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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NOGIO 스튜디오
PINOGIO STUDIO 는 프로젝트 생성 후 데이터셋 업로드, 레이어분석 및 생성, 지도
출판과 공유에 이르는 모든기능을 관리하는 웹기반의 도구입니다.

1.1. 회원가입 및 로그인
PINOGIO STUDIO 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피노지오
가입하기]를 선택하여 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는 사용자명(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과 성입니다.
입력한 정보로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1.2. 프로젝트
로그인을 완료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인 프로젝트 화면입니다.
[프로젝트]란 특정 한 주제에 대한 공간정보 데이터 셋의 등록, 분석, 지도 출판을
수행하는 커뮤니티의 단위입니다. [프로젝트]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셋 : 지도를 구성하기 위한 공간정보 원시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입니다.
분석도구 : 등록된 데이터셋을 공간분석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한 공간분석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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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 등록된 데이터셋에 스타일을 등록하여 의미있는 시각화 작업을 지원합니다.
스토리맵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중첩하여 새로운 지도를 생성하고 출판하여
외부 또는 프로젝트 멤버에게 공개합니다.

1.2.1.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제목과 설명을 등록하고 공개 범위를 선택한 후 [만들기]를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의 공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프로젝트 : 누구나 프로젝트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고 게시물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프로젝트 : 누구나 프로젝트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지만 게시물은
프로젝트 멤버만 볼 수 있습니다.

-

비밀 프로젝트 : 프로젝트가 검색되지 않고 게시물 또한 프로젝트 멤버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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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프로젝트 선택
기존에 생성된 프로젝트가 존재하면 PINOGIO studio 화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데이터셋, 레이어, 스토리맵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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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프로젝트 설정 [구현중입니다]
1.2.3.1. 프로젝트 변경 [구현중입니다]
1.2.3.2. 프로젝트 구성원 관리 [구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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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데이터셋
데이터셋은 지도를 구성하기 위한 공간정보 원시데이터의 집합을 말합니다. PINOGIO 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데이터셋을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1.3.1. 데이터셋 페이지
데이터셋 페이지는 프로젝트에 등록된 데이터셋을 관리하거나 PINOGIO 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업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등록된 데이터셋은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키워드 입력을 통한 검색이 가능하며,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공간 데이터 타입, 공개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2. 새로운 데이터셋 만들기
1.3.2.1. 데이터 파일 업로드
[새로운 데이터셋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로운 데이터 셋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은 데이터 파일 업로드 기능과 비어있는 데이터셋 만들기 기능, 2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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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파일 업로드 : 사용자가 소유하고있는 SHAPE 파일 또는 CSV(TXT), Excel,
Tiff 파일을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CSV 및 Excel 의 경우 데이터의 위치(X,Y)값이
존재해야 합니다.

-

비어있는 데이터셋 만들기 : 사용자가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고 PINOGIO 에
임의의 빈 공간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사용자는 생성한 공간데이터의 컬럼과
데이터형을 선언할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할 공간데이터를 선택합니다.

등록할 데이터셋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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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및 Excel 의 경우 데이터 업로드 후 등록된 데이터에 대한 환경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

Charset : 입력된 데이터의 문자셋입니다. 해당파일의 문자셋 정보를 모르는 경우
일반적으로 x-windows-949 또는 UTF-8 를 선택합니다.

-

Source SRID : 등록된 데이터의 좌표계입니다. PINOGIO 는 EPSG 의 분류체계에
따른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좌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좌표값이 3 자리수 이하이면 4326 좌표계로 볼수
있습니다. 3 자리수 이상인경우 투영된 좌표계로서 정확한 좌표계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4326 : 흔히 알고있는 좌표계입니다. WGS84 타원체를 사용합니다.
좌표 예) 위도: 37.234 경도:127.341

-

3857: Google Map 에서 사용하는 좌표계입니다.
좌표 예) 위도: 3274854.234 경도:2385645.341

-

5180 : GRS80 타원체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서부원점 좌표계입니다. 횡축
메르카토르 투영법을 사용합니다.
좌표 예) 위도: 309965.526 경도 : 55867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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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1 : GRS80 타원체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중부 원점 좌표계입니다. 횡축
메르카토르 투영법을 사용합니다.
좌표 예) 위도: 309965.526 경도 : 558675.784

-

5183 : GRS80 타원체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동부 원점 좌표계입니다. 횡축
메르카토르 투영법을 사용합니다.
좌표 예) 위도: 309965.526 경도 : 558675.784

-

Target SRID : 원시데이터를 PINOGIO 에 등록할 때 좌표계를 변경할 경우
사용합니다. 좌표계변겨을 원치 않을 경우 선택하지 않습니다.

