<>뒤에 ''은 ' (작은 따옴표)가 2개 붙어있는 문자열 

검색 버튼 

검색결과 메시지 : 
   검색된 피처는 지도화면에 선택됨 

4. 메이플 기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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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BUFFER) 레이어의 일정한 영역을 분석도구 버퍼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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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 (BUFFER) 레이어의 일정한 영역을 분석도구 버퍼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법 

도구모음 > 버퍼 

입력레이어 LT_C_UAREA 

거리 100 미터 입력 

저장소와 이름을 지정 → 실행 버튼 실행 

4. 메이플 기초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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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INTERSECT) 두 레이어를 중첩시켜 공간적으로 교차하는 지역에서만 두 정보를 모두 결합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분석도구 

56 



교차 (INTERSECT) 두 레이어를 중첩시켜 공간적으로 교차하는 지역에서만 두 정보를 모두 결합하는 방법 

도구모음 > 교차  

레이어1 : LT_C_UAREA 

레이어2 : LT_C_UAREA_BUFFER 

저장소와 이름을 지정 → 실행 버튼 실행 

4. 메이플 기초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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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MERGE) 여러 레이어의 피처를 하나의 레이어로 만드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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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MERGE) 

도구모음 > 병합  

 저장소와 이름을 지정 → 실행 버튼실행 

여러 레이어의 피처를 하나의 레이어로 만드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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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1 LT_C_UAREA 

입력레이어 LT_C_UAREA_BUFFER 



유니언 (UNION) 공간적으로 교차하지 않지만 어느 하나의 레이어에 피처가 존재한다면 결과물에 포함시키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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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UNION) 공간적으로 교차하지 않지만 어느 하나의 레이어에 피처가 존재한다면 결과물에 포함시키는 방법 

도구모음 > 유니언  

레이어1 : LT_C_UAREA 

레이어2 : LT_C_UAREA_BUFFER 

저장소와 이름을 지정 → 실행 버튼 실행 

4. 메이플 기초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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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CLIP) 특정 레이어의 모양에 따라 대상 레이어를 자르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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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CLIP) 특정 레이어의 모양에 따라 대상 레이어를 자르는 방법 

도구모음 > 클립  

입력레이어 LA_PA_CBND 

클립레이어 LT_C_UAREA 

저장소와 이름을 지정 → 실행 버튼 실행 

4. 메이플 기초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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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졸브 (DISSOLVE) 지정된 속성을 기반으로 결합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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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졸브 (DISSOLVE) 지정된 속성을 기반으로 결합하는 방법 

도구모음 > 클립  

입력레이어 LT_C_UAREA  

칼럼 UTYPE 선택 

저장소와 이름을 지정  
→ 실행 버튼 실행 

4. 메이플 기초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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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해제 선택된 속성을 필터를 통하여 해당 영역을 해제하는 방법 

FilterEditor 창 초기화 버튼 실행 필터식이 모두 지워짐 

4. 메이플 기초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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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 편집 피처를 편집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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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모드 시작/종료 레이어를 편집하기 위한 시작/종료 방법 

편집 리본 > 편집모드  
> 종료 : 편집모드 종료, 시작버튼 활성화 

편집 리본 > 편집모드  
> 시작 : 편집모드 시작, 종료버튼 활성화 

4. 메이플 기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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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생성 편집 모드를 통하여 피처를 생성하는 방법 

더블 클릭으로 피처 생성 완료 

TOC > LT_C_UAREA_UNION > 트랜잭션, 스냅 아이콘 활성화 

클릭으로 버텍스 생성하여 폴리곤 그리기 

편집 리본 > 생성 > 그리기 

4. 메이플 기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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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선택 편집 모드를 통하여 피처를 선택하는 방법 

TOC > LT_C_UAREA_UNION > 트랜잭션, 스냅 아이콘 활성화 

클릭으로 피처선택 

편집 리본 > 클립보드 > 선택 

피처 이동 완료 피처 드래그 

4. 메이플 기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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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편집 피처 레이어 속성을 편집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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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입력 편집 모드를 통하여 레이어의 속성을 입력하는 방법 

TOC > LT_C_UAREA_UNION > 선택, 트랜잭션 아이콘 활성화 

편집 리본 > 속성 > 속성편집 → 속성 편집창 

편집 리본 > 클립보드 > 선택, 지도 위의 피처 하나를 선택 

‘Enter’키를 눌러 속성값을 입력하고 적용 버튼 실행 

4. 메이플 기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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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복사 편집 모드를 통하여 레이어의 속성을 복사하여 입력하는 방법 

