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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RTK 시스템과 3D 게임엔진을 사용하여 지하 매설물의 각종 속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DBMS

로 장하고 3D 뷰어에서 디스 이  리하기 한 시스템 개발에 하여 기술한다. 즉, 본 시스템은 

RTK 시스템으로부터 측정  입력된 지하 매설물의 속성 값을 3D 게임엔진이 무선통신으로 입력받아 

3D 뷰어에서 지하 매설물을 생성, 삭제  수정 등의 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지하 매설물에 

한 좌표는 GPS로 측정하는데, RTK 시스템을 한 지 기 은 기존의 도근 들  하나를 사용하고 

이를 심으로 보정 과정을 거친다. 3D 게임엔진은 RTK 시스템과의 무선통신, 지형  지하 매설물에 

한 3D 디스 이, 지하 매설물의 속성 입력  등록 등 지하 매설물을 3D으로 리하기 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본 시스템은 지하 매설물의 부정확한 공간  치 좌표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방하고 정확한 

리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도시 개발을 시작하는 시 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중심어 : | RTK 시스템 | 게임 엔진 | GIS | GPS | 지하 매설물 |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development of system that enables the user to manage and display 

from 3D viewer after at real-time saves attribute informations in DBMS using RTK systems 

and 3D game engines. The 3-dimensional game engines for this system will be input a attribute 

values of underground utilities which is measured from RTK systems with wireless network. 

This system which sees does to make be a possibility of managing creation, elimination, 

modification for the underground utilities from 3-dimensional viewer. The coordinates about the 

underground utilities measures with GPS. The base reference point for RTK systems uses one 

in reference points which are measured in existing. GPS coordinates revised a reference point 

in standard. The 3-dimensional game engines are having the function which manages the 

underground utilities with 3-dimensions. The function is the same as wireless network of RTK 

systems, 3-dimensional display for terrain and underground utilities, input and registration for 

attribute of underground utilities, etc. The system which sees will be able to prevent the various 

accident which is caused by in the spatial location coordinate which underground utilities is 

inaccurate. And the system which sees is accurate is a possibility of managing and the 

application possibility is high very. Finally, this system could be applied very usefully from the 

point of view which starts a new tow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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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Google Earth의 출시로 일반인들도 이제는 지

리 정보 시스템에 한 심들이 증하고 있다. 

Google Earth는 단순한 2D 기반의 지리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아니라 인공 성 사진을 사용한 3D 기반의 입

체  지리 정보를 제공해 으로서 일반인들에게까지 

매우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3D 지리정보시스템(이하‘GIS’)은 최근 유비

쿼터스가 크게 부각되면서 다시 심을 가지게 된 기술 

분야로서 재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몇몇 업체에서는 이와 련된 2D  3D로 표 할 수 

있는 상업용 소 트웨어를 선보이고 있다. 한 소수의 

학계와 산업계 련 단체에서도 온라인  오 라인용 

소 트웨어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바다 매립지 신

규 등록을 하여 RTK-GPS을 사용한 연구[5]도 있었

다. 여기서 RTK(Real Time Kinematics)는 측한 데

이터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측 에서 곧바로 기선벡

터를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실시간 이동 측량이라고

도 한다. 기 에 설치한 GPS 수신기로부터 취득 계

산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이동용 GPS 수신기에 송시

켜 실시간으로 이동 의 정확한 치를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이들 부분의 GIS 련 소 트웨어들  연구 

결과들은 지형의 가시화와 지형 분석 기능에 한정된 단

순한 2D  3D 뷰어(Viewer) 기능 외에는 특별한 기능

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는 3D GIS의 기능[9]들 가운데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 

매설물에 한 리를 효율 으로 하기 한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존 지하 시설물을 리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즉, 

2D 기반의 복잡한 시설 표 의 어려움, 잘못된 정보 확

인으로 형사고  재난 발생, 실시간 데이터 변경 불

가능  유지 리에 과다한 비용 소요, 원시 데이터의 

부정확  시설물의 신속한 치 확인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한 소수의 지상 시설물  7  지하 매설물

의 생성  리 소 트웨어들도 지상의 지형과 연동하

여 실감 있는 3D 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이 거

의 무한 실정이다. 물론 지하 매설물의 원격 리[6]

