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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공간데이터 제품사양서 작성 매뉴얼(이하 본 매뉴얼이라 한다)은 공간정보 표준 프로파일(JPGIS :
Japan Profile for Geographic Information Standards)을 기준으로 공간데이터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공간데이터 제품사양서(이하 제품사양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내용은 공간
정보 국제 표준인 ISO 19100 시리즈 및 국내 규격인 JIS X 7100 시리즈의 동향을 근거로 적절히 개
정하고 있다.
본 매뉴얼은 제품사양서를 작성할 때 검토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사례를 사용하여 실제 작성방법
을 해설한다.
개정 내역
공간데이터 제품사양서 작성 가이드 JPGIS 버전 Ver1.0 2005 년 3 월
공간데이터 제품사양서 작성 가이드 JPGIS Ver2.1 판 2009 년 7 월
공간데이터 제품사양서 작성 가이드 2014 년 4 월
적용 범위
본 매뉴얼은 제품사양서에 기재해야 할 항목과 그 내용을 설명한다. 본 매뉴얼은 JPGIS를 기준으로
공간데이터를 정비하는 경우, 또는 이미 정비된 공간데이터를 JPGIS을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에 사
용할 수 있다.
본 매뉴얼은 JPGIS에 준거한 제품사양서를 작성하기위한 지침이며 표준이 아니다.
준거 기준
공간정보 표준 프로파일 (JPGIS) 2014
품질 요구, 평가 및 보고를 위한 규칙 Ver. 1.0 (2007 년 3 월 (일부 개정))
일본 메타데이터 프로파일 (JMP) 2.0
참고 문헌
JIS X 7131 : 2014 공간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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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제품사양서 작성 매뉴얼에 대하여

본 매뉴얼은 공간데이터의 표준 규격인 공간정보 표준군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편집한 실용판 표준
인 "공간정보 표준 프로파일 (JPGIS)"및 "품질 요구 평가 및 보고를 위한 규칙"를 기준으로 제품사양
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러한 표준의 사용 방법의 해설, 작성 사례를 보여준다.
2. 매뉴얼의 구성 및 이용 방법

본 매뉴얼은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내용과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지침
제1부 지침은 제품사양서가 어떤 것이며, 또한 공간데이터 작성 업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소개
한다. 처음 제품사양서에 의한 공간데이터 정비를 발주하는 등, 제품사양서 전반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2부 기본 구성
제2부 기본 구성은 제품사양서의 기재 사항의 개요와 간단한 기재사례를 보이고, 제품사양서의 구성
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데이터를 만들 때 사양으로 어떻게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 제공된 제품사양서의 개요를 이해하고 싶은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3부 상세 해설
제3부 상세 해설은 기술해야 할 사항과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이면서, 상세하게 해설하고, 제
품사양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공된 공간데이터 제품 사양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JPGIS을 기준으로 제품사양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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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지침
1. 제품사양서란

일반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설계도와 소재, 완성된 제품의 품질 등 제작하는 제
품의 사양을 자세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리공간데이터를 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간데이터
의 사용 목적, 내용 및 품질 등 제작해야 할 공간데이터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공간데이터를 생성할 때 그 공간데이터(제품)에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을 요구 사양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공간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공간데이터에 포함되는 개별 데이터에는 어떤 것이 존
재하는가", "공간데이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및 "공간데이터 품질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등이다. 이와 같은 공간데이터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리한 것이 제품사양서이다.
또한 생성된 공간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간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나 품
질 등을 알기 힘들고, 재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데이터와 제품 사양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제공받는 측은 제공된 공간정보 데이터의 내용, 구조, 데이터 형식 및 품질 등을 제품
규격서에 의해 알 수 있으며, 그 공간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제품사양서는 공
간데이터 유통·교환시에 제공되는 공간정보 데이터의 상세한 설명서로 사용된다.
따라서, 제품 규격서는 공간데이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하려는 데이터의 요구를 기록한 정보로
사용하고, 공간데이터의 유통 및 교환하는 경우에는 대상 공간데이터의 취급 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
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품사양서는 공간데이터와 쌍을 이루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본 매뉴얼은 공간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모든 분야의 제품사양서에 대해 유효하다. 이 설명서에 따라
만드는 제품사양서는 공간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일관성을 있는 통일된 형식으로 제공 할 수 있다.
포인트
○ 제품사양서는 "작성하는 공간데이터의 상세 설계서"이며, "공간데이터를 유통 교환 할 때의 취
급 설명서"이다.
○ 공간데이터를 작성하려고 할 때 제품사양서를 만들고 데이터 제작자에게 보여준다.
○ 공간데이터를 유통·교환시에는 공간데이터와 제품 사양을 쌍으로 전달한다.
2. 제품사양서와 JPGIS

공간정보 표준군 (ISO 1900 시리즈, JIS 7100 시리즈)는 모든 공간 정보를 모순없이 정의 할 수 있으
며, 다른 시스템간에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매
우 넓고,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을 모두 지원하는 공간데이터를 제작하고 GIS 응용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간데이터 생성 및 GIS 응용 프로그램의 개
발은, 이 규격의 일부만 사용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시장에 현재 보급되어있는 공
간데이터의 행정·기업 활동 등에 이용할 때 필요한 사항, GIS 제품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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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군 중에서 기본적인 부분만을 추출하여 실제 이용에 필수적인 형태로 JPGIS가 정비되었다.
JPGIS에서는 제품사양서가 "부속서 11 (규정) 공간데이터 제품 사양"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설명서에서는 JPGIS에 준거한 제품사양서를 작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해설한다. 본 설명서에 따라 제품사양서를 작성
하면, JPGIS에 적합한 제품사양서를 만들 수 있다.
포인트
○ 본 설명서에 따라 제품사양서를 작성하면 JPGIS에 준거한 제품사양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제품사양서 사용법에 대하여

제품사양서는 공간데이터를 정비하는 경우와 공간데이터를 유통·교환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각각의
경우에서 제품사양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간데이터를 정비할 때

공간데이터를 정비할 때 제품사양서를 작성하는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 세 가지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표준 제품 사양이 있는 경우

정비 대상 분야에서 표준 제품사양서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유사한 제품사양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는. 이를 참조하여 제품사양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참고로 하는 제품사양서의 내용이나 그 일부
가 본 설명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른 경우, 혹은 참고하는 제품사양서에서 참조하는 공간정보 표준군
의 판(버전)이 다른 경우에는 본 매뉴얼에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새 제품 사양을 만들 경우

새 제품사양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 매뉴얼에 따라 제품사양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제품사양서의
일부는 기술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작성하기 힘들 경우에는
제품사양서 작성 작업 자체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다.
③ 공간데이터의 정비와 제품사양서를 함께 발주할 경우

공간데이터를 정비 할 때 제품사양서 작성하는 작업을 함께 발주할 경우에는, 이 책에서 설명한 제품
사양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표시한다. 필요 최소한의 사항이란 공간데이터
작성자와 정비해야 공간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정비 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작성하는 공간데이터의 사양을 담은 제품사양서를 수
주자가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공간데이터를 유통·교환 할 때

공간데이터를 유통·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 대상이 되는 공간데이터에 그 데이터의 제품사양서를 첨
부하여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제공된 공간데이터의 상세한 구조, 형식, 품질 등이 기재된
제품사양서는 이용자에게 그 공간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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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공간데이터의 정비 및 공간데이터의 유통 및 교환 시, 제품사양서는 공간데이터와 짝을 이루는
필수적인 정보이다.
○ 기존 제품사양서를 활용한다.
○ 제품사양서는 스스로가 만들어 어려운 경우, 전문가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4. 제품사양서의 적합성에 대해

본 매뉴얼에 기초하여 작성한 제품사양서가 JPGIS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한
다.
① JPGIS "부속서 11 (규정) 공간데이터 제품사양서"의 기재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제품사양서에 필요한 기재 사항은 "부속서 11 (규정) 공간데이터 제품사양서"에 표시되어 있는 9 항
목 (선택 항목 중 하나를 포함)이다. 작성된 제품사양서에 여기에 표시된 기재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JPGIS에 따라 기술하는 부분은 해당 JPGIS 추상 시험 항목에 적합할 것.

제품사양서의 기재 사항 중에는 JPGIS에 표시된 규칙 및 참고 규칙에 따라 기술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JPGIS에 나타난 추상 시험 항목이라
는 검사 항목에 따라, 기술한 내용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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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기본 구성

제2부에서는 JPGIS에 적합한 제품 사양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여기
에서는 제품사양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알기 쉬
운 말과 간단한 사례를 이용해 설명한다. 제2부를 읽어 보면 제품사양서에는 어떤 요구 사항을 기술
해야 하는지 또는 제품사양서를 작성함에 있어 어떤 요구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직접 제품사양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판단할 때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제3부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품 사양의 기본 구성은 JPGIS "부속서 11 (규정) 공간데이터 제품 사양서"에 표시된 제품사양서의
기재 사항에 따른다.
■ "부속서 11 (규정) 공간데이터 제품 사양서"에 표시된 제품사양서의 기재 사항
1. 개요
2. 적용 범위
3. 데이터 제품 식별
4. 데이터 내용 및 구조
5. 참조계
6. 데이터 품질
7. 데이터 제품 배포
8. 메타데이터
또한 필요에 따라 다음 항목을 설명 할 수 있다. (선택 기재 항목)
9. 기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유지관리, 정보)
제 2 부에서는 위의 제품사양서의 기재 사항을 그림 2.1과 같은 방식으로 소개한다.

그림 2.1 제품사양서의 기본구성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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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기재 사항에서는 어떤 것을 설명해야하는지, 또 그 때에 주의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기재 내용]]
이 기재 사항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을 보이면서 소개한다.
[[기재 예]]
실제 제품사양서의 작성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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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공간데이터 제품 개요에 관한 정보 [[개요]]

"개요"는 공간데이터 제품의 개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내용을 보면 공간데이터 제품의 개요를 파
악할 수 있다.
내용은 제품사양서 작성에 대한 정보, 공간데이터 제품의 구체적인 목적, 공간데이터를 대상으로 하
는 공간 범위 및 시간 범위, 인용 규격, 용어와 정의 및 사용하는 약어 설명이다.
이러한 기재 내용은 모두 일본 메타데이터 프로파일 (JMP2.0)에 의한 메타데이터를 생성 할 때 필요
한 정보가 된다.
[[기재내용]]

제품명세서의 개요에는 다음 내용을 기술한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개요"에 기재할 것을 권장하는
항목이다.
■ 제품사양서 작성 정보
이 제품사양서에 관한 정보로서, 제품사양서 제목·날짜·작성자·언어·분야·문서 서식 등을 밝힌다.
■ 목적
공간데이터 제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 방법을 밝힌다.
■ 공간 범위
공간데이터 제품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 작성 방법은 자유 기술 또는 JMP 2.0의 수평 범위, 수직
범위의 작성 방법에 따른다.
■ 시간 범위
공간데이터 제품의 시간적 범위를 나타낸다. 작성 방법은 자유 기술 또는 JMP2.0 시간 범위 작성 방
법에 따른다.
■ 인용 표준
공간데이터 제품을 만들 때 준수해야하는 규정 등을 나타낸다. 규정의 예로는 "측량법"이나 "○○시
공공측량 작업규정"등이 있다.
■ 용어와 정의
제품사양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나타낸다. 용어집 등의 인용을 제시할 수 있다.
■ 약어
제품사양서에서 사용된 약어의 설명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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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사례]]

개요

■ 제품사양서 작성 정보
본 제품사양서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제품사양서의 제목 : ○○시 방재정보시스템 기반공간데이터 제품사양서
○ 날짜 : 20xx-04-01
○ 작성자 : ○○시 도시국 도시계획부 도시계획과
■ 목적
본 제품사양서에 기초한 지리정보데이터 제품은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가정한 지역방재계획의
수립이나, 재해 발생시 교통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 상황, 방재 시설, 위험물 저
장 시설, 피난 시설, 의료 시설 등의 위치 파악 및 피난 유도 경로 검색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지리정보데이터제품은 "○○시 방재정보시스템"의 기반공간데이터로서 사용되며, 재
해발생 상황에 따른 분석을 통해 최적의 주민의 피난 유도 경로 검색 및 피난 장소의 선정에
이용한다.
■ 공간 범위
[예 1] 자유 기술의 예
지리공간데이터 제품의 공간범위는 △△ 현 ○○시를 포함하는 범위이다.
[예 2] JMP2.0 경도·위도에 의한 수평 범위 (지리적 경계 상자)의 경우
공간데이터 제품의 공간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리적 요소 : 지리적 경계 상자
범위 참조계 : JGD2011 / (B, L)
동쪽 경계 경도 : 140.852
서쪽 경계 경도 : 139.688
남쪽 경계 위도 : 35.739
북쪽 경계 위도 : 36.945
■ 시간 범위
[예 1] 자유 기술의 예 1
공간데이터 제품의 시간 범위는 헤세이 XX 년 4 월 1 일 시점으로 한다.
[예 2] 자유 기술의 예 2
공간데이터 제품의 시간 범위는 헤세이 XX 년 4 월 1 일부터 XX 년 9 월 30 일로 한다.
[예 3] JMP2.0 시간 범위의 예
공간데이터 제품의 시간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간의 시작 : 20xx-04-01
기간의 끝 : 20xx-09-30
■ 인용 규격
본 제품사양서는 다음의 규정에 준거한다.
(1) 측량법
(2) ○○시 공공측량작업규정
■ 용어와 정의
본 제품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그 정의는 다음 따른다.
○ JPGIS XX
※ 부속서 5 (규정) 정의
※ XX는 JPGIS 버전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 약어
본 제품사양서에서 사용되는 약어는 다음과 같다.
·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 JPGIS Japan Profile for Geographic Information Standards

일본제품사양서작성매뉴얼.hwp

- 9 -

작성자 : 허

민

2. 적용 범위- 적용 범위에 대한 정보 [[개요]]

"적용 범위"에서는 제품 사양서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적용 범위 식별 및 계층 레벨로 나타낸다.
[[기재 내용]]

제품사양서에 표시된 사양이 적용되는 범위를 다음의 항목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권장한다.
■ 적용 범위 식별
이 제품 사양이 적용되는 범위의 이름을 식별 할 수 있는 이름으로 나타낸다.
■ 계층 레벨
이 제품 사양이 적용되는 범위를 '데이터셋', '시리즈', '지형지물 유형'등의 계층 수준 이름으로 나타
낸다. 계층 수준은 JMP2.0에 표시된 적용범위 코드를 참고한다.
[[기재 사례]]

적용범위

제품 사양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식별
○○시 방재 기반 공간데이터 제품 사양 적용 범위
■ 계층 레벨
데이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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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제품 식별 - 공간데이터 제품의 식별 정보 [[개요]]

"데이터 제품 식별"은 어떤 제품 사양서에 기반한 공간데이터 제품을, 다른 공간데이터 제품과 식별
하기위한 정보로서, 공간데이터 제품의 명칭, 날짜, 공간데이터 제품과 관련된 연락처 및 지리적 설명
을 나타낸다.
[[기재 내용]]

데이터제품 식별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의 항목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권장한다.
■ 공간데이터 제품명
공간데이터 제품에 대한 명칭 (제목)을 보인다.
■ 날짜
공간데이터 제품의 작성 날짜를 밝힌다.
■ 연락처
공간데이터 제품에 대한 연락처를 기록한다.
■ 지리적 설명
공간데이터 제품의 지리적 범위를 기술한다.
[[기재 사례]]

데이터 제품 식별

본 제품 사양서에 기반한 공간데이터 제품의 식별은 다음과 같다.
○ 공간데이터 제품명 : ○○시 방재 기반 공간 정보
○ 데이터일자 : 20xx-10-01
○ 연락처 : ○○시 도시국 도시계획 부 도시계획과
전화 : XXX-XXX-XXXX, FAX XXX -XXX-XXXX
○ 지리적 설명 : △△ 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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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내용 및 구조 - 응용 스키마 [[개요]]

"데이터 내용 및 구조"는 작성하고자 하는 또는 이미 작성된 공간데이터의 내용, 구조 및 그 특성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공간정보 표준군은 이를 응용 스키마라고 부르고 있다.
공간데이터의 기본 단위는 '도로', '건물'등의 지형지물이다. 따라서 "데이터 내용 및 구조"는 이 "도
로", "건물"등의 지형지물의 정의를 JPGIS "6 응용 스키마에 대한 규칙"에 따라 기술한다.
지형지물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지형지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지형지물은 형상을 나타
내는 기하학적 특성, 주제 특성 등으로 구성된다는 개념 (이것은 일반 지형지물 모델이라 한다)에 따
라 지형지물을 추출한다. 그 다음 추출된 지형지물을 두 종류의 문서를 이용하여 정의한다. 하나는
지형지물의 구조 및 지형지물 간의 관계를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통합 모델링 언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나타낸 문서 (이를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 한다)이
다. 또 다른 문서는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줄 수 없는 정보를 상세히 기술
한 문서(이를 응용 스키마 문서 라 한다)이다.
[[기재 내용]]

제품명세서의 데이터 내용과 구조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기술한다.
■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공간데이터의 내용과 구조를 JPGIS 응용 스키마 규칙에 따라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다.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공간데이터의 기본 단위인 지형지물의 구조 및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한다.
■ 응용 스키마 문서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지형지물의 상세한 특성을 JPGIS 응용 스키마에 대한 규칙에 따
라 설명한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응용 스키마 문서는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일치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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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사례]]
(1)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지형도 응용스키마 UML 클래스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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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용 스키마 문서

지형도 패키지

■ 정의
이 패키지는 지형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지형지물을 모은 패키지이다.
■ 대상 지형지물
지형지물, 도로, 건물, 하천
지형지물

■ 정의
이 패키지에 포함 된 모든 지형지물.
■ 상위 클래스 : 없음
■ 추상/구체 구분 : 추상
■ 속성 :
○ 명칭[0..*]:CharacterString
<정의>
지형지물 가지는 명칭.
<정의역>
지형지물의 일본어 명칭으로 한다.

