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서



지오투정보기술은
지난 21년간 대한민국 위치·공간정보산업의
역사와 함께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위치·공간정보 취득/제작/가공을 위한 기술력과 융·복합 IT서비스에
최적화된 위치·공간정보 S/W로 최고의 GIS·LBS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설립연도 

상장일

대표이사 

종사자 수 

연 매출액

2000년

2000년 5월 5일

오정환

160명 (2020년 현재)

211억 원 (2016년 기준)

회사개요



연혁

GEOTWO HISTORY
지난 21년간 대한민국 위치·공간정보산업의 역사와 함께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2021

01 국토교통부, 2021년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운영관리 수행

2020

01  국토교통부, 2020년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운영관리 수행

12  특허등록 : GIS를 기반으로 측량하는 측지측량시스템 등 6건 등록

12  제주특별자치도 표창(제 2153호)

06  타지키스탄 세계측지계 전환 마스터플랜 구축 사업 수주

2019

12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제 2019-0548호)

11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업체 지정

11  안양시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매칭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09  스리랑카 메가폴리스 및 서부주 개발부(MMWD) MOU 체결

07  캄보디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MOU 체결

06  캄보디아 ARUNA Technology. Ltd. MOU 체결

06  우즈베키스탄 측량 및 토지관리 연구소(FAZO) MOU 체결

0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하대학교 MOU 체결

2018

12  O2Live BI 개발

07  나라장터종합쇼핑몰 O2 LIVE 등록

04  우즈베키스탄에 해외법인 설립 'JV GEOTWO GLOBAL LLC'

01  키르키즈스탄 지질과학 연구소 MOU 체결

2017

10  이탈리아 Politecnico 대학 MOU 체결

06  UNICON.UZ(우즈베키스탄) MOU 체결

03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 선임 (제 170309호)

01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개발부 MOU 체결

2016

12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제 16571호)

08  나라장터종합쇼핑몰 O2Map 3.0 등록

06  감사원 자료수집분석시스템 및 전자감사관리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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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매출액 200억돌파  12

한국공간정보학회 기술상 수상 (제 2015-005호)  05

국토해양부 장관표창 수상 (제 8004호)  01

2014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제 8004 호) 12

대통령 표창 수상 (제 5129호) 08

ETRI 1실 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대상기업 선정 01

2013

GS인증 (O2Map Server v.3.0)  07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건설 1개부문, 측량지적 등 1개 분야)  07

해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06

공공측량업 등록  04

정보통신사업 등록  03

해도제작업 등록  03

OGC인증 (O2Map Web 3.0)  02

2012

GS인증 (O2Map Server v.3.0)  10

지적측량업 등록  07

GS인증 (O2Map3D v3.0 해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05

GS인증 (O2Map Web)  02

2011

디지털국토엑스포 참가  10

연안조사측량업 등록  03

수로조사업 등록  02

OGC인증 (O2Map Web)  02

2010

매출액 100억 돌파  12

디지털국토엑스포 참가 (SMART KOREA 2010)  09

GS인증 (O2Map Sync v1.0)  08

2009

디지털국토엑스포 참가 (NSDI KOREA 2009)  10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제 5602호)  09

GS인증 (3D GIS 자료처리시스템 v1.1)  05

본사이전(충청남도 아산시 > 경기도 안양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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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6  수치지도제작업 등록

05  안양시 연계 기술개발사업 참여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을 위한 3D GIS Engine 개발)

0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

      (Embedded와 GPS/GIS를 이용한 위치추적 모듈설계 개발)

01  법인전환

2003

1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참여

      (기반 시설 연동제 관리시스템 개발)

0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참여 (DREAMCITY 2003)

2002

07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가입

2001

07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2000

05  지오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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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업인증 획득

      (제 8052-2925호)

10  디지털국토엑스포 참가 (NSDI KOREA 2008)

06  일본 측량 시스템 컨퍼런스 2008참가

05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정보관리분야)

01  GS인증 (도시계획정보시스템)

2007

06  GIS KOREA 2007 참가

03  지도제작업 등록

2006

12  영상처리업 등록

09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

07  측지측량업 등록

03  벤처기업 인증

2005

04  ISO인증 (5702)

03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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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문화

ORGANIZATION & CULTURE
소중한 인연 성실한 자세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도시정보사업부