와 RFID를 이용한 지하 매설물 리에 한 연구[7]는 

있어왔는데, 모두 지표면으로 매입형 유선 안테나  

센서 등을 세워서 리하기 때문에 매우 비경제 이고 

유지보수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안드로

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하 매설물 모니터링

에 한 연구[8]도 있었으나 매우 비효율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개념의 지하 매설물에 

한 리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RTK 시스템  GPS 수신기[2][3] 등으로부터 측량된 

지하 매설물의 측량 데이터  속성정보 등을 3D 게임

엔진이 실시간으로 입력받아 D/B 구축  3D 뷰어에서 

가시화하고 실시간으로 리하기 한 3D 지하 매설물 

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논문의 

제 2 장에서는 지하 매설물의 종류에 하여 기술하고, 

제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에 

하여 기술하고, 제 4 장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 된 시스템에 하여 기술하고, 마지막 제 5 장에서

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Ⅱ. 지하 매설물의 종류

지하 매설물들은 [표 1]과 같이 상수도, 하수도, 기, 

통신, 난방, 송유  가스 등 7가지 종류가 있으며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되어진다.

종  류 색 상 종  류 색 상

상수도 파 랑 난  방 주 황
하수도 보 라 송  유 갈 색
전  기 빨 강 가  스 노 랑
통  신 초 록

표 1. 7대 지하 매설물의 종류 및 색상

지하 매설물의 종류에 따른 용도는 [표 2]와 같이 구

분할 수 있으며, 특히 상수도 과 하수도 이 용도가 

매우 다양함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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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용 도

상수도관 미분류, 취수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공업용수관, 소방관, 기타

하수도관 미분류, 합류관, 차집관, 오수관, 우수관, 기타
전 기 전 기
통 신 통 신
난 방 난 방
송 유 송 유
가 스 가 스

표 2. 지하 매설물의 종류 및 용도

Ⅲ. 시스템의 설계

RTK 시스템과 3D 게임엔진을 이용한 지하 매설물 

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의 모듈을 

포함한다. 첫째, 3D 게임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GIS를 해서 사용  응용 가능한 3D 뷰어의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이다. 둘째, RTK 시스템으로부터 측정된 

지형의 도, 경도, 고도 값을 3D 게임엔진이 서버, 클

라이언트 환경 하에서 실시간으로 입력받아 3D 뷰어에

서 지하 매설물을 실시간으로 생성, 삭제는 물론이고, 

지하 시설물 각각의 속성 정보 입력  수정, 확인, 단면

도 확인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이다. 셋째, 

상기 모듈을 해서 필요한 지상 시설물  지하 매설

물을 기존의 GIS 데이터의 구조나 치에 종속되지 않

고 손쉽게 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상호 작

동 가능한 지리정보처리 컴포 트 시스템  그 방법을 

제공하는 모듈이다. 넷째, 상기 모듈에 추가 으로 기존 

GIS에서 구축한 3D 지형  지상 시설물 데이터(*.dxf, 

*.shp 일 등)를 불러오기(Import) 혹은 내보내기

(Export)를 할 수 있는 모듈이다. 여기서 DXF(Data 

eXchange Format) 일 포맷은 AutoDesk사에서 

AutoCAD와 타 CAD(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 

간의 도면 데이터 교환을 해 개발한 캐드 도면 교환 

일로 아스키(ASCII) 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GIS  

CAD 시스템 간 데이터 포맷 변환을 해 국내에서 

표 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데이터 교환 포맷이다. 

그리고 SHP 일 포맷은 Arc/Info 시스템에서 도면 데

이터를 표 하기 해 개발한 공간 데이터 포맷 일로 

바이 리 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GIS 간 데이터 포맷 

교환을 해 많이 시용되고 있는 데이터 포맷이다. 마

지막 다섯째, 본 논문에 의해서 구축된 데이터들은 

DBMS로 리되어 D/B가 구축 이거나 구축된 이후 

장에서 구축된 지상 시설물  지하 매설물의 치 

 속성 정보 등을 3D 게임엔진을 사용하여 실시간으

로 PDA, 미니 노트북  UMPC 등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듈이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 시스템의 구