도로

■ 정의
사람·자동차 말 등이 교통하는 통로.
■ 상위 클래스 : 지형지물
■ 추상/구체 구분 : 구체
■ 속성 :
○ 형태:GM_Curve
<정의>
도로 중심선의 모양.
<취득 기준>
도로를 구성하는 범위의 중심선을 갖는다. JPGIS 공간 스키마에 정의된 선요소 유
형인 GM_Curve을 사용한다.
<정의역>
지리적 범위로 표시된 범위 내에 있을 것
○ 연장:Real
<정의>
도로 연장 거리. 단위는 m
<정의역>
도로 연장이 취할 수 있는 거리의 실수값
○ 관리자:관리자코드
<정의>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자 코드.
<정의역>
관리 코드로 규정된 값.

<< 이하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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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조계 - 좌표와 시간에 관한 정보 [[개요]]

"참조계"는 제품 사양서에 준거하여 작성하거나 작성된 공간데이터가, 실제 공간적·시간적 위치를 특
정하기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공간적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좌표를 사용하는 방법 (좌표에 의한 공간 참조)과 주소
및 우편 번호 등을 사용하는 방법 (지리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이 있다. 좌표를 사용하는 경우, 해
당 좌표가 어떠한 지구 제원과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JPGIS에 규정된 명칭(좌표 참조
체계 식별자)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우편 번호와 주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위치를 특
정하기 위한 구조를 정의하는 명칭으로서, '우편 번호'나 '주소'라는 명칭(지리식별자)을 기술한다.
시간적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날짜와 시간이 어떤 역법이나 시간체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JPGIS에 규정된 명칭 (시간 참조계 식별자)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기재 내용]]

지리공간데이터 제품 참조계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보여준다.
■ 공간 참조계
예를 들어, 공간데이터가 가지는 좌표가 일본측지계 2011에서 평면 직각 좌표계 제 VII 계인 경우,
이를 의미하는 좌표 참조 체계 식별자를 기입한다. 좌표 참조 체계 식별자에 대해서는 제3부에서 상
세하게 소개한다.
■ 시간 참조계
예를 들어, 공간데이터의 날짜를 서기로 기록하는 경우, 이를 의미하는 시간 참조계 식별자를 나타낸
다. 시간 참조계 식별자 내용은 제3부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지형지물이 시간 속성을 갖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해야한다.
[[기재 사례]]

■ 참조계
좌표 참조계 : JGD2011 / 7 (X,Y)
시간 참조계 : GC / JST
[좌표 참조 체계 식별자의 의미]

기재 사례에서 보인 좌표 참조 체계는 "일본측지계 2011/평면 직각 좌표계 VII (평면 직각 좌표계 X
좌표, 평면 직각 좌표계 Y 좌표)"을 의미하고 있다. 제3부에서 이 식별자의 의미와 작성 방법을 자세
히 설명한다.
"평면 직각 좌표계 X 좌표"는, 축 방향이 남북으로 북쪽을 양이고, "평면 직각 좌표계 Y 좌표"는 축
방향이 동서로 동쪽을 양으로 하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일반 같은 CAD 등으로 사용되는 수학 좌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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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축 Y 축이 바뀌어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면 직각 좌표계의 계열 번호를 나타내는 로마 숫자(I·II·III ... 등)는, 좌표 참조 체계 식별자로
나타낼 경우, 1 바이트 문자의 아라비아 숫자(1·2·3 ... etc.)로 대체한다.
[시간 참조계 식별자의 의미]

기재 사례는 공간데이터의 시간 참조계로서 연월일은 그레고리력(서기), 시분초는 일본 표준시를 지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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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 품질 - 품질 요구 사항 및 평가 절차 [[개요]]

"데이터 품질"은 공간데이터가 그 이용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보장해야 하는 품질의 기준을 품질
요구로 나타낸다.
공간데이터는 작성에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 작업자의 기술, 작업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그 품
질에 편차가 나타난다. 품질 요구는 그 편차가 어느 정도 이내라면 사용할 목적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품질 요구 사항의 내용은 공간데이터의 목적, 데이터 생성 및 품질 평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품질 요구 수준이 높으면 비용도 그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또한 품질 평가 기술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 평가 절차로 그 내용을 기술한다. 품질 평가
절차는 데이터 작성자가 제안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무방하다.
품질 요구 사항 및 평가 단계 검토시에는 "품질 요구, 평가 및 보고를 위한 규칙"을 준수해야한다.
[[기재 내용]]

데이터품질의 기재 내용으로는 품질 요구와 품질 평가 절차가 있다. 그러나 품질 평가 절차 작성은
선택 사항이며, 데이터 작성자가 제안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무방하다.
■ 품질 요구
품질 요구는 다음의 항목을 사용하여 제품사양서에 기술한다.
○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
품질 평가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범위를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 (자세한 내용은 제3부
참조)에 대해 기술한다.
○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
품질을 평가하기위한 지표(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잣대")를 기술한다. 또한 합격 여부의 판정에 필
요한 품질 기준(적합 품질 수준)을 나타낸다.
■ 품질 평가 절차 (선택)
품질 평가 절차는 다음 항목을 사용하여 제품사양서에 기술한다.
○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품질 평가 방법을 기술한다. 품질 요구에 기술된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 및 데이터 품질 평가 척
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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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사례]]

품질 요구 및 평가 단계

데이터품질 데이터품질 데이터품질 평가척도
하위요소 적용범위
명칭
수평위치 오차의 표준편차
도로데이터 구성점의 위치좌표와 그 위치에
대응하는 보다 정확도가 높은 좌표의 오차
정의
절대정확도 도로
를 측정하고 표준편차를 계산한다.
표준편차=√((1/(n-1))Σ((x-xi)2+(y-yi)2))
적 합 품 질 수평 위치 오차의 표준 편차 1.75m
수준
데이터품질 평가 방법
1. 데이터작성범위를 2500 국토기본도 도곽단위로 분할하고, 동서250m,남북250m의
메쉬(0.0625㎢ / 메쉬)의 검사 단위로 분할한다.
2. 데이터 작성 범위 전체 면적의 2%에 해당하는 메쉬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무작위
추출은 250m×250m 메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난수표를 사용하여 추출한다. 그러
나 부적당 메쉬 (바다·하천등 공백이 많은 메시나 도로를 포함하지 않는 메쉬)를
추출한 경우 인접한 메쉬를 채용한다.
또한 측량지역의 2%가 0.25㎢ 보다 작은 경우(데이터 작성범위가 12.5㎢미만인
경우)은 반드시 0.25㎢ (250m 메쉬 4개)를 검사한다.
3. 추출한 메쉬별로 명료한 변 21개 이상(2점이상/변)을 샘플로 선택한다.
4. 선택한 위치의 좌표와 현지검사 측량성과의 오차를 측정한다.
5. 샘플(검사대상의 좌표 모두)의 표준편차를 계산한다.
6 계산한 표준편차와 적합품질 수준을 비교하여 다음의 판정식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적합품질수준≧표준편차값'이면 '합격'
'적합품질수준<표준편차값'이면 '불합격’
단 250m메쉬 단위로 계산한 표준편차가 적합품질수준을 넘어서는 경우(특정지역의
표준편차에 편향이 있는 경우)는 불합격으로 한다.
※측량지역의 2%가 0.25㎢ 보다 좁은 경우(측량지역이 12.5㎢ 미만인 경우)는 반드
시 0.25㎢ (250m 메쉬 4개)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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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 제품 배포 - 인코딩 사양 [[개요]]

"데이터 제품 배포"란 배포 포맷 정보와 전송 매체 정보를 말한다. 배포 포맷정보란 어떤 데이터 형
식으로 공간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배포 매체 정보는 어떤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배포 포맷 정보는 응용 스키마에서 나타난 공간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포맷을 이용하여 어떻게 디지
털 데이터로 기록하거나 (인코딩하는가) 및 기록하는 언어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제품사양서에 따라
공간데이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 형식, 인코딩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공간데
이터 이용자는 이 항목을 통해 제공되는 공간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포맷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배포 매체 정보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위 및 매체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제품사양서를 바탕으로 공
간데이터를 작성하는 경우, 여기에 표시된 단위와 매체로 공간데이터 제품을 제작해야한다. 공간데이
터 이용자는 이 항목을 통해 제공되는 공간정보 데이터의 단위 등을 알 수 있다.
[[기재 내용]]

배포서식 정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다음의 항목에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을 권장한다.
■ 포맷 명
데이터 포맷의 명칭을 표시한다. 데이터 포맷의 버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버전을 나타낸다.
■ 인코딩 규칙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내용을 인코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표시한다.
■ 문자 집합
인코딩된 데이터의 문자 집합을 나타낸다. 인코딩 규칙 중에서 문자 집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
략할 수 있다. 언어 데이터셋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일본어를 이용한다.
배포 매체 정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음의 항목에 정리하고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 단위
공간데이터를 작성하는 단위를 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지형지물 단위, 도곽단위 등 데이터를 매
개체로 저장하는 물리적 단위를 기술한다.
■ 매체명 (임의)
공간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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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사례]]

배포 포맷 정보

■ 포맷 명칭
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마크업언어 (GML)
※ XX 에는 JPGIS 버전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 인코딩 규칙
"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마크업언어 (GML)"를 사용한다. 인코딩에서 사용하는
문자 집합은 UTF-8로 한다. 또한 JPGIS 표준 스키마의 XML Schema는 부속 문서로 설명
한다.
※ XX는 JPGIS 버전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 언어
데이터셋 안의 언어는 일본어를 사용한다.
배포 매체 정보

■ 단위
데이터셋 단위
■ 매체 명
CD-R
배포 포맷 정보

■ 폼새 명칭
○○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수치 지형도 데이터 파일 사양
■ 인코딩 규칙
"○○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수치 지형도 데이터 파일 사양"을 사용한다.
■ 언어
데이터셋의 언어는 일본어를 사용한다.
배포 매체 정보

■ 단위
데이터셋 단위
■매체 명
C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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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타데이터 - 공간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개요]]

메타데이터란 공간데이터를 소개하는 데이터이다. 제품사양서에서 "메타데이터"에는 이 제품사양서에
따라 작성하거나 작성된 공간데이터의 메타데이터의 사양을 나타낸다. JPGIS는 메타데이터의 사양으
로 JMP2.0을 사용한다.
[[기재 내용]]

제품명세서의 "메타데이터"에는 다음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권장한다.
■ 메타데이터 형식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형식으로서, JMP2.0를 지정한다.
■ 기재 항목의 명시
JMP2.0룰 구성하는 요소체 및 요소의 모든 기술 항목 중, 특히 기재해야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표시한다.
■ 메타데이터의 작성 단위의 지시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는 공간데이터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하나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한다. 공간
데이터 제품을 일련의 시리즈로 만드는 경우는 그 시리즈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의 작성이 필요
한 경우도 있다. 또한 공간데이터 제품이 특정 지역 또는 메쉬 단위마다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단
위에 메타데이터를 생성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공간데이터 제품의 어떤 범위 (단위)
에 대해 작성하는 방법을 표시한다.
[[기재 사례]]

메타데이터

제품 사양서를 기반으로 공간데이터 제품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데이터메타데이터의 형식
JMP2.0 의해 창조한다.
■ 기재항목
선택 기술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기술한다. 특히 [배포 정보] 요소체 및 [데이터
품질 정보] 요소 체에 대해서는 필수로 한다.
■ 작성단위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셋 단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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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옵션 [[개요]]

"기타"에는 이제까지 항목에 기술한 정보 외에, 공간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기생산된 공간데이터를 사
용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나타낸다. "기타"는 필요한 경우에만 서술한다.
[[기재 항목]]

필요에 따라 공간데이터 제품에 대한 추가 사항을 나타낸다. 다음은 참고 사항이며, 반드시 이 항목
만 기술하라는 것은 아니며, 임의로 추가할 수 있다.
■ 공간데이터 제품 데이터 취득에 관한 사항 (선택 사항)
공간데이터 제품 데이터 생성 프로세스 및 작업규정 등 데이터 취득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다.
■ 공간데이터 제품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선택 사항)
공간데이터 제품의 갱신 시기와 빈도 등 유지 보수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기재 사례]]

■ 기타
데이터 취득
본 제품사양서에 규정하는 지형지물의 취득은 "○○시 공공측량 작업규정" ○ 장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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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상세 해설

제3부는 JPGIS에 적합한 제품사양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보다 상세한 작성법에 대해, 제품사양서
를 구성하는 각 항목 별로 소개한다. 따라서 제3부는 자신이 실제로 JPGIS에 맞는 제품사양서를 작
성하거나, 제3자가 만든 제품사양서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혹은 그 내용을 검증하는 등의 경우에 참
고할 수 있다.
또한 제2부와 마찬가지로 JPGIS에 맞는 제품사양서를 구성하는 기재 사항 별로 설명하므로, 제2부의
기재 사항에 대해 표시된 기재 내용에 대응한 상세한 해설로도 유용하다.

1. 개요- 공간데이터 제품 개요 정보 -

"개요"는 공간데이터 제품을 설명하기위한 정보로서, 제품사양서 이용자가 제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개요"에는 제품사양서 작성에 관한 정보, 공간데이터 제품의 구체적인 목적에 관한 정보, 공간데이터
제품의 공간 범위·시간 범위에 대한 정보, 공간데이터 제품 인용 표준, 사용하는 용어와 그 정의 및
약어 등이 포함된다.
다음은 각 기재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다.
가) 제품사양서 작성 정보

이 기재 항목은 제품사양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제품사양서 기재 사항의 하나인 "데이터
제품 식별"(제3부 상세 해설 "3. 데이터 제품 식별"참조)은 공간데이터 자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이 기재 항목은 제품 사양서 자체의 정보를 제공한다.
기술 내용은 제품 규격의 제목, 날짜, 작성자 또는 생성 단체(조직), 제품사양서를 기술한 언어, 적용
분야, 제품사양서를 전자 파일로 제공되는 경우의 문서 서식 등이다.
제품사양서 작성 정보
· 제품사양서 제목 : ○○시 방재 정보 시스템 기반 공간데이터 사양서
· 날짜 : 20xx-04-01
· 작성자 : ○○시 도시국 도시계획부 도시계획과
· 언어 : 일본어
· 분야 : 방재
· 문서 형식 : PDF
[예]

나) 목적

공간데이터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 방법을 기술한다. 이 기재 항목은 작성하고자 하는 공간
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활용 목적을 기술함으로써, 생성될 공간데이터의 개요를 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또한 이 기재 항목은 작성자 이외의 사람이 공간데이터 제품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제품사양서에 기재되어있는 상세한 요구 사항과 응용 스키마 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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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 항목을 참조하여 요구되는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정한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여기에 기술된 이용 목적과 방법은 아래의 공간데이터 제품의 품질 요구 사항 및 응용 스키마
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목적
본 제품사양서에 기반한 공간데이터 제품은 도시계획 업무의 시가화 구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하여 용도지역, 도로 및 공원 등의 도시 시설의 공간적 위치와 시간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공간데이터 제품은 "○○시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의 기반 공간데이터로 사용하고, 도
시계획 업무에 관한 용도지역이나 도로 등의 상황 파악과 검토에 이용한다.
[예]

다) 공간 범위·시간 범위

공간 범위는 공간데이터 제품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작성 방법은 자유 기술 또는
JMP2.0 수평 범위, 수직 범위의 작성 방법에 따른다.
자유 기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구체적인 지명이나 알려진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
‘○○ 현 △△시 전역'이나. ’○○ 킬로미터 정도 ~ △△ 킬로미터까지의 도로 구간 중, 도로 중심
선에서 양쪽 폭 250 미터의 범위‘ 등.
■ 별첨 자료에 의하여 지정하는 방법
공간 범위를 지정하는 자료로서, 지도를 사용하여 대상범위를 기재하고, 첨부하는 등.
JMP2.0에는 수평 범위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으며, 이들 중 하나의 방법으
로 기술한다.
■ 지리적 경계 상자
동서남북의 위도 경도에 의한 경계를 기술한다.
공간 범위
지리적 요소 : 지리적 경계 상자 범위 참조계 : JGD2011 / (B, L)
동쪽 경계 경도 : 140.852
서쪽 경계 경도 : 139.688
남쪽 경계 위도 : 35.739
북쪽 경계 위도 : 36.945
[예]

■ 좌표 경계 상자
동서남북의 경계 좌표에 의한 경계 상자를 기술한다.
공간 범위
지리적 요소 : 좌표 경계 상자 범위 참조계 : JGD2011 / 9 (X, Y)
서쪽 경계 좌표 : -13110.000 동쪽 경계 좌표 : 92100.000
남쪽 경계 좌표 : -28470.000 북쪽 경계 좌표 : 105150.00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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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다각형
공간데이터의 수평 범위를 다각형으로 표현한 경계 다각형을 기술한다. 경계 다각형은 다각형의 각
꼭지점의 좌표를 기술한다.
공간 범위
지리적 요소 : 경계 다각형 범위 참조계 : JGD2011 / 9 (X, Y)
경계 다각형 : 96500,85200 106000,67000 104800,37100 47500,27600 24800, -20100 -18600,28200
-30000,93600
[예]

■ 지리적 설명
지명 특정 장소, 지역 또는 영역을 나타내는 명칭인 지리식별자를 기술한다.
공간 범위
지리적 요소 : 지리 기술
지리식별자 : 이바라키 현
또한 수직 범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데이터의 수직 범위를 최소 표고 값 최대 높이
값, 측정 단위 및 수직 원자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수직 범위
최소 표고 값 : 0
최고 고도 값 : 2000
측정 단위 : 단위의 명칭 meter 단위의 종류 height
수직 원자 : TP / H
또한, 위의 예시에 등장하는 "범위 참조계"나 "수직 원자"가 나타내는 정보는 제3부 상세 해설 "5. 참
조계 "에서 설명한다.
[예]

[예]

시간 범위는 공간데이터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기술한다. 작성 방법은 자유 기술 또는 JMP2.0 시간
범위 작성 방법에 따른다.
시간 범위는 공간데이터 제품을 정비하는 시점이나 정비 작업에 소요되는 또는 소요된 기간이 아님
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 어떤 원자료에 근거해 공간데이터 제품을 만들 경우, 원래 문서의 대상이
되는 시간 범위가 공간데이터 제품의 시간 범위가 된다. 이때 공간데이터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지형
지물별로 각각 원자료가 다른 경우 등, 지형지물별로 시간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시간에
서 가장 새로운 시간 (최신)까지의 포괄적인 시간 범위를 명확히 한다.
자유 기술에 의한 경우는 "○○ 년 △△ 월 □□ 일 때 '나'○○ 년 △△ 월부터 □□개월의 기간 '
등과 같이 기재한다.
또한 메타데이터의 작성 방법에 준하는 경우, JMP2.0의 "범위 정보" 항목에 포함 된 "시간 요소"에
따라 "범위"로 공간데이터의 시간 범위를 기간의 시작과 끝 날짜를 이용하여 설명 할 수 있다.
시간 범위
기간의 시작 : 20xx-04-01 기간의 끝 : 20xx-03-3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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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용 표준