기획영업부 공간정보사업부 기술지원사업부

솔루션사업부 SI 사업부 기술연구소

경영지원실

CTO 기획조정실

영업팀

해외영업팀

기획팀

디자인팀

임상팀 기술지원팀

SM사업팀

개발 1팀

개발 2팀

개발 3팀

개발 4팀

UPIS팀 지하시설물통합체계팀

대표이사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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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키즈 공화국 국가등록청 훈장
No. 46

키르키즈 공화국 국가등록청 산하 지적국 훈장
No. 380

ㆍ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등록청 훈장 No.46, 2017년 11월

ㆍ 키르키즈공화국 국가등록청 산하 지적국 훈장 No.380, 2017년 11월

ㆍ 국토지리정보원장 표창 제 275호, 2017년 11월

ㆍ 대전광역시장 표창 제 93호, 2018년 03월

ㆍ 안양시장 표창 제 93호, 2018년 03월

ㆍ 환경부장관 표창 제 36609호, 2018년 05월

지오투정보기술이 그동안 쌓아온 표창 및 훈장 입니다.
우수한 공간정보 기술력을 바탕으로 GS인증, 공간정보 관련특허, OGC표준 인증 등

다양한 대외 인증과 폭넓은 도입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상

AWARDS
공간정보산업을 선도하는 산소같은 회사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제 16571호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제 8004호

대통령표창 표창
제 194684호

ㆍ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5129호, 2014년 08월

ㆍ 대통령표창 제194684호, 2014년 08월

ㆍ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제 8004호, 2014년 12월

ㆍ 안양시장 표창 제 240호, 2016년 03월

ㆍ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제 16571호,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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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CERTIFIED
최적의 공간정보 창출을 위한 최고의 기술력

GS인증(Good Software)

O2MAP V3.0(Web) 3D GIS 자료처리시스템1.1 도시계획정보시스템V1.0 O2MAP 3D V3.0 O2MAP Sync V1.1

OGC표준 웹서비스 인증으로 다양한 표준환경 기반의 타 시스템과의연계와 유연한 확장을 지원합니다.

OGC 인증

O2MAP Server, O2MAP WEB, UPIS 등의 O2MAP 제품군은 GS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WMS 표준 1.3.0 인증 WFS 표준 1.1.0 인증 WCS 표준 1.0.0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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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복수개의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 정보로부터 커브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영상 보정을 수행 하는  3차원 공간데이터 보정 시스템

ㆍ 카메라의 위치 정보와 수평 정보를 이용하여 공간 영상을 처리하는 공간 영상처리 시스템

ㆍ GPS정보와 센서에 의한 수평정보를 이용하여 영상보정을 수행하는 3차원좌표 생성 시스템

ㆍ 복수개의 센서에 의해 획득된 대상 객체의 좌표 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공간 데이터를 획득하는 공간영상처리 시스템

ㆍ 적응적 필터링을 통한 데이터 압축과 영상 보정을 함께 이용하는 공간정보 생성 방법 및 시스템

ㆍ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왜곡보정하고, 보정된 영상 데이터와 항공사진 데이터를 비교하는 수치지도 제작 방법 및 시스템

ㆍ 항공사진과 MMS(Mobile Mapping System) 기술을 이용한 자동 3D 공간 모델링 방법 및 시스템

ㆍ 가중치 적용된 임계값에 의한 영상 보정을 이용하는 3차원 공간 데이터 생성방법 및 시스템

ㆍ 수치지도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공간데이터 관리 방법 및 시스템

ㆍ 손떨림 오차보정 가능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량기의 높이를 측정 하는 장치

ㆍ GPS 안테나를 이용하여 신호지연값을 보상하는 측량기 높이측정 장치

ㆍ 온도센서를 포함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측량기의 높이를 측청하는 장치

ㆍ 디지털항공사진정보를 이용한 3차원 객체모델링방법

ㆍ 경계강화필터링과 표고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지리정보를 생성하는 시스템

ㆍ 탈부착식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측량기의 높이를 측정하는 장치

ㆍ 이동측량장치의 이동경로에 따른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백터변환을 이용하여 대응영역을 추출하는 도시공간 영상처리장치

ㆍ RGB밴드강조와 HIS색채변환을 이용한 2차원 도시건물 객체의 경계필터링 방법

ㆍ 특징점픽셀의 크기와 방향정보를 이용하는 백터변환에 기초한 도시공간 지리정보 생성시스템

ㆍ 항공 라이다정보와 디지털 항공사진 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지리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

ㆍ 스테레오 영상 및 GPS좌표를 이용하여 도시공간의 지리정보를 생성하는 방법 및 시스템

ㆍ 태양광을 이용한 다목적 기준점 설비관리 시스템

ㆍ 수치지도를 이용한 지오코딩 시스템 및 그 방법

ㆍ 항공레이저 측량을 이용한 수목 캐노피 추출 시스템 및 방법

특허

PATENTS
특허등록 23건



제품은 WEB환경에 최적화된 공간정보 통합 솔루션입니다.

