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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GIS기반 시스템의 개발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방법론 중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이관 방법을 개선하여 수산자원정보시스템 개발 특성에 맞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데이터 마
이그레이션 전략을 수립한다. 둘째 수립된 전략을 토대로 반복적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수립한다. 셋째 공
정별 데이터베이스 변환방법을 수행하여 기초자료를 실제적인 GIS 데이터로 변환한다. 넷째 개발자와 사용자의 교차 
검수를 수행한다. 연구의 결과로 GIS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개발 방법, 수산자원 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공간 데이터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data migration method for developing GIS-based Fisheries Resources 
Information Systems after considering standardization of existing methods and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such 
systems. First, a strategy for data migration is defined. Second, a iterative process to build a spatial database is 
planned. Third, the process is executed to make database transformations and basic data are converted into real 
GIS data. Finally, developers and users cross-check data correctness. As a result of our research, we suggest a 
data migration method for GIS data and confirm its usefulness by applying it to re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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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활용을 극 화 

할 수 있는 좋은 지리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

건을 잘 활용하여 환경친화  자원조성  어획량의 높

은 생산성을 얻기 해 련업계에서는 GIS기반의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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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수산자원 정보시스템

의 필요성은 어민의 소득 증 , 그린IT 구 , 수산자원자

료의 공유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기존의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에서는 업무 로세스 

주의 방법론을 용하기 때문에 GIS기반 정보시스템

의 개발방법론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한

계는 기존의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은 문자, 숫자, 로

세스 주의 업무를 상으로 데이터베이스  응용시스

템을 구성하는 반면, GIS기반 정보시스템은 문자, 숫자, 

로세스  지리정보, 속성데이터 까지 포 한다. 따라

서 기존의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이 요구정의, 분석, 설

계, 구 , 개의 순서로 개발방법론을 구성해 갔다면, 

GIS기반 정보시스템은 기존 단계에 지리정보를 상으

로 하는 단계  활동이 추가된다[1].

본 연구의 유용성 평가에 활용된 GIS기반 수산자원 

정보시스템은 4개의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째, 일정 해역에 인공구조물을 시설하여 인 인 수산

자원 산란 조성을 정보화한 바다목장 정보시스템. 둘째, 

바다 속 구조물 등에 해 를 심어 바다숲 조성을 정보화

한 바다숲 정보시스템. 셋째, 인공 으로 해 에 구조물 

설치를 정보화한 수산자원 조성시스템(인공어 ). 넷째, 

어류나 패류의 어린 개체를 인 으로 생산하여 성장에 

합한 자연환경에 방류하는 것을 정보화한 수산자원 조

성시스템(종묘방류)으로 구분된다.

GIS기반 정보시스템의 경우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 구축될 로그램의 품질보다

는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고도의 기술과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GIS기반 수산자원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데이터 마이그 이션 표 화가 수립되지 않

은 기존 방법론을 용한다면, 특화된 데이터 마이그

이션 용이 원활하지 않아 개발 완료 후 유지보수 기간

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그 이션 작업을 반복하게 되고, 

데이터 정합성이 결여되어 로젝트 완성도 하  완

성 로그램 활용도가 어져, 결국 정보시스템 구축 사

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데이터베이스 특성이 반 되고 

표  데이터 마이그 이션 방법을 활용하는 GIS기반 수

산자원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마이그 이션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데이터를 A 장소에서 B 장소로 옮기는 행 를 일컬어 

데이터 마이그 이션 혹은 데이터 이 이라고 한다. 내

구성이 좋고 결함의 수가 은, 높은 품질의 소 트웨어

가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의 데이터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2]. 데이터 마이그 이션에 한 정의는 다양한 시

각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종합 으로 볼 때 ‘일련의 과정

을 통해 원 데이터를 목표 데이터로 변환하는 행 ’로 정

의할 수 있다[3]. 새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

을 해 기존 정보시스템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이때 데이터 소유자는 데이터 

마이그 이션 시 복잡한 차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GIS 데이터는 지형도, 지 도, 사진 등을 공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형 데

이터이면서 반구조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

그 이션이 정형 이면서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를 가지

고 있는 타 정보시스템 구축보다 매우 어렵고 요하다

고 할 수 있다. 한 최근에는 이기종 데이터베이스간의 

데이터 통합을 해 새로운 근방식의 데이터 마이그

이션 략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4].