공간데이터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규정 류에 대해 명기한다. 규정 류의 예로는 "측량법"이나 "○○
시 공공측량 작업규정"등이 있다.
인용 규격
인용 규격
· 측량법
· ○○시 공공측량 작업규정
· 공간정보 표준 프로파일 (JPGIS) XX ※
※XX는JPGIS 버전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예]

[예]

마) 용어 및 정의

공간데이터 제품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정의이다. 용어집 등을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용어와 정의
· 지형지물 (feature)
실세계 현상에 대한 추상개념
· 데이터셋 (dataset)
다른 것과 구분하여 식별 가능한 데이터셋
· 모델 (model)
현실을 몇 가지 측면에서 해석한 추상개념
[예]

바) 약어

제품사양서에서 사용되는 약어에 대한 그 설명을 기술한다.
약어
·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 JPGIS Japan Profile for Geographic Information Standard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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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범위 - 사양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정보 -

"적용 범위"는 제품 사양의 내용이 적용되는 범위를 기술한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범위식별'과 '계층
수준"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적용 범위 식별"은 적용 범위를 식별하기위한 이름을 나타낸다. 또한 "계층 구조 수준"는 JMP2.0의
"계층 수준" 요소체가 참조하는 "적용범위 코드"를 참조하여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사양서에 표시된 규격의 내용은 공간데이터 제품 전체에 적용된다. 이 경우 적용 범
위의 계층 수준은 '데이터셋'이다. 이 밖에 제품사양서가 시리즈에 적용되는 경우 '시리즈', 특정 지
형지물 유형에 적용되는 경우 '지형지물 유형'이 적용 계층 수준이다.
또한 사양의 적용 범위를 여기에 표시한 '계층수준"이외의 방법으로 제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JIS
X 7131 : 2014 공간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을 참조하면 된다.
적용 범위
적용범위식별 : 도시계획 정보 공간데이터 제품 사양 적용 범위
계층 구조 수준 : 데이터셋
[예]

일본제품사양서작성매뉴얼.hwp

- 27 -

작성자 : 허

민

3. 데이터 제품 식별 - 공간데이터 제품의 식별 정보 -

"데이터 제품 식별"은 공간데이터 제품을 다른 공간데이터 제품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
술한다. 제품사양서의 기재 사항 "개요"를 구성하는 기재 내용 중 하나인 "제품사양서 작성 정보"는
제품사양서 그 자체의 정보를 기술하지만, "데이터 제품 식별"은 공간데이터 제품 자체에 대한 정보
를 기술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간데이터 제품명, 날짜, 공간데이터 제품에 대한 연락처 및 지리 설명으로 구성된다.
1. 공간데이터 제품명

제품 사양서에 의해 작성되는 공간데이터 제품의 명칭 (제목)를 기술한다.
2. 날짜

제품 사양서에 의해 작성되는 공간데이터 제품의 작성 일자를 기술한다. 공간데이터 제품의 완성일이
나, 계약에 정한 작성일 등을 기술한다.
3. 연락처

제품 사양서에 의해 작성되는 공간데이터 제품에 대한 연락처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연
락처 정보로는 공간데이터 제품에 대한 조직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있다.
4. 지리적 설명

지리적 설명은 제품 사양서에 따라 작성되는 공간데이터 제품의 지리적 범위를 기술한다. 공간데이터
제품의 상세한 공간적 범위 및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기재사항 "개요"에 제시하는 데 대해, 여기에
서는 공간데이터 제품의 대상 지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데이터 제품 식별
공간데이터 제품명 : ○○시 도시계획 공간데이터
날짜 : 20xx-10-01
연락처 : ○○시 도시국 도시계획부 도시계획과
전화 : XXX-XXX-XXXX , FAX XXX-XXX-XXXX
지리적 설명 : ○○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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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내용 및 구조 - 응용 스키마 -

4.1 기술 내용
"데이터 내용 및 구조"에서 제작하거나 기 제작된 공간데이터의 구조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응
용 스키마를 기술한다. 이 정보를 제품사양서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응용 스키마를 다
음 두 문서에 나타낸다.
○ 응용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 응용 스키마 문서
아래는 각각의 내용과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2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작성하거나, 기 작성된 공간데이터의 구조를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의해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표기법, 현실 세계에서 응
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기까지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사례를 이용하면서 소
개한다.
4.2.1 UML에 의한 표기 방법

UML은 통합 모델링 언어라고 하며, 그래픽으로 추상화한 시스템의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을 구현하기위한 언어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추상도가 다르다. UML에서는 몇 개의 도식 방법
이 제공되고 있지만, 공간정보 표준군에서는 공간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클래스 다이어그램
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JPGIS에도 이 도식을 사용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절에서
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표기 방법과 동일하지만, JPGIS을 정의함에 있어 사용에 일부 제한
을 두고있는 부분이있다. 그래서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정통한 분들도 이 절을 일독할 것을 권
장한다.
(1) 클래스

클래스는 각각의 물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성질이나 조건을 정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A 씨의 주
택", "B 씨의 주택"은 개별의 물건 ("인스턴스 "라고 함)이며, 각 주택의 형태, 소유자, 층수 등의 정
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주택"에 공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주택 클래스"로 요약할 수 있
다.
UML에서는 속성, 연산 및 연관관계 등 세 가지를 이용하여 클래스의 특성을 나타내지만, JPGIS에서
는 특성 및 연관관계만 이용하여 클래스의 특성을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클래스의 표기는 삼단
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으로서, 첫 번째 단에는 스테레오 타입명과 클래스 이름, 두 번째 단에는 속성
세 번째 단에는 연산을 기술한다. 여기에서 연산은 전술한 바와 같이 JPGIS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단은 항상 비워둔다. 스테레오 타입명(stereotype)이란 클래스의 역할과 용법상의 차이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JPGIS에는 응용 스키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테레오 타입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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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1은 클래스의 기본 표기법이며, 그림 4.2.1-2은 클래스의 구체적인 예로서 "주택 클래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2.1-1 클래스의 기본 표기법

그림 4.2.1-2 주택 클래스의 개념 및 표기예

일본제품사양서작성매뉴얼.hwp

- 30 -

작성자 : 허

민

(2) 속성

속성은 클래스의 공통의 특성을 표현하며, UML 클래스 표기에서는 두 번째 단에 기재한다. 기재하
는 형식은 다음과 같다.
속성이름[다중도]:유형=초기값

또한 본 설명서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경우는 JPGIS 본문을 참
조하기 바란다.
1) 속성명

속성의 식별자로서,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속성 이름이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2) 다중도

특성을 몇개 가질 수 있는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에 숫자로 기술한다. 다중도는 생략이 가능하
며, 이 경우에는 "1"(반드시 하나만 존재)이다. 아래는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다.
·0 또는 1
[0..1]
.0 이상 무제한 [0 .. *]
.1 이상 무제한 [1 .. *]
·m 또는 n
[m, n]
·m 이상 n 이하 [m .. n]
3) 유형
속성의 유형을 나타낸다. JPGIS에서 규정된 유형 또는 독자적으로 정의한 유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 및 그 내용에 대해서는 4.2.1 (6)을 참고하라.
4) 초기값

속성의 초기값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기술한다.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생략한다.
(3) 클래스간 관계

클래스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관관계의 상태에 따라 다음에 나타내는 관계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본 설명서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JPGIS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1) 약한 관계

클래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경우 "연관관계"(association)을 이용하여 관계를 나타낸다.
학교와 역
"학교"와 "역"을 클래스로 정의하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라는 약한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클
래스 "학교"와 "역"사이의 관계를 그림 4.2.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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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림 4.2.1-3 연관관계 표현의 예

· 도식
관련있는 클래스를 선으로 연결한다.
· 연관관계 이름
연관관계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연관관계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 이름을 붙일 경우, 클래스 간
의 관계를 알기 쉬운 명칭으로 붙이는 것이 좋다. 이 예제에서는 "통학"라는 연관관계명을 부여했
다.
· 역할명
참조된 클래스에 대한 역할명은 반드시 붙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클래스에서 역 클래스를 볼
때는 "가장 가까운 역"이라는 역할명을, 역 클래스에서 학교 클래스를 볼 때는 "주변의 학교"라는
역할명을 붙였다
· 다중도
참조된 클래스의 다중도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는 가장 가까운 역이 반드시 하나 존재
하므로 학교 클래스에서 본 역 클래스의 다중도는 "1"이다. 역 클래스에서 학교 클래스를 볼 때에
는 모든 역에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역 주변에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의 수에 제한이 없
기 때문에 다중도를 "0..*" (0 이상) 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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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한 관계

두 클래스 사이에 전체와 부분이라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관계"(aggregation)을 사용하여 관
계를 나타낸다.
공장
일반적으로 공장은 부지와 건물로 구성된다. 따라서 "공장", "부지", "건물"이라는 세 가지 클래스를
상정하면, 공장 클래스는 부지 클래스와 건물 클래스로 구성되는 관계가 성립된다. 이 관계를 그림
4.2.1-4 과 같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

그림 4.2.1-4 집합관계의 표현의 예

○ 도식
관계가 있는 클래스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되, 집합의 결과가 되는 클래스에 흰색 마름모를 표시한
다.
○ 연관관계명
연관관계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연관관계명은 생략할 수 있다. 연관관계명을 붙이는 경우는, 클
래스 간의 관계를 알기 쉬운 명칭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예제에서는 "자산"이라는 연관관계명을
사용하였다.
○ 역할명
참조 대상 클래스에 대한 역할명은 반드시 붙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지 클래스에서 공장 클래스
를 볼 때는 "소속"이라는 역할명을, 공장 클래스에서 부지 클래스를 볼 때는 "소재"라는 역할명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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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도
참조된 클래스의 다중도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건물은 반드시 하나의 공장에서 부속되므로, 건물
클래스에서 본 공장 클래스의 다중도는 "1"이다. 공장 클래스에서 건물 클래스를 볼 경우, 건물이
없는 공장도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공장에 0 개 이상의 건물이 있다고 하여, 다중도를 "0..*" 으
로 지정한다.
위의 예제의 경우 이전과 도산 등 공장으로서의 존재가 사라져도 건물과 토지는 존재한다. 즉, 전체
로서의 존재하지 없어도 부분도 존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강한 관계인 집합관계를 사용하여 이 관계
를 정의한다.
3) 가장 강한 관계

두 클래스 사이에 전체와 부분이라는 관계가 있고, 그것이 강력한 결합인 경우에는 "합성관계"
(composition)를 사용하여 관계를 나타낸다.
교량
교량은 교각(교대 포함)과 상판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교각", "상판", "교량"의 세 가지 클래스를 상
정하면, 상판과 교각은 교량의 부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관계는 그림 4.2.1-5과 같은 클래스 다이어
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

그림 4.2.1-5 합성관계의 표현 예

○ 도식
관계가 있는 클래스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고, 합성 결과 클래스에 검게 칠한 마름모를 붙인다.
○ 연관관계명
연관관계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연관관계명은 생략할 수 있다. 관계명을 붙이는 경우는,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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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알기 쉬운 명칭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예제에서는 "구성"이라는 관계명을 붙였다.
○ 역할명
참조 대상 클래스에 대한 역할명은 반드시 붙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각 클래스에서 교량 클래스
를 볼 때는 "소속"이라는 역할 이름을, 교량 클래스에서 교각 클래스를 볼 때는 "자리"라는 역할
이름을 달고 있다.
○ 다중도
참조된 클래스의 다중도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교각은 반드시 하나의 교량에 포함되므로, 교각
클래스에서 본 교량 클래스의 다중도는 "1"이다. 교량 클래스에서 교각 클래스를 볼 때 교각이 없
는 간단한 구조의 교량도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하나의 교량에 0 개 이상의 교각이 있으므로 다
중도는 "0 .. *"이다.
교량의 예는 먼저 공장의 예와 달리 다리가 없어지면 교각과 상판도 동시에 사라진다. 이처럼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매우 견고한 관계인 경우에는 합성관계를 사용하여 관계를 정의한다.
(4) 스테레오 타입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은 클래스나 패키지의 역할이나 용법상의 차이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패키지는 여러 클래스를 취합하여 의미 있는 그룹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체 구성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스테레오 타입은 이중 꺽은 괄호 "《"와 "》"로 "스테레오 타입명을 묶어서 표현한다. 문서를 작성하
는 환경 따라 이중 꺽은 괄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꺽은 괄호 "<"와 ">"를 두 개 붙여서
"<<", ">>"로 이용해도 좋다.
다음은 JPGIS에 규정되어 있는,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스
테레오 타입을 나타낸다. 또한 본 설명서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JPGIS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1) 클래스의 정의에 사용하는 스테레오 타입

1. 《Abstract》
직접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는 추상 클래스의 경우에 사용한다.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 이 클래스
를 상속한, 인스턴스화가 가능한 클래스를 정의해야 한다.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을 이탤릭체
(Italic)로 기재한다.
2. 《CodeList》
응용스키마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값이 제한되지 않거나, 취할 수 있는 값이 많은 경우 사용하는
부호 목록이다.
3. 《DataType》
개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부작용이 있는 연산(값을 변경하는 작업)이 없는, 값의 집합에 대
한 식별자에게 적용한다.
4. 《Enumeration》
문자형 목록의 데이터 형에 사용하는 열거형이다. 응용 스키마에서 취할 수 있는 값이 한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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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사용하면 좋다.
5. 《Feature》
지형지물을 정의할 때 사용한다. 식별자를 가지며, 외부에서 참조할 수 있다.
6. 《Interface》
연산의 집합의 경우에 사용한다. JPGIS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Metaclass》
메타모델의 구조를 설명하며, 인스턴스가 클래스가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JPGIS는 응용 스키마
정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8. 《Record》
어떤 속성과 그 속성에 값을 가지는 클래스의 경우에 사용한다.
9. 《Type》
속성의 형태로 사용하는 클래스의 경우에 사용한다. 식별자를 가지고 외부에서 참조할 수 있다.
10.《Union》
몇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클래스의 경우에 사용한다.
2) 패키지의 정의에 사용 스테레오 타입

1. 《ApplicationSchema》
응용 스키마를 설명하는 패키지의 경우에 사용한다.
2. 《Package》
하위패키지를 포함하는, 논리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품의 모임 (패키지)의 경우에 사용한다.
3. 《Leaf》
하위 패키지가 없는 패키지의 경우에 사용한다.
(5) 구성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패키지 내에 기술해야한다. 패키지란 관련된 클래스의 집합
으로, 패키지에 포함된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작은 데이터셋을 정의할 경우에
는 하나의 패키지로 표현하고. 큰 데이터셋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여러 패키지로 나누어 패키지 간의
참조 관계도 명기하면, 작성해야 할 데이터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된다.
그림 4.2.1-6은 JPGIS을 준수하여 작성한 응용 스키마 "도시계획 패키지"와 JPGIS과의 관계를 나타
내는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다. 응용 스키마 "도시계획 패키지"에는, "기본 지형 패키지" 및 "도시 시설
패키지" 등 두 패키지가 존재하며, "도시 시설 패키지"가 "기본 지형 패키지"를 참조하는 경우를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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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6 도시계획 패키지 다이어그램 사례
(6) 데이터 유형

JPGIS에는 속성의 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형이 제시되어있다. 자세한 내용은 JPGIS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여기에 나타난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정의를 할 필
요는 없다.
1) 기본 데이터 형식

기본 데이터 형식은 숫자나 문자 등의 값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주로 지형지물의 주제 속성의 유
형으로 사용한다. 기본 데이터 형식은 다음 형식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 Number (숫자 형)
정수, 실수 및 십진수의 추상형이다. 속성의 형태로서는, 그 실체인 Integer (정수), Real (실수),
Decimal (십진수 형식)를 사용한다.
○ Integer (정수)
부호있는 정수형 (4 바이트)이다. -2,147,483,648 ~ 2,147,483,647까지의 값을 취한다.
794 –645
○ Decimal (십진수 형식)
부호있는 실수로, 고정 소수점수에 의해 나타낸다. Real (실수)은 오차를 수반하는데 비해,
Decimal은 정확한 값을 나타낸다.
63.000 645.000
○ Real (실수)
부호있는 실수로, 지수를 이용하여 표기하는 방법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63.718 –1.086E3
○ Vector (벡터 형식)
여러 개의 정수형 또는 실수 형을 열거하여 나타낸다.
(123, 234) (12.345, -78.901, 234.567)
○ CharacterString (문자열)
임의의 문자를 갖는 문자의 열을 나타낸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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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가나다"
○ Date (날짜 형)
시간에서 "JIS X 0301 정보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 및 교환 형식 - 날짜 및 시간 표기"에 의거
표현된다.
20131029 2013-10-29
○ Time (시간 형식)
시간을 나타내고, "JIS X 0301 정보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 및 교환 형식 - 날짜 및 시간 표기"
에 따라 표현된다.
21:03:15 09:30:10+09:00
○ DateTime (날짜 시간)
시간과 시간을 나타내고, "JIS X 0301 정보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 및 교환 형식 - 날짜 및 시
간 표기"에 따라 표현된다.
2013-10-29T09:30:10+09:00
○ Boolean (불리언 형)
true (참) 또는 false (거짓)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true false
[예]

[예]

[예]

[예]

[예]

