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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속 URL

: Sop.nsi.go.kr

나. 메뉴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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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뉴구조도

1depth 2depth 3depth 4depth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일반 로그인

회원가입

나의 LBDMS

대시보드 업무 현황

실패 작업 현황

다운로드 승인요청 현황

데이터 이용 승인요청 현황

내 정보

이용안내 공지 사항

Q&A

FAQ

이용 정보

통계청 공개데이터 통개청 공개데이터

데이터 이용 신청

데이터 관리
내 데이터

다운로드 요청가능 목록

승인요청현황

데이터 가공

가공 정보 데이터 보정 새 보정

테이블 생성 새 테이블

데이터로드 새 데이터로드

위치정보 맵핑 새 맵핑

좌표계 변환 새 좌표계 변환

좌표검증 새 검증

가공 이력 데이터 보정

위치정보 맵핑

좌표계 변환

좌표검증

테이블 생성

데이터로드

가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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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뉴구조도

1depth 2depth 3depth 4depth

데이터 분석

공간 분석 경계 분석 1. 데이터 선택 및 조건

2. 결과처리

3. 저장

4. 보고서

버퍼 분석 1. 데이터 선택 및 조건

2. 결과처리

3. 저장

4. 보고서

영역 선택 분석 1. 데이터 선택 및 조건

2. 결과처리

3. 저장

4. 보고서

데이터 확인

통계 분석 1. 데이터 선택 및 조건

2. 분석

3. 저장

4. 보고서

데이터 분석 데이터 Pivot

분석 정보

분석 이력

분석 데이터

정책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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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면 구성(Lay-out)

Ⓐ GNB영역 구성

- 시스템이름

- 시스템 제공기관 이름

- Support Menu 

- 대메뉴

* Support Menu 구성

- 공지사항 / 도움말 /  로그아웃 / 사용자이름(내정보)

Ⓑ LNB 영역 구성
: 대 메뉴와 소 메뉴 네비게이션

*대 메뉴 옆 ▤ 클릭시 메뉴가 열렸다 닫혔다 함

Ⓒ Dialogue Area 구성

- Menu별 내용 표출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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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로그인

1. 로그인
Ⓐ 로그인

: 아이디, 비번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된다.

Ⓑ 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 회원가입

: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한다.

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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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로그인

2. 인증서 로그인

: GPKI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다.

① 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② 인증서 선택, 암호입력

: GPKI인증서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한다.

③ 확인

: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된다.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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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로그인

3. 회원가입:

LBDMS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다. *가입 후 운영자에 의한 승인 완료 후 이용이 가능하다.

① 회원가입: [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한다.

② 회원가입 신청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한다.

③ 인증서 등록 및 가입 신청: [인증서 등록 및 가입 신청]버튼을 클릭한다.

④ 인증서 등록: GPKI인증서를 등록시킨다.

⑤ 확인: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1

3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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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LBDMS

가. 메뉴소개

: 시스템 이용에 관련한 대시보드, 내 정보, 이용안내, 통계청공개데이터 확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1

2

3

4

1) 나의 LBDMS메뉴 구성

① 대시보드: 로그인 후 첫 페이지로, 사용자가 바로 확인 해야 하는 각종 신청현황과 작업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처리하는 메뉴

② 내 정보: 회원가입 시 저장한 내 정보와 정보 수정, 접속 이력을 확인하는 메뉴

③ 이용안내: LBDMS시스템 이용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메뉴

④ 통계청공개데이터: 통계청에서 보유중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용을 신청하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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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LBDMS

나. 대시보드

: 로그인 후 첫 페이지로, 사용자가 바로 확인 해야 하는 각종 신청현황과 작업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처리한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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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LBDMS

1) 업무현황

: 공지사항, 다운로드 신청, 데이터 이용신청 결과를 확인 하고 금주, 금일 작업 현황을

확인하는 메뉴이다.

Ⓐ 게시판 모음: 공지사항, 다운로드 신청, 데이터 이용신청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이용 안내 모음: 통계청 공개데이터 신청, 이용정보 매뉴얼, 자주 묻는 질문, 묻고 답하기 페이지

링크로 클릭시 해당 메뉴로 이동한다.

Ⓒ 금주, 금일 작업현황

-진행중: 금일 진행중인 업무 수

-금일 완료:  금일 완료 업무 수

-실패작업: 금일 실패 업무 수

-금주 다운로드: 금주 다운로드 수

-금주 작업완료: 금주(월~일) 총 작업 완료 수

Ⓓ 업무 현황

: 업무별 일별 완료 업무 누적 현황이 표시된다.

-업무명+: 업무명 옆에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 이력 페이지로 이동한다.

-저장: 사용자에게 할당된 작업공간 현황 표시.

-가공: 금일 완료된 총 작업완료 수, 보정, 맵핑, 좌표, 검증, 테이블 생성, 데이터 로드의 금일완료

작업 수, 진행중, 실패작업 수 표시.

-분석: 금일 완료된 총 작업완료 수, 공간분석, 통계분석, 데이터 분석의 금일완료 작업 수, 진행중, 

실패작업 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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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LBDMS
2) 실패 작업 현황
: 가공, 분석 업무 중 실패된 작업을 확인하고 실패작업을 관리한다.

A

B
C

D

E F

가) 구성

Ⓐ 검색: 

-검색: 업무이름, 설명, 태그로검색한다.

Ⓑ 종류별 목록 버튼 모음

: 업무 종류별 실패 업무 목록을 따로 확인 할 수 있다.

Ⓒ관리버튼 모음

-삭제: 선택 작업을 삭제한다.

Ⓓ 실패 업무 목록

: 각 업무별로 실패작업을 확인하고 처리 한다.

Ⓔ 업무이름

:  실패원인이 팝업으로 제공된다.

Ⓕ 오류점검: 실패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한다.

- 실패지점부터 다시 시작

- 액션 안에서 실패한 지점부터 다시 시작(*맵핑, 좌표검증의 경우에만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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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LBDMS
3) 다운로드 승인
: 데이터 다운로드 신청현황을 확인하고 승인 처리하는 메뉴이다.

A

C D
B

E

가) 다운로드 승인 구성

* 이 메뉴는 다운로드 승인 요청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나타나는 메뉴이다.

Ⓐ 검색: 기간, 이름, 아이디로 신청자 검색

Ⓑ 신청현황 목록: 다운로드 신청일 순으로 정렬되어 나열된다.

Ⓒ 종류별 목록보기 버튼: 전체 목록, 요청, 반려 종류 별로 목록을 볼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다운로드 승인: 선택(체크박스)한 사용자의 다운로드 신청을 승인한다.

Ⓔ 신청서: [보기] 버튼 클릭시 신청서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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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LBDMS
4) 데이터 이용 승인
: 통계청 공개 데이터의 이용 신청현황을 확인하고 승인 처리하는 메뉴이다.

A

C D
B

E

가) 데이터 이용 승인 구성

* 이 메뉴는 다운로드 승인 요청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생기는 메뉴이다.

Ⓐ 검색: 기간, 이름, 아이디로 신청자를 검색한다.

Ⓑ 신청현황 목록: 데이터 이용 신청일 순으로 정렬되어 나열된다.

Ⓒ 종류별 목록보기 버튼: 전체 목록, 요청, 반려, 이관 종류별로 목록을 볼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승인: 선택(체크박스)한 사용자의 데이터 이용 신청을 승인한다.

Ⓔ 신청서: [보기] 버튼 클릭시 신청서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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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LBDMS

다. 내 정보
: 개별 사용자의 사용자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메뉴이다.

(1) 페이지 구성

Ⓐ 사용자 정보 표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한다.

Ⓑ 관리버튼 모음

-회원정보 수정: 회원정보 수정 후 [회원정보 수정]버튼 클릭시 수정사항이 저장된다.

-회원 탈퇴: [회원탈퇴] 버튼 클릭시 LBDMS시스템에서 탈퇴된다.

* 탈퇴시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도 함께 삭제된다.

Ⓒ 접속이력: 최근 접속 시간과 접근 로그인IP를 확인한다.

A

C

B



- 20 -

1. 나의 LBDMS

라. 이용안내

: LBDMS시스템 이용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메뉴이다.

A

B

1) 공지사항

: 나의 LBDMS 운영자가 올리는 전체 공지사항 메뉴이다.

가) 공지사항 목록

Ⓐ 검색: 제목, 내용, 제목+내용검색을 통해 공지사항을 찾을 수 있다.

Ⓑ 공지사항 목록: 최근 작성일 기준으로 공지목록이 정렬되어 나열된다.

Ⓒ 제목: 공지 제목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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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LBDMS

라. 이용안내

1) 공지사항

나) 공지사항 상세보기

Ⓐ 목록: 공지사항 목록으로 돌아간다.

Ⓑ 공지사항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확인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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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Q&A 목록

Ⓐ 검색: 제목, 내용, 제목+내용, 작성자 검색을 통해 게시글을 찾을 수 있다.

Ⓑ Q&A 목록: 최근 작성일 기준으로 Q&A 목록이 정렬되어 나열된다.

Ⓒ 관리 버튼 모음:

-글쓰기: 질문 글을 작성한다.

Ⓓ 제목: Q&A 제목을 클릭하면 게시글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A

CB

D

01. 나의 LBDMS

2) Q&A

: 이용자가 시스템에 관해 묻고 답하는 Q&A메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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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LBDMS

A

B

나) Q&A 상세보기

Ⓐ 목록: Q&A 목록으로 돌아간다.

Ⓑ Q: 질문 내용을 확인한다.

Ⓒ A: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 한다.

C

2)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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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록 구성

Ⓐ FAQ 목록: 최근 작성일 기준으로 FAQ 목록이 정렬되어 나열된다.

Ⓑ 제목: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하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A

B

1. 나의 LBDMS

3) FAQ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미리 답변해 놓은 메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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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안내 목록 구성

Ⓐ 검색: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을 통해 게시글을 찾을 수 있다.

Ⓑ 이용정보 목록: 최근 작성일 기준으로 이용정보 목록이 정렬되어 나열된다.

Ⓒ 제목: 제목을 클릭하면 게시글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다운로드: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글을 선택(체크박스)한 후 [다운로드]버튼을 누르면 일괄 다운로드

된다. 

A

B D

C

1. 나의 LBDMS

4) 이용정보

: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게시판 메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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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LBDMS

나) 이용정보 상세보기

Ⓐ 목록: 이용정보 목록으로 돌아간다.

Ⓑ 이용정보 내용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한다.

A

B

4) 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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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나의 LBDMS

마. 통계청공개데이터
: 통계청에서 보유중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용을 신청하는 메뉴이다.

1) 통계청 공개데이터

가) 통계청 공개 데이터 목록 구성

Ⓐ 검색:  데이터 명, 설명으로 공개데이터를 검색한다.

Ⓑ 통계청 공개데이터 목록: 사용자가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통계청 데이터 정보 목록이다.

Ⓒ 이용 신청: 데이터 선택 후 이용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신청 페이지로 이동한다.

Ⓓ 데이터 명: 데이터 명 클릭시 데이터 정보 팝업이 나타난다.

A

C

D

B



- 28 -

01. 나의 LBDMS

A

C

B

1) 통계청 공개데이터

나) 데이터 이용 신청서

Ⓐ 신청 목록:  이용 신청할 데이터가 표시된다.

Ⓑ 신청 사유: 데이터 이용 신청 사유를 입력한다.

Ⓒ 관리버튼 모음

-신청: 데이터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다.

-목록: 목록으로 돌아간다.

마. 통계청공개데이터
: 통계청에서 보유중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용을 신청하는 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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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나의 LBDMS

A

B

마. 통계청공개데이터
: 통계청에서 보유중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용을 신청하는 메뉴이다.

2) 데이터 이용 신청

: 이용 신청한 데이터 목록과 신청현황을 확인하는 메뉴이다.

Ⓐ 데이터 이용 신청 목록:  데이터 이용 신청 목록과 신청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등록일: 등록일 클릭시 신청서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데이터 이용 신청서: 데이터 이용 신청내용과 승인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C



데이터관리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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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데이터관리

가. 메뉴 소개
: LBDMS에 생성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 (생성, 수정, 삭제, 이동) 하는 메뉴이다

1

1) 데이터 관리 메뉴 구성

① 내 데이터: 내 데이터 저장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메뉴

② 다운로드: 통계청 공개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다운로드를 신청하고 신청 결과를 확인, 관리하는 메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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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데이터관리

나. 내 데이터
: 내 데이터 저장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메뉴이다.

