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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cGIS Pro의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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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ArcGIS Pro는 ArcGIS 플랫폼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지리 정보 데이터의 통합, 시각화, 분석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데스크탑 GIS 애플리케이션입니

다. ArcGIS Pro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로 인쇄하거나 게시될 수 있는 고품질의 지도 및 의미 있는 지리정보 서비스 생성 

- 다양한 데이터 포맷 활용, 강력한 분석 도구 및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공간 패턴, 추세 및 

관계 식별 

- GIS 포털을 활용한 지도, 이미지, 서비스 및 기타 콘텐츠의 탐색, 게시, 공유 

- 데이터 위치 (클라우드/온프레미스) 실시간 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공

간 데이터 관리 

 

ArcGIS Pro를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 요구사항, ArcGIS Desktop 라이선스 레벨,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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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 

[운영 시스템] 

운영 시스템 업데이트/서비스 팩 버전 

Windows 10 Home, Pro, and Enterprise (64 bit) 업데이트 일자: 2018 년 05 월 

Windows 8.1 Pro and Enterprise (64 bit) 업데이트 일자: 2018 년 05 월 

Windows 7 Ultimate, Professional, and Enterprise (64 bit) 업데이트 일자: 2018 년 05 월 

Windows Server 2016 Standard and Datacenter (64 bit) 업데이트 일자: 2018 년 05 월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and Datacenter (64 bit) 업데이트 일자: 2018 년 05 월 

Windows Server 2012 Standard and Datacenter (64 bit) 업데이트 일자: 2018 년 05 월 

Windows Server 2008 R2 Standard, Enterprise, and Datacenter (64 bit) 업데이트 일자: 2018 년 05 월 

(* ArcGIS Pro 2.2 기준) 

[하드웨어] 

항목 요구 사양 

CPU 최소 사양: Hyper threaded Dual Core 

권장 사양: Quad Core 

최적 사양: 2x Hyper threaded Deca Core 

프랫폼 SSE2 Extension (64 bit) 

메모리 최소 사양: 4 GB 

권장 사양: 8 GB 

최적 사양: 16 GB 이상 

디스플레이 설정 24 bit Color 

해상도 일반 사이즈 (96 dpi)에서 1024 x 768 이상 

디스크 공간 최소 사양: 32 GB 

권장 사양: 32 GB 이상 (SSD) 

 

[소프트웨어] 

항목 요구 사양 

.NET 프레임워크 .NET 프레임워크 4.6.1 버전 이상 

Internet Explorer Internet Explorer 11 이상 

 

ArcGIS Desktop 라이선스 레벨 

ArcGIS Desktop 라이선스 레벨은 Basic, Standard, Advanced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이선스 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능 Basic Standard Advanced 

Basic: 맵 생성, 대화형 시각화, 공간 분석 

파일,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리소스를 활용한 대화형 맵/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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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프로세스 또는 워크플로를 시각적으로 모델링하고 공간 분석 o o o 

기본 공간 분석 도구에 대한 접근(ex. 중첩, 근접성, 요약) o o o 

공간 패턴, 군집, 관계를 분석하는 통계 도구에 대한 접근 o o o 

자동 데이터 관리 도구에 대한 접근 o o o 

스크립팅, 지오프로세싱, 파이썬 이용한 기타 작업 실행 o o o 

GPS 위치를 포함하는 Street level 맵 생성 o o o 

CAD 데이터, 위성/항공 영상 보기 o o o 

차트를 사용하여 범주, 관계, 배포, 데이터 변화 시각화 o o o 

웹, 앱, 소셜 미디어에서 패키지/서비스로 생성된 맵과 프로

젝트를 게시하고 공유 

o o o 

페이지 레이아웃을 생성, 구성, 출력 o o o 

Standard: 다중 사용자 편집, 고급 데이터 관리 

완전한 GIS 데이터 편집  o o 

다중 사용자 엔터프라이즈 지오데이터베이스 편집  o o 

연결이 끊긴 편집 도구 사용  o o 

데이터 기록 스냅샷으로 저장  o o 

품질 관리 자동화  o o 

스캔된 맵을 이용한 공간 데이터 생성  o o 

워크플로 및 작업 할당 관리  o o 

Advanced: 고급 분석, 지도 제작, 데이터베이스 관리 

고급 GIS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o 

고품질 맵 생성   o 

고급 데이터 변환 및 생성   o 

고급 피처 조작 및 처리   o 

CAD, 래스터, dBASE, 커버리지 형식으로 변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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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어 