2) 컬렉션 데이터 유형

속성형을 기본 데이터형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스턴스가 되는 값은 하나의 값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값을 가지기 위하여 콜렉션 데이터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 Set<T> (집합 형)
유한 개수의 클래스 T의 개체의 집합이다. 이 중에는 중복 값을 포함해서는 안되나, 순서는 무관
하다.
지형지물 '도로'의 속성 '이름'의 형식을 "Set <CharacterString>"하면 도로 이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도로 이름으로 "국도 254 호, 카와
고에 가도"는 가능하지만, "국도 254 호, 국도 254 호, 카와고에 가도"는 불가능하다.
○ Sequence <T> (순서 형)
순서를 가진 유한 개수의 객체 형의 집합이다. 중복 값을 포함해도 무방하다.
지형지물 "창고"의 속성 "다이얼 키 번호"형식을 "Sequence <Integer>"로 두고, 다
이얼을 "1-7-4-7-0"의 순서로 돌려야만 열 수 있는 창고가 있다고 하자. 이때 다이얼 키
번호의 값은 "1, 7, 4, 7, 0"이며, "0, 1, 4, 7"로 할 수 없다.
○ Dictionary <K, V> (사전 형)
두 개의 형의 쌍을 하나의 형태로 사용하여 한 형식의 값을 키로 하여 다른 유형의 값을 관련시
킨다.
지형지물 "건물"의 속성인 "거주자"에는, 성명과 생일을 기록하기 위한 "Dictionary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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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String, Date>"하면 "홍길동, 1980-10-30 "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비고 : 실제로 어떤 형식으로 컬렉션 데이터 유형을 기록할지는 인코딩 규칙에서 규정한
다.
3) 측정량 및 측량 단위

○ Measure
측정량을 나타내는 추상형이다. 측정량은 측정값 value와 측정단위 UnitOfMeasure을 갖는다. 하위
유형으로서 길이를 나타내는 Length, 거리를 나타내는 Distance, 시간을 나타내는 Time 등이 있
다. 지형지물의 속성으로 길이, 거리 또는 시간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지형지물 "도로"의 길이를 의미하는 속성 "연장"의 형식을 Length로 하면, 속성 "연
장"의 값이 4km의 경우, 측정값 value는 "4000", 측정단위 UnitOfMeasure는 "meter"가
된다.
○ UnitOfMeasure
측정 단위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단위 이름을 가진다. 표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위는 미터 (길
이), 초 (시간), 라디안 (각도), 평방 미터 (면적) 입방 미터 (부피), 초당 미터 (속도) 등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도 있다.
지형지물 "도로"의 길이를 의미하는 속성 "연장"의 형식을 Length으로 값을 km 단
위로 갖는 경우 UnitOfMeasure는 "kilometer"가 된다.
[예]

[예]

4) 공간데이터 형식

JPGIS 공간 스키마에서 규정된 유형을 지형지물의 공간 속성으로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세 가지 형태만을 소개한다. 이 밖에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은 JPGIS 응용 스키마에
대한 규칙을 참조하기 바란다.
○ GM_Point
점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지형지물의 공간 특성으로 점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포인트 형 지형지물 "관측점"의 속성인 "위치"에 GM_Point를 사용한다.
○ GM_Curve
선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지형지물의 공간 특성으로 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선형 지형지물 "도로 중심선"의 속성인 "형상"에 GM_Curve를 사용한다.
○ GM_Surface
면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지형지물의 공간 특성으로 면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면형 지형지물 "공원"의 속성인 "범위"에 GM_Surface를 사용한다.
[예]

[예]

[예]

5) 시간 데이터 형식

JPGIS 시간 스키마로 규정되어있는 유형으로, 지형지물의 시간 속성의 유형으로 사용한다. 여기에
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형만 소개한다. 이 밖에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은 JPGIS 응용 스
키마에 대한 규칙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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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_Instant
순간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시간상의 한 점을 나타내는 시간 속성에 사용한다.
지형지물 "관측점"의 속성 "측정시간"의 형에 TM_Instant을 사용한다.
○ TM_Period
기간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갖는 시간상의 구간을 나타내는 시간 속성에
사용한다.
지형지물 "건물"의 속성 "사용 기간"의 형에 TM_Period를 사용한다.
[예]

[예]

4.2.2 지형지물의 설계 방법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작성하고자 하는 공간데이터의 논리적 구조
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작성하고자하는 공간데이터의 사용 목적 및 응용 시스템의 활용을 명확히 한
후, 이에 부합하는 지형지물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기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는 만들고자하는 지형지물의 이미지를 고정하기 위한
기초를 나타낸다.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 (그림 4.2.2)을 참고하면 좋
다. 단, 이 흐름은 사례일 뿐, 이 외에도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림 4.4.2 응용스키마 URML
다이어그램 작성 흐름의 예
(1) 지형지물 및 그 구성 요소

공간정보에서의 지형지물은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기본 정보 단위이다. 공간정보로 기록된 데이
터는 제품 사양에 대한 정보와 메타데이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지형지물 및 그 속성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지리학 등의 "지형지물"이란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와는 달리, 공간정보에서는 어떤
정보도 지형지물로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치나 형상 등의 공간 속성이 전혀 없는 정보도 지
형지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같은 개념적인 사상도 지형지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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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1 지형지물과 지형지물을 구성하는 속성
또한 지형지물과 지형지물 사이의 관계도 지형지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지
물에 한하여, 다른 지형지물과 달리 지형지물연관이라는 유형으로 표현한다. (이 설명서 "4.2.1 (3) 클
래스 간 관계" 참조).
[예 1] 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어떤 응용 시스템에서는, 지형지물 클래스로 "시설", "이용 회원" 및 "이
용 기록"이 존재하며, 또한 각각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지물연관으로서 "소속", "이용 예정",
"예약 등록"을 정의 할 수 있다.

그림 4.4.4-2 지형지물연관관계를 이용한 응용스키마 사례
지형지물은 특정한 종류의 지형지물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식별을 위한 정보만을 표현하고, 기타 구
체적인 정보는 그 특성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반대로, 지형지물 속성은 정보를 표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직접 보유하며, 속성 자체는 하나의 지형지물에 속한다. 속성은 주로 공간 속성,
시간 속성과 주제 속성으로 분류되는데, 지형지물의 공간적 위치와 모양을 나타내기위한 속성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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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으로, 지형지물의 시간적인 존재 기간과 측정 시간을 나타내는 위한 속성은 시간 속성으로 취급
하고 그 이외는 일반적으로 주제 속성으로 취급한다. 지형지물 간의 관계는 소유하는 속성들이 가지
는 관계로 표현하거나 또는 지형지물연관관계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지형지물연관관계는 지형지물 클
래스 간의 관계로서, 관련 클래스로 정의되지 않는 한 클래스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지형지물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또한 지형지물연관관계를 합성으로 정의하여, 소유하는 지형지물이 구성 요소 측
의 지형지물을 지형지물 속성 (대부분은 주제 속성이다)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 할 수 있다.
[예 2] 도로 관리를 수행하는 어떤 응용 시스템은, 지형지물 클래스로 다음과 같은 "도로"를 정의 할
수 있다. 이 클래스는 공간 속성으로 도로 구간의 개념적 선을 나타내는 GM_Curve 형 "중심선" 및
도로의 면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GM_Surface 형의 "부지 범위", 시간 속성으로 도로가 만들어진 날짜
와 시간을 나타내는 TM_Instant 형 "개통날짜", 주제 속성으로 도로 이름을 나타내는
CharacterString 형의 "이름" 및 도로 관리자의 연락처를 나타내는 연락처 형의 "관리자"를 가진다.
(연락처 형은 별도로 명확하게 정의해야한다).

그림 4.2.2-3 지형지물의 응용 스키마 사례
(2) 지형지물의 설계

공간정보로 기록하고자하는 정보 중, 어떤 정보를 지형지물로 기록하고, 어떤 정보를 그 속성으로 기
록할 것인가는 공간 정보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 JPGIS은 지형지물 설계에 다양성을 인
정하고 있으며, 설계자는 지리정보를 속성이 하나 정도 밖에 없는 수많은 지형지물로 나타내는 방식
과, 거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지형지물의 속성으로 나타내도록 설계하는 방식도 모두 가능하다. 또
한 지형지물과 그것을 표현하는 사상이 항상 일대일로 대응할 필요도 없으며, 한 사상을 다른 시점과
계층으로 표현하는 여러 지형지물로 중복 표현하는 것도 무방하다. 특히 지형지물을 주제에 따라 분
류하는 레이어 등의 개념은 다른 지형지물을 집합한 새로운 지형지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예 1]
어떤 응용 시스템에서는 "도로"를 "도로 중심선"및 "도로 용지"를 합성하는 지형지물로 정의하고, "도
로"를 "관리자"별로 계층적으로 분류하는 "소관 도로망" 레이어를 위한 지형지물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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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4 지형지물을 계층적으로 표현하는 응용 스키마 사례
지형지물의 설계의 자유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공간정보의 취득, 관리 및 이용 등의 형태에
따라 지형지물의 설계는 어느 정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도로", "하천", "건축물" 등과 같이 주제에
따라 공간 정보의 취득 주체가 나누어 있는 경우, 이를 지형지물의 클래스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한 클래스 분류를 나타내는 추상 지형지물 클래스를 만들고, 이를 구체적
인 지형지물이 상속하여 그 개념을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예 2]
어떤 응용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응용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도로"를 추상 지형지물로 정의하고 있
다. 거기에서 취급하는 지형지물 클래스 "공공 도로"와 "사도"는 추상 클래스 "도로"를 계승하는 구체
클래스이다. 추상 클래스의 이름 ("도로")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있다.

그림 4.2.2-5 추상 지형지물을
사용한 응용 스키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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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지물의 설계에는 데이터 항목을 열거하여 이용 범위와 존재 기간이 비슷한 것을 그룹화하여 클
래스와 그 구성요소를 선택하는 방법과 공간데이터를 응용 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등의 구체
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사례에서 분석하여 필요한 클래스를 추출하는, 객체 지향의 클래스 설계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앞서 나타낸 공간 정보의 취
득, 관리 및 이용 등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은 유스케이스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
설계자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간정보의 내용을 검토하고, 지형지물을 설계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항상 각각의 지형지물이 현실의 어떤 사상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설계자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다. 무엇을 지형지물로 할지 잘 모를 경우에는 공간정보로 표현하고 싶은 사상이 무엇인데, 어떤 지
형지물하면 그 사상이 명확하게 되는지를 검토하면 좋다.
(3) 제약과 코멘트를 붙이는 경우

요구 사항에 따라 특정 서식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 경우의 UML 노트 (주석)
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여 가능한 한 필요한 정의를 보충하면 좋다.

그림 4.2.2-6 제약을 기록한 사례
4.2.3 작성 방법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자필 또는 워드 프로세서 등의 그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리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설계 변경시 수정 작업에 많은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구성을 확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
(2)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방법이다. 클래스의
설계 변경시에도 쉽게 대응 가능하므로, 설계 작업의 처음부터 전용 소프트웨어로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생성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 책에서 제시된 도식을 준수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4.3 응용 스키마 문서
응용 스키마 문서는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그에 따른 정보로서 작성한다. 응용 스
키마 문서의 내용으로 다음 항목을 설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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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기본 구성

응용 스키마 문서의 기본 구성은 그림 4.3.1과 같다. 응용 스키마 문서는 패키지별로 해당 패키지에
포함된 개별 클래스 단위로 해당 항목의 정보를 기술한다.

그림 4.3.1 응용 스키마 문서 기본 구성
4.3.2 기재 항목

응용 스키마 문서에서 기재해야 할 항목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패키지

패키지 및 그 정의를 기술한다.
1) 패키지 이름

패키지 이름은 식별 가능한 이름으로, 하나의 제품사양서 내에서는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2) 정의

자유 형식으로 기술한다. 패키지의 개요, 구성 지형지물 클래스,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하면 좋다.
[예]

지형지물 패키지
■ 정의
이 패키지에는 지도 정보 레벨 2500 수치 데이터로 정의되는 모든 지형지물이 포함된다.
- 데이터 구조에 대한 주의 사항
지형지물 패키지에 포함된 지형지물 중에는 다른 지형지물의 공간 속성을 이용하여 생성
되는 지형지물이 있다. 이 경우 사용되는 측의 지형지물의 데이터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
았다면, 이용하는 측의 지형지물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작성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다음에 기술하는 지형지물의 하위에 정의된 지형지물은 모두 "사용되는 지형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 데이터 작성 시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 대상 지형지물
기준점, 행정 경계, 건물 경계, 건물 부속물, 철도 경계·중심선, 철도 시설 경계, 도로 경
계·중심선, 도로 시설 경계·중심선, 소물체, 식생, 장지, 수계, 수계중 구조물, 변형지, 등
고선 아래에 정의되어있는 지형지물 및 경계보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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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래스
1)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은 식별 가능한 이름으로서, 하나의 제품사양서 내에서는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2) 정의

자유 형식으로 기술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클래스의 의미,
응용 시스템에서 사용된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기술하면 좋다.
[예]

일반 철도
■ 정의
철도 사업법 또는 궤도법에 따라 운행되는 철도. ○○ 시스템에서 지리적 위치를 쉽게 파악
하기 위한 배경 정보로 사용한다.
3) 상위 클래스

상위 클래스 명을 기술한다. 상위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란 또는 "없음"(권장)이라고
기술한다. 상위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기록한 클래스는 제품 사양에 존재해야 한
다.
[예]

일반 철도
■ 상위 클래스 : 선로
4) 추상 / 구체 구분

이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의 경우는 "추상", 구체 클래스의 경우는 "구체"라고 기술한다.
[예]

일반 철도
■ 추상/구체 구분 : 구체
5) 속성

클래스가 가진 개별 속성의 이름, 다중도, 유형, 초기값, 정의, 취득기준, 정의역을 다음 서식에 따라
기술한다.
속성명[다중도]:유형=초기값

정의
취득기준
정의역
○ 속성명
속성명을 기술한다. 생략 불가. 속성명은 클래스 내에서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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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도
다중도를 UML의 서식에 따라 기술한다. 생략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의 다중도은 "1"이 된다.
○ 유형
속성의 유형을 기술한다. 생략 불가. JPGIS에 규정된 유형과 이 제품사양서에서 규정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
○ 초기 값
속성의 초기값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기술한다. 초기 값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생략한다.
○ 정의
속성의 정의를 자유 형식으로 기술한다. 생략 불가.
○ 취득 기준
JPGIS에는 없지만, 여기에 기록된 속성을 취득할 때의 기준, 주의 사항 등을 자유 형식으로 서술
한다. 생략 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자
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 정의역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을 기술한다. 생략 불가. 공간데이터의 품질을 시험할 때 개별 지형지물의
속성값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기준이 된다.
[예]

일반 철도
■ 속성
위치 : GM_CompositeCurve
<정의>
일반 철도의 위치.
<취득 기준>
위치를 정의하는 GM_CompositeCurve를 구성하는 GM_Curve는 일반 철도가 참조하는 일
반 철도
중심선의 위치인 GM_LineString을 이용한다.
<정의역>
○○시의 범위 내로한다.
6) 연관관계 역할

클래스가 가진 연관관계 역할의 명칭, 다중도, 연관대상, 정의를 다음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연관관계역할명[다중도]:연관대상

정의
○ 관련 역할명
관련 역할명을 기술한다. 생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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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도
연관관계의관련 다중도를 UML의 서식에 따라 기술한다. 생략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의 다중도는
"1"이 된다.
○ 연관대상
관련되는 클래스명을 기술한다. 생략 불가. 연관대상 클래스명은 이 제품사양서에서 규정되어 있
어야한다.
○ 정의
연관관계 역할의 정의를 자유 형식으로 기술한다. 생략 불가.
[예]

일반 철도
■ 연관관계 역할
역 [1..n] : 역
<정의>
일반 철도를 연결하는 역.
구성요소 [1..n] : 일반철도 중심선
<정의>
일반 철도를 구성하는 일반 철도 중심선.
지형지물연관관계 "구성 요소"의 부분 집합이다.
7) 기타

상기이외의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JPGIS의 "11. 지형지물 목록 작성법"에 나타난 요소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지형지물 목록은 공간데이터셋에 포함된 지형지물 유형, 특성, 연관관계 및 그 정의
등을 목록으로 체계화 한 것이다. "지형지물 목록 작성법"은 이 목록을 작성할 때의 규칙을 규정한
것이다.
[예]

일반 철도
■ alias
철도
(주) "alias"(일명)는 "JPGIS 지형지물 목록 작성법"에 규정되어있는 요소로, 지형지물 유형의 명
칭과 동등한 명칭을 말한다.
정의하려는 요소가 응용 스키마 정의에서 별도로 정해진 지형지물 목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지형지물 카탈로그에서 얻은 정보인지의 참조 정보를 설명해야한다.
[예]

일반 철도
■ 기타
<참조정보>
이 지형지물은 "지도 정보 레벨 2500 '에서 규정된 일반 철도를 참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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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작성 방법

응용 스키마 문서 작성 방법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판독하면서 수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 경우 대상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및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전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하는 경우, 이 소프트웨어에 문서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그러나 작성된 문서에는 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4.4 사례
몇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응용 스키마 문서에 대한 작성 사
례를 소개한다.
4.4.1 공원 시설

공원 시설에 대한 공간데이터 정비를 상정하고 논의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공원 시설 "공원"과 "공원 입구" 두 지형지물로 구성된다.
○ "공원"은 부지(면), 설치 날짜(날짜), 이름(문자), 관리자 (관리자 코드), 면적(실수) 등의 속성이
있다.
○ "공원 입구"는 위치(점), 개문시간(시간), 폐문시간(시간), 이름(문자), 차량 통행 구분(선택) 등
의 속성이 있다.
○ "공원"과 "공원 입구"은 무언가의 관계(약한 관계)가 있다. 이 경우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응용 스키마 문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4.4.1-1 공원과 공원 입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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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공원 시설 패키지는 그림 4.4.1-2,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4.4.1-3과 같다.

