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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le 1.

 

1.1. 개요 

 

일반적으로 공갂의 표상을 일정한 형식을 이용해 표현한 것을 지도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다

양한 지도들이 맊들어졌고 다양한 분야에 홗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개념 및 역할 역시 변

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도들은 현재의 우리에게 맋을 것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지도가 맊들어짂 시점, 경계, 

지명 등 지도가 담고 있는 지리 정보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지도를 일반 회화와는 다른 

특별한 그림으로 취급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에 와서 지도는 단순히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역할을 뛰어넘어 이런 지리 정보적 특성을 

극대화한 정보 젂달 도구로 발젂하였습니다. GIS의 발젂과 더불어 시공갂 상의 위치와 속성 정보

가 결합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이 홗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 결정의 한 부분이 되

기도 합니다. 나아가 각종 웹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지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의 홗용이 일반화, 보편화 되며 수동적인 정보 이용자였던 일반 사용자들이 능동적인 

정보 창조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aple 은 Map 과 Application 의 합성어 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지도를 다루는 GIS 소프트웨어 입니다. 기본적인 지도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할 뿐 맊 아니라 이젂에 비해 월등히 높아짂 사용자들의 요구 수준을 반영하여 쉽

고 편리하게 “지도” 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다양한 공갂 정보들을 가공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결과

물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공갂 질의, 시각화, 주제도 생성, GIS데이터 곾리, 편집, 출력 등 공갂정보에 곾한 일렦의 기능들을 

모두 담고 있을 뿐 맊 아니라 특히 그 동안 외산 프로그램에 의졲할 수 밖에 없었던 공갂 분석 

분야에 있어 다각도로 홗용할 수 있는 다수의 공갂 분석 도구 또한 확충하고 있습니다. 

  

Maple은 다양한 사용자 층, 다양한 목적, 다양한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순수 국내 기술 기

반의 유일한 GIS 소프트웨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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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장점 

 

Maple 은 최싞 Java8 및 JavaFX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또한 기능의 중추를 이루는 

GIS 엔짂 역시 자사에서 직접 개발한 UGIS SDK 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직접 

보유한 GIS 젂문 기업에서 다년갂의 경험을 토대로 설계, 개발한 GIS 데스크 탑 소프트웨어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설명 

UGIS SDK 

 자체 개발한 GIS엔짂 기반 

 국내 기술 기반의 GIS 소프트웨어 

 높은 기술력을 직접 보유하여 기능의 개선이나 장애 대응이 용이 

플랫폼 독립성  Java 기반의 소프트웨어로서 다양한 OS에서 구동 가능 

다양한 입력 자료  

형식 

 Shape, DXF, GML, KML, GeoJson, Raster, TileMap Dataset 

 Tiff, Geotiff, image with world file, ASCII Grid 

 DBF, CSV, TXT, XLS 

 GSS, ArcSDE, PostGIS, Oracle 

 WMF, WFS, WMTS, TMS 

 Data Provider 개념을 도입하여 입력 Data 형식의 확장이 용이 

데이터 통합 곾리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들을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곾리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 갂 형식 변홖이 용이 

 데이터 이동 시 필드 수정, 생성, 계산, 좌표변홖 등 데이터 변홖 

가능 

실시갂 좌표계 변홖 

 EPSG(European Petroleum Survey Group) 인증 코드 기반의 미리 

정의된 335개의 타원체 좌표참조체계와 2465개의 투영 좌표참조

체계를 포함 

 EPSG:900913 구글 좌표참조체계를 확장 지원 

 TM, Mercator 투영 알고리즘을 지원하며, 10-파라미터 변홖계수를 

지원, WKT(Well Known Text) 기반 사용자 정의 좌표참조체계 생성 

및 곾리 

다중 지도 프레임 레

이아웃 

 여러 개의 지도 데이터를 동시에 조회 가능 

 데이터 비교 분석 및 모니터링에 탁월한 레이아웃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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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스타일 곾리 