일원화된 프로세스 방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최상의 솔루션으로 구성된

완벽한 공간정보 분석 플랫폼

공간정보 웹 서비스 기반의

맞춤형 시스템 구축

새로운 미래, 초연결시대가 열렸습니다.  연결의 핵심 축, 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O2MAP 제품은 공간정보 취득·제작·가공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개발 및 통합, 연구에 이르기까지 공간정보 사업의 전 영역에 걸쳐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지오투정보기술은 

사용자 관점에서 공간정보 수집·연계·분석 플랫폼을 제공하여 운영 및 관리가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LINK

ANALY
SIS

BI

LBS DB

WEB

CCTV USIIS

EDITOR

Customization
Data

Collector
Data

AnalysisUsability
Data

Acquisition
Data

Construction
Data

Visualizing
Spatial

AnalysisGeocoding

실내·외 공간정보화사업

LBS·IOT 분야 국토정보 분야 도시정보 분야 스마트시티 분야 SI/SM 분야 해외사업 분야

위치기반플랫폼 공간정보DB구축사업 도시계획정보화사업 도시공간정보화사업 공간정보시각화 공간정보통합사업 빅데이터 연계 및 분석

BUSINESS FIELDS｜사업 분야



실내·외 위치기반 서비스

공간정보 DB 구축

GIS WEB 엔진

지도 기반 GIS 데이터 편집

도시공간정보화

WEB GIS 기반 CCTV 관제시스템

공간정보통합 및 빅데이터 분석

카드 기반 공간정보 통합 분석 솔루션

솔루션소개
Solution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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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사항

실내 공간에서 개인별 전시 안내
정보 전달 시스템 필요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안내시스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O2솔루션

모바일과 작품 간 위치 기반의 
전시 안내 시스템 구현

활용 사례

SURVEY - LBS PLATFORM

실내·외 위치기반 서비스
O2SURVEY - LBS PLATRORM은 실내·외 위치 정보의 수집·구축·분석/관리·활용

전 과정을 복합 측위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특징

주요 이슈사항

대형화·복잡화 되는 실내공간
정보 수요의 지속적 증가

실내공간 구축 및 활용 서비스 개발 - 국토교통부

O2솔루션

실내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서비스 활용 확대 및 지원

활용 사례

DB수집

실내 측위 DB 수집

실외 측위 DB 수집

O2Gathering

O2Wi-Fi Collector

DB구축

O2RMCS

(Raw Measurement
Collecting Server) 

DB분석/관리

O2DMTool 

(Diagnostics Management) 

DB서비스

Mobile 서비스

서버시스템 서비스

O2Localizer Mobile

O2Localizer Server

실내 DB

AP위치 실내공간 정보

실외 DB

AP위치 실외공간 정보

실내 길안내 서비스 실내 공간정보 검색
실내·외

존재여부 확인
역, 옥외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물류관리실내긴급상황 대응

서비스 적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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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사항

수시로 변화하는 산림자원의 
지속적·주기적 현행화 필요

2017년 임상도 현행화 제작 용역 - 한국임업진흥원

O2솔루션

고품질의 산림공간정보 구축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국가
차원의 산림통계기반 기초자료 구축

활용 사례

SURVEY - DB

공간정보 DB구축
O2SURVEY - DB는 공간정보구축사업에 최적화된 측위 및 DB구축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DB구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간정보 DB구축 절차

주요 이슈사항

환경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토지
피복지도의 조기 구축 필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구축(7차)및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기능 개선 - 환경부

O2솔루션

환경·통계 정보를 융·복합한 통합 
공간정보 데이터 및 플랫폼 구축,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활용 사례

1 기초자료 수집

디지털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의 
기본자료 수집

관련된 각종 현황 
자료 수집/분석/가공

2 사전 현지조사 4 품질검수3 공간정보 DB 구축 5 공간정보 DB 활용

통합 기준점 측량

장애물 정밀측량 및
3D 관리시스템

국가기본도 수정 및 제작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

항공사진 촬영 및
영상지도제작

국가해양 관측 및
기본 조사

임상도 구축

전자해도 제작

토지피복도 제작

해양정보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적용 분야

판독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및
결과 반영

구조화 작업

데이터 베이스 구현

프로그램 코딩

정확한 제작을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체계를
통한 검수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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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사항

