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2010 / Seoul / Korea

공간정보기반인 라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용방안

Application of TestBed for Geo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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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D of Geo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which is the one of the KLSG(Korean Land 

Spatialization Group) mian projects, is core project for promotion of digital korean land. It has 

been conducted during 4 years, and it will be tested and assessed via TestBed in the 5th & 6th 

years. The application of Testbed for R&D results will make contributions of stability, 

enhancement and external reliability for R&D results.

▸Keywords :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based infrastructure, Testbed, Research achievement

1. 서 론

지능형국토정보기술 신사업의 5  핵심과제  하나인 공간정보기반인 라 기술개발은 

지능형 국토실 을 한 국가 통합기  리에서부터 분산형 데이터의 통합 리  국

민 서비스까지 디지털 국토 실 의 석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 4차년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5차년도와 6차년도에는 테스트베드 용을 

통하여 개발기술의 고도화  안정화를 실 할 것이다. 한 외 이고 객 인 성능검증

을 수행하여 R&D 결과물에 한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2. 공간정보기반인 라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성

테스트베드는 행복도시 내에 마련할 정이며, 공간정보기반인 라 기술개발 성과물의 

테스트베드 용은 A, B Zone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A Zone은 개발한 장비검증 역으

로 국가기   지하, 지상부문 공간정보 구축장비를 용 상으로 하며, B Zone은 기반

인 라 구축 역으로 공  장비  객체기반 연속수치지도 련 시스템을 용 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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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테스트베드 선정 지역

   
[그림 2]  

연구성과물 연동 방안

3. 테스트베드 실험 상  검증

각 성과물별로 테스트베드 A, B Zone으로 구분하여 실험  검증을 실시하며 그 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성과물 실험 상

A Zone

(장비 검증 

역)

성과물1

(유비쿼터스 국가기  

기술개발)

RFID 기반 기 표지 

CDMA기반 통합 단말기

기 설치

기 장 리  활용

기  웹 리시스템

기  웹 서비스 시스템

상시 측소

기  성과산정 S/W

성과물2

(지하부문 공간정보 구축장비)

지하시설물 측량장비

1. 다배열 주 역 측량장비

2. 주 역 측량장비

성과물3

(지상부문 공간정보 구축장비)
지상라이다 장비

B Zone

(기반 

인 라 

역)

성과물4

(공 부문 공간정보 구축장비)

일반 항공기  센서 검정

다각촬  시스템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

성과물5

(객체기반 연속수치지도 구축 

기술개발)

객체기반 통합 연속 수치지도 수시/동시 갱신 시스템

객체기반 통합 연속 수치지도 변환 시스템

객체기반 통합 연속 수치지도 UFID 리 시스템

미들웨어 리 시스템

[표 1]  A Zone 실험 상  검증방법

3. 결 론

본 사업의 테스트베드 구축  용은 공간정보기반인 라 기술개발 성과물에 한 

외 이고 객 인 검증이 가능하며, 공간정보 표 화 기틀 마련, 연구성과 품질 향상, 리

비용의 감 등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63

감사의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첨단도시기술개발사업-지능형국토정보기술 신 사업과제의 연구

비지원(과제번호07국토정보C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한측량 회 측량정보기술연구원(2010), “공간정보기반인 라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선정  

용 방안”, 측량, 제108호, pp. 79-83.

박재민 외, 2009, “지능형국토정보 공동실험장 기 설계 연구”,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지, 

제11권 1호, pp.169-176.

지능형국토정보기술 신사업단(2009), 지능형국토정보기술 신사업 테스트베드 기본설계 보

고서.

Jolly, D.(2003), "The Issue of Weighting in Technology Portfolio Management". 

Technovation, 23: pp. 383-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