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erMap History

SuperMap은 1997년 설립 이래 전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가장 혁신적인 지리정보시스템(GIS)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데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수 년간의 노력을 통해 SuperMap은 데스크탑 GIS, 서비스 GIS,  컴포넌트 GIS, 모바일 GIS 등

일련의 혁신적인 GIS 제품들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SuperMap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GIS 소프트웨어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SuperMap은 전세계 공공 및 민간 GIS 분야에 폭 넓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1,000여명의 R&D 인력은 전세계 400여개의 IT 기업과 함께 SuperMap GIS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유럽, 중동, 아시아 등 6,000여개의 기관 및 기업에서 SuperMap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SuperMap은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GIS S/W 브랜드이자 (증권거래소 상장, 300036.SZ), 

일본 내 시장점유율 3위의 GIS S/W이며, 미국, 호주, 인도, 유럽 등 전세계 20여국에 현지 법인과 함께

Global GIS S/W로의 자리를 공고히 하며 확장하고 있습니다.  

SuperMap은 Global Map Provider인 Google뿐만 아니라 바이두, 나브텍, 다음 등의 지도제작 및 지도 서비스

공급사에도 그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Hitachi, Epson, Panasonic, Haier, Huawei, Alibaba, Toyota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들도 보유하고 있습

니다.



SuperMap은 2020년 현재 글로벌 GIS 시장 점유율 3위, 아시아 GIS 시장 점유율 1위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이며, 중국시장 최대 GIS 공급사입니다.

Product Roadmap

SDX+ Technology

대용량 공간데이터 관리
Enterprise RDBMS 지원

Universal GIS

Cross Platform
Universal GIS Core

Service GIS

SOA
Enterprise Web GIS

BigData GIS

Big Data Platform
Client Side JavaScript

Cloud GIS

Cloud & Terminal 통합
차세대 3D GIS

Real space GIS

3D GIS
2D&3D integration

AI + GIS

AI + GIS Platform
New 3D GIS



SuperMap GIS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 2D&3D 매핑 및 시각화는 물론 다양한 산업의 의사결정을 위한 완전한 GIS 플랫

폼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5대 핵심기술

SuperMap GIS 10i는 AI 기술을 통합하고, 빅데이터 GIS, AI GIS, 새로운 3D GIS, 클라우드 네이티브 GIS, 그리고 플랫

폼 GIS를 더욱 혁신하여 GIS 플랫폼 소프트웨어 "BitCC"의 5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01     AI GIS

AI GIS는 AI와 GIS의 통합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1) GeoAI와 관련 프로세스 도구를 결합

2) GeoAI의 관리, 시각화, 분석 결과는 GIS에 기반

3) AI를 기반으로 한 UI/UX의 강화와 최적화, 운영 및 관리

효율성, 기타 GIS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제공

Technologies

⚫ 다양한 제품을 지원하는 AI GIS 기능 제공

• Component: SuperMap iObjects Python

• Desktop: 머신러닝 도구상자

• Server: 머신러닝 서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

• Mobile: 영상 동적 대상 감지 및 추적

⚫ AI GIS 워크플로우 도구는 샘플 생성,  

모델 트레이닝, 응용 추리 지원

⚫ 풍부한 공간 통계 연산자 제공

• 공간 자기상관 및 공간 이질성 등 전반적인 공간적 특성

분석

• 커널 밀도, 역거리 중량, 크리깅 등의 공간 보간법

• 공간 포인트 패턴, 공간 핫 스팟 등의 공간 패턴 탐사

• 최소 제곱 회귀 분석, 지리적 가중 회귀 분석 등의 공간

회귀 알고리즘

⚫ 분산 머신러닝 연산자 제공

• 분산 공간 밀도 클러스터링

• 분산 일반화 선형 회귀 분석

• 분산 산림 기반 분류 및 회귀 분석

⚫ 풍부한 공간 딥러닝 연산자 제공

• 이미지 데이터 장면 분류 및 대상 감지

• 영상 데이터 대상 감지 및 추적

• 이항 분류, 대상 감지, 장면 구분, 지형 구분 등의 기능을

포함한 영상 데이터 분석

• 경사 사진 측량 모델 데이터의 지표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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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빅데이터 시각화>

02     Big Data GIS

분석,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 기술을 포함하여 빅데이터

GIS 인프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더 많

은 사용자가 공간 빅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기존의 GIS는 IT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재구축되어 대

규모의 전통적 공간 데이터의 분산 스토리지, 처리 및 분석을 지

원하고 크기 정도의 성능 향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다중 분상 공간 데이터 엔진을 제공

• 대형 벡터/래스터 데이터를 위한 HBase 엔진 지원

• 고성능, 완전한 컴퓨팅 능력을 갖춘 분산형 공간

파일 엔진 DSF 제공

• HDFS에 GeoJSON, GeoCSV 등의 파일 지원

• 스트리밍 데이터에 Elasticsearch 엔진 지원

• 2D 지도 벡터/ 그리드 타일과 3D 타일에
MongoDB 지원

⚫ 다중 빅데이터 GIS 분석 지원

• 커널 레벨 확장 Spark 공간 데이터 모델

• 20 종류의 공간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5개

카테고리 지원

• 15종류의 벡터 데이터를 포함하는 4종류의 고전적

공간 분석 분산 컴퓨팅 지원

• 23종류의 래스터 데이터를 포함하는 6종류의

고전적 공간 분석 분산 컴퓨팅 지원

⚫ Spark 분산 환경을 위한 2차 개발 기능 제공

• Java, Scala, Python 지원

• Spark SQL 및 DataFrames의 데이터 쿼리 방법

지원

• 공간 데이터 스토리지 엔진 사용자의 확장성

⚫ 벡터/래스터 데이터 고성능 분산 동적 렌더링
기술 제공

⚫ 다양하고 멋진 빅데이터의 공간 시각화 제공

03     New 3D GIS

새로운 3D GIS 기술은 2D 및 3D 통합 GIS 기술을 기반으로

공간 데이터 모델의 컴퓨팅 및 분석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경사사진 측량, BIM, 포인트 클라우드, 3D 필드 및 기타 다중

소스 이기종 데이터를 결합하고, 오픈 "공간 3D 모델 데이터 형

식"(S3M) 표준을 설정합니다. 

