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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실적·계획서 

, (국문) 물리탐사자료 복합처랴 및 해석을- 위한 전산성보 시스템 개딴 

과제명 

(영문) Development of Geophysical Daw Management System 

주관연구 

기 관 
한국자원연구소 

(소속) 자원타사여 그넙 

」조느 고1→여 • 。t1.- <t! --lL 천101 자 
p ' I L→ 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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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1영) 이 태 섭 

참여기엄 

1997년도 
347，366천원 

(110 ，000천원) 
띤낙L기간 1998. 1.1 - 1998 .12.3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1998년도 

324，903처의 'L:" -...-: 

( 108 ，αm천원) 
연구년차 2 년차 

(천원) 총 참여 연구우1 

수(명) 
17명 

1. 당해연도의 연구개발 목표 및 i멍가의 착안점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 물리탐사자료 데이터 베 이스의 설계 

- 물리탐사자료 정 보 · 관리 및 분석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 물리탐사자료의 전산정보화 및 복합 표현기술 중 각각의 물리탐사별 

표현기술개발 

나. 평가의 착안점 

- 물리탐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및 설계에 관한 타당성 

- C/ S 환경하에서 SQL-server와 프로그램밍 언어인 Dephi를 이용한 

물리탐자료 정보 · 관리 를 위한 프로토타입 테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의 타당성 



- MS Access를 이용한 소규모 연구그룹을 위한 S떠nd-alone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에 대한 평가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 물리탐사자료 정보 ·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셜계 및 

전산 시스템 개발 : 100 % 

- 물리탐사 전산정보화 및 각 세부방법별 물리탐사 해석결과의 

표현기술 개발 100 %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 방대한 양의 각종 물리탐사 측정자료 및 해석결과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활 

용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탬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물리탐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함. 

- 본 연구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물리탐사 자료 및 해석결과와 같은 정보 

교환을 위해， 웹 (Web) 사이트 상에서 홈 페이지 (home page) 구성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음. 

- 각종 단위물리탐사 자료 및 결과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한 

Client!Server( C/S)환경에서 자료검색/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대규모 그릅을 위한 C/S 환경하에서의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소규모 

연구그룹의 자료관리를 위해 stand-alone형 프로토 타입 테이터베이스 

시스템도 병행 개발 하였함. 

3. 연구수행 방법 

- Intemet과 도서관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및 설계에 대한 정보 수집 

- 데이터베이스 선택과 설계 

-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및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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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연구내용 

- 단위 물리탐사별 및 측정기기별 자료구조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국내외 정 

보 수집 및 파악 

-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와 참여연구원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으로 중복성을 배제 

한 데이터베이스 선택과 설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설정) 

- 관계형 데 이 터베이스의 DBMS로는 MS사의 SQL Server을 선택하였고 이 :SI 

로그램의 운용과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SQL문 등의 교육 이수 

PC Network Protocol (Net Library)을 사용한 DBMS 엔진과 사용자간 인터 

페이스 개발을 위한 컴퓨터언어 (Visual C++, Delphi) 교육이수 

- SQL server와 Delphi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그램 작성 및 베타 

테스트 

- MS Access를 이용한 stand-alone 프로그램 작성 및 베타 테스트 

냐. 연구결과 

- 물리탐사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최적화된 데이터 베 이스 설계 

- C/S 환경하에서 SQL-Server와 Delphi를 이용한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토 

타입 개발 

- 소규모 연구그룹(예 :대학연구자)을 위하여 Microsoft Access DB엔진을 이용 

한 stand-허one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 IW --w ~ --, 1 L- 닙 흐료 이들에 대한 자셰안 연구결4r -「 「 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5.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본 연구의 시작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내에 자료해석모률(해석 프로 

그램)을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서버 프로세스에 대한 부하의 증가에 따른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의 주 기능， 즉 자료관리 및 검색 등과 같은 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이 같은 해석모율의 삽입은 제외시 켰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탐사방법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및 종합적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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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GIS (MAPINFO. ARClnfo 등)의 기본 입력자료 format을 제공하는 것 

으로 대체하였다. 

6. 연구 성과 

- SQL Server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전산시스템 시작품 개발 

- Microsoft Access DB를 이용한 stand-alone 전산시작품 개발 

7. 차기년도 연구개발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사업신청서와 비교분석 ) 

-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외 관련에 큰 변화가 없음.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당해년도 목표 및 내용 

· 물리탐사 자료를 관리 · 검색 할 수 있는 전산 정보시스템 완제품 개발 

. 2차년도 연구결과 중의 하나인 단위 물리탐사 결과의 표현기술 개발에 기초를 

둔 복합 표현을 위한 모률 개발 

· 컴퓨터 운영체제 (Windows NT, Windows 95, Windows 98)에서 제공하는 파 

일 복사기능을 대신하여 테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검색된 물리탐사 실측 자료 

의 전송모률 개발과 이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삽입 

- 최종목표 및 내용(변경된 경우에만 기재) 

· 물리탐사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물탐자료의 복합해석을 위한 C/ S, 즉 

Client와 Server 환경과 stand-alone형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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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추진계획 

세부연구분야 
월 단위 추진계획 

소요연구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단위 물리탐사 자료 5% 
규격의 보완 및 

데 이터베이스 설계 

2. C/S 환경 물리탐사 
데이터베이 A 시스랩 

개발 
60% 

3. stand-alone형 
물리탐사 데이터베 이스 25% 
시스템 개발 

4. 보고서 작성 10%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C/ S 환경하의 물리탐사 데이 터 베이스 시스템 완제 

품에 대한 효율성 검증 

- stand-alone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완제품의 효율성 검증 

- 물리 탐사 자료 해석 을 위 한 복합 표현 기술의 효율성 검증 

- 데 이터 베이스 시스템 내의 자료 통신 모률의 적 합성 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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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요 연구비 내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목 
비목/구분 

(1997. . ) (1998. . ) (1999. . ) 
비고 

번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써 

내부인건비 149,475 43.0 141 ,558 43.6 147,592 42.2 

2 개발보전금 87,891 25.3 75,345 23.2 77,176 22.1 

- 간접비 87,891 75,345 

- 개발준비금 

3 외부인건비 23，잊)Q 7.0 20,500 6.3 24,940 7.1 

4 직접경비 57,947 16.7 63,610 19.6 76,014 2187 

- 여비 6,388 8,250 14,413 

-기술정보활동비 3,500 12,560 8,061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27，αm 13,200 13,000 

- 재료 및 전산처리비 12,720 19,650 22,100 

- 시작품 제작비 . 

