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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최근 정보통신의 격한 발달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텔 매틱스 등의 공간정

보와 련된 기술들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시간,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얻기를 원한다.

 과거에는 분리되어 측량, 지 , 수로측량의 리기 이 일원화 되었다. 그리고 기 의 손

실, 망실 등의 기본 정보 악과 기 에 한 일반 시민 서비스 체계가 미흡한 편이다. 그

기에 우리나라에 합하고 최신 측량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용한 기  통합 정보 리 

체계가 필요하다. 

2.연구내용  방법

 유비쿼터스 국가기  시스템은 크게 4부분으로 볼 수 있다. u-기 , 단말기, 기  

리 시스템, 서버이다.

<그림 1> 유비쿼터스 국가기준점 시스템의 논리 아키텍처

 u-기 은 RFID Tag가 부착된 새로운 개념의 기 이다. 필라형과 표석형 두 가지 형

태가 있다.



- 108 -

 단말기는 RFID 통합단말기로 u-기 에 부착된 RFID Tag의 ID 인식을 통해, 측량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때 장에서 

CDMA 통신방식을 통해 기  리 서버와 연결된다. 한 RFID 통합단말기의 기  모

바일 리 시스템은 기 을 장에서 리, 검 등의 업무를 지원해 다.

 유비쿼터스 국가기  시스템은 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기  정보, 기  

검색, 리 등을 기  리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는 WWW방식을 통해 서비스되

어진다. 기  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크게 리자, 측량자, 일반인으로 구분되

어 진다. 기  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형태에 따라 서비스 되어 질 것이다.

 기  리 서버는 CDMA 방식을 통해 RFID 통합 단말기와 연결되어 진다. 그리고 

WWW 방식을 통해 장이 아닌 장소에서 연결되어 진다. 이 서버는 기  정보체계를 유

지하고 서비스하는 요 요소이다.

<그림 2> 유비쿼터스 국가기준점 시스템 아키텍처

3.결론

 본 연구는 시 의 흐름에 따라 유비쿼터스 기반의 u-기 을 개발하여 어디서든 실시간

으로 정보를 악할 수 있는 기반정보처리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은 

측량 분야만이 아니라 치와 련한 많은 분야에 응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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