분산 기술을 바탕으로, 경사사진 측량 모델, 포인트 클라우드 등

실시간 3D 데이터의 효율적인 전체 프로세스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WebGL, VR, AR, AI, 3D 프린팅 등의 IT 기술

을 통합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편리한 3D 경험을 제공하고, 3D 

GIS를 촉진하여 실외 및 실내 연동, 매크로 및 마이크로 통합, 항

공우주/표면/지하 통합을 실현하고, 새로운 3D GIS의 전체 공간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uperMap 3D GIS 기술 아키텍쳐>

⚫ 분산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3D 데이터 효율성과

전체 프로세스 관리 기능을 제공

• 경사사진 측량 모델의 분산 처리 기능과 완전한 처리

연산자를 제공하여 분산 처리부터 분산 스토리지, 

서비스 퍼블리시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 관리

•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분산 처리 기능을 제공하여

분산 처리, 분산 스토리지에서 서비스 퍼블리시에 이르

는 대규모 및 복잡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전체

프로세스 관리



⚫ BIM으로 도킹 능력을 강화

• CATIA(V5/V6)의 3D XML과 Revit의 RVT 로드

• IFC 데이터 포맷 가져오기 지원

• BIM 추출 플러그인 개선, Bentley, Autodesk 
Civil 3D, Tekla 도킹 지원

⚫ WebGL의 시각화 효과와 데이터 베어링 용량

강화
• 입자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화염, 분수 등의 3D 입자
효과를 생성

• 후처리 효과 개선, Floodlight, High Dynamic 
Lightning(HDR)  제공

• Unity3D에서 생성된 3D 효과 임포트

• 앤티 앨리어싱 기능 향상, SMAA, SSAA 등의 기술
지원

• 혼잡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시각화의 깊이 지각
능력 향상, EDL 모드에서 그려지는 포인트 클라우
드 데이터 지원

• 벡터 레이어 및 MVT 벡터 타일 데이터 지원

• 대규모 3D 기호 객체의 레이어 인스턴스화 및 효율
적인 렌더링 지원

04     Cloud Native GIS

클라우드 네이티브 GIS는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설계 및 최적화

된 GIS 관련 기술을 말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

으로 하여 컨테이너를 구축 캐리어로 활용하면, 자동 패치,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를 실현하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보다 효율적으

로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유연한 최신 GIS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

습니다. 

SuperMap 클라우드 네이티브 GIS는 기존의 GIS 단일 애플리

케이션을 다중 독립적으로 배포 가능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분

하여 보다 세부적인 탄력적 확장 및 유연한 GIS 구현을 실현하고, 

가상 머신 대신 컨테이너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리소스

점유율을 줄여 신속한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GIS 컨테이너의

자동 패치 기술을 통해 동적 리소스 스케줄링, 클라우드 환경 차

이 실드, 관리 및 마이그레이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클라우

드 네이티브를 도입함으로써, GIS 시스템 개발자들은 고객의 니

즈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GIS 데이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토리지 및

분산 계산

• 멀티 카테고리 공간 데이터 분산 스토리지를 지원하
여 대용량 공간 데이터의 계산 효율 향상

• 대규모 전통적 공간 데이터의 분산 처리 및 분석을
지원하여 성능 대폭 향상

•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퍼블릭 클
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 컨테이너 기반 다중 노드 구축 및 탄력적 확장

• 컨테이너형 배포 지원, 가상 머신보다 빠른 배포 속도

및 낮은 성능 비용

• Kubernetes 기반의 일반 오토패치 제공, 다양한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적용

• 멀티노드 구축을 위한 GIS 서비스 노드 관리 지원

• GIS 노드 롤링 업그레이드, 자동 스케일링 및 고장

복구 지원

• 내장된 분산 스토리지 리소스 풀과 컴퓨팅 리소스 풀

(HBase, Spark 등) 제공

⚫ 통합 인텔리전스 운영 및 유지 관리 기능

• 마이크로 서비스 리소스의 실시간 모니터링 실현

• GIS 로그의 중앙 집중식 관리 지원

• GIS 백그라운드 최적화를 위한 방문자 통계 분석

• 자가 복구를 지원하여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동으로

기계 고장 복구

• 서비스 중단 없는 원활한 업그레이드, 부분 업그레이

드/롤백 지원

05     Cross Platform GIS

<SuperMap Cloud Native GIS 기술 아키텍쳐>

2001년부터 GIS 커널을 재구성하기 위한 표준 C++를 기반으로, 

고성능을 갖춘 여러 CPU와 운영 체제를 지원하는 네이티브 GIS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CPU 지원

• x86, Power, ARM, MIPS 등

⚫ 다양한 운영체제 지원

• Linux, Windows, Android, iOS 등

⚫ 다양한 CPU 지원

• Oracle, SQLPlus, PostgreSQL, MySQL, DB2, 

NoSQ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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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GIS 
for PC

Terminal GIS
for Browser

Terminal GIS
for Mobile

Cloud
GIS Server

Edge 
GIS Server

Components Development Platform

Spatial Database Engine (SuperMap SDX+)

Universal GIS Core (SuperMap UGC)

제품 구조

SuperMap GIS 10i에는 Cloud GIS 서버, Edge GIS 서버, 터미널 GIS, 온라인 GIS 플랫폼이 포함되며 AI 기술과 결합

됩니다

제품구성

SuperMap Architecture



Cloud GIS Server

Cloud GIS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고성능 크로스 플랫폼 GIS 커널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기능을 갖춘 GIS 서비스 퍼블

리싱, 관리 및 집계 기능을 제공하고 다단계 확장 및 개발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빅 데이터 스토리지, 공간 빅 데이터 분석

및 스트림 데이터 실시간 처리, 머신 러닝, 데이터 과학 및 기타 웹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용량 벡터 / 래스터 데이터 "슬라

이스 프리" 배포를 지원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와 컨테이너화를 온전히 통합하고 다양한 SDK를 제공 하여 PC, 웹 및 모