 레이어(Layer): 맵 또는 씬을 구성하는 공간 데이터 

 베이스맵(Basemap): 레이어의 지리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하단에 기본으로 표

시되는 지도 

 지오프로세싱(Geoprocessing): 공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 및 프레임워크로 공간

분석 실행 및 GIS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레이아웃(Layout): 지도와 제목, 범례, 텍스트와 같은 요소를 배치 

 맵(Map): 공간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2차원에서 표시 및 작업하는 프로젝트 항목 

 포털(Portal): ArcGIS Online 또는 ArcGIS Enterprise에 대한 연결로 포털을 이용하여 작업 

파일 공유 또는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콘텐츠 사용 가능 

 프리셋 레이어(Preset Layers): ArcGIS Pro에 있는 사전 설정 레이어로 데이터 소스가 필요 

 프로젝트(Project): 지리 데이터 셋, 지도, 레이아웃, 도구, 설정, 리소스가 저장된 파일

(.aprx) 

 씬(Scene): 공간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에서 표시 및 작업하는 프로젝트 항목으로 

글로벌 뷰 또는 로컬 뷰로 시각화 가능 

 작업(Task): 단계별로 사전에 구성된 워크플로 제공 

 뷰(View): 응용프로그램의 기본 작업 영역을 나타내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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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Figure 1>과 같이 리본 메뉴, 뷰, 창으로 구성됩니다. 

 

Figure 1. 사용자 인터페이스 

 

① 리본 메뉴(The ribbon): 사용자 편의를 위한 메뉴로 윈도우 상단에 기능 및 도구를 탭으

로 표시하고 구성 

② 뷰(View): 데이터 시각화 및 작업 영역을 나타내는 창 

③ 창(Pane): 리본 메뉴에 있는 기능 외 추가적인 명령, 설정 및 도구를 포함하고, 고정이 가

능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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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본 메뉴(The ribbon) 

도구 및 기능이 일련의 탭으로 표시된 리본 메뉴는 <Figure 2>와 같이 8개의 탭으로 분류된 핵심 

탭(Core Tab) 및 활성 뷰에 따라 표시되거나 사라지는 상황별 탭(Context Tab)으로 구성됩니다. 

 

 

Figure 2. 리본 메뉴 

 

① 프로젝트(Project): 프로젝트 관리 및 옵션 설정 

② 맵(Map): 레이어 관리, 클립보드, 선택 등 지도와 관련된 작업 수행 

③ 삽입(Insert): 프로젝트의 맵 또는 레이아웃, 레이어 템플릿, 스타일, 즐겨찾기 지정 

④ 분석(Analysis): 벡터 또는 래스터 데이터 연산을 통한 분석 제공 

⑤ 보기(View): 보기 유형을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의 데이터 탐색 가능 

⑥ 편집(Edit): 피처 및 속성을 생성, 수정, 삭제 등 편집 

⑦ 이미지(Imagery): 정사영상 매핑, 래스터 데이터 분석, 이미지 분류 등 영상 및 이미지 관

련 작업 수행 

⑧ 공유(Share): 작업이 수행된 프로젝트 및 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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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뷰(View) 

작업 영역을 나타내는 뷰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맵, 씬, 레이아웃, 차트 등 다양한 유형의 뷰를 

동시에 열 수 있으나 한 개의 뷰만 활성화 가능합니다. 

 

 

Figure 3. 뷰 

 

① 활성 뷰 탭(Active View Tab): 탭에 열려있는 작업 중 선택된 뷰로 한 번에 하나의 뷰만 

활성이 가능  

② 맵 뷰(Map View): 활성 뷰가 포함하고 있는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 

  



Last Updated: 2018-06 

 Page 12 / 43          Copyright 2018 © Esri Korea. All rights reserved. 

4) 창(Pane) 

리본 메뉴에 있는 기능 및 명령을 포함한 정보가 표시되고, 대표적으로 콘텐츠 창, 카탈로그 창, 

지오프로세싱 창이 있습니다. 