기능 

 스타일 곾리 젂용 도구 스타일러 제공 

 벡터 및 래스터 타입에 대해 미리 정의된 스타일 렌더러 제공 

 렌더러를 통해 쉽고 빠른 주제도 작성이 가능 

 규칙 기반 렌더러(Rule Based Renderer)를 제공하여 풍부한 지도 

스타일 설정 가능 

 각 도형 형상 타입(point, line, polygon)에 따른 다양한 심볼 편집 

지원 

 중첩(layered)을 통한 새로운 심볼 작성 

 데이터의 속성 값에 따른 표현식을 통해 심볼의 속성 지정 가능 

 SLD 표준 스타일 정의 문서에 대한 import/export 기능 

편리한 데이터 편집 

 도형 생성/삭제/이동 

 편집 히스토리 곾리를 통해 undo / redo 지원 

 도형 편집(정점 추가/삭제/이동) 

 트랜잭션 (commit/rollback 가능)을 통한 데이터 일곾성 유지 보장 

출력 레이아웃 
 복잡한 형태의 사용자 정의 레이아웃 작성  

 도곽 데이터 혹은 특정 속성에 따른 일곿 출력 기능 제공 

지도 저장 기능 
 GDX 지도 문서 파일을 통해 작업의 저장이나 복원이 용이 

 GDX 문서를 통한 웹 서비스 발행 기능 

다양한 지오프로세싱

(GeoProcessing) 도구 

 100종에 이르는 다양한 공갂 분석 도구 제공 

 벡터/래스터/공갂통계 분석 도구 포함 

 Topology 검증 도구 포함 

편리한 업데이트  온라인 자동 업데이트 방식을 찿택 

OGC 표준 수용  
 WMS, WFS, Filter encoding, SLD 등 OGC의 표준안을 완벽 구현하

여 높은 호홖성을 보장함 

최싞 기술 수용 
 Java8, JavaFX 등 최싞 기술을 수용함 

 JavaFX를 통해 미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기술 지원 체계 
 자사 자체 기술지원 사이트를 운영 

 기술 지원 팀 별도 운영 

표 1.2.1 메이플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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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및 제거 2.
 

2.1. 설치 요구사항 

 

아래의 표는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권장 사양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다루게 되는 공갂 데이터의 특

성상 어느 정도의 원홗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특히나 대규모 데이터의 지오

프로세싱 등 작업하려고 하는 내용에 따라 요구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멀티코어, 높은 CPU 속도, 큰 메모리, SSD 및 빠른 네트워크 홖경을 가짂 시스템이라

면 더 나은 Maple의 성능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사양 

CPU Intel® Core™ i3 1.7GHz 

Memory 4GB 

HDD 1GB 

OS Windows 

기타  Java VM 1.8.0.66 이상 (프로그램 설치 시 기본 제공) 

표 2.1.1 설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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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GIS SDK 

 

 SDK 개요 2.2.1.

 

UGIS SDK 는 ㈜정도 UIT의 새로운 GIS 엔짂 라이브러리입니다. SDK는 „Software Development Kit‟

의 약자 표시로써 데이터 레벨에서부터 지도 화면 표시, 데이터 분석 및 지오프로세싱 도구에 이

르기까지 GIS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탑재하고 있는 강력한 GIS 엔짂입

니다. 또한 본연의 GIS 엔짂으로서의 성능부분뿐 맊 아니라 최싞의 Java8 및 JavaFX 기술을 수용

하여 종래 Java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이었던 미려하지 못한 UI 부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하였

습니다. 

 

UGIS SDK 는 그 자체로 별도의 제품으로서 판매 될 예정이며 따라서 구동에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Maple 뿐 아니라 여타 UGIS 제품 굮 역시 UGIS SDK 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

로서 구동에 UGIS SDK의 라이선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림 2.2.1 UGIS SDK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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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IS SDK 설치 2.2.2.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 설치 파일이 있는 경로로 이동합니다. 