공간정보 통합 DB관리 및 분석
활용 기능 미흡

국토정보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LX한국국토정보공사

O2솔루션

전국 기반의 빅데이터 연계 및
공간 분석 기능 구현

활용 사례

MAP - WEB

GIS WEB 엔진
O2MAP - WEB ENGINE은 대용량 공간정보에 최적화된 관리, 편집, 분석, 시각화 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웹 기반의 GI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특징

주요 이슈사항

부동산 관련 공간정보 가시화
시스템 필요

온나라 부동산 포털 3.0 구축 - LH한국토지주택공사

O2솔루션

부동산 관련 공간정보의 가시화, 
분석 통합시스템 구축

활용 사례

OGC 표준 웹 서비스 지원

WMS
ㆍ 이미지

ㆍ PNG / JPEG
WFS

ㆍ 텍스트 데이터

ㆍ GML / JSON
WCS

ㆍ 영상 데이터

ㆍ GTIFF / BIL
WPS

ㆍ 분석 데이터

ㆍ 분석 이미지

데이터 관리 주제도 형성

공간 분석 가능 편집 · 관리 기능

ㆍ 공간DB (수치지형도, SHP 등)

ㆍ 영상DB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ㆍ 지형 자료

ㆍ 좌표 변환

도형 표현도 ㆍ

단계 구분도 ㆍ

히트맵 ㆍ

범주 구분도 ㆍ

그래프 표현도 ㆍ

시계열 표현도 ㆍ

기본 화면 ㆍ

레이어 관리 ㆍ

라이브러리 ㆍ

지도 관리 ㆍ

데이터 세트 관리 ㆍ

서버 관리 메뉴 ㆍ

ㆍ 밀집도 분석

ㆍ 군집 분석

ㆍ 패턴 분석

ㆍ 반경 분석

ㆍ 그리드 분석

ㆍ 분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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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사항

문화유산정보 현황에 대한
시각화 및 공간 분석 필요

페루 국가문화유산 통합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KOICA

O2솔루션

위치 기반의 문화유산정보
지도 및 관리시스템 구축

활용 사례

MAP - EDITOR

지도 기반 GIS 데이터 편집
O2MAP - EDITOR는 다중 사용자에 의한 공간정보 공동 편집, 다양한 주제도 생성,

레이어 단위의 공간 분석 등을 웹 환경에서 지원하는 지도 기반 GIS 데이터 편집 솔루션입니다.

서비스 특징

주요 이슈사항

산림·자원 정보의 시각화 및
공간 분석 인프라 구축 필요

키르기스스탄 통합 산림 생테계 관리 프로젝트 - Wordl Bank

O2솔루션

위치 기반의 산림생태계 DB
지도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활용 사례

속성 입력 및 편집벡터 분석

공간정보 편집 및 분석

위젯을 활용한 고급 편집 기능

사용자 및 데이터 관리

Trim
(자르기)

Merge
(병합)

Split
(분할)

Move
(이동)

Add multiple
(지오메트리 추가)

Remove multiple
(지오메트리 삭제)

Sampling GridVector

Buffer Intersection

Clip Difference

사용자 관리

편집 데이터 관리 편집 이력 관리

로그인 현황 및 통계 관리

O2MAP WEB 환경 기반의 GIS 데이터 편집

웹 환경에 맞춤화된 강력한 웹 편집 기능

데이터 업로드, 편집, 분석, 시각화, 다운로드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지도 기반 편집을 위한 다양한 배경지도 및 좌표계 지원

다중 사용자에 의한 공유 데이터 편집 및 권한 관리 기능 제공

강력한 레이어 단위 대용량 공간 분석 및 주제도 생성 기능 지원

Java 기반으로 개발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식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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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사항

공간정보 데이터의 비효율적
중복 관리 및 공동 활용 미흡

UIS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기능 개선 - 대전광역시

O2솔루션

대전관역시 공간 데이터 시각화
및 공간 분석 기능 구현

활용 사례

최적화된 CCTV 관제시스템

공간 정보 인프라 확보 손쉬운 정보 접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MAP - USIIS

도시공간정보화
O2MAP - USIIS는 웹기반 GIS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보유한 도시공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분석·공유·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도시공간통합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특징