 

 

Figure 4 창 

 

① 콘텐츠 창(Contents Pane): 맵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데이터 목록 

② 카탈로그 창(Catalog Pane):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명령 및 프로젝트 항목의 인벤토리

를 나타냄 

③ 지오프로세싱 창(Geoprocessing Pane): ArcGIS Pro에 설치된 지오프로세싱 도구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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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rcGIS Pro 도구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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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차원 도구(Multidimension Tools) 

다차원 데이터에서 동작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고, 이 도구를 사용하여 NetCDF 래스터 레이어, 

피처 레이어, 테이블 뷰 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Figure 5. 다차원 도구 

 

- NetCDF 래스터 레이어 만들기: netCDF 파일로 래스터 레이어 제작 

- NetCDF 피처 레이어 만들기: netCDF 파일로 피처 레이어 제작 

- NetCDF 테이블 뷰 만들기: netCDF 파일로 테이블 뷰 제작 

- OPeNDAP 래스터 레이어 만들기: OPeNDAP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로 래스터 레이어 제작 

- 래스터를 NetCDF로: 래스터 데이터셋을 netCDF 파일로 변환 

- 차원 기준 선택: 차원 값 기반으로 netCDF 레이어 표시 또는 netCDF 테이블 뷰 업데이트 

- 테이블을 NetCDF로: 테이블을 netCDF로 변환 

- 피처를 NetCDF로: 포인트 피처 클래스를 netCDF 파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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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관리 도구(Data Management Tools) 

피처 클래스, 데이터셋, 레이어 및 래스터 데이터 구조를 개발, 관리,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 모음을 제공 

 

Figure 6. 데이터 관리 도구 

 

- 아카이빙: 지오데이터베이스 아카이빙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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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지오데이터베이스의 첨부파일을 관리 

- 속성 규칙: 지오데이터베이스의 속성 규칙을 관리 

- 데이터 비교: 데이터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비교하여 변경 사항에 대한 식별 가능 

- 분산형 지오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지오데이터베이스 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 도메인: 여러 속성 필드에서 사용 가능한 값의 범위를 정의 

- 피처 클래스: 기본 피처 클래스 관리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도구 

- 피처: GIS 데이터 기반의 피처를 관리 및 생성하고, 지오메트리 유형 변환 등 도구 포함 

- 필드: 피처 클래스의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한 도구 

- 파일 지오데이터베이스: 저장소 요구사항을 줄이기 위해 벡터 파일 지오데이터베이스 피처 클래

스 및 테이블을 읽기 전용 형식으로 압축 가능 

- 일반: 일반적인 데이터 관리 연산을 수행하는 도구 

- 일반화: 피처를 집계하거나 제거하여 데이터를 간략화 

- 지오데이터베이스 관리: 다양한 지오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포함 

- 인덱스: 인덱스 생성 및 제거 가능 

- 조인 및 릴레이트: 레이어 및 테이블 뷰 사이의 조인 또는 릴레이트를 지원 

- LAS 데이터셋: LAS 데이터셋 관리 및 생성 

- 레이어 및 테이블 뷰: 레이어, 레이어 파일, 테이블 뷰를 생성하고 제작 가능 

- 패키지: 작업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하는 도구를 제공 

- 사진: 디지털 사진 파일을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 

- 투영 및 변환: 지리적 데이터의 맵 투영을 다른 투영으로 변환하는 도구 

- 래스터: 래스터 데이터 관리 및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 제공 

- 릴레이션십 클래스: 지오데이터베이스의 객체 간 관계를 정의 

- 샘플링: 위치 또는 집계된 영역을 샘플링하는 도구를 제공 

- 하위 유형: 피처에 대한 하위 유형으로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도구 

- 테이블: 지리적 피처에 대한 데이터를 열과 행의 집합으로 표현 

- 타일 캐시: 타일 캐시를 생성, 관리, 가져오기, 내보내기하는 도구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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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폴로지: 지오데이터베이스 위상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도구 

- 버전: 여러 사용자가 지오데이터베이스의 지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버전 관리를 지원 

- 작업 영역: ArcGIS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소 구조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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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환 도구(Conversion Tools) 

변환 도구는 데이터의 형식을 다양하게 변환하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포함합니다.  