1) 내 데이터

: LBDMS시스템에 저장된 내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가) 내 데이터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설정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저장소(전체, DB, 파일), 저장 폴더(수집,가공,분석), 출처, 분류, 기간

-검색: 데이터명, 태그, 설명

Ⓑ 내 데이터 목록: 내 데이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저장 폴더별 목록 버튼 모음: 전체 목록, 수집, 가공, 분석, 저장 폴더 별로 목록을 볼 수 있다.

Ⓓ관리 버튼 모음:

-업로드: 파일 업로드 페이지로 이동한다.

-다운로드: 선택(체크박스)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다.

-복사: 선택(체크박스)한 데이터를 복사 한다.

-삭제: 선택(체크박스)한 데이터를 삭제 한다.

Ⓔ 데이터 명: 클릭시 해당 데이터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B
C D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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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데이터관리

나. 내 데이터
: 내 데이터 저장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메뉴이다.

나) 데이터 상세보기

: 데이터 상세보기 페이지이다.

Ⓐ 테이블 정보: 데이터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 테이블 내용: 데이터의 샘플데이터를 볼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저장: 수정사항을 저장한다.

-목록: 목록으로 돌아간다.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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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32

다) 파일 업로드

: 파일을 LBDMS시스템에 업로드하는 페이지이다.

(1) 파일 업로드 하기

① 데이터관리: 상단 대 메뉴에서 두 번째 ‘데이터관리’를 선택한다.

② 내 데이터: 소 메뉴에서 첫 번째 [내 데이터]를 선택한다.

③ 업로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한다.

④ 파일 업로드설정: 파일 업로드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첨부파일은 최대 1개, 파일당 최대 200MB까지 등록 가능하다.

⑤ 업로드 완료: [업로드]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가 완료된다.

5

02. 데이터관리

나. 내 데이터
: 내 데이터 저장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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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데이터관리

B
C

D

E

A

다. 다운로드
: 통계청 공개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데이터 목록 확인과 다운로드를 신청
하고, 신청결과를 확인, 관리하는 메뉴이다.

2

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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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데이터관리

1) 요청가능 목록

: 통계청 공개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데이터 목록으로 다운로드 신청 후 승인 받은 데이터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가) 요청가능 목록 구성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분류: 저장소(전체, DB, 파일), 저장 폴더(수집,가공,분석), 출처, , 기간

-검색: 데이터명, 태그, 설명

Ⓑ 요청가능 목록: 통계청 공개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저장 폴더별 목록 버튼 모음: 전체, 가공, 분석, 저장 폴더 별로 목록을 볼 수 있다.

Ⓓ관리 버튼 모음:

-다운로드 신청: 선택(체크박스)한 데이터에 대한 다운로드 신청팝업이 나타난다.

-삭제: 선택(체크박스)한 데이터를 삭제 한다.

Ⓔ 데이터 명: 클릭시 해당 데이터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나) 데이터 다운로드 신청하기

① 데이터 선택: 요청가능 목록에서 다운로드 신청할 데이터를 선택(체크)한다.

② 다운로드 신청: [다운로드 신청]버튼을 클릭한다.

③ 신청사유: 신청 사유를 입력한다.

④ 신청: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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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데이터관리

C

A

다) 데이터 상세보기

: 데이터 상세보기 페이지이다.

Ⓐ 테이블 정보: 데이터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 테이블 내용: 데이터의 샘플데이터를 볼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저장: 수정사항을 저장한다.

-목록: 목록으로 돌아간다.

B

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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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요청현황

가) 다운로드 신청 목록

: 데이터 다운로드 요청목록과 신청현황을 알 수 있다.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신청 현황을 찾을 수 있다.

Ⓑ 다운로드 신청 목록: 데이터 다운로드 신청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목록 종류별 모음: 신청현황을 전체목록, 요청, 승인, 반려, 이관 별로 볼 수 있다.

Ⓓ 다운로드 신청일: 클릭시 다운로드 신청서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신청현황: 신청 현황이 나타난다.

*다운로드: 승인 완료된 신청은 다운로드 버튼이 나타나 클릭시 해당 데이터가 다운로드 된다.

*시스템에서 생성한 모든 데이터는 UTF-8로 저장되니, 다운로드 후 글자가 깨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시 인코딩

종류를 변경 후 사용하면 된다.

*엑셀로 열고자 할 경우 메모장이나 에디터에서 파일을 열고 ansi 인코딩으로 저장 후 다시 엑셀로 열면 된다.

02. 데이터관리

B C

D

E

A

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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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데이터관리

나) 데이터 다운로드 신청서

: 데이터 다운로드 신청서 상세보기 페이지이다.

Ⓐ 신청정보: 신청자, 신청일, 신청목록, 신청사유, 신청 결과를 확인한다.

Ⓑ 신청결과: 신청결과를 확인한다. 

*승인 완료시 [다운로드]버튼이 생겨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목록: 설정을 저장하지 않고 목록으로 돌아간다. 

C

A

다. 다운로드

B



데이터 가공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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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가. 메뉴 소개
: 보정, 위치정보 맵핑, 좌표계 변환, 좌표검증 등 데이터를 가공하는 메뉴이다.

1

2

3

1) 데이터 가공 메뉴 구성

① 가공 정보: 데이터 가공을 위한 설정정보를 확인, 관리(생성, 복사, 삭제, 수정)하는 메뉴

② 가공 이력: 데이터 가공 작업이 실행된 이력 및 결과 확인, 조회, 관리하는 메뉴

③ 가공데이터: 가공된 데이터의 목록을 확인, 조회, 관리하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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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 정보
: 데이터 가공을 위한 설정정보를 확인, 관리(생성, 복사, 삭제, 수정)하는 메뉴이다.

A

CB

D

03. 데이터 가공

1) 데이터 보정

: 테이블과 파일 데이터의 내용, 형태를 변경하는 메뉴이다.

가) 보정 정보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보정 설정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출처, 분류, 기간

-검색: 업무명, 설명, 태그

Ⓑ 보정 정보 목록: 보정 설정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새보정: 새 보정 설정을 만든다.

-복사: 선택한 설정을 복사한다.

*복사된 설정은 ‘보정 이름_복사본＇이 되어 목록에 추가된다.

-삭제: 선택한 보정 설정을 삭제 한다.

-실행: 선택한 보정 설정을 실행한다.

Ⓓ 보정 업무 이름: 클릭시 보정 설정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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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보정: 데이터(테이블, 파일)의 내용 및 형태를 변경, 수정한다.

(1) 테이블 보정

03. 데이터 가공

1 432

5

A

B

C

6

D

7

8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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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1) 테이블 보정

: 테이블 데이터의 형태와 내용을 변경한다.

(가) 테이블 보정 하기

① 가공: 상단 대 메뉴에서 세 번째 ‘데이터 가공’을 선택한다.

② 가공 정보: 소 메뉴에서 첫 번째 [가공 정보]를 선택한다.

③ 데이터 보정: 가공 메뉴 중 첫 번째 탭의 [데이터 보정]을 선택한다.

④ 새 보정: 가공 정보의 정보의 관리버튼 중 [새 보정]을 선택한다.

⑤ 보정 종류: 보정 종류 중 [테이블]을 선택한다.

⑥ 보정 설정: 보정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⑦ 설정 저장: 설정 정보를 저장한다.

⑧ 저장 확인: 저장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 목록으로 돌아간다.

(나)보정 정보 구성

Ⓐ 보정 정보: 데이터 보정의 기본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 보정 옵션: 선택한 데이터의 보정 방법을 선택한다.

※ 보정 방법 설정하기에서 자세히 설명.

Ⓒ 실행 후 보정된 데이터 저장 옵션 설정: 데이터 저장 옵션을 선택한다.

- 원본에 수정 결과 저장: 보정을 위해 불러온 데이터에 수정 결과를 저장한다.

- 새 테이블 저장: : 보정된 결과를 새 테이블로 저장한다.

Ⓓ 관리버튼 모음

-설정저장: 설정한 가공 설정을 저장한다.

-실행: 저장된 가공 업무를 즉시 실행한다.

-취소: 저장하지 않고 목록으로 돌아간다. 

Ⓔ 저장 확인 버튼 모음

-확인: 저장 확인 후 설정 목록으로 돌아간다.

-실행: 저장 된 설정을 실행 시킨다.

-실행 후 이력조회: 저장된 설정을 실행 시키고 이력 목록으로 이동하여 결과를 확인 한다.

-머무르기: 저장 후 설정 페이지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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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1) 테이블 보정

(다) 보정 방법 설정

:  보정 옵션에서 테이블 보정방법을 선택한다.

(ㄱ) 프로파일링 & 보정

: 프로파일링하여 선택한 데이터의 각 컬럼 별 최소값, 최대값, 최소길이, 최대길이를 확인하고, 변경을

위한 보정 옵션을 선택한다.

-프로파일링: 선택한 데이터를 프로파일링 한다.

-추가: 컬럼을 추가 한다.

-삭제: 선택한 컬럼을 삭제한다.

보정옵션

- ▦ 목록저장: 해당 컬럼의 보정 조건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따로 저장 함.

- ✂ 자르기: 조건에 맞지 않는 값의 뒷부분 자르기.

- 버리기: 조건에 맞지 않은 레코드 삭제

- 바꾸기: 조건에 맞지 않는 데이터는 입력한 값으로 변경된다. *바꾸기 버튼 클릭시 변경 값 입력란

이 나타난다.

(ㄴ) 컬럼 이름 & 타입 변환

: 선택한 데이터의 각 컬럼명과 컬럼 타입을 변경한다.

- 컬럼명 변경: 대상 컬럼명을 확인하고, 변경할 컬럼명란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입력창으로 변경되면

변경할 컬럼명을 입력한다.

- 컬럼 타입 변경: 데이터 형식란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컬럼타입 콤보선택으로 변경되면, 변경할

컬럼타입을 선택한다. 

*컬럼타입 종류에 따라 컬럼길이 제한이 필요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컬럼길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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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ㄷ) 테이블 이름 변환

: 선택한 데이터의 테이블 이름을 변경한다.

-변경할 테이블 이름: 변경할 테이블 이름을 입력한다.

-저장위치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을 경우: 저장위치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을 경우 ‘덮어쓰기’,를 할

것인지 ‘보정 안함’을 할 것인지 선택한다. 

(ㄹ) 테이블 TO SHP

: 선택한 테이블을 쉐입(SHP) 파일로 변환한다.

-SHP 파일 저장: 변환된 쉐입파일의 저장정보를 입력한다.

*생성 정보와 동일 할 경우 [생성정보와 동일]버튼을 클릭하면 생성정보에 입력한 태그, 출처,분류가 자동

입력된다.

(1) 테이블 보정

(다) 보정 방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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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 보정: 데이터(테이블, 파일)의 내용 및 형태를 변경, 수정한다.

2) 파일 보정

03. 데이터 가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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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2) 파일 보정

: 파일 데이터의 형태와 내용을 변경한다.

(가) 파일 보정 하기

① 가공: 상단 대 메뉴에서 세 번째 ‘데이터 가공’을 선택한다.

② 가공 정보: 소 메뉴에서 첫 번째 [가공 정보]를 선택한다.

③ 데이터 보정: 가공 메뉴 중 첫 번째 탭의 [데이터 보정]을 선택한다.

④ 새 보정: 가공 정보의 정보의 관리버튼 중 [새 보정]을 선택한다.

⑤ 보정 종류: 보정 종류 중 [파일]을 선택한다.

⑥ 보정 설정: 보정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⑦ 설정 저장: 설정 정보를 저장한다.

⑧ 저장 확인: 저장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 목록으로 돌아간다.

(나)보정 정보 구성

Ⓐ 보정 정보: 데이터 보정의 기본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데이터 선택: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찾기를 통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지만 워크플로우처럼 앞 작업이

완료되어야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아직 보정할 데이터 없이 설정만 만들 경우 앞으로 있어질

데이터의 이름을 입력하고, 어느 폴더(수집, 가공, 분석, 저장)에 있는 데이터인지를 지정해 두면 실행시

그 데이터를 찾아 보정한다.

Ⓑ 보정 옵션: 선택한 데이터의 보정 방법을 선택한다.

※ 보정 방법 설정하기에서 자세히 설명.

Ⓒ 실행 후 보정된 데이터 저장 옵션 설정: 데이터 저장 옵션을 선택한다.

- 원본에 수정 결과 저장: 보정을 위해 불러온 데이터에 수정 결과를 저장한다.

- 이름 변경 후 저장: 보정된 결과를 새 테이블로 저장한다.

Ⓓ 관리버튼 모음

-설정저장: 설정한 가공 설정을 저장한다.

-실행: 저장된 가공 업무를 즉시 실행한다.

-취소: 저장하지 않고 목록으로 돌아간다. 