그림 4.4.1-2 공원시설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림 4.4.1-3 공원시설 응용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2) 응용 스키마 문서

그림 4.4.1-2에 표시된 공원 시설 패키지에 대한 응용 스키마 문서는 다음과 같다.
[예]
공원 시설 패키지

■ 정의
이 패키지는 도시계획 등에 이용되는 공원 시설을 정리한 것이다. 도시계획 업무에 사용하
기 위해 공원의 놀이기구, 나무 등은 데이터로서 취득하지 않는다.
■ 대상 지형지물
공원, 공원 입구
공원

■ 정의
주로 시가지 또는 그 주변에 설치되고, 시민이 휴식하거나 산책할 수 있는 공공 정원. 도시
계획 공원에 대해서는 필수이지만, 기타 공원에 대해서는 임의로 한다.
■ 상위 클래스 : 없음
■ 추상/구체 구분 :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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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
부지 : GM_Surface
<정의>
공원의 범위.
<취득 기준>
공원 부지를 면으로 나타낸다. JPGIS 공간 스키마에 정의되어있는 면요소 유형인
GM_Surface을 사용한다.
<정의역>
○○시의 범위 내로한다.
설치 날짜 : TM_Instant
<정의>
공원의 설치 연월일. JPGIS 시간 스키마로 정의되어 있는 순간유형의 요소인
TM_Instant을 사용한다.
<정의역>
그레고리력이 취할 수 있는 일자로 한다.
명칭 : CharacterString
<정의>
공원의 고유 명칭.
<정의역>
공원의 명칭이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한다.
관리자 : 관리코드
<정의>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자 코드.
<정의역>
관리코드에 규정된 값으로 한다.
면적 : Real
<정의>
공원 부지 면적.
<정의역>
실수가 취할 수 있는 값으로 한다.
■ 연관관계 역할
입구[0..n]:공원 입구
<정의>
공원 입구를 나타내는 지형지물.
들판 등 입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연결을 가지지 않는다.
관리 코드

■ 정의
공원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 또는 기타 관리자를 나타내는 코드.
■ 정의역
1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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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정부로 통치되고 있는 지역. 국가. 국토.
2 : 도도부현
국가와 시정촌의 중간에 위치하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
3 : 시정촌
지방 자치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규정된 지방 단체
4 : 기타
기타 다른 기관 등
공원 입구

■ 정의
공원에서 도로 등 기타 지형지물과 왕래가 가능한 장소로 울타리 벽 등이 분리되어 있거나
혹은 문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 상위 클래스 : 없음
■ 추상/구체 구분 : 구체
■ 속성 :
위치 : GM_Point
<정의>
공원 입구 부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위치.
<취득 기준>
문설주 사이 또는 울타리, 벽 사이의 중간 위치를 점으로 나타낸다. JPGIS 공간 스키마
에 정의되어있는 점 요소 유형인 GM_Point를 사용한다.
<정의역>
○○시의 범위 내로한다.
개문시간 : time8601
<정의>
입구를 여는 시간. JPGIS 시간 스키마에 정의되어있는 time8601을 사용한다.
<정의역>
시간이 취할 수 있는 값으로 한다.
폐문 시간 : time8601
<정의>
입구를 닫는 시간. JPGIS 시간 스키마에 정의되어있는 time8601을 사용한다.
<정의역>
시간이 취할 수 있는 값으로 한다.
명칭 : CharacterString
<정의>
공원 입구의 고유 명칭.
<정의역>
공원 입구가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한다.
차량 통행 구분 : 통행 구분
<정의>
공원 입구에서 차량 통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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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관계 역할
소속 [1] : 공원
<정의>
차량이 공원 입구를 통과하여 도달할 수 있는 공원을 나타내는 지형지물.
본 지형지물을 통과하여 도달할 수 있는 공원을 반드시 하나를 표시한다.
통행 구분

■ 정의
공원 입구에서 차량 통행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
■ 정의역
가능 : 가능
공원 입구에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을 나타낸다.
여부 : 불가능
공원 입구에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것을 나타낸다.
4.4.2 도시계획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공간데이터를 정의할 때 논의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도시계획 중 "시가화 구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도로, 공원 등의 도시시설의
공간적 위치와 시간적인 변천을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응용 스키마로 정의한다.
○ 시가화 구역을 구성하는 도시계획 관련 요소로서 여기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룬다.
도시 시설 : 도로, 공원
용도지역 (제1종 저층 주거전용, 제2종 주거, 제1종 중고층 주거전용, 제1종 주거, 근린상업)

그림 4.4.2-1 도시계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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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의 영역으로부터 응용 스키마를 만들 때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시가화 구역 내에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 시설의 설치가 필요
하다. 그래서 응용 스키마에서는 이 두 가지를 시가화 구역과 관계를 가지는 요소로 정의한다.
○ 논의의 영역이 "시가화 구역을 구성하는 용도지역 및 도시 시설의 공간적 위치 및 이들의 시간적
인 변천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화 구역의 지정 기간을 속성으로 정의한다.
○ 시가화 구역과 그 안에 설치되는 도시 시설의 관계는 시가화 구역에서 어떤 도시시설이 존재하는
지 알 수 있도록 단방향 관계를 정의한다.
○ 도시시설에는 도로와 공원만이 존재하고 모두 면으로서 기하학적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정의한다.
○ 용도지역은 커버리지로 정의한다. 커버리지는 시공간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직접 위치에 대응하
여 하나 이상의 지형지물 속성을 반환하는 함수 역할을 하는 지형지물이다. 용도지역 커버리지가
반환하는 치역은 "지정 기간" "용도지역 종류"의 두 가지이다.
○ 시가화 구역은 용도지역 커버리지로부터 구성된 구조로 한다. 용도지역 커버리지는 일반적으로 시
가화 구역에 대하여 하나의 커버리지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월지 등
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커버리지로 구성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용도지역 커버리지
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화 구역은 직접적으로는 기하학적 형상이 없는 구조로 한다.
이상의 조건에 맞는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및 응용 스키마 문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1)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4.4.2-2 도시계획 패키지 응용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참고 : 하늘색 클래스가 응용 스키마로 독자적으로 정의한 클래스이고, 그 이외에는 JPGIS의 "9 커버
리지의 기하 및 함수에 대한 스키마"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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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용 스키마 문서
도시계획 패키지

■ 정의
시가화 구역을 구성하는 용도지역 및 도시 시설의 공간적 위치 및 이들의 시간적인 변천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시계획의 기초 자료.
■ 대상 지형지물
시가화 구역, 용도지역 커버리지, 용도지역, 도시 시설, 도로, 공원
시가화 구역

■ 정의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계획 구역 중, 시가지로서 적극적으로 개발·정비하는 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과 대체로 10 년 이내에 우선적이고 계획적으로 시가화를
도모해야 할 지역. (도시계획법 제 7 조 2)
■ 상위 클래스 : 없음
■ 추상/구체 구분 : 구체
■ 속성
지정 기간 : TM_Period
<정의>
시가화 구역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지정이 끝난 날까지의 기간.
<정의역>
1968 년 6 월 (도시계획법 시행일) 이후의 시기를 기술한다.
■ 관련 역할
용도지역 커버리지[1..n]: 용도지역 커버리지
<정의>
시가화 구역을 구성하는 용도지역.
도시 시설 [1..n] : 도시 시설
<정의>
시가화 구역에 포함된 도시 시설.
용도지역 커버리지

■ 정의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지역지구의 일종으로, 지향해야 할 시가지상에 용도별로 분류되는 12 종
류의 용도지역(도시계획법 제8조 제1항 1)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커버리지.
■ 상위 클래스 : CV_DiscreteSurfaceCoverage
■ 추상/구체 구분 : 구체
■ 속성
[상위 유형에서 상속하는 특성] domainExtent[1..*]:EX_Extent
<정의>
시가화 구역을 구성하는 용도지역 커버리지의 가장 바깥 쪽 (즉, 도시화 구역의 외부)
의 경계로 구성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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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역>
제품사양서가 대상으로 하는 지리적 영역에 포함된 영역을 기술한다.
[상위 유형에서 상속하는 속성] rangeType:RecordType={<종별 : 용도지역 종별>, <지정 기
간 : TM_Period>}
<정의>
시가화 구역을 구성하는 용도지역 커버리지의 치역. 치역의 종류는 "종류" 및 "지정
지역"으로 한다.
<정의역>
· 종별 : 제1종 저층 주거전용지역, 제2종 저층 주거전용지역, 제1종 중고층 주거전용
지역,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 제1종 주거 지역, 제2종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근
린상업지역, 상업지역, 준공업 지역, 공업지역, 공업 전용지역
· 지정 기간 : 1968 년 6 월 (도시계획법 시행일) 이후의 시기를 기술한다.
■ 관련 역할
[상위 형식에서 상속받은 연관관계 역할] element[1..*]:용도지역
<정의>
용도지역 커버리지를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용도지역.
시가화구역 : 시가화구역
<정의>
용도지역 커버리지가 구성 요소가 되는 시가화 구역.
용도지역

■ 정의
도시계획법 제8조 제1항의 1에서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지역지구의 일종으로 지향해야 할 시
가지 상에 따라 용도별로 분류되는12 종류의 도시계획의 총칭. (도시계획법 제8조 제1항의 1)
■ 상위 클래스 : CV_SurfaceValuePair
■ 추상/구체 구분 : 구체
■ 특성
[상위 유형에서 상속받은 속성] geometry:GM_Surface
<정의>
용도지역의 경계선로 구성된 영역.
<정의역>
제품사양서가 대상으로 하는 지리적 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기술한다.
[상위 유형에서 상속받은 속성] value:Record
<정의>
용도지역의 치역.
<정의역>
용도지역 커버리지의 특성 rangeType : RecordType에 정의된 속성 (종별 및 지정 기
간)에 대응한 값으로 한다.
도시 시설

일본제품사양서작성매뉴얼.hwp

- 56 -

작성자 : 허

민

■ 정의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고, 원활한 도시 활동을 확보하고, 양호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총칭 (도시계획법 제11조 1). 여기에서는 도로와 공원을 말한다.
■ 상위 클래스 : 없음
■ 추상/구체 구분 : 추상
■ 속성
범위 : GM_Surface
<정의>
도시 시설의 외부 경계로 구성된 영역.
<정의역>
제품사양서가 대상으로 하는 지리적 영역에 포함된 영역을 기술한다.
도로

■ 정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법·도시재개발 법에 의한 도로.
■ 상위 클래스 : 도시 시설
■ 추상/구체 구분 : 구체
■ 속성
범위 : GM_Surface
<정의>
도로의 바깥 쪽 경계로 구성된 영역.
<정의역>
제품사양서가 대상으로 하는 지리적 영역에 포함된 영역을 기술한다.
공원

■ 정의
주민의 야외활동, 즉 휴식, 감상, 유희, 운동, 기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고, 아울러 도시환
경정비 및 개선, 재해시의 피난 등에 사용되는 공공용지 중, 국영 공원 및 지방공공단체가 설
치하는 도시 공원.
■ 상위 클래스 : 도시 시설
■ 추상/구체 구분 : 구체
■ 특성
범위 : GM_Surface
<정의>
공원의 바깥 경계로 구성된 영역.
<정의역>
제품사양서가 대상으로 하는 지리적 영역에 포함된 영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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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조계 - 좌표와 시간 정보 -

5.1 참조계의 개요
참조계는 "실제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체계"라고 정의되어있다. 여기에서는 공간데이터 제품 전체
와 그것을 구성하는 지형지물이 실제 공간과 시간에서 존재하는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체계로서, 제
품사양서의 기재 사항인 참조계를 설명한다.
"참조계"는 공간 참조계과 시간 참조계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공간 참조계는 공간데이터를 구성하는
지형지물 지구상의 위치에 관해서 좌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 (좌표에 의한 공간 참조)과, 예를
들어 주소나 우편 번호 등의 라벨이나 코드 등의 지리식별자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방법 (지리식별자
에 의한 공간 참조)의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참조계는 JPGIS "부속서 2 (규정) 좌표 참
조계"에 규정되어있다.
또한 공간데이터 제품이 공간 참조계로서 좌표 참조계 및 지리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계를 함께 사
용하는 경우 공간 참조계를 여러 개 기술해도 무방하다.

5.2 공간 참조계
5.2.1 좌표 참조계에 대한 기술 방법

JPGIS을 준수하는 제품사양서에서는 "부속서 2 (규정) 좌표 참조계"에 따라 공간데이터 제품의 좌표
참조계로서 "JIS X 7115 부속서 2 (규정) 일본의 좌표 참조계의 표기"에 정해진 표기규칙에 따른 식
별자를 기술한다. 본 설명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식별자 일람을 "5.2.2 일본 좌표 참조계의 표기 "
에 기재한다.
좌표 참조계의 식별자의 기술 예
[예]

본 공간데이터 제품의 좌표 참조계
JGD2011, TP / 7 (X, Y), H
■ 기술 방법 규칙 (1)
1) "/"의 양쪽에 반각문자의 공백을 둔 상태로 원자와 좌표계를 구분하고, 식별자를 조합하여 기술한다.
2) 여러 식별자를 사용하는 경우 ", "(쉼표와 공백)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좌표 참조계 (식별자)=원자 / 좌표계
복합 좌표 참조계 (식별자)=원자 1 원자 2 / 좌표계 1 좌표계 2
(예)
좌표 참조계 1 = 일본측지계 2011 / 평면 직각 좌표계 VII (X 좌표, Y 좌표)
좌표 참조계 2 = 동경만 평균 해면 / 표고
복합 좌표 참조계 = 일본측지계 2011 동경만 평균 해면 / 평면 직각 좌표계 VII (X 좌표, Y
좌표), 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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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방법 규칙 (2)
○ "좌표계 축의 단위 식별자"는, 표 해설부 2-1에 준하며, 기본값이 아닌 경우는 "원자 / 좌표계
/ 단위"의 조합으로 참조 식별자를 정한다.
복합 좌표 참조계 중 하나만 기본값이 아닌 경우 당해 단위 식별자와 ","(쉼표와 반각공백)를 추가
한다.
5.2.2 일본의 좌표 참조계의 표기

일본 좌표 참조계의 표기에서, 다음 표는 식별자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 참조 식별자 (RS_CRS)의 표기 방법

■ 주요 좌표 참조계의 식별자
<단일 좌표 참조계>
(1) 일본측지계 2011에서 경위도 좌표계

일본측지계 2011에 근거 경위도로 표시되는 좌표 참조계. 위도, 경도의 "좌표계의 축 단위 식별자"는
"decimal degree (실수도)"로한다.
(2) 일본측지계 2011에서 평면 직각 좌표계 제IX 계

※ 평면 직각 좌표계의 제Ⅰ계, 제Ⅱ계, ...의 경우, "1 (X,Y)", "2(X,Y)"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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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측지계 2011에서 UTM 좌표계

(4) 동경만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고도

동경만 평균 해수면에 따른 고도 (정표고)로 표현되는 좌표 참조계. 고도의 "좌표계의 축 단위 식별
자"는 "m (미터)"이다.
또한 수직 원자중에서 낙도 등 "동경 평균 해수면"이외의 기준면 및 하천마다 정해져 있는 기준면에
의한 고도 원자의 식별자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낙도의 기준면에 대한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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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기준면에 대한 식별자

다음으로 복합 좌표참조계 식별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복합 좌표 참조계의 식별자의 예
<복합 좌표 참조계>
(1) 일본측지계 2011에서 경위도 좌표계와 동경만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고도의 복합 좌표 참조계

(2) 일본측지계 2011에서 평면 직각 좌표계 제 IX 계와 동경만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고도의 복합 좌표 참조계

< "좌표계의 축 단위 식별자"가 기본값이 아닌 경우>
(1) 일본측지계 2011에서 경위도 좌표계와 동경 만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고도의 복합 좌표
참조계 (모두 "좌표계의축 단위 식별자 "가 기본값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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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측지계 2011에서 경위도 좌표계와 동경 만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하는 고도의 복합 좌표 참
조계 (일본측지계2011에서 경위도 좌표계 만 "좌표계의 축 단위 식별자"가 기본값이 아닌 경우)

5.2.3 지리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를 작성하는 방법

지리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는 "라벨"이나 "코드" 등의 식별자를 통해 한 장소를 고유하게 식별하여
공간을 참조하는 방법이다. 주소에 의하여 실세계의 일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느데, 이것도 지리식
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 사례 중 하나이다.
공간데이터 제품의 공간 참조 방법으로서 지리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지리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계의 명칭(구체적으로는 "지명 사전"의 명칭이 된다)을 기재한다.
또한 지리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JPGIS "10 지리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
에 따라 장소의 유형, 실제로 지리식별자를 가지는 위치 인스턴스 및 위치 인스턴스의 목록인 지명
사전을 정비해야 한다.
지리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 작성 예
[예]

본 공간데이터 제품의 공간 참조계은 다음과 같다.
지리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계의 명칭 : △△시 주거 표시에 의한 주소

5.3 시간 참조계
5.3.1 시간 참조계에 대한 설명 방법

"시간 참조계"는 JPGIS "부속서 2 (규정) 좌표 참조계"에 따라 공간데이터 제품의 시간 참조계로
"JIS X 7115 부속서 1 (규정) 일본 시간 참조계의 표기"에 정해진 표기 규칙에 따라 식별자를 기술한
다. 이 설명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식별자의 일람을 "5.3.2 일본 시간 참조계의 표기"에 기재한다.
시간 참조계에 대한 설명 예
[예]

본 공간데이터 제품의 시간 참조계은 다음과 같다.
GC / JST
■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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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 반각 공백문자를 두고 역법과 시간을 구분하여, 식별자를 조합한다.
■ 식별자의 의미
(예) 태양력과 일본 표준시를 사용하는 경우 : GC / JST
5.3.2 일본 시간 참조계의 표기

일본 시간 참조계의 표기 식별자 목록을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
■ 시간 참조계 식별자 약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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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 품질 - 품질 요구 사항 및 평가 절차 -

6.1 공간데이터의 품질
공간데이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관심 있는 것(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을
추상화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관심 있는 모든 것을 논의의 영역이라고 한다. 이 논의의 영역은 제품
사양서에 기술된다.
공간데이터의 생성은 제품 사양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품사양서에는 지형지물의 정의를 응
용 스키마로 명기하고, 완성된 데이터의 평가 기준 (이용 목적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위한 기
준)을 품질 요구로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 공간데이터의 품질은 품질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제품사
양서(토론 영역)에 비하여, 데이터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것이며, 반드시 현실 세계와의 차이를 나
타내는 것은 아니다. 품질 평가는 품질 요구에 따른 품질 평가 절차서 (데이터의 작성자가 최적의 방
법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데이터의 이용자 측이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품질 평가 절차는 제
품 사양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메타데이터에 기록하여, 데이터 이용자
에게 제시된다.
공간데이터의 품질 개념은 그림 6.1-1과 같다.