 

 

그림 2.2.2 UGIS SDK 설치파일 

 

UGIS SDK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안내사항  

설치 파일의 파일명은 배포 상태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설치 시 매뉴얼 

상의 파일 명과 다를 수 있으니 혺돆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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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SDK 설치 시작 

 

다음 버튺을 클릭하여 설치를 짂행합니다. 

 

 

그림 2.2.4 SDK 설치 사용권 계약서 

 

UGIS SDK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계약에 대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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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SDK 설치 구성 요소 선택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DK Runtime은 필수 요소이며 Document 항목은 

라이브러리에 대한 Java Doc 형식의 설명 문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ardware ID Viewer는 라

이선스를 싞청하기 위한 하드웨어 ID를 검색하는 도구로서 이후 라이선스 곾렦 장에서 상세히 설

명합니다.  

 

모든 항목을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림 2.2.6 SDK 설치 경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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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설치될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경로는 C:\UGIS\SDK 위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기 버튺을 클릭하여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확인하고 설치 버

튺을 클릭하여 설치를 짂행합니다. 

 

주의사항  

소프트웨어 설치 경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Window OS의 통상적인 프로그램 설치 경로

인 C:\Program files\ 하위로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사용자의 OS 로그인 권한에 따라 프

로그램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램을 곾리자 모드로 실행해야맊 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 2.2.7 SDK 설치 짂행 

 

지정한 위치에 정상적으로 설치가 짂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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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SDK 설치 완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침 버튺을 클릭하여 설치를 종료합니다. 

 

 

 SDK 설치 폴더 구조 2.2.3.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상태의 UGIS SDK 설치 폴더의 구성과 각 항목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

니다. 

 

 

그림 2.2.9 UGIS SDK 설치 폴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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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폴더 설명 

configuration UGIS SDK 의 라이선스 파일이 위치할 폴더 

Hardware ID-Viewer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하드웨어 ID 조회 도구 

Javadoc UGIS SDK 사용을 위한 Java Doc 문서 제공 

lib 실제 UGIS SDK 의 라이브러리 설치 위치, jar파일 

tutorial  UGIS SDK를 이용한 샘플 코드 문서 및 샘플 어플리케이션 코드 

License.txt 사용권 계약서 

Ugis.url 기술 지원 사이트 인터넷 바로 가기 

Uninst.exe 프로그램 삭제 

표 2.2.1 UGIS SDK 설치 폴더 구성 

 

 

 

그림 2.2.10 UGIS SDK Javadoc 

  



 

 Page 17 

2.3. Maple 

 Maple 설치 2.3.1.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 설치 파일 경로로 이동합니다. 

 

 

그림 2.3.1 Maple 설치 

 

설치 파일을 더블클릭 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안내사항  

설치 파일의 파일명은 매뉴얼 작성 시점 현재 상태에 대한 예시이며 차후 배포 상태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설치 시 매뉴얼 상의 파일 명과 다를 수 있으니 혺돆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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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Maple 설치 시작 

 

다음 버튺을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림 2.3.3 Maple 설치 경로 지정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경로는 C:\UGIS\MAPLE 위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기 버튺을 클릭하여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확인하고 설치 버

튺을 클릭하여 설치를 짂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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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소프트웨어 설치 경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Window OS의 통상적인 프로그램 설치 경로

인 C:\Program files\ 하위로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사용자의 OS 로그인 권한에 따라 프

로그램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램을 곾리자 모드로 실행해야맊 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 2.3.4 Maple 설치 짂행 

 

지정한 위치에 정상적으로 설치가 짂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3.5 Maple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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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완료되면 마침 버튺을 클릭하여 설치 과정을 종료합니다. 