Ⓔ 저장 확인 버튼 모음

-확인: 저장 확인 후 설정 목록으로 돌아간다.

-실행: 저장 된 설정을 실행 시킨다.

-실행 후 이력조회: 저장된 설정을 실행 시키고 이력 목록으로 이동하여 결과를 확인 한다.

-머무르기: 저장 후 설정 페이지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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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2) 파일 보정

(다) 보정 방법 설정

:  보정 옵션에서 파일 보정방법을 선택한다.

(ㄱ) 데이터 보정

: 선택한 데이터의 각 파일크기, 줄 수, 구분자 수 를 확인하고, 변경을 위한 변경 값을 입력한다.

*빈 값 입력시 해당 항목은 변경하지 않음.

- 파일크기: 파일크기를 확인 후 보정할 파일크기 값을 입력하면 입력한 값을 초과한 크기는 삭제된다. 

- 줄 수: 줄 수를 확인 후 보정할 줄 수를 입력하면 입력한 줄 수를 초과한 줄 수는 삭제된다. 

- 구분자 수: 구분자 수 확인 후 보정할 구분자 수를 입력하면 입력한 값을 초과한 구분자는 삭제된다. 

(ㄴ) 엑셀 to CSV

: 선택한 엑셀 데이터의 CSV로 변환한다.

* 별로의 옵션설정이 필요 없다.

(ㄷ) SHP to 테이블

: 선택한 SHP 파일의 데이터를 테이블로 변환한다.

*SHP파일 업로드 시 DBF, SHP, SHX의 파일이 모두 업로드 되어 있어야 한다. 없을 경우 테이블 변환시 실패처리 된다.

-현재 좌표계: SHP파일의 현재 좌표계를 선택한다.

-변환 좌표계: 테이블 변환 시 변환할 좌표계를 선택한다.(*LBDMS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좌표계는 UTMK다.)

-인코딩: 테이블 변환 시 사용할 좌표계를 선택한다.

*올바르지 않은 좌표계와 인코딩이 선택 될 경우 실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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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ㄹ) UTF-8 변환

: 선택한 데이터의 문자타입을 UTF-8로 인코딩한다.

- 현재 인코딩 종류: 선택한 데이터의 현재 인코딩 종류를 선택한다.

* 현재 인코딩 종류 확인 방법: 하단 미리보기에 나오는 데이터 샘플 중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데이터가

현재 인코딩 종류이다.

* 엑셀은 인코딩 할 수 없으니 엑셀은 먼저 CSV로 변환 후 인코딩한다.

2) 파일 보정

(다) 보정 방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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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공정보 설정 상세정보

: 목록에서 업무이름 클릭시 나오는 페이지로, 데이터 보정의 설정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실행한다.

Ⓐ 보정 정보: 데이터 보정 설정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저장: 수정 사항을 저장한다. 

* 설정에 수정이 감지되어 수정사항이 저장 완료되지 않으면 [실행]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실행: 해당 설정을 실행시킨다.

-취소: 저장하지 않고 목록으로 돌아간다.

나. 가공 정보

03. 데이터 가공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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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 정보

03. 데이터 가공

A

D

CB

2) 테이블 생성

: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 생성 설정을 관리하는 메뉴이다.

가) 테이블 생성 정보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설정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출처, 분류, 기간

-검색: 업무명, 설명, 태그

Ⓑ 테이블 생성 정보 목록: 테이블 생성 설정 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테이블 생성: 새 테이블 생성 설정을 만든다.

-복사: 선택한 설정을 복사한다.

*복사된 설정은 ‘테이블 생성 업무 이름_복사본＇이 되어 목록에 추가된다.

-삭제: 선택한 설정을 삭제 한다.

-실행: 선택한 설정을 실행한다.

Ⓓ 테이블 생성 설정 이름: 클릭시 설정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사용자: 클릭시 해당 작업을 진행한 사용자의 상세정보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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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 테이블 생성

03. 데이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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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1) 테이블 생성 설정 만들기

: 테이블 생성 설정을 만든다.

① 가공: 상단 대 메뉴에서 세 번째 ‘데이터 가공’을 선택한다.

② 가공 정보: 소 메뉴에서 첫 번째 [가공 정보]를 선택한다.

③ 테이블 생성: 가공 메뉴 중 두 번째 탭의 [테이블 생성]을 선택한다.

④ 새 테이블: 테이블 생성 설정 정보 목록의 정보의 관리버튼 중 [테이블 생성]을 선택한다.

⑤ 테이블 생성 설정: 테이블 생성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⑥ 설정 저장: 설정 정보를 저장한다.

⑦ 저장 확인: 저장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 목록으로 돌아간다.

(2) 테이블 생성 설정 구성

Ⓐ 테이블 생성 정보: 테이블 생성을 위한 기본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 테이블 내용 만들기: 컬럼리스트를 만들고 내용이 될 데이터와 구분자를 입력한다.

- 컬럼리스트: 테이블의 컬럼을 만든다. 

• [추가][삭제]: 컬럼을 추가하거나 선택한 컬럼을 삭제한다.

• 필드 가져오기:  컬럼명만 따로 모아둔 컬럼명 파일을 가져와서 컬럼명을 자동 입력한다.

- 데이터 선택: [찾기]버튼을 클릭하여 테이블의 내용을 구성 할 데이터 파일을 선택한다.

*데이터 선택 완료시 하단에 데이터 미리보기가 나타난다.

- 첫 줄 무시: 테이블의 데이터가 되는 파일의 첫 줄이 데이터가 아닌 항목의 나열일 경우 첫 줄의 데이

터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다.

- 구분자: 데이터의 구분기호를 입력한다.

Ⓒ 저장 옵션: 테이블 생성 완료 후 저장 정보를 입력한다.

*테이블명은 영문으로만 가능하고, 영문 숫자의 혼합사용은 가능하나 첫 문자에 숫자가 사용되면 안

된다.기호는 언더바(_)만 사용할 수 있다.

*생성 정보와 동일 할 경우 [생성정보와 동일]버튼을 클릭하면 생성정보에 입력한 태그, 출처,분류가

자동 입력된다.

Ⓓ 관리버튼 모음

-저장: 테이블 생성 설정을 저장한다.

-실행: 설정 저장 후 테이블 생성을 실행한다.

-바로생성: 설정 저장 없이 바로 테이블 생성을 실행한다. *이 경우 가공 정보와 가공이력이 남지 않음.

-목록: 저장하지 않고 목록으로 돌아간다. 

Ⓔ 저장 확인 버튼 모음

-확인: 저장 확인 후 설정 목록으로 돌아간다.

-실행: 저장 된 설정을 실행 시킨다.

-실행 후 이력조회: 저장된 설정을 실행 시키고 이력 목록으로 이동하여 결과를 확인 한다.

-머무르기: 저장 후 설정 페이지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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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 정보

03. 데이터 가공

3) 데이터 로드

: 빈 테이블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메뉴이다.

가) 데이터 로드 설정 정보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설정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출처, 분류, 기간

-검색: 업무명, 설명, 태그, 사용자

Ⓑ 데이터 로드 설정 정보 목록: 데이터 로드 설정 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데이터 로드: 빈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복사: 선택한 설정을 복사한다.

*복사된 설정은 ‘데이터 로드 업무 이름_복사본＇이 되어 목록에 추가된다.

-삭제: 선택한 설정을 삭제 한다.

-실행: 선택한 설정을 실행한다.

Ⓓ 데이터 로드 업무 이름: 클릭시 설정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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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 테이블 생성

03. 데이터 가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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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1) 데이터 로드하기

: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는 메뉴이다.

① 가공: 상단 대 메뉴에서 세 번째 ‘데이터 가공’을 선택한다.

② 가공 정보: 소 메뉴에서 첫 번째 [가공 정보]를 선택한다.

③ 테이블 생성: 가공 메뉴 중 세 번째 탭의 [데이터로드]을 선택한다.

④ 데이터 로드: 데이터 로드 설정 정보 목록의 관리 버튼 중 [데이터 로드]를 선택한다.

⑤ 데이터 로드 설정 정보: 데이터 로드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⑥ 설정 저장: 설정 정보를 저장한다.

⑦ 저장 확인: 저장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 목록으로 돌아간다.

(2) 데이터 로드 설정 구성

Ⓐ 업무 설정 정보: 데이터 로드를 위한 기본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 데이터 로드 설정 정보: 데이터를 로드 할 테이블과 데이터 파일을 선택한다.

-테이블 명: 데이터를 입력 할 테이블을 선택한다.

-데이터 선택: 테이블의 내용을 구성 할 데이터 파일을 선택한다.

*아직 테이블과 데이터가 없을 경우 생성될 데이터의 이름을 입력하면, 실행시키는 시점의 같은 이름의

데이터가 선택된다.

*[찾기]버튼이 아닌 입력을 통한 데이터 선택시 해당 데이터의 위치(수집, 가공, 분석, 저장)를 선택한다.

-구분자: 데이터의 구분기호를 입력한다.

-첫 줄 무시: 테이블의 데이터가 되는 파일의 첫 줄이 데이터가 아닌 항목의 나열일 경우 첫 줄의 데이

터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다.

Ⓒ 관리버튼 모음

-저장: 테이블 생성 설정을 저장한다.

-실행: 데이터 로드를 실행한다.  *저장이 완료되어야 실행할 수 있다.

-목록: 저장하지 않고 목록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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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 정보

03. 데이터 가공

4) 위치정보 맵핑

: 위치정보를 맵핑하고, 설정 정보를 확인, 관리하는 메뉴이다.

가) 맵핑 설정 정보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매핑 설정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출처, 분류, 기간

-검색: 업무 명, 설명, 태그, 사용자

Ⓑ 맵핑 설정 정보 목록: 맵핑 설정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새 맵핑: 새 맵핑 설정을 만든다.

-복사: 선택한 설정을 복사한다.

*복사된 설정은 ‘맵핑 이름_복사본＇이 되어 목록에 추가된다.

-삭제: 선택한 맵핑 설정을 삭제 한다.

-실행: 선택한 맵핑 설정을 실행한다.

Ⓓ 맵핑 업무 이름: 클릭시 맵핑 설정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A

D

B C



- 59 -

나) 새 맵핑

03. 데이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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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1) 맵핑 하기

: 데이터를 불러와 위치정보를 맵핑한다.

① 가공: 상단 대 메뉴에서 세 번째 ‘데이터 가공’을 선택한다.

② 가공 정보: 소 메뉴에서 첫 번째 [가공 정보]를 선택한다.

③ 위치정보 맵핑: 가공 메뉴 중 네 번째 탭의 [위치정보 맵핑]을 선택한다.

④ 새 맵핑: 맵핑 설정 정보 목록의 정보의 관리버튼 중 [새 맵핑]을 선택한다.

⑤ 맵핑 설정: 맵핑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⑥ 저장: 맵핑 설정 정보를 저장한다.

⑦ 저장 확인: 저장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 목록으로 돌아간다.

(2)맵핑 설정 정보 구성

Ⓐ 맵핑 설정 정보: 위치정보 맵핑을 위한 기본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공간정보 컬럼이 있는 데이터는 맵핑 불가함으로, 컬럼명을 변경하거나 다른 데이터를 선택한다.

예시) x, y, mapping_status, tot_oa_cd, adm_dr_cd, bas_cd, tot_x, tot_y, bas_x, bas_y, mapping_addr, rid

Ⓑ 맵핑: 선택한 데이터의 맵핑 방법을 설정한다.

-맵핑 방법 선택: 주소명칭 조합, 지번 PNU 코드 조합, 건물관리번호 조합(다중 필드 선택 가능) 중 위치

정보를 맵핑 할 조합을 선택한다.

-주소 컬럼 선택: 맵핑 할 데이터가 있는 컬럼을 선택하거나 입력한다.

* 데이터 선택이 완료되면 주소 컬럼 선택 하단에 샘플데이터가 나타난다. 샘플데이터를 보고 좌표값이 있는 컬럼

의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컬럼이 상단에 표시된다.

-지오코딩 선택: SOP 지오코딩과 다음 지오코딩 중 매핑에 이용할 지오코딩을 선택한다.

*기초단위구, 생성될 테이블은 기초단위구와 집계구 정보를 포함하고자 할 경우 기초단위구와 집계구를 체크한다.

*생성될 테이블의 tot_oa_cd컬럼이 집계구,   adm_dr_cd컬럼이 행정동, bas_cd컬럼이 기초단위구이며,  각각의 중

심점이 tot_x,tot_y,bas_x,bas_y컬럼으로 생성된다.