- 수용비 및 수수료 8,339 9,950 18,440 

5 I 연구관리비 3.7 8,890 2.7 8,890 2.5 

- 인센티닙 12,705 8,181 8,151 

- 평 가비 448 1 7091 738 

연구사엉비 。)← 十」뺀3썰면폐민「기「와 m쩌24〕8삶여)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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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여연구원 현황 

성 명 1 소속부서 
X세그1 口 1 õ~QI 
í....:.! ζ'5 3Ç =-;-n 

직위(급) 
1 학위 넌도 전공 학교 

이태섭 1 자원탑사연구부 l 책임연구원 박사 1983 물리탐사 1 미국 콜로라도 광산대학 
•• I-~-- • } 

황학수 j 자원탑사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5 물리탐사 호주 맥쿼리대 

황세호 l 자원탐사연구부 선임연구원 ! 박사 i 1993 ' 물리탐사 한양대 

:::>1 드프^~ 
C그 ’ 1 C그 

송윤호 

김정호 

•----•• •• • ..L• •••_. .-• • ←」

구성본 | 자원탑사연구부 

임무택 

현일얻칸원 L받산난?현 i물린탑사 l 

챔웬술←휠꾀l술산j F?gg j붙린탈사」 
선임연구원 | 박사 11991 i 물己|탐사 1 

서울대 

서울공고 

프랑스 파리대 

박인호 자원담사연구부 1 주임기술원 1 학사 11995 ↑ 전기공학 1 대전 산업대 
- --!- • • 

이희일 | 자원탑사연구문넨일연만원 J 밖사 」 1%O L물己|탑사 「 프랑스 그레노블대 

성낙훈 1 자원탐사연구부 |선임기술원 1 석사 I 1987 ! 전자공학 「 연세대 
--←←「 ←→←←←←←→--←←「→- • 「 ‘ 1 

조성준 1 자원탑사연구부) 연구원 ) 석사 1 1명2 1 물리탐사 ! 서울대 

이명종 ! 자원탐사연구부 J 연구원 석사 1993 물리탐사 서울대 
위탁연구기관 

-,- ••- 1 • 

ιCκi r ζ~::: ικ「 전북대학교 교수 1 박사 ' 1990 물리탑사 l 서울대 
• • - - -----

백길남 | 전북대학교 j 박사과정 1 석사 , 1997 물리탐사 전북대학교 
--------

송승엽 l 전북대학교 박사과정 석사 1998 물리탑사 전북대학교 
‘• • 

고윤아 j 전북대학교 석사과정 학사 1997 자원공학 전북대학교 

흥인귀 전북대학교 석사과정 학사 1997 자원공학 전북대학교 

트11르 / C서1 그 」-l 전북대학교 석사과정 학사 1997 자원공학 전북대학교 

。C그 I~ 二L...그 전북대학교 석사과정 학사 1998 자원공학 1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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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중요 변경사항(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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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C/S 환경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저1 1 장 서론 

제 2 장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2-1 . 데이터베이스 
2-2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2-3.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목차 

저13 장 물리탐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3-1 . 객체-관계 모델 및 테이블 정의 

3-2. 물리탐사 데이터베이스 운영시스템 

제 4 장 물리탐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험운영 

4-1 . 프로그램 흐름도 
4-2 , 프로그램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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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 사회의 전부문의 정보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개넘의 정보수집 및 관리체 

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울리탈사 분야에 대한 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현재 물리탐사는 담당 수행기관의 분산과 획득 자료 

의 비효율적인 관리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자료의 호환 및 

공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등 체계적인 물리탐사 자료 및 oH석 결과의 관리 

가 요구되고 있다. 

현장에서 취득된 물리탐사 자료를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탐사의 중복수행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고 관리부실로 인한 자료의 손실도 감소시켜야 한 

다. 또한 물리탐사가 다앙한 분야에서 연구 분석의 기초 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획득된 방대한 앙의 물리탐사 자 

료 및 해석 결과들과 또한 앞으로 여러 분야별 목적으로 수행되어 획득될 물리탐사 

자료 및 그 해석결과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 

축，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저I 1 차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앞서 단위 울리탐사별 자료 

에 대한 규격화와 여러 상용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선정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제 2 차년도인 본 년도에는 1 차년도 연구 결과인 규격화한 단위 울리탐 

사 자료와 선정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QL-server 을 이용하여 물리탐사 자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Network 환경 ， 즉 ClientlSever 

환경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에 그 연구목표를 

두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비교적 소규모 연구그룹(예 ， 대학교 연구진)이 적은 비용으 

로 데이터베이스 환경 구축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Access 를 이용한 stand-alone 형 프로토타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 2 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제 3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 내용인 물리탐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4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2 개의 시 스템 (C/S 환경 시스템， stand-alone 시 스템)의 시험운용 

에 대하여 설 명하였다 

11 

\ 



특히， 본 연구의 가외적인 수확으로서， 소규모 연구그룹을 위한 stand-alone 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향후 물리탐사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 관련 산업체에 제공 

하여 연구 결과를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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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2-1. 데이터베이스 

데이 터 베이스(Database)란 다수의 사용자나 업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화 

된 공용 파일로 정의되며 ，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서로 관련된 데이터들이 컴퓨터 

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 같이 데이터베이스라 불리울 수 

있는 파일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성을 가져야 한다. 

중복 데이터의 최 소화(Controlled Redundancy) 

데이티베이스란 파일은 여러 업무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테이타를 한데 모아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무에서 공 

통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종래의 데이터 처리 방식 

에서는 업무마다 파일을 가졌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이터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하였으나， 데 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러한 중복을 가급적 배제 

해야만 한다. 데이터가 발생하는대로 중복을 통제하지 않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면， 대용량의 기억장치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갱신 

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가장 심각한 문 

제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데이터 상호간의 연결성 (Interconnectedness) : 

중복 데이터를 가급적 배제하여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내의 테이타들은 상호 밀접 한 관계로 연결 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 모든 업무에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기 때문에 데이터 상호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를 참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데 이 터 의 독 립 성 (Data I ndependence): 

종래의 데이터 처 리 방식 에서 는 테이타 파일들이 프로그램에 종속 

되 어서 필요한 업무에 따라 즉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에 

종속되 는 데이터 파일이 생성되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 터 

파일을 프로그램과 완전 히 독립적으로 존재 시 켜 그 자체에 의 미 를 

부여 하고자 하는 것이다 

13 



비 밀 보호 장치 (Security Protection) : 

데이터베이스란 공통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자기에게 

필요한 데이터만을 잠조하여 사용하여야지 다른 업무에 관계하는 

데이터를 참조하게 하여서는 비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를 뤼하여 

데이터베이스는 완벽한 비밀 보호가 되도록 장치가 되어야 한다 . 

