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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스리 기술지원본부 

ArcGIS Earth 1.0 출시 안내 

Software:   ArcGIS Earth 1.0 

Platforms:  Windows  

 

 

개요 

지난 2016년 1월 14일, ArcGIS Earth 1.0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ArcGIS Earth는 경량의 사용하기 

쉬운 64-bit Windows 데스크톱 앱으로, KML 및 ArcGIS 서비스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2D 및 3D로 

누구나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글어스 Enterprise API 서비스 제공 종료에 따라 많은 고객들의 서비스 유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ArcGIS Earth는 구글어스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ArcGIS 제품과 연동/확장하여 사용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효용성이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고

객과의 상호 피드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GIS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GIS 정

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ArcGIS Earth를 통해 지역 탐색 및 GIS 파일 공유, 지도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 재직자나 연구원은 자신의 강의 또는 연구과정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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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및 다운로드 

1. 무료 다운로드 www.esri.com/earth 

2. 일반 무료 계정으로 공개된 데이터 이용 가능. ArcGIS Online 기관 계정이나 Portal for 

ArcGIS에 내부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로그인 필요 

3. 현재 버전에서는 영문 버전만 제공 

 

특징 

1. KML/KMZ 및 쉐이프파일을 3D로 디스플레이 

2. 피처, 맵, 이미지, 씬 서비스를 포함하는 Esri REST 서비스와 연결 

3. Esri 베이스맵 사용 가능 

4. 좌표, 거리, 면적 측정  

5. 이미지 저장 및 이메일로 공유 가능 

6. Web Mercator 및 WGS84 GCS 투영법 지원 

7. ArcGIS 플랫폼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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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지원 내용 

1. OGC WMS 및 WMTS 지원 

2. KML 및 쉐이프파일 내보내기 

3. 그리기와 측정 기능 향상 

4. 타임슬라이더 및 맵 투어 

5. 오프라인 작업 지원 

6. 모바일 버전 

7.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API 

8. iMac 버전 추후 출시 

 

 

 

 

 

 

 

 

 

자세한 정보 

 GeoNet 포럼 - https://geonet.esri.com/groups/arcgis-earth 

 Twitter - @ArcGISEarth 

 제품 웹페이지 - http://www.esri.com/earth 

 도움말 - http://doc.arcgis.com/en/arcgis-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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