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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describes a construction procedure of 3D virtual space using the NGIS data and its application 
to simulation. 3D space topography is modeled by using DEM consisted with triangular regular network. The eleva-
tions of nodal points of DEM are calculated through the interpolation with contour line and elevation points from the 
NGIS. Also, data for 2D roads and their environments, such as trees, lamps, and traffic signals, were extracted from 
the NGIS and projected on the DEM surfaces to get 3D virtual space. To give a reality to 3D virtual space and 
accelerate its graphic speed, data were converted into the directX format. It is believed that the virtual space 
constructed in this work can be applicable to the ubiqutous because DEM data can be converted to the AutoCAD 
format and ASCII code.
Key Words : VR(virtual reality),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DEM(digital elevation model), fixed 
vehicle driving simulator

1. 서 론*

3차원 가시화 기술은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하

여 정보간의 상관관계와 요인분석에 효율적이기 때

문에 최근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정보를 요하는 공

학 또는 과학분야에서 정보를 시각화하려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1-6).
최근 GIS관련 가시화에 대한 연구로는 도시계획, 

도시경관 업무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시행정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시스템7), 다중센서로부터 획

득된 시변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지형모델 생성에 

관한 연구4), 영상자료와 수치표고모델(DEM : Digital 
Elevation Model)을 통해 3차원 지형 모델을 생성

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5), 최신무선통신과 IT 기술

을 이용하여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실시간 자연재해 
피해정보관리 시스템개발5),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

하여 3차원 가상공간구축에 대한 방법론적인 연구6) 
등의 연구는 가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자지도를 이용하여 시뮬레이터의 시각효과를 

위한 가상공간1,2)에서 지형은 2차원 평면이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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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면과 객체 구분을 하지않아 시각적으로 현실

감과 입체감이 부족하며, 객체간 상호작용을 정의

하기 곤란하다. 이는 도로안전과 시설물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입체감을 위해 지

형을 3차원화 하고, 지형지물에 대한 객체를 구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자지도를 이용하여 3차원 가상공간

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로서, 먼저 NGIS로부터 등고

선 및 표고점을 추출하여 객체구분이 가능한 DEM
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생성된 DEM에 건물, 도로, 
신호등, 가로등과 같은 지형지물을 객체화하여 와

이어 프레임으로 구성된 3차원 전자지도를 구축하

였다. 3차원 전자지도에 texture mapping기법을 적

용하여 실제감 및 그래픽 재생속도를 보장하는 가

상공간을 구축하였다. 가상공간의 개발환경은 전자

지도로부터 DEM 및 지형지물의 와이어프레임 생

성은 AutoCAD, AutoLISP을 적용하였으며, Visual 
C++, DirectX를 통해 가시화 하였다.

생성한 DEM은 표준 AutoCAD 포멧과 ASCII코
드로 출력이 가능하여 호환성이 좋으므로 최근 다

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는 LBS(Location Bas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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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지리학, 의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통신, 애니메

이션, 재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한 도시 및 도로 

안전관련 시뮬레이션에 효과적인 지형모델로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3차원 지형

현재 국내 표준 전자지도는 국립지리원에서 제

작한 NGIS로 DXF14)형식으로 배포되고 있다. 또한 

2차원상에 mapping된 지반 공간 데이터는 일련의 

code12)에 따라 명명된 레이어에 저장되어 있다.

2.1. 고도정보

수치표고모델(DEM)은 인공구조물과, 수목, 바위 
등의 자연물을 제외한 순수지형의 높이를 3차원으

로 표현한 것이다. DEM의 기하학적 구조는 일정

간격을 가지는 규칙격자망(Regular Grid, Elevation 
Matrix)과 불규칙한 삼각형으로 구성된 불규칙격

자망(TIN : Triangular Irregular Network)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규칙격자망은 지형을 잘 표현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나, 구성하는 삼각격자의 수가 불규

칙격자망에 비해 많이 요구된다. 반면, 불규칙격자

망은 적은 수의 삼각격자로 지형을 표현되나8), 삼
각형 크기에 따라 지형에 대한 외곡이 심하다.

NGIS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형의 고도에 관한 정

보는 표고점과 등고선으로 한정된다. 표고점은 (x, 
y, z)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고점은 일정한 규칙

없이 분포하게 되나, 도로경계선 주변에서는 비교

적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 등고선은 n개의 점으로 

구성되며, 고도를 속성(Elevation)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등고선 구성점은 (x, y, z)인 3차원 데이터를 
갖게 된다.