TOC > LT_C_UAREA_UNION > 선택, 트랜잭션 아이콘 활성화 

편집 리본 > 속성 > 속성복사 
    → 속성 편집창이 열리고 커서에 대상피처 선택 메시지가 뜸 

편집 리본 > 클립보드 > 선택, 지도 위의 피처 하나를 선택 

복사할 피처를 선택하고 속성편집창의 적용 버튼을 실행 

4. 메이플 기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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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편집 피처 레이어를 편집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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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편집 모드를 통하여 피처를 선택하는 병합 방법 

TOC > LP_PA_CBND_CLIP > 선택, 트랜잭션 아이콘 활성화 편집 리본 > 클립보드 > 선택 

피처 드래그 클릭으로 피처선택 피처 이동 완료 

4. 메이플 기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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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할 편집 모드를 통하여 피처를 선택하는 선분할 하는 방법 

TOC > LP_PA_CBND_CLIP  
> 선택, 트랜잭션 아이콘 활성화 편집 리본 > 클립보드 > 선택 

편집 리본 > 객체편집 > 선분할  
> 임의 선분분할 

지도 위의 피처 1개를 선택 

분할선 그리기, 더블클릭으로  
그리기 완료 분할결과 

4. 메이플 기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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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 복사 특정 피처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에 복사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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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 복사 특정 피처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에 복사하는 방법 

TOC > LP_PA_CBND_CLIP  
> 선택, 트랜잭션 아이콘 활성화 & 

TOC > LT_C_UAREA_UNION  
> 선택 아이콘 활성화 편집 리본 > 클립보드 > 선택 

편집 리본 > 클립보드 
> 복사 후 붙여넣기 실행 

지도 위의 피처 1개 이상을 선택 

속성구조가 다른 이유로 붙여넣기창이 
나타남, 도형만 복사 버튼 실행  

LT_C_UAREA_UNION의 피처가 
LP_PA_CBND_CLIP에 복사됨 

4. 메이플 기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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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출력 - 1 도곽별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출력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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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출력 - 2 도곽별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출력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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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결과물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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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모드 열기 출력 모드를 실행하는 방법 

출력 리본 > 제어 > 열기 

빈용지 : 출력 결과물을 미리 볼 수 있음 
레이아웃 탭 : 출력요소 리스트 

출력모드 화면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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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설정 출력할 용지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 

출력 리본 > 용지설정 > 방향 : Landscape 

출력 리본 > 용지설정 > Config 

여백 값 모두 
10.0 

인쇄 시 외곽선 표시 체크 

적용 버튼 실행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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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프레임 출력할 지도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 

출력 리본 > 지도요소 > 지도프레임 → 용지 좌상단에 지도프레임 추가 

지도프레임을 선택 → 녹색상단바를 드래그 → 위치를 이동배치 

지도프레임의 크기 조절 :   
테두리에 있는 작은 원형이나 사각형을 드래그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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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프레임 출력할 레이어를 설정하는 방법 

지도프레임에 보여줄 레이어 선택 

레이아웃탭 > 지도프레임 > 레이어 선택 

아웃라인 그리기 체크 

레이어 

적용 버튼 

 지도프레임1 
         - BLOCK_300_RESIDENSE  
         - LA_PA_CBND, 
         - 37706031_5174u 
 
 지도프레임2 
          - BLOCK_300 
          - LT_C_UAREA 
          - LA_PA_CBND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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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프레임 출력할 레이어의 범례를 설정하는 방법 

폰트크기 8 

레이아웃탭 > 지도프레임 > 범례 선택 

범례리스트에서 필요 없는  
행을 선택 후 지우기 버튼으로 삭제 
실습내용상 용도지역 이외 모두 삭제함 

범례 

적용 버튼 

지도화면에 범례 추가 체크 

정렬 2단 체크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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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프레임 출력할 지도의 축척을 설정하는 방법 

지도화면에 축척문자열 추가 체크 

레이아웃탭 > 지도프레임 > 축척 선택 

폰트 크기 10 

축척 

적용 버튼 

지도화면에 축척바 추가 체크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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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프레임 출력할 지도의 방위표를 설정하는 방법 

출력 리본 > 지도요소 > 방위표 
 → 방위표가 다수 포함된 드롭 메뉴 

방위표 

방위표 선택 → 용지 좌상단에 방위표 추가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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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요소  출력 모드에서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 

출력 리본 > 지도요소 > 사각형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사각형이 미리 보임 

용지 위에서 커서가 G펜으로 표시됨 

드래그를 마치면 사각형이 그려지고 선택됨 

사각형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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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요소 출력 모드에서 선을 그리는 방법 

