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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대한민국은 화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관측 결과들은 한반도 최 북 단에 위치

한 백두산이 더 이상 휴화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면 남한지역에서는 화산재에 의한 

다양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공중의 화산재는 운항되는 비행기의 계기판 및 엔진을 마비시킴으로써 대형 항공사

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화산재의 삼차원 확산을 예측하여 화산재가 있는 항로를 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

행기 운항을 중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산재 확산 예측결과의 삼차원 가시화 

기법을 다룬다. 우선 화산재 확산 예측 데이터의 취득에 대하여 소개한다. 확산 예측 데이터는 화산재 확산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인 Fall3D를 이용한다. 다음으로 세 가지 화산재 확산 예측결과의 가시화 기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기법은 ‘공중의 큐브’ 방식으로 화산재의 입자 농도별로 다른 색을 가진 반투명 큐브를 공중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기법은 ‘큐브안의 큐브’방식으로 ‘공중의 큐브’ 방식을 개선하여 농도의 정도에 따라 큐브의 분할 정도를 

달리하여 배치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방식은 '반투명 화산재 평면' 기법으로 화산재 농도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 들

을 적층하고 투명효과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목적에 맞는 방식대로

화산재 확산 예측 결과를 삼차원 가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백두산, 화산재해, 화산재, 확산 예측, 삼차원 가시화

Abstract
Korea has been known as volcanic disaster free area. However, recent surveying result shows that Baekdu mountain
located in northernmost i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a dormant volcano anymore. When Baekdu mountain is 
erupting, various damages due to the volcanic ash are expected in South Korea area. Especially, volcanic ash in the 
air may cause big aviation accident because it can hurt engine or gauges in the airplane. Therefore, it is a crucial
issue to interrupt airplane navigation, whose route is overlapped with volcanic ash, after predicting three dimensional
dispersion of volcanic ash. In this paper, we deals with 3D visualization techniques for volcanic ash dispersion 
prediction results. First, we introduce the data acquisition of the volcanic ash dispersion prediction. Dispersion 
prediction data is obtained from Fall3D model, which is volcanic ash dispersion simulation program. Next, three 3D
visualization techniques for volcanic ash dispersion prediction are proposed. Firstly proposed technique is so called
'Cube in the Air', which locates the semitransparent cubes having different color depends on its particle 
concentration. Second technique is a 'Cube in the Cube' which divide the cube in proportion to particle concentration
and locates the small cubes. Last technique is 'Semitransparent Volcanic Ash Plane', which laminates the layer, 
whose grids present the particle concentration, and apply the semitransparent effect. Based on the proposed 
techniques, the user could 3D visualize the volcanic ash dispersion prediction results upon his own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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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한민국은 그간 화산재해에 대하여 안전한 지역으

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의 관측 및 연구결과들은 더 

이상 한반도가 화산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백두산은 900년대 대폭발 이후 대규모 

분화를 보이고 있지 않아 휴화산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 1668년, 1702년, 그리고 1903년
에 중소 규모의 분화를 한적이 있다(KMA, 2011). 또
한 2002년부터 다시 활발하게 지각활동을 개시하여 매

달 10에서 15차례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 지진파의 분석 결과 백두산 지하에는 거대

한 마그마 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Kim and 
Youn, 2014). 이에 따라 전문가 들은 1996년 국제지질

대회 이후 현재 백두산을 분화 위험이 있는 활화산으로 

규정하였다(Jiang et al., 2013). 900년대의 백두산 화

산 폭발은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의 1,000배 이

상 수준(KMA, 2011)으로써 이 정도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일대 대규모의 정치적 혼

란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여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2012년
부터 ‘화산재해 대응시스템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화

산재해의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IT 기반 시스템의 

구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 할 경우, 다양한 화산재해 중 남

한은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화산

폭발 시 예상되는 재해의 원인은 화산재(volcanic ash), 
화산이류(volcanic mudflow), 화산성 홍수(volcanic 
flood), 화쇄류(pyroclastic flow) 등이 있다.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할 경우,  화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재해 들