-

Longitude : 좌표값 경도에 해당하는 컬럼의 타이틀을 입력합니다.

-

Latitude : 좌표값 위도에 해당하는 컬럼의 타이틀을 입력합니다.

-

WKT Column : 좌표값 정보가 위도값 컬럼, 경도값 컬럼으로 정의되지 않고 Well
Known Text 로 정의 되었을 경우 선택합니다.
WKT 예 : POINT (30 10), LINESTRING (30 10, 10 30, 40 40), POLYGON ((30 10, 40
40, 20 40, 10 20, 30 10))

-

Delimeter : CSV 파일의 컬럼간 구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쉼표(,)가
구분자입니다. 구분자가 다를 경우 선택합니다.

-

HeaderLine : CSV 파일의 헤더라인이 2 개 이상일경우 라인수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헤더라인은 1 줄입니다. 1 줄보다 많을경우 선택합니다.

-

Geometry Definition : 등록데이터의 공간정보 표현방식입니다. 경도값 컬럼,
위도값 컬럼으로 구분된 경우 선택하지 않습니다(기본값 : POINT_COORDINATES).
경도값 컬럼, 위도값 컬럼으로 구분된경우 POINT_COORINATES, WKT 로 정의된
경우 WELL_KNOWN_TEXT 를 선택합니다.

CSV 의 환경설정이 끝나면 [NEXT]를 클릭하여 데이터셋의 제목과 설명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데이터의 제목과 설명을 입력하고 데이터의
공개범위를 선택합니다. 데이터의 공개범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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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 데이터셋을 누구나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PRIVATE : 프로젝트 멤버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UPLOAD DATASET]을 클릭하여 데이터 등록을 완료합니다.

1.3.2.2. 비어있는 데이터셋
PINOGIO 에 비어있는 데이터셋을 생성합니다. 데이터셋 편집을 통하여 새로운 레코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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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데이터셋 만들기]를 클릭하여 데이터셋 등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단 탭의 [비어있는 데이터셋]을 선택합니다.
먼저 Geometry Type 을 선택합니다.
Geometry Type 은 Point, Linestring, Polygon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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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y Type 선택 후 해당 데이터가 서비스될 지도의 영역(Extent)을 설정합니다.
PINOGIO 는 다음 2 가지의 Extent 설정 방식을 제공합니다.
-

Current bounds : 우측지도의 영역을 Extent 로 설정합니다. 지도를 확대 · 축소
이동하여 Extent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서비스를 위하여 정확한 서비스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No limit : 지도의 서비스영역을 정하지 않고 지구적 범위를 Extent 로 정합니다.

Geometry Type 과 Extent 설정이 완료되면 [NEXT]를 클릭하여 데이터셋 컬럼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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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Column]을 클릭하여 데이터셋에 새로운 컬럼을 등록합니다.
새로운 컬럼 등록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컬럼명 : 레코드의 이름입니다. 시스템이 컬럼명을 인식하게 됩니다. 되도록
영문으로 입력하고 공백 또는 특수문자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

컬럼별칭 : 사용자가 인식하기 위한 별칭입니다.

-

데이터형식 : 해당 컬럼의 데이터형식입니다. 문자, 숫자, 선택형, 참/거짓,
날짜형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형 : 숫자형의 경우 데이터값이 정수형(INTEGER) 인지 실수형(Double)인지
선택합니다. 입력될 데이터값이 일정한 범위 내에 존재한다면 [Set range Value]를
선택하여 최소값[Minimum], 최대값[Maximum]을 입력하여 해당 간격 사이의 값만이
입력되도록 설정합니다.