2.2. 고도추정

규격화된 삼각형을 규칙적으로 연결하여 구성

하는 규칙삼각격자망(TRN : Triangular Regular Net-
work)구조로 3차원 지형인 DEM을 구축하기 위해

서는 TRN을 구성하는 각 절점의 3차원 좌표가 필

요하므로 각 절점의 고도를 NGIS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로 TIN 구축시 격

자점을 선정하는 방식과 연산법10)에 대한 연구와 

삼각망을 계층적으로 분할해 나가는 계층적 삼각망 
구성11)에 대한 연구에서 표본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utoCAD에서 전자

Fig. 1. Selection of sample points for determining elevation of 
point P.

지도를 호출하고 AutoLISP을 이용하여 그래픽상

태에서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빠른 연

산속도를 확보하였다.
전자지도상의 임의점 P(x, y)의 고도값 z는 Fig. 

1과 같이 P점의 주변 지형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Fig. 1에서 점 E1은 표고점이고, 점 E2, E3, 
E4는 등고선을 구성하는 점들이다. 검색구역은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구역을 검색하는 것이 일

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사

각형구역을 설정하였다.
점 P의 고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점 P를 중심으로 하여 검색구역에 존재하는 표고

점과, 등고선 구성점 Ei의 개수가 원하는 표본수 n
을 만족할 때까지 일정간격 d만큼씩 검색범위를 확

장하여 검색한다. 점 P로부터 고도점 Ei까지의 xy평
면상의 거리를 li라 할 때, 점 P의 고도 zP는 식 (1)
과 같이 근사화 할 수 있다.

 
  




 




 

 
 



 (1)

여기서 zEi는 점 Ei의 고도이다.

2.3. DEM 구축

DEM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일정간격의 격자점

들을 구하여 규칙삼각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2(a)의 Digital map에 대해 격

자간격 10m의 규칙삼각격자망을 구성하였다. DEM
을 구성하는 격자점을 구하고, 고도는 표고점의 포

본수를 4로 하여 추정하였다. 이들 격자점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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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GIS digital map (b) DEM : Triangular Regular Network
Fig. 2. Construction of DEM for digital map.

하여 Fig. 2(b)와 같이 규칙삼각격자로 구성된 DEM
을 구축하였다. 생성된 격자는 일정한 형태의 삼각

형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별도

의 레이어에 저장하였다.
작업도엽의 인접도엽 8개로부터 일정구역의 표

고점과 등고점을 작업도엽의 DEM 구성을 위한 셈

플링에 포함시켜 인접도엽간의 TRN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접도엽간 경계면이 일치

하지 않는 문제로 경계면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

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TRN으로 구성된 DEM을 통해 지형지물의 구성

점들의 고도 추정시 3개의 점만으로 고도를 추정

할 수 있으므로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DEM
과 지형지물간의 연산에서 경규화된 DEM의 삼각

형 요소로 인해 boolean연산이 규칙설정이 명확하고 
연산이 빠르며, 이로 인해 객체간 상호작용의 정의

가 용이하다.

3. 도로생성

DEM을 구축한 후에는 DEM에 3차원 도로를 구

축하여야 한다. 전자지도로부터 추출가능한 도로

관련 정보는, 도로경계선, 도로중심선, 횡단보도, 신
호등, 가로등, 가로수 등으로 모두 2차원 데이터이

다. 또한 추출된 도로의 정보는 선이 끊어지는 등 

완전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자료로부터 2차원 도로와 교차로를 생

성하고, DEM에 투영하여 3차원 도로를 구축한다.

3.1. 2차원 도로

일반적으로 도로는 지형에 따라 폭 및 형태가 다

양하여 도로구간을 정의하기 곤란하다. 또한 전자

지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로정보는 Fig. 3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도로경계선 및 도로중심선으로 한

정된다. 도로중심선은 도로폭을 2등분하는 선분이

다. 도로중앙선에 대한 정보가 없는 관계로 본 연구

에서는 도로중심선을 도로중앙선으로 하고, 차선수

Fig. 3. Road region.

는 도로중심선과 차선경계선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차선 수를 결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도로를 차선

구간과 그 외 구간으로 구분하여 모델링하였다.
도로는 도로중심선을 도로경계를 벗어나지 않

도록 도로중심선을 차선 폭 W만큼씩 평행이동시

켜 Fig. 3과 같이 차선구간을 정의하였다. 차선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은 노견 혹은 안전지대로 하여, 
도로경계형태를 유지한 2차원 도로를 구축하였다.