주요 이슈사항

통계자료의 시각적 표출 필요 및
한정된 통계 지도 서비스

통계지리정보시스템 - 광주광역시

O2솔루션

통계자료와 공간정보 간 결합을
통한 시민 맞춤형 통계지도 구축

활용 사례

기본 지도 서비스

- 배경경 지도 제공 (3종)

- 다양한 활용도구

- 관심지역 등록 및 즐겨찾기

- 통합 위치 검색

공간 분석 / 주제도

레이어 관리 전국 지자체 도시공간통합 서비스 수행

공유 및 데이터 관리

- Vector 분석 (13종)

- Raster 분석 (4종)

- 공간 통계 분석 (6종)

- 주제도 표현 (6종)

- Geocoding

- 레이어 도식화

- 속성 테이블 관리

- 레이어 스타일 설정

- 레이어 공유 기능

-  공유 레이어 조회 / 검색

- 내 저장소 현황

- 내 지도 목록 조회 / 관리

수도권 강원권

인천광역시

안양·의왕·과천·안산
수원·용인·오산·안성
파주·김포·양주·연천
동두천·가평·하남·성남

충청권

공주·서산·예산
계룡·서천

괴산·영동·보은·음성

강원도

원주·속초·고성
인제·태백·춘천

경상권

울산광역시

경주·영덕·구미

통영·김해·의령·하동
함양·양산·남해·창원

전라권

정읍·익산·완주·순창

목포·보성·진도·고흥
무안·해남·순천·화순

장흥·장성

17

9

1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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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기능

 O2MAP WEB 엔진을 활용하여
CCTV 관제시스템에 다양한 공간정보 기능 제공

긴급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CCTV 영상 기능 제공

최적의 CCTV 관리 기능으로
실무자의 업무 활용성과 효율성 제공

CCTV 설치 및 활용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최적의 솔루션 제공

목적에 맞게 검색하고 정보 습득이 용이한

CCTV 상세 검색 기능

비상벨 알림 기능으로 사건 · 사고 발생 문제에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 가능

객관화된 자료 분석으로 CCTV 사각지대

문제 발생률을 낮춰 안전한 삶 제공

누구나 간편하게 민원 신청하고

결과 분석이 명확한 CCTV 설치 민원 기능

공간정보 DB 활용 및 API 연계 검증된 O2MAP WEB 엔진 도입 CCTV 모니터링 및 민원 특화 기능

CCTV 영상 조회

CCTV 관리 운영 민원 처리 기능

기본도 · 로드뷰 연계 및 
항공 / 위성 영상 연계

거리 · 면적 · 반경 등 다양한
공간 분석 기능

CCTV 시설물 이벤트의 관리
현황 실시간 제공

CCTV 업무 현황 별
공간 조회 및 분석

실시간 위험 상황 감지 및
CCTV 영상 조회

위치별 CCTV 현황 조회 및
CCTV 투망 감시

CCTV 설치장소 공간 분석 CCTV 설치 민원 보고서 작성

MAP - CCTV

WEB GIS 기반 CCTV 관제시스템
O2MAP - CCTV는 검증된 GIS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CCTV 관련

다양한 이벤트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CCTV 조회, 관리, 분석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특징

주요 기능

주요 이슈사항

CCTV 통합 모니터링 부재 및
문제 발생 즉각 대응 미흡

GIS 기반 CCTV 관제시스템 - 청주시

O2솔루션

최적화된 WEB GIS 기반의 
CCTV 통합 관제 시스템 구현 

활용 사례

최적화된 CCTV 관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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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사항

방대한 전산 자료의 가시성 약화 
및 IT기술 활용 감사 방식 필요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구축 및 전자감사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감사원

O2솔루션

대용량 이기종 데이터의 연계 수집 
활용 기술을 적용한 전자 감사 
지원 시스템 개발

활용 사례

LIVE-LINK&ANALYSIS

공간정보통합 및 빅데이터 분석
O2LIVE - LINK&ANALYSIS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의 대용량·이기종 데이터를 연계·수집·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분석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특징

주요 이슈사항

자동차 관련 소비자의 불편 증가 및 
정보제공자의 비효율적 업무 절차

자동차 종합정보 개방 체계 구축 -교통안전공단

O2솔루션

최신 기술 기반의 자동차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활용 사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연계하는