성도로서, 기 국(도근 )[4], 이동국[2][3]  서버 시

스템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기 국은 반경 10Km 내에 

한 개만 존재하면 되는데, 멀티 캐스트 는 Broadcasting 

방식으로 통신 시스템을 구 하며, 이동  설치가 편

리하다. 기 국의 역할은 기  좌표(X1, Y1, Z1)를 생성

하고, 인공 성별 보정 신호를 생성하며, 보정신호를 

송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RTK 기 국에 의한 측량 정확도는 도시 도근  2

의 높은 정확도를 확보해 으로서 도시계획, 택지개발, 

지 측량, 시공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별도의 도근  

측량 비용 없이 RTK 측 에 의해 측량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휴 용 패키지 이용

이 가능한 이동국의 역할은 3D 측  보정 알고리즘을 

탑재하 으며, 다수의 이동국 보정 신호를 달하고, 

단 의 측 를 지원한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854

3D 게임엔진의 기본 사양으로는 OpenGL 1.4 지원, 

H/W 가속 더링, ActiveX 컴포 트 구조가 가능하여

야 하며, 본 엔진을 사용할 경우 당 3-4백만 폴리곤을 

처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3D 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

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하여 기존에 자체 으로 개발해 놓은 3D 게임 

엔진을 응용한다. 서버  이동국에서 확인을 해 필

요한 노트북 등의 H/W 권장 사양으로는 MS Windows 

XP, Pentium 4 이상, RAM 256MB 이상, VGA RAM 

64M 이상, DirectX 가속 지원 등을 갖추어야 본 시스템

이 큰 무리 없이 작동될 수 있다.

Ⅳ.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의 구현

본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하기 한 3D 게임 엔진의 

기본 기능은 3D 뷰어를 통한 객체  지형도의 이동, 

회 , 축소  확 , 와이어 임, 투명도 조정, 안개 

효과, LOD(Level of Detail), 네비게이션 등으로 구성되

어져 있으며, GIS를 한 특화 기능으로는 RTK 시스

템  DBMS와의 실시간 연계 방안이다. 즉, 지하 매설

물을 표시하는 (Pipe)의 실시간 생성, 변경, 삭제, 이

동  회  등의 기능과 RTK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

으로 송되는 데이터를 DBMS에서 리하고 엔진에

서 실시간으로 디스 이하는 것이다.

그림 2. 지하 매설물의 이형관을 위한 위치 설정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험을 

한 장 사진으로서 항공사진[1]에서 발췌하 으며, 

지하 매설물의 이형  치를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형  치는 임의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기

로 하 다. 본 실험 장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동 구갈

구 주변의 강남 학교 에 주택단지로 개발된 지역으

로서 GPS 측량 지 이 잘 확보된 장소들  추천할 만

한 장소이다. 여기서 이형 이라 함은 구부러지거나 갈

라지는 곳이나 지름이 서로 다른 을 잇는 데 쓰는 

을 의미하며, 미분류, 말(마개), 신축 , 곡 , T형 , 

Y형 , 나팔 , 십자 , 이음 , 새들, 편락 , 단 , 기

타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의 지역

을 3D로 모델링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하 매설

물 리를 한 시스템 개발의 실험을 해 사용한다. 

3D로 지형을 모델링할 때 지표면의 고도는 GIS 문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항공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로 측량한 지형의 고도 데이터

를 포함하고 있는 항공사진으로부터 획득하여 3D로 표

할 수 있었다.

그림 3.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GPS 측량을 위한 지적기
준점(도근점)의 위치(3D 화살표 - 그림 2의 
783번 위치)

[그림 3]은 3D 게임 엔진을 사용하여 개발한 시스템

의 기화면으로서 [그림 2]의 이형  치들  783번

을 지 기 으로 설정하 으며, 이 지 을 3D 화살표

로 표시하고 있다. [그림 2]의 이형  치 783번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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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로 설정한 이유는 이 지 이 국토해양부에서 

GPS로 측량한 공식 인 도근 들  하나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그림 2]의 지역에는 이와 같은 도근 들이 

수 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편의상 783번 

치를 실험을 한 지 기 으로 설정하 다.