수산자원 정보시스템과 타 정보시스템을 데이터 마이

그 이션, 데이터 리, 조직, 미들웨어 역할 등의 에

서 차이 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5].

<Table 1> Comparisons with other information 
systems

Categories
Other information 

systems

Fisheries resources information 

systems

Data 

migration

· less time spent

· simple process

· more time spent

· complex process

Data 

management

· function-driven 

system through 

business analysis

· Information structure 

and format depend on 

the type of system

· data-driven system

· System is structured by data 

structures and formats

· a need for plan to save and 

use spatial data

· a need to relate spatial data to 

attributes

Organization

· a need for system 

experts and database 

experts

· a need for spatial data experts

Role of 

middleware

· to manage data 

transactions

· to analyze and manage spatial 

data according to performance

Data 

capacity

· small capacity

· text data

· big capacity

· spatial data

· big cost for dat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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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의 개발 방법론인 리기법/1, Method Plus, 

MaRMI를 수산, 재난, 물, 가스, 수도, 력  통신 분

야의 GIS기반 정보시스템에 용한 사례 분석을 토 로 

문제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개발방법론 

자체와 용사례 모두에서 데이터 마이그 이션 작업 시 

GIS와 련된 특성이 충분히 반 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

히 GIS 로젝트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GIS 

데이터이기 때문에 GIS 데이터의 마이그 이션에 한 

철 한 조사와 품질 리가 요구된다. 둘째, 기존 개발방

법론이 데이터 마이그 이션 내용을 일 성 있게 용하

지 못하고 일부 사업에서만 제한 으로 용하고 있다.

한 GIS기반 수산자원 정보시스템은 타 정보시스템

과 달리 용량 데이터  공간 데이터 특성의 GIS 데이

터를 이 해야 하므로 체 정보시스템 로젝트 공정 

 데이터 마이그 이션이 차지하는 비 이 크다. 본 논

문에서는 데이터 마이그 이션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구

축 인 수산자원 정보시스템에 용하여 유용성을 보이

도록 한다.

3. MeDeF 프레임워크

[Fig. 1] MeDeF structure

기존 개발 방법론으로 GIS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했

을 때의 문제 을 수정 보완하여 GIS사업이 포함된 일반

인 수산자원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에 용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마이그 이션 방법을 제시한다. 이것을 

MeDeF(a data migration Method for Developing 

Fisheries resources information systems)라 명명하 으

며 [Fig. 1]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된다.

다양한 형식의 마이그 이션 상 데이터는 <Table 2>

와 같이 가공단계를 거쳐 모든 입력물이 최종 목 물로 

생성되게 된다.

<Table 2> Input, process and output of MeDeF

Input Process Output

· Documents

· Legacy data

· Data files

(character, number)

· Image files

· Integrity inspection

· Topology creation

· Layer classification

· Map design

· Complete data 

(character,number)

· Cache map

· MXD

3.1 스마트워크

[Fig. 2] Procedure of database building and 
transfor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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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수립 시에는 데이터 변환 

상 악 후 데이터 다운로드 방안  다운로드 상을 

악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변환공정 차 수립 시에는 

[Fig. 2]와 같이 계획 수립  자료 수집 공정, 데이터 가

공 공정, 캐쉬맵 공정, 검수  로딩 공정의 순서로 진행

된다.

3.2 반복적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Fig. 3] Iterative spatial database 
building[6]

반복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은 [Fig. 3]과 같

이 공간 데이터베이스 리공정과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

축공정으로 구분한다. 리공정은 원시데이터의 이력

리부터 검수  GIS 유지 리에 이르기까지 GIS 데이터

로 만드는 과정상의 리를 말하며, 구축공정은 원시데

이터부터 GIS 응용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모델로 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공간 데이터베이

스 구축공정  데이터모델링 과정(개념  데이터 설계, 

논리  데이터 설계, 물리  데이터 설계)을 반복 으로 

구 함으로써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 한 메타데

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다.