선택형 : 선택형의 경우 선택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값만 데이터에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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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입력 : 해당 컬럼이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하는 항목이면 스위치를 클릭하여
필수입력상태

로 전환 합니다.

컬럼의 추가가 완료되면 [NEXT]를 클릭하여 메타데이터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타데이터 화면에서는 해당 데이터셋의 제목과 설명 그리고 공개여부를 설정합니다.
메타데이터 입력이 완료되면 [CREATE EMPTY DATASET]을 클릭하여 빈 데이터셋을 최종
생성합니다.

1.3.3. 데이터셋 정보
1.3.3.1. 메타데이터 확인하기
데이터셋의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셋 목록에서 데이터셋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PINOGIO STUDIO

메타데이터의 내용은 제목(TITLE), 설명(DESCRIPTION), 공개여부(PRIVACY), 공간데이터
타입(SPATIAL TYPE), 지오메트리 타입(GEOMETRY TYPE), 좌표계정보(SPATIAL REFERENCE
IDENTIFIER), 데이터갯수(ROWS), 데이터 사이즈(SIZE), 생성일(CREATE DATE),
갱신일(UPDATE DATE)등이 있습니다.

1.3.3.2. 컬럼정보 확인하기
메터데이터 화면의 우측

을 클릭하여 데이터셋의 컬럼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PINOGIO STUDIO

컬럼정보에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컬럼의 이름(NAME)과 별칭(ALIAS), 데이터
타입(TYPE)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3.3. 데이터셋 삭제하기
메타데이터 우측

을 클릭하여 현재 데이터셋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버튼으로 데이터셋을 삭제할 수 있으며, 안내문과 같이 삭제된 데이터셋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1.3.4. 분석도구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공간분석, 공간통계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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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분석도구 종류
분석도구 메뉴를 클릭하면 50 여가지의 분석도구를 목록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의 유형과 결과에 따라 일반 도구, 공간 통계, 래스터 도구로
라벨형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3.4.2. 분석도구 선택
목록에 있는 분석도구를 선택하면 화면이 아래로 확장되면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분석결과 예시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도구의

매개변수 입력 화면이 표시됩니다.

1.3.4.3.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셋 만들기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셋 만들기’ 팝업창이 표시되고, 분석도구의 파라미터 입력
화면과 지도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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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화면에는 기본레이어로 구경계, 동경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분석도구의 사용방법 및 소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파라미터 옆

에 마우스포인트를 올리면 파라미터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4.4. 파라미터 설정
분석도구 특징에 따라 분석설정값이 다르고 데이터 형식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라미터 설정 입력화면이 표시되어 값을 입력합니다.

20

PINOGIO STUDIO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셋을 선택하면 해당 데이터셋의 공간정보가 지도에 표시되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란에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해당 파라미터는 필수입력해야 한다는
경고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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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제목 및 공개범위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분석결과가
저장될 데이터셋의 제목, 설명, 공개범위를 입력 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설정을 다시해야할 경우 [이전]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값에 따라 분석도구가 실행되고 완료되면 데이터셋
정보보기 화면으로 이동되며, 데이터셋 목록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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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데이터셋 편집도구 [구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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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레이어
1.4.1. 레이어 페이지
기존에 생성된 레이어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레이어의 썸네일 및 명칭,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이어를 선택하면 레이어 전체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전환되며 레이어의 제목, 설명, 공개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변경]
버튼과 레이어를 삭제할 수 있는 [레이어 삭제] 버튼, 레이어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스타일 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리소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4.2. 레이어 편집하기
레이어목록 페이지에서 편집할 레이어를 클릭하면 레이어의 제목, 설명, 삭제,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전환되며 데이터셋 명칭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스타일 변경]