도로의 차선은 일정간격으로 그어져 있고, 속도

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차선은 중앙선, 교차

로 안내선, 그리고 차선구획선으로 구분하여 생성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법의 노면표시규정

에 따라, 백색 점선을 3m, 점선간격 5m, 그리고 황

색선과 백색 점선의 폭을 0.1m로 하였다.

3.2. 2차원 교차로

교차로는 도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전자지도상에는 교차로에 대한 

별도의 정보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중

심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역에 대해 단순화한 교차

로 모델을 구축하였다.
단순 교차로 모델은 Fig. 3과 같이 도로중심선을 

W만큼씩 평행이동하고 외각 차선경계선간의 교점

을 연결하여 Fig. 4와 같이 교차로 영역을 설정하

였다.
단순화한 4거리교차로 모델을 나타낸 Fig. 4(a)

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차선 경

계선간의 교점 ①~④를 반시계방향으로 연결하여 

폴리곤(polygon)을 구성하고 이를 교차로영역으로 

정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Fig. 4(b)의 3거리교차

로는 Fig. 4(a)와 같이 차선 경계선과 도로중심선의 

교점 ①~④를 반시계방향으로 연결하여 교차로 영

역으로 정의한 것이다. 형성된 다각형의 교차로영

역은 별도의 레이어에 각각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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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forked road (b) 3-forked road
Fig. 4. Polygon schema of intersection area.

(a) 4-forked road (b) 3-forked road
Fig. 5. Lane mark of forked road region.

교차로 안내선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Fig. 5와 같

이 교차로 안내선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차선 및 

교차로 안내선을 2차원 도로면과 동일한 레이어에 

저장하여 2차원 도로를 완성하였다.

3.3. 3차원 도로

다객체 DEM을 구성하기 위하여, DEM으로부터 

도로영역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3.2절에서 생성된 

2차원 도로를 DEM에 투영하여 3차원 도로를 생성

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대상면을 원하는 방향

으로 연장하여 도형간의 간섭영역을 생성한 후, 이 

간섭영역을 별도의 레이어에 저장하였다.
DEM과 2차원 도로는 Fig. 6(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도차로 인해 서로 간섭되는 영역이 없다. 2
차원 도로면을 z방향으로 DEM의 최고 고도값 h까
지 extrude17)하여 Fig. 6(b)와 같이, DEM과 2차원

(a) 2D road region (b) Extrude road region

(c) Road region (d) DEM of removed road region
Fig. 6. Separate road surface from DEM.

(a) Polygon mesh (b) Texture source of DEM
Fig. 7. Texture mapping scheme.

도로가 서로 간섭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DEM
의 extrude 방향은 -z이며, 크기는 미소량 δ이다. 
Fig. 6(c)는 DEM 표면의 3차원 도로를 나타낸 것

으로, Fig. 6(b)에 대해 interfere17)명령으로 추출한 

것이다. 추출된 3차원 도로는 Fig. 6(a)의 DEM의 

표면에 위치한다. substract17)명령을 적용하여 DEM
으로부터 3차원 도로를 분리하여 별도의 레이어에 

저장한다. Fig. 6(d)는 3차원 도로영역을 분리한 

DEM을 나타낸 것이다.

3.4. 텍스처 매핑(Texture mapping)
텍스처 매핑 기법을 사용하여 환경을 구축하였다. 

다각형격자(Polygon mesh)는 spline17) 명령을 이용

하여 Fig. 7(a)와 같이 형성하였다. Fig. 7(b)의 texture 
source가 Fig. 7(a)와 같이 다각형 격자의 면 △①②

④, △①④③으로 매핑된다. 이때, Fig. 7(b)의 texture 
source는 확대 또는 축소되어 Fig. 7(a)의 대응하는 

면으로 매핑된다.