실시간 처리 가능성 (Real-time Accessibility):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놓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실 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어떠한 문의에 대하여서도 즉각적 

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한다. 

2-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IBM 연구원이었던 E. F. Codd(꺼| 의해 1969년에 수 

학적 이론(집합이론， 술어논리)에 기초를 두고 고안되었다. 이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는 모든 데이터들을 테이블(Table)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어 저장하는 데이터베이 

스이다. 여기서， 테이블이란 하나 이상의 인수들에 의해 애매모호하지 않게 관련되어 

진 각 항목이나 자료배열 레이블이나 다른 항목과 관련된 위치 또는 그외의 다른 항 

목과 유일하게 지정된 항목에서의 자료 집합을 의미한다 .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정리하여 표현할 때 혼히 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 ’표’의 개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리할 때 표， 즉 테이블을 사 

용한다면， 첫번째 열은 이름， 두번째 열은 주소， 세번째 열은 전화번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 

개체-관계 모댈에서 정의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저장하기위해서는 개체-관계 모델을 테이블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개체

관계 모델은 실저| 데이터베이스와는 상관없이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의한 것이 

며， 테이블은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또한，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테이블의 형태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저장 

된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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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으로 본다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 DataBase 

Management System)은 데이터베이스내의 데이터를 액세스(access)할 때 규칙성있게 

통합하여 관리하고 제어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다.DBMS 의 첫번째 목표는 바로 데 

이터를 저장하고 이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효율적이면서도 편리 

한 방법을 사용자에게 주는 데 있다 . DBMS 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장할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된 구조에 따라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야하며， 또한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좀더 빠르게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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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물리탐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 

물리탐사 자료와 같이 여러 종류(탄성파， 전기， 전자， 중력， 자력 ， GPR 등)의 방 

대한 탐사자료， 위치 및 화상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상용화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였다 방대한 

앙의 서로 다른 물리탐사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선택한 관계헝 데이 

터베이스의 주 장점들은 데이터 입력， 갱신 삭제， 검색， 그리고 요약 등이 효율적이고， 

데이터베이스가 잘 서식화된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서술된 대로 동작하며， 데이터베 

이스의 스키마(테이블의 정의)를 변경하기 쉬우며， 또한 정보의 많은 부운이 애플리케 

이션(application)보다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체가 

다소 도큐먼트(document)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3-1. 객체-관계모댈 및 테이블 정의 

울리탐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체 데이터베이스롤 설계해야 

한다.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필요한 테이블 

을 정의해야 하며， 이것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 한다. 

Table 1 에서는 물리탐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그 저 

장 형태를 정의하는 객체-관계모델의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 테이블의 이름과 각 테이 

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Table 1 에 설명된 각 테이블들의 구성 항목 

(field) , 즉 자료의 속성은 Table 2-Table 11 에 설명하였다. 또한 Fig. 1 에 객체-관계모 

델의 결과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블들간의 관계를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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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ables in Geophysical Oatabase 

테이블 이룸 설명 

GP-Master.08 데이터베이 A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모든 테이블들과 관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테이블 

GP-Area.08 우리나라의 도， 시， 군， 구， 읍， 면 ， 동 등의 이름과 우편번호 

정보 테이블 

GP-Person.08 탐사를 수행한 잭임자 정보 테이 블 

GP-Oepartment. 08 회 사 부서 정보 테이블 

GP-Position.08 탐사책임 자의 회사직책 정보 테이블 

GP-Pr이ect.D8 탐사에 관련된 연구계정 정보 테이블 

GP-8-Method.08 물리탐사 분야별， 세부 물리 탐사 정보 테이블 

GP-0-Method.08 세부 울리탐사 방법별 정보 룩업 테이블 

GP-Method.08 분야별 물리탐사 방법 룩업 테이블 

GP-ProjectType.08 연구비 재원 정보 룩업 테이블 

GP-FilePath.08 수행된 물리 탐사 자료 저장 정보 테이블 

Table 2. Oescriptions of fields in GP-Master.08. 

Field Oata Type Key Default Value Des다iption 

Code Char (8) Not Null , Primary 00000000 일 련변호 

꺼tle Var Char(100) Not Null , Foreign 연구명 

PersonCode Char(8) Not Null , Foreign GP-Person.08 를 잠조 
하기 위 한 외부키 

AccountCode Char(8) Not Null , Foreign GP-Project. 08 를 잠조 
하기 위한 외부키 

AreaCode Char(6) Not Null , Foreign GP-Area.08 를 참조하 
기 위 한 외 부키 

RegistDate Char(6) Not Null , Foreign 탐사수행 날짜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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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Var Char(100) I Null 

Memo Text I Null 

Table 3. Descriptions of fields in GP-Area.DB. 

F홉삐 뻐taType Key 

Code Char(6) Not Null , Primary 

Area1 Char(1이 Not Null 

Area2 Char(20) Not Null 

Area3 Char(30) Not Null 

Table 4. Descriptions of fields in GP-Person.DB. 

Field D흩taYype Key 

Code Char(8) Not Null, P끼ma깨 

Name Char(10) Not Null 

Post Char(2) Not Null 

Position Char(2) Not Null 

Phone Char(12) Not Null 

E mail Char(30) Not Null 

Table 5. Descriptions of fields in GP-Department.DB 

Ft삐d Data Type K훌y 

Code Char(2) Not Null , Primary 

Name Var Char(3이 Not Null 

Table 6. Descriptions of fields in GP-Position.DB. 

Fie삐 Data Type Key 

Code Char(2) Not Null , P끼mary 

Name Var Char(30) No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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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 일련번호 

이름 

부서 

Z--1l i -「H

전화번오 

e-mail’ 「;r-」ι~ 

Default Yalue Desc꺼p엔on 

일련변호 

부서명 

Def흩ultValue Desc꺼ption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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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scriptions of fields in GP-Project.DB 

Field Data Type Key Default Value Description 

Code Char(8) Not Null , Primary 00000000 일련번호 

Type Char(8) Not Null L~ ~~ EE 크 c드i T ETE 

(출연， 수탁 등) 

Title Var Char(100) Not Null μ로젝 E 연구명 

Fund Longlnt Not Null 연구 종금액 

StartDate Char(8) Not Null μ로젝드 시작 

날짜 

FinishDate Char(8) Not Null μ로젝 E 종료 

날짜 

Table 8. Descriptions of fields in GP-B-Meth여. DB. 