그림 6.1-1 공간데이터 품질의 개념
예를 들면, 안내도로 사용하는 공간데이터는, 주요 목표물과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도로 정보가 담
겨있다. 이 데이터의 이용 목적을 고려하면 도로의 형상 (길이나 곡선 상태 등)이 정확히 표현될 필
요는 없고, 어디까지나 목적지와 목표물이나 도로의 연결 관계 정보만 있으면 충분하다(품질이 좋음).
공간데이터의 품질을 말할 때, 위치 정확도(지도의 축척)가 품질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
주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디까지나 품질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지에 달려있다.
공간데이터의 품질은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품질 측면 (요소)을 다
음 절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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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품질의 구성 요소
6.2.1 데이터 품질 요소

다음의 데이터 품질 요소가 적용 가능한 경우, 이를 사용하여 데이터셋이 그 제품사양서에 표시된 기
준을 얼마나 충족 하는가를 기술해야 한다.
■ 완전성
아이템 (지형지물, 지형지물 속성 및 지형지물 간의 관계)의 과부족을 나타내는 품질 요소.
■ 논리적 일관성
데이터의 구조, 속성 및 관계의 논리적 규칙에 대한 일관성을 나타내는 품질 요소.
■ 위치 정확도
지형지물 위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품질 요소.
■ 시간 정확도
지형지물의 시간 속성 및 시간 관계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품질 요소.
■ 주제 정확도
정량적 속성의 정확성, 비 정량적 속성의 정확성, 지형지물의 분류 및 지형지물 관계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품질 요소.
이러한 다섯 가지 데이터 품질 요소는 더욱 세분화된 요소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로 분해 할 수 있
다. 다음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가 적용 가능한 경우, 이를 사용하여 공간데이터의 품질을 표시(품질
요구 사항의 작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2.2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는 다섯 가지 데이터 품질 요소를 세분화한 요소이며, 더 자세한 품질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제품사양서에 기술된 품질 요구, 데이터 작성자가 작성하는 품질 평가 절차서 및 품
질 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메타데이터에서, 각각 이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를 사용한 정보를 기술해야
한다.
(1) 완전성

■ 과잉
공간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과도한 아이템 (지형지물, 지형지물 속성 및 지형지물 연관관계 (지형
지물 간의 관계는 연관관계, 집합관계, 합성관계가 있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품질 요소.
○○시 학교 목록(논의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자료)에 100 개의 학교가 나와 있는데, 제작된
지도에는 학교가 105 개 존재하고 있었다. 이 경우 품질 표시는 "과잉 '5 %'"가 된다.
■ 누락
공간데이터에서 누락된 항목의 정도를 나타내는 품질 요소.
○○시의 공원 대장에는 100 개소의 공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원 데이터에는 97 개밖에 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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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았다. 이 경우 품질 표시는 "누락 '3 %'"가된다.
(2) 논리적 일관성

■ 포맷 일관성
공간데이터의 물리적 구조를 규정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저장되어있는 항목(지형지물, 지형지물
속성 및 지형지물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품질 요소.
XML 문서로 기록된 공간데이터는 XML 문법에 따라 "올바른 형식의 XML 문서"로 되어 있
어야한다.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짝이 있다", "루트 태그가 하나 존재하고, 그 태그가 다른 태
그의 중첩되지 않는다" 등의 규칙에 따르지 않은 아이템이 있으면 포맷 일관성 오류가 된다.
■ 개념 일관성
응용 스키마가 규정하는 개념 수준의 규칙에 따르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아이템의 정도를 나타내
는 품질 요소.
XML 문서로 기록된 공간데이터는 XML Schema로 표현되는 개념 규칙(응용 스키마)에 따라
"유효한 XML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 "XML 스키마에 정의되지 않은 태그가 XML 문서에 존
재해서는 안된다", "지형지물 연관관계로 참조된 지형지물 유형이 XML 스키마와 충돌해서는 안된
다" 등의 규칙에 따르지 않은 아이템이 있으면 개념 일관성 오류가 된다.
■ 정의역 일관성
응용 스키마가 규정하는 정의역의 범위를 벗어난 값을 가지는 지형지물 속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품질 요소.
어느 지형지물 속성값의 정의역이 1에서 10까지의 정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 항목(속성 인스턴스)이 있으면, 정의역 일관성 오류가 된다.
■ 위상 일관성
응용 스키마가 규정하는 위상 특성 (포함, 일치함, 중첩, 접함, 떨어져있음)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저
장되어있는 아이템의 정도를 나타내는 품질 요소.
응용 스키마에 표시된 "도로 네트워크의 노드는 모든 모서리의 끝이 된다.", "등고선은 교차
하지 않는다.", "행정 구역을 구성하는 선의 시작점과 끝점은 일치한다." 등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위상 일관성 오류가 된다.
[예]

[예]

[예]

[예]

(3) 위치 정확도

■ 절대 정확도 (외부 정확도)
공간데이터에 기록된 좌표 값과 참값 또는 참값으로 간주되는 좌표 값과의 근접한 정도를 나타내
는 품질 요소.
도로 데이터의 형상을 구성하는 점의 좌표 값과 검사 측량을 통해 얻은 좌표 값(참으로 간주
하는 좌표 값)의 오차의 표준 편차가 0.52m이었다. 이 경우 품질 표시는 "절대 정확도 '표준 편차
0.52m'"가 된다.
[예]

일본제품사양서작성매뉴얼.hwp

- 66 -

작성자 : 허

민

■ 상대 정확도 (내부 정확도)
지형지물의 상대 위치와 참값 또는 참값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개개의 상대 위치의 근사정도를 나
타내는 품질 요소.
현지 측량에 의해 측정한 기준점 데이터 간의 상대 거리와 기존 좌표 성과에 따라 구한 상대
거리의 오차의 표준 편차가 0.12m되었다. 이 경우 품질 표시는 "상대 위치 정확도 '표준 편차
0.12m'"가 된다.
■ 그리드 데이터 위치 정확도
그리드 (격자 점) 데이터 위치와 참값 또는 참값으로 간주할 수 있는 데이터 위치의 근사정도를
나타내는 품질 요소
TIN (불규칙 삼각망)에서 내삽에 의해 얻어진 격자점의 표고값과 검사 측량을 통해 얻은 표
고값 (참값으로 보는 표고 값)과의 오차의 표준 편차가 1.23m로 나왔다. 이 경우 품질 표시는 "그
리드 데이터 위치 정확도 '표준 편차 1.23m'"가 된다.
[예]

[예]

(4) 시간 정확도

■ 시간 측정 정확도
공간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는는 시간 속성이 나타내는 시간 (사용 시간)과 더 정확한 시계에 의해
측정한 참값 또는 참값으로 간주하는 시간과의 근사도를 나타내는 품질 요소.
대장에 기록되어있는 건축 연월일과 건물 데이터가 가지는 시간 속성 "건축 연월일"의 날짜
사이에 표준 편차 5 일의 오차가 있을 경우, 품질 표시 "시간 측정 정확도 '표준 편차 5 일'"이 된
다.
■ 시간 일관성
이벤트 (사상)의 계열 순서 관계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품질 요소.
건물의 재건축의 경우, 새로운 건물의 건축 날짜가 원래 건물의 철거 일자보다 이전인 항목
(시간 속성 인스턴스)이 있으면, 본래 존재해서는 안되는 이벤트 열이기 때문에, 시간 일관성 오류
가 된다.
■ 시간 유효성
트랜잭션 시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일시 (타임스탬프)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유효 기간)과, 보다
정확한 시계에 의해 측정된 참값 또는 참값으로 간주되는 시간의 근사도를 나타내는 품질 요소.
관측 시설의 관측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할 때, 그 관측 결과의 타임스탬프를 나타내
는 관측 시설의 시간과, 기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측의 시계의 오차가 7 분 있을 경우 품질 표시
"시간 유효성 '오차 7 분'"이 된다.
[예]

[예]

[예]

(5) 주제 정확도

■ 분류 정확성
지형지물 유형이 잘못 분류되는 항목의 정도를 나타내는 품질 요소.
하천으로 특정되어야 할 아이템이 도로 유형의 데이터로 작성되어 있다면 분류 정확성 오류
가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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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정량적 주제 속성의 정확성
다른 아이템과 구별하기위한 부호(비 정량적인 주제 특성)가 바르게 기록되어 있는 아이템의 정도
를 나타내는 품질 요소.
도로 대장에 표시되는 노선명과 다른 노선명이 기록되어 있는 항목 (주제 속성의 인스턴스)
가 전체의 2 % 있을 경우, 품질 표시는 "비정량적 주제 속성의 정확도 '불량률 2 %'"가 된다.
■ 정량적 주제 속성의 정확도
크고 작음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정량적 주제 속성)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있는 아이템의 정도
를 나타내는 품질 요소.
대장에 기재된 도로 연장의 수치와 도로 데이터 주제 속성 "연장"에 기록된 수치의 오차의
표준 편차가 12m가 되었다. 이 경우 품질 표시는 "정량적 주제 속성의 정확도 '표준 편차 12m'"
가 된다.
[예]

[예]

6.3 품질 요구 사항의 설명
6.3.1 개요

품질 요구는 품질을 알고 싶은(평가하고 싶은) 대상 데이터와 그 품질을 측정하기위한 척도("잣대")
를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 단위별로 규정한다. 품질 요구는 반드시 모든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에 대
해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공간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있어 품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요소를 대상
으로 하면 된다. 단, 포맷 일관성(데이터 포맷의 정확성)과 개념 일관성(데이터 내용의 정확성)은 컴
퓨터에서 사용하는 이상 오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품질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제품사양서의 품질 요구는 다음의 항목을 명기한다.
○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
○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 (적합 품질 수준을 포함)
6.3.2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

품질 평가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범위를 기술한다.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는 공통 특성을
가진 로트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아이템의 집합)가 되도록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정한다.
○ 공간데이터 전체 (데이터셋 전체) 공간데이터에 존재하는 공통의 특성을 지닌 아이템의 수준.
"○ 월 ○ 일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만든 항목의 공간 속성" 등.
○ 항목 유형 (지형지물 유형, 지형지물 속성 및 지형지물 연관) 수준
[예 1] "지형지물 유형 '차도'와 지형지물 유형 '보도'"(이 경우, 차도와 보도에 해당하는 항목 전
체가 검사 대상이 된다. 도로 / 보도의 구별은 필요 없다)
[예 2] "지형지물 유형 '행정 구역'의 속성 '도시 코드'
○ 공간 범위 (지형지물의 공간 속성 (좌표 값)의 범위 )
"○○시의 도시계획 구역 내에 존재하는 아이템 "등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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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범위 (지형지물의 시간 특성 (시간) 의 범위)
"20XX 년 1 월 1 일 시점에 존재하고 있던 아이템" 등
[예]

6.3.3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

하나의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에 대해, 하나 이상의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품질을 측정하는 "잣대")
를 결정한다.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는 검사의 명칭과 그 내용을 기술한다. 또한 합격 여부의 판정 기준이 되는 적
합 품질 수준 (합격 여부를 판정하기위한 품질 측정값의 한계값)을 표시한다.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는 다음 사항을 기술한다.
○ 검사의 최소 단위가 되는 아이템(지형지물, 지형지물 속성 또는 지형지물 연관 등 개별적으로 식
별할 수 있는 것)의 설명.
○ 개별 항목에 대한 품질 측정 방법(아이템의 불량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또는 항목의 오차 등을 측
정하는 방법)의 설명.
○ 샘플링 단위의 품질 지표의 계산 방법의 설명. 단, 샘플링 단위와 샘플이 일치할 경우는 불필요.
(※ 샘플링 단위란, 샘플의 구성 단위이며, 아이템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 샘플의 품질 지표의 계산 방법의 설명. (※ 샘플은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에 지정된 데이터 (모집
단)의 품질을 추정하기 위한 샘플링 단위의 집합)
○ 합격 여부의 판정 방법의 설명.
다음은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를 기술하는 예이다.
[예 1] 지형지물 유형 '도로'의 속성 '노선명'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
명칭
도로의 속성 '노선명'의 불량률
○ 지형지물 유형 '도로'의 주제속성 '노선명'의 값(인스턴스)을 검사대상 항목
으로 한다.
○ 항목의 불량여부는 도로대장에 표시된 노선명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노선명
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또는 다른 노선명이 기록되어있는 경우 불량이다.
내용
○ 샘플의 품질지표는 데이터셋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불량아이템의 비율(불량
률)로서,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불량률(%)=(잘못된 항목수/전체항목수)×100
○ 적합품질수준은 0%로 불량률이 적합 품질수준보다 클 경우 품질요구에 대
한 적합성 검사는 불합격으로 한다.
적합품질수준 불량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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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지형지물 유형 '도로'의 속성 '형상'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
명칭
편차에 근거한 구역의 불량률
○ 지형지물 유형 '도로'의 공간 속성 '형상'이 갖는 좌표값 (위도, 경도)을 검
사 대상 항목으로 한다.
○ 개별 항목 (공간데이터에 기록된 좌표값)의 품질 지표는 현지 검사 측량에
의해 얻어지는, 보다 정확도가 높은 좌표 값과의 오차로 나타낸다.
○ 샘플링 단위를 100m × 100m의 구역으로 하고, 샘플링 단위의 품질 지표는
하나의 구역 중에서 21 개 이상의 변 (2 점 이상 / 면)을 선택하고 오차의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내용


         
표준 편차=  
  
○ 샘플의 품질 지표는 오차의 표준 편차가 1.00m 이상인 구역의 비율 (불량
률)로 한다.
불량율=(오차의 표준 편차가 1.00m 이상의 지역 / 샘플링 단위 (검사 대상인 100m
× 100m의 지역의 수) × 100
○ 샘플의 불량률이 적합 품질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적합품질수준 불량률 3 % 이내












6.3.4 품질 요구 검토 절차

품질 요구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의 특정
공간데이터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를 정한다. 여기에서
정한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에 대해,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 및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를 검토한
다.
예를 들어, 데이터 사용자들에게 데이터의 과부족에 대한 품질 정보가 중요한 경우 '과잉'또는 '누
락'을 품질 요구의 대상 요소로 파악한다. 데이터의 사용상, 위치 (좌표 값)의 정확도가 특히 중요
하지 않은 경우, 위치 정확도에 대한 품질 요구는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공간데이터를 사용할 때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없으며, 데이터의 내용이 응용 스키마에 모
순이 없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포맷 일관성과 개념 일관성의 품질 평가는 필수적이다 .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를 식별하는 경우, 하나의 오류 내용이 여러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와 관련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류의 정확성" 오류는 한편으로 "과잉"또는 "누락"오
류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의 정의에서 어떤 경우를 오류라고
판정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한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측의 입장에서 완성된 데이터에 어떤 품
질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면, 오해 없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검토한다.
단계 2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의 특정
품질 평가 (검사) 실시 단위를 결정한다.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이터셋은 품질이
동일한 경향이 있는 집합(로트)이 되도록 유의한다. 서로 다른 품질 특성을 갖는 데이터를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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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 검사를 해도 그 결과는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에 특정한 데이터의 품질을 대표하는 결과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지 측량과 항공사진측량을 함께 시행하여 작성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자. 다른 기법으
로 작성한 데이터는 당연히 품질 경향(위치 정확도)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대 정
확도(외부 정확도)를 검사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는, 현지 측량에서 만든 데이터셋 및
항공사진측량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셋으로 나누어 품질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품질 평가를 통해 알게 된 품질(품질 측정 값)이, 어떤 데이터셋(모집단)에 대한 품질을 대표하는
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를 정한다.
단계 3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의 결정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잣대"(품질 지표)와 적합 품질 수준(품질 허용 한계)을 결정한다. 공간데이
터의 품질은 이 "잣대"에 의해 측정된 '측정값'을 표시한다. (품질 측정은 메타데이터에 기록한다).
적합 품질 수준은 합격 여부를 판정하기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의 검토는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에 특정한 데이터의 품질이 오류의 개수
를 계산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오차의 측정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가 "잣대"를 정의해 나간
다. "잣대"은 다음 세 가지 수준에서 검토한다.
■ 항목
검사의 최소 단위가 되는 데이터. 어떤 경우에 오류로 판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기준으로 오차
를 측정하는가를 기술한다.
■ 샘플링 단위
항목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샘플 구성단위가 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 전체를
구역으로 분할하여 품질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 구역이 샘플링 단위가 된다. 항목의 검사 결
과의 집계 방법, 샘플링 단위의 품질 지표의 계산 방법을 기술한다.
■ 샘플
샘플링 단위의 모임으로 구성되며, 샘플의 품질 평가 결과가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를 대표하
는 품질 측정값으로 된다. 샘플링 단위별로 계산된 품질 지표의 집계 방법, 샘플의 품질 지표의
계산 방법을 기술한다. 단, 샘플링 단위 및 샘플이 일치하는 경우는 양자를 함께 작성하면 된
다.
적합 품질 수준은 공간데이터의 사용 목적에 비추어 그 값을 설정한다. 또는 각 응용 분야에서 생
성되는 기존의 제품사양서를 참고로 설정하여도 무방하다.
단, 적합한 품질 수준은 데이터 생성 비용 및 품질 평가 비용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위치 정확도 / 절대 정확도에 대한 적합 품질 수준이 표준 편차 25cm의 경우와, 표준
편차 1m의 경우는 그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게 된다. 또한 적합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 오
류나 오차를 인정한다면, 샘플링 검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품질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품
질 평가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표 6.3.4-1은 "작업규정 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지도 정보 수준의 공간데이터의 절대 정확도
(외부 정확도)에 대한 적합성 품질 수준을 소개한 것이다. 또한 실제 기술은 "적합 품질 수준'이
아니라 "표준 편차"이지만, "표준 편차"를 "적합 품질 수준"이라고 바꾸어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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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4-1 각지도 정보 수준의 데이터의 적합성 품질

6.4 품질 평가 절차의 설명
6.4.1 품질 평가 절차의 개요

품질 평가에 있어서는 품질 평가 절차서를 만들 수 있다. 품질 평가 절차서는 품질 요구에 표시된 데
이터 품질 적용 범위 및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에 덧붙여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을 설명한다. (데이
터 작성을 계획하는 자 (발주자)는 제품 사양에 품질 평가 절차를 기술하면 좋다.) 품질 평가 절차서
는 데이터 작성자가 제품 사양서에 표시된 품질 요구에 따른 최적 품질 평가 방법을 검토하여 작성
(데이터 작성을 계획하는 자(발주자)에 제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생성 계획자는 제안된 품
질 평가 지침이 의도하는 품질의 신뢰성을 충족하기에 충분한지 적절하게 확인해야한다.
6.4.2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은 품질 평가의 작업절차를 기술한다. 특히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샘
플링 방법을 기술한다.
다음은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의 기술 예이다.
지형지물 유형 '도로'의 절대 정확도에 대한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1. 데이터 생성 방법별로 로트 (동일한 조건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모임)을 형성한다.
2. 로트를 2500 국토 기본도 도곽 단위로 분할하고, 동서 250m, 남북 250m의 메쉬로 분할한다.
3. 로트에 대해 로트 전체 면적의 2 %의 검사 단위를 추출한다.
검사 단위의 1/2 (1 % 분)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메쉬를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1/2(1% 분)은
무작위 추출에 의해 메쉬를 선택한다.
무작위 추출은 250m 메쉬에 일련 번호를 붙이고 난수표를 사용하여 추출한다. 단, 부적당한
메쉬가 선정된 경우, 인접한 메쉬를 채택한다. (적당한 메쉬가 선택될 때까지 반복한다.)
검사 대상 메쉬는 다음의 조건에 유의할 것.
· 바다, 하천 등의 데이터를 (가능한 한) 포함하지 않는 메쉬일 것
· 검사 대상의 데이터를 포함 메쉬일 것
4. 250m 메쉬마다 명료한 21변 이상 (2 점 이상/변)을 추출한다.
5. 추출한 위치의 좌표와 현지 검사 측량 성과 (또는 현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자료)의 오차를 측정
한다.
[예]

일본제품사양서작성매뉴얼.hwp

- 72 -

작성자 : 허

민

6.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에 따라 샘플 (데이터셋의 검사 대상의 좌표 모두)의 오차의 표준 편차
를 계산한다.
7. 계산한 표준 편차와 적합 품질 수준과 비교하여 다음의 판정식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적합 품질 수준 ≧ 표준 편차'이면 '합격'
'적합 품질 수준 <표준 편차'이면 '불합격’
단 250m 메쉬 단위로 계산한 표준 편차가 적합 품질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특정 지역 표준
편차가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경우)은 불합격으로 한다.
※ 측량 지역의 2 %가 0.25 ㎢에 못 미친 경우 (측량 지역이 12.5 ㎢ 미만의 경우)은 반드시 0.25
㎢ (250m 메쉬 4개)를 검사한다.
6.4.3 전수 검사와 샘플링 검사

전수 검사는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가 지정 항목 전체 (모집단)를 검사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대상이 작은 모집단인 경우나, 컴퓨터에 의한 자동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 적합하다.
한편, 샘플링 검사는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수행하는 검사이다. 이 방법은 부분(샘플)의 품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로부터 전체(모집단)의 품질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추측(오류)가 포함되
는 것을 허용해야한다.
검사 방법의 결정은 데이터의 이용 목적을 감안하여, 적절하고 신뢰성이 높은 품질 평가 결과를 효율
적이고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6.5 품질 요구 사항의 사례
여기에서는 응용 스키마의 설명에서 사용된 다음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 품질 요구 사항을 설
정한다.