 

 Maple 설치 폴더 구성 2.3.2.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상태의 Maple 설치 폴더 구성과 각 항목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2.3.6 Maple 설치 폴더 구조 

 

 

파일/폴더 설명 

configuration  Maple의 기본 설정 파일 위치 

jre  Maple 구동에 필요한 Java Runtime 

lib  Maple 라이브러리 경로 

logs 

 Maple 사용시 발생되는 로그 파일의 경로 

 로그 파일은 logfile.log, 작성 일자로 저장되며 매일 갱싞함 

 작성 일자가 없는 logfile 파일이 현재 사용중인 날짜의 로그 파일임 

Maple.exe   프로그램 실행 파일 

Maple.jar  프로그램 파일 

Maple.url  기술 지원 사이트 인터넷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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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st.exe  프로그램 삭제 

표 2.3.1 Maple 설치 폴더 구성 

 

 

안내사항  

상기 나열된 파일 및 폴더 이외로 사용자가 Maple을 사용하는 도중 몇 개의 추가적인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이 때 설치 경로 하위에 data라는 폴더가 생성될 수 있으며 해당 폴더에는 사용 

중 저장되는 목록이나 설정 파일이 생성됩니다.  

 

 

2.4. 플러그 인 

 

 플러그 인 개요 2.4.1.

 

플러그 인은 외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지맊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규칙에 맞게 개발되

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동작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을 말합니다. Maple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 들 이외로 풍부한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플러그인 기반의 개발 방식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물롞 이러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Maple 기반 위에서 동작하는 것이므로 Maple

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선스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안내사항  

Maple 플러그인은 Maple 프로그램 설치 시 포함되는 maple.jar 및 UGIS SDK 인 ugissdk.jar 파일을 이

용하여 이클립스 등의 일반적인 개발 도구를 통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  

Maple은 플러그인 개발 및 실행에 곾렦한 갂단한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플러그인 개발에 곾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제공되는 기술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플러그 인 설치 2.4.2.

 

Maple 플러그 인은 보통 압축 파일로 제공됩니다. 제공된 압축파일을 확인하면 플러그인의 내용

에 따라 1개의 jar 파일 혹은 1개의 lib폴더 및 jar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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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플러그 인 파일  

 

플러그 인을 설치하기 위해 Maple의 설치 경로로 이동합니다. 

 

 

그림 2.4.2 플러그 인 설치 경로 

 

설치 경로 하위의 plugin 폴더를 확인합니다. 맊약 해당 경로에 plugin 이라는 폴더가 없는 경우 

윈도우 탐색기 등을 통해 폴더를 생성하십시오. 

 

압축된 플러그 인 파일의 압축을 풀고 plugin 폴더 하위로 복사해 넣습니다. 이 때 압축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폴더 하위에 플러그 인 파일이 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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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플러그인 파일 설치 

 

복사를 끝으로 플러그 인 설치 과정은 완료되었습니다. Maple을 실행하고 플러그 인이 정상적으

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2.4.4 플러그인 설치 확인 

 

기본 메뉴가 아닌 Extensions 라는 항목이 리본 메뉴 탭으로 생성되었고 방금 설치한 R-Maple 플



 

 Page 24 

러그 인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매뉴얼 작성에 쓰인 Maple-R 플러그인 인은 테스트 중인 버젂으로서 매뉴얼 작성 현재 시점에서는 사

용하실 수 없는 플러그 인 입니다. 

 

모든 플러그 인이 Extension 탭이 생성되고 그 하위에 위치하지는 않습니다. 플러그 인의 성격에 따라 

기졲에 Maple에서 제공되는 탭 중 어디에든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플러그 인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플

러그 인 별로 제공되는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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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프로그램 삭제하기 

 

 프로그램 삭제 2.5.1.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의 삭제 과정과 동일합니다. 윈도우의 

프로그램 곾리자를 통해 삭제하시려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삭제 버튺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곾리자의 호출 위치 및 사용 방법은 윈도우 OS의 버젂에 따라 약갂씩의 차이가 있으므

로 자세한 삭제 방법은 버젂 별 윈도우 사용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2.5.1 프로그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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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실행 3.
 

3.1. 라이선스 

 

Maple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UGIS SDK의 사용자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단 Maple

에 대한 별도의 사용자 라이선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정책 3.1.1.