Field Data Type Key Defaull Value D훌C꺼ption 

Code Char(8) Not Null , P끼mary 00000000 일련번호 

FieldCode Char(8) Not Null , Foreign 00000000 탑사 일련번호 

SearchMethod Char(8) Not Null , Foreign 물리탐사 분야 

구분 

SearchDetailMet Char(8) Not Null , Foreign 세부 물리탐사 

hod 닙C그}남 t:j4 

DataCode Char(8) Not Null , Foreign GP-FilePath. DB 
참조키 

DetailContents Char(8) Not Null 

Table 9. Descriptions of fields in GP-D-Method.DB 

Field Data Type Key Default Value Description 

Code Char(2) Not Null 일련번호 

SearchMethod Char(1 ) Not Null 탐사방법 

Name Var Char(40) Not Null 세부 탐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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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escriptions of fields in GP-Method.DB 

Fie삐 DataType Key Default Value Desc매ption 기 

Code Char(2) Not Null , Primary 일련변호 

Name Var Char(30) Not Null 분야별 물리탐사 

aC〉}납 tj{ 

Table 11. Descriptions of fields in GP-ProjectType.DB 

FIeId o빼Typil κey Def흩ult Value Descri뼈。n 

C여e Cha끼2) Not Null , Primary 일련번호 

Name VarCha끼30) Not Null 연구비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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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Master.DB 
Field 

Code 
Trtle 
PersonCode 
AccountCode 
AreaCode 
Registpate 
Map 
Mem。

Key 
P,F 

.... 
1 

F “ ..... 
F 예-

F “ 

GP-B-Method.DB 
Field 

Code 
FieldCode 
SearchMethod 
SearchDetail Method 
DataCode 
DetailContents 

GP-Area.DB 
Field 

Code 
Area1 
Area2 
Area3 

GP-Person.DB 
Field 

Code 
Name 
Post 
Position 
Phone 
e-mail 

GP-Pr이ect. DB 
Field 

Code 
Type 
끼tle 

Fund 
StartDate 
FinshDate 

Key 
P 

F 
F 
F 

Key 
P 

Key 
P 

F 
F 

Key 
P 
F 

GP-Method.DB 
Field 

「 code Name 
.... 

1 

“ 

~ GP-다Method 
Field 

Code 
SearchMethod 
Name 

GP-FilePath.DB 
Field 

Code 
SearchMethod 
SearchDetailMethod 
FilePath 
FileName 
BackUp 

..... 
‘· 
“ GP-Department. DB 

Field 
Code 
Name 

GP-Position.DB 

며 
Field 

Code 
Name 

Fig. 1. Relationship among Tables i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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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물리탐사 데이터베이스 운영시스템 

모델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개체-관계 연구에서는 물리탐사 자료의 s;! 
」

설명한 데이터베이스(제 3-1 절에서 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통하여 구성한 관계형 

네트워크 환경과 개인용 컴퓨 바탕으로 기존에 연구소 내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를 

저 
'-' 있 는， 즉 ClientlServer (C/S) 환경 의 신등H 률} 스 

c= c> ~ 터 (PC: Personal Computer) 상에 서 

산정보 시스템 개발을 개발하였다. 

C/S 환경 구축에 따른 하드웨어는 Fig.2 와 같으며， 데이터베이스와 DBMS 그리 

Dual Pentium PC 와 5 대 의 Pentium 급 고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위한 서버로는 2 대의 

랜(LAN: Local Area 클라이언튼(Client) PC 로 구성하였다 . PC 서버와 크라이언트간의 

자료(예， 그래픽 자료 등)의 전송을 짧은 시간 내에 수행하 대용량의 Ne야vork) 연결은 

설치와 HUB 의 구입에 따 기 위해 가급적 T1 급으로 연결해야 하나 새로운 케이블의 

구축하였 전산망을 통하여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연구소 내의 지출 르는 막대한 경비 

다음과 같다: Dual Pentium PC 에 대 한 사앙은 다. 현재 서버로 사용중에 있는 2 대의 

: Dual Pentium PRO 11 (300 MHz) 
: 128 Mbyte 
: 2 X 2 Gbyte IDE, 1 X 4 Gbyte IDE 
: 1 X30x 
: 1 X 21", 4 Mbyte Video RAM 

CPU 
Memory 
HDD 
CDROM 
Monitor 

서버 -----

: Dual Pentium PRO 11 (200 MHz) 
: 64 Mbyte 
: 2 X 2 Gbyte IDE, 2 X 4 Gbyte SCSI 
: 1 X 16x, 1 X 4x CD Writer 
: 1 X 21", 4 Mbyte Vid∞ RAM 

백업용 서버 

CPU 
Memory 
HDD 
CDROM 
Monitor 

-----2. 

이용할 수 데이터베이스는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혼자만이 기존의 테스크답 

자료 송수신 cc 느= 
-'- '-자료를 삽입， 수정， 검색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네트 사용하여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컴퓨터를 
--E 

드
 

[
) 

것이 이용하여 개발된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이 네튿워크 환경을 워크 환경이 거의 

제공하는 서버(DBMS 라 

고도 한다)가 한대 있고 이 서버는 랜선으로 각 클라이언트들과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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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환경하에서의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를 



Windows 95 
Windows 98 
Windows NT 

Windows NT 
SQL-server Application Program 

coded with DELPHI 

Client 1 
Server 

(DBMS) 
Network 

Client 2 

Server 
(backup) 

Client n 

Fig. 2. Diagram of ClientlSeNer environment for KIGAM Geophysical Databa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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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각 클라이언트는 약속된 프로토콜(proto∞”만 

지키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삽입， 검색， 수정 그리고 삭제 등을 할 수 있다. 

