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훌훌성단층 평가기반을 우l 한 

지질자료의 전산화 연구 

Development of a geo-information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active faults 

2003. 2 

연구기관 

배재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침웰 환국원자력안현기술원 



저l -
줄
 

[그 

...L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2년도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과제 “지진안전성 평가기반 기술개발” 

의 위닥과제보고서(과제명: 활성단층 평가기반을 위한 지질자료의 전산화 연구)로 

제출합니다. 

2003년 2월 27일 

연구기관명 : 배재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연구책임자 : 박 동 원 (배재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연구 조원 : 뉴멘 피 (배재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티엔 거 (배재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최 준 형 (배재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1 . 제 목 

o 
-LL. 

0 1: -, 
I그 -"""-

활성단층 평가기반을 위한 지질자료의 전산화 연구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효율적인 분석 시스템의 개발과 웹사이트를 

이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하이퍼미디어 웹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함으로써 관련된 문서와 자 

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여 음성 이미지 동화상과 같은 다양한 매체들 

끼리 결합한 정보의 형태로 쉽게 사용자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하였다. 

지질자료는 주관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데이터 베이스화 할 자료들 

이 이미 분석된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전산계통의 기술만 갖고는 효율적 

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 활성단층의 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지질조사를 수행하는 과정과 제작된 전산시 

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기 

술적 핵심은 지질계통의 전문성과 지리정보와 같은 전산계통의 전문성을 

조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활성단층의 평가를 위해 수행되는 지질조사는 막대한 비용과 전문인력 

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작성된 자료들은 고가의 가치를 갖는다. 한편 지 

질자료는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변화가 심한 인문사회 자료와는 달리 한번 

정확히 조사되면 변화가 없는 자료들이 많다. 그러므로 조사된 자료를 적 

절한 형태로 취합하기만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의 양이 많아지고 상대 



적으로 정밀도도 높아지며 분석결과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산화된 지질자료는 활성단층의 평가뿐 아니라 각종 토목공사의 설계와 

시공， 자원탐사， 지하수 및 환경분야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 

분야에서 동일 형태의 자료 조사를 위한 중복투자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川.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1) 기존자료의 분석과 데이터 베이스 구조 설계. 

2) 기존에 조사된 활성단층 관련 지질자료 및 지질도 전산화. 

3) 지형 및 지질자료의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웹사이트 운영.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전산 시스템은 지질 실무자를 위한 것이다. 효율 

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전산시스템 

의 활용법을 숙지시키고， 전산화된 자료의 공유를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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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geo-information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active 
faults. 

11 ..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Building a database and effective analysis system is essential. In this work, 

we exploit Hypermedia Web Database in order to access and share the 

multimedia data such as text, graphics, animation, audio and video. It is 

gaining interest as a tool for effectively accessing the large amount of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It is difficult to develope an effective system only with expert knowledge in 

computer science since the geo-information can be subjective and the data 

is already analyzed information. To develop an effective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active fa비ts ， the procedure how geolog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nd how to utilize the system needs to be fully understood. So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ffective system based on both fields 

of geology and computer science. 

The geological research for the evaluation of active faults requires 

tremendous expenses and professional labors and the gathered data is great 

in its value. Unlike information in the field of humane studies, the geological 

information does not change with the times, once it is correctly gathered. 

Therefore, once the data is properly analyzed and organized, it gets bigger 

and the accuracy and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results gets higher. 

As the computerized geo-information can be used not only for the 

evaluation of active faults, but for the various fields such as design and plan 

of constructions, resource probes, and the research for the underground 

water and environment, considerable investment for the research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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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fields can be reduced.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Analysis of the existing information and database. 

2) Computerization of the geo-information and geo-map about active faults. 

3) Development of a geological information system and operating the web 

site.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For successful use of the geo-information system, participants are need to 

be aware about the software. Therefore sufficient training courses must be 

arranged at following year, and the system should be updated by the 

demands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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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효율적인 분석 시스템의 개발과 웹사이트를 이 

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하이퍼미디어 웹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함으로써 관련된 문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여 음성 이미지， 동화상과 같은 다양한 매체들끼리 결 

합한 정보의 형태로 쉽게 사용자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 

다. 특히 활성단층의 평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인 순수지질 정보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활성단층 

의 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지질조사를 수 

행하는 과정과 제작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기술적 핵심은 지질계통의 전문성과 지리정보와 같 

은 전산계통의 전문성을 조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웹사이트를 응용한 활성 단층의 평가뿐 아니 

라 유사한 관련산업의 연구 분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1) 기존 자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 기존에 조사된 제4기 단층의 위치와 구조 정보를 정량과 정성정보 

로 분류하여 사진과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 

하였다. 

2) 기존 자료의 전산화 

-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조사된 활성 단층 관련 지 

질 자료를 전산화하였다. 

기존 조사지역에 관해 지질도를 전산화하였다. 

3) 지형 및 지질자료의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웹사이트 운영. 

- l'vlapObject를 활용해 활성단층 분석을 위한 지질정보 응용 프로그램 

을 웹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찰 가능하게 하였다. 

- 생산된 지질정보와 과제 참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계적 

인 웹사이트를 보완하였다. 



제 2 장 웹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금번 연구사업에서 제작된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과 폼의 형태， 그리고 사용자 

입 력 부분은 HTML, ]A V ASCRIPT로 만들었고， OS는 windows2000 server이 며 

데 이 터 베 이 스 작업 은 Mysql로 하였으며 , flash5.0 , photoshop6.0으로 이 미 지 작업 

을 하였다. 향후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어하기 위 

하여 전문 정 보 부분은 PHP(Personal Hypertext Preprocessor)를 사용하여 서 버 

스크립트 형태로 해석되고 그 결과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표시하도록 제작하 

였다. 

제 1 절 웹 서비스 구축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서버는 크게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Windows NT Server기반의 IIS (Intemet Inforrnation 

Server)와 리녹스나 UNIX기반의 Apache서버들이 이에 속한다. 본 사업에 

서는 기본적으로 개발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Windows NT Server기반의 

IIS을 사용하였다. 

IIS (Intemet Inforrnation Service)는 웹 서 비 스를 위 한 웹 서 버 서 비 스로 

윈 도우 NT에 서 IIS 1.0 의 버 전 이 후 Windows2000 의 IIS 5.0 까지 발전 하 

고 있다. 현재 웹 서버의 종류에는 Unix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웹 서버와 

MS OS군에서 작동하는 웹 서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IIS 웹 서버는 구축 

이 쉽고， 생산성이 뛰어난 것이 큰 특정이다. 웹 브라우저가 실행 중인 컴퓨 

터가 웹 서버에게 웹 페이지의 컨텐츠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HTTP라는 프로토콜이다. 웹 브라우저의 URL 박스에서 특정한 주소를 입 

력하면 웹 브라우저는 HTTP Get 메시지를 TCP!IP 프로토콜로 인코딩하 

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웹 서버에게 보낸다. 웹 서버는 요청된 메시지에 따 

라 해당 페이지를 요청한 컴퓨터로 전송한다. 웹 브라우저는 전송된 웹 페 

이지 파일을 화면에 뿌려주게 된다.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 활용되는 클라이언트의 스크립트인 자바스크립트 

와 VB스크립트 그리고 HTML과 동적인 페이지 구성과 검색을 위해 서버 

스크립트인 ASP, PHP와 같은 언어들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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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ML 

웹 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이용되는 마크업 언어로서 하이퍼텍스트라는 것 

은 텍스트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면 그것에 연결된 지시에 따라 다른 파일 

이나 사이트를 호출하는， 다층화 된 텍스트를 의미한다. HTML은 태그 기 

호를 붙여 표제나 글자 크기， 색 등을 지정할 수 있어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 

게 한다. 이 러 한 HTML은 국제 표준 IS08879:1986 SGML(Standard 

Generalozed Markup Language)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의되어 있다. 

아래의 그림은 클라이언트가 서벼의 HTML 페이지를 요청할 경우에 이 

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클라이언트란 어떤 정보나 서비 

스를 요청하는 사용자들을 의미한다. 즉， 웹을 제공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클 

라이언트들인 것이다. 그들이 어떤 서버로(예를 들면， 지진 안정성 평가 서 

버) 접속해서 index.html을 요청한다면， 지진 안정성 평가 서버는 

index.html을 접속한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게 건네주게 된다. 이 

건네주는 html 페이지는 태그， 스크립트 등으로 구성된， html 언어로 제작된 

페이지이다. 서버가 그 html 코드를 사용자의 브라우저로 넘겨주면 서버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난다. 그 후， 그 페이지를 해석하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 

게 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브라우저이다. 그렇기에 웹에 접속하고자 하는 사 

용자들은 반드시 html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어야 한다. 

Web browser 
htm’ 요첩 

Web 훌erver 
HT빠L Windows 얘T 

htm I 응답 

HTML:의 경우의 서벼의 역할: 요청한 HTML 페이지의 전송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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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립트 

가. 스크립트란? 

웹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크립트로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와 자바 스 

크립트 두 가지가 있으며， 간단히 VBScript 그리고 JavaScript 라고 표현한 

다. 

VBScript는 비주얼 베이직 언어와 비슷한 스크립트로서，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보통 초보자 또는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JavaScript는 문법 이 C/Java와 비 슷하기 때 문에 주로 C/C++ 또는 자바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VBScript와 JavaScript는 문법이 약간 

다를 뿐 함수를 부르거나 변수의 사용 방식 등 기본구조는 동일하다. 예를 

들면 함수를 선언하거나 호출할 때 괄호를 넣어준다든지， 변수에서 new를 

이용하는 것 등 간단한 언어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 클라이언트/서버 스크립트 

일반적으로 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중에서 어디에서 실행되는가 

에 따라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와 서버 스크립트로 나눈다. 클라이언트 스크 

립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측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때 클라이언트로 

바로 전달되어 웹 브라우저에서 읽고 실행되는 스크립트이며， 서버 스크립 

트는 서버에서 읽어 실행한 후 그 결과만 브라우저로 보내지는 스크립트를 

말한다 

(1)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가) VB스크립트 

VB스크립트는 비주얼 베이직과 유사한 언어로 Active X컨트롤， 자동화 

서버， 자바 애플릿 등을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와 기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인터프리터 형태로 구현된 스크립트 언어이며 윈도 

우와 유닉스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VB스크립트는 ASP에서 사 

용이 가능해 IIS에서 서버 측 스크립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VB스크 

립트의 단점으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완벽히 동작하지만 넷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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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눈 점이다. 

