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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I



1. 회사개요

회 사 명 : (주) 지앤티솔루션

대표이사 : 강 상 철

설 립 일 : 2007년 3월 28일

사업분야 : GIS, ITS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컨설팅, DB구축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1-7번지 한청실업빌딩 7층

“믿음과 신뢰”의 기업 지앤티솔루션



-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이용한 교통사업 전문기업

- 교통분야의 다양한 GIS솔루션 보유(12종)

- GS(Good SoftWare)인증을 획득한 GIS제품(MapXO) 보유

- 표준 노드/링크 편집, 교통신호제어 등 GIS분야 및 교통분야의 다양한 특허 보유(4종)

- 직접생산증명, I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등 외부기관의 기술력 인증

2. 회사특징



3. 사업분야

교통분야

차량위치관제

교통상황관제

교통시설물관리

 순찰차 관제시스템

 선박야드관제

 콜택시관제
 교통상황판시스템

- 소통정보관제

- 사고 및 돌발상황관제

- 공사구간 관리

 교통상황실 운영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

 버스노선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소개및기능Ⅱ



1. 개발배경

8

행사기간 중 교통관리/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ITS 구축

고정식 VDS, VMS, CCTV,
센터 시스템 구축

행사 종료 후 센터 및 현장장비
철거, 이전에 막대한 비용소요

행사장 진입도로의
극심한 정체 매년 반복

행사장 주변 교통정보 없음

행사기간 이외에 교통량없어서
ITS 설치/운영 안됨

수도권/도심부 이외 지역 행사의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부재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의필요성은
있으나, 예산 문제로 설치 안됨

짧은 기간 행사를 위해 고정식
ITS 장비 설치/운영 불가

이벤트 대응형 ITS 시스템 개발 필요

구축비/철거비/운영비

부담 없는 교통정보서비스 필요

일시적인 이벤트를 위한

ITS 시스템 필요

여수 엑스포 영암FI 지역 축제 /지방행사

비싸거나
정보가 없거나



2. 시스템 개념도



3. 소프트웨어 구성도

Apache Server

GeoServer / OpenLayers

PostgreSQL / PostGIS

TCP/IP

Windows Server

운영서버

C++ Compiler

Windows Server

가공서버

가공프로그램

C++ Compiler

TCP/IP

Windows Server

수집서버

수집프로그램

Windows

운영단말

Internet Explorer

DSRC 수신SW

MS-SQL

현장수집장치

GPS수신S/W

TCP/IP

Windows XP

현장

클라우드센터

Windows

이용자

Internet Explorer



웹카메라

DSRC안테나

이동통신, GPS안테나

함체(제안부,전원)

받침대

 웹카메라 : 현장 실시간 영상을 고유URL을 통해 CCTV

영상으로 제공

 DSRC안테나 : 하이패스 단말기와 통신하여 구간 정보

수집

이동통신, GPS안테나 : 3G, LTE, GPS 안테나가 설치되

어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통신하여 수집정보 제공, GPS

정보 제공

함 체 : 수집장치, 제어장치, 전원장치, 밧데리 등 현장장

치를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내장하고 있으며 방수 처리

되어 우천시도 사용 가능

받침대 : 현장장치의 안정적 설치를 위해 강철로 제작

4. 현장장비(교통정보 수집장치)



5. 관리자 홈페이지

관리자 로그인



메인화면

5. 관리자 홈페이지



행사등록

5. 관리자 홈페이지



행사정보 수정

5. 관리자 홈페이지



지도관리

5. 관리자 홈페이지



정보제공구간 관리

5. 관리자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6. 이용자 홈페이지



축제별 메인페이지

6. 이용자 홈페이지



구간정보 조회

6. 이용자 홈페이지



루프검지기

< 검지기 종류 > 

레이저검지기, 레이다검지기, 구간검지기(DSRC, RF 등)

시연(동영상)Ⅲ



1. 노드링크 생성

2. 현장검지기 셋팅

3. CCTV 셋팅

4. 적용테스트

5. CCTV영상 표출 테스트

1. 시연순서



2. 노드링크 생성과정

실제도로

1. 링크 시종점 생성

2. 중심선 생성

3. 검지기 위치별 노드생성

4. 양방향 링크생성

5. 현장검지장치 설정

6. CCTV 설정

시점 종점



Q & 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