결국，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만 갖고 있으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산망 

의 어디에서나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 구축을 위한 C/S 환경은 Fig.2 와 같이 구성 

하였고 서버환경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로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Windows NT Server 버전 4.0 을 사용하였다.DBMS 로는 서버 

의 운영체제와의 호환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회사에서 개발한 MS SQL-server 

버전 6.5 을 선택 사용하였고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은 Windo뼈 환경 

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Named Pipe 을 이용하였다. 크라이언트의 운영체제로는 모 

든 32 bit-MS Windows (Windows 95, Windows 98, Windows NT Workstation)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C/S 환경 하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Net-Library 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을 최소화하고 프로그 

램 유지， 보수 및 U며rade 에 따르는 많은 재원과 시간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크라이언트의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라이언트에서는 오 

직 Sever 와의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램만이 필요하며， 또한 사용자는 

서버의 시스템 세팅에 대하여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크라이언트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같은 크라이언트 환경하에서의 프로 

그램은 Bor1and 사에서 개발한 Delphi 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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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물리탐사 테이타베이스 시스템 시험운영 

4-1. 프로그램 흐름도 

본 연구의 제 2 차년도까지 개발된 물리탐사 자료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의 전체 흐름도는 Fig . 3 과 같으며， 크게 나누어 3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 “탐사정보 모음부”라 명하는 그 첫번째 부분은 한 조사지역에서 수행된 여 

러 세부 물리탐사의 정보를 하나의 정보로 자료정보를 모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 

는 이유는 한 조사지역에서 복합적인 해석을 위해 여러 물리탐사가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탐사정보 관리부”라 명하는 2 번째 프로그램 흐름도는 세부 물리탐사의 자료 

및 탐사 수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자료 속성의 중복성을 최대한으로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 제 3 차 정규화에 의해 이러한 흐름도가 선택되었다. 

“탐사정보 검색부”라 부르는 최하부에 도식된 프로그램 르름도는 실제 탐사자료 

및 탐사에 관한 정보를 검색시 검색 기준으로 사용되는 조건 선택 및 검색결과 보고 

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실제 물리탐사 자료 검색시 흐름도의 오른쪽 부분들이 탐색 

조건들로서， 서로의 조합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흐름도의 왼쪽 부분인 “탐사정 

보 검색부”에서는 이 같이 선택된 검색조건을 갖고 서버에 대한 접근 및 작업명령， 그 

리고 검색 결과의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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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정보모음 탐사정보관리 

탐사정보관리 사원정보관리 부서관리 

직책관리 

4프로젝트 계정 
관리 

프로젝트종류 

디사관련자 

분야별 탐사방법 

탐사정보검색 
세부 탐사방법 

연구책임자 

탐사지역 

탐사수행 날짜 

Fig. 3. The fI야κhart of KIGAM Geophysical Database System (KIGAM GP 0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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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프로그램 시험운영 

초기화면 

“ KIGAM GP DB (데이 터베이스 프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크릭하여 실행시키면 프로그램의 

프흐쓰쁘~IAII .=J 

E맏쁘뻗JI j 

p .. 쁜_11씨.=J 

r 쁜」파「고 파~I파-1--괴 

r ' R사톨 ! Ii훌고년파-고 II~코엉 

Ii훌고 냉 파「코 11 fi1":코 • 

초기화면은 메뉴와 툴바로 구성된 하나의 메뉴화면과 3 개의 윈도우(탐사 정보 검색， 정보 

조작 버튼， 데이터 탐색)로 구성되었다. 

A-1. 메뉴 화면 

•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작업과 각각의 윈도우를 관리하는 주 프로그램의 메뉴화 
면이다. 

• 메뉴는 “테이타 조작 “데이터 검색 “보기 “도움말” 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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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조작” 메뉴는 다음 그림과 같이 9 개의 부 메뉴로 구성되었으며， 이 같은 메뉴 
는 탐사와 관련한 여러 데이터를 실저| 데이터베이스에 삽입을 위한 폼을 제공한다. 

|3갇국꺼린띈구소 딩사 긴| 낀 !Ei 냉l1li스 톰@예 
l‘뻐聊-를IA! 대미터 검픽않] 보기[밍 도훌양떠] 

탐사청보 Ctrl셰 뿜| 허 \ [J 
탐샤셰루방빙 CtrI+뻐 

탐 ..... 관련뎌미타 

..... 월청보 Ctrμp 

보
 보
 

청
 
정
 

랙
 펙
 프로펙트 져청 청보 Ct꺼‘A 
프로찍트를튜 

흥료 

• “데이터 검색” 메뉴는 저장된 탐사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폼을 저|공한다 . 

• “보기” 메뉴는 부 메뉴인 “데이터 윈도”와 “데이터베이스 조작 윈도”로 구성되었으며 ， 각 
부 메뉴를 선택하면 부 메뉴에 관련된 폼을 액티브하게 한다. 

도훌양며1 

• “도움말” 메뉴는 부 메뉴로 “도움말”과 “About ... "가 있으며， 테이타베이스 프로그램 사용 
의 도움말과 프로그램의 정보 등을 나타내주는 매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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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J-t }JI 
[그 --, A-2. 

/훌탐사점보 겁펙 I~l回[EJ I

고 고 I빼| 

fõ1괴일 
F了-고일 

J I靈홉홉 

jJ굴절법 

j fATI 

l 램융고년파견월 
핸함괴년[i2코윌 

탐)J-방법 F 

F 탐)J-뼈부빌뱀 

고
 

책임자 「
고 IAI 자억 

「 합AI-일 

「

J I ‘/ 검씩씨작 | .fL증료 」똘인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탐사 자료를 검잭하는 윈도우이다. 

자료 검색 기준으로는 탐사 방법， 연구책임자， 지역별， 탐사 기간 등을 사용할 수 있으 

며， 또한 각 검색 기준들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도 있다. 

올바른 조건을 선택하기 위해서 맨 앞의 체크 박스를 선택한 후 “검색시작” 버튼을 누 

른다. 그리고 검색된 사항을 인쇄하기 위해 “인쇄”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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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검잭결과 보고 화면 

| j 더낀|터 탐씌 톰回[EJ 

뿔
 
1 
2 

• 검색화면으로부터 선정된 검색기준과 일치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이 “데이터 탐색” 

화면에 인쇄되어 나타난다. 

• 검색된 레코드가 조사지역과 탐사결과에 대한 그래픽 파일을 갖고 있을 경우 “테이터 
검색” 화면상의 해당 번호를 크릭하면 다음과 같은 지형도 및 탐사 결과에 대한 이미지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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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조사지역 지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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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탐사결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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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정보 조작 버튼 폼 화면 

현k헤톨훌훌톨를i~킬E페 ................................. xl 

「대미터 조작 

따쫓활첸파갚l 뭘 수정(ξ) I 쌓약뼈(f!l 11 

각 자료관리 윈도우에 데이터를 입력했을 경우 이 같은 “정보 조작 버튼 폼”을 이용하여 데 

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추가， 수정， 삭제를 실시한다. 