(나)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로서의 자바스크립트는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드 

는 객체지향 스크립트 언어이다. 자바 언어처럼 완전히 클래스를 상속할 수 

없어 완전한 객체지향은 아니지만 이 점을 제외하면 객체지향 인스턴스 모 

댈이라 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의 장점은 모든 웹 브라우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2) 서버스크립트 

서버스크립트는 서버에서 실행하는 스크립트로서 이전의 CGI가 갖는 문 

제점 즉， 사용자 요청이 많아지면 처리 프로세스가 늘어나 속도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점， 익히기 어렵고 유지보수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가) ASP 

ASP(Active Server Pages)는 1995년 말에 등장한 IIS (Intemet 

Infonnation Server)의 세 번째 버 전으로 MicroSoft사 NT의 IIS 3.0이 상에 

서만 동작하는 특별한 페이지이다. 이 ASP라는 페이지는 Web을 프로그래 

밍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페이지로서 기존의 HTML 페 

이지와는 상당히 다른 동적인 구성을 제공한다 

ASP의 경우는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그 페이지를 html 페 

이지처럼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그냥 보내주지는 않는다. 사용자에게 보내 

Web 훌erver Web broψrser 
Asp 요첩 

HT빠L 
asp 응답 

Windows 빼T 

Asp의 경우 

주기 이전에 서버 내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태그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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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html 형식으로 만든 뒤， 그 만들어진 페이지를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서는 ASP 소스 코드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보안상 약간의 이점이 생긴다. 또한 ASP와 같이 서버에서 

해석되는 스크립트의 장점 중 하나는 개발언어의 종류와 무관하게 클라이 

언트에서 활용된다는 점이다. 

(나) PHP 

PHP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언어이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되는 스크립트 언어이다. 사용자가 HTML 폼을 통해 입력한 값을 웹 

서버 상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HTML과 같은 형태로 가공하여 다시 사 

용자의 브라우저에 전달하는 서버측 언어이다. PHP는 강력한 성능과 편리 

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크립트 언어이다. 현재 최신 버전은 4.0.4 이며 

Zend라고도 한다. PHP4 Zend는 내부 엔진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형태의 스 

크립트 언어이다. PHP는 속도， 개발 편의성， 여러 가지 확장 기능으로 볼 때 

기존의 펄 (Perl) 이나 ASP(Active Server Page) 보다 더 좋은 언어이다. 그 

리고， LINUX 나 UNIX 계열뿐만 아니라 WIN32 용 바이너리 파일을 제공 

해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웹 서버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운영체제에 독립 

적인 웹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PHP는 Professional HTML 

Preprocessor의 약자이다. 간혹 Personal Home Page로 잘 못 알고 있는 경 

우가 있는데 이는 PHP!FI2 버전의 경우이고， PHP3는 발표와 동시에 PHP3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이름 공모를 통해서 Professional HTML 

Preprocessor라고 명명되었다. 본 흠페이지에서 주력으로 사용된 언어이다. 

CD PHP란? 
PHP는 HTML 문서 내부에 포함되어 웹 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는 스크 

립트 언어이다. 간단한 예를 보면 

<html><head><title>예 저11- 1 </title></head> 
<body> 
<?php 

echo "안녕하세요 。A PHP 입니다.”; 
?> 
</body></html> 

Perl이나 C와 같은 다른 언어와 디-르게 HTML을 출력하는데 많은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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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 없다. 여러분은 HTML내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위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OA PHP 입니다" 문자열 출력)에 대한 스크립트를 적어주면 

된다. PHP 코드는 특정한 시작/끝( '<7php' 와 '7> ’) 태크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태그는 "PHP 모드”로 들어가거나 나오게 하는 것이다. 

PHP가 자바스크립트(J avaScript)와 같은 클라이 언트 측(client side) 스크립 

트 언어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코드가 서버에서 실행된다는 것이 

다. 

CZ) PHP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PHP는 CGI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HTML 폼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고， 동적인 웹 페이지를 만들거나， 쿠키 (Cookie)를 보 

내고 받을 수도 있고 기존의 C 나 Perl 을 이용한 CGI에서 구현하기 힘들었 

던 동적인 GIF이미지의 생성， HTTP 언증， 파일업로드 등의 기능도 쉽게 구 

현 할 수 있다. 

아마 PHP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데이타베이스(Database)와의 연동부분일 

것이다. PHP를 사용하면 여러분은 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한 동적인 웹 페이 

지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DB server들을 현재 사용할 수 

있다 

Adabas D, InterBase, Solid, dBase, mSQL, Sybase, Empress, 

MySQL, Velocis, FilePro, Oracle, Unix dbm, Informix, PostgreSQL 

PHP는 IMAP나 SNMP, NNTP, POP3, HTTP등의 프로토콜들을 사용해 다 

른 서비스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심지어는 raw network 

소켓을 사용하면， 그 외의 프로토렬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 PHP으| 역사 

PHP는 1994년 가을 Rasmus Lerdorf가 처음 고안하였다. 처음 비공개판 

은 그의 홈페이지에 사용되었고， 외부에 사용된 것은 1995년 초부터 사용되 

어 Personal Home Page Tools라고 불리 게 되 었다. 

이것은 몇 개의 특별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파서(명령 해석기) 

엔진과 방명록이나 카운터 같이 홈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의 간단한 유틸리티로 구성되었다. 이 파서가 1995년 중반에 재 작성 

되 어 PHP!FI Version 2라고 명 명 되 었 다. FI는 Rasmus가 작성 한 html 형 식 

의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별도의 패키지다. 그는 이 두 가지를 합치고 

mSQL을 지원하도록 하여 PHP!FI를 탄생 시켰다. PHP!FI는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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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헌하였다. 

CD 얼마나 많은 사이트에서 PHP를 쓰고 있는가? 
국내에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RedHat 리녹스， 

MP3.com, 미쓰비시 자동차 같은 여러 상업적인 사이트에서도 사용되고 있 

으며，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200，0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고 한다. 

@ PHP4 Zend 

PHP3의 차기 버전인 PHP4 Zend는 간략히 말해 코드가 복잡한 스크립트 

에서 성능 저하를 보이는 PHP3에서 기존의 명령 해석기를 새롭게 만들고 

컴파일 시에 포함 시켜야만 했던 추가 기능을 모률화 시켜 성능을 향상시킨 

버전이다. PHP4에서도 PHP3의 모든 소스 코드는 수정하는 불편 없이 즉시 

사용 가능 할 것이다. PHP4의 성능 변화는 좀더 다양한 기능의 추가 지원 

과 내부엔진의 처리 속도 향상이며 문법 등은 PHP3의 것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PHP의 특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서버에서 해석되는 스크립트 언어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쉽게 해준다 

- 코드 작성이 쉽다. 

- Unix와 Windows 환경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 JSP 

Sun사에서 만든 자바에서 작동하는 Server Page를 JSP라고 하며 그 작 

동원리는 ASP와 비슷하다. 

(라) CGI 

Common Gate Interface의 준말로써 예전에 주로 C나 Perl의 언어를 이용 

하여 Server Side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활용된 언어이다. 최근에는 JSP와 

ASP의 안정성과 활용의 용이성 서버의 적은 부담 때문에 덜 이용되는 추 

세지만 기존의 CGI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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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ysql 데이터베이스 

가. MySQL은 무엇인가? 

My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이것은 공개용 데이터베이스로서， 

일반 상용 데이타베이스와 비교하여 크게 뒤질 것이 없는 매우 뛰어난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이다. 물론 안정성 및 무결성의 측면에서 다른 상용 데이타 

베이스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만 잘 한다면 매우 잘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데이타베이스에 

비하여 보안이나， 각종 함수도 많아서 프로그램에 용이하다. 공개용 데이타 

베이스로는 mSQL, PostgreSQL, MySQL 둥이 있는데 그 중 전 세계적으로 

볼 때 MySQL이 많이 애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용도가 미미하다. 이는 또한 PHP와도 연결이 용이하고 각종 공개용 

웹 서버와 연결도 간편하다. C, C++ , Java, Python, TCK/TK, 그리고 

ODBC 도 제공이 된다.ODBC는 windows3.l, win95, NT 용 모두 제공되고 

있다. Access와 자료를 연동할 수 있으며 Excel은 물론 Delphi( 벨파이)와는 

DBE 3.2를 사용하여 데이타 연동이 가능하며 C++ Builder 와는 DBE 3.0을 

통하여 사용 가능하다. 이 MySQL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DB 개발자들 

에게 약간의 개발 후원금을 제공하면 제품에 포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과 

함께 판매도 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MySQL 의 공식사이트 

HTTP://www.mysql.com : Mysql 공식 홈페이지 

다. MySQL 의 현쩨 최신 버전 

MySQL은 현재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2002년 3월 현 

재로서 가장 높은 버전은 MySQL 4.0.l0-gamma 이고， 3.23.55-production 

이 개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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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ySQL 설 치 가능 OS 

MySQL의 설치는 매우 간단하다. 공식 사이트로 가서 소스를 가지고 온 후 

컴파일을 하여 설치하여도 되고， 또는 컴파일 된 실행 파일을 가지고 와서 

실행하여도 무방하다. 현재 MySQL은 각종 OS에서 설치되고 실행될 수 있 

다. 실행 가능한 OS와 패키지는 다음과 같다. 

Solaris 2.5 & 2.6 with native threads. 

SunOS 4.x with the included MIT threads package. 

BSDI 2.x with the included MIT threads package. 

BSDI 3.0 and 3.1 native threads. 

SGI IRIX 6.x with native threads. 

AIX 4.x whith native threads. 

DEC UNIX 4.x with native threads. 

Linux 2.0+ with LinuxThreads 0.5, 0.6 and 0.7. 

FreeBSD 2.x with the included MIT threads package. 

FreeBSD 3.x with native threads. 

SCO OpenServer with a recent port of the FSU -threads package. 

NetBSD l.3 Intel and NetBSD l.3 Alpha. 

Openbsd 2.1 

HPUX 10.20 with the included MIT threads package. 

Win95 and NT. This version is current1y only available for users 

with a MySQL license or MySQL email support. 

4. 개발 툴 

가. FrontPage2002 

(1) FrontPage2002 특 징 

프론트 페이지는 워드프로세서처럼 쉽게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 

는 도구로서 내용을 입력한 다음 메뉴 명령이나 대화 상자의 조작만으로 뛰 

어난 웹 페이지를 만들어준다. 프론트 페이지 2002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오피스와의 손쉬운 공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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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프론트 페이 

지 2002에서는 다른 오피스 프로그램과 유사한 메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오피스에서 사용되는 코드들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반영 

브라우저와 무관한 예를 들면 Internet Explorer 4.0과 Navigator4.0 이상에 

서 지원되는 다이나믹 HTML 효과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하위 

브라우저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이전 버전의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기능 

만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임의로 HTML 원본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노트패드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소스코드를 보존하여 준다. 

(다) 빠르고 효율적인 웹사이트 관리 

탐색구조 보기를 통하여 문서를 선택하여 끌어다 놓는 것만으로 문서에 대 

한 링크를 웹 페이지 상에 만들 수 있으며 웹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보고서 기능을 제공해준다. 

(라)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프론트 페이지 2002에서는 데이터들이 직접 데이터베이스로 입력될 수 있도 

록 해준다. 이런 과정들은 데이터베이스나 SQL구문에 대한 지식이 전혀 필 

요하지 않으며 프론트 페이지가 자동으로 구성하여 준다. 또한 데이터베이 

스 입력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활 조회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도 제공해 

준다. 