바일로 빅데이터, AI와 3D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제품특징

⚫ 클라우드 네이티브 지원

• GIS 서비스 확장 및 스케일링을 위한 아키텍처 마이

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

• Cloud GIS의 효율적인 개발, 고성능 운영과 리소스

사용을 최소하기 위해 Docker 컨테이너 기술 지원

•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토리지에 접근하여 GIS 데이

터를 쉽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퍼블리시 가능

• AI, 빅데이터 및 3D관련 마이크로 서비스 지원

• Kubernetes기반 배포 및 관리 솔루션 지원

⚫ 다단계 분산 스토리지, 컴퓨팅 및 처리

• 분산, 멀티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축

• 노드 동적 결합, 지능형 스케일링 및 노드 간의 자동

동기화를 지원

• MPP 분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분산 NoSQL 

데이터베이스, 분산 파일 시스템을 지원

• Spark, Hadoop YARN 등의 분산 컴퓨팅 플랫폼

접목

• 강력한 공간 분산 분석, 분산 데이터 처리 및 기타

기능을 제공

<새로운 머신러닝 서비스>

⚫ 확장 가능한 GIS서비스 퍼블리싱 및 집계 기능

• 지도, 데이터, 분석, 3D, 빅데이터 및 AI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 제공

• REST, WebSocket, OGC 및 기타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서비스 인터페이스 지원 향상

• 서비스 기능, 인터페이스, 보안 및 클러스터링을 포함

하여 모든 범위의 확장성 제공

• 독자적인 서비스 집계 기술로, 여러 소스에서 3중

서비스를 집계 및 배분

⚫ 마이크로 서비스화된 데이터 과학 서비스

• 풍부한 Python 라이브러리 내장, 수백 개의 데이터

과학 관련 Python 라이브러리 포함

• Python 라이브러리의 원 클릭 설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유연한 Python 라이브러리 관리 메커니즘 제공

• JupyterLab 기반 온라인 개발 및 실행 환경 제공

• 데이터 분석, 데이터 통계 분석, 기계 학습 제공

• 데이터 과학 서비스를 한 번의 클릭으로 배포하는

Kubernetes 기술과 결합한 Docker Mirroring 제공

⚫ 새로운 머신 러닝 서비스 제공

• 다중 분류 / 회귀 관련 기계 학습 서비스 기능 제공

• 이진 분류, 대상 감지 등의 심층 러닝 서비스 기능 제공



GIS 리소스를 통합, 검색, 공유 및 관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GIS 포털 플랫폼입니다. iPortal은 시각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

하고 다중 소스 이기종 서비스 등록 및 시스템 모니터링 대시 보드와 같은 고급 기술과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SuperMap iPortal은 주제별 매핑, 3D 시각화, 분산 분석, 대시 보드 생성과 함께 다양한 웹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및 터미널 통합 GIS 플랫폼의 사용자 센터, 리소스 센터 및 애플리케이션 센터로서 GIS의 클라우드 포털 사이트

를 신속하게 구축 할 수 있습니다.

제품특징

⚫ Customized UI

• 반응 형 UI 레이아웃을 채택하고 PC 및 모바일의

여러 브라우저 호환 가능

• 테마 스타일 설정과 원 클릭 테마 전환 기능 제공

• 포털 커스터마이징 향상 및 별도의 코딩 커스터

마이징 지원

⚫ Earth WebApp

• 파티클 시스템 제공

• 온라인 편집 모듈에서 심볼 확장

⚫ DataViz WebApp

• 스트리밍 데이터의 시각화 제공

• 다양한 테마 맵 제공(migration maps and graduated 

symbol maps)

• 매핑을 쉽게 하기 위해 300개 이상 도트 심볼 내장

⚫ 다차원 액세스 제어

• 자체적인 서비스 프록시 서비스 매커니즘을 제공하여

서비스 접근 제어

• 공간 기반 GIS 서비스 승인 및 세분화 된 권한 제공

• 포털 권한 관리를 최적화하여 개별 기능에 따라 권한

할당
⚫ 지도 대시보드 WebApp

• 새로운 컴포넌트 디자인으로 2D 및 3D 맵 애플리

케이션을 신속하게 생성

• 멀티 사이즈 보드에 적합하고 모바일 브라우저 지원

• 맵 컴포넌트 제공(graduated symbol map과 data 

flow maps)

• waterbubble, 프로그래스 바, 차트, 비디오 등

컴포넌트 제공

• 대시 보드 응용 프로그램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으로 배포하기 위한 내보내기 기능 제공

⚫ 데이터 인사이트 WebApp

• 다양한 차트 제공 (relationship chart, heat charts)

• 다양한 분산 분석 도구 제공 (버퍼, regional grid 
construction등)

• Python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온라인으로 Python코드

작성 및 실행

<데이터 인사이트 WebApp 화면><지도 대시보드 WebApp 화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관리, 인프라 관리 및 빅 데이터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GIS 운영관리 센터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빅 데이터, AI 및 3D GIS 시스템을 만들 수있는 컨테이너 기반 Docker / Kubernetes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GIS 데이터 스토리지, 컴퓨팅, 서비스 노드 또는 기타 웹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하드웨어 리소스 점

유를 모니터링하고 액세스 핫스팟, 노드 상태 및 기타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GIS 시스템의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제품특징

⚫ 풍부한 모니터링 지수

• 방문자 분석을 지원

• 로그 수집을 지원

• 오버뷰 맵, 토폴로지 맵의 기능과 효과 향상

⚫ 편리한 사이트 구축

• GIS 시스템과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원 클릭 배포를

실현

• UI 커스트마이징, 그룹화 및 서드파티 응용 프로그

램 사이트 확장을 향상

⚫ 고 가용성 기술 아키텍처

• 로드 밸런싱 내장

• 단일 지점 장애 솔루션 메커니즘 내장

⚫ 사용하기 쉬운 GIS 마이크로 서비스 관리

• GIS 컴퓨팅과 스토리지 리소스를 연결

• 마이크로서비스 모니터링 및 스케일링 지원

• 마이크로 서비스 장애 복구를 향상

• WebUI 및 overview 페이지의 모니터링 컴포넌트 향상

<모니터링 화면>

<Cloud Native GIS – 마이크로 서비스 관리 화면>



Edge GIS Server

클라이언트 또는 데이터 소스 근처에 배포되는 Edge GIS 서버는 서비스 퍼블리시 및 실시간 분석 및 연산을 수행합니다. 