Ⓒ 데이터 저장 옵션 설정: 매핑 완료 된 데이터의 저장 옵션을 선택한다.

- 새 테이블로 결과 저장: 매핑 된 결과를 새 테이블로 저장한다. 

* 같은 이름의 테이블 존재시 기존 테이블에 덮어쓰기 된다.

Ⓓ 관리버튼 모음

-저장: 설정한 맵핑 설정을 저장한다.

-실행: 저장된 맵핑 업무를 즉시 실행한다. *저장이 선행되어야 실행할 수 있다.

-취소: 저장하지 않고 목록으로 돌아간다. 

Ⓔ 저장 확인 버튼 모음

-확인: 저장 확인 후 설정 목록으로 돌아간다.

-실행: 저장 된 설정을 실행 시킨다.

-실행 후 이력조회: 저장된 설정을 실행 시키고 이력 목록으로 이동하여 결과를 확인 한다.

-머무르기: 저장 후 설정 페이지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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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 정보

A

B

03. 데이터 가공

다) 위치정보 맵핑 설정 상세정보

: 목록에서 맵핑업무이름 클릭시 나오는 페이지로, 위치정보 맵핑의 설정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실행한다.

Ⓐ 맵핑 설정 정보: 맵핑 설정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저장: 수정 사항을 저장한다. 
* 설정에 수정이 감지되어 수정사항이 저장 완료되지 않으면 [실행]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실행: 해당 설정을 실행시킨다.

-취소: 저장하지 않고 목록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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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 정보

03. 데이터 가공

5) 좌표계 변환

: 데이터의 좌표계를 변환시키는 메뉴이다.

가) 좌표계 변환 정보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좌표계 변환 설정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출처, 분류, 기간

-검색: 업무명, 설명, 태그, 사용자

Ⓑ 좌표계 변환 정보 목록: 좌표계 변환 설정 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새 좌표계 변환: 새 좌표계 변환 설정을 만든다.

-복사: 선택한 설정을 복사한다.

*복사된 설정은 ‘좌표계 변환 설정 이름_복사본＇이 되어 목록에 추가된다.

-삭제: 선택한 설정을 삭제 한다.

-실행: 선택한 설정을 실행한다.

Ⓓ 좌표계 변환 업무 이름: 클릭시 설정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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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 좌표계 변환

03. 데이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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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1) 좌표계 변환 하기

: 데이터의 좌표계를 변환한다.

① 가공: 상단 대 메뉴에서 세 번째 ‘데이터 가공’을 선택한다.

② 가공 정보: 소 메뉴에서 첫 번째 [가공 정보]를 선택한다.

③ 좌표계 변환: 가공 메뉴 중 다섯 번째 탭의 [좌표계 변환]을 선택한다.

④ 새 좌표계 변환: 좌표계 변환 정보 목록의 정보의 관리버튼 중 [새 좌표계 변환]을 선택한다.

⑤ 좌표계 변환 설정: 좌표게 변환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⑥ 설정 저장: 설정 정보를 저장한다.

⑦ 저장 확인: 저장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 목록으로 돌아간다.

(2) 좌표계 변환 구성

Ⓐ 좌표계 변환 설정 정보: 좌표계 변환을 위한 기본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 좌표계 변환: 좌표 컬럼과 변환 할 좌표계를 선택한다.

-좌표 컬럼 선택: 컬럼콤보 박스에서 선택한 데이터의 위,경도 좌표가 있는 컬럼을 선택한다.

*입력전환: 버튼 클릭시 컬럼명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으로 변환된다.

* 데이터 선택이 완료되면 주소 컬럼 선택 하단에 샘플데이터가 나타난다. 샘플데이터를 보고 좌표값이 있는 컬럼

을 확인한다.

-현재 좌표계: 선택한 데이터의 좌표계를 선택한다.

-변환 좌표계 선택: 변환 할 좌표계를 선택한다.

* LBDMS는 UTMK 좌표계를 사용함으로,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변환을 한다면, UTMK를 선택해야 한다.

*기초단위구, 생성될 테이블은 기초단위구와 집계구 정보를 포함하고자 할 경우 기초단위구와 집계구를 체크한다.

*생성될 테이블의 tot_oa_cd컬럼이 집계구,   adm_dr_cd컬럼이 행정동, bas_cd컬럼이 기초단위구이며,  각각의 중

심점이 tot_x,tot_y,bas_x,bas_y컬럼으로 생성된다.

Ⓒ 저장 옵션: 좌표계 변환이 완료 된 데이터의 저장 옵션을 선택한다.

-원본에 수정 결과 저장: 선택한 데이터에 수정 결과를 저장한다.

-새 테이블로 결과 저장: 좌표계 변환 된 결과 데이터를 새 테이블로 저장한다. 

*같은 이름의 테이블 존재시 기존 테이블에 덮어쓰기 된다.

Ⓓ 관리버튼 모음

-저장: 설정한 좌표계 변환 설정을 저장한다.

-실행: 저장된 좌표계 변환 업무를 실행한다. *저장이 선행되어야 실행할 수 있다.

-목록: 저장하지 않고 목록으로 돌아간다. 

Ⓔ 저장 확인 버튼 모음

-확인: 저장 확인 후 설정 목록으로 돌아간다.

-실행: 저장 된 설정을 실행 시킨다.

-실행 후 이력조회: 저장된 설정을 실행 시키고 이력 목록으로 이동하여 결과를 확인 한다.

-머무르기: 저장 후 설정 페이지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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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 정보

03. 데이터 가공

A

B

나) 좌표계 변환 설정 상세정보

: 목록에서 업무 이름 클릭시 나오는 페이지로, 좌표계 변환 설정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실행한다.

Ⓐ 좌표계 변환 설정 정보: 설정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저장: 수정 사항을 저장한다. 

* 설정에 수정이 감지되어 수정사항이 저장 완료되지 않으면 [실행]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실행: 해당 설정을 실행시킨다.

-취소: 저장하지 않고 목록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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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 정보

03. 데이터 가공

6) 좌표 검증

: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좌표를 SOP 지오코딩과 다음 지오코딩의 좌표와 비교하여 좌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메뉴이다.

가) 검증 정보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검증 설정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출처, 분류, 기간

-검색: 업무명, 설명, 태그, 사용자

Ⓑ 검증 정보 목록: 검증 설정 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새 검증: 새 검증 설정을 만든다.

-복사: 선택한 설정을 복사한다. *복사된 설정은 ‘검증 업무 이름_복사본＇이 되어 목록에 추가된다.

-삭제: 선택한 설정을 삭제 한다.

-실행: 선택한 설정을 실행한다.

Ⓓ 검증 업무 이름: 클릭시 설정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A

D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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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 검증

03. 데이터 가공

5

A

B

C

D

6

431 2

7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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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나) 새 검증

(1) 좌표 검증 하기

: 데이터의 좌표를 검증한다.

① 가공: 상단 대 메뉴에서 세 번째 ‘데이터 가공’을 선택한다.

② 가공 정보: 소 메뉴에서 첫 번째 [가공 정보]를 선택한다.

③ 좌표 검증: 가공 메뉴 중 여섯 번째 탭의 [좌표 검증]을 선택한다.

④ 새 검증: 검증 정보 목록의 정보의 관리버튼 중 [새 검증]을 선택한다.

⑤ 좌표 검증 설정: 좌표 검증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⑥ 설정 저장: 설정 정보를 저장한다.

⑦ 저장 확인: 저장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 목록으로 돌아간다.

(2) 좌표 검증 구성

Ⓐ 검증 설정 정보: 좌표 검증을 위한 기본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 검증: 선택한 데이터의 주소 컬럼, 좌표 컬럼과 비교 할 지오코딩을 선택한다.

-주소 컬럼 선택: 선택한 데이터의 주소 값이 있는 컬럼을 선택한다.

* 데이터 선택이 완료되면 주소 컬럼 선택 하단에 샘플데이터가 나타난다. 샘플데이터를 보고 좌표값이 있는 컬럼

의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컬럼이 상단에 표시된다.

* 주소 컬럼에 맞추어 지오코딩이 좌표 값이 맵핑 됨으로 정확한 주소가 중요하다.

- 지오코딩 선택: 검증에 쓰일 지오코딩 종류를 선택한다.

- 좌표 컬럼 선택: 선택한 데이터의 좌표 값이 있는 컬럼을 선택한다.

*선택전환: [선택전환]버튼 클릭시 컬럼명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로 변환된다.

*기초단위구, 생성될 테이블은 기초단위구와 집계구 정보를 포함하고자 할 경우 기초단위구와 집계구를 체크한다.

*생성될 테이블의 tot_oa_cd컬럼이 집계구,   adm_dr_cd컬럼이 행정동, bas_cd컬럼이 기초단위구이며,  각각의 중

심점이 tot_x,tot_y,bas_x,bas_y컬럼으로 생성됩니다. 

Ⓒ 저장 옵션: 검증이 완료 된 데이터의 저장 정보를 입력한다.

-새 테이블로 결과 저장: 좌표계 변환 된 결과 데이터를 새 테이블로 저장한다. 

*같은 이름의 테이블 존재시 기존 테이블에 덮어쓰기 된다.

Ⓓ 관리버튼 모음

-저장: 검증 설정을 저장한다.

-실행: 저장된 검증 설정을 즉시 실행한다.

-목록: 저장하지 않고 목록으로 돌아간다. 

Ⓔ 저장 확인 버튼 모음

-확인: 저장 확인 후 설정 목록으로 돌아간다.

-실행: 저장 된 설정을 실행 시킨다.

-실행 후 이력조회: 저장된 설정을 실행 시키고 이력 목록으로 이동하여 결과를 확인 한다.

-머무르기: 저장 후 설정 페이지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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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증 설정 상세정보
: 목록에서 업무 이름 클릭시 나오는 페이지로, 검증 설정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실행한다.

03. 데이터 가공

A

B

Ⓐ 검증 설정 정보: 설정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저장: 수정 사항을 저장한다. 

* 설정에 수정이 감지되어 수정사항이 저장 완료되지 않으면 [실행]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실행: 해당 설정을 실행시킨다.

-목록: 저장하지 않고 목록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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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공 이력
: 데이터 가공의 실행 상태를 확인·관리(작업 취소, 삭제)하는 메뉴이다.

03. 데이터 가공

1) 데이터 보정

: 테이블과 파일 데이터의 내용, 형태를 변경하는 메뉴이다.

가) 구성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이력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분류: 출처, 분류, 상태, 기간

-검색: 업무명, 데이터명, 설명, 태그

Ⓑ 실행상태 종류별 목록 버튼 모음: 전체목록과 실행 완료, 실행 실패, 진행 중, 취소 작업별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작업 취소: 선택한 보정 작업을 취소시킨다.

* 진행 중인 작업만 취소시킬 수 있다.

-삭제: 선택한 보정 이력을 삭제 한다.

*해당 이력만 삭제되고, 설정 및 결과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는다.

Ⓓ 보정 이름: 클릭시 실행 이력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실패한 작업 클릭시 실패 원인이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 사용자: 클릭시 사용자 정보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상태: 실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A

D

B C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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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다. 가공 이력

나) 보정 이력 상세정보

: 보정 설정 정보와 실행 결과를 확인한다.

Ⓐ 보정 정보: 보정 설정 정보를 확인한다.

Ⓑ 보정 결과 확인: 미리보기를 통해 보정 결과를 확인한다.

*잘못된 보정결과 확인 시 설정으로 돌아가 수정하거나 삭제 후 다시 작업한다.

Ⓒ 목록: 목록으로 돌아간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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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다. 가공 이력

2) 테이블 생성

: 테이블 생성, 데이터 로드 실행 결과를 확인, 관리하는 메뉴이다.

가) 테이블 생성 이력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작업 이력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출처, 분류, 상태, 기간

-검색: 업무명, 데이터명, 설명, 태그, 사용자

Ⓑ 테이블 생성 이력 목록: 테이블 생성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실행상태 종류별 목록 버튼 모음: 전체목록과 실행 완료, 실패, 실행 중, 취소된 작업 별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작업 취소: 선택한 작업을 취소시킨다.

* 진행 중인 작업만 취소시킬 수 있다.

-삭제: 선택한 이력을 삭제 한다.

*해당 이력만 삭제되고, 설정 및 결과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는다.

Ⓔ 설정 이름: 클릭시 실행 이력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실패한 작업 클릭시 실패 원인이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 사용자: 클릭시 사용자 정보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상태: 실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A

E

C D

F G
B



- 73 -

03. 데이터 가공

다. 가공 이력

D

나) 테이블 생성 이력 상세정보

: 작업 설정 정보와 실행 결과를 확인한다.