(2) 설치 요구 사항 

Microsoft FrontPage 버 전 2002를 사용하려 면 Pentium III 프로세서 및 

128MB RAM을 장착한 컴 퓨터 에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을 설 치 하는 것 이 좋다. 다음은 Microsoft FrontPage 2002를 실 행 하는 데 펼 

요한 최소 시스템 요구 상황이다. FrontPage 2002의 일부 기능에는 추가 요 

구 사항이 있다. 

서비스 팩 6을 포함한 Windows NT 4.0을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Intemet 

Explorer의 버전을 최소한 서비스 팩 1을 포함한 4.01로 업그레이드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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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 

메모리 

Pentium 133MHz 이상의 프로세서 

FrontPage 2002의 RAM은 사용 중인 운영 체제에 따라 다르며， 
FrontPage에 대해 8MB RAMOI 추가로 필요합니 다. 

。 Windows 98 또는 Windows 98 Second Edition 
。 24MB RAM 
。 Windows Me 또는 Microsoft Windows NT@ 
。 32MB RAM 
。 Windows 2000 Professional 
。 64MB RAM 

하드 디스크 

드라이면 

디스플레이 

운영 체제 

주변기기 

하드 디스크 공간 요구량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 

지정 설치 선택 하드 디스크 요구량은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165MB의 사용 가능한 하드 디스크 공간과 함께 
운영 체제가 설치된 하드 디스크에 115MB가 있습니다. 

Windows 2000 , Windows Me 또는 Office 2000 SR1 이 없는 
고객은 시스템 파일 업데이트 용으로 50MB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CD-ROM 드라이브 

Super VGA(800x600) 또는 256 컬러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니터 

Windows 98 , Windows 98 Second Edition , Windows 
Millennium Edition , Windows NT 4.0(서비스 팩 6 이상 설치) 1 
또는 Windows 2000 Professional 이 상 

Microsoft 마우스， Microsoft IntelliMouse@ 또는 호환 가능한 
포인팅 장치 

(3) 추가 요구 사항 

(가) 특정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추가 항목 또는 서비스가 있다. 

CD 사운드 및 멀티미디어 효과(가속 비디오 카드 또는 MMX 프로세서는 

그래픽 렌더링 성능을 향상시컴)를 위한 멀티미디어 컴퓨터 

@ 음성 언식용(미국 영어 버전만 해당): 

。 Pentium II 400-MHz 이상의 프로세서 

。 128MB 이 상의 RAM 

。 헤드 셋 및 오디오 출력 장치 

@ 전자 메일 사용을 위해 Microsoft Exchange, 인터넷 SMTP!POP3, 

끼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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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P4 또는 다른 MAPI 호환 메시징 소프트혜어 필요 

CD 일부 인터넷 기능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별도의 인터넷 사용 요금을 지 
불해야 할 수도 있다(시내 또는 시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일부 인 

터넷 기능에는 Microsoft와 다른 공급업체에서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 

웹 서버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도 있다. 

@ 14,000bps 이 상의 모 템 

@ 필기 업력 기능을 지원하는 그래픽 태블릿 권장 

(J) 일 부 데 이 터 베 이 스 기 능은 Microsoft Access t+ 다른 ODBC 호환 데 이 

터베이스가 필요하다. 

(나) Microsoft SharePointTM Tearn Services를 사용하려 면 다음 또한 필요하 

다. 

CD Pentium 200MHz 이 상의 프로세 서 

(1) Microsoft Intemet Information Services(IIS) 5.0을 실 행 하는 

Microsoft Windows 2000 운 영 체 제 

@ 128MB RAM 

CD 표준 설치에는 70MB의 사용 가능한 하드디스크 공간이 필요하다. 하 
드디스크 공간 사용량은 구성에 따라 다르며 사용자 지정 설치 선택은 

디스크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더 적게 필요하다(새롭게 제공된 

웹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마다 최소한 5MB의 하드디스크 공간이 필요 

하) . 

@ MSDE(Microsoft Data Engine) 또는 Microsoft SQL ServerTM 7.0 이 

상(MSDE는 SQL Server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SharePoint 

Team Services와 함께 자동으로 설치 됨 ) . 

q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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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디트플러스 

윈도우용 문서 편집기로서， 메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 래
n
 

그
 표

 

혐
 써
 

사
 
문
 

있는 까

T 

(1) 에디트플러스 

인터넷 환경에서 편리하게 

모장을 대선할 뿐 아니라 웹 

지원한다. 기능들을 p J- Q• 

1.:õ τ= 주
 
’ 와

 

81 <TD VALIGIoI="top"><IHG SRC="imq/dot. qif" 'ilIDTIl=10 HEIGIIT=12></TD> 
82 <TD><FOIπ FACE="굴힘 r’ SIZE=2>브라우저를 따로 쉴행시키지 않고도 IITHL 문서를 <A 
없EF=’'ss/inte~net. qif">내장 브라우저</A>료 간편하께 확인해 룰 수 있습니다. </FONr></TD> 
</TR> 
<TR> 

<TD VALIGH="top"><IHG SRC="img/dot. gif'’ 'ilIDTIl=10 HEIGHT=12></TD> 
<TD><FOIIT FACE=’r굴링" SIZE=2>작성한 파일을 ITP 서버료 업료드 하거나 ITP 서버상에 있는 
파일을 직접 편집알 수 있습니다. </FONr></π〉
</TR> 
<TR> 

<TD VALIGIoI="top"><IHG SRC="im9/dot.91f" 'ilIDTIl=lO HEIGHT=12></TD> 
<TD><Fmπ FACE="굴림" SIZE=2>URL과 컨자 메일 주소를 강죠해 주고， F8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료 'Ctd + 더블클릭 l 하여 그 URL로 바료 첩숙알 수 있습니다. </FONr><η'0> 
</TR> 
</TABLE> 
<FOIIT FACE="굴량’ SIZE=2> 
<BR> 

<B>IITHL 도구오음<!B><BR> 
<BR> 
IITHL 도구묘음을 사용하면 자주 ξ미는 IITHL 태그를 마우스토 쉽고 빠르께 입럭알 수 있습니다. 
또한 IITHL 잭상 선찍기， 특수문자 선쩍기， 표 생성기， 오브쩍트 선택기 등의 도f들을 이용열 수 
있습니다.<BR> 
<BR> 

<B>문서 선 택 기<!B><BR> 
<BR> 

문서 선댁기를 사용하면 열려진 운서 사이를 마우스료 빠르껴 전환힐 수 있어서 윈도우 메뉴나 
Ct~l+Tab 커를 사용하는 것 보다 월씬 편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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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T 
AREA 
B 
BASE 
BASEFDNT 
BDO 
81G 
8LOCKQUOTE 
80DY 
BR 
8UTTON 
CAPTlON 
CENTER 
C1 TE 
CODE 
COL 
C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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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능 플러스의 (2) 에디트 

강조 

HTML, CSS , PHP, ASP, Perl, C/C++ , 자바， 자바스크립트， VB스크립트 파 

일에서 구문 강조 기능을 지원한다. 사용자가 작성한 구문 파일을 추가하여 

(가) 구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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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 기능 

• 브라우저를 따로 실행시키지 않고도 HTML 문서를 내장 브라우저로 간 

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작성한 파일을 FTP 서버로 업로드 하거나 FTP 서버 상에 있는 파일을 

직접 편집할 수 있다 . 

• URL과 전자 메일 주소를 강조해 주고， F8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Ctrl 

+ 더블클릭 f 하여 그 URL로 바로 접속할 수 었다 

(다) HTML 도구모음 

HTML 도구모음을 사용하면 자주 쓰이는 HTML 태그를 마우스로 쉽고 빠 

르게 입력할 수 있다. 또한 HTML 색상 선택기， 특수문자 선택기， 표 생성 

기， 오브젝트 선택기 등의 도구들을 이용할 수 었다. 

(라) 문서 선택기 

문서 선택기를 사용하면 열려진 문서 사이를 마우스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 

어서 윈도우 메뉴나 Ctrl+Tab 키를 사용하는 것 보다 훨씬 편리하다. 

(마)사용자 도구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나 도움말 파일 키 입력 기록 파일 등을 등록해서 편 

리하게 실행시킬 수 있다. 그리고 컴파일러 에러 메시지 등의 출력 내용을 

캡쳐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바) 자동 완성 

자동으로 짧은 단어를 완전한 구절로 바꾸어 주어 입력 시간을 줄여 주는 

기능이다. C/C++과 Perl 파일들을 지원하며 사용자가 작성한 자동 완성 파 

일을 추가하여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지원할 수 있다. 

(사) 클립텍스트 창 

클립텍스트 창을 이용하면 자주 쓰이는 텍스트 조각을 모아 두었다가 

마우스로 빠르고 편리하게 문서에 입력할 수 있다. 기본 클립텍스트 파일을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작성한 클립텍스트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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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문서 템플릿 

문서 템플릿은 새 문서를 작성할 때 매번 같은 내용을 입력할 필요 없이 미 

리 서식으로 지정해 둘 수 있는 기능이다. 

(자) 다른 기능틀 

이 밖에 줄 번호， 눈금자， URL 강조， 칸 단위 선택， 강력한 찾기와 바꾸기， 

다중 실행 취소 및 재실행， 사용자 정의 단축키 등 다양한 기능들을 쉽고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었다. 

다- 플래시 

(1) 플래시란? 

플래시는 1996년 9월， 퓨처웨이브소프트웨어 (Future W ave Software)사가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프로그램인 퓨처스플래시 애니메이터 

utureSplash Animator)를 개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홈페이지 

제작 방식에 일대 획을 그은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 제품을 매크로미디 

어사가 인수해 속워l 이브(shockwave) 기술과 결합해서 플래시로 부활시킨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기능 추가， 적극적인 마 

케팅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언터넷뿐 아니라 다양한 애니메이션 분야에 사 

용되면서 현재 플래시 5까지 발전되었다. 

π1월cr。πledia흉 
FU훌훌H를 

Using Flash 

For Updattl5 & downloads, vlslt: 
ht‘ pJlw'.w，ιmacromedia，coml없Ipport/flash macr겸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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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가 이렇게 홈페이지의 표준이 되고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도 기존의 홈페이지 제작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 

이다. 플래시는 벡터 기반의 드로잉 방식을 지원해 적은 용량으로 보다 많 

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또한 사용 방법이 간단해서 조작하기 쉽고 작업 흐 

름이 간편해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물을 웹에서 구현할 수 있다. 무엇 

보다도 멀티미디어 시류를 타는 장점으로 MP3 압축 기술을 지원하기 때문 

에， 고급스런 음향 효과를 넣을 수 있다. 한마디로 플래시는 정지되어 있던 

홈페이지를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래시라고 하면 단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도구라고만 생각하 

기 쉽지만， 실제로 그 활용 범위는 무한하다. 매크로미디어사의 발표에 의하 

면， 흔히 사용되고 있는 홈페이지 제작에서부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 

전제품을 작동하기 위한 버튼에 이르기까지 플래시의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한다. 현재 플래시는 홈페이지 제작을 비롯해 만화 애니메이션의 

제작， 게임 제작， 광고 배너의 제작， 네비게이션 시스템 제작， 화면 보호기 

제작， E-mail 제작， 인터넷 방송국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플래시가 있다고 해서 나모 웹 에디터나 드 

림위버 같은 홈페이지 제작 도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플 

래시로 만드는 것은 오직 ’무비’일 뿐이다. 홈페이지를 플래시로 만들고， 플 

래시에 있는 출판 기능을 사용해 인터넷에 올릴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 

까지나 부가 기능일 뿐이다. 홈페이지는 전문 저작 도구로 만들고 플래시로 

는 그것을 장식한다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플래시로 만든 무비는 

HTML 태그나 흠페이지 저작 도구의 삽입 명령을 통해 원하는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2) 플래쉬의 특정 

(가) 일정한 화질을 유지한다. 

