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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 History 
2009 SPH 설립 

2009년 6월 

2011 Google Maps Partner 

 2012년 Maps 부문 Best Global Partner 선정 
 2013년 Premier Partner로 Level up  

2013 SuperMap Distributor 

중국 GIS S/W 시장 점유율 1위인 SuperMap과 Exclusive Distributorship 
체결   

2015 CARTO Partner 

Madrid와 New York에 본사를 두고 있는 Location 
Intelligence Platform인 CARTO와 한국 Partnership 체결  

2018 
DigitalGlobe(MAXAR) 
Partner 

전세계 위성영상 1위 공급사인 DigitalGlobe(현 MAXAR Tech.)의 한국 
Partnership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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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물과 4차 산업혁명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생각해 볼만한 2019년의 현실 

숙련된 엔지니어의 감소와  

낮은 출산율 
노후 인프라의 증대 장애의 증가와 대형화 



>>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한 정보화 투자는 지속 강화 

IoT를 활용한 예방정비 및 데이터 수집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Cloud, Edge Computing 도입 

AR/VR/HR  

Big Data 및 Small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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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보호 

[4차 산업 관련 기술] [적 용] [공공부문 현 황] 

공공 시설물과 4차 산업혁명 



GIS와 공공부문 접점의 키워드 

>>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자산이나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복제(Modeling)한 것으로, 물리적 자산으로부터 

생산되는 데이터와 상시 연계되어 있는 살아 있는 시스템  

* 출처: 국토연구원, 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하는 디지털트윈 공간 구축전략  



GIS와 공공부문 접점의 키워드 

>> 실 세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분석, 예측,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현실세계에 반영하여 

운영 최적화, 문제해결, 사전 예방 가능 

* 출처: 국토연구원, 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하는 디지털트윈 공간 구축전략  



GIS와 공공부문 접점의 키워드 

>> 선진 사례로 회자되고 있는 Virtual Singapore (Digital Twin for City) 



기술적 관점의 GIS 

>> 교통사고데이터를 활용한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데이터 가시화] [분석  대응] 



기술적 관점의 GIS 

>> The Lambda Architecture for BigData(데이터  분석) 

- Google,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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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관점의 GIS 



>> 활용 사례: Geofence (Spark Streaming) 

기술적 관점의 GIS 



Advanced visualization of 
geographic data 



개념과 현실의 차이 

>>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구데이터는 Live 데이터 인가? 



개념과 현실의 차이 

>> 7대 시설물 데이터는 분석 가능한 형태로 생성되고 관리되어 지고 있는가? 

>> 심도데이터를 활용한 배치 모듈(DEM활용 보간법)을 이용하여 3D 웹 서비스 



경제적인 디지털 월드 

>> 주기적인 변경이 정적인 정보 관리 방법은?  

>> 2D 데이터를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배치 모듈을 이용하여 3D 웹 서비스 



경제적인 디지털 월드 

  >> 드론 촬영을 통한 건물 3D 모델링 및 건물 내 시설물 웹 서비스 



경제적인 디지털 월드 

  >> Oblique Photogrammetry  



경제적인 디지털 월드 

  >> Oblique Photogrammetry  



경제적인 디지털 월드 

  >> BIM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Definition of BIM by American national BIM standards association: 

-BIM is the digital express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BIM is a shared resource that provides a reliable basis for all decisions 

during the entire life cycle of the facility from construction to removal; 

-At different stages of the project, different stakeholders insert, extract, 

update and modify information in BIM to support and reflect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in the collaborative work 



경제적인 디지털 월드 

>> BIM+GIS 

>> GIS Makes BIM Change from Micro to Macro 

BIM GIS 



효과적인 디지털 월드 

>> Network Data Set (연결성, 흐름)구성 및 Network Analysis 구현 

>> 20초 이내에 1차, 2차 차단 밸브 추출 

 

– 차단밸브 분석 



효과적인 디지털 월드-재난재해시뮬레이션 

>> 공간정보는 그림이다? 



효과적인 디지털 월드- 3D 분석 

>> 공간정보는 그림이다? 

• Skyline analysis 

• Sunshine analysis 

• Shadow rate analysis 

•Openness analysis 

• Shadow analysis 

•View Analysis 

•Visual Domain Analysis 

• Profile analysis 

• Equivalent line analysis 

• Slope Analysis 

• Fill Dig analysis 

•… 

 



Data Stream Layer: Receiving and visualizing 100,000 

real-time objects per second 

Visualize the dataflow- Real-time display 



사례 요약 

산림청의 산불, 산사태, 병해충 
재단 재해 관리 

도시가스 회사의 시설물 관리 및 상황 대응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기 관제를 통제 
및 비상상황 대응 

재난연의 지진 해일 가속도 대응 

경찰청의 군집분석, 수사대응 이우티이씨의 지하시설물관리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 
SPH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www.sphinfo.com) 

(주) SPH 김선경  
skkim@sphinf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