4. 도로주변 환경

가상공간에 실감을 주기 위해서 건물이나, 가로

수, 가로등, 신호등과 같은 도로주변 환경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4.1. 건물

가상현실을 위한 가상공간을 구축하기 위하여

는 DEM 표면에 건물을 도시하여야 한다. 전자지

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물 정보는 건물의 외곽

선과 건물의 성격을 나타낸 기호로 한정되고, 건물

의 높이정보는 얻을 수 없다. 건물 높이는 건물대장

에 수록되어 있고, 건물대장에 수록된 건물을 검색

하기 위해서는 지번도가 필요하다. 즉 지형도와 지

번도, 건물대장의 연동을 통해 건물의 높이를 결정

할 수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동과정 대신 

건물의 면적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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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건물의 층간높이를 3.5m로 하였다.
NGIS로부터 추출한 개의 구성점을 갖는 건물의 

고도를 DEM을 구성하는 격자점을 이용하여 구하

였다. 이때 건물의 고도는 DEM의 표면으로부터 건

물이 이격되지 않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먼저 건물

의 구성점 Pi의 수직상에 위치한 DEM의 규칙삼각

격자의 3점 (x1, y1, z1), (x2, y2, z2), (x3, y3, z3) 중 최

저고도를 Pi의 고도 zP로 한다. 그리고, 건물의 최

종 고도는 zPi중 가장 낮은 값을 건물의 고도로 하

여 건물이 지면으로부터 들뜨는 것을 방지하였다.

4.2. 가로수, 가로등 및 신호등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은 차선과 함께 속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은 NGIS
에서 각각의 기호와 2차원 점좌표로 주어져 있다. 
이들의 고도는 이들이 위치하는 DEM의 규칙삼각

격자를 구성하는 3점 (x1, y1, z1), (x2, y2, z2), (x3, y3, 
z3)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평면의 방정식으로부

터 구할 수 있다.











     
     
     

  (2)

가상공간에서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의 이미지

는 디지털 영상으로부터 추출하여 특정 채널의 특

정색을 투명 상태로 하는 Alpha blending기법9)을 적

용하여 Fig. 8과 같이 제작하였다. 이 이미지를 각

각의 3차원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는 ASCII 파일을 

호출하여 해당위치에 위치시킨다.
텍스처 매핑 기법을 적용하여 랜더링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DEM의 표면에 건물이 이격

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는 DEM의 표면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등이 
DEM의 표면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a) Tree (b) Lamp (c) Traffic signal
Fig. 8. Roadside environment images.

(a) Full 3D GIS (b) 3D virtual space
Fig. 9. Rendering of 3D GIS.

(a) 3D virtual environment (b) Real environment
Fig. 10. Appearance of 3D virtual space.

5. 가시화 및 응용

구축된 가상공간을 차량시뮬레이터1)에 적용하여 
운전환경을 설정하였다. 주행시뮬레이션 중 운전

자가 바라본 가상공간을 Fig. 10(a)에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실제환경을 Fig. 10(b)에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위치정보의 좌표는 Korea-TM 좌표계에 따

른 값이다.
Fig. 10(a) 주행시 가로등 및 가로수 그리고 차선 

등으로 속도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도로주변의 건

물은 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주행시뮬레

이션의 경우 교통량에 따른 주변 차량이나, 도로노

면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감이 부족하였다. 따라

서 노면 조건 및 교통량에 따른 주변 차량 및 주변

환경 조성에 대한 차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Korea-TM좌표에 따른 위치를 나타낼 수 있으므

로 GPS 등에서 수신되는 WGS-84를 변환하여 사용

한다면, 구축된 가상공간은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LBS 등과 같은 

지형관련 서비스에 공간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행시뮬레이션, 교통시뮬

레이션, 도시환경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립지리원에서 배포하는 NGIS 
데이터를 이용하여, 규칙삼각망으로 구성된 DEM
을 구축하였다. DEM 구성시 그래픽 상태에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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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여 데이터 검색 속도를 최소화하여 빠른 

DEM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차원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면적에 따른 건물의 

높이를 지정하여 DEM에 위치시켜 3차원 와이어 

프레임으로 구성하였다. 텍스처 매핑 기법을 통해 3
차원 가상공간을 구축하여 3차원 가상공간 시물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3차원 가상공간의 가시화 및 차량의 공간좌표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직관적인 차량의 

위치 파악과 지형지물에 대한 3차원 위상정보로 인

해 적절한 속도감과 도로의 고도차등에 따른 입체

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주변 차량이나, 노면 

조건 및 교통량에 따른 주변 차량 및 주변환경 조

성에 대한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생성된 DEM과 3차원 전자지도는 표준AutoCAD

포멧과 ASCII코드로 출력이 가능하여 호환성이 좋

으므로 최근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는 LBS 및 유

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다. 또한, 
TRN으로 구성된 DEM은 재해관리 및 통제 등을 위

한 도시 및 도로 안전관련 시뮬레이션에 효과적인 

지형모델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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