플래시의 장점 중 하나는 벡터 그래픽 기반의 도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미지의 선， 면 등의 정보를 모두 좌표 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커 

지고 작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일정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다. 

(나) 압축률이 뛰 어 나다. 

플래시는 일반적인 GIF 애니메이션에 비해 상당히 적은 용량이지만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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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움직이며， 특히 플래시 무비에서 자주 쓰이는 그림을 섬별로 만들 경 

우 수천 번을 사용해도 전체 무비 용량이 커지지 않는다. 또한 플래시 안에 

있는 비트맴 이미지나 사운드 파일을 다시 압축할 수도 있다. 

(다) 움직이는 정보를 선사한다. 

플래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터넷이 그저 정지된 사진과 글씨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러나 플래시가 나오면서 사진과 글씨 

는 더 이상 l동작 그만l 이라는 명령어를 듣지 않게 되었다. 플래시를 사용함 

으로써 뮤직 비디오를 보여주듯 원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는 곧 정적인 인터넷에 3차원의 개념을 부여했다는 뜻이 된다. 

(라) 앙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인터넷의 매력이자 발전의 원동력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있다. 이에 비 

추어볼 때 플래시는 강력한 액션 스크립트 기능이 있어 사용자에게 친밀하 

게 다가간다. 다시 말해서 플래시블 사용한 곳은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내용이 다양하게 변한다. 이는 곧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바꿀 수 있 

다는 뜻이다. 

(마) 스트리밍 기술을 지원한다. 

리얼플레이어의 장점은 파일을 전송하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스트리밍 기술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기술 

은 큰 용량의 파일이라도 무리 없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플래 

시 역시 스트리밍 기술을 사용해 용량이 큰 파일도 차근차근 볼 수 있다. 

(바) 멋진 음악 파일을 넣을 수 있다. 

플래시에 음악을 넣는 기능이 없었다면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무비에 첨부된 음악 파일은 그것을 더욱 역동적으로 꾸며주며， 버튼에 적절 

히 사용된 음악 파일은 해당 페이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 비트랩을 지원한다. 

플래시는 GIF, lPEG , PNG 등의 이미지를 지원한다. 그래서 비트맴 이미지 

를 어렵지 않게 무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삽입된 비트랩 이미지는 I 비 

트랩 부드럽게 만들기 I 기능을 이용하면 확장하거나 회전시킬 때 품질을 높 

일 수 있다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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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모 웹 에디터 

(1) 나모 웹 에디터란? 

인터넷을 정보가 유통되어 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홈페이지란 시장에 

속해 있는 점포라고 말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기본 틀에는 하이 

퍼-링크(Hyper-Link)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들을 

마우스 클릭 하나로 연결하여， 보고 싶은 내용을 볼 수 있게 하고 자료를 받 

을 수도 있으며 온라인 (On-Line)상에서 서로 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도와 

주는 기능을 말한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이 하이퍼링크 기능 

이 작동할 수 있게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로 만들어진 문 

서를 웹 (Web)상의 일정한 공간에 올려놓고 그 주소를 갖는 것을 말한다. 

講뚫뚫짧활흙훌톰탤합혔 
(; .... 19'>’()~.tOO1~‘notl'\ll: • .，-'.“，$10영 n영‘” ‘ ... ""'" 

웹 에디터란， 이 HTML을 만들어주는 도구를 말한다. HTML을 모르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할 때， 일일이 복잡한 HTML을 사용하지 않고 

서도 간단한 워드 프로세스 작업만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편집 툴(Tool)을 일걷는 말이다. 

(2) 나모 웹 에디터의 특징 

(가) HTML 명령어 (Tag)를 몰라도 누구든지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 

다. 

(나) 워드 프로그램을 작성하듯이 나모 웹 에디터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며， 작업 창에 보이는 대로 홈페이지가 제작되는 위지원 방 

Q 
]



식 을 채 택 하고 있다. (:위 지 획 이 란? What Y ou See What Y ou Get의 약 

어로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뜻.) 

프로그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넷스케이프네비게이터 

램 규약을 준수하여 호환성이 뛰어나다. 이는 

무리 없이 잘 작동한다는 의미이다. 

모두에서 

브라우저 

브라우저 

등의 웹 

2개의 

(라) 링크가 잘못된 파일과 외톨이가 되어 

게 표시해준다. 

쓸모 없게 된 파일을 일목요연하 

(마) 작성한 파일 전체를 출판할 수도 있고 그 중 업데이트 된 내용만을 골 

라서 출판할 수도 있다. 

(바) 스크립트 마법사를 지원하여 자바스크립트로 연출할 수 

지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있는 여러 

(사) 레이어와 타임라인을 적용하여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 

(아) 스타일 기능을 이용하여 일관된 편집을 할 수 있다. 

가 

(자) 이미지， 사운드 

파일관리를 쉽게 

문서를 저장할 때 외부개체의 

있다 

등 외부파일을 삽입해서 

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차) 강력한 사이트 마법사 기능을 통해 초보자도 몇 

하게 흠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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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웹 서비스 운영 

L 지진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과제 웹사이트 

가. intro 화면 

과학기술부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사업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에서 총괄추진 중인 원전 부지를 중심으로 한 『지진 안전성 평가기 

반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나눔의 장소로 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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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사업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벗어나 새 

롭게 업그레이드하였다. 깨끗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난 이미지 

플래쉬를 초기 화면으로 선택하였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채택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5초 후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로딩 되게 구성하였다. 또 skip 버튼을 따로 만들어 기다리는 번거 

러움을 덜어주게끔 하였다. 

위 이미지는 전체적인 홈페이지의 이미지와 공지창을 보여주는 인트로 화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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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메언화면 

G셔엉용21자에게 

홉웰헬뀔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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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공지사항 
• "α니깨싶 \ii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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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p 버튼을 누르거나， 5초가 지나면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연노란색을 중심으로 디자인하였다. 메뉴에는 공지사항， 

과제 계획서， 연구실적 및 현황， 과제참여기관/책임자， 과제제안서， 지진 · 지 

질 DB 그리고 행사일정， 사업 관리자에게 email보내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메뉴 형식은 가로 정렬 형식을 사용하였다. 그 아래에는 본 중장기 과 

제의 제목과 오른쪽으로 지질에 관한 사진을 플래쉬 이미지로 넣었으며， 옆 

으로 지진/지칠 DB에 접근할 수 있는 버튼을 두었다. 

지진/지질 DB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축적되는 구체적인 지질자료를 단 

계적으로 공개하고자 한 것이나 공개할 자료가 충분히 축적될 때까지는 계 

정을 부여받은 인원에 국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계정을 부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진/지질 DB 버튼의 위에 위치는 사업 관리자에게 라는 버 

튼을 이용하여 사업관리자에게 계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후 사업관리자 

의 확인 절차를 거쳐 계정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메인 

언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날짜를 삽입하여 

공지사항에 최근 

하였고，업데이트 

m 

μ
 

공지사항을 두어 

확인할 수 있도록 

또한 아래에 

화면에서 바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지사항은 여기에 

위치하는 제목을 클릭하는 것과 위 메뉴바에 위치하는 공지사항 버튼을 통 

해 이용할 수 있다. 그 오른쪽으로 행사 일정 버튼을 두어 행사 일정을 통해 

사업에 관계되는 행사 일정을 월별로 체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인 페이지 아래에는 본 홈페이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가로형식의 배너로 

추가하였고， 맨 아래에는 본 연구의 총 책임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삽입하였 

다. 

다- 공지사항 

공지사항은 과제 참여 책임자들간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매개가 되 

고， 과제에 관계되는 세미나 또는 회의 개최에 대한 공지를 올리는 곳이다. 

각각의 제목을 클릭하면 그에 해당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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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제계획서 

과제계획서는 단계별로 3차 년도까지 과제의 기관별 계획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 위탁과제 역시 여기서 확인 할 수 있다. 단계별 그리고， 

기관별 버튼은 슬라이드 형식으로서 다른 과제로의 이동이 자유롭고， 사용 

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긴 문단을 읽을 시에도 스 

크롤을 따라 아래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a시얻 g리지에게 

- 24 -



마. 연구실적 및 현황 

연구 개발에 따른 그의 실적 현황을 단계별 연차별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고， 그 아래로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과 국내 및 국외 학술지의 논문실 

적 게제 및 발표현황과 지적 재산권 출원 · 등록 현황， 기술세미나 개최 현 

황， 보고서 발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훌뤘 KINS 월져확연구찌양 흥용'1 져획사g G씨엉홉l!I자에께 

바. 과제참여기관/책임자 

과제 참여기관 및 책임자는 단계별 과제에 참여한 기관과 책임자의 연락 

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서 과제에 대한 문의점이 있는 경우 연 

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웹서버에 메일 

서버를 구축하여 과제책임자의 메일주소를 클릭만 하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은 메일서버와의 연결화면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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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제 제 안서 (REF) 

정부(과기부)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안전성 평가기반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과제의 최종 · 단계별 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에 대해 

제시한 제안서를 확인 할 수 있다. 

