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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Google사의 Google Earth와 Microsoft사의 Ving.com 등과 같은 포털을 통해 

3차원 공간정보에 한 서비스가 경쟁 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 으로 이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차원 데이터에 한 구축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국내에서도 국토해양부의 주  하에  국토에 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2004년

부터 지속 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도 3D 내비게이션, u-City 구축 등을 

한 노력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3차원 건물모델 생성을 한 본 시스템의 작업과정 

그러나, 이와 같은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세계를 정확히 반 하는 3차

원 공간정보, 특히 건물데이터의 구축을 한 효율 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다. 기존에 많이 이용하던 건물층수를 활용한 방법의 경우 정확도가 상당히 하된다는 문

제 을 가지고 있으며, 입체모델을 이용한 3차원 도화 방법 역시 엄청난 소요자원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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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그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각촬 상을 이용한 3차원 건물모델 생성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내용

본 연구에서는 수직방향과 경사방향으로 촬 된 다각촬  항공 상을 이용한 3차원 건

물모델의 생성방법을 제시하 다. 건물모델의 생성을 해 각각의 상에 해당하는 외부표

정요소와 내부표정요소를 입력자료로 사용하 으며, 이들 상과 입력자료들을 이용하여 

[그림 1]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건물에 한 3차원 솔리드 모델 생성, 자동 텍스처 매핑 

등의 방법을 도출하 다. 

2.1 건물모델 생성

다각촬 상과 내부  외부표정요소를 이용하여 3차원 건물모델을 생성하기 해 수직

상과 경사 상 으로부터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물들의 경계를 스크린 디지타이징한 후, 

각 공액 에 한 Space Intersection을 통해 건물 모델을 구성하는 모든 Vertex에 한 3차

원 좌표를 추출하 다. 이 과정에서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해 경사 상에 존재하는 수직

상의 각 공액 에 해 자동매칭 알고리즘을 용하 으며, 즈왜곡을 보정해 으로써 기

하학  치정확도를 향상하 다. 이와 같이 각각의 구조물들에 한 3차원 좌표가 도출된 

후 이들 각 구조물들을 서로 병합하여 3차원 솔리드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을 용하 다.

[그림 2]  건물의 3차원 모델 생성방법 

2.2 자동 텍스처 매핑

일단 건물의 3차원 솔리드 모델이 생성되면 완 한 형태의 건물모델의 생성을 해 각 

솔리드 모델을 구성하는 면들에 한 텍스처 매핑 과정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용한 다각촬 상의 경우 동일한 건물모델을 포함하는 상의 수가 매우 많으

므로 사실 상 수동방법에 의한 근은 상당히 비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해 사용 상의 일정부분을 텍스처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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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동 텍스처 매핑방법을 제안하 다. 이 근방법에서 가장 요한 부분은 동일 건물모

델을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상에서 최 의 텍스처를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 각 건물모델의 구성요소를 공선조건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상에 투 함으로써 

텍스처 상후보를 선정한 후, 이들 후보들에 한 상품질을 평가하여 최 의 텍스처를 

결정하 다.

[그림 3]  최 의 텍스처 선정을 한 고려요소 

상품질에 한 평가를 해 1)각 상에 나타나는 텍스처의 면 과 2)솔리드 모델의 

각 면과 투 심과의 방향성, 3)폐색 역의 존재여부, 4)음  는 그림자의 존재여부 등 4

가지 요소에 해 계산한 후, 각각의 요소에 가 치를 부여하여 합산해주는 방법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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