 

 

Figure 7. 변환 도구 

 

- 엑셀: 엑셀 파일을 테이블 간에 변환 

- GPS에서: GPS 수신기에서 피처로 변환 

- 래스터에서: 래스터 데이터셋을 다른 데이터 구조로 변환 

- 웹 피처 서비스에서(WFS): WFS에서 피처 클래스로 변환 

- JSON: 피처클래스를 JSON으로 변환 및 JSON을 피처클래스로 변환  

- KML: KML을 피처클래스로 변환 및 피처클래스를 KML로 변환 

- CAD로: 지오데이터베이스 피처를 CAD 형식으로 변환 

- Collada로: 다중패치 피처를 Collada 형식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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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ASE로: 속성키를 사용하여 쉐이프파일 피처에 조인할 수 있는 속성을 저장하도록 지원 

- 지오데이터베이스로: 지오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고 쓰는 도구가 포함 

- 지오패키지로: 데이터셋을 OGC GeoPackage 형식으로 변환 

- 래스터로: ASCII, DEM, 피처, 포인트, 폴리곤 등과 같은 파일을 래스터 데이터셋으로 저장 

- 쉐이프파일로: 하나 이상의 피처 클래스 또는 레이어의 피처를 쉐이프파일의 폴더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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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도구(Analysis Tools) 

분석 도구는 기본적인 GIS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를 포함합니다.  

 

 

Figure 8. 분석 도구 

 

- 추출: 선택된 피처 클래스 또는 테이블의 속성 및 피처를 추출 

- 중첩: 다중 피처 클래스를 중첩하는 기능으로 공간 피처의 결합, 제거, 수정, 업데이트 지원 

- 페어 중첩: 중첩 도구의 대안으로 제공되는 도구 

- 인접성: 하나 이상의 피처 클래스 간의 근접성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도구 

- 통계: 속성에 대한 표준 통계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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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버 도구(Server Tools) 

웹 레이어 및 웹 맵을 관리하는 도구로, 서버를 통한 데이터 추출, 프린팅 등을 지원합니다.  

 

 

Figure 9. 서버 도구 

 

- 캐싱: 웹 타일 레이어를 빠르게 표시하기 위해 캐시 생성 및 관리 

- 데이터 추출: ArcGIS Server 지오프로세싱 서비스로 고급 클립, 압축 등을 구현 

- 인쇄: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쉽게 인쇄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발행: 웹 레이어를 준비하고 공유하는 도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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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형 참조 도구(Linear Referencing Tools) 

선형 참조 시스템은 기존 라인을 따라 상대 위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고속도로, 철도, 강, 파이프 라인, 수도 및 하수도 네트워크와 같은 선형 피처에 대한 데이터를 수

집하는 기관은 이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Figure 10. 선형 참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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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공간 패턴 마이닝 도구(Space Time Pattern Mining Tools) 

시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분포 및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포인트 집계를 이용한 시공간 

큐브 생성, 핫스팟 생성, 이상치 분석 등 도구를 포함합니다. 

 

 

Figure 11. 시공간 패턴 마이닝 도구 

 

- 유틸리티: NetCDF 큐브에 저장된 변수들을 시각화 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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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틸리티 네트워크 도구(Utility Network Tools) 

유틸리티 네트워크를 생성, 구성,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포함합니다.  

 

 

Figure 12. 유틸리티 네트워크 도구 

 

-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관리 및 다이어그램 템플릿 구성  

- 운영 관리: 유틸리티 네트워크를 관리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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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도 제작 도구(Cartography Tools) 

지도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Figure 13. 지도 제작 도구 

 

- 일반화: 피처를 간략화하고 정제하는 도구 

- 그래픽 충돌: 심볼화된 피처들의 그래픽 충돌을 감지하고 해결 

- 마스킹: 충돌하는 피처 심볼을 어둡게 하여 지도의 품질 향상을 지원 

- 맵 시리즈: 맵 시리즈에서 사용할 인덱스 레이어를 만들고 준비하는 도구 

- 애노테이션: 주석 워크플로를 자동화를 지원 

- 지도 정제: 심볼의 정렬 및 배열을 조정하고 브리지 및 터널 피처를 생성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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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오코딩 도구(Geocoding Tools) 

지오코딩은 참조 자료에 있는 위치 요소와 비교하여 위치를 할당하고 좌표 값 형태로 위치를 지

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주소 로케이터 생성, 주소 재일치, 주소 표준화 등 관련된 도구를 포함합

니다. 