또한 응답 대기 시간과 대역폭을 줄이고 클라우드 GIS 센터의 부담을 줄입니다. 효율적인 서비스 퍼블리시 기능을 제공하고

방대한 벡터 데이터의 빠른 릴리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프록시 집계 및 캐시 가속 기술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GIS의 터미

널 액세스 경험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컨텐츠 배포 및 에지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보다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클

라우드 에지 터미널" GIS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품특징

⚫ Edge 분석 및 컴퓨팅

• Edge 다이나믹 드로잉 : 로컬 데이터 렌더링

• Edge 타일 배포 :지도 타일, 벡터 타일, 3D 타일을

배포

• Edge 데이터 쿼리 : 로컬 공간 쿼리, 속성 쿼리

• Edge 프로세싱 분석 : 측정, 좌표 변환, 공간 관계, 

공간 연산

⚫ Edge 컨텐츠 배포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배포 기술 : 클라우드 GIS 센터의

데이터를 edge 노드에 빠르고 안전하게 배포

• 유연하고 편리한 배포 방법 : 지역 및 시간별로 배포

• 풍부한 배포 데이터 유형 : 맵 타일, 벡터 타일, 3D 타일

및 raw 데이터를 배포

• 강력한 서비스 배포 기능 : SuperMap REST 서비스, 

OGC 표준 서비스, 서드 파티 서비스 등을 배포

• 클라우드 GIS 센터의 맵타일 및 벡터 데이터를 지역, 

시간에 따라 안전하게 엣지 노드에 배포 가능

• 다양한 서비스 퍼블리시 인터페이스 유형을 제공하고

분산 데이터를 SuperMap REST 서비스, OGC 표준

서비스, 서드파티 서비스 및 기타 인터페이스로 퍼블리

시 가능

⚫ Edge 서비스 수집

• 다른 소스에서의 다른 유형의 지도 / 데이터를 통합하여

다시 서비스로 릴리스 가능

<다중 소스 서비스 프록시 및 집계>

⚫ Edge pre-proxy 및 가속

• Proxy standard service: SuperMap REST 서비스, 

OGC 서비스

• 효율적인 서비스 가속화 메커니즘으로 서비스 처리량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



Edge GIS Server

클라우드 GIS 웹 클라이언트 개발 플랫폼은 최신 웹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SuperMap 클라우드 GIS 및 온라인 GIS 플

랫폼 제품을 위한 통합 Javascript 클라이언트입니다.

제품특징

⚫ 새로운 컴포넌트 개발

• Vue프레임 워크에서 맵 컴포넌트, 풍부한 지리적

시각화 컴포넌트, 차트 컴포넌트 및 기본 GIS 컴포

넌트 등 컴포넌트 개발 지원

• 아키텍처에 MVVM(model view ViewModel)

패턴을 채택하여 다른 프레임워크와 호환이 가능

하고 react, angular 및 native H5에서 개발 지원

• 10 가지 이상의 테마가 컴포넌트에 내장되어 있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컴포넌트의 테마 스타일을

전환 가능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맵 및 차트 라이브러리 통합

• 맵 구현 라이브러리 지원: Leaflet, OpenLayers, 

MapboxGL-JS, iClient Classic.

• 차트 구현 라이브러리 지원: ECharts, D3, MapV, 

DECK.GL

⚫ 빅 데이터 시각화

• 다양한 시간 및 정적 시각화 효과를 지원 (산포도, 

thermograms, 헥사곤 맵, O-D 맵 , Flow diagrams, 

BIM, wind maps 등)

<풍부한 시각 효과 화면>



iClient3D for WebGL

이 플러그인은 WebGL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3D 클라이언트 개발 플랫폼입니다. 플러그인이 없는 크로스운영 체제 및 호

환되는 브라우저 호환이 가능한 3D GIS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제품특징

⚫ 전체 기능

• 새로운 인스턴스 계층은 대규모 3D 기호 객체의

생성, 편집 및 수정 지원

• voxel grid의 효율적인 시각화 지원

• 이미지, 지형,지도, 벡터, 수동 모델링 데이터, 지하

파이프 라인, 틸트 사진 모델, BIM, 포인트 클라우드

및 3D 필드 데이터와 같은 대규모, 다중 소스 및

이기종 데이터의 고성능 로딩 및 가시화 지원

• 대규모 실시간 데이터의 효율적인 렌더링 지원

• 3D 공간 분석 및 분석 결과 가시화 지원 : 투과 분석, 

시야 분석, 스카이 라인 분석, 일조량 분석, 프로파일

분석, 개방도 분석 등

• 후 처리 단계에서 투광 조명등, 피사계 심도, 색 보정, 

스캔 라인, 자체 조명 텍스처, 흐름 텍스처, HDR, 

PBR 재료, 맞춤형 광원 (점 조명, 스포트라이트, 

수평 조명), 텍스처가 있는 스캔 라인뿐만 아니라

스크린 공간 주변 등 특수 효과 (SSAO) 지원

• unity3d로 제작 된 3D 효과 가져오기(import) 지원

• 입자 효과는 더욱 선명하며, 다양한 기본 불꽃, 비, 

눈, 분수 및 기타 입자를 최적화하면서 원형 화재

및 흐르는 화재와 같은 불꽃 입자 추가

• RTSP 비디오 스트리밍 표준 지원

<도시 야경 효과>

<분수 입자 효과>

<불꽃 입자 효과>



Terminal GIS for PC

iDesktop 10i 는 일반적인 지도 제작자에서부터 공간분석 전문가까지 모든 GIS 사용자를 위해 설계 및 개발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직관적인 UI 를 사용하여 쉽게 데이터 제작, 주제도 생성과 고급 공간데이터 분석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모든 GIS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제품특징

⚫ 데이터 처리 & 관리

다양한 공간데이터를 지원하면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를

편집, 분석, 처리 가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PostGIS, Oracle, MongoDB  등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지원

• 풍부한 객체 생성 및 편집 기능을 제공

• 클러스터링, 모자이크, 디졸브,  유니온, 오버레이 등

과 같은 200개 이상의 데이터 처리 기능을 제공

• 토폴로지 확인, 토폴로지 네트워크, 토폴로지별 구성

영역 및 라인 토폴로지 처리와 같은 토폴로지 기능을

제공

⚫ 전문데이터 생산을 위한 기능 제공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사용가능한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

한 방식의 분석 및 시각화 방법을 제공합니다.