총톨찌제안서 RFP 

~ ~>>~?JfJ언 ~V: Of 
i 퉁i'!1It영 

〉쩌흉5}lJ 

-1긴?얻tç 1.; ~:::7.τ ~，".i";:iδ안건~ 영)i-:; .ç; t i- Jj (r:?-l!: 
-tr:‘ ;:11 션ζ*‘ 1ir.;:~.::.r~ 텅 /j기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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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익스’:i ζ:. ZJ. J; 억 ~~진잉;:;1 ~딩(! 잉 !ii싣상슐 둔E오 'iì.i ~fiif~ 도 당 ìf J" rs: cle 구축 
- 잔iLrε 수요χ 잊 i 싼진얻;;.1 ~t.H잉 션}죠 E호도 a 싣)P， j꺼!.;;:<:i. 도 진성 
>9찌양 5럭 II 

-제4ï 깐 J:. A! 및 .:ii.).!간이~ 인구 

-t: !Oi?,;r-‘ 'l! ;~'，I i!'.:it..'"~언 f:~ _:.Iïl'::‘~，?~ ξr.fi~\(~ ~잉 

-tJ)i~:r흠느.J ~LH "2씨(Jl'‘영 GPS 샤!.l*성없 홉 tlt;q 스?‘ ;:j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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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F 

연구개발에 필요한 행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한 캘린 

더 형식의 스케줄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정을 

입력하고자 하는 날짜를 더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 삽입 창이 나타난 

다. 

r二=二二-_.. _._-_ ... _-_ .... _----_._-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 ] 

, IDescriptiòn Usemame 

l 헬헬헬캠 lC Modify Selected Delete Selected 

있다. /-
T 동l 

2 

감
 

삽입 클릭해서 내용을 Add Ite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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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휘를 • 청 - 찮 l셜 웠 jJ 길에 넣농톨껴첼l 월내띠대 흉 짧， 
ζ 쇼(Qlji)h뼈‘;ilgl~';b:pc니 • c , la!calendar/oP9rate , php?action얘d+ltern&m뼈=1&ye8r;:얘없ay=1 

찌F 

| Bo다‘ @ ζa에ndar 

- Mlc.roso1t Intern,t E><plorer 항;...，훌~ .. 

이미 등록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력된 내용을 더블 클릭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고， Delete Selected, Modify Selected, Add 
Item 버튼을 이용하여 관련내용을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추가 할 수 있다. 

m밍<El 핀정~ 보꺼(Y) .껴양71 (ð) 도구<D 도용wf) 흩 

o튀를 .c- 최 i싫 훌i ‘ ι3 얻‘ 혈농톨껴혐71 앙‘미디대 흉 앓，&숱깅깅 o 융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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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jUsernameJTime' ISubJect ’Descrtpt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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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질 • 지진 DB 

지질 • 지진 DB는 아직 연구가 계속 진행단계이므로 일반인에게서 공개되 

지 않는 관계로 로그인을 해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계정을 받으려면 운 

영자에게 직접 email을 보내 운영지-에 의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정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오른쪽 아래의 이미지가 지질 · 지진 DB의 로그인 창이다. 

• 연구 잊입자닝용등 기즌의 마Oi디와 H!\ll언효로 로그잉하시기 바양니o 

져정훌 양지 목δ}겼거U OIOlOU 버일언호를 잉으잉 연구찍잉R닝을 l'서는 

응영자에게 엉융 보내주시 )1 바힐U다 

of이[J: 

I스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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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G l'llIpil’‘ lab.pcu .• c.kr/admlnlooVloIj1n.php 

지징/피건 "8 종3인 

• 연그 액잉자잉i톨 ，，~~mo;디외 ι3언:Q S iI:J연i‘시기 닝~UO 

꺼 .. ι’지 .!I~꺼나다0:디나 i:llii t!.'효I~Z건 언구씩잉지닙.이서E 

흩잉자~~ ’ ;~lll~시기 바앙니다 

11010: f에배 

I스”드 r •• ;떤 ]

c:효ε맡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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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받아 들어가면 아래쪽의 창이 뜨면서 자료실이나 DB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t “"' ... ι，“ ill ... "'I'oI ••• “mr.m.~ml.lml~r.. ............................................................ 빼빼없 

IDiI<Ð I! !!(ξ) 잊기<Jl) .껴*기어) li'구ψ 도1Ii1뼈 11: 

g 튀훌 • 용) i생 싫영 쫓~J’ a어 짧 ，，，ft껴 앙쩌디d 훌았，~경- 훌 않핑 i~J ~훌 
• ~~-，-，-:..:=-，--，~，""-""~，，，，，->.，-，-，-，~‘ _._-••; • 」←→ • ; ‘•• ‘_ ..... _.••--.'.'--."• 」←J • • ‘ 

;:;"'{(0:4잉 h뼈 ,//gislab.DCU.ac.kr/database/erlter,php -itt.~ 딩 이톨 영링 ’ 

F꾀한국원자획안전기슬원 
Ktns KQrea ‘ .. n.t. 어 ..... “ ....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Background of 

Seismic Safety Evaluation 

톨빼 

ι}: 시장 111빼’j뼈 iþ WW'…” ‘ li'IIIiGIIII…U!I 싹셔웰 챙. 

메인 구성은 flash 이미지를 사용하여 동적이고 심플하게 구성하였다 

자료실과 DataBase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단 

층조사 현장/실내 분석 및 DB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정을 받지 않는 일반인이 들어가게 되면 아래의 창이 뜨고 다 

시 로그인 창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顯 마미g 또는 때스워드가 잃처 하지 않슐니다 

람떻빨양1 

m 

ω
 



(1) 자료질 

데이터베이스 메인 화면에서 자료질을 클릭 했을 때 아래와 같은 테이블 

형식의 창이 뜨게 된다. 이는 단계별 연차별 실적보고서， 실적계획발표， 위 

탁보고서， 자체평가의견서를 기관별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각각의 기관명을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f-:n~-; 

κ!GAιi 

ηFTI 

'f.-:.~ ~;;.’ 

v;r'b 
i/i( 、;、ιι

'~'f ，; 

출 E 흔 r 

γI~~S V l~J~; 
.(;::"::{1끼 κ!ι ’~t~1 

연차별 기관명을 클릭했을 때 뜨는 창이다. 

ø혈똘-느L二-느ζ 훤l 
§앓쇄 훌좋첼}협활蠻뽑평휩뿔쫓i짧를 쫓짜않짧닮잃鍵뽑일 

파잃 미홈: 흩괄밟표자료샤(째획>.hwp 

u}윌 형식: Hwp 문서 
보번 사함: gislab.pcu.ac.월 

표}월울 얼거나파일을 얻퓨터뻐 쩌증F하시컸용니짜? 

i g기잉)JI 저장~): 11날Iå:기 l 후가 정보(띤) 1 

E깅 01런 헝식의 따일를 얼기 켠에 항상 활'~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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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base 

데이터베이스 메인 화면에서 DataBase 이미지를 클릭 했을 때 다음과 같 

은 지진/지질 DB 내용을 볼 수 있는 창이 뜨게 된다. 이는 사업이 이루어지 

는 동안 축적된 지질 조사 내용으로서 지질， 4기단구， 4기단층， 조구조， 연대 

측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아래의 각각의 메뉴를 클릭 시 해당되는 내 

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back, prev, 확대， Print 

버튼을 삽입하였다. 각각의 메뉴는 지질도와 사진 등을 포함하며， 지질도와 

사진의 아래로 그에 해당하는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 남동부지억에 받닫히는 지구조원(Tectonic Source)의 활동성 (Capability)영기와 관 
련하여 ·훨싱단흥 조사쟁기 언구’(한국지원연구소‘ 1998), '경주 일대 신기 딘흥대의 운동학 
적 분석’(고려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1998) 그리고 ·원전부지 지진안전성 명기기슐 개 
밭'(한국원자럭안전기슐윈‘ 200))을 키초로 하고 기티 최근 문헌 및 자료를율 종합히여 요 
악하였다 

1 ，지형 및선헝구조 

한반도 경상문지의 남동부에는 앙산단흥， 올산단흥올 비롯한 대규모 딘흥이 발달하고 있으 
며， 많은 지짙획적 지구툴리획적인 연구기 진행되어 웠다. 경주시와 올산시률 잇는 국도 동 
혹에는 토힘산ι 삼태용， 동대산， 무형산 등이 거의 남북 방항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산지 
를 형성히고 있다. 이 산지의 셔 혹은 급한 급사면 올 이 루며， 서 흑 산록을 따라 선싱지성 단 
구면이 국소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올산단흥대의 노투와 소규모 단흥들이 20여개소에셔 
확인되 고 있다， 올산단흥대는 주로 Ni1IW-SSE 혹은 N-S 주항올 나타내며 딘흥대 낭루에서 
는 거의 일직선 상으로 나타나지만 충북부지역에서는 굴곡된 경항을 보여주고 있다. 올산 
단흥대 중혹에서의 선구조선은 주로 NNE-SSW, NE-SW, N-S 방항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5-1 5km의 비교적 짧은 직선상의 구조쩍 트렌드를 보인다， 올신광억시 일대에서는 개발로 l 쳤 l5-15km21 tJ liil61 ~i':" 61G~21 -r ::':61 s8!~. S'! ~ct ， ~0~\!l ^lliiCII Ol I J<1 e JH I!.'Só옆 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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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화변에서 [확대] 버튼을 누르면 map 이미지가 확대되어 나타난다. 오른 

쪽 아래에 위치하는 단추를 이용하여 축소 또는 확대를 할 수 있다. 

[print] 버튼은 화면에 나타난 화면을 그대로 프린트 할 수 있게 해준다. 

원
 



(3) DB 프로그램 다운로드 

DB 화면에서 이미지 아래에 있는 DB프로그램 Download 문장을 클릭하 
면 단층조사 현장/질내 분석 및 DB프로그램 (actfault.zip 파일)을 다운받 

을 수 있다. 다음 장에 이 프로그램의 메뉴얼을 삽입한다. 

휩， 

씨앓& 훨좋첼훨싫爾합뚫뿔활짧롤 흉좁↓擺1많싫밟옳繼 
파윌 01톨 sctfault.tip 

따잃형식: 

보댄 }J합: gís’sb.pcu;강C‘kr 

표I일률 얼커LfID월율컬흉Ei뼈 R1，장하씨꼈숍니짜? ‘ 

i 얼기따)ι 、J[ 쩌;짧or뿜숲""'"J I 추가 정보(외)1 
E긴 01런 형식의 따알즐 얼기 a뻐| 항상 확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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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단층조사 현장/실내 분석 및 DB 프로그램 

제 1 절 환경절정과 기본 기능 
L 환경설정 

단층조사 현장/실내 분석 및 DB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형도， 지 

질도， 원격탐사 도면， 음영기복도 등의 도면 자료와 기 조사된 지질정보가 

필요하며， 시스템의 가동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산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도면 데이터들이 저장된 공간 

(디렉토리)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환경설정을 위한 대화창이 나타난 

다. 설정 대화창에서 디렉토리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디렉토리의 위치를 지정 

하는 것으로 설정 버튼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파일 설정 대화창이 나타나 

설정된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 있게 해 준다. 

사용자 이름은 시스템을 가동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환경설정이 실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름을 

입력하여야 한다. 단 처음 프로그램 실행시에 환경설정이 잘못되어도 프로 

그램상의 환경설정에서 재 설정하면 된다. 하지만， 환경을 재 설정한 후에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야한다. 

l스캔 지영도는 Hard Disk에 .!.l 

O.느~ 

매네트워크환경 
"l"l ...... 'C b m얼 01홉(M): 

따얼 헐어α): IFieldma1B fl배 ( •• exe) 

「 월기 건융으로 'il: J1 (fl)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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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뉴 바 

가동된다. 이용해 본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3가지의 메뉴를 

풀다운 메뉴 

상단에 위치한 풀다운 

(1) 기본 

기본도 아래와 같다. 

편쁘쁘j 

메뉴로서 

않
 

刊

이 제공하는데 

;때질훈석 

활용되는 메뉴를 버튼으로 

들은 아래와 같다. 