Ⓐ 테이블 생성 설정 정보: 테이블 생성 설정 정보를 확인한다.

Ⓑ 테이블 정보: 생성된 테이블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다.

Ⓒ 테이블 내용 결과 확인: 미리보기를 통해 생성된 테이블의 결과를 확인한다.

* 잘못된 결과 확인 시 설정으로 돌아가 수정하거나 삭제 후 다시 작업한다.

Ⓓ 목록: 목록으로 돌아간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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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다. 가공 이력

3) 데이터 로드

: 테이블 생성, 데이터 로드 실행 결과를 확인, 관리하는 메뉴이다.

가) 테이블 생성 이력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작업 이력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출처, 분류, 상태, 기간

-검색: 업무명, 데이터명, 설명, 태그

Ⓑ 테이블 생성 이력 목록: 테이블 생성, 데이터 로드 작업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실행상태 종류별 목록 버튼 모음: 전체목록과 실행 완료, 실패, 실행 중, 취소된 작업별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작업 취소: 선택한 작업을 취소시킨다.

* 진행 중인 작업만 취소시킬 수 있다.

-삭제: 선택한 이력을 삭제 한다.

*해당 이력만 삭제되고, 설정 및 결과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는다.

Ⓔ 설정 이름: 클릭시 실행 이력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실패한 작업 클릭시 실패 원인이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 사용자: 클릭시 사용자 정보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상태: 실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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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다. 가공 이력

나) 데이터 로드 이력 상세정보

: 작업 설정 정보와 실행 결과를 확인한다.

Ⓐ 데이터 로드 설정 정보: 데이터 로드 작업 설정 정보를 확인한다.

Ⓑ 테이블 내용 결과 확인: 미리보기를 통해 생성된 테이블의 결과를 확인한다.

* 잘못된 결과 확인 시 설정으로 돌아가 수정하거나 삭제 후 다시 작업한다.

Ⓒ 목록: 목록으로 돌아간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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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다. 가공 이력

4) 위치정보 맵핑

: 위치정보 맵핑 실행 결과를 확인, 관리하는 메뉴이다.

가) 맵핑 이력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매핑 이력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출처, 분류, 상태, 기간

-검색: 업무명, 데이터명, 설명, 태그

Ⓑ 맵핑 이력 목록: 맵핑 실행 결과에 따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실행상태 종류별 목록 버튼 모음: 전체목록과 실행 완료, 실패, 실행 중, 취소된 작업별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작업 취소: 선택한 작업을 취소시킨다.

* 진행 중인 작업만 취소시킬 수 있다.

-삭제: 선택한 이력을 삭제 한다.

*해당 이력만 삭제되고, 설정 및 결과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는다.

Ⓔ 맵핑 이름: 클릭시 실행 이력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실패한 작업 클릭시 실패 원인이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 사용자: 클릭시 사용자 정보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상태: 실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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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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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A

B

F

D

E

C

나) 맵핑 이력 상세정보

: 맵핑 설정 정보와 실행 결과를 확인한다.

Ⓐ 맵핑 정보: 맵핑 작업 설정 정보를 확인한다.

Ⓑ 맵핑 결과 확인: 성공 결과와 실패 결과를 확인하고, 실패한 결과를 확인, 관리한다.

Ⓒ 맵핑 실행 결과: 맵핑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맵핑 결과 수정

-맵핑 재실행: 맵핑 방법과 지오코딩 종류를 변경하여 맵핑을 재 실행한다.

-좌표 수정: 클릭시 지도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좌표로 수정이 가능하다. *뒷장에서 상세 설명

-선택 삭제: 선택(체크)한 맵핑결과를 삭제 한다.

-성공처리: 선택(체크)한 실패한 맵핑결과를 성공결과로 이동시킨다. 

Ⓔ 개별 맵핑 결과 수정: 행 클릭 후 마우스 우 클릭시 수정 메뉴가 제공된다.

Ⓕ 관리버튼 모음

-목록: 이력목록으로 돌아간다.

-지도에서 확인: 맵핑된 결과를 지도 상에서 확인한다. *뒷장에서 상세 설명

다. 가공 이력
4) 위치정보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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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다. 가공 이력
4) 위치정보 맵핑

다) 좌표수정

: 지도상에서 직접 위도, 경도 값을 지정하여 좌표를 변경한다.

* 지도상의 특정 위치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좌표의 위도, 경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주소로 검색

: 수정할 좌표의 위치를 주소로 검색하여 찾는다.

Ⓑ 위경도 값 표시: 지도 속 위치 포인트의 위경도 값을 표시한다.

Ⓒ 지도 좌표 선택

: 지도에서 수정할 좌표를 직접 선택한다. 

* 선택한 지점의 좌표는 Ⓑ에 표시된다.

Ⓓ 관리 버튼 모음

-확인 버튼: 선택한 좌표로 재맵핑된다.

-취소 버튼: 변경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창이 닫힌다.

A

C

B

D



- 79 -

다. 가공 이력
4) 위치정보 맵핑

라) 지도에서 확인

: 맵핑 된 결과를 지도 상에서 확인한다 .

* 지도상의 특정 위치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좌표의 위도, 경도 및 주소를 하단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위도, 경도 좌표 컬럼 선택: 지도 상에서 확인 할 위경도 좌표 컬럼을 선택한다.

*기본적으로 내용과 상관없이 컬럼명이 X, Y인 곳이 선택되도록 되어 있으니, 실 위경도 좌표컬럼을

선택해야 한다.

Ⓑ 마커 : 각 포인트에 나타낼 마커 컬럼을 선택한다. 

* 선택한 지점의 좌표는 Ⓓ에 표시된다.

Ⓒ 포인트 클릭: 지도 위 포인트 클릭시 마커 정보가 나타난다.

A

C

B

03. 데이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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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공 이력

03. 데이터 가공

5) 좌표계 변환

: 좌표계 변환 실행 결과를 확인, 관리하는 메뉴이다.

가) 좌표계 변환 이력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좌표계 변환 이력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출처, 분류, 기간, 상태

-검색: 업무명, 데이터명, 설명, 태그

Ⓑ 좌표계변환 이력 목록: 좌표계 변환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실행상태 종류별 목록 버튼 모음: 전체목록과 실행 완료, 실패, 실행 중, 취소된 작업 별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작업 취소: 선택한 작업을 취소시킨다.

* 진행 중인 작업만 취소시킬 수 있다.

-삭제: 선택한 이력을 삭제 한다.

*해당 이력만 삭제되고, 설정 및 결과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는다.

Ⓔ 좌표계 변환 업무 이름: 클릭시 실행 이력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실패한 작업 클릭시 실패 원인이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 사용자: 클릭시 사용자 정보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상태: 실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A

E

C D

F 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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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나) 좌표계 변환 이력 상세정보

: 작업 설정 정보와 실행 결과를 확인한다.

Ⓐ 좌표계 변환 설정 정보: 좌표계 변환 설정 정보를 확인한다.

Ⓑ 좌표계 변환 결과 확인: 미리보기를 통해 좌표계 변환 결과를 확인한다.

* 잘못된 결과 확인 시 설정으로 돌아가 수정하거나 삭제 후 다시 작업한다.

Ⓒ 목록: 목록으로 돌아간다.

A

B

C

다. 가공 이력
5) 좌표계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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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공 이력

03. 데이터 가공

6) 좌표 검증

: 좌표 검증 실행 결과를 확인, 관리하는 메뉴이다.

가) 검증 이력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검증 이력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출처, 분류, 상태, 기간

-검색: 업무명, 데이터명, 설명, 태그

Ⓑ 검증 이력 목록: 좌표계 변환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실행상태 종류별 목록 버튼 모음: 전체목록과 실행 완료, 실패, 실행 중, 취소된 작업 별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작업 취소: 선택한 작업을 취소시킨다.

* 진행 중인 작업만 취소시킬 수 있다.

-삭제: 선택한 이력을 삭제 한다.

*해당 이력만 삭제되고, 설정 및 결과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는다.

Ⓔ 검증 이름: 클릭시 실행 이력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실패한 작업 클릭시 실패 원인이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 사용자: 클릭시 사용자 정보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상태: 실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A

E

C D
F 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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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G

다. 가공 이력
6) 좌표 검증

나) 좌표 검증 이력 상세정보 : 작업 설정 정보와 실행 결과를 확인한다.

Ⓐ 좌표 검증 설정 정보: 좌표 검증 설정 정보를 확인한다.

Ⓑ 좌표 검증 결과 확인: 미리보기를 통해 좌표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 검증 결과: 사용한 지오코딩 종류, 검증 성공 결과 수, 검증률을 확인한다.

Ⓓ 검증결과 수정: 검증결과를 수정한다.

-검증 재실행: 지오코딩 종류를 변경하여 검증을 재 실행한다.

-좌표 수정: 클릭시 지도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좌표로 수정이 가능하다. *뒷장에서 상세 설명

-선택 삭제: 선택(체크)한 검증결과를 삭제 한다.

-성공처리: 선택(체크)한 실패한 검증결과를 성공결과로 이동시킨다. 

Ⓔ 개별 검증결과 수정: 수정할 행(레코드) 우 클릭시 결과 수정버튼이 나타난다.

Ⓕ 최종 검증: 기존 공간 정보와 지오코딩 좌표 확인 후 지오코딩 좌표를 사용하길 원할 경우 [지오코딩

좌표로 일관 갱신]버튼 클릭시 지오코딩 좌표로 공간정보가 일괄 갱신되다.

Ⓖ 목록: 목록으로 돌아간다.

A

B

F

E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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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데이터 가공

다) 좌표수정

: 지도상에서 직접 위도, 경도 값을 지정하여 좌표를 변경한다.

* 지도상의 특정 위치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좌표의 위도, 경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주소로 검색

: 수정할 좌표의 위치를 주소로 검색하여 찾는다.

Ⓑ 위경도 값 표시: 지도 속 위치 포인트의 위경도 값을 표시한다.

Ⓒ 지도 좌표 선택

: 지도에서 수정할 좌표를 직접 선택한다. 

* 선택한 지점의 좌표는 Ⓑ에 표시된다.

Ⓓ 관리 버튼 모음

-확인 버튼: 선택한 좌표로 재검증된다.

-취소 버튼: 변경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창이 닫힌다.

A

C

B

D

다. 가공 이력
6) 좌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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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라. 가공 데이터

가) 전체 데이터 목록

: LBDMS에 가공 작업을 통해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설정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저장종류(DB, 파일), 출처, 분류, 기간

-검색: 데이터명, 설명, 태그, 사용자

Ⓑ 전체 가공 데이터 목록: 가공 데이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공 종류별 목록 버튼 모음

: 전체 목록, 보정, 맵핑, 좌표계 변환, 검증, 테이블생성, 데이터 로드 작업 종류 별 목록을 볼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다운로드: 선택(체크박스)한 데이터를 삭제한다.

-삭제: 선택(체크박스)한 데이터를 삭제 한다.

Ⓔ 데이터명: 클릭시 해당 데이터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사용자: 클릭시 사용자 정보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C DB

F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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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가공

라. 가공 데이터

나) 데이터 상세보기

: 가공 완료된 데이터 상세보기 페이지이다.

Ⓐ 테이블 정보: 테이블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 테이블 내용: 테이블의 샘플 데이터(100개)를 볼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저장: 수정사항을 저장한다.

-목록: 목록으로 돌아간다.

B

C

A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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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이터 분석

가. 메뉴 소개
: 공간분석, 통계분석, 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를 분석하는 메뉴이다.

1

2

3

4

5

6

1) 분석 메뉴 구성

① 공간분석: 데이터를 공간 위에 표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메뉴

② 통계 분석: 데이터의 통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메뉴

③ 스크립트 분석: 스크립트를 입력하여 자유롭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메뉴

④ 분석 정보: 스크립트 분석 설정정보를 확인, 관리(생성, 복사, 삭제, 수정)하는 메뉴

⑤ 분석 이력: 스크립트 분석이 실행된 이력 및 결과 확인, 조회, 관리하는 메뉴

⑥ 분석 데이터: 분석된 데이터 목록을 확인, 조회, 관리하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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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 분석
: 데이터를 공간 위에 표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1

A
B

6

2

3

4

5

C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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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행정경계 별로 분석하는 메뉴이다.

가) 데이터 선택 및 조건

: 분석할 데이터와 공간경계를 선택한다.

① 경계 선택: 분석할 공간 경계를 선택한다.

-경계선택 종류: 전국 경계,시도단위 경계, 시군구 경계, 행정동 경계, 법정동 경계, 집계구 경계

Ⓐ 데이터 추가: 분석할 데이터 선택과 데이터 조건을 입력 창을 추가한다.