그림 6.5-1 시가화 구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간데이터의 구조
그림 6.5-1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공간데이터의 주요 사용 목적 및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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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화 구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도로와 공원 등의 도시시설의 공간적 위치와 시
간적인 변천을 표현한다.
○ 도시계획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가화 구역 중에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 시설의 설치가 필요
하다. 단, 시가화 구역은 기하 정보를 직접 가지지 않고, 용도지역에 의하여 구성된다.
○ 인접한 용도지역은 하나의 경계선을 공유한다.
○ 도시 시설 도로와 공원은 모두 면 형상으로 관리한다.
○ 용도지역은 CV_SurfaceValuePair를 상속하므로, 용도지역의 정의역은 "GM_Surface"가 된다. 한
편, 치역은 지정 기간과 용도지역 종별로 한다.
단계 1 :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의 특정
"6.3.4 품질 요구 검토 절차"에서 설명한 것처럼 포맷 일관성과 개념 일관성은 필수 요소가 된다. 또
한 위의 공간데이터의 사용 목적 및 요구 사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데이터 품질 요소의 품질 표시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시가화 구역의 현황을 파악 → 완전성 (과잉 및 누락)
○ 도시 시설의 공간적 위치 → 위치 정확도 (절대 정확도)
○ 경계선을 공유하는, 면 형태의 기하형상 → 논리적 일관성 (위상 일관성)
○ 용도지역의 정의역은 GM_Surface → 위치 정확도 (절대 정확도)
○ 시간적인 변천, 지정된 기간 → 시간 정확도 (시간 측정 정확도)
○ 용도지역 종별 → 주제 정확도 (비정량적 주제 속성의 정확성)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품질 요구는 다음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데이터 품질 하위요소
적용 데이터 품질 하위요소
적용
과잉
○ 그리드 데이터 위치정확도
누락
○ 시간측정 정확도
○
포맷 일관성
○ 시간 일관성
개념 일관성
○ 시간 타당성
정의역 일관성
분류 정확성
위상 일관성
○ 비정량적 주제속성의 정확성 ○
절대 정확도
○ 정량적 주제속성의 정확도
상대정확도
단계 2 :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 결정
공간데이터의 사용 목적 및 요구 사항으로부터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특히
완전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를 나눈다.
○ 용도지역은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지형지물이며, 또한 도시계획 결정도 등이 존
재하므로 과잉 및 누락에 대한 품질을 요구한다.
○ 도로는 항공사진측량에 의해 생성하기 때문에 용도지역과 품질 경향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따
라서 과잉 및 누락에 대한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는 용도지역과 분리하여 품질을 요구한다.
○ 공원은 도시계획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도시계획 공원에 대해서는 누락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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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계획 공원에는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결정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도시 도
시계획 공원 이외의 공원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정보로 둔다. (있으면 편리 수도 있지만, 특히
없어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따라서 누락에 대한 품질 요구하지만, 과잉에 대해서는
품질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데이터 품질 하위 요소 데이터 품질 적용 범위
데이터 품질 하위요소
데이터 품질 적용범위
용도지역
과잉
도로
용도지역, 공원
누락
도로
포맷 일관성
데이터셋 전체
개념 일관성
데이터셋 전체
위상 일관성
용도지역, 도로, 공원
절대 정확도
도로, 공원, 용도지역
시간측정 정확도
시가화구역의 속성 [지정기간]
비정량적 주제속성의 정확도 용도지역의 속성 [용도지역종별]
단계 3 : 데이터 품질 평가 척도의 결정
■ 과잉
도시계획 업무상 용도지역은 중요한 지형지물이며, 또한 도시계획 결정도 등에 의해 개수를 정확
하게 알 수 있으므로 적합 품질 수준을 0 %로 한다. 도로에 대해서는 경년 변화나 항공사진측량
의 오차, 완전한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작성 비용 및 검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5 % 이내
의 오류를 인정한다.
데이터품질 적용범위
데이터 품질평가 척도
도시계획 결정도서에 없는 용도지역 데이터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항목이 중복 생성되어 있는 경우, 과잉 오류로 계산한
다. 품질 표시는 본래 있어야 할 항목 수 (논의의 영역)에 대한 과잉
용도지역
항목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불량률 (%)=(초과 항목 수 / 논의의 영역의 항목 수) × 100
적합 품질 수준 : 0 %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도로 데이터가 생성된 경우 및 동일한 도로 데이
터가 중복 작성된 경우 과잉 오류로 계산한다. 품질 표시는 본래 있
어야 할 도로의 수 (토론 영역의 도로 번호)에 대한 과잉항목의 비율
도로
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불량률 (%)=(초과 항목 수 / 토론 영역의 항목 수) × 100
적합 품질 수준 : 5 %
■ 누락
과잉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중요한 지형지물이며, 도시계획 결정도 등에서 정확한 항목을 파악
할 수 있는 용도지역과 공원(도시계획 공원)에 대해서는 적합 품질 수준을 0 %로 한다. 도로에 대
해서도 과잉과 마찬가지로 경년변화와 사진 판독 편차, 작성 비용 및 검사 비용을 고려하여 5 %
이내의 오류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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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품질 적용범위
용도지역, 공원

도로

데이터 품질평가 척도
도시계획 결정도에 있는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공원 데이터가 생성되
지 않은 경우 누락 오류로 계산한다. 품질 표시는 본래 존재하여야할
항목 수 (논의의 영역)에 대한 누락 항목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다.
불량률 (%)=(초과 항목 수 / 토론 영역의 항목 수) × 100
적합 품질 수준 : 0 %
실실제 존재하는 도로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 누락 오류로 계
산한다. 품질 표시는 본래 있어야 할 도로의 수 (논의의 영역의 도로
번호)에 대한 누락 항목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불량률 (%)=(초과 항목 수 / 토론 영역의 항목 수) × 100
적합 품질 수준 : 5 %

■ 포맷 일관성
공간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처리에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없어야하기 때문에 적합 품질 수준은 오
류의 개수를 0 개로 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자동 검사를 실시한다. 이 사례에서는 XML
에 의해 인코딩된 공간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품질 적용범위
데이터 품질평가 척도
XML 문서 (Well-Formed XML Document)의 형식이 올바른지에 대
해, 소프트웨어(XML 파서)에 의해 XML 문서의 문법 오류를 계산한
데이터셋 전체
다.
적합 품질 수준 : 0 개
■ 개념 일관성
공간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경우, 응용 스키마를 나타내는 개념 규칙과 모순이 없
어야 하기 때문에, 적합 품질 수준은 오류의 개수를 0 개로 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자동
검사를 실시한다. 이 사례에서는 포맷 일관성과 마찬가지로 XML에 의해 인코딩된 공간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품질 적용범위 데이터 품질평가 척도
유효한 XML 문서 (valid XML document)가 유효한지에 대해 소프트
웨어 (XML Validator, 유효성 검사기)를 통해 XML 스키마와 모순되
데이터셋 전체
는 부분을 오류로 카운트한다.
적합 품질 수준 : 0 개
■ 위상 일관성
이 공간데이터가 가진 기하 정보는 모두 면(GM_Surface)의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GM_Surface를 구성하는 GM_Curve의 시작점과 끝점의 좌표가 일치하는지 검사한다. 또한 용도지
역에 대해서는 인접한 용도지역의 경계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사는 검사 프로그램에 의
한 자동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합 품질 수준은 오류의 개수를 0 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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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품질 적용범위

데이터 품질평가 척도
GM_Surface를 구성하는 GM_Curve의 시작점 좌표 값과 끝점 좌표
일치하지 않는 GM_Surface의 개수를 오류로 계산한다. 또한 인
용도지역, 도로, 공원 값이
접한 용도지역의 데이터가 경계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오류로 계
의 공간속성
산한다.
적합 품질 수준 : 0 개
■ 절대 정확도
도로 및 공원은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 도화한다. 도시계획 업무의 운용을 고려하여 공공측량 작업
규정 준칙 제80조의 지도 정보 레벨 2500과 동등한 위치의 정확도를 요구한다.
데이터품질 적용범위
데이터 품질평가 척도
데이터셋의 도로와 공원의 위치 좌표와 더 정확도가 높은 참조 데이
터인 검사 측량 성과의 좌표간의 오차의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오
차의 모평균은 0으로 한다). 단, 차폐 부분(보이지 않는 데이터)은 검
사 하지 않는다.
■ 수평 위치 오차의 표준 편차


         
표준편차= 
  
도로, 공원의 공간속성
 : 데이터셋의 검사 대상 데이터의 위치의 X 좌표 [미터]
 : 데이터셋의 검사 대상 데이터의 위치의 Y 좌표 [미터]
 : 더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 위치의 X 좌표 [미터]
 : 더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 위치의 Y 좌표 [미터]
 : 샘플 수
적합 품질 수준 : 수평 위치 표준 편차 1.75m
■ 절대 정확도
용도지역 데이터는 기성도를 디지타이징하여 작성한다. 도시계획 업무의 운용을 고려하여 작업규
정 준칙 제 209 조 및 동등한 위치의 정확도를 요구한다.
데이터품질 적용범위
데이터 품질평가 척도
데이터셋에 있는 용도지역의 위치의 좌표와, 더 정확도가 높은 참조
데이터인 도시계획 결정도 (용도지역도)의 좌표와 도상에서의 오차의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오차의 모평균은 0으로 한다).
■ 수평 위치 오차의 표준 편차


         
표준편차= 
  
용도지역의 공간속성
 : 데이터셋의 검사 대상 데이터의 위치의 X 좌표 [미터]
 : 데이터셋의 검사 대상 데이터의 위치의 Y 좌표 [미터]
 : 더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 위치의 X 좌표 [미터]
 : 더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 위치의 Y 좌표 [미터]
 : 샘플 수
적합 품질 수준 : 도상 수평 위치 표준 편차 0.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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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측정 정확도
이 공간데이터의 목적 중 하나는 시간적 변천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 속성 값의 정확도
는 중요하며, 또한 도시계획 결정 고시에 의해 보다 정확한 시계로 측정한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단위 : 일)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데이터품질 적용범위
데이터 품질평가 척도
시가화 구역의 시간 속성 "지정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과 도시계획
시가화 구역의 시간속 결정 고시에 기록되어있는 지정 기간이 정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오류
성(지정기간)
의 수를 계산한다.
적합 품질 수준 : 0 개
■ 비 정량적 주제 속성의 정확성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며, 도시계획 결정 도서에서 그 참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합 품질 수준은 오류가 없어야 한다.
데이터품질 적용범위
데이터 품질평가 척도
용도지역의 주제 속성 "용도지역 종류"의 값과 도시계획 결정 도서에
용도지역의 주제 속성 정해져있는 용도지역의 종류와 비교하여 용도지역이 잘못된 것의 수
(용도지역 종류)
를 계산한다.
적합 품질 수준 : 0 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품사양서에 기재하는 품질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품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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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 제품 배포 - 인코딩 사양 -

7.1 기술 내용
"데이터 제품 배포"는 "배포 포맷 정보"및 "배포 매체 정보"를 나타낸다. "배포 형식 정보"는 어떤 데
이터 형식으로 공간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 "배포 매체 정보"는 기록된 매체에 대
한 정보이다.

7.2 배포 포맷 정보
"배포 포맷 정보"는 응용 스키마에 표시된 공간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포맷을 이용하여 어떻게 디지
털 데이터로 기록하는가 (인코딩하는가) 및 기록한 언어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제품사양서에 따라
공간데이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배포 포맷 정보"에 표시된 데이터 포맷, 인코딩 방법을 사용하
여야 한다. 이 정보에 따라 공간데이터 이용자는 제공된 공간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디지털화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간데이터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JPGIS는 "부속서 8 (참고) XML에 기반 코딩 규칙" 및 "부속
서 12 (규정) 지리마크업 언어 (GML)"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이외의 형식으로, 예를 들어 "작업규정
준칙 부록 7 공공측량 표준 도식 수치지형도 데이터 파일 사양"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
도 본 조항에서 제시된 요구 형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배포 포맷 정보"에는 다음의 네 가지 항목을 기술한다.
○ 포맷 명칭
○ 인코딩 사양
○ 문자 집합
○ 언어
7.2.1 포맷 명칭

데이터 포맷의 이름을 나타낸다. JPGIS는 XML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속서 8 (참고) XML에 기반 코딩 규칙" 또는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 중 하
나를 적는다. 데이터 형식 버전 (버전)이 있으면, 버전 이름도 설명한다.
[예]

■ 배포 포맷 정보
포맷 명칭
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
※ XX는 JPGIS 버전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7.2.2 인코딩 사양

"인코딩 사양"은 응용 스키마에서 교환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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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 "인코딩 사양"은 다음 네가지 항목을 기술한다
○ 인코딩 요구 사항
○ 입력 데이터 구조
○ 출력 데이터 구조
○ 변환 규칙

그림 7.2.2-1 인코딩 사양의 위치
7.2.2.1 인코딩 요구 사항

"인코딩 요구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을 기술한다.
(1) 응용 스키마와 스키마 언어

인코딩의 대상이 되는 응용 스키마와 스키마 언어를 명기한다. 제품사양서 중에서는 인코딩 대상이
되는 응용 스키마 참조를 작성하고 스키마 언어로 OMG UML1.4.2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예]

■ 배포 포맷 정보
인코딩 사양 인코딩 요구 사항
· 응용 스키마와 스키마 언어
인코딩의 대상인 응용 스키마를 4 장에서 OMG UML1.4.2 의해 제시한다.
(2) 캐릭터 세트과 언어

사용하는 캐릭터 세트를 기술한다. JPGIS는 캐릭터 세트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JPGIS 표준 스키마(JPGIS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형 등)는 UTF-8로 기술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스키마와 인스턴스 문서를 기술한다. 캐릭터 세트에 UTF-8이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표준 스키마의 캐릭터 세트에 대해 별도로 기술하여야한다. 캐릭터 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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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F-8 (8 비트 가변 길이 UCS 전송 형식)
○ UTF-16 (16 비트 가변 길이 UCS 전송 형식)
○ UCS-2 (16 비트 고정 길이 국제 문자 집합)
○ UCS-32 (32 비트 고정 길이 국제 문자 집합)
○ Shift_JIS
○ EUC-JP
○ Windows-31J
또한, 데이터 포맷에 "부속서 12 (규정) 지리마크업언어 (GML)"를 사용하는 경우, UTF-8 또는
UTF-16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한다.
[예]

■ 배포 포맷 정보
인코딩 사양 코딩 요구 사항
· 캐릭터 세트와 언어
W3C XML Schema와 그에 따라 작성되는 인스턴스 문서의 헤더에 다음의 글을 기술한다.
<? xml version="1.0" encoding="UTF-8" ?>
(3) 데이터셋 및 개체 식별

1. 데이터셋
데이터셋의 요소와 그 구조를 기술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을 기술해야 한
다.
○ 기본 단위가 되는 객체가 무엇인지
○ 오브젝트 구조
○ 데이터셋의 구조
2. 개체 식별
개별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요구 사항을 기술한다.
○ 데이터셋에서의 식별
○ 애플리케이션 정의역에서의 식별
"부속서 8 (참고) XML에 기반 코딩 규칙"또는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예]

■ 배포 포맷 정보
인코딩 사양 인코딩 요구 사항
· 데이터셋 및 객체 식별
"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를 사용
※ XX는 JPGIS 버전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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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 입력 데이터 구조

"입력 데이터 구조"는 인스턴스 모델이라고 하며, 인코딩 대상이 되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작성된 응용 스키마 및 구현된 개별 지형지물 데이터 (인스턴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부속서 8 (참고) XML에 기반 코딩 규칙"또는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예]