A-5. 기타 자료 입력을 위한 윈도우 

A-5-1. 탐사 세부 방법 관리 윈도우 

!헐를홈삐톨뻐|딛훨관톨흩훨훌딛 ___ -1머 xl 

명 칭 |끊절멀 

ISeismic 고 

• 탐사 세부 방범을 탐사 방법에 따라 입력하는 폼이다. 

A-5-2. 탐사 관련 데이터 관리 윈도우 

| 었’탐사관련 파윌 데디|터 →톰됨됩l 

합사 방범 I fS앓a마is하m메n미1끼i 

탐싸빼부뱀 I r굴절법 

편」縮빼고mp 

렌한~I빼servecbackup￦￦backup￦m김매P 

텀
 

코
 
고
 

원 

• 탐사 방법에 따른 파일과 백업 데이 터를 저장하는 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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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관리 윈도우 A-5-3. 사원 

|~사뭔 검보 톰回[EJ 

- 고 

1 P.?37 _ 

l 願칩 
I 懷현?부:ι _. ι ? 

11때4깅뼈:-31훤 

jC ‘ • -“ L 、/

‘ 미툴 

싸원코드 

부써 

^'윷l -, -, 

전화 } 

E• nall 

정보를 입력하는 폼이다. 

직잭은 룩업 데이터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원 

부서 ， --
A-5-4. 부서 정보 관리 윈도우 

i홉톨뻐톨뭘믿톨톨켈톨톨회 _____ -101 xl 

•• ν • .• ~‘? ‘r 

명 ν솥 |懷면-r 

부서 정보를 등록하는 폼이다 . • 
정보 관리 윈도우 A-5-5. 직책 

!톨톨훌톰낼흩펄톨펠낼 ____ -1마 xl 

? 

‘ 

힌
 넘 

; 
-뼈

 
마
 
r 

-
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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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6. 프로젝트 계정 정보 관리 윈도우 

켜 프로젝트 겨|정 점보 톰回g[1 

--

프로팩트명 

르~E 
C그Tr 

자금 

시작/종료일 

l 홉힘}福록휠닷}라및효샘들 위한천산정보 λl스텀 개 
j f5i란고뮤 사업 

l 떠臨매 

고 E펀 

원 

1 웰결년 
11998 .1 년 

101 코월람-코일 

파-코월 !헬톨고일 

프로젝트 계정을 등록하는 폼이다. 

프로젝트명， 종류， 자금， 시작/종료일을 잉력할 수 있다 

A-5-7. 프로젝트 종류 관리 윈도우 

!훌딛헬빼훌훌렐-꿇홉딛 ____ 1머 xl 

• 

댁 
~ 청 J fDi관고유 사업 

프로젝트 종류를 등록하는 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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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탐사자료 인쇄 

검색화면으로부터 인쇄버튼을 누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미리 보기 윈도우에 먼저 출력되고 

프린터 출력을 위하여 미리 보기 윈도우의 인쇄버튼을 누르면 된다. 

r..IIIlIIiI프눈5 

l a.굶 ” ‘ . " ! •• : 1iI 냥 보l 

|자원 담사 데이터베이스경색 자료| 

일면번호 타이톨 쩍잉쩌 

00000003 동내 단흥 연장성 획인흩 휘한 틀리당시 적용 이태섭 

OOOOOO(껴 골재부존랑 조사톨 위한 경기도 지방빼서의 를리 킴주용 
팅시 

fOf꽤i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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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stand-alone 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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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베이스 구혹을 위한 기초 이론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양의 자료를 통합하여 저장한 공용 파일로， 데이터베 

이스 관리 시스럼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사용자와 

연결된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객체를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쉽게 표현 

할 수 있고， 데이터 중복이 최소화되고 데이터의 불일치를 제거하므로 데이 

터 무결성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며 데이터의 형식 변화가 드a도요 i 
c> c그 -

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커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DBMS 

|질의 처리기 l 

문법 점검 

의미 점검 

최적화 

Modeling 
실 

Data File 
흥〈그M 

| 저장 처리기 | 

l 색 인 l 

파일관리 

프로그램 

|복 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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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자료를 system어| 입력할 수 있도록 정형적 

으로 체계화시커 서술해 주는 modeling 과정을 거쳐 자료의 구조나 조작 방 

법， 제약 사항 등을 정의해 주어야 한다. 

Modeling 도구는 Entity-Relation Model, Object-Oriented Data Model, 

Sementic Object Model, Network Data Model등 무수히 많이 존재하나 현재는 

Entity-Relation ModelOI 많이 사용되는 편이다.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 모델 

에 서 데 이 터 베 이 스의 기 본요소는 Field, Record, Table, AttributeOI 다. Field는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값을， Record는 데이터베이스의 최소 단위， Table은 

Record으| 집 합을 의 미 한다. 

Modelingol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구성하여 SOLOI 나 입력 프 

로그램을 이용해 DBMS어| 입력한다. DBMS는 크게 질의 처리기， 저장관리 

기로 구성된다. 질의 처리기는 주어진 질의에 대한 최적의 실행 계획을 찾 

아 질의를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저장관리기는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 장과 탐색 하는 기 능을 한다 Oracle， Focus, Ingres, Paradox, Microsoft 

Access, Paradox for Windows 등이 대 표적 DBMSOI 며， Access와 Paradox for 

Windows등은 강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물리탐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 사용할 Access에서는 모델링 

된 데이터를 가지고 테이블을 생성한다 Field name열에 필드 이름을 정의 

하고 Data Type을 정의한다. 이때 필드의 크기나 인텍스 허용 여부， 유효성 

검사 규칙 등의 속성도 지정해 주는 것이 좋다. 테이블이 생성되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정의해 주어야 한다. 관계 정의는 다음 단계의 작업의 기초가 

되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사용자가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기 위한 수 

단이나 폼과 보고서의 기반， 콤보 상자와 같은 다충값 제어의 기반으로 질의 

어를 생성한다 Access는 OBE를 이용하여 SOL문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질의를 생성할 수 있다. 테이블과 질의가 생성되면 원하는 형태의 폼과 보 

고서를 설계 · 작성하고， 필요한 코드를 입력하여 각 폼틀을 자동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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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이블 분석 

구분 j 테이블 분석 

「 내용→→ 1Masier꾀ble 
I 

필드내용 필드명 댁이터 형식 

••• • •-, 

•------j 

| 기본키 |외래키 | 비고 

L • } ? 그 J 문자열(20) 

일련번호 FieldlO 
----••• ••••• ••-

필드번호 
1-

LArea 탐사지역(시/도) 
+-

t 문자열(20) 
--•-------t----

MArea 탐사지역(시군구) 