Ⓑ 데이터명 변경: 데이터탭의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탭의 명칭을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표출된다.

② 공간데이터 유형 선택: 공간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한다. 

-XY형 데이터: 위경도 좌표 컬럼을 선택 옵션이 추가 됨.

-지오메트리형 데이터: 공간정보를 선택하지 않아도 됨.

-행정경계코드 데이터: 행정경계코드 선택 옵션이 추가 됨.

-분석완료 된 공간데이터: 데이터 조건 선택할 필요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됨.

③ 데이터 불러오기: 분석 할 데이터를 선택한다.

④ 좌표컬럼 선택: 공간분석을 위해 좌표값이 있는 컬럼을 선택한다.

⑤ 데이터 조건 선택: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분석 할 데이터 조건을 지정한다.

-값비교: 선택한 필드의 값을 입력한 값과 비교하여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낸다.

-범위: 선택한 필드의 값 중 입력한 범위 내의 값을 찾아낸다.

* [-]을 통해 조건입력란을 삭제하고, [+추가]버튼을 통해 조건입력란을 추가한다.

⑥ 결과 산출 방식: 데이터 조건 연산 결과 산출방식을 선택한다.

-개수(count): 조건에 맞는 행을 한 개로 하여 총 수를 카운트 한다.

-값 합산: 조건에 맞는 행의 열 값을 이용하여 합산 한다.

-값 평균: 조건에 맞는 행의 열 값을 이용하여 평균을 낸다.

-단일 값: 선택한 필드의 단일값을 확인한다.

Ⓒ 데이터 미리보기: Ⓓ에서 불러온 데이터의 샘플값을 확인한다.

*샘플 데이터를 보며 Ⓖ의 조건을 설정한다.

⑦ 다음: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나. 공간 분석
1) 행정경계 분석

04.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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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이터 분석

1

2

6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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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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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 분석
1) 행정경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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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처리

: 앞 단에서 설정한 데이터 조건을 연산 처리하여 지도, 차트, 테이블로 시각화한다.

(1) 지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지도에서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지도에 나오는 데이터는 첫 번째 탭의 데이터다.

① 결과데이터 : 분석 데이터가 2개 일 이상일 경우 분석 결과를 재 연산한다.

*데이터간 연산은 선택사항이다.

-기본: 연산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값 표시

-연산: 연산(합산, 증감, 나열, 증감률, 범례결합)이 되는 데이터 값 표시

② 데이터 선택: 연산 할 데이터를 선택한다.

③ 처리방식 선택

-합산: 기본 데이터에 선택된 데이터를 합산한다.

-증감: 기본 데이터에 선택된 데이터 차감을 통한 증감을 확인한다.

-나열:  데이터 값 나열을 통한 추이 확인한다. *나열은 저장된 데이터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증감율(%): 기본 데이터에 선택된 데이터 비교를 통한 증감율을 확인한다.

-범례결합: 기본 데이터에 선택된 데이터의 범례 값을 합산한다. 

④ 공간 연산 처리: ① ② ③에서 설정한 공간 연산을 실행한다.

Ⓐ 결과 데이터 초기화: 공간 연산 결과를 초기화 한다.

Ⓑ 범례 만들기:  분석 데이터의 결과를 가지고 범례를 만든다.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범례는 데이터 균등, 범례5단계이다. *자세한 설명은 뒷장에서 함.

Ⓒ 데이터별 지도보기 : 앞 단에서 선택한 데이터가 많을 경우 개별 데이터의 결과값을 지도에서

확인한다.

㉠ 데이터 선택: 지도에서 확인 할 데이터를 선택한다.

㉡ 지도보기: 지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 위에 데이터가 나타난다.

㉢ 닫기: 창을 닫는다.

⑤ 지도: 공간분석 결과를 지도로 확인한다.

⑥ 차트: 차트 만들기 단계로 넘어간다.

나. 공간 분석
1) 행정경계 분석

04.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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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가) 범례 만들기 :분석 데이터의 결과를 가지고 범례를 만든다.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범례는 데이터 균등, 범례5단계이다.

① 데이터 선택: 범례로 만들 데이터를 선택한다.

② 범례 종류: 범례 종류를 선택한다.

-등간격: 범례 등급에 맞춰 데이터를 일정 하게 나눔

-데이터균등: 데이터를 균등하게 나눔

-사용자지정: 사용자가 간격과 등급을 나누어 범례를 만듬

③ 범례 나누기: 범례를 몇 등급으로 나눌 것이지 선택

④ 범례색상: 범례색상을 지정한다.

⑤ 확대/축소: 범례 값을 확대, 축소해 볼 수 있다. 

*데이터가 몰려 있을시 확대해서 확인할 때 유용하다. (선택사항)

⑥ 관리버튼

-범례적용: 설정한 범례를 결과에 적용한다.

-닫기: 범례를 적용하지 않고 창을 닫는다.

5

6

4

나. 공간 분석
1) 행정경계 분석

04.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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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이터 분석

6

1

2

3

4

5

(2) 차트

: 분석결과를 차트로 시각화 한다.

① 그래프 유형 선택: 분석 데이터로 만들 차트를 설정한다.

② X축 필드 선택:  X축 필드를 선택한다.

③ Y축 필드 선택:  Y축 필드를 선택한다.

④ 그래프 그리기: ① ② ③에서 설정한 그래프 설정을 실행한다.

⑤ 그래프 확인: 실행된 그래프를 확인한다.

⑥ 결과 데이터(표): 결과 데이터(표) 확인 단계로 넘어간다.

나. 공간 분석
1) 행정경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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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이터 분석

(3) 결과 테이블(표)

: 분석결과를 테이블(표)로 시각화 한다.

① 테이블(표): 분석 데이터로 만들어진 테이블(표)를 확인한다.

② 다음: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1

2

나. 공간 분석
1) 행정경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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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이터 분석

1

다) 저장

: 분석 결과를 저장한다.

① 분석 저장 정보: 분석 결과 저장 정보를 입력한다.

② 저장: 분석 결과를 저장 한다.

③ 테이블 생성 확인: 결과 데이터 테이블 생성을 확인한다.

④ 저장 완료: 저장 완료를 확인한다.

⑤ 다음: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2

43

5

나. 공간 분석
1) 행정경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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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이터 분석

나. 공간 분석
1) 행정경계 분석

A

1

2

3

라) 보고서 출력

: 분석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확인 및 출력한다.

① 보고서 제목 입력: 보고서 제목을 입력한다.

② 출력: 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③ 보고서 확인 및 인쇄:  보고서 출력 결과 확인 후 인쇄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한다.

Ⓐ 이전: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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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 분석
: 데이터를 공간 위에 표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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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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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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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에 영역을 지정하여 해당 공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메뉴이다.

가) 데이터 선택 및 조건

: 분석할 데이터와 공간경계를 선택한다.

① 경계 선택: 분석할 공간 경계를 선택한다. *지정방법은 다음 장에 상세히 설명함.

Ⓐ 데이터 추가: 분석할 데이터 선택과 데이터 조건을 입력 창을 추가한다.

Ⓑ 데이터명 변경: 데이터탭의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탭의 명칭을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표출된다.

② 공간데이터 유형 선택: 공간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한다. 

-XY형 데이터: 위경도 좌표 컬럼을 선택 옵션이 추가 됨.

-지오메트리형 데이터: 공간정보를 선택하지 않아도 됨.

-행정경계코드 데이터: 행정경계코드 선택 옵션이 추가 됨.

-분석완료 된 공간데이터: 데이터 조건 선택할 필요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됨.

③ 데이터 불러오기: 분석 할 데이터를 선택한다.

④ 좌표컬럼 선택: 공간분석을 위해 좌표값이 있는 컬럼을 선택한다.

⑤ 데이터 조건 선택: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분석 할 데이터 조건을 지정한다.

-값비교: 선택한 필드의 값을 입력한 값과 비교하여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낸다.

-범위: 선택한 필드의 값 중 입력한 범위 내의 값을 찾아낸다.

* [-]을 통해 조건입력란을 삭제하고, [+추가]버튼을 통해 조건입력란을 추가한다.

⑥ 결과 산출 방식: 데이터 조건 연산 결과 산출방식을 선택한다.

-개수(count): 조건에 맞는 행을 한 개로 하여 총 수를 카운트 한다.

-값 합산: 조건에 맞는 행의 열 값을 이용하여 합산 한다.

-값 평균: 조건에 맞는 행의 열 값을 이용하여 평균을 낸다.

-단일 값: 선택한 필드의 단일값을 확인한다.

Ⓒ 데이터 미리보기: Ⓓ에서 불러온 데이터의 샘플값을 확인한다.

*샘플 데이터를 보며 Ⓖ의 조건을 설정한다.

⑦ 다음: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나. 공간 분석
2) 버퍼·영역선택 분석

04.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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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에 영역을 지정하여 해당 공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메뉴이다.

가) 데이터 선택 및 조건

: 분석할 데이터와 공간경계를 선택한다.

① 경계 선택: 분석할 공간 경계를 선택한다. *지정방법은 다음 장에 상세히 설명함.

Ⓐ 데이터 추가: 분석할 데이터 선택과 데이터 조건을 입력 창을 추가한다.

Ⓑ 데이터명 변경: 데이터탭의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탭의 명칭을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표출된다.

② 공간데이터 유형 선택: 공간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한다. 

-XY형 데이터: 위경도 좌표 컬럼을 선택 옵션이 추가 됨.

-지오메트리형 데이터: 공간정보를 선택하지 않아도 됨.

-행정경계코드 데이터: 행정경계코드 선택 옵션이 추가 됨.

-분석완료 된 공간데이터: 데이터 조건 선택할 필요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됨.

③ 데이터 불러오기: 분석 할 데이터를 선택한다.

④ 좌표컬럼 선택: 공간분석을 위해 좌표값이 있는 컬럼을 선택한다.

⑤ 데이터 조건 선택: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분석 할 데이터 조건을 지정한다.

-값비교: 선택한 필드의 값을 입력한 값과 비교하여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낸다.

-범위: 선택한 필드의 값 중 입력한 범위 내의 값을 찾아낸다.

* [-]을 통해 조건입력란을 삭제하고, [+추가]버튼을 통해 조건입력란을 추가한다.

⑥ 결과 산출 방식: 데이터 조건 연산 결과 산출방식을 선택한다.

-개수(count): 조건에 맞는 행을 한 개로 하여 총 수를 카운트 한다.

-값 합산: 조건에 맞는 행의 열 값을 이용하여 합산 한다.

-값 평균: 조건에 맞는 행의 열 값을 이용하여 평균을 낸다.

-단일 값: 선택한 필드의 단일값을 확인한다.

Ⓒ 데이터 미리보기: Ⓓ에서 불러온 데이터의 샘플값을 확인한다.

*샘플 데이터를 보며 Ⓖ의 조건을 설정한다.

⑦ 다음: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나. 공간 분석
2) 버퍼·영역선택 분석

04.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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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 분석
2) 버퍼·영역선택 분석

04. 데이터 분석

(1) 영역 직접 그리기 : 영역을 직접 지도 위에 그려 지정한다.

① 영역 그리기 방법 선택: 영역 그리기 방법에서 ‘직접그리기’를 선택한다.

② 그리기 도구 선택: 원, 사각형, 자유 면, 점, 자유 선 그리기에서 원하는 그리기 도구를 선택한다.

③ 그리기: 지도 위에 영역을 그린다. *기존에 그렸던 영역과 80~99%일치 할 시 보안 정책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유 면 그리기와 자유 선 그리기는 마지막 지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리기가 완료된다.

④ 확인: [확인]버튼을 누르면 영역선택이 완료된다.

Ⓐ 주소 검색: 중심점으로 이동하도록 검색한다.(*선택사항)

Ⓑ 좌표: 중심 좌표의 좌표를 나타낸다.

Ⓒ 중심점:  좌표의 중심점을 표시한다.

Ⓓ 버퍼 반경 지정: 영역을 지정하고 중심지점으로 부터의 선택 반경을 공간분석의 영역으로 삼는다.    

(*버퍼 지정은 선택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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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영역 선택

: 행정경계를 지도 위에 불러와 필요한 영역만 선택한다.

① 영역 그리기 방법 선택: 영역 그리기 방법에서 ‘경계영역 선택＇을 선택한다.

② 행정경계 선택: 행정경계를 선택한다.

③ 영역 지도에 보이기 버튼 선택: 선택한 영역을 지도에 보이기 버튼을 선택한다.

-전체 경계보이기: 행정경계를 전국 지도 위에 그린다. 

-보이는 영역만 경계보이기: 현재 화면에 보이는 영역에만 행정 경계를 그린다.