• Map Image Tile 엔진을 내장하여 복잡하고 대용량의

지도 및 영상을 빠른 디스플레이를 보장

• 공간 통계 분석 기능 및 다양한 지도와 연계된 통계

차트 지원

• .net 기반의 개발 SDK 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개발 및 Plug-in 을 이용하여 기능을 추가

• Visual Model 을 통한 데이터 배치작업 제공

<지원하는 Database>

<통계 차트>

<Visual Model >

<Image Cache>



제품특징

⚫ 공간데이터 분석 기능

공간데이터를 이용한 전문적인 분석기능을 제공합니다. 

• 표고분석 – Slope, Aspect, Viewshed, Profile 

isoline 등

• Hydrology, Interpolation, Density, solar 

Radiation 등의 분석

• Overlay Analysis, Buffer, Proximity Analysis 

등

• Spatial Query  (intersect, Contain, WithIn 등)

• Traffic Network Analysis Optimal Path, 

Location-Allocation, TSP, MTSP 등

• Facility Network Analysis Connectivity, 

Critical Element, Tube Burst 등

⚫ 3D 데이터 처리

다양한 방식의 3D데이터를 분야별로 최적화된 시각화 및 분

석기능을 제공합니다.

• Scene과 연동한 3D 분석 및 Effects   제공

• 3D Viewshed, Slope And Aspect, Visibility 

Analysis, Sky Line 등

• OSGB, OBJ, dae, ifc, 3ds, BIM 등 경사영상 렌더링

지원

• 3D 데이터를 이용한 GeoBody (3D 지층) 생성

• Geo Body  Data 를 이용한 Profile, Borehole 분석

• Point Cloud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

<Slope & Aspect> <OSGB  시각화>

⚫ Advanced Version

• iServer Services Publishing
iServer와연동하여 iDesktop에서구성한Map,  Data Resouces, 
Layout 등을 iServer서비스로바로Publishing 가능

• Environment Design
Desktop SDK 를이용하여사용자가필요한기능을개발및추가기능, 
메뉴커스터마이징제공

<네트워크 분석> <Geobody>



Terminal GIS for PC

SuperMap iObjects Java/.NET/C++/Python 10i는 컴포넌트 기반의 2D, 3D 통합 GIS 개발 플랫폼 입니다. 개발자는

Java, .NET, C++,Python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SuperMap iObjects 를 이용하여 다양한 운영체제(OS)에

서 구동되는 데스크탑 기반의 GI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품특징

⚫ 데이터 처리 & 분석

다양한 공간데이터에 대한 편집, 처리 및 분석 작업을 지

원하는 기능 제공합니다.

• Resampling, Clipping, Union 및 기타 벡터

데이터 처리 방법을 지원

• Raster  데이터 에 대한 벡터 변환, Reclassifying, 

Algebraic, Mosaic 등 Raster 데이터 처리 방법을

지원

• 다양한 객체에 대한 생성 및 편집 기능 제공

⚫ 다양한 3D 데이터 지원 및 3D 공간분석기능 제공

3D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시각화 및 분석 기능

을 제공합니다.

• 3D 모델 데이터, 타사 소프트웨어 만든 3D 모델 (3ds) 

데이터 지원

• 경사도 분석, 가시권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 3D 공간

분석기능 제공

• 3D  Effects 를 이용한 불꽃, 비, 눈 과 같은 3D 효과

제공

<경사도 분석>

<가시권 분석>

<네트워크 분석><3D Effect 효과>

<TIN* 지형>

<OSGB* 데이터>

*OSGB(Open Scene Graph Binary) : 오픈소스 3D 그래픽데이터바이너리포맷

*TIN(Triangular Irregular Networks ) : 지표면이나 해저면을 나타내는 vector 상의 표현 방식으로 3차원 상에서 x, y, z좌표를 연결하여 비정형적으로 점과 선을 연결 해서 서로 오버랩 되지 않도록 삼각형을 만들어 표현하는 방식



제품특징

⚫ 공간통계 기능 지원

데이터를 이용한 공간통계 기능 지원합니다. 

• 커널 밀도, 역 거리 가중치, Kriging 및 기타 공간

보간법

• 공간 포인트 패턴, 공간 핫스팟 및 기타 공간 패턴

탐색

• 최소 제곱 회귀, 지리적 가중치 회귀 및 기타 공간

회귀 알고리즘

⚫ 머신 런닝 지원

이미지 처리를 위한 머신런닝, 딥런링 기능 지원합니다.

• 이미지 분석 모델 학습 및 추론 지원

• 이진 분류, 대상 감지, 장면 분류, 지상 물체 분류 등을

포함한 이미지 데이터 분석을 지원

주요함수모듈 기능요약

Data • 데이터생성, 관리, 액세스및쿼리및데이터처리기능제공

Conversion • 다양한래스터데이터, 벡터데이터변환기능제공

Topology • 토폴로지전처리, 토폴로지검사, 자동토폴로지오류복구및벡터데이터의토폴로지처리와같은기능 제공

Mapping • 지도디스플레이, 렌더링기능을제공하고통계지도, 포인트등다양한테마지도를생성할수있는기능제공

SpatialAnalyst
• 오버레이분석, 버퍼분석과같은벡터데이터공간분석기능제공

• 래스터대수, 래스터통계분석, 보간법과같은래스터데이터공간분석기능제공

Realspace • 3D 데이터지도가시화및분석기능제공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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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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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GIS for Mobile

SuperMap iMobile은 전문적으로 모바일 GIS를 구축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입니다. Android와 iOS 스마트 모바일 운영

체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바일 GI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품특징

iMobile

iMobile 10i

Multi-Source 데이터

2D/3D 통합

오프라인 기능

네비게이션과의 통합

쉽고 빠른 개발 플랫폼

<네트워크 & 버퍼분석> <공간 검색>

<주제도> <3D 분석>

⚫ 모바일 기기를 위한 GIS

전문적인모바일 GIS 개발플랫폼으로써온오프라인업무
수행이가능하고다양한공간분석기능을제공합니다.