탐사지역(옵면동) MIArea 

탐사지역(지구) SArea 

지도 Map OLE개쳐| 

[꿇;파뚫;}l;D 靈:;3; : 

- •-+• 
여11아니오 | 중 력 탐사 Potential 

「←← •• •• 十→ • • • 1 

1 물리검흥 Logging 여11아니오 

메모 Memo 메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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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테이블 분석 

내용 Person Table 

뭘드내용 뭘드명 데이터 형식 기본키 왜빼키 비고 

탐사수행자 10 PersonlO 문자앓(10) O 

탐사수행자(한굴) FName 문자멸(20) 

탐사수행자(엉문) LName 문짜열(20) 

직장명 Oept 문자얼(20) 

직위 10 PoslO 훗자 01 
전화번호 Phone 문자열(20) 

사진 Photo OLE개쳐| 

경력 Career 메모 

L-←반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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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테이블 분석 

내용 Position Table 

필드내용 필드명 혜이터 형식 기본키 외래키 비고 

1.교수 
직위10 PoslO 1 일련번호 O 

2.선임연구원 

직위 Position 문자열(15) 4.연구원 

5.기 E. 
• •-----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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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분 테이블 분석 

내용 Projet account Table 

뭘드내용 톨드명 데이터 형삭 기본키 외빼키 비고 

효로젝트 10 AcclO 문자멸(25) 。

효로책트명 Title 문자월(100) 

효로책트 형태 Type 문짜멸(30) O 

사업비 Fund 통화 

시작 일시 FYear 날짜(M) 

완료 일시 LYear 날짜(M)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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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구분 테이블 분석 

내용 Projet type Table 

필드내용 필드명 

프로젝트 형태 Type 

프로젝트 Project 

비고 

45 

더l이터 형식 

문자열(3이 

문자열(30) 

비고 



구분 테이폴분석 

내용 EM Master Table 

뭘드내용 훌드명 데이터 형식 기톨키 외혜키 비고 

자료고유번호 OatalO 숫자 O 

EM 번호 EMIO 일련번호 

탐사방법 번호 TypelO 숫자 O 

필 C 번호 FieldlO 숫자 

탐사수행자 10 PersonlO 문자옐(10) O 

탐사수행월 Oate 낳짜l시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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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구분 j 테이블 분석 
L-------+ 

내용 EM Type Table 

필드내용 필드명 대이터 형식 기본키 외래키 비고 

1. VLF 

탐사방법 번호 TypelD 일련번호 O 2. MT 

3. TEM 

4. CSAMT 

5. LOTEM 
탐사방법 name 1 문자얼(2이 I ~. AM~ 

17. HLEM 
←」→→←→← - ._------

• •• ••• 1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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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테이볼 분석 

내용 Electric Master Table 

롤드내용 필드명 데이터 형식 기본키 외패키 비고 

자료고유번호 OatalO 숫자 。

전기탐사 10 ElectriclO 일련번호 

탐사방법 번호 TypelO 숫자 O 

휠드 번호 FieldlO 숫짜 

탐사수행짜 10 PersonlO 문자멸(10) O 

탐사수행일 Oate 날짜l시간 

t:lr원τ王-- ._------ ~ 그느fz :; 끄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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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테이블 분석 
→←」

내용 Electric Type Table 

필드내용 필드명 대이터 형식 |기본키 |외래키 비고 

1. Sounding 

탐사방법 번호 I TypelD 일련번호 O 
2. Dipole-Dipole 

3. Pole-Dipole 

4. 유도분극 

5. 인공분극 
「←←→------十→→ 」→ •- •• ←」 • ••• • 

탐사방법 name | 문자열(20) j 

6. 자기비저항 

7. 자기유도분극 

←上←→→
8. 자연전위 

비고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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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테이톨 분석 

내용 Data Location Table 

뭘드내훌 훌드명 페이터 형식 기톨키 외빼키 비고 

자료고유번호 DatalD 숫자 O 

Path 문짜멸(40) O 
1 

BackUp 문자열(4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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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이블간 관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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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검색 시스헬 

1) 탐사방법 검색 

가)전기탐사 

Electric 

Type 

TypelD 

나)전자탐사 

EM 

Type 

TypelD 

FieldlD 

EM 
DatalD 

TypelD 

FieldlD 

52 

Master 
FieldlD 

LArea 
... 

AcclD 

Master 
FieldlD 

LArea 

PersonlD 

AcclD 

PersonlD 

FName 

LName 

Dept 

PersonlD 

FName 

LName 

Dept 



2) 탐사수행자 

Person 
PersonlD 

FName 

LName 

Dept 

PoslD 

53 

Position 
PoslD 

Position 



5. 툴리탐사자료검색 시스템 화면 구성도 

물리탐사자료검색시스템 

날짜벌 검색 

탐사수행자벌 검색 

탐사방법뿔 검색 탄성파탐사 

탐사지역벌 겁색 
전기탐사 

Project 
전자탐사 

물리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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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면 1) 

|￡ 주호}면 [E) 

-
‘ 

| 꿇훌혈i앓 | 

’ 
/ 

ν ...... ~“;‘- 、'-_._ .... ι~.~..;. . ..;:-,;., • ..;:......: ... ，..!J“ι，'!:. '---_.샤;'..c.....'"' .. r"'-~ .. ，~~ w “ ιι -‘ 

2) 자료검색 

j ￡ 자료 겁산 ~ 

수헬짧 걷쩍(밍 | 

J-J λH 
CJ -, 

己
..LL 

찌역벌 킴씩<00 

화면닫기(딩 

|i흙빌컵펙{距 l 

Project(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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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힌무뺏도치찬: 쉰.i~'쁨갖훌꽉j i:jJ;만앙연갚?장 측흰얻-링납간 장S메빼~'g~~] 쫓홈쩔:; r ;:}öìF ~;"J 
찍탤관윷띔 꽉갚했풍펀 꽉껴홉잊 단Ji뭔낀fn ~;~. 쌀얻추안‘; pl빼핏@빼: 꽃힘카g; 핏?}~.Tl 
함한룰펙 짤좋‘혈관파 줬L.‘;;:a~‘흩만까떤 윷뭔r‘펙 :때얼츄:죄 갚S에뺏l9? i ;뿔뀐껴~1 때(~rL~;j 
휠혐랫맺델 앓펠앨굳피띔 뜸-흩얼헬:펴;찮 핸/:갚3 ;;3흩얼J닫] )?ii，i<i띨핏‘엔빼: 팽랜잦:~1 :~T，;l_1!한3 
펴건했묻텍 팍말혈글r;띤:i 꾀‘흩훨펀認ι3 훈 썰~:갚:J [~}:’판ι윌춘겼 칠:，횟헨뺏!，~떠] 導행듀챔J 깐::L;l햇;;i 
’‘갚~핫의횟줬 s:l\:，'J!뭇K~섣3 짧;;1:천걷룰 렐‘ 잊!';짤 출빛깔;-~?처 *Æ'i.h~J톤K?;쉰맺했」원‘ ~{~I~_Il2~J필 ;j 
、‘ 전!했‘현앓 !f9.s전추~;s쉰 짝t언전흩;잔잔 갚 횟환갔경 핀;출및숫;..;:격 성:~맺햇!!，9] 營궈FFjj 짝I웬~，;;패 