*전국에 행정경계를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원하는 지역이 지도 위에 나오도록 조정한 후 [보이는 영역만

경계보이기]를 하는 것이 좋다.

④ 영역 선택: 지도 위에 분석에 사용할 영역을 선택한다. *선택된 영역은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⑤ 확인: [확인]버튼을 누르면 영역선택이 완료된다.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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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 공간 분석
2) 버퍼·영역선택 분석

04.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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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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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 공간 분석
2) 버퍼·영역선택 분석

04. 데이터 분석

3

(3) 내가 올린 경계선택

: 내가 LBDMS에 올려놓은 경계데이터를 지도 위에 가져와 경계를 선택한다.

① 영역 그리기 방법 선택: 영역 그리기 방법에서 ‘내가 올린 경계선택＇을 선택한다.

② 내가 올린 경계선택: 데이터 찾기 팝업에서 내가 올려 놓은 경계데이터를 선택한다.

③ 영역 지도에 보이기 버튼 선택: 선택한 내가 올린 경계데이터를 지도에 보이게 한다.

-전체 경계보이기: 전국 지도 위에 경계를 그린다. 

-보이는 영역만 경계보이기: 현재 화면에 보이는 영역에만 경계를 그린다.

④ 영역 선택: 지도 위에 분석에 사용할 영역을 선택한다. *선택된 영역은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⑤ 확인: [확인]버튼을 누르면 영역선택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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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 분석
: 데이터를 공간 위에 표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1

2

5

6

ㄱ

ㄷ

ㄴ

3

A

B

4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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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처리 : 앞 단에서 설정한 데이터 조건을 연산 처리하여 지도, 차트, 테이블로 시각화한다.

(1) 지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지도에서 확인한다. *데이터간 연산은 선택사항이다.

① 결과데이터간 : 분석 데이터가 2개 일 이상일 경우 분석 결과를 재 연산한다.

-기본: 연산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값 표시

-연산: 연산(합산, 증감, 나열, 증감률, 범례결합)이 되는 데이터 값 표시

② 데이터 선택: 연산 할 데이터를 선택한다.

③ 처리방식 선택

-합산: 기본 데이터에 선택된 데이터를 합산한다.

-증감: 기본 데이터에 선택된 데이터 차감을 통한 증감을 확인한다.

-나열:  데이터 값 나열을 통한 추이 확인한다. *나열은 저장된 데이터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증감율(%): 기본 데이터에 선택된 데이터 비교를 통한 증감율을 확인한다.

-범례결합: 기본 데이터에 선택된 데이터의 범례 값을 합산한다. 

④ 공간 연산 처리: ① ② ③에서 설정한 공간 연산을 실행한다.

Ⓐ 결과 데이터 초기화: 공간 연산 결과를 초기화 한다.

Ⓑ 범례 만들기:  분석 데이터의 결과를 가지고 범례를 만든다.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범례는 데이터 균등, 범례5단계이다.

㉠ 범례 설정

-데이터 선택: 범례로 만들 데이터를 선택한다.

-범례 종류: 

• 등간격: 범례 등급에 맞춰 데이터를 일정 하게 나눔

• 데이터균등: 데이터를 균등하게 나눔

• 사용자지정: 사용자가 간격과 등급을 나누어 범례를 만듬

-범례 나누기: 범례를 몇 등급으로 나눌 것이지 선택

-범례색상: 범례색상을 지정한다.

㉡ 확대/축소: 범례 값을 확대, 축소해 볼 수 있다. *데이터가 몰려 있을시 확대해서 확인할 때 유용하다.

㉢ 관리버튼

-범례적용: 설정한 범례를 결과에 적용한다.

-닫기: 범례를 적용하지 않고 창을 닫는다.

Ⓒ 영역 재선택: 기존 데이터 조건은 그대로 두고 경계 선택을 다시 한다.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함.

Ⓓ 데이터별 지도보기 : 앞 단에서 선택한 데이터가 많을 경우 개별 데이터의 결과값을 지도에서

확인한다.

⑤ 지도: 공간분석 결과를 지도로 확인한다.

⑥ 차트: 차트 만들기 단계로 넘어간다.

나. 공간 분석
2) 버퍼·영역선택 분석

04.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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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나. 공간 분석
2) 버퍼·영역선택 분석

3

AB

C

(가) 영역 재선택

: 기존 데이터 조건은 그대로 두고 경계 선택을 다시 한다.

① 영역 재선택: [영역 재선택]버튼을 클릭한다.

② 영역 다시 그리기: 영역을 다시 그린다.

Ⓐ 이전 영역: 이전에 선택했던 영역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난다. 

*이전에 그렸던 영역을 확인하며 새 영역을 그리도록 한다.

Ⓑ 새 영역: 새로 그린 영역은 붉은색으로 그려진다.

③ 바로 적용: [바로적용]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된 영역으로 적용되어 이전 화면(결과처리)으로 돌아간다.

Ⓒ 버튼 모음

-바로적용: 재 선택한 영역을 저장하고 2단계 ‘결과처리＇로 돌아간다.

-확인: 재 선택한 영역을 저장하고 1단계 ‘데이터 선택 및 조건’으로 돌아간다.

-취소: 영역 재선택을 취소하고 이전화면으로 돌아간다.

04.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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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이터 분석

(2) 차트

: 분석결과를 차트로 시각화 한다.

① 그래프 유형 선택: 분석 데이터로 만들 차트를 설정한다.

② X축 필드 선택:  X축 필드를 선택한다.

③ Y축 필드 선택:  Y축 필드를 선택한다.

④ 그래프 그리기: ① ② ③에서 설정한 그래프 설정을 실행한다.

⑤ 그래프 확인: 실행된 그래프를 확인한다.

⑥ 결과 데이터(표): 결과 데이터(표) 확인 단계로 넘어간다.

6

1

2

3

4

5

나. 공간 분석
2) 버퍼·영역선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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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이터 분석

(3) 결과 테이블(표)

: 분석결과를 테이블(표)로 시각화 한다.

① 테이블(표): 분석 데이터로 만들어진 테이블(표)를 확인한다.

② 다음: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1

2

나. 공간 분석
2) 버퍼·영역선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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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이터 분석

나. 공간 분석
2) 버퍼·영역선택 분석

1

다) 저장

: 분석 결과를 저장한다.

① 분석 저장 정보: 분석 결과 저장 정보를 입력한다.

② 저장: 분석 결과를 저장 한다.

③ 테이블 생성 확인: 결과 데이터 테이블 생성을 확인한다.

④ 저장 완료: 저장 완료를 확인한다.

⑤ 다음: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2

4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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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이터 분석

라) 보고서 출력

: 분석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확인 및 출력한다.

① 보고서 제목 입력: 보고서 제목을 입력한다.

② 출력: 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③ 보고서 확인 및 인쇄:  보고서 출력 결과 확인 후 인쇄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한다.

Ⓐ 이전: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

A

1

2

3

나. 공간 분석
2) 버퍼·영역선택 분석



- 111 -

1 2 3

나. 공간 분석
3) 데이터 확인

4

B

3) 데이터 확인

: 공간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를 지도 위에서 확인하는 메뉴이다.

① 데이터 유형 선택: 점 데이터와 면 데이터 중 확인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한다. 

② 데이터 선택: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할 데이터를 선택한다. 

③ 마커 선택: 표시할 데이터 필드를 선택한다.

④ 지도로 불러오기: [지도로 불러오기]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지도 위에 그려진다.

Ⓐ 마커 확인: 지도 위의 포인트를 클릭하면 ③에서 선택한 마커가 나타난다. 

Ⓑ 데이터 확인: ②에서 선택한 데이터의 샘플이 나타난다.

A

04.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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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분석
: 데이터의 통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1) 데이터 선택 및 조건

: 분석할 데이터와 조건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① 데이터 불러오기: [찾기]버튼을 클릭하여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한다.

② 데이터 조건 선택:  분석 할 데이터 조건을 선택한다.(*선택사항)

Ⓐ 값비교: 선택한 필드의 값을 입력한 값과 비교하여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낸다.

Ⓑ 범위: 선택한 필드의 값 중 입력한 범위 내의 값을 찾아낸다.

* 범위 조건은 숫자형인 컬럼만 선택 가능하다. 

* [-]을 통해 조건입력란을 삭제하고, [+추가]버튼을 통해 조건입력란을 추가한다.

Ⓒ 데이터 확인: Ⓐ에서 불러온 데이터의 샘플값을 확인한다.

*샘플 데이터를 보며 Ⓑ의 조건을 설정한다.

③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A

B

C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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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분석
: 데이터의 통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A

B

C
1

2) 분석: 분석할 데이터와 조건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① 변수 선택: 통계에 사용할 변수를 선택한다.

Ⓐ 그룹변수 선택: 조건에 맞는 데이터 값의 그룹으로 사용할 변수 컬럼을 선택한다.

Ⓑ 분석변수 선택: 통계에 사용할 변수 컬럼을 선택한다.

* 분석 변수는 숫자형인 컬럼만 선택 가능하며, 문자형은 비활성화 되어 선택 되지 않는다.

Ⓒ 조회자료 : 1)데이터 선택 및 조건 단계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샘플값을 확인한다.

*샘플 데이터를 보며 Ⓐ Ⓑ의 변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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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분석
: 데이터의 통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A

B

C

2) 분석

② 통계선택: 어떤 통계를 낼지 선택한다. 

Ⓐ 통계치 선택: 사용할 통계치를 선택한다. *다중 선택 가능

Ⓑ 적용: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분석결과가 나타난다.

Ⓒ 통계표 : 선택한 통계치의 결과를 나타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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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분석
: 데이터의 통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A

C

D

3

E

4

2) 분석

③ 그래프 선택: 시각화 할 그래프를 선택한다. 

Ⓐ 통계치 선택: 그래프로 만들 사용할 통계치를 선택한다. 

Ⓑ 그래프 선택: 그래프를 선택 한다.

Ⓒ 적용: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통계 그래프가 나타난다.

Ⓓ 분석 결과: 통계 그래프를 확인한다.

Ⓔ 그래프 저장: 통계 그래프만 저장을 원할 경우 png로 저장 된다.

④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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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분석
: 데이터의 통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3) 저장: 통계 결과를 저장한다.

① 분석 저장 정보: 통계 결과 저장을 위한 저장 정보를 입력한다. 시각화 할 그래프를 선택한다. 

② 저장: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③ 테이블 생성: 통계 결과 테이블 생성을 위한 팝업에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④ 저장확인: 저장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⑤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1

2

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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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분석
: 데이터의 통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4) 보고서: 보고서 미리보기 확인 후 보고서를 저장한다. (*선택사항)

① 보고서 저장: 보고서 저장을 위한 저장 정보를 입력한다. *보고서는 PDF로 저장된다.

Ⓐ 미리보기: 보고서 내용(사용 데이터,변수, 통계종류, 샘플 데이터) 미리보기 이다. 

② 저장: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③ 보고서 생성: 보고서 생성을 위한 팝업에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④ 저장확인: 저장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A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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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크립트 분석
SQL을 이용하여 DB를 분석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가) 스크립트 목록

: 저장해놓은 스크립트의 목록영역으로 스크립트를 검색하고 선택한다.

Ⓐ 스크립트 검색: 스크립트 명과 설명을 검색한다.

Ⓑ 스크립트 목록: 저장 해놓은 스크립트의 이름과 설명이 나타난다.

Ⓒ 스크립트 선택:  스크립트 명을 더블 클릭하면 스크립트 입력창에 해당 스크립트가 입력된다.

*LBDMS에서 사용하는 DB는 포스트그레 임으로, 포스트그레 SQL을 사용하여야 한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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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 분석

: 스크립트를 입력하여 테이블 생성, 분석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

Ⓐ 자주 사용하는 쿼리: 자주 사용하는 쿼리를 선택하면 스크립트가 자동 입력된다. *뒷장에서 상세 설명

Ⓑ 스크립트 입력란:  스크립트를 입력한다.

Ⓒ 작업 버튼 모음:  

-실행: 입력한 쿼리문을 실행시킨다.

-스크립트 저장 및 작업만들기: 스크립트 저장 및 작업만들기 팝업 생성한다.

*저장된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목록과 내 데이터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장된 작업은 분석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러오기: 사용 할 쿼리 불러오기 팝업 생성한다.  

*왼쪽에 스크립트 목록에서 더블클릭으로도 불러올 수 있으나 상세검색이 필요할 경우 불러오기를 사용한다.

-새 쿼리: 새 쿼리를 입력하기 위해 입력된 쿼리와 실행결과를 초기화 한다.