• Android OS, iOS 을 위한 SDK 제공

• 온라인 오프라인 데이터 활용 지원

• 실시간 동적 객체 표출

⚫ 풍부한 주제도 맵핑

•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  2D/3D Data, Raster, 

CAD, Model

• 실시간 데이터에 기초한 주제 정보에 따라 동적으로

지도를 렌더링(Rendering)

⚫ 전문적인 GIS 공간 분석 제공

• 공간분석 : 버퍼, 오버레이, Proximity Analysis

• 네트워크 분석 : Optimal Path, Services Area

• 데이터 쿼리 : 속성, 공간 쿼리

• 3D 분석 : Viewshed, Flood, Sunlight, SkyLine 등



제품특징

⚫ 고성능의 3D 모바일 GIS

모바일을 통해 3D Scene 표현 및 분석 기능 지원.

2D 지도 뿐만 아니라 씬(Scene)을 통해 3D 지도를 표
출 기능을 지원합니다.

• 사용자는 2D와 3D를 통합하여 모바일 GIS 어플리

케이션 구축

• Terrain, Mpdel, OSGB, BIM, 벡터 데이터의 3D 

표출 및 데이터 쿼리

• 물결처리와 같은 고급 애니메이션 3D 효과를 제공

⚫ Indoor Map

Imdoor Map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기능을 제공합
니다.

• 실내 데이터 수집 및 매핑을 향상

• 실내 시각적 위치 및 실내 POI 검색을 지원

• 2D & 3D 통합 탐색 기능을 향상

• 실내 및 실외 통합 내비게이션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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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P Spat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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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on Map Realspace Analysis Map Edit Theme

Plot Data Collector MQueue Service TrackNative

Android/iOS

Navigation Map Realspace Analysis Map Edit Theme

Plot Data Collector MQueue Service Track
프레임워크

ReactNative

응용프로그램
Android APP iOS APP

프레임워크 기반

Android APP iOS APP

Native 기반

iMobile 10i 아키텍쳐 Android / iOS 통합



Online GIS Platform

SuperMap 온라인 GIS 플랫폼 (www.supermapol.com)은 사용자가 GIS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업로드 하는데

도움이 되며, 데이터 온라인 분석 및 가시화를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SDK 를 통해 GIS 데이터 사

용 및 비즈니스 시스템의 빠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품특징

⚫ GIS 클라우드 스토리지

• 스토리지 및 사용 : 2D / 3D 데이터(SuperMap

작업 공간, Excel, OSGB, S3M 등) 찾아보기, 쿼리, 

편집,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분석 가능

• 모바일 오피스 : 언제 어디서나 웹, PC 및 모바일을

통해서 데이터 다운로드 및 공유

⚫ GIS 클라우드 개발

• REST API: GIS 데이터 업로드, 게시 및 다운로드를

위한 GIS클라우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와 GIS클라우드

분석 인터페이스 포함

• 다양한 SDK : JavaScript, Python, Android, iOS.

⚫ GIS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 : Map Dashboard WebApp, 

DataViz WebApp, Data Insights WebApp, Earth 

WebApp.

• 온라인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2D 및 3D 

데이터 편집 및 분석

<SuperMap Online  화면>

Online

⚫ GIS 클라우드 호스트

• 즉각적인 액세스: 3 분 동안 GIS 클라우드 호스트를

확보하고 전용 GIS 서버를 쉽게 구축 가능

⚫ GIS 클라우드 분석

• 6가지 종류의 GIS클라우드 분석 서비스 제공(geo 

코딩 서비스 좌표 변환 서비스 등)

• 버퍼, 보간, 중첩, 티센 폴리곤, 등고선/표면 추출 등

데이터의 온라인 공간 분석

⚫ 위성 원격탐사 데이터 및 부가 가치 서비스 솔루션

• 메인스트림 원격탐사 데이터 리소스를 통합하고 편리

하게 검색

• 식생 지수 및 산 그림자 계산을 포함하여 원격탐사

데이터의 지능형 분석 지원



국내사례

'GIS를 다시 생각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2013년 국내 GIS 시장에 새롭게 소개된 차세대 GIS S/W  SuperMap은 런칭

이후 뛰어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GIS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의 산림자원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 산림공간정보 대시민 서비스 산림공간정보서비스

• 공간분석 , 공유, 조회 및 공간관리자 서비스(C/S)등

• 기존 ArcGIS로 설계된(ISP) 부분 SuperMap으로 구축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 2,000 여종의 트래킹, 산악기상, 생물종, 산림치유 등 산

림관련 공공·민간 데이터를 수집, 융합, 분석, 가공하여

서비스 제공

경찰청 • 공간분석 기반의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을 위한 근거 자료, 수사 분석업무 등으로

활용

• ArcGIS로 운영중인 시스템(7년)

• 2016년 SuperMap으로 SW 교체 및 기능 고도화

아시아나항공 •전세계 운항중인 아시아나 항공기 모니터링

•실시간 비행기 위치, 기상, 극항로, 위험지역

• 2009년 이후 ArcGIS로 구축/운영중

• 2016년 SuperMap & Google Maps API로 기능개선

미래엔서해

에너지
• 시설물 관리, 차량관제, 도면조회 및 편집 등 통합 시스템

• 기존 ArcGIS로 운영중인 C/S프로그램을

• SuperMap iServer(WEB 시스템)로 구축

• 3D 데이터 구축 및 분석(차단밸브)기능 구축

• iServer +Extension

• iPortal

• iExpress

• iObjects +Extension

• iDesktop

• iServer +Extension

• iObjects +Extension

• iDesktop

• iServer +Extension

• iDesktop

• iServer +Extension

• iDesktop

• iServer Standard

• iObjects

충남도시가스 • 실시간 순찰차량의 위치 수집 및 관제를 통한 비상출동

시스템

• 기존 GeoMedia로 운영중인 C/S프로그램을

• SuperMap iServer(WEB 시스템)로 구축

• 도시가스 배관관리, 주제도 관리

• iServer

• iObjects



해외사례

현재 SuperMap은 전세계 GIS시장 3위, 아시아 시장 1위의 빠른 성장을 거듭한 GIS 솔루션이자 중국, 일본에 9개의 지사

를 비롯하여 호주,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지역 나라들과 독일,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와 브라질, 콜롬비아 등 북미

국가로 진출하였고 전세계 확장진출을 목표로 글로벌 한 GIS S/W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Japan