지힐정보도면 

때 자주 

Oata Base 

할
 

동
 

가
 

GPS Maps 

뉴
 우E
 

메
 

파
 

튼
 
로
 

버
 
프
 

a 

|삐1.’ 때웰f똥훌 '~I.1.1 홈1. 

위치에 커서를 

PopUp 메뉴가 커 

좌측의 레전드 

아래와 같은 

기본도 

누르면 

메뉴로 

버 E 。 --

(3) 레이어 메뉴 

도면 레이어를 제어하는 

위치하고 마우스의 우측 

서의 위치에 나타난다. 

메뉴 

도면창 

기본 메뉴 

7\1잘분석 , 6eolo9Y 

$ 

W TESTl 

• W KVUNGS 1. DWG ( 
/ν CITV 
까I ROAD 
;/ go 
λ ‘ PARK 
1/ HIGHWAV 
;'1 TOPO 

W KVUNGS 1. DWG 
ν / 

메뉴 



3. 기본 메뉴 

가. Files 

본 시 스템 은 ESRI에 서 제 작된 ArcView의 shape 

파일과 AutoCad의 drawing 파일을 사용하게끔 제 

작되었다. 그러므로 이 파일들을 도면창에 불러들이 

는 기능이 이곳에서 실행된다. ArcView의 shape 파 

일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open-shp"메뉴를 실행 

하고 확장자가 견hp"인 파일을 불러오면 된다. 그리 

Open Project 
Save Project 

환경설정 

증료 

고， AutoCad의 drawing 파일을 부르기 위해서는 

"open-dwg"메뉴를 실행하고 확장자가 ”.dwg”언 파일을 부르면 된다. 

"Open Project"와 “Save Project" 메뉴는 현 시스템에는 코딩에 되어있지 않 

다. 

“환경설정”메뉴는 시스템이 가동 중에 인스톨시 설정한 기본환경을 바꾸기 

원할 때 사용한다. 환경을 재 설정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프로그램 

을 실행 해야만 변경된 환경이 반영된다. 

나 Maps 

Road Map 
Geology(Million) 
Geology(50, 000) 

//1 ................................................. . 

;1 1 Shade Map 
,1/ I Remote Sensing 

;.' I Fau It Map 
;11:",-

본 시스템은 연구지역인 경상도 일원 

의 다양한 전산 지형도와 지형에 관련된 

아래와 같은 도면을 제공한다. 

F 
/ν 

Topo(Vector 250,000) 
Topo(Raster 250, 000) 
Topo(50,000) 
Topo(5,000) 

스켄도면 삭제 

좌표읽기 

7 l 。
니
 



(1) Road Map 

경상도 일원의 주간선도로， 고속도로와 도시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으로 

시스템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도면창에 입력된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필요에 의해 이 도면을 삭제하였을 경우 다 

시 도로망도를 도면창에 입력하기 원할 경우는 “ Road Map" 메뉴를 실행하 

면 다음과 같은 도면이 다시 나타난다. 

Geology(Million) 
Geology(50,OOO) 

Shade Map 

--, 
4 

W KYUNGS1.DWG ( 
,; C1TY 
/1 ~9뼈 
,,'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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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IGHWAY 
tI TOPO 

W KYUNGS1.D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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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ology(Million) 

백만 축척 지질도를 도면창에 입력할 때 사용한다. 

-----
Shade Map 
Remote Sensing 
Fault Map 

-------’ 

Topo(Vector 250, 000) 

P KSL.S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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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ology (50,000) 

5만 축척 지질도를 도면창에 입력할 때 사용된다.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 

이 메뉴를 실행시킨 후 도면창에서 지질도면이 입력되기 원하는 부분을 마 

우스의 좌측 버튼으로 클릭하면 된다. 그러므로 전산 지질도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도로 망도나 전산지형도와 같은 도면이 미리 입력되어 있어야 한 

다. 

입력된 지질도는 위의 그림과 같이 암상의 구분이 다각형으로만 되어 있 

고 색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암상에 따른 색상의 배정은 각 

자가 지정해 주어야 한다. 

지질도의 색상을 지정하는 것은 매우 지루한 작업으로 매번 색상을 지정 

해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한번 색상을 지정하면 위와 같이 동일한 색 

상의 다각형도면이 색상으로 분류된 전산 지질도면으로 영구히 변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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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특정인이 색상분류를 수행하면 색상분류 파일 

을 타인과 공유하여 색상지정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된다. 

다음은 한번 지정된 지질도의 색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설명하 

고자 한다. 

지질도의 다각형에 색상을 지정하면， 지정된 색상이 지질도이름과 동일하 

나 “ .mdb" 형식을 갖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하며 저장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래의 도면은 감포지질도로서 ArcView 파일언 "Kampo.shp"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색상 테이블이 제작되면 지질도가 위치한 디렉토리 

((“활성 sw") -> "Maps"-> “5만 지질도")에 "Kampo.mdb" 파일이 생성되 

게 된다. 지질도 삽입을 수행하면 프로그램은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참조 

하여 해당 지질도(감포도면)의 다각형에 색상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색 

상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사람이 자신의 일을 타인과 공유하기 원하면 전 

기한 디렉토리에서 “.mdb"파일들을 복사하여 타인의 디렉토리에 넘겨주면 

타인은 도변에 색상을 부여하는 수고를 덜게된다. 

지질도면에 색상을 부여하는 방법은 레전드 메뉴의 속성을 활용하면 된다. 

전산도면이 도면창에 입력되면 화면 좌측에 위치한 레전드 박스에 입력된 

도면의 이름이 등록되고 이름의 좌측에 이 도면 레이어를 크고 컬 수 있는 

선택 체크박스가 나타난다(위의 그럼 참조) . 속성메뉴는 먼저 레이어창에서 

마우스로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위의 그림과 

같은 레이어 메뉴가 커서의 위치에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속성메뉴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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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속성 변경 대화창이 나타난다. 

이 대화창은 선택된 도변의 다양한 속성을 변경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므 

로 차후에 별도로 설명하겠다. 지질도의 색상을 변경하는 것은， 대화창에서 

“룩업” 탬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아래 그림들의 커서 위치를 세밀히 관찰하 

면서 차례로 따라 해 보도록 하자. 

@ 대화창의 “룩업” 탬을 선택한다. 

@ 위의 그림과 같이 필드명 콤보박스를 활성화하여 그중 "DXF_TEXT"를 

선택한다. GIS를 이해하는 사용자는 필드명이 지질도면의 다각형 속성 테 

이블의 항목임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GIS를 이해하지 못하여도 이 

과정을 수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 다음과 같이 "DXF_ TEXT"가 필드명으로 설정되면 “범례설정” 버튼을 

누른다. 버튼이 실행되면 그림의 좌측과 같이 도면에 존재하는 다각형의 

속성값이 박스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속성값은 지질도의 범례에서 층서 및 

암상의 심볼을 의미한다. 위의 그림과 좌측의 그림을 비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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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의 심볼 좌측 박스들은 이 섬볼의 다각형 색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변경하면 지질도의 색상이 변화된다.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서는 커서로서 암상의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색상테이블이 제공되고， 

이곳에서 색상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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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도 범례의 Qa와 Ad 색상을 변경한 후 범레설정을 실행한 후 적용버 

튼과 확인버튼으로 작업을 종료하라. 아래 그림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여라 

< 변경 전 > 

< 변경 후 > 

지질도의 색상을 변경하고 설정하면 범례 테이블과 도면의 색상이 즉시 바 

뀌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된 색상테이블은 생성이 되지만 색상이 즉시 반영 

되지 않는 것이다. 레전드 메뉴를 이용해 지질도 레이어를 삭제하고 다시 동 

일 지질도를 입력하면 바뀐 색상이 적용되어 있을 것이다. 

- 44 -



(4) Fault Map 

메뉴에서 Fault Map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경상도 일원의 알려진 단층의 

위치를 볼 수 있다. 

Shade Map 
Remo\e Sensing 

Topo(Vec\or 250,000) 

'" KYUNGS 1. OWG ( 
*’ CITY 
';1 RQ뻐 
/ν 00 

PARK 
~ HIGHWAY 

;1 TOPO 

'" KYUNGS I. OWG 
/ν/ 

§ 

'" KSL.SHP 
/ν 

샤
 잉 



(5) Shade Map, Remote Sensing, Topo Map 

아래의 그림과 같이 메뉴에서 이 도면들을 선택하면 도면창에 선택된 도 

면을 입력할 수 있다. 

1'8읍dël꽤p- - -l 

댐및1밍e후e맘i맴_1 
Fault Map 

! To p~('J;; cTor25QOOõi ! 
: Topo (Raster 250ι000) : 
: Topo(50,000) 
: Topo(5,000) l .:;~，:;:，\-;:u，: .., """ __ J 

도면창에 이들을 입력하는 방법은 먼저 메뉴를 선택하고 도면창에 사각형의 

영역 을 마우스로 지정하면 된다. 

「 메뉴에서 도면의 종류를 선택한다. 

Shade Map 
Remote Sensing 
Fault M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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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Raster 250, 000) 
Topo(50‘ 000) 
Topo(5,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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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一 마우스를 

이용해 사각 

영역을 설정 

함
 

c 설정된 영 

역에 도면이 

입력된다. 



이와 같이 영역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도면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음영기복도 

- 48 -

1:1 ，000，000축척 DEM 자료에 남 

북방향의 태양 조사각을 인위적 

으로 설정하여 제작된 기복도이 

다. 

(나) 원격탐사 도면 

TM 1 ，2 ，3번 Band를 

각기 BGR 색상으로 

혼합하여 작성된 

pseudo color 도변 . 



(다) 25만 축척 스캔 지형도 

(라) 25만 축척 벡터 지형도 

(마) 5만 축척 스캔 지형도 

국립지리원에서 발간된 1:25만 

축척 지형도를 스캔한 도면 

국립 지리원 발간 1:25만 축척 

전산 지형도로서 UTM 좌표계로 
전환된 도면 

국립지리원 발간 1:5만 축척 지형도를 스캔하여 UTM 좌표계에 맞춘 것 
임. 

- 49 -



(바) 5천 축척 벡터 지형도 

국립지리원에서 발간된 1:5,000 

축척 전산지 형 도를 UTM 좌표 

계로 전환한 도면임. 

5천 전산 지형도를 도변창에 입력할 때는 영역을 설정하여 입력하지 않고， 

지형도가 위치한 점을 마우스로 선택해 입력한다. 아래와 같이 메뉴를 선택 

한 후 도변입력을 원하는 지역을 마우스로 선택하여 도면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라. 

11 메뉴 선택 l 

Shade Map 
Remote Sensing 
Fault Map 

Topo(Vector 250,000) 
Topo(Raster 250,000) 
Topo(50,000) 

/‘/ 

/ 

m 

ω
 



(6) 스캔도면 삭제 

위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음영기복도， 원격탐사 도면， 각종 

이미지 형식의 파일로 제작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질정보를 

자료로 흔히 활용된다. 그러므로 도면창에 입력된 이미지 

선별적으로 지울 수 있는 기능이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레전드 

동일한 기능의 메뉴가 존재한다. 

