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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능화된 도시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 지하시설물 및 교량, 

도로 등 지상시설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상호운영성의 기반위에

서 통합 운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도시공간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 도시공

간정보 플랫폼은 도시내 다양한 센서․단말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도시관리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

시공간정보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플랫폼을 구성하는 

세부기능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도시공간정보 플랫폼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

 '도시시설물 관리 지능화'는 기존의 특이 

상황이 발생한 후 대처하는 '수동적 도시

관리체계'를 뛰어넘어 사전에 상황을 예측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도시관리체

계'로 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내

에 존재하는 상하수도, 난방, 가스 등의 

지하시설물 및 기존 UIS에서 관리하고 있

는 교량, 도로, 부대시설 등의 지상시설물

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이 수

행되고 있다. 지능형 도시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시설물의 상황을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 및 미들웨어 

기술, 모니터링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 모니터링 

정보와 도시공간정보를 결합하여 관리응

용할 수 있는 기술, u-City통합운영센터 

구축에 필요한 도시공간정보 플랫폼 개발 

및 운영기술 등이 필요하다. 

 도시공간정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개별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관리시스템을 연계

하고 이를 상호운영성의 기반위에서 통합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도

시내 다양한 센서/단말 등으로부터 도시정

보를 수집하고 이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

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며, 처

리된 도시정보 및 관련서비스를 수요자에

게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도시공간정보 플랫폼의 사용자는 

크게 시설물관리 담당자, 도시공간정보 플

랫폼 관리 담당자, 일반 도시민, 기타 행

정 담당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의 주요요구사항으로서는 먼저 주요 도시

공간정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

해진 프로세스에 따른 정보전달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기구축된 타 도시정보시

스템(ITS, UIS)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정

보를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수집되는 

수많은 정보로부터 상황을 해석하고 추론

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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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시설물을 제어하며, 다양한 융복합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

며,  향후 구축될 u-City 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

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도시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성하는 

세부모듈은 도시정보수집, 데이터관리, 플

랫폼 기본 및 특수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도시정보수집모듈은 각각의 센서노

드로부터 도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상/

지하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도시시설물 통

합 USN 게이트웨이로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데이터관리모듈은 전송

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버로 구성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시설물

관리 데이터베이스(지상시설물DB, 지하시

설물DB, 센서DB) 및 플랫폼 관리 데이터

베이스로 분류된다. 

 플랫폼의 기본 기능으로서는 화면, 연결, 

제어, 서비스, 데이터 기능 등을 들 수 있

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Web Service,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SMS(System Management System) 등

의 기술이 필요하다. 

 플랫폼의 특수 기능은 도시공간정보 플

랫폼이 타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핵심기능

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도시공간을 구성하

는 객체(센싱대상, 시설, 범위 등)들을 식

별․관리하기 위한 도시공간객체식별자

(UOID ; Urban Object IDentifier), 다양

한 정보로부터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따

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상황인지

(Context Awareness), 개별 시설물 관리

시스템 데이터간의 레이어 관리, 공간정보 

DB 관리 등의 분산된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처리해주는 공간

정보 연동관리, 공간․속성정보의 편집, 공

간검색 처리, 벡터․이미지 생성 등의 정보

제공 기능을 위한 공간정보 검색 및 생성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도시공간정보플랫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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