날짜별 검색 가) 

폐땐픔l ;꽉차화핸?? | 
꽉꾀펀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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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행자별 검색 및 결과 

|￡ 탑사수행자멸 겁씩 ‘ [E) 

검책할 탐사수행자의 이름을 입력하서오 

미를: 

감화닫쿄강의 - - - Rm01 
검씩검i훌 훌영수 ; 

전라륙도 

전라륙도 
전라륙도 
전라륙도 
켠라륙도 
전라륙도 
전라특도 

전랴특도 
전라륙도 

사
 주
 주
 엉
 청
 엉
 엉
 잉
 실
 추
 

군
 무
 부
 숨
 슴
 밀
 입
 밀
 입
 쩌
 

입m면 당산 VLF 
안영면 • ~ 공정 _ Dipole -Dipole 
안생면 용정 Sounding 
특훌먼 ‘ • • 하리 Dlpole-Dipole 
특훌면 하리 Sounding 
판흔면 .훌 Dipole -Dipole 
판혼댄 특훌 Soundlng 
운앙연 •• S낼 _ Dipoie-Dlpole 
응앙연 • 샅iI Sounding 

연화 LOTEM 

57 



;한 탐사수판} 낀삼걷보 [EI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 공학석}J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 공학박}J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전임강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조교수 

97.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부교수 
현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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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탐사방법별 검색 및 결과 

|￡ 탐사를류 ---~11 

.J i 

닫밟생확뿜톰사웹t염Se마행빠I뼈빼s뼈톨I페 c야)시 | 
현기람A사짜따H따(κ띤E티l뼈ec빼c 

현 확톨싸싸(야E써찌) I 
훌확혁톰사(p빼빼외) I 

J 롤리겁훌(L09~ln9) ., 

i맏곽한.------ - --------- 느←~~E힌 

를: 
-- 송멍수 Sour:td1ns →_ 1l8년 i 

공정 숍엉수 •----• So_undiDS __ _ __ ~앤 
공정 - . • ←융및수 _ _____ _ Dlpole_-{llp()le __ 없년 

임설국 운암면 삼킬 - -_ .. 올영수 Soundins • 뾰년 
잉실군 운암면 삽길 융영수 ____ Dlpole:-:Dlpole 98년 -
순청군 륙흘면 하리 슐영수 ____ ~oundin.9 _______ ~딘 
순형문 륙흥면 하리 슐영수 • Dipole-::D ipole ..... 9안4 
잉설문 판혼연 북흥 송영수 _Sounding 96믿 
잎앨군 관혼연 복흉 송영수 Dipole-Dipole 9&.:: 

안영면 축연 빽iI납 

59 



|힐 건lUl탐사 밍l 

i .. 휴호월낙 r| 

씨짜연전임 | 
? 

~ 
-

? 

v


?
ι
 
”” 
-

‘「” -
‘ 

l 

l 

각
 ”u 

-

? S 
-

-” 
’-

갚파jjir | rp;öí;~，oi~~l듀| 

픔
 

% 

二
‘
혈
 

“ 

” 
ο효
。
 

; 

찌
깅
 

꽉
h
 
ι
 

샤;ii?!ω~'7 1 

?‘ 회댄훌 닫슐니다 년 ?'k 

60 



라) 탐사지역별 검색 및 결과 

| 묻 낀|먹멸검펙 [l5J 11 

j 출 111먹읍넥 R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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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입력 

휴r프프럭칸 톰回잉l 

; 자료입력 ) 

‘ C ‘ l 톨드!!효 1----' • I~ ， 

“ 톨M지약(N/도) :} 견학륙도 ι’ ι . 1 

」 톨fN져역‘씨뭉구) ! 부추군 | 

I 톰A때밀‘톨띤톨) ~~댄 
j η 톰사찌멀‘쩌구) 훌칭 

;、1'/ ，;-，\.， .• -•••• 싹 F ‘ :ν ? ιτ‘r ’ / ι • ‘ 
?약-"II，~:I 즈 、 톰사추를 

‘J셔U찍갓 | 객 、 프를 
;념젠?| 

ι ‘ 잔、-" 
J、 ‘? ‘ ι.，~~、

'."f ι“ νι 、

-:.(.‘ γ~" .~‘ 「

걷톨 :20 ι 피'.-

가)탐사짜료 입력 

• Fη 댄잉. 
ν‘ 

> 걷껴F쩌D: 대핸표1 ι 、 껴튼영~: 투누늬 ? 

t힘원빼용용i놓훌 ________ x l 

- 를빼톨런효:도늬 ’ 톰빼얻::. . .,.1 ___ ..... η 

탐사수를톨:1 ï ，" 톰사수렐~，D : _. ~ j도;듀::J 
: 이ντ ..... f.~ 、스 '0;. •• ~ 

ιι.~~ .,'.:. '‘Lγ 쉰、 ιε ;;(~파될화A;li~ωR핸혹 |I 싸ι‘;ι시L이，-
현찌 히코또드!: : 고μWI l '’쇠갇섣냉l 걷핸핸헤JI :)μ’t(앤빼흩뾰터g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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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탐사수행자 정보입력 

|ε 수캉까닫댄 톰回[EJ 

톰싸수률자(한.): I 
l~톨뜯훌 _____ xl 

탐사수를자tD: 

톰>>수를자{엉릎): 

찍장영: 

걷홉번효: 

칙쩌 10: 

찍워: 

훌댁: 

| [훨훌훌 | 

다) 프로젝트 정보입력 

| 훔 프르펙트 c;::n딘밍 l 

.겸I훌훌댄를흩m. ...................... 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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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1 .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 

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 

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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