• 재난 조기경보 관리 시스템

• 3D 지도기반의 재난정보 관리

•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통합하여 재난 상황 모니

터링

• 경고정보 포스팅

HongKong

Mauritius Malaysia

•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관리 시스템

• 실시간 CCTV 관제

• 도로 교통상황을 반영한 순찰차량 관제

• 범죄 발생지역 분포도 및 범죄 지역분석

• 공간 서비스 관리

• 공간정보 업로드 및 공유

• 온라인 매핑/공간 분석

• 온라인 대시보드 구성

Beijing

• 공간 빅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스트리트 운영 센터

• 2D 및 3D기반 도시 관제 (야간)

• 순찰 관리

• CCTV 통합 관리

• 조기경보 정보 제공

Indonesia

• 건설현장 프로젝트 관리

• 건설진척현황 검색 및 통계

• 2D기반 건설계획 관리

• BIM기반 프로젝트 시공관리

(MyGeoServe)

• 경사사진 모델 렌더링

• 도시 구역계획

• 풍향 영향평가

• 인구데이터 시각화

• 건축 설계계획서 연동 등 BIM 모델과 통합

(Geo Design Platform for Town Planning)(Building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Function Matrix

Module & Functions
Editions

Standard Advanced

Data

Data Conversion ● ●

Vector/Raster Data Processing ● ●

Data Import/Export ● ●

Projection Conversion ● ●

SQL/Spatial Query ● ●

Map

Basic map operation ● ●

Map Catography ● ●

Thematic Maps ● ●

Map Tiles ● ●

Map Publishing ● ●

Layout
Map Layout ● ●

Layout Printing ● ●

Analysis

Vector/Raster Analysis ● ●

Network Analysis ● ●

Visual Modeling ● ●

Topology Topology processing ● ●

3D

Basic Scene Operation ● ●

3D Special Effects
라이선스 별도구매

3D Analysis

Service publishing iServer Service Publishing ●

Customization

iObject.Net Basic Development Kit ●

Development Framwork
●

System Customization ●

Extension development ●

Diagram Statistic Chart 라이선스 별도구매

Nautical Chart Nautical Chart 라이선스 별도구매

SuperMap 제품은 GIS 데이터 가공 및 관리에서부터 업무시스템, 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하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Desktop 및 Server 제품의 라이선스 단계는 GIS 기능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Component 제

품은 컴포넌트 라이선스를 추가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의 업무에 꼭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고

제품 라이선스를 선정함으로써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iDesktop Functionality



iDesktop Functionality

Editions Description

Standard

▪ 지도조작, 데이터편집, 데이터변환, 지도출력과같은 GIS 기본기능외에 Spatial analysis, 

Topology,  Network analysis 과같은분석기능등을제공한다.

▪ 3D 데이터시각화

▪ 다양한Map Tile 생성기능

▪ Spatial Data Engine인 SDX+ (Spatial Database eXtension) 를제공한다.

Advanced
▪ Standard Edition 에서제공하는모든기능을제공하고추가로시스템환경

Customization, iServer Service Publishing, 확장 Plug-in 개발기능등을제공한다.

Extension Description

3D Effects ▪ 3D 효과(비, 눈, 불꽃등) 관련 Function 및관련된 Class 등을제공하는모듈

3D Analysis
▪ 3D 데이터공간연산 Function 및관련된 Class 등을제공하는모듈

▪ (3D Spatial Analysis, 3D Slope and Aspect Analysis, 3D Visibility analysis, terrain 
matching 등)

Nautical Chart ▪ 전자해도가시화 Function 및전자해도편집기능등을제공하는모듈

Statistics Charts
▪ 속성데이터를사용하여차트및그래프를생성하는다양한도구를제공하는모듈
▪ 다양한결과를차트에표시하고지도에연결하여표시

* Extension 은 별도구매



iServer Functionality

Module & Functions
Editions

Standard Professional Advanced

Service source

Workspace data ● ● ●

Remote Web Service ● ● ●

Map tiles package ● ● ●

System Functions

Log service ● ● ●

Service management ● ● ●

Server security ● ● ●

Monitoring and statistics ● ● ●

Backup and restore ● ● ●

Scheduled tasks ● ● ●

Map services

Map operations ● ● ●

Distance/area calculation ● ● ●

Dynamic projection ● ● ●

Dynamic thematic map ● ● ●

Spatial query ● ● ●

Attribute query ● ● ●

Data services

Gets the information of
Datasource and datasets ● ● ●

Data operations ●

Data online editing ●

Statistical analysis ● ● ●

Cluster services Smart cluster ● ●

Service publishing

REST Service ● ● ●

WMS Service ● ● ●

WFS Service ● (read only) ● (read only) ●

WMTS Service ● ● ●

WCS Service ● ● ●

WPS Service ● ●

Extended

Services

Realspace services (3D) Extension 지원 Extension 지원 Extension 지원

Distributed Analysis Service Extension 지원 Extension 지원

Streaming Service Extension 지원 Extension 지원

Spatial analysis services Extension 지원 Extension 지원

Network analysis services Extension 지원 Extension 지원

Transfer analysis service Extension 지원 Extension 지원

Nautical chart services Extension 지원

Plot Service Extension 지원 Extension 지원

Server Node Module Extension 지원 Extension 지원



iServer Functionality

Editions Description

Standard

소형 규모의 웹사이트 구축 시 적합하며, 다양한 지도 서비스, 공간 데이터 검색 및 관리, 지능형 캐

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tension은 오직 3D Extension 만 지원한다.

Professional

대형 또는 중형 규모의 웹사이트 구축 시 적합하며, Standard Edition 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며 추가로 Cluster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다.

Nautical Chart Extension만 제외한 다른 모든 Extension을 지원한다.

Advanced

대형 또는 중형 규모의 웹사이트 구축 시 적합하며, Professional Edition 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

을 제공하고 추가로 온라인 데이터 편집 및 데이터 통계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Extension을 지원한다.