 

 

Figure 14. 지오코딩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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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편집 도구(Editing Tools) 

편집 도구는 피처 클래스의 모든 피처 또는 선택된 피처에 대한 일괄 편집 적용을 지원합니다. 

 

 

Figure 15. 편집 도구 

 

- 융합: GIS 데이터는 많은 소스에서 불러오는데, 이러한 데이터 소스 간의 공간 및 속성 차이로 발

생하는 데이터 불일치에 대해 조정, 분석, 매핑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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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간 통계 도구(Spatial Statistics Tools) 

공간 통계 도구는 공간 분포, 패턴, 프로세스,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

공간 통계 방법과 달리 근접성, 영역, 연결성과 같이 공간의 특성을 연산에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Figure 16. 공간 통계 도구 

 

- 공간 관계 모델링: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데이터 관계를 모델링하거나 공간 가중치 행렬을 구성 

- 군집 매핑: 비슷한 특징을 가진 피처를 식별하고 그룹화하는 도구로 핫 스팟, 콜드 스팟, 아웃 라

이어 등을 발견하는데 사용 

- 유틸리티: 컴퓨팅 영역, 최단 거리 평가 등 다양한 기능의 유틸리티 도구를 수행 

- 지리적 분포 측정: 피처의 지리적 위치, 분포 정도를 측정하여 특성 값 계산 

- 패턴 분석: 피처 또는 피처와 연관된 값이 군집, 분산, 랜덤 공간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지 평가하

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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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D 분석(3D Analyst Tools)*   

3D 분석 도구는 표면 모델 및 3차원 벡터 데이터에서 다양한 분석,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변환 작

업을 제공하는 도구 모음으로 래스터, 지형, 불규칙 삼각망(TIN), LAS 데이터 셋 형식을 제공합니

다. 3D 데이터는 콜라다(COLLADA), 라이더(Lidar), 스케치업(SketchUp), 오픈플라이트(OpenFlight)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기하 관계 및 피처 속성 분석, 래스터, TIN 모델 보

간, 표면 속성 분석은 3D 분석 도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Figure 17. 3D 분석 도구 

 

- 3D 피처: 기하적 속성 및 3차원 피처 간의 관계를 평가 

- 시티엔진: 시티엔진에서 작성한 규칙으로 3d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도록 함 

- 변환: 피처클래스, 파일, LAS 데이터셋, 래스터, TIN, 지형 등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 

- 데이터 관리: 지형, TIN, LAS 데이터셋을 관리하고 생성 

- 기능적 표면: 래스터, 지형, TIN 표면의 고도 정보를 평가하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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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스터 보간: 주어진 샘플 포인트의 집합을 통해 연속적인 래스터 표면을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보간 도구를 제공 

- 래스터 계산: 래스터 데이터셋의 수학 연산을 수행 

- 래스터 재분류: 래스터 데이터의 재분류가 가능한 도구 

- 래스터 표면: 등고선, 경사면 방향 등 래스터 데이터의 표면 속성을 결정할 수 있는 분석 도구 제

공  

- 불규칙 표면: TIN, 지형, LAS 데이터셋 등 표면 속성의 결정할 수 있는 분석 도구 제공   

- 가시성: 다양한 관찰자 기능 및 장애물 소스를 사용하여 가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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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항공 도구(Aviation Tools)* 

항공 도구는 다양한 사양에 따라 장애물 식별 표면(OIS; Obstruction Identification Surface)을 생성

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Figure 18. 항공 도구 

 

- 비행: 비행 도구 세트에는 장애물 식별 표면을 검사하고 생성하는 도구가 포함 

  



Last Updated: 2018-06 

 Page 32 / 43          Copyright 2018 © Esri Korea. All rights reserved. 

15) 비즈니스 분석 도구(Business Analyst Tool)* 

비즈니스 분석 도구 상자는 시장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GIS 작업 기능을 포함하며, 인구 통계 보

고, 고객 및 경쟁 업체 배포 검토, 주요 거래 영역 식별, 데이터 변수 시각화 등을 수행합니다.  