버튼이 활성화되며 레이어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레이어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SINGLE, CATEGORIES, GRADUATED, BUBBLE, HEATMAP 이 있습니다.
SINGLE : 속성별로 분류하지 않고 단일심볼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MARK TYPE : 모양을 설정 할 수 있는 기능 입니다.
MARK SIZE : 도형의 크기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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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 COLOR : 채우기색상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FILL OPACITY : 채우기의 투명도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STROKE COLOR : 테두리색상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STROKE OPACITY : 테두리의 투명도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STROKE WIDTH : 테두리의 두께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CATEGORIES : 같은속성을 가지고 있는 값을 분류하여 나타내는 방식 입니다.(예: 시군구
코드로 분류)
COLUMN NAME : 분류할 속성이 입력되어 있는 컬럼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GRADUATED : 수치로 되어 있는 값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방식
입니다.(예: 아파트 시세로 분류)
EQUAL INTERVAL : 등간격은 동일한 간격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며 예를 들어서 0 ~
100 점 중에 90 점 이상 A, 80 점 B, 70 점 이상 C 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QUANTILE : 등분위는 동일한 비율로 구분하는 방법이며 예를 들어서 상위 10 등까지
A, 11~20 등까지 B, 21~30 등까지 C 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NATURAL BREAK : 같은등급 내 전체 값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편차(AVERAGE
DEVIATION)는 최소화되고, 각 등급간의 분산(VARIANCE)은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BUBBLE : 수치로 되어있는 값을 이용하여 원의 크기를 지정하는 방식 입니다.
HEATMAP : 히트맵은 포인트의 밀도와 반경, 가중치 입력을 이용하여 밀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이미지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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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새로운 레이어 만들기
레이어목록 페이지에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레이어를
제작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적으로 분석 및 스타일링을
수행하며 다양한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이어를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셋 불러오기 클릭 후 데이터셋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목 및 공개범위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로 전환되며 레이어의 제목, 설명, 공개범위
입력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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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토리맵
하나 이상의 레이어를 이용하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지도를 생성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1.5.1. 스토리맵 페이지
스토리맵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PINOGIO STUDIO 왼쪽 메뉴의 [MAPS] – [스토리맵]
메뉴를 선택합니다. 스토리맵 페이지는 사용자가 기존에 등록한 스토리맵을 관리하거나
새로운 스토리맵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등록된 스토리맵의 목록은 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등록된 스토리맵은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1.5.2. 스토리맵 편집하기
사용자가 등록한 스토리맵을 편집합니다. 페이지 제목, 콘텐츠 내용, 배경지도, 레이어,
지도 옵션, 메타데이터(스토리맵 제목, 스토리맵 설명, 레이어 공개범위, 테마) 정보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5.2.1. 스토리맵 선택
사용자는 스토리맵을 편집하기 위하여 [MAPS] – [스토리맵] 메뉴를 클릭하여 스토리맵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재 등록된 스토리맵의 목록을 조회하고 편집하고자 하는 스토리
맵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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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스토리맵 콘텐츠 편집
탭으로 이동하여 기작성된 페이지 제목 및 콘텐츠 내용을 수정합니다.

1.5.2.3. 스토리맵 배경지도 편집
탭으로 이동하여 기등록된 배경지도 정보를 수정합니다.
스토리맵에 등록된 배경지도를 제거할 수 있고

버튼을 클릭하여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배경지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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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망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MangoMap 외 V World, OpenStreetMap 등을
배경지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5.2.4. 스토리맵 레이어 편집
탭으로 이동하여 기 등록된 레이어를 편집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스토리맵에

추가된 레이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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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레이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에 등록된
레이어의 목록을 조회하고 체크박스를 통해 스토리맵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5.2.5. 스토리맵 지도옵션 편집
탭으로 이동하여 기설정된 지도 옵션을 변경합니다. 줌 컨트롤, 축척바, 박스 줌,
더블 클릭 줌, 드래그, 키보드, 마우스 휠 줌, 터치 줌 등의 지도옵션을 제공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지도옵션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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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컨트롤 : 지도를 ZoomIn 및 ZoomOut 할 수 있는 버튼을 표출
축척바 : 지도 위에 축척바를 표출
박스 줌 : 마우스를 이용하여 지도 상에 박스를 그린 영역으로 지도를 확대
더블 클릭 줌 : 지도를 더블 클릭하였을 때 지도를 줌인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키보드 : 키보드를 통해 지도를 조작 가능하도록 활성화
마우스 휠 줌 : 마우스 휠을 통해 지도를 줌인, 줌아웃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터치 줌 : 터치를 통해 지도를 줌인, 줌아웃 할 수 있도록 활성화