    (A) 일반 모드           (B) 와이어프레임 모드
그림 4. 지적기준점에서 바라본 실험 대상 지역

[그림 4]는 지 기 을 심으로 실험 상 지역을 

일반 모드와 와이어 임 모드로 변경하여 바라본 모

습이다.  [그림 3]과 [그림 4]의 지 기 을 3D 화살

표로 표시하고 뷰어의 심에 둔 것은 재 치를 표

시하는 3D 화살표의 경도 좌표를 지 기 에 맞게 

강제로 설정하 기 때문이며, 실제 실험에서는 3D 화살

표가 GPS 수신기[2,][3]의 재 경도 좌표 치를 실

시간으로 따라다니게 한다.

그림 5. 환경 설정 및 측량

[그림 5]는 본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한 

것으로서 주 메뉴들은 ‘신규 매설물 속성 정보 등록’, 

‘지하 매설물 속성 정보’,‘환경 설정  측량’ 등으로 구

분된다. 환경 설정  측량 메뉴는  통신  측자의 

재 치와 련된 메뉴로서 서버와의 연결 설정, 

RTK 장비 설정, 재 측량자의 경도 치 등으로 구

성되어져 있다.

여기서 RTK 장비 설정의 강제 기  좌표 설정은 그

림 2의 783번 치의 경도 좌표를 입력하여 RTK 장

비의 지 기 이 되게 한다. 추가 인 메뉴로는 디버

그용 측정자 좌표 설정, 모드 설정  뷰어 사용법 등을 

설정하여 본 시스템을 실험에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리고 디버그용 측정자 좌표 설정 아래 있

는 ‘ 이  노드 추가’버튼은 강제 측정자 좌표 설정이 

될 경우에는 강제 좌표에 맞게 지하의 당한 깊이에 

3D 이 를 생성하게 하며, 그 지 않고 서버  RTK 

장비 설정과 연결될 경우에는 재 경도 좌표에 맞게 

지하에 3D 이 를 생성하도록 한다. 지하에 매설될 

이 들의 종류는 크게 7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기용으로 사용할 색 을 생성

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지하에 매설될 깊이는 

지형의 특성과 매설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 시스템에서는 기본 매설 깊이를 1.0m로 

설정하 다. 모드 설정은 일반 모드와 와이어 임 모

드로 선택해서 뷰어에 용할 수 있도록 하며, GPS 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측자와 뷰어의 카메라를 동기화

함으로서 측자의 재 치는 항상 뷰어의 가운데에 

치하게 한다. 즉, 측자의 치는 항상 뷰어의 심

에 치하게 하고 지형은 측자의 이동에 따라 변하게 

된다.  GPS 수신기를 들고 있는 측자가 임의의 장소

에서 [그림 5]의 ‘ 이  노드 추가’버튼을 클릭하고 

당한 거리를 이동한 다음 ‘ 이  노드 추가’ 버튼을 다

시 클릭하게 되면, 본 시스템이 설치된 서버의 뷰어와 

본 시스템이 설치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 컴퓨

터의 뷰어에는 첫 버튼을 클릭한 지 에서 추가로 버튼

을 클릭한 지 까지 지하 1m 깊이에 색의 3D 이

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생성되어진다.

그리고 DBMS에 장하고 리하기 해서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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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 같이 지하 매설물의 속성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게 

된다. 신규로 등록할 지하 매설물의 속성정보는 지하 

매설물을 리하기 한 리번호, 용도, 시공업체, 시

공일자 등 지하 매설물과 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한

다. 측자는 장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종료하게 

되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여 서버로 송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측자에게 GPS 수신기를 제공하고, 보

조 도우미에게는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 컴퓨터, 

PDA  UMPC 등에 본 시스템을 설치하여 장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 다. 그러므로 서버와 

장의 노트북 컴퓨터, PDA  UMPC 등에서는 동시

에 측자와 보조 도우미가 측량  생성한 지하 매설

물의 상태를 3D 뷰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지하 매설물의 속성정보 신규 등록 메뉴

[그림 7]은 본 시스템의 실험을 하여 장에 설치

한 서버의 모니터 화면과 GPS 수신기를 들고 있는 

측자  보조 도우미들이 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이다. 즉, 본 시스템의 실험을 해 보조 요원들이 장

을 돌아다니면서 GPS 측량 도근 을 심으로 지하 매

설물의 치를 추가 으로 설정해주면 서버와 노트북 

컴퓨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지하 매설물을 3D 이   

이형 으로 자동 생성해 다.