은 백두산 인근의 중국 및 북한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되며 남한 지역은 화산재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화산재로 인한 피해는 인명, 건물, 도로, 철
도 항공, 전력, 수도, 농작물, 삼림, 수산물 등 다양하다. 
Jiang et al.(2013)은 이러한 각 항목에 따른 구체적 피

해의 종류를 비가 내리는 경우와 비가 내리지 않는 경

우로 구별하여 정량적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산재로 인하여 항공, 도로, 철도 등 교통기능

이 마비되면 위험지역으로 운송이 어려우며 국내외 물

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물류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원재료 공급로 및 상

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며 기업 활동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

은 한국의 경우,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항공수출

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Jiang et al., 2013). 화

산재로 인하여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능한 이유는 우선 

기장의 시야를 가리는 예를 들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화산재로 인하여 계기판이 마비되고, 화산재에 

포함된 규소가 엔진 작동을 마비시킴으로써 대규모 항

공사고를 발생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화산이 폭발할 경

우 예상되는 화산재의 확산 영역을 가시화 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항공기의 안

전 측면에서는, 입체적인 항공기 운항 경로를 삼차원 

화산재 확산예측 가시화 결과와 비교하여 운항 중단 및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화산재의 확산을 가시화하여 항공교통에 미치는 영

향들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은 Scani and Folsh(2013)
과 Gűnther et al.(2015) 등이 있다.

화산재의 확산을 가시화하려는 시도로는 기존에 폭

발된 화산에 대하여 위성영상을 이용해 그 위치 및 농

도를 파악하고 이를 삼차원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Simmon(2011)은 CALIPSO (Cloud-Aerosol Lidar and 
Infrared Pathfinder Satellite Observation)와  MODIS 
위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2010년에 발생된 아이슬란

드 Eyjafjallajkull 화산의 화산재 가시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CALIPSO 위성데이터로 화산재의 

삼차원 위치를 취득하고 이를 MODIS 영상과 중첩하

여 표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Simmon(2011)의 가

시화 기법은 화산재 구름의 윗부분만 표현이 가능한 한

계가 있으며, 위성 영상에서 위/경도에 해당하는 이차

원 위치만 가시화 하였다. 이 연구에서 화산재의 고도

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화면에 프로파일 그래프(예: Y
축-고도, X축-경도)를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화산

재의 고도 별 분포를 감지하여 가시화하는 연구는 

Maes et al.(2016)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는 MetOp 위성에 탑재된 IASI(Infrared Atmospheric 
Sounding Interferometer) 센서를 이용하여 2011년에 

발생한 칠레 Puyehue 화산폭발 시 수직방향 화산재의 

분포를 감지하여 가시화 하였다. 이 연구 역시 삼차원 

데이터를 실제 지상 수치표고모형과 영상위에 보여주

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Gűnther et al.(2015)은 

2011년 5월과 6월에 걸쳐 3주안에 발생한 세 곳(아이

슬란드, 칠레, 에리트레아)의 화산폭발 시 화산재의 농

도, 고도, 궤적 등을 위성데이터 기반으로 가시화 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화산재 농도와 궤적을 색을 달리하

여 삼차원 상에 표현하고 항공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성데이터를 이용하여 기 폭발된 화산재를 시각화

하는 위의 시도와 다르게 폭발하지 않은 화산재의 폭발

을 가정하여 예측하고 그 결과를 삼차원 가시화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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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있었다. Park and Choi(2013)는 백두산 화산에 

대하여 FLEXPART 확산 모델을, Kim et al.(2013)은 

Fall3D 모델을 사용하여 화산재의 확산을 시간대 별로 

삼차원 가시화하였다. 이 두 방식은 농도를 나타내는 

영역을 동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입자의 수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계산속도가 많이 걸리는 단점

이 있다(MPSS, 2015).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Kim et al.(2015)은 공간을 격자화 하여 격자의 중간 

지점 값을 격자의 대표값으로 지정하여 삼차원으로 가

시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all3D를 이용하여 화산재의 확산 예

측결과(농도 및 위치 값)를 구하고 이를 삼차원으로 가

시화 하는 기법을 다룬다. 과학적 현상을 가시화 하는

데 있어 하나의 해결책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과학적 프로그램들의 가시화는 데이터 분석자들의 집