 

 

Figure 19. 비즈니스 분석 도구 

 

- 분석: 시장 영역, 고객 배포, 매장, 시설물 네트워크의 인구 통계의 속성을 평가하는 도구 

- 보고서: 표준 인구 통계 또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 순위, 공간 

분석, 현장 위치, 고객 분포, 표준 인구 통계 보고서를 작성 

- 상권: 고객 및 경쟁사 위치, 관리 영역, 도로 네트워크 및 거리, 인구 통계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장 영역을 분석하는 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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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데이터 상호운용성 도구(Data Interoperability Tools)* 

데이터 상호운용성 도구는 Safe Software의 FME 기술을 사용하여 지오프로세싱 프레임워크 내에

서 실행되는 공간 추출, 변환, 로드(ETL) 도구입니다. 

 

 

Figure 20. 데이터 상호운용성 도구 

 

- 빠른 내보내기: 하나 이상의 입력 피처 클래스 또는 입력 레이어를 ArcGIS 데이터 상호운용성 익

스텐션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환 

- 빠른 가져오기: ArcGIS 데이터 상호운용성 익스텐션이 지원하는 모든 형식의 데이터를 피처 클래

스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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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데이터 검토 도구(Data Reviewer Tools)* 

ArcGIS 데이터 검토 익스텐션은 ArcGIS에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를 추가하였으며, 배치 작

업에 포함된 공간 관계 및 무결성을 테스트하는 다양한 검사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

하고, 발견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Figure 21. 데이터 검토 도구 

 

-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가 기관의 제품 사양, 비즈니스 규칙을 준수하는 데 사용 가능한 도구 

- 결과 관리: 배치 작업 결과는 검토 작업 영역의 세션에 저장되며 샘플 및 피처 클래스 결과 등 

유형별 또는 다른 시점의 데이터 상태를 확인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성   



Last Updated: 2018-06 

 Page 35 / 43          Copyright 2018 © Esri Korea. All rights reserved. 

18) 공간 통계 분석 도구(Geostatistical Analyst Tools)* 

포인트 피처 레이어, 래스터 레이어, 폴리콘 중심점 등 저장된 변수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표면 또

는 맵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된 표면을 이용한 시각화 및 분석을 수행하여 공간 

현상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Figure 22. 공간 통계 분석 도구 

 

- 보간: 측정되지 않은 위치의 예측 값을 제공 

- 네트워크 디자인 샘플링: 새로운 샘플링 사이트 배치를 지원하는데 사용 

- 시뮬레이션: 공간 통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에 사용 

- 유틸리티: 공간통계 분석을 사용한 보간 모델을 개발할 때 전처리 및 후처리 도구를 포함 

- 공간통계 레이어로 작업: 공간통계 레이어의 속성을 생성, 수정, 내보내기 및 조작하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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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미지 분석 도구(Image Analyst Tools)* 

이미지 분석 도구는 래스터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Figure 23. 이미지 분석 도구 

 

- 맵 대수: 대수 언어로 식을 작성하여 공간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 

- 계산: 일반 계산, 조건 계산, 논리 계산, 삼각법 계산 도구로 구성 

- 중첩: 다중 래스터를 가중치 및 중첩하여 요약된 단일 래스터 생성 

- 분할 및 분류: 분할된 래스터를 통해 분류된 래스터 데이터셋을 생성 

- 통계: 로컬, 네이버후드 또는 구역 단위로 통계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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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네트워크 분석 도구(Network Analyst Tools)* 

운송 네트워크의 모델링, 가장 가까운 위치, 경로 찾기, 위치 할당 네트워크 분석 등 네트워크 분

석 및 네트워크 데이터 집합의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도구를 포함합니다. 

 

 

Figure 24. 네트워크 분석 도구 

 

-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데이터 생성, 관리, 분석결과 해결 등 다양한 도구가 포함 

- 네트워크 데이터셋: 네트워크 데이터셋 유지 관리를 실행 

- 피처클래스로 전환: 전환 데이터를 편집하고 생성하는 도구로 지오메트리나 대체ID 기반으로 기

존 기능의 무결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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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간 분석 도구(Spatial Analyst Tools)* 

공간 분석 도구는 셀 기반의 래스터 데이터와 벡터(피처) 데이터를 위한 다양한 공간 분석 및 모

델링 도구를 제공합니다.  