그림 7. 실험을 위해 현장에 설치한 장비들(서버, 무선 인
터넷이 가능한 노트북 컴퓨터, GPS 수신기 등) 
및 연구 보조원들

[그림 8]의 왼쪽은 일반 모드로 지상에서 바라본 

측자의 재 치이고, 오른쪽은 와이어 임 모드로 

지상에서 바라본 측자의 재 치와 바로 이 에 생

성한 지하 매설물의 상태이다.

(A) 일반 모드       (B) 와이어프레임 모드
그림 8. 관측자의 현재 위치 및 지하 매설물의 상태

[그림 9]는 측자가 이형 을 생성할 지 을 다수 

개 선정하고 GPS 수신기를 가지고 이동 의 모습을 

와이어 임 모드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 본 

실험에서는 단순하게 곡 을 형성하고 있다. 즉, 측자

가 연속 으로 이  노드를 생성하고는 있지만 지하 

매설물이 매설될 경로를 가장 단순하게 설정하여 실험

하 기 때문에 이형 은 곡 이 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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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속적으로 생성된 지하 매설물을 지상에서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확인

[그림 10]은 일반 모드에서 측자의 재 치를 3D 

화살표로 보여 과 동시에 측자의 재 치를 심

으로 카메라를 지하로 내려 지하 매설물이 생성된 결과

를 확인하고 있다.

그림 10. 생성된 지하 매설물을 지하에서 일반 모드로 바라
본 모습

[그림 11]은 재 치를 심으로 지하에 생성된 지

하 매설물을 와이어 임 모드로 지상에서 그 로 바

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본 시스템은 이와 같이 뷰어를 

사용하여 서버  노트북 컴퓨터 등에서 구든지 3D 

뷰어에 나타난 결과물을 일반 모드와 와이어 임 모

드 등으로 모드를 변환하여 자유자재로 항해하고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

이 크게 다섯 가지의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첫째, 

3D 게임엔진을 GIS에 목하여 3D GIS 엔진을 구축함

으로써 3D GIS 분야의 소 트웨어 개발을 효율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둘째, RTK 시스템을 

3D GIS에 연동하여 7  지하 매설물을 실시간으로 생

성, 삭제는 물론이고, 7  지하 시설물 각각의 속성 정

보 입력  수정, 확인, 단면도 확인을 실시간으로 처리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셋째, 기존의 GIS 데이터의 구

조나 치에 종속되지 않고 지리정보처리 컴포 트 시

스템  그 방법을 제공해 으로써 필요한 모든 지리정

보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넷째, 기존 GIS

에서 구축한 3D 지형  지상 시설물 데이터(*.DXF, 

*.SHP 일 등)를 불러오기  내보내기 할 수 있기 때

문에 기존 데이터들과 연동이 가능하며, 본 논문에 의

해 개발된 3D GIS 엔진에 의해 수정  보완된 데이터

를 공용 포맷의 데이터로 보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 다섯째, 본 논문에 의해서 구축된 데이터들은 

DBMS로 리되기 때문에 구축된 지상 시설물  7  

지하 매설물의 치  속성 정보 등을 3D GIS 엔진이 

탑재된 노트북 컴퓨터, PDA  UMPC 등을 사용하여 

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림 11. 생성된 지하 매설물을 지하에서 와이어프레임 모
드로 바라본 모습

Ⅴ. 결 론

본 논문은 RTK 시스템과 3D 게임 엔진을 사용하여 

지하에 매설될 지하 매설물의 속성 정보와 GPS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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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확한 치를 장에서 노트북 컴퓨터, PDA  

UMPC 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3D 컴퓨터 

그래픽스 화면으로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디스 이

해주면서 지하 매설물을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하 다. 특히 본 시스템은 신도시 개발에 있어 지하에 

매설될 7  매설물을 매설하기 직 에 사용할 경우 기

존 시스템에 비하여 지하 매설물의 속성 정보는 물론이

고 지하 매설물이 매설된 정확한 치를 DBMS로 장 

 리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유용하고 효율 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7  지하 

매설물 체를 실험하지 않고, 기용에 한정된 하나의 

지하 매설물을 실험하 다는 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  실험에서는 

7  지하 매설물 체에 한 실험을 병행하고, 3D 뷰

어에 디스 이 되는 지하 매설물들의 시각 인 질

(Quality)을 향상시키고 증강 실 기술을 도입[10]하여 

장에서 다양하게 리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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