'-'-

스캔 지형도 

표현하는 

파일들만 

메뉴에 

보조 

도 

(7) 좌표읽기 

도면창은 

에서 마우스로 

기능을 

Excel 파일에 

UTM 투영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다 
선택된 점의 좌표를 읽어들여 TM, 

수행하며， 하나 이상의 좌표을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좌표읽기” 

위.경도 

메뉴는 

좌표로 

읽을 경우 

창
 
하
 
을
 

면
 
환
 
들
 

도
 
변
 
이
 

'-'-
。1 즈二 
èl '-

아래의 예를 순차적으로 따라 하도록 하라. 

@ 메뉴에서 “좌표읽기”를 실행한다. 아래의 우측과 같은 

< 좌표 변환창 >

좌표변환스캔 

홉웰웰휠I 

Road Map 
Geology(Million) 
Geology(50, 000) 

/ν1-----

Shade Map 
시 Remote Sensing 
강 ! F담a삐u비뼈JI 

끼 To띠po이(Vec이tor 250， 0’』뻐0 
; Topo(Raster 250tOO0) 

Topo(5α000) 

KY, Topo(5, 000) 

;1 걱렌도면삭제 
톨111옐뻐 I 찮 많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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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자 하는 좌표의 위치를 마우스로 선택한다. 좌표변환 대화창의 “ 

UTM 좌표 ” 영역에 앞의 그림과 같이 X와 Y 방향의 좌표가 읽힐 것 

이다. 
< 마우스로 위치 선택 >

@ “좌표변환” 단추를 누르면 도변에서 읽힌 좌표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TM, 위 경 도 좌표로 변환된다. 

함훌펼철톨--&3! 

정도채["Sfi3 
우l도함펴ro 

댁짧않깊ON「 
뻗 S魔짧 주IE3Lj i 

“초기화” 단추는 다른 좌표를 읽기위해 대화 

상자를 초기화하는데 사용된다. “초기화”와 “좌 

표변환”을 실행하면서 몇 개의 좌표을 읽도록 

한다. 

@ SA VE OPTION은 읽혀진 좌표들을 Excel 파일로 저장하는데 활 

않
 



용된다.OPTION의 좌측 체크버튼들은 얽힌 좌표를 변환하여 저장할 자 

료의 종류를 지정하는데 사용된다. 위의 그림과 같이 두 좌표 체계를 선 

택한 후 “SAVE" 버튼을 실행한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저장될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기 위한 

파일선택 대화창이 나타날 것이다. 이곳에 파일의 이름을 지정한다. 참고 

로 데이터는 텍스트 문서로 저장되며 데이터 사이는 "“ 구분자로 분리되 

어있으며 ".csv" 확장자를 갖는다. 이 파일형태는 Excel에서 사용된다. 

l편민현렐환 펠떤3t 

내최근흘서 

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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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따멀 미를(외): 

따일 혈식<I>:쉽표로 분리(.，.csv) 

@ 저장된 파일을 읽어본다. 위의 대화창에서와 같이 d:\활성 sw\ test. csv"로 

저장하였으면， 저장된 파일을 파일 탐색기로 찾아서 열어본다. Excel이 

실행되면서 아래와 같이 저장된 파일이 열릴 것이다. 

A와 B열은 UTM의 X와 Y 좌표를 저장한 것이고 C와 D는 TM의 X와 

Y 좌표를 저장한 것이다. 

@ 새로운 좌표 list를 저장하기 원하면 “ clear" 버튼을 이용해 지금까지 선 

택된 좌표들을 메모리에서 지운 후 다시 위의 과정을 수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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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이어 컨트롤 메뉴 

4-1. 례이어 컨트롤 

레이어 컨트롤 메뉴는 입력된 레이어의 속성을 바꾸거나 삭제하는데 사 

용된다. 기본도의 좌측에는 도면에 포함된 레이어들과 그들의 범례가 표시 

된다. 이 부분을 레이어 컨트롤이라 하는데， 레이어의 명칭 옆에는 그들 

을 키고 끌 수 있는 체크 박스가 제공된다. 

KYUNGS 1. OWG ( 
λ C1TV 
,., RO뼈 
1/ 00 

PAAK 
" H1GHWAY 
/ν TOPO 

KYUNGS1.0WG 
ν / 

레이어 컨트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레이어가 중첩되는 순서를 설정해 준다 

는 것이다. 특히 위 그림의 지질도 레이어와 같이 다각형 도면 요소가 색으로 

채워진 경우에， 이 레이어가 가장 앞으로 나오면 다른 도면요소를 모두 덮어버 

려 다른 레이어의 도면요소가 보이지 않게 된다. 스캔된 지형도 역시 동일한 

역할을 하여 지형도가 주제도 위에 위치하면 주제도면이 가려져 버린다. 그러 

므로 이러한 도면 레이어들은 가장 아래에 위치 시켜야 한다. 레이어의 중첩순 

서를 바꾸는 것은 레이어를 마우스의 좌측 버튼으로 선택하고 버튼을 계속 누 

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아래로 혹은 위로 옮겨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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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뉴 

본 시스템은 레이어의 속성을 바꾸거나 일부를 지우기 위해 레이어 컨트 

롤에서만 사용되는 pop-up 메뉴를 제공한다. 마우스의 커서를 컨트롤 부 

분에 위치시키고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 

타날 것이다. 

이 메뉴에서 “모든 레이어 삭제”는 현재 도면을 구성하는 모든 레이어를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레이어 삭제”는 선택된 레이어만 삭제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특정 레이어가 마우스의 좌측 버튼으로 선택되면 좌측 그 

림의 “ KAMPO.SHP" 레이어와 같이 거리의 차이에 의해 튀어나온 듯 하 
이라이트 된다. 이 상황에서 “레이어 삭제”를 실행하면 선택된 레이어만 

삭제된다. 

스캔 지형도 삭제는 1:25만 축척의 이미지 지형도와 같이 스캔된 지형도가 

입력되어 있을 경우 이들만 선택해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eset Active Geology File" 메뉴는 지질관련 주제도가 도면에 입력되어 있 

을 때 사용되는 것이다. 주제도면에서 도변요소의 탐색， 저장， 삭제 등의 기 

능을 수행할 때 편집될 레이어를 선택하는 것으로， 레이어를 마우스의 왼쪽 

버튼으로 활성화하고 이 메뉴를 실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용법은 5장을 참조 

하기 바란다. 

속성 메뉴는 선택된 레이어의 속성을 바꾸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메뉴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타난다. GIS의 레이어는 점， 선， 면으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속성을 바꾸는 것도 

레이어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심볼 속성 대화창에는 다음의 5 

가지 속성변환 기능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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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섬볼 

단일 심볼 속성변환은 레이어의 모든 요소를 한 가지 심볼로 취급하여 

이들의 형태를 일률적으로 변환하는데 활용된다. 좌측의 그림과 같이 심 

볼의 색상， 형태(스타일) , 크기 등을 바꾸는 것이다. 시추정보와 같이 점 

l￡표뀔훨표훨표E뭘훨뜰훌흙용헤 
이、 )이Sι 

도면 01름 : 빠.shp 

형태의 심볼로 이뤄진 레이어에서 점들의 색상과 형태와 크기를 변경하려면， 

심볼 색상 우측의 박스를 마우스로 클럭하면 색상표가 나타난다. 이 색상표 

에서 원하는 색을 지정하면 된다. 스타일의 경우는 콤보 박스에서 원하는 형 

태를 선택하면 되겠고 사이즈는 적절하게 타자하여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속성이 설정되면 하단의 “적용” 버튼을 실행하면 선택 레이어의 섬볼이 바뀌 

게 된다. 

만약 선택된 레이어가 다각형 자료로 구축되어 있을 경우는 심볼이 점이 아 

닌 영역이 된다. 그러므로 다각형의 영역을 특정 색상으로 채우거나 다각형 

의 윤곽의 형태를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선택된 도면이 다각 

형 도면일 경우에는 좌측 그림과 같이 속성의 종류가 자동으로 변환된다. 위 

의 점요소 레이어와의 차이점에 유의하도록 하라. 지질도면들(노두， 사진위 

치， 구조지질정보)은 모두 다각형 자료로 구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면 심볼 

의 색상이나 두께를 바꾸기 원하면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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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룩업 

흐〕 
p 요I짝성 뮤-무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shape 파일은 도형요소와 연계된 공간 데이터 

베이스가 존재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각 도형요소(점， 선， 면)가 특정 속성 

으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 이들의 심볼에 관한 색상을 변경해 줄 수 있다. 예 

를 들어 지질도와 같이 암상의 분포가 다각형으로 분리된 경우 각 다각형의 

암상을 색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룩업” 속성을 지정하면 

좌측 그림과 같이 암상의 분류된 종휴가 정리되고 그 좌측에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선택 버튼이 나타난다. 여기의 색상을 변경하고 “적용” 버튼을 수행 

하면 암상의 분포가 색상으로 분리된 주제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점， 선， 변의 

주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 '; 그님 근 / τ) 1=1 τC ìT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펼드에 기록된 내용이 연속적인 숫자일 경우에 일 

정한 등급으로 분류하여 분류된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데 활용된다. 예 

를 들어 지질도는 암상 분포로 구뿐된 다각형으로 구성되며， 각 다각형은 

면적을 갖는다. 이 면적은 연속적인 숫자로 표현되며， 이 숫자는 특정간격 

의 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급으로 분류된 주제도변을 작성 

하기 위해서 “등급분류” 속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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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과 같이， 공간데이터 

베이스에 연속된 숫자의 정보가 

기록된 필드 명칭을 지정하고 분 

류할 등급의 개수를 지정한 후 

“범례실정”을 실행하면 등급의 

범위와 색상을 보여주는 범례가 

제작된다. 여기에서 색상은 최소 

값과 최대값의 색상을 지정하면 

등급별로 나뉘어 자동으로 설정 

되게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범 

례를 설정한 후 “적용” 버튼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구분된 주제 레이어가 형성된다. 



4) 텍스트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 문자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들을 도변에 불러 

들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MapObject의 기능중 Label Renderer의 기능을 수 

행하게 제작된 것이다. 문자가 저장된 필드의 명칭을 선택한 후 문자의 위치 

에 대한 정렬 방식을 설정한다. 

폰트는 그려질 문자체를 의미하며 만약 문자가 특 

정 간격으로 이동하여 그려지가를 원하면 이동간격이 

기록된 필드의 명칭을 설정하면 된다. 우측 상단의 선 

택사항들 중 속성 그리기는 문자가 소속된 위치를 심 

볼로 표현할 것인가 아닌가를 설정하며， 중복허용은 

동일점에 하나 이상의 문자가 존재할 때 이들을 중복 

해서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해당점에 관해 데이터베 

이스에서 검색되는 첫 번째 문자를 보여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회전은 문자를 기준점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PLOT 하기를 원할 때 사용한다. 