 

 

Figure 25. 공간 분석 도구 

 

- 조건: 입력 값에 조건을 적용하여 출력 값을 제어 

- 밀도: 각 출력 래스터 셀 주변에 있는 입력 피처의 밀도를 계산 가능 

- 거리: 유클리드 거리, 비용 가중치 거리 등 거리와 관련된 분석을 수행 

- 추출: 셀의 속성 또는 공간 위치를 기준으로 래스터에서 셀의 하위 집합 추출이 가능 



Last Updated: 2018-06 

 Page 39 / 43          Copyright 2018 © Esri Korea. All rights reserved. 

- 일반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거하여 데이터 간략화 

수행 

- 지하수: 지하수 흐름의 성분에 대한 이류 분산 모델링을 수행 

- 수문학: 표면을 가로지르는 물의 흐름을 모델링 

- 보간: 샘플링 포인트 값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표면을 생성 

- 로컬: 다중 입력 래스터의 각 셀 값을 기반으로 출력 래스터의 각 셀에 대한 기준 평가 

- 맵 대수: 대수 언어로 식을 작성하여 공간 분석 수행 

- 계산(일반): 일반 계산 도구는 수학 함수를 입력에 적용  

- 비트 연산: 입력 값의 이진 표현을 계산 

- 논리적 계산: 입력 값을 평가하고 부울 논리를 기반으로 출력 값 결정 

- 삼각법 계산: 입력 래스터의 값에 대한 다양한 삼각 함수 계산 수행 

- 다변량: 다양한 유형의 속성 간 관계를 탐색 

- 네이버후드: 위치 값과 지정된 인접 지역에서 식별된 값을 기반으로 각 셀 위치에 대한 출력 값 

생성 

- 중첩: 다중 입력 레이어에 가중치 적용하여 결합된 단일 레이어를 출력 

- 래스터 생성: 출력 값이 상수 또는 통계적 분포를 기반으로 하는 새 래스터 생성 

- 재분류: 입력 셀 값을 재 분류하거나 변경하여 재분류하는 기능 

- 일사량: 특정 시간대의 지리적 영역에 대한 태양의 영향을 매핑 및 분석 가능 

- 분할 및 분류: 분할된 래스터를 통해 분류된 래스터 데이터 셋 생성 

- 표면: 디지털 고도 모델로 표현된 지형을 정량화 및 시각화 가능 

- 구역: 입력 영역에 속하는 모든 셀에서 수행된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 수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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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형도 작성 도구 (Topographic Production Tools)* 

지형도 작성 도구는 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도구를 포함합니다.  

 

 

Figure 26. 지형도 작성 도구 

 

- 지도 작성: 지도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도구 

- 데이터 관리: 데이터 가져오기, 내보내기, 관리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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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워크플로 관리 도구(Workflow Manager Tools)* 

분산 워크플로 관리 저장소 작업을 위한 도구와 다른 데이터 처리 작업에 유용한 작업별 정보를 

검색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해당 도구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작업 공간을 검색하고, 저장소를 복

제/동기화하며, 작업 영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Figure 27. 워크플로 관리 도구 

 

- 구성: 워크플로 관리자 저장소 구성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도구 

- 작업: 다른 데이터 처리에 사용 가능한 구체적인 작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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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상 데이터 도구(Maritime Toolbox)* 

해상 데이터 도구는 국제 수로 기구에서 제정한 수로 데이터 모델 표준 문서인 S-100를 관리하는 

도구를 포함합니다. 

 

 

Figure 28. 해상 데이터 도구 

 

- S-100 셀 가져오기: S-100 수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지원 

- S-100 피처 카탈로그 가져오기: 기존 지오데이터베이스에 있는 S-100 피처 카탈로그의 콘텐츠를 

가져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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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위치 참조 도구(Location Referencing Tools)* 

위치 참조 도구는 파이프 라인 데이터를 유지관리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루트 재생

성, 포인트 및 이벤트 보정 관리, 품질 관리 검사에 필수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Figure 29. 위치 참조 도구 

 

- 구성: LRS, LRS 네트워크, LRS 이벤트 생성 및 수정할 수 있는 구성 도구 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