단에 맞도록 만들어졌으며 대중들에게는 적합하지 않

을 수 있다(Simmon, 2011). 따라서 비전문가들이 직관

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시화의 다양한 기법들이 필요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Gűnther et al.(2015)이 제안한, 화산재의 농도를  색깔 

별로 달리 한 후 그 위치를 삼차원 공간정보 상에 표현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른 점은 첫째, 가시화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가 기존에 폭발되었던 지역의 위성데이

터가 아니라 Fall3D 모델을 사용하여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백두산)에 대해 화산재의 분포를 예측하여 

가시화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전 지구적인  확산을 가

시화 한 Gűnther et al.(2015)의 연구와 다르게 국지적

인 한반도 지역의 화산재 확산 예측 결과의 가시화를 

다룬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화산재 확산 예측데이터의 취득에 대하여 소개한다. 둘
째 화산재 예측 결과의 세 가지 가시화 기법을 제안한

다. 제안된 기법은 ‘공중의 큐브’, ‘큐브 속의 큐브’, 그
리고 ‘반투명 화산재 평면’이라 정의된다. 

2. 화산재 확산 예측 데이터 취득

화산재 확산 예측데이터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우

선 화산재 확산 예측 데이터를 취득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상용 시뮬레이션 모델링 프로그램의 하나인 

Fall3D와 WRF(Weather Research Forecasting) 모델

을 이용하여 화산재 확산 예측 데이터를 취득한다.
Fall3D는 Puff, Tephra, FLEXPART 등과 함께 화산

재의 확산 예측프로그램으로 많이 쓰인다. Fall3D는 

Euler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주로 대기의 입자와 가스

의 이동을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여러 클래스의 

입자들을 가지며 각각의 클래스는 크기, 밀도 및 형상

계수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Fall3D의 특징 중 하나는 

1,000 km 상공의 개략적인 모습에서 몇 km 정도의 가

까운 높이에 이르기까지 전역 스케일(e.q. GFS(Global 
Forecasting System) model), 중간규모의 스케일(e.q. 
WRF model), 그리고 도시사이즈 정도의 스케일(e.q. 
CALMET model)에서 기상예측 또는 진단모델과 함께 

실행될 수 있다(Yeo et al., 2013). Fall3D의 단점은 프

로그램의 사용이 리눅스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Fortran 
언어로 되어있어 프로그램의 변경이 어려운 점이다

(Yeo et al., 2013). 화산재 확산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주요 입력데이터는 분화하는 화산의 위도, 경도, 분화

구 고도, 화산폭발지수, 분연주의 높이 등이며 아래의 

Table 1과 같다.
Fall3D의 결과물은 NetCDF 포맷으로 되어있다. 

Fall3D의 NetCDF 파일의 구조는 다차원 배열들의 집

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NetCDF는 지구과학 교육 및 연

구 분야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과학데이터 파일을 

읽거나 쓰게 도와주는 데이터 포맷 집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의 집합이다

(KRILI, 2011). NetCDF 파일 포맷은 3차원 공간 데이

터의 시간대별 시뮬레이션을 표현할 수 있어 화산재 공

간 데이터 분할에 데이터 전 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NetCDF 파일은 연구 분야에서 사

용하기 위한 목적의 공통 포맷이므로, 화산재 가시화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가시화를 위하여 

NetCDF파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NetCDF 파일의 

Name Data 
Position of 

Volcanic Crater Latitude, Longitude, Height

Eruption Date Year, Month, Day, Time
Eruption Type Explosive/Non-Explosive
Magma Type Rhyolite/Basaltic
VEI(Volcanic 

Explosive Index) 1/2/3/4/5/6/7

Plume Height unit: meter

Volcano Type
Hawaian/Strombolian/ 

Vulcanian/Pelean/Plinian/Ultra
-Plinian/Supervolcanic

Meteorological data Month, Wind Direction
Amount of Eruption unit: kg/s

Volcanic Ash Size, Density

Table 1. Input data for volcanic ash dispers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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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le elements for NetCDF
(Source: MPSS, 2015) 