위의 그림은 471 추정단층의 노두명을 각기 노두 위치의 윗쪽과 중앙에 

plot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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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벨 

라벨의 기능은 위에서 설명된 텍스트의 기능과 유사하다. 즉， 공간 데이 

터베이스의 필드에 문자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들을 도면에 불러들이는 기 

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위의 기능과 유사하게 활용하면 된다. 

이 기능은 MapObject의 “Label Placer" 기능을 일반화 한 것으로 도면화 

되는 문자의 크기가 도면의 크기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도변에 plot될 

문자를 ”텍스트“ 버튼으로 설정하면 도면의 크기를 zoom 함에 따라 글자 

의 크기도 적절히 조정되나 ”라벨“에서는 일정 크기로 고정된다. 노두의 

위치를 plot한 "Outcrop" 도면을 선택하여 속성을 바꾸어 적용하면서 그 

변화를 관찰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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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atabase 작성과 요소 검색 

1. Database 설정과 제작 

엑셀 상에서 자료를 만든다. 그리고， 이를 file.cvs로 저장한 후， 다시 file.txt 

로 변경한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엑셀파일을 만들 때부터 age, stati, photo, 

struc을 다른 파일로 나누어 저장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형식대로 엑셀 창에서 만들면 자료처리 할 때 용이하게 데이터를 입력 

할 수 있다. 엑셀파일 작성 시 NUMBER는 한 테이블 안에서는 유일해야하 

며， 같은 지역의 같은 자료에 관해서만 다른 테이블간에 이름이 같아야한다. 

이 NUMBER를 기준으로 테이블간 속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dB제작을 클력 한 후 새로 작성할 데이터베이스의 파일명을 입력한다. 이 

때， 자동으로 확장자명은 *.mdb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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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얄용I‘ 1씨넙IJI매월.11딸윌딩흩~n~~~ ............................ 잉|업l 

고 ~1!Jc:t랩， 짧 ; r 
E짧 

l鐵i
模터 
내비廳밟 뼈미를앤} 

결 댈팔금 [ITidb ’ile ( •. mdb) 

「 휠기 g용으로 g기(fj) 

m 



Design Table이 나타나는데， Defau1t Table 선택에서 삽입하고자하는 자 

료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나타난다. (자료를 저장할만한 공간을 확보하는 의 

미이다.) 

그Ii!융lImIIml응 「ττ τ「휩l 

PHOTO 
11 iPHOTO 
12 ‘ PHOTO 
13 iSTATI 
14 isTATl 

_1!:i JSTATI 
l~.JSTATI 

I 17’ STATI 
니~lSTRUC 

19 iSTRUC 
20 iSTRUC 
'1 ,STRUC 

‘ i 

분석시료 TEXT 
사진자료 TEXT 
십몰 TEXT 
DIR 'TEXT 
FNAME 'TEXT 
REASON TEXT 
SYMBOL ASYM 
NUMBER ; TEXT 
LOCA TION ; PNT 
WORKDAY iDATE 
OUTCROP ,SYM 
COMMENT ;MEMO 
FEATURE ; RSYM 
GROUP ;TEXT 
COMMENTMEMO 
PX REAL 

。

。
‘
。。
。

。
〕
。

oXo 

o 
o

”
。
이
”

0
 2 

m 
m 
7 
m 
m

‘ 8 
7 
% 
7 
m 
% 
m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ECHO FALSE 
FALSE 
FALSE 

iFALSE 
FALSE PHOTO 
FALSE NUM8ER 
FALSE 
FALSE 
FALSE OUTCROP 
FALSE 
FALSE ECHO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 FALSE 
TRU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휩le Na많 ’ L ￦WINDOWS￦systemôZ￦ActFault￦MH 재￦왈성 난증￦oeol09얘여I^~￦aaa ， mdb 

'â .... 장 \"l 티미해 DB Des띠n | 걷쁘옆쓰j 묘쩍~_E쑤l 

Finish DB Design을 클 릭 한 후， 

Design Table에 서 빠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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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를 클릭하면， 아래의 Database 입력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Import를 선택하면 외부의 file로부터 data를 입력받을 수 있다. 

dB 저|작 

Excel ，ò.p μliGa\ioíl 

----, 

흩빼뻐1ft 
ξxport 

MS Excel Load 

m 

ω
 



처음 만들어 놓은 file.txt(여기서는 stati.txt가 될 것이다.)파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Field는 만들어놓은 파일에서의 열의 

이름에 해당하고， Append to는 Database 입력창으로 보내라는 의미이다. 그 

러므로， file.txt의 NUMBER에 해당하는 열을 Database의 NUMBER로 보내 

라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Field와 같은 이름을 Append to에서 찾아 선택 

해주면 된다. (엑셀 상에서 처음 형식대로 만든 경우라면 Field와 Append 

to가 같기 때문에 Select al1을 하면 된다. ) 

P KVUNGSl 
/ν 

Field: V - Append to: 분석결과 
Field: 분석방법 - Append to: 시료번호 
Field: 분석결과 - Append to: 출처 
Field: 시료변호 - Append to: 분석기관 

디 Field: 졸처 - Append to: 분석시료 
DField: 분석기관 - Append to: 샤진자료 
DField: 분석시료 - Append to: 십볼 
U Field: - Append to: gtslD 
:J Field: - Append to: 

Q 

r Select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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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다.(위치를 정해주는 것이므로 Location은 X와 

y만 있으면 되고， 위 · 경도는 UTM좌표로 입력한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Table명을 선택해가면서 해당하는 Table들을 완성해 나간다. 이 모든 

자료는 처음 dB제작에서 설정했던 *.mdb라는 파일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38 

42 

% 



2. Symbol Plot 

메뉴바의 dB 설정에서 Plot 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file.mdb를 

선택한다. 

Excel Application 

그 다음 메뉴바의 지질정보 도면의 Symbol Plot을 하면 파일 선택이라는 

창이 나타나는데， 이때 Make a New Structural Plot File항목을 클릭 해 

준다. 그러면 Symbol Size 선택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주로 40을 이용한다 

Move Symbol 
도면요소검색 

도면요소편집 

도면요소삭제 

사진요소검색 

-----------------------------

톨롤웰뿔흩圖뽑허 

$!ak흉;횟:핸흉했E輔줬대찢E밸탤n흉i 

r‘ 。pen the Structur허 PI이 File 

I‘ Plot on the Current 협le 

~ __ ...J 

셋풍 하나물 반드시 선택 하실시오. 

Cancel I OK 

I r;m r:I ïtffiUij'WJl청 현q 

Scale 없을 지정하십시요 확인 l 

취소 I 

i맙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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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파일]을 저장할 파일이름을 

이름으로 저장된다. 

파일과 그림 파일을 

구조지질 。τ
우
’
 

로
 
경
 
된
 

대
 앓
 판 

Plot되는 

정하지 。1mdb파일과 동일한 

저장해야 Data 。J-..Q.
l객')2 이름으로 

자동으로 *.shp파일이 된다. 확장자명은 

n:: 즈 
~'-

것이다. 

E므 
p 

테이블선택에 제작 창이 나타난다. 도면자료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STATI의 경 우， Plot Item의 

창으로 

*.shp를 

이용해 선 

반대방 

선택하여 화살표를 

이때， 잘 못 선택한 경우 

이동시킬 수 있다. 

OUTCROP을 

한다. 

항목으로 

보낸 후 Plot 클릭 

이용하여 다시 선택할 

항목 

화살표를 

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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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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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때??러Bffe 鐵jC:WWINDOWS￦system32￦ActFault￦배재뺑 

Current Table 

Plotltem(도댄화활항목을 션먹하.q오) 

선택휠항목 성택된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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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도면상에 Plot된다. 그리고， 테이블을 선택하면 

서 그에 해당하는 심볼을 선택하여 Plot한다.(단， 각각 처음 Symbol plot부 

터 다시 시작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shp 파일을 따로 정하여 각기 다른 

plot파일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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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요소 검색 및 사진요소 검색 

(1) Open a Structural Geol. Data File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dB 설정을 한다. 자기가 알고자 하는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파일 즉， *.mdb를 클릭 한다. 

Excel Application 

기존의 Symbol Plot이 되어 있는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질 

정보 도면의 Open a Structural Geol. Data File을 클릭 한다. 그러면 앞 

에서 설명했던 plot 했을 때에 나타났던 그대로 지도상에 plot된다. 

새
「
 지
닙
 께
세
 

꺼
口
 m
」
사
「
 

λ
4
 λ
4
 λ
4
 

」
뾰
 뾰
 

도
 
도
 
도
 

사진요소검색 

- 69 -



(2) Plot 되어있는 섬볼의 속성을 검색 

도면요소검색을 클릭 한 후 지도상에서 알고자하는 섬볼을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아래의 도면자료검색과 같은 창이 뜨고， 속성을 알 수 있다. 이때， 도 

면자료 검색창의 테이블선택에서 테이블을 선택해가면서 AGE, STATI, 

PHOTO, STRUC에 해당하는 정보를 알 수 있다. 도면자료 검색창의 아래의 

검색버튼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다른 plot의 속성을 검색할 수 있다. 

Symbol Plot 
Move Symbol ----
도댄요소편집 

도댄요소삭제 

------------------------

사진요소검색 

m 

ω
 



(3) 사진요소 검색 

사진요소검색을 클릭 한 후 지도상에서 사진요소에 해당하는 심볼을 클릭한 

다. 그러면 아래의 사진검색창에서 사진을 볼 수 있고， 위의 확대， 축소 이동 

버튼을 이용하여 사진을 더욱더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위치 

하는 사진 겸색 버튼을 이용하여 다뜬 plot의 사진들을 계속해서 검색할 수 

있고， 옆에 위치하는 데이터 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사진요소의 정보를 확인 

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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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는 지질자료의 취합과 분석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성단층의 판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성단층을 판정하기 위해서 

는 다량의 공간자료들이 시간과 3차원 공간의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육안분석이나 수작업에 의한 재래적인 도면 중첩으로는 소정의 목 

표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문 시스템은 활 

성단층을 판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활성단층 연구에 활용되는 순수 지질 자료들은 건설 산업과 환경 분야의 

연구에도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합한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필요 지역에 대한 동일한 조사가 

중복적으로 진행되었었고 이에 따라서 지질조사에 따르는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중복투자 되고 있었다. 한편 지질조사 자료를 활용해 광역의 지질구 

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취합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에서 이러한 예산을 할애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조사 

에 의한 신뢰성 있는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성과와 같은 시스템이 개발되어 활용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료 

의 양이 늘어나며 정확도 역시 검증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지질 

구조 분석의 방안이 마련되게 된다. 

물론 본 사업에서 모든 지절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산업현장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들의 구체적인 전산화 시스 

템을 구축하였으므로 향후 발전된 지질정보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전산 시스템은 지절 실무자를 위한 것이므로， 효 

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전산시스 

템의 활용법을 숙지시키고， 전산화된 자료의 공유를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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