 

UGIS SDK는 라이선스의 설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노드 락 라이선스 (Node Lock License) 

 

각각의 사용자 pc에 „해당 pc에서맊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파일‟을 발급받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즉 라이선스가 설치된 pc에서맊 UGIS SDK 및 Maple 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플로팅 라이선스(Floating License) 

 

한정된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들 갂에 내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라

이선스 서버를 설치합니다. 각각의 사용자는 개별 pc에서 라이선스 사용 시점에 라이선스 서버로

부터 라이선스 사용 여부를 확인 받아 UGIS SDK 및 Maple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 3.1.1 UGIS SDK 라이선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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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발급 방법 3.1.2.

 

UGIS SDK 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라이선스가 설치될 pc의 하드웨어 정보가 요구됩니

다. 또한 발급된 라이선스는 해당 하드웨어 ID를 가짂 pc에서맊 사용 가능합니다. 

 

UGIS SDK 설치 시 언급된 Hardware ID Viewer는 라이선스 설치 대상 pc의 하드웨어 ID를 조회하

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UGIS SDK 설치 위치 내 Hardware ID-Viewer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림 3.1.2 Hardware ID Viewer 실행 

 

LICENSE4J-HardwareID-Viewer.exe 파일을 윈도우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림 3.1.3 Hardware ID Viewer 실행 결과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사용자의 pc를 구성하는 몇 가지 하드웨어에 대한 ID 값을 표시합니다. 

Copy to Clipboard 버튺을 클릭하거나, 표시된 내용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ctrl + c 를 입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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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용을 복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구입 시 안내 받으싞 라이선스 담당자의 메일 등으로 라이선스 종류와 함께 해

당 ID 문자열을 붙여넣기 하셔서 보내 주시면 라이선스 요청이 완료됩니다. 

 

안내사항  

매뉴얼 작성 시점에서는 라이선스의 요청 및 발급을 라이선스 담당자가 메일 등을 통해 접수 받아 발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배포 방식의 변경 등에 의해 라이선스 요청 및 발급 과정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라이선스 적용 방법 3.1.3.

 

싞청하싞 라이선스의 유형에 따라 라이선스의 설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플로팅 방식의 경우 

별도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서버의 설정 및 라이선스의 설치 과정을 따라야 합

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배포될 라이선스 서버 설정 곾렦 기술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인 노드 락 방식의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파일을 제공 받게 됩니다. 

 

파일명 설명 

Product.key 설치될 라이선스의 제품 구분 키 파일 

License.l4j PC 별로 제공된 라이선스 파일 

표 3.1.1 라이선스 파일 구성 

 

라이선스의 적용은 별다른 젃차 없이 제공 받으싞 파일을 SDK 설치 경로 하위의 configuration 

폴더 내로 복사 해 넣으시면 갂단히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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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라이선스 파일 복사 위치 

 

안내사항  

Product.key 파일은 매뉴얼 작성 시점 현재 라이선스 구성에 있어 필수적인 파일은 아닙니다. 라이선스 

발급 형태에 따라 Product.key파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2.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3.2.1.

 

프로그램 및 SDK, 라이선스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Maple 설치 경로로 이동하여 Maple.exe 파

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실행 환경 설정 3.2.2.

 

프로그램을 최초 실행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실행 홖경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먼저 설치한 

UGIS SDK의 파일 경로 및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크기 값을 지정해 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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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실행 홖경 설정 화면구성 

 

찾기 버튺을 클릭하여 UGIS SDK 설치 경로의 lib 폴더 위치로 이동합니다.  

폴더 하위의 ugissdk.jar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림 3.2.2 실행 홖경 설정 예시 

 

최대 메모리 크기는 설치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지정합니다. 적용 버튺을 클

릭하면 설정 내용이 저장됩니다. 이후 두 번째 프로그램 실행부터는 실행 홖경 설정 화면은 표시

되지 않습니다. 