공간 데이터베이스는 시기, 축 , 형태가 각각 다르게 

수집된 공간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수단이며, 계량 으

로 가공한 공간데이터와 그에 한 속성정보로 구성된다.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설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구

축, 검증까지 일련의 작업과정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

3.3 공정별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수행

공정별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수행은 데이터 변환 

공정별 구  상세와 공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변환 방

법의 2단계로 구성한다. 첫째 데이터 변환 공정별 구  

상세는 기 자료 조사, DB 구축  변환계획, 기 자료 

수집, 데이터 추출, 데이터 가공, 검수 단계로 분류된다. 

둘째, 공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변환 방법은 다음과 같

은 순서로 작업을 수행한다.

수산자원 정보시스템과 련된 기 자료를 GIS 데이

터베이스에서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한 

분류 작업  유형화 작업을 한다. (자료의 유형 조사, 자

료의 수집 요건 정의, 자료의 디지털화 여부 조사, 자료의 

수집 조사항, 법 /제도  제약사항 등을 조사)

기 자료 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구축 상 데이터를 

토 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수립한다.(구축 상 

자료에 한 DB 구축 방안 정의, 상 자료에 한 DB 

구축  서비스 방향 설정, 자료유형별 DB 구축 방안 정

의, GIS 데이터 오류 체크  수정)

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신규 구축 상 데이터를 토

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GIS데이터 체크, Spatial 

Reference 생성, 데이터 가공, 검수)

3.4 검수

검수 단계는 개발자/사용자 검수, 품질 검수, 공간 데

이터/속성 데이터 검수의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

계는 먼  데이터 이  개발자간에 교차검토를 하고, 이

후 데이터를 입력한 사용자가 데이터를 검수한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의 품질수 을 확보하기 한 

것으로 작업자는 작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 과 작업지침을 수하여 검수를 실시한다. 

이 단계의 처리 업무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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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tivities of quality inspection steps

1. Checking for 

writing errors 

and writing 

basic data

· Error inspection of 

data acquisition, 

data omission, data 

duplication, etc. by 

guidelines on basic 

data gathering

· Error inspection of 

damaged original 

data and misspelling

(Inspection organization)

·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in company 

doing the project

· A company managing 

the project

· A person in charge of 

project management 

2. Input error 

checking and 

computerization

· DB error checking 

for data misspelling 

· Checking for omission 

of mandatory items

(Inspection method)

· Check whether work 

was done based on DB 

analysis

· Compare with original 

data after identifying 

updating target

· Check for input 

program

3. Final 

integration 

checking and 

DB loading

· Final error checking 

by database 

management 

program

4. Checking and 

analyzing 

result

· Checking through 

random selection of 

data

· Verifying customers 

and suppliers

세 번째 단계는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로 검수 항

목을 구분한다. 공간 데이터 검수는 기본도에 한 구조

 오류검수  주제도의 기 자료와 비교한 데이터의 

완 성, 치 정확성 검수로 진행한다. 속성데이터 검수

는 기본도 데이터  주제도 데이터에 한 데이터 완

성  데이터 논리성에 한 검수로 진행한다.

4. 사례 연구

본 논문이 가지는 의의는 뚜렷한 개발 방법론 없이 수

행해 오던 기존의 GIS기반 수산자원 정보시스템 로젝

트에 일정 수  표 화된 개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개

발자로 하여  체계 인 로젝트 수행을 할 수 있게 하

는 이다.  데이터 마이그 이션에 한 변환 공정 상

세화  공정 로세스를 정립하 고 한 정리된 내용

들을 MeDeF 개발 방법에 반 하여 체계 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MeDeF 개발 방법은 GIS 데이터의 마이

그 이션 표 화를 최 한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

존 GIS기반 시스템의 개발 방법론을 방법 A, MeDeF 방

법을 방법 B라 각각 칭하기로 하고 용 사례를 살펴보

기로 한다.

4.1 적용 사례

제안된 방법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해서는 다수의 

GIS기반 수산자원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에 기존 방법과 

제안된 방법을 동시 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토 로 

평가를 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 사업 발주

자가 데이터 이  시 품질의 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

나, 정해진 시간에 사업을 마쳐야 하는 로젝트 특성상 

사업마다 두 개의 방법을 모두 입하기에는 산  공

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Table 4>와 같이 

일부 데이터만 사용하여 같은 환경 조건으로 실험을 하

으며 네 개의 사업 [7][8][9][10]에서 설계와 구  단계

부터 데이터 마이그 이션을 용하도록 각 PM에게 의

뢰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1).