A

B

C

04. 데이터 분석

라. 스크립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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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사용하는 쿼리 종류: 자주 사용하는 쿼리를 선택하면 스크립트가 자동 입력된다.

-데이터 조회

A테이블에서 10개 가져오기 SELECT * FROM {A} LIMIT 10

A테이블에서 B 항목이 C와 같은 10개 가져오기 SELECT * FROM {A} WHERE {B} = {C} LIMIT 10 

A테이블에서 B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10개 가져오기 SELECT * FROM {A} ORDER BY {B} LIMIT 10

- 데이터 수정

A테이블에 D컬럼을 E로 변경 UPDATE {A} SET {D} = {E}

A테이블에 B값이 C인 데이터의 D를 E로 변경 UPDATE {A} SET {D} = {E} WHERE {B} = {C}

- 데이터 삭제

A테이블에 레코드 전체 삭제 DELETE FROM {A} 

A테이블에 B컴럼의 값이 C인 레코드 삭제 DELETE FROM {A} WHERE {B} = {C} 

- 데이터 입력

A테이블에 B,C,D 컬럼을 E,F,G 라는 값으로 입력 INSERT INTO {A} ( {B}, {C}, {D} ) VALUES ( {E},{F},{G} )

B테이블의 X,Y,Z 컬럼을 A 테이블의 E,F,G 로 입력 INSERT INTO {A} SELECT {X},{Y},{Z} FROM {B} AS T ({E},{F},{G})

-공간 분석

점과 면 사이 중첩검사
select * from {A}as a
inner join {B} as b
on st_contains(a.{geom_column}, st_setsrid(st_makepoint(b.{x_column},b.{y_column}),5179))

두 점 사이 거리 (point)
SELECT ST_Distance(
ST_GeomFromText('POINT({A} {B})',5179),
ST_GeomFromText('POINT({C} {D})',5179));

두 점 사이 거리 (geometry column)
SELECT ST_Distance(
a.{geom},b.{geom}) as distance FROM {A} as a
INNER JOIN {B} as b
on (1=1)

데이터 하나에 대한 min, max 좌표 구하기
SELECT ST_ASTEXT(ST_MAKEPOINT(
ST_XMIN(ST_ENVELOPE({geom_column})),
ST_YMIN(ST_ENVELOPE({geom_column})))) AS min,
ST_ASTEXT(ST_MAKEPOINT(
ST_XMAX(ST_ENVELOPE({geom_column})),
ST_YMAX(ST_ENVELOPE({geom_column})))) AS max
FROM {A} LIMIT 1

전체 데이터의 min, max 좌표 구하기
SELECT
ST_ASTEXT(ST_MAKEPOINT(ST_XMIN(ST_EXTENT({geom_column})),
ST_YMIN(ST_EXTENT({geom_column})))) AS min,
ST_ASTEXT(ST_MAKEPOINT(ST_XMAX(ST_EXTENT({geom_column})),
ST_YMAX(ST_EXTENT({geom_column})))) AS max
FROM {A}

라. 스크립트 분석

04. 데이터 분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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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결과

: 스크립트 실행 결과를 확인한다 .

Ⓐ 결과 : 실행 결과를 테이블 확인한다.

Ⓑ 데이터 Pivot:  클릭시 데이터 Pivot페이지로 이동한다.

* 결과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Pivot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장에.

Ⓒ 실행결과 다운로드

: 결과 데이터 테이블을 다운로드 한다.

A

B C

라. 스크립트 분석

04. 데이터 분석



- 122 -

라) 데이터 Pivot:  데이터의 좌우축을 이동하여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한다.

Ⓐ 시각화 종류 선택: 테이블,표 막대 그래프, 히트맵, Row 히트맵, Col 히트맵 중 시각화 종류를

선택한다.

Ⓑ 계산방법 선택: 데이터 계산방법을 선택한다.

*계산방법: 계산, 고유 값을 나열, 고유한 값을 나열, 합계, 정수 합, 평균, 최소값, 최대값

Ⓒ 가로축: 가로축에 넣을 데이터를 드레그로 옮겨 놓을 수 있다.

Ⓓ 안 쓰는 항목 분류: 시각화에 쓰이지 않는 데이터 컬럼을 모아놓는다. 여기서 분석에 사용할 컬럼을

드래그하여 가로,세로축으로 이동시킨다.

Ⓔ 세로축: 세로축에 넣을 데이터를 드레그로 옮겨 놓을 수 있다.

Ⓕ 결과: 시각화 결과가 나타난다.

04. 데이터 분석

라. 스크립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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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차트

: 스크립트 실행 결과를 시각화 한다 .

Ⓐ x, y축 컬럼 선택 : 그래프의 x, y축이 될 컬럼을 선택 한다.

Ⓑ 시각화 종류 선택:  시각화할 차트종류(막대차트, 라인차트, 파이차트)를 선택한다.

Ⓒ 새로고침: 이전 시행 결과를 초기화 하고 새 스크립트의 실행 결과를 반영한다.

Ⓓ 차트 확인: 시각화 결과를 확인한다.

04. 데이터 분석

라. 스크립트 분석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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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도

: 스크립트 실행 결과를 시각화 한다 .

Ⓐ 위경도 컬럼 선택 : 위도, 경도 값이 있는 컬럼을 선택 한다.

Ⓑ 마커:  각 포인트에 나타낼 마커 컬럼을 선택한다. 

Ⓒ 지도: 실행 결과가 지도위에 나타난다.

Ⓓ 포인트 클릭: 지도 위 포인트 클릭시 마커 정보가 나타난다.

04. 데이터 분석

A

라. 스크립트 분석

B

C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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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테이블 조회: 테이블을 조회하고 확인한다 .

Ⓐ 테이블 목록: 테이블 목록을 조회한다.

Ⓑ +테이블 생성: 새 테이블을 생성한다.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

Ⓒ 테이블 등록: 쿼리를 통해 생성된 테이블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

Ⓓ 분류 및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테이블 목록을 조회한다.

Ⓔ 테이블 목록:  조회된 테이블 목록이 나타난다.

* 테이블 더블 클릭: 테이블 상세 정보와 컬럼 목록 나타남.

* 테이블 드래그: 테이블을 드래그해서 스크립트 입력창에 가져다 놓으면 해당 테이블 선택 스크립트가

입력됨.

Ⓕ 테이블 관리: 테이블 선택 후 마우스 우 클릭시 테이블 삭제, 100개 조회, 상세보기, 복사 메뉴가

나타난다.

*복사된 테이블은 ‘원본테이블_copy’가 되어 목록에 추가된다.

Ⓖ 컬럼 목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선택한 테이블의 컬럼 목록이 나타난다.

Ⓗ 다운로드: 컬럼목록을 다운로드한다.

04. 데이터 분석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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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 스크립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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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테이블 생성: 테이블을 생성한다.

① 테이블 생성 정보: 테이블 생성을 위한 기본 설정 정보를 입력한다.

② 테이블 내용 만들기: 컬럼리스트를 만들고 내용이 될 데이터와 구분자를 입력한다.

Ⓐ 컬럼리스트: 테이블의 컬럼을 만든다. 

-[추가][삭제]: 컬럼을 추가하거나 선택한 컬럼을 삭제한다.

-필드 가져오기:  컬럼명만 따로 모아둔 컬럼명 파일을 가져와서 컬럼명을 자동 입력한다.

Ⓑ 데이터 선택: [찾기]버튼을 클릭하여 테이블의 내용을 구성 할 데이터 파일을 선택한다.

Ⓒ 구분자: 데이터의 구분기호를 입력한다.

Ⓓ 첫 줄 무시: 테이블의 데이터가 되는 파일의 첫 줄이 데이터가 아닌 항목의 나열일 경우 첫 줄의 데

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다.

③ 같은 테이블 존재 시: 생성될 테이블과 같은 이름의 테이블의 존재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덮어쓰기: 새로 만드는 테이블로 기존 테이블을 덮어쓰기 함.

-저장안함: 새로 만드는 테이블을 저장하지 않음.

④ 생성: 테이블 생성을 실행한다.

04.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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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크립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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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테이블 등록: 시스템에 미 등록된 테이블을 등록시킨다.

*스크립트를 이용해 만든 테이블은 생성 후 시스템 등록과정을 거쳐야만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합니다.

① 미등록 테이블 선택: 미등록 테이블 목록에서 등록할 테이블을 선택(체크)한다.

Ⓐ 검색: 테이블명 검색을 통해 미등록 테이블을 검색한다.

② 선택: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미등록 테이블 선택이 완료되고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③ 테이블 등록: 테이블 등록 정보를 입력한다.

④ 등록: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시킨다.

⑤ 등록 확인: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테이블 등록을 확인시킨다.

⑥ 등록 완료 확인: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완료 확인을 한다.

04. 데이터 분석

라. 스크립트 분석

2
4

5 6

3

1

A



- 128 -

04. 데이터 분석

마. 분석 정보
: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설정정보를 확인, 관리(생성, 복사, 삭제, 수정)하는 메뉴이다.

1) 데이터 분석정보

가) 전체 분석 정보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분석 설정을 찾을 수 있다.

-분류: 분석 종류, 출처, 분류, 기간

-검색: 업무명, 설명, 태그, 사용자

Ⓑ 분석 설정 목록: 스크립트 분석 설정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템플릿을 통해 이루어진 공간, 통계분석은 1회성임으로 확인할 수 없다.

Ⓒ 관리 버튼 모음:

-복사: 선택한 분석 설정을 복사한다. *복사된 설정은 ‘원 설정 이름+복사본’으로 목록에 추가된다.

-삭제: 선택한 분석 설정을 삭제 한다.

-실행: 선택한 분석 설정을 실행한다.

Ⓓ 분석이름: 클릭시 분석정보 상세보기페이지로 이동한다.

Ⓔ 사용자: 클릭시 해당 분석을 저장한 사용자의 상세정보 페이지로 이동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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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이터 분석

마. 분석 정보
1) 데이터 분석정보

나) 데이터 분석정보 상세보기

Ⓐ 설정정보: 설정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 스크립트 확인:  분석 스크립트를 확인한다.

Ⓒ 관리 버튼 모음:

-저장: 수정사항을 저장한다.

*수정이 감지되면 저장 완료 전까지 실행버튼은 비활성화 된다.

-실행: 선택한 분석 설정을 실행 시킨다.

-목록: 목록으로 돌아간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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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분석 이력
데이터 분석 작업이 실행된 이력 및 결과 확인, 조회, 관리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1) 분석 정보 목록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스크립트 분석 설정을 찾을 수 있다.

-분류: 분석 종류, 출처, 분류, 상태, 기간

-검색: 업무명, 데이터명, 설명, 태그, 사용자

Ⓑ 분석 이력 목록: 스크립트 분석 실행 이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실행 상태 별 목록 모음:  실행 상태 별로 목록을 볼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작업 취소: 선택한 작업을 취소시킨다. * 진행 중인 작업만 취소시킬 수 있다.

-삭제: 선택한 분석 이력을 삭제 한다 *이력만 삭제되고 설정과 데이터는 남아있다.

Ⓔ 분석 이름: 클릭시 분석 이력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사용자: 클릭시 해당 분석을 실행한 사용자의 상세정보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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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분석 이력
데이터 분석 작업이 실행된 이력 및 결과 확인, 조회, 관리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2) 분석이력 상세보기

Ⓐ 분석이력 정보: 분석이력 정보를 확인한다.

Ⓑ 목록:  분석이력 목록으로 돌아간다.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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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분석 데이터
데이터 분석 작업이 실행된 이력 및 결과 확인, 조회, 관리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가) 전체 데이터 목록

: 분석작업을 통해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 분류와 검색: 분류와 검색을 통해 설정을 찾을 수 있다.

-분류: 저장종류(전체, DB, 파일), 기관, 테마

-검색: 저장명, 설명

Ⓑ 전체 분석 데이터 목록: 분석 데이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다운로드: 선택(체크박스)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다.

-삭제: 선택(체크박스)한 데이터를 삭제 한다.

Ⓓ 이름: 클릭시 해당 데이터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 사용자: 클릭시 사용자 정보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A

CB

ED



- 133 -

사. 분석 데이터
데이터 분석 작업이 실행된 이력 및 결과 확인, 조회, 관리하는 메뉴이다.

04. 데이터 분석

나) 데이터 상세보기

: 분석 완료된 데이터 상세보기 페이지이다.

Ⓐ 테이블 정보: 테이블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 테이블 내용: 테이블의 샘플데이터를 볼 수 있다.

Ⓒ 관리 버튼 모음:

-저장: 수정사항을 저장한다.

-목록: 목록으로 돌아간다.

A

B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