1.5.2.6. 스토리맵 메타데이터 편집
스토리맵의 제목, 설명, 레이어 공개범위, 테마 등 메타데이터 정보를 수정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메타데이터 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현재 작성된 스토리맵의 제목, 설명, 레이어 공개범위, 테마를 변경합니다. 레이어
공개범위는 “전체공개”, “프로젝트 멤버에게 공개”, “비공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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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테마는 4 개의 종류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테마는 아래의 그림처럼 설명, 지도로
구분되도록 하여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메타데이터 정보를 수정한 후 [변경내용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모든 스토리맵의 정보를 수정하였다면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스토리맵
편집작업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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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스토리맵 공유하기

[스토리맵 공유] 메뉴를 클릭하면 만든 스토리맵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옵션은 총 3 가지가 존재합니다.
공유끄기 : 공유 기능을 꺼 공유하지 않습니다.
링크가 있는 웹 사용자에게 공유 : 링크를 통해 공유하며, 로그인이 필요 없어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로그인 사용자에게 공유 : 링크를 통해 공유하며, 공유된 스토리맵을 보기
위해서는 PINOGIO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5.3 새로운 스토리맵 만들기
새로운 스토리맵을 만들기 위하여 스토리맵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스토리맵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PINOGIO STUDIO 왼쪽 메뉴의 [MAPS] – [스토리맵] 메뉴를 선택합니다.
스토리맵 페이지에서 [새로운 스토리맵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스토리맵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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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스토리맵 메타데이터 정보 입력
스토리맵에서 사용할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스토리맵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은 4 개의 종류이며, 각각의 템플릿은 위의 그림과 같이
스토리맵 설명부분과 지도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템플릿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스토리맵 제목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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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어 공개범위 설정을 진행합니다. 공개범위는 “전체공개”,
“프로젝트 멤버에게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메타데이터 정보입력단계를 종료합니다.

1.5.2.9. 스토리맵 콘텐츠 정보 입력
탭으로 이동하여 스토리맵 페이지 제목 및 콘텐츠 내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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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0.

스토리맵 배경지도 설정

탭으로 이동하여 스토리맵에서 사용할 배경지도를 설정합니다.
배경지도를 추가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된 배경지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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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도는 망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MangoMap 외에 V World, OpenStreetMap 등을
제공합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배경지도를 체크한 후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스토리맵에 추가합니다.

1.5.2.11.

스토리맵 레이어 설정

탭으로 이동하여 스토리맵의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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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클릭 후 현재 프로젝트에 등록된 레이어 목록을 조회하여 사용자는
스토리맵에 추가할 레이어를 체크한 후 [레이어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스토리맵에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레이어가 그려지는 순서는 먼저 선택/추가한 레이어가 먼저
그려지게 됩니다.

스토리맵에 레이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된 레이어는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레이어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된 레이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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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2.

스토리맵 지도옵션 설정

탭으로 이동하여 스토리맵의 지도옵션을 설정합니다. 현재 제공하는 지도옵션은 줌
컨트롤, 축척바, 박스 줌, 더블 클릭 줌, 드래그, 키보드, 마우스 휠 줌, 터치 줌 등을
제공합니다.

줌 컨트롤 : 지도를 ZoomIn 및 ZoomOut 할 수 있는 버튼을 표출
축척바 : 지도 위에 축척바를 표출
박스 줌 : 마우스를 이용하여 지도 상에 박스를 그린 영역으로 지도를 확대
더블 클릭 줌 : 지도를 더블 클릭하였을 때 지도를 줌인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키보드 : 키보드를 통해 지도를 조작 가능하도록 활성화
마우스 휠 줌 : 마우스 휠을 통해 지도를 줌인, 줌아웃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터치 줌 : 터치를 통해 지도를 줌인, 줌아웃 할 수 있도록 활성화

1.5.2.13.

스토리맵 발행

모든 지도 구성요소의 작성이 완료되면 우 상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작성한
스토리맵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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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4.

스토리맵 확인하기

PINOGIO STUDIO 에서 [MAPS] – [스토리맵]을 선택하면 현재 발행된 스토리맵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토리맵의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행된 스토리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스토리맵은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블로그, SNS 등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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