출력 리본 > 지도요소 > 선형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선형이 미리 보임 

용지 위에서 커서가 G펜으로 표시됨 

드래그를 마치면 선형이 그려지고 선택됨 

선형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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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요소 출력 모드에서 문자를 작성하는 방법 

드래그를 마치면 문자열이 그려지고 선택됨 적용 버튼 

문자열 

용지 위에서 커서가 G펜으로 표시됨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할당공간이 미리 보임 

텍스트 타이핑 : XXX 현황도 (자유기입) 

중앙정렬 선택 

볼드체 선택 레이아웃 탭 > 속성 > 폰트크기 : 20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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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리본 > 지도요소 > 문자열 



지도요소 출력 모드에서 문자열을 일괄적으로 출력하는 방법 

드래그를 마치면 문자열이 그려지고 선택됨 적용 버튼 

문자열 일괄출력 

용지 위에서 커서가 G펜으로 표시됨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할당공간이 미리 보임 텍스트 타이핑 : 도곽명 : $1 

$1 : 일괄출력 시 변수명으로 사용 체크 

레이아웃 탭 > 속성 > 폰트크기 : 15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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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리본 > 지도요소 > 문자열 



레이아웃 저장 출력모드에서 편집한 레이아웃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출력 리본 > 레이아웃 > 저장 파일 저장창이 나타나고 .xml 확장자로 저장된다.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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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출력 출력을 도곽ID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출력하는 방법 

출력 리본 > 파일 > 일괄출력 

지도프레임_2를 종속 체크 

도곽목록의 도곽명 모두 선택 

이미지 파일로 저장 선택, 도곽명 일괄출력 사용 체크 
    파일명 접두어 체크 후 "현황도" 타이핑입력 

출력 버튼 → 폴더선택창 : 저장할 폴더지정 

도곽 레이어에 따라 체크   

 레이어 
         - BLOCK_300_RESIDENSE 
 

 칼럼 
         - ID선택 

4. 메이플 기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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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S 등록 캐비닛에 WMS(Web Map Service)를 등록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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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도로명 주소 
타입 : WMS 
URL : http://m1.juso.go.kr/tms?FIXED=TRUE 



WMS 등록 캐비닛에 WMS(Web Map Service)를 등록하는 방법 

캐비닛 > 웹 서비스 > 웹 서비스 등록 → 웹서비스 등록창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이름  - 도로명 주소 

 타입 - WMS 

 URL - http://m1.juso.go.kr/tms?FIXED=TRUE 

4. 메이플 기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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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싱크 캐비닛에 WMS(Web Map Service)를 등록하는 방법 

4. 메이플 기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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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싱크 여러 개의 지도 화면을 중심위치 싱크를 맞춰 배열하는 방법 

지도리본 > 도구 > 지도화면 → 지도화면 연동창 
적용 버튼 실행  

   → 지도들이 상호 연동되어 움직임 

지도화면 연동 사용 체크 

주 지도화면 선택 
GDX.xml 선택 

GDX2.xml의 지도축척을 
제외하고 모두 체크 

4. 메이플 기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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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X 열기 GDX(GeoNURIS Document eXtention)를 여는 방법 

각기 목적에 따라 만든 지도 4개를 GDX로 보관하고 있음 

파일리본 > 지도파일 열기 → Open GDX File창 

파일리본 > 새 지도 → 새지도 탭 추가 

GDX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 

4. 메이플 기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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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배열 화면싱크를 격자형태로 배열하는 방법 격자형 

지도 리본 > 레이아웃 > 격자형 

열려있는 4개의 지도창이 아래 그림처럼 정렬됨 

4. 메이플 기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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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이플 시연 



5. 메이플 시연 

캐비닛 로컬 저장소 등록 로컬에 있는 작업 폴더를 캐비닛에 저장소를 생성하여 파일 목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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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 정의 공간데이터에 특정 좌표계를 사용하도록 지정한다. 

5. 메이플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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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 변환 고급 붙여넣기를 통해 공간데이터의 좌표계를 다른 좌표계로 변환한다. 

5. 메이플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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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 to Point X, Y 좌표정보가 있는 속성데이터를 Point 타입의 공간데이터로 변환한다. 

5. 메이플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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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리본메뉴 스타일 리본메뉴에 있는 기능을 통해 빠르게 지도를 시각화한다. 

5. 메이플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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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조인 & 속성 조건검색 

5. 메이플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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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출력 

5. 메이플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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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 서비스 등록(Vworld) 

5. 메이플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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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싱크 

5. 메이플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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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셋조정 

5. 메이플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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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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