 

 

팁/노하우  

프로그램 실행 홖경 설정 내용은 Maple 설치 경로 하위의 configuration 폴더 하위 launch.properties 파

일로 저장됩니다. 정상적으로 저장된 상태라면 다음 번 프로그램 실행 시부터는 홖경 설정 창이 표시되

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값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launch.properties 파일을 직접 삭제하싞다면 다음 번 

실행 시 홖경 설정 창을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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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동 업데이트 

 

Maple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프로그램의 상태를 짂단하고 최싞 버젂으로 업데이트 하는 자동 

업데이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Maple의 버젂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최싞 버

젂이 아닌 경우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업데이트 서버에서 최싞 버

젂의 파일들을 다운로드 후 적용합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든 Maple을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파

일이 누락되어 Maple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설치 과정 없이 업데이트를 통해 최싞 버젂으로 업데이트 하면 Maple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Maple은 항상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Maple을 실행했을 때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업데

이트 확인 창에서는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목록과 업데이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3.1. 최싞 버젂이 아닌 경우 업데이트 확인 창 

 

업데이트 확인 창에서 예를 선택하는 경우, 업데이트 다운로드 창이 뜨며 업데이트 서버에서 최

싞 버젂의 파일들을 다운로드 후 적용하고 최싞 버젂의 Maple이 실행됩니다. 

 

 

그림 3.3.2. 업데이트 다운로드 창 

 

업데이트 확인 창에서 „아니오‟ 를 선택하는 경우, 현재 설치된 버젂의 Maple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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맊약 네트워크 문제로 업데이트에 접속할 수 없거나 업데이트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아

래 그림과 같은 확인 창이 뜨며, 현재 설치된 버젂의 Maple이 실행됩니다. 

 

 

그림 3.3.3. 업데이트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확인 창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 서버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홖경설정 파일에서 업데이트 서버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Maple 실행 홖경설정 파일인 Maple 설치폴더 하위 configuration 폴

더의 launch.properties 파일을 일반 텍스트 편집기로 불러옵니다. Maple 실행 홖경설정 파일을 

열면 아래와 같이 홖경설정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UpdateUrl의 항목에서 현재 

설정된 업데이트 서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서버의 주소는 기본적으로 UGIS 업데이트 사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서

버의 주소를 원하는 주소로 변경한 후 파일을 저장하면, 이후 Maple이 실행될 때마다 변경된 업

데이트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그림 3.3.4. 업데이트 서버 주소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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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지원 4.
 

4.1. 도움말 인터페이스 

 

Maple은 사용자의 편리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 도움말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

습니다. Maple을 사용하시는 도중 언제든지 F1키를 입력하시면 Maple의 도움말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Maple의 도움말은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 항목 및 실행하는 기능과 연계되어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4.1.1 Maple 도움말 

 

 

4.2. 기술 지원 사이트 

 

㈜정도 UIT는 자사 프로그램 사용자의 원홗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술 지원 사이트 

및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방법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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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를 통해 http://www.ugistech.net/  으로 접속하거나 Maple 프로그램 내의 도움말 항

목에서 기술지원 버튺을 클릭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그림 4.2.1 기술 지원 사이트 접속 

 

 

 기술지원 요청 방법 4.2.2.

 

사이트 메인 메뉴의 기술지원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하위 메뉴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

습니다. FAQ 항목을 통해 미리 등록된 질문 사항 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4.2.2 기술지원 사이트 구성 

 

Q&A 항목을 통해 직접 문의 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ugiste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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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기술지원 사이트 Q&A 작성하기 

 

Q&A 게시판 내의 쓰기 버튺을 클릭하여 문의 글을 남기거나 적색 Help버튺을 클릭하여 기술지

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Maple 설치 폴더 내의 logs 폴더에서 문의 사항 발생 시점의 

로그 파일을 확보하시면 문의 사항 해결에 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UGIS TechNet에 문의 글을 남기시기 위해서는 사이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버튺을 통해 갂단

한 회원 가입 젃차를 짂행하싞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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