■ 배포 포맷 정보
인코딩 사양 입력 데이터 구조
"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를 사용한다.
※ XX는 JPGIS 버전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7.2.2.3 출력 데이터 구조

출력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교환 파일에서 표현되는지를 나타낸다. "부속서 8 (참고) XML
에 기반 코딩 규칙"또는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세히
설명 할 필요는 없다.
[예]

■ 배포 포맷 정보
인코딩 사양 출력 데이터 구조
"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를 사용한다.
7.2.2.4 변환 규칙

입력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 인스턴스가 출력 데이터 구조의 인스턴스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보여준
다. 구체적으로는
○ 스키마 변환 규칙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출력 데이터 구조의 스키마에 사상
○ 인스턴스 변환 규칙
인스턴스 모델 인스턴스에서 출력 데이터 구조의 인스턴스에 대한 사상
을 정의한다. "부속서 8 (참고) XML에 기반 코딩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응용 스키마에서 출력 데이
터를 인도까지의 과정을 그림 7.2.2.4-1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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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2.4-1 변환 규칙 적용 과정

(1) 스키마 변환 규칙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출력 데이터 구조의 스키마를 생성하는 사상 규칙을 기술
한다. "부속서 8 (참고) XML에 기반한 인코딩 규칙" 또는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것을 설명하고, 각 규칙에 따른 응용 스키마의 XML
Schema를 나타낸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음 항목을 나타낸다.
1. 태그 이름 규칙
XML Schema를 작성할 때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기술된 클래스 이름, 속성 이
름 등을 그대로 XML 태그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태그 명명 규
칙 또는 대응표를 제시한다.
2. 네임스페이스
작성하는 XML Schema는 JPGIS에 규정된 클래스를 정의한 표준 XML Schema와 다른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성하는 W3C XML Schema를 표준 및 기타 XML Schema와 식별하기
위해 네임스페이스 및 네임스페이스 접두사를 설정해야 한다. JPGIS에 규정된 코딩 규칙을 사용
하는 경우 표준 XML Schema로서 다음에 제시하는 네임스페이스, 권장하는 네임스페이스 접두사
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는 다른 것을 주어야한다.
■ 부속서 8 (참고) XML에 기반 코딩 규칙
네임스페이스 http://www.gsi.go.jp/GIS/jpgis-standardSchemasXX/ (XX는 버전에 따라 다름)
네임스페이스 접두사 jps
■ 부속서 12 (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
네임스페이스 http://www.opengis.net/gml/XX/ (XX는 버전에 따라 다름)
네임스페이스 접두사 gml
또한 JPGIS 표준 XML Schema가 생성하는 XML Schema 내에서 import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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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배포 포맷 정보
인코딩 사양 변환 규칙
○ 스키마 변환 규칙
"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를 사용한다. JPGIS 표준 스키마의
XML Schema는 부속 문서에 설명한다. ※ XX는 JPGIS 버전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태그 명>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스키마로 변환 할 때 태그 이름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지형지물
속성 연관관계 명 태그명
공원
park
명칭
name
형상
shape
(이하 표 생략)
<네임스페이스>
응용 스키마 W3C XML Schema에서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 및 네임스페이스 접두사는 다음과
같다.
네임스페이스 : http://www.xxx.xx.jp/xxx/
네임스페이스 접두사 xxx
--- 부속 자료 --JPGIS 표준 스키마의 XML Schema
<? xml version="1.0"encoding="UTF-8" ?>
<xs:schema targetNamespace=http : //www.xxx.xx.jp/xxx/ ...
(이하 생략)
(2) 인스턴스 변환 규칙
인스턴스 모델의 인스턴스에서 출력 데이터 구조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사상을 기술한다.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셋에서 객체를 식별하는 경우에는 id를
사용하고, 응용 프로그램 정의역 안에 uuid를 이용하여 고유하게 식별한다. id 속성은 W3C XML
Schema의 내장 데이터 유형인 ID 타입을 사용하고, uuid는 string 타입을 사용하지만, 이 식별자를
부여하는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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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포맷 정보
인코딩 사양 변환 규칙
인스턴스 변환 규칙
"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에 준거한다. 단, 다음 규칙에서 객체
식별자를 제공한다. ※ XX는 JPGIS 버전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데이터셋의 식별자 id
"지형지물 태그 이름 + 6자리 일련번호"로 한다.
예 : park000001
응용 프로그램 정의역의 식별자 uuid
"날짜 + 패키지 이름 + id"로한다.
예 : 20131201toshikeikakupark000001
7.2.3 캐릭터 세트

인코딩된 데이터셋을 기술하는 캐릭터 세트를 나타낸다. 인코딩 사양에 "부속서 8 (참고) XML에 기
초한 코딩 규칙" 또는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집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나타낸다.
[예]

■ 배포 포맷 정보
캐릭터 세트
utf-8로한다.
7.2.4 언어

지형지물 속성 값 (예를 들면, 주택 소유자 등)을 기술하는 언어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일본어를 이
용한다.
[예]

■ 배포 포맷 정보
언어
일본어를 사용한다.

7.3 배포 매체 정보
"배포 매체 정보"는 데이터를 기록 할 때의 단위, 매체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제품사양서를 바탕으로
공간데이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표시된 단위와 매체를 사용하여 공간데이터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공간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표시된 단위 매체를 통해 공간데이터가 제공된다.
"배포 매체 정보"로서 다음의 두 항목을 기술한다.
○ 단위
○ 매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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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단위

공간데이터를 작성하는 단위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는, 지형지물 단위, 도곽 단위 등 데이터를 매체
에 저장하는 물리적 단위를 기술한다.
[예]

■ 배포 매체 정보
단위
행정 구역 단위로 파일을 생성한다.
7.3.2 매체 명

공간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 명을 나타낸다.
[예]

■ 배포 매체 정보
매체 명
CD-R로한다.

7.4 사례
도시계획의 예에서 "데이터 제품 배포"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배포 포맷 정보
서식 명칭

"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를 사용한다.
※ XX는 JPGIS 버전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이후도 마찬가지.

인코딩 사양

(1) 인코딩 요구 사항
○ 응용 스키마와 스키마 언어
인코딩 대상 응용 스키마를 본 사양서 제2장에 있는 OMG UML1.4.2 의해 나타낸다.
○ 캐릭터 세트와 언어
W3C XML Schema와 그에 따라 작성되는 인스턴스 문서의 헤더에 다음의 글을 기술한다.
<? xml version="1.0"encoding="UTF-8"?>
○ 데이터셋 및 개체 식별
"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을 사용한다.
(2) 입력 데이터 구조
"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를 사용한다.
(3) 출력 데이터 구조
"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를 사용한다. XML 버전은
XML1.0을 사용하며, 스키마는 W3C XML Schema를 사용한다.
(4) 변환 규칙
○ 스키마 변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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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를 사용한다. JPGIS 표준
스키마의 XML Schema 및 이에 따른 XML 문서의 샘플은 부록 자료에 나타낸다.
응용 스키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스키마로 변환 할 때 태그 이름은 다음 표와
같다.
클래스 명
속성 연관관계 명 태그 명
지형지물
지형지물
지도정보수준
지도정보수준
존속기간
존속기간
계획기관명
계획기관명
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
지점
지점
종별
종별
명칭
명칭
기준점 코드
기준점코드
도로연
도로연
장소
장소
이름
이름
건물
건물
범위
범위
이름
이름
지도정보수준
지도정보수준
기준점종별
기준점종별
클래스 명
속성 연관관계 명 태그 명
시가지구역
UrbanProArea
지정기간
desPeriod
용도지역커버리지 zoingCoverage
도시시설
urbanFacility
용도지역커버리지
ZoingCoverage
시가화구역
urbanProArea
용도지역
Zone
도시시설
UrbanFacility
범위
area
도로
Road
공원
Park
○ 인스턴스 변환 규칙
"JPGIS XX ※ 부속서 12 (규정) 지리 마크업 언어 (GML)"을 사용 한다.
언어

일본어를 사용한다.

■ 배포 매체 정보
단위

매체 명

모든 공간데이터를 하나의 파일에 저장한다.
CD-R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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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자료】
■ XML Schema
<? xml version="1.0"encoding="utf-8"?>
<xs:schema targetNamespace="http://www.gsi.go.jp/GIS/jpgis/sample“
xmlns:smp="http://www.gsi.go.jp/GIS/jpgis/sample“
xmlns:gml="http://www.opengis.net/gml/XX“
xmlns:xlink="http:// www.w3.org/1999/xlink“
xmlns:xs ="http://www.w3.org/2001/XMLSchema“
elementFormDefault="qualified" attributeFormDefault ="unqualified ">
<xs:import namespace ="http://www.opengis.net/gml/XX“
schemaLocation="http://standards.iso.org/ittf/PubliclyAvailableStandards/ISO_19136_Schemas/gml.xsd" />
<!- ==== 최상위 요소 정의 ==== ->
<xs:element name="Dataset" type="smp:DatasetType" substitutionGroup="gml:AbstractGML" />
<xs:complexType name="DatasetType">
<xs:complexContent>
<xs:extension base="gml:AbstractGMLType">
<xs:sequence>
<xs:element ref="gml:AbstractGML" maxOccurs="unbounded" />
</xs:sequence>
</xs:extension>
</xs:complexContent>
</xs:complexType>
<! - =================================== ================= - >
<! - 지형지물 (클래스) ->
<! - ================================= =================== ->
<xs:element name="지형지물" type="smp:지형지물 type" abstract="true"
substitutionGroup="gml:AbstractFeature" />
<xs:complexType name="지형지물 Type">
<xs:complexContent>
<xs:extension base="gml:AbstractFeature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지도정보수준" type="smp:지도정보수준" />
<xs:element name="존속기간" type="gml:TimePeriodType" />
<xs:element name="계획기관명" type="xs:string" />
</xs:sequence>
</xs:extension>
</xs:complexContent>
</xs:complex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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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측량 기준점 ==== ->
<xs:element name="측량 기준점" type="smp:측량기준점 type" substitutionGroup="smp:지형지물" />
<xs:complexType name ="측량 기준점 type">
<xs:complexContent>
<xs:extension base="smp:지형지물 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지점" type="gml:PointPropertyType" />
<xs:element name="종별" type="smp:기준점 종별" />
<xs:element name="이름" type="xs:string" />
<xs:element name="기준점코드" type="xs:string" />
</xs:sequence>
</xs:extension>
</xs:complexContent>
</xs:complexType>
<! - ==== 도로 가장자리 ==== ->
<xs:element name="도로가장자리" type="smp:도로가장자리 type" substitutionGroup="smp:지형지물" />
<xs:complexType name="도로가장자리 type">
<xs:complexContent>
<xs:extension base ="smp:지형지물 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 ="위치 "type ="gml:CurvePropertyType " />
<xs:element name="이름"type="xs:string" minOccurs="0" maxOccurs="1" />
</xs:sequence>
</xs:extension>
</xs:complexContent>
</xs:complexType>
<!- ==== 건물 ==== ->
<xs:element name="건물" type="smp:건물 type" substitutionGroup="smp:지형지물" />
<xs:complexType name="건물 type">
<xs:complexContent>
<xs:extension base="smp:지형지물 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범위" type="gml:SurfacePropertyType" />
<xs:element name="이름" type="xs:string" minOccurs="0" maxOccurs="1" />
</xs:sequence>
</xs:extension>
</xs:complexContent>
</xs:complex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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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코드 목록 ->
<! - ========================== ========================== ->
<xs:simpleType name="지도 정보 수준">
<xs:restriction base="xs:string">
<xs:enumeration value ="250" />
<xs:enumeration value ="500" />
<xs:enumeration value ="1000" />
<xs:enumeration value ="2500" />
<xs:enumeration value="5000" />
</xs:restriction>
</xs:simpleType>
<! - ==== 기준점 종별 ==== ->
<xs:simpleType name="기준점 종별">
<xs:restriction base="xs:string">
<xs:enumeration value="전자 기준점" />
<xs:enumeration value="삼각점" />
<xs:enumeration value="워터 마크" />
<xs:enumeration value="다각적 점 등" />
<xs:enumeration value="수로 측량표" />
<xs:enumeration value="공공 기준점" />
<xs:enumeration value="공공 수준점"/ >
<xs:enumeration value="쿼드 기준점" />
<xs:enumeration value="기타 기준점" />
</xs:restriction>
</xs:simpleType>
</xs: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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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타데이터 - 공간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

8.1 메타데이터란
"메타데이터"는 공간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제품 사양에 따라 작성된 공간데이터는 중
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과 사회에 널리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
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Clearinghouse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JPGIS에 따른 제품사양서에서 메타데이터는 JMP2.0을 사용한다.

8.2 공간데이터 제품 사양에 제시해야 할 내용
제품사양서에 메타데이터에 대해 제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만드는 메타데이터 형식의 명시
메타데이터는 JMP2.0을 사용한다.
■ 메타데이터의 기재 항목의 명시
JMP2.0를 구성하는 요소체 및 요소는 "필수"인 것 "조건부 필수"인 것, "선택"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선택"인 것에 대하여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품 규격에 명시한다.
■ 공간데이터 제품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작성 단위의 명시
메타데이터를 공간데이터 제품의 어떤 범위(단위)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메타데이터
를 생성하는 범위(단위)는 일반적으로 공간데이터 제품 단위와 같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간데
이터 제품을 일련의 시리즈로 만드는 경우는, 그 시리즈를 설명하기위한 메타데이터의 작성이 필
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공간데이터 제품이 특정 지역 또는 메쉬 단위마다 분할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별로 메타
데이터를 생성 할 수 있다.

8.3 JMP2.0에 대하여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하는 메타데이터로 적절한 사양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메타데이터의 국내 보급 및 운용을 고려하여 개발된 '일본 메타데이터 프로파일 (JMP : Japan
Metadata Profile)'이 사용된다.
JMP는 공간정보 표준 초판을 준거하여 JMP1.1가 생성 된 후, JMP1.1a에 개정을 거쳐, 당시의 국제
규격에 준거 한 JMP2.0가 작성되어 2003 년 11 월 공개·운용되고 있다. JMP2.0는 일본의 실정에 맞
게 공간데이터의 검색 및 품질 평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메타데이터 체계로서 "JIS X 7115 메타데
이터"에서 주요 요소를 추출하여 정의된 것이다.
JMP2.0의 메타데이터 정보의 요소체와 요소의 구성은 그림 8.3-1과 같다. 도면에서 기호 ⊞로 표시
된 것이 요소체이다. 요소체는 요소체과 요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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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1 메타데이터 정보의 구성 (JMP2.0 해설
서에서 인용)
JMP2.0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원이 공개하고 있는 다음 문서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 JMP2.0 사양서 (국토지리원 기술 자료 E.1-No.281)
○ JMP2.0 해설서 (국토지리원 기술 자료 E.1-No.282)
메타데이터의 작성·편집을 위해 "JMP2.0 메타데이터 편집기" 및 "공공측량용 메타데이터 편집기"가
공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생성한다. 전자는 상세한 입력이
가능하며, 후자는 최소로 필요한 항목만 기본입력 모드로 선택할 수 있다.
JMP2.0 메타데이터 편집기의 화면은 그림 8.3-2와 같다. JMP2.0 메타데이터 편집기는 왼쪽의 트리
뷰 윈도 아이콘의 색에서 요구도(필수·조건부·선택)를 확인하면서 항목의 명칭을 클릭하면, 오른쪽 창
에 데이터 입력 상자가 표시되고 오른쪽 하단의 회색란에 설명이 표시되는 등, 파일 목록 열람에 사
용되는 '탐색기'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항목에 따라 텍스트 입력,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한 선
택, 시간에 의한 날짜 지정 등의 입력 방법이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는 XML로 인코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위의 도구를 사용하여 입력된 메타데
이터는 JMP2.0 에 준거한 XML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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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2 JMP2.0 메타데이터 편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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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옵션 -

9.1 기타 필요한 정보
"기타"는 제품사양서를 구성하는 위의 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품사양서에 기반한 공간데
이터 제품을 만들 때나, 또는 생성된 공간데이터 제품을 사용할 때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제품
사양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추가 정보를 기술한다.
이러한 정보는 이 공간데이터 제품의 조달 및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제품사양서를 읽을
경우 공간데이터 제품의 내용 및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된다.
"기타"에 표시할 정보는 다음의 항목이 있다.
■ 공간데이터의 데이터 취득에 관한 규정
공간데이터 제품 제작 프로세스는 JPGIS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공공측량의 경우 "작업규정
준칙"에 따라 작성되는 측량 성과라는 것을 명시하고 싶은 경우, 기타 취득상의 유의점 등을 기입
할 수 있다.
■ 공간데이터 제품의 유지 보수에 관한 정보
공간데이터 제품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JPGIS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간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의 관리 방법과 갱신 빈도를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경우에
는 이를 기술하면 좋다.

9.2 데이터 취득
공공측량의 경우 "작업규정 준칙"에 따라 작성되는 측량 성과임을 명시하고 싶은 경우, 혹은 기타 취
득상의 유의점 등을 기재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기재 예를 따른다. 일반적인 공공측량에서는 기본
적으로 예 1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 예 1 : 본 제품사양서에 규정하는 지형지물의 취득은 "○○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 장의 규정
에 따른다.
○ 예 2 : 본 제품사양서에 규정하는 지형지물의 지리적 위치와 형상(공간 속성)은 "○○시 공공측량
작업규정" ○ 장에 규정된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도화 방법으로 취득한다. 또한 여기서 취
득되는 데이터는 중간 성과로서, 본 제품사양서의 응용 스키마에서 정의하는 데이터가 최
종 성과임을 유의한다. 또한 품질 요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절대 위치 정확도는 "○○시 공
공측량 작업규정"에 ○ 장에 규정하는 공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결과에 적용한다.
○ 예 3 : 본 제품사양서에 규정하는 지형지물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 장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지형지물 ○○의 취득은 기존
데이터 ○○을 준용할 것. (2) 지형지물 ○○의 취득은 ○○ 데이터에서 ○○ 수법에 의해
변환하여 이용할 것. (3) 지형지물 ○○의 취득은 "○○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지 않
고 임의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4) 임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본 제품사양서의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를 취득할 것.
○ 예 4 : (1) 지형지물 "하천"의 기하학적 표현의 방향성은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로 향하는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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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시킬 것 (2) 공간 속성 GM_Surface로 취득하는 다각형 지형지물은 그림 ○와 같이 오
른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취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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