Editions Description

Spatial Analysis
웹 상으로 공간 데이터의 공간 연산 Function 및 관련된 Class 등을 지원하는 모듈

(buffer, overlay, surface 등)

Network Analysis
웹 상에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Function 및 관련된 Class 등을 지원하는 모듈

(optimal path, closest facility, service area 등)

Traffic Transfer Analysis 웹 상에서 교통 데이터 분석, 빠른 길 찾기 Function 및 Class 등을 지원하는 모듈

3D 웹 상에서 3D Service Publishing 을 지원하는 모듈

Nautical Chart 웹 상에서 전자해도 Service Publishing 을 지원하는 모듈

* Extension 은 별도구매

Module & Functions Description

MeanCenter(평균중심) 다수의 포인트의 평균 위치 추출

CentralFeature(거리중심) 다수의 포인트의 각 포인트간 거리의 총 합이 가장 작은 포인트를 추출

Smallet Enclosing Circle        
(범행원)

다수의 포인트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원 추출

Nearest Neighbor Hierachical
clustering Analysis(군집분석)

다수의 포인트를 포함하는 그룹을 Nearest Neighbor Hierachical clustering 기법을 사용하여
3레벨까지 분석

Standard Deviational 
Ellipse(방향성분석)

다수의 포인트를 특정한 방향 또는 방향들에 대한 Standard Deviational Ellipsoid를 통한 분석

Hotspot 다수의 포인트를 밀도 분석 후 Natural Break기법으로 등급 분류

KML Read & Write KML 파일 처리

Shape Read & Write Shape 파일 처리



iObjects Functionality

Module
SuperMap iObjects Java

SDK(개발용) Runtime(배포용)

Component

Basic SDK:  Core

SDK+

Spatial Analysis

Network Analysis

Layout

Topology

Address Match

Traffic Transfer Analysis 

3D Scene

Nautical Chart

3D Spatial Analysis

3D Network Analysis

3D Spatial Effects

3D Dynamic Plotting

3D Situation deduction

2D Dynamic Plotting

2D Situation deduction

Spark Extension

Core

SDX+

3D Display

Spatial Analysis

Network Analysis

Layout

Topology

Traffic Transfer Analysis

Nautical Chart

3D Special Effects

3D Spatial Analysis

3D Network Analysis

Spark Extension

* 각모듈별별도구매

Module
SuperMap iObjects .NET 

SDK(개발용) Runtime(배포용)

Component

Basic SDK: Core

SDK+

Spatial Analysis

Network Analysis

Layout

Topology

Address Match

Traffic Transfer Analysis 

3D Scene

Nautical Chart

3D Spatial Analysis

3D Network Analysis

3D Spatial Effects

3D Dynamic Plotting

3D Situation deduction

2D Dynamic Plotting

2D Situation deduction

3D Designer

Core

SDX+

3D Display

Spatial Analysis

Network Analysis

Layout

Topology

Traffic Transfer Analysis

Nautical Chart

3D Spatial Analysis

3D Special Effects

3D Network Analysis

3D Dynamic Plotting

3D Situation deduction

2D Dynamic Plotting

2D Situation deduction

3D Designer

* 각모듈별별도구매



iObjects Functionality

Module
SuperMap iObjects .C++ 

SDK(개발용) Runtime(배포용)

Component

Basic SDK: Core

SDK+

Spatial Analysis

Network Analysis

Layout

3D Display

3D Dynamic Plotting

Core

SDX+

3D Display

Spatial Analysis

Network Analysis

Layout

Topology

Traffic Transfer Analysis

Nautical Chart

3D Spatial Effects

3D Spatial Analysis

3D Network Analysis

3D Dynamic Plotting

3D Situation deduction

2D Dynamic Plotting

2D Situation deduction

* 각모듈별별도구매

Module Description

SDX+ SuperMap에서 지원하는데이터관리 Function 및관련된 Class 등을지원하는 모듈

3D Display 3D 데이터 가시화 Function 및 관련된 Class 등을 지원하는 모듈

Spatial Analysis
공간 데이터의 공간 연산 Function 및 관련된 Class 등을 지원하는 모듈

(buffer, overlay, interoperation 등)

Network Analysis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Function 및 관련된 Class 등을 지원하는 모듈

Layout 지도 인쇄 관련 Function 및 관련된 Class 등을 지원하는 모듈

Topology 데이터의 위상 관계를 검증하는 Function 및 관련된 Class 등을 지원하는 모듈

Traffic Transfer Analysis 교통 데이터 분석, 빠른 길 찾기 Function 및 Class 등을 지원하는 모듈

Nautical Chart 전자 해도 가시화 Function 및 관련된 Class 등을 지원하는 모듈

3D Spatial Effects 3D 효과(비, 눈, 불꽃등) 관련 Function 및관련된 Class 등을지원하는모듈

3D Spatial Analysis 3D 데이터 공간 연산 Function 및 관련된 Class 등을 지원하는 모듈

3D Network Analysis 3D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Function 및 관련된 Class 등을 지원하는 모듈

Spark Extension
밀도 데이터 분석, 집계 분석, 버퍼 분석, 속성 업데이트 등과 같은 Spark 기술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능 등을 지원하는 모듈

3D Dynamic Plotting 3D 동적 플로팅 개발에 사용되는 심볼 라이브러리

2D Dynamic Plotting 2D 동적 플로팅 개발에 사용되는 심볼 라이브러리

3D Designer 3D 지오메트리 생성, 3D 모델 데이터 추출, 분석 및 계산 등을 지원하는 모듈

FME Extension 타 시스템의 데이터를 SuperMap 데이터 구조에 맞게 Import 할 수 있는 모듈



기술 및 교육 지원

• 고객사별기술지원 담당자 배정

• Online, Offline를통한 신속한 기술지원

• 타 마이그레이션진행 시 초기 및 기능구현에대한

개발지원

• 고객비즈니스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지원

• 사용자 요구기능 테스트

• 파트너 대상 정기적 기술지원

• 한국 담당부서 및 담당 기술지원 배정

• 현업요구사항을반영한전문적인교육 과정

• 제품교육정규과정

• 고객요청에따른맞춤형교육진행

• 1:1 혹은1:다수의온사이트교육진행

• 세미나및기술위크숍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

제품별/산업별 GIS 전문가 지원

24시간 이내 대응 체계

SuperMap 본사 지원 체계

제품별/산업별 GIS 전문 강사

SuperMap 본사 교육 체계



Homepage : http://www.supermap.co.kr 

Help e-mail : help@supermap.co.kr

기술지원Cafe : http://cafe.naver.com/supermapkorea

조영만차장 | Youngman Cho

E-mail : ymcho@sphinfo.co.kr

Tel : 02-785-9910  

Mobile : 010-8006-5952

http://www.supermap.co.kr/
mailto:help@supermap.co.kr
http://cafe.naver.com/superma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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