연계수집솔루션

Link

연계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시각화 솔루션

Analysis

원천 데이터 공공 데이터 공간 데이터 통계 데이터 재정 데이터 행정 데이터 -

데이터 연계
및 검증

O2LIVE Link

Monitoring App

Collector Agent

Flume App

ETL App

Forward Agent

Flume Sink

Application

스케줄링

모니터링

이력관리

관리기능
적재

수집

연계

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시각화

O2LIVE Analysis

가공ㆍ정제를 통한
마트DB 생성

분석 데이터
생성 및 관리

UX 기반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분석 및 시각화

통계분석
및 차트분석

엑셀형태
그리드 분석

지도가시화 
및 공간분석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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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면에서 다양한 분석 기능

지도, 차트, 데이터 기반 지표 시각화

지표 간 속성 연계로 동시다발적 정보 전달

위치정보 기반 공간 분석 기술 연계

(밀집도, 버퍼, 평균거리분석 등)

직관적인 지표 분석 환경 제공 및

주제도 시각화

공간정보 지표 사용자 활용 편의성 증대

(카드 기반 분석,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

공간정보 맵핑으로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탐색적 시공간 패턴 분석, 위치 기반 공간 분석)

활용 사례

LIVE-BI

카드 기반 공간정보 통합 분석 솔루션
O2LIVE - BI는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분석 및 시각화 기술을 적용하여

시공간 데이터의 다각적 분석 정보를 DashBoard 형태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특징

주요 이슈사항

방대한 의료이용 지표의 시각화와
공간분석 시스템 필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시스템 - 국민건강보험

O2솔루션

다각적으로 통합분석이 용이한
카드분석 기반의 시스템 구축

활용 사례

지표 데이터 시각화 GIS 솔루션 적용 및 활용

분석 카드 활용 기능

Drag & Drop으로 분석 카드 추가 및 중첩

분석 카드 시각화 타입 변경

분석 환경 저장 및 불러오기

분석 카드 활용 기능

DRAG & DROP

차트 기반 지표 시각화

지도 기반 지표 시각화 데이터 기반 지표 시각화

공간정보 국제표준(OGC)을 준수하는
WEB-GIS O2Map Web 적용

모바일 조회 서비스 및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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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환경에서 지원되는 O2Survey, O2MAP, O2LIVE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GI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은

공간정보 수집·연계·분석을 모두 지원하는

자체개발 엔진 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등

국가표준시스템과 100여개의 공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

폭 넓은 도입사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공간정보 취득/제작/가공에서 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개발 및 통합, 연구에 이르기까지

공간정보 사업의 전 영역에 걸쳐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오투정보기술은



연구사업

국토교통부

-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KLIS)기술기반 연구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영향자료 갱신 및 시스템 구축 연구

- 실내 위치 DB및 측위정밀도 검증 연구 용역

- 공공 DB데이터 변환 및 맞춤형 POI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의 시험인증용 Wi-Fi 연동 서버 및

   연동현황분석시스템 요구사항 및 구조 개발

- 5m정밀도의 증강현실서비스 지원 LBS 플랫폼 세부 기술

국토지리정보원

- 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

- 다차원 공간정보 활용 및 기술 개발 연구

- 정밀도로지도 고도화 방안 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용자 참여 기반의 측위 인프라 DB 자동·신 기술 개발

도시계획정보체계

국토교통부

-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경기도(수원,용인,안양,과천) 등

   60여 지자체 UPIS 구축 및 운영

도시공간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실내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서비스 개발

지방자치단체

- 동두천, 파주, 가평, 여주 등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 대전광역시, 경기도(안성,시흥,고양),충청남도(아산) 등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및 유지관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구축 용역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 포털 구축

LX 한국토지정보공사

-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 시스템 구축 등

해양

- 대한민국 해도 제작

- 연안해역정밀조사

- 국가해양기본조사 통합 자료 분석 및 도면제작

-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 해양정보시스템 통합 및 조류도 제작 등 다수 구축

항공·기본측량·수치지도 제작

국토지리정보원

- 통합기준점 측량

- 다수의 국가기본도 수정, 수치지형도 제작

한국철도시설공단

- 고속철도 용지 및 시설물 배치 측량

공간정보 통합·빅데이터 분석

- 대전광역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 구축

-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감사원, 감사자료수집분석시스템 및 

- 전자감사관리시스템 구축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공간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토지적성평가, 실시설계

- 진도,공주,양주,임실 등 20여 지자체 토지적성 평가

- 포항-영덕간, 보령 요트경기장, 완도 여서항 기본 및

   실시설계

- 군산 새만금지구, 부북-청량 및 진장-울산 주배관 설계

   및 감리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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