<Table 4> Experimental environment of each 
project

Categories Items

Method Original method(A), MeDeF method(B)

Ocean area with sea 

ranching 

East sea (GA project)

* GA : a sea ranching information system

A kind of forestation 

for sea forest 

SuJungJeoYounSeung method

(NA project)

* NA project : a sea forest information 

system

A kind of seaweed 

of artificial fish reef 

House-type seaweed

(DA project)

* DA : a fisheries resources building 

system(artificial fish-reef)

A kind of fish for 

seed discharge 

black porgy(RA project)

* RA : a fisheries resources building 

system(seed discharge)

Data migration actor Users and developers

4.2 적용 결과의 분석

가 사업의 경우 <Table 5>와 같이 방법 A를 용했

을 때 데이터 마이그 이션에 10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방법 B로 용하 을 때 7.7시간이 소요되어 1.3배의 데

이터 마이그 이션 속도 향상을 가져왔다.

1) 부산지방조달청 입찰공고번호 20120519669-00 건에 대해 
유효성을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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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s of times spent for data 
migration

Method A Method B

Total time(hour) 10.0 Total time(hour) 7.7

Data gathering 2.0 Data gathering 2.0

Transition of mapping 

table
2.0 Geometry check

(GIS data check)
3.2

Eye check 3.0

GDB, MXD translation 2.0 Cache map process 1.5

Data Loading 1.0 Data Loading 1.0

나 사업의 경우 이 상 개수가 으면 방법 A와 방

법 B는 모두 오류 없이 완 하게 이 되었으나, 데이터 

이  상 개수가 많아질수록 방법 B에서 데이터 이  

오류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사업의 경우 <Table 6>과 같이 방법 A는 공간자

료취득, 매핑테이블 변환, 아이 체크, 토폴로지생성의 4

단계로 데이터 가공을 하는 반면, 방법 B는 방법 A의 매

핑테이블 변환과 아이 체크 공정을 Geometry 체크(GIS 

데이터 체크)로 공정을 여 체 으로 3단계의 데이터 

가공 공정을 수행하 으며 업무 효율성이 높아짐을 확인

하 고 데이터 마이그 이션 단계가 진행될수록 좋은 결

과물이 나올 것을 상하 다.

<Table 6> Comparison of data processing steps

Categories
Data processing

First step Second step Third step Fourth step

Method A
Spatial data 

acquisition

Transition 

of mapping 

table 

Eye check
Topology 

creation

Method B
Spatial data 

acquisition

Geometry check

(GIS data check)

Topology 

creation

라 사업의 경우 방법 A와 B를 용하는 기단계이나 

PM의 의견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방법 B로의 용이 

로젝트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단하 으며 검수의 자

동화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수산자원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반 하고 데이터 마이

그 이션 표 화를 수립하기 하여 기존의 GIS기반 정

보시스템 개발방법론을 분석하여 데이터 마이그 이션 

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 다. 특히 데이

터 마이그 이션의 생산성 측면을 고려하여 데이터 마이

그 이션 범   개발 로세스를 정의하 으며, 데이

터 마이그 이션 공정단계를 데이터 마이그 이션 략

수립, 반복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공정별 데이

터베이스 변환방법 수행, 검수로 나 어 세분화하 다. 

이 게 제시한 방법을 MeDeF라 하 으며 실제 수산자

원 정보시스템 사업에 용해 제안된 방법의 유용성을 

평가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GIS기반 수산자원 정보시

스템 구축 사업에 용하면 데이터 마이그 이션 개발 

로세스를 정립할 수 있으며, 반복  공간 데이터베이

스 구축 차 기 을 마련하고, 데이터 가공공정을 표

화 차에 따라 원활하게 수행하여, 병행  검수 차를 

수행함은 물론, 데이터 마이그 이션 속도를 단축시킴으

로써, 궁극 으로는 산을 감하고 로젝트 기간을 

단축시키며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으

로 기 한다. 

본 연구의 향후 계획은 MeDeF를 보다 다양한 GIS기

반 정보시스템 개발에 용함으로써 데이터 마이그 이

션 이외의 부분을 포함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GIS기반 정보화사업의 데이터 마이그 이션 

표 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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