주요 구성 요소는 dimension, data, type, attribute, 
variable, 그리고 value 이다. Dimension은 데이터가 

포함하는 차원을 이야기 한다. 즉, 경도, 위도, 고도 등

이다. Data는 각 dimension과 변수들의 값을 의미한다. 
Type 은 short, double, float 등 데이터의 형태를 의미

한다. Attribute에는 숫자나 문자열이 정의된다. 
Variable은 각 파라메터에 의해 변하여 지는 dimension
에 의해 정의된다. Value에는 실제 데이터 값들이 

Type 형태별로 dimension 크기만큼 적재된다. NetCDF 
포맷의 파일 구성요소는 Fig. 1과 같다. 

NetCDF 결과 레이어 중 가시화를 위해 사용되는 레

이어는 입자 총농도 레이어 이다. Fall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NetCDF파일은 총 51개의 레이어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화산재 피해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레

이어는 입자 총농도, 지표에서의 PMnn 농도, 입자의 

지표 침적량, 지표침적 두께 등이며 레이어 명과 단위

는 Table 2와 같다. 각 레이어의 필드에는 고도, 위도, 
경도, 그리고 0000UTC 이후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입자 총농도(Total particle concentration)는 비행고도

Layer 
Name Description Unit

Con Total  particle concentration gr/m3

C_PM10_
GRND

PM10  concentration at ground 
(1st layer)units gr/m3

LOAD Particle  ground deposit load units kg/m2

THICKNE
SS Ground  deposit thickness units cm

Table 2. Output 2D/3D layers among Fall3D results

에서의 농도를 이야기 하므로 고도 값이 존재하며, 나
머지 지표에서의 PM10 농도, 입자의 지표 침적량, 그
리고 지표침적 두께의 고도 값은 0이다. 본 연구의 목

표는 3차원 가시화 이므로 이들 레이어 중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레이어는 입자 총농도 레이어 이다. 

3. 화산재 3차원 가시화 기법

화산재 레이어에서 배열 집합체인 variable을 선택하

여 2차원 상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ArcGIS 소프트웨

어 등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4
차원(경도, 위도, 고도, 시간) 배열 데이터를 한 화면에

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3차원 가시화 기법이 

필요하다. 
화산재가 3차원 상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현실감 있는 3차원 지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

에 사용된 원 지형 데이터는 CGIAR-CSI SRTM 세계

지형고도(약 90m의 해상도)와 백두산 지역의 Landsat 
위성영상(약 1m 해상도)이다. 나머지 지역의 3차원 데

이터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에
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한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은 수치표고모형, 3차원 건물, 영상지도, 행정경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Kim et al., 2014)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수치표모고형과 영상지도, 그리고 행

정경계를 사용한다. 원 지형 고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높이 값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각 지형 매쉬의 고도 값

을 활용하여 음영 기복도를 생성한다. 또한 계층 구조

화된 지형 데이터에 위성영상을 좌표체계에 맞게 오버

랩 하여 백두산 지역 지형을 가시화 한다. 대용량 지형 

전체 메모리 로딩은 불가능 하므로 분석된 시각화 기술

로 데이터를 피라미드식으로 계층 구조화 하고 3차원 

렌더링 기법을 통해 사용자가 보기에 적절한 각 지형 

매쉬의 렌더링 상세도를 조절하여 초당 60 Frame 이상

의 화면 표현이 가능해 지면서 3차원 시뮬레이션의 가

시화를 최적화 한다. 사용된 백두산 지역의 수치표고모

형과 위성영상의 그림은 Fig. 2와 같다. Fig. 2의 중간 

위에 있는 붉은 색과 주황색 막대는 높이를 현실감 있

게 표현하기 위해 임의로 구축하여 놓은 막대 자(scale 
bar)라고 볼 수 있다. 제안된 세 방법을 이용한 화산재 

가시화 결과의 시각적 비교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첫 번째로 제안하는 기법은 육면체(큐브) 단위영역 

별로 화산재의 농도를 표현한 기법이다. 이 기법을 ‘공
중의 큐브’ 기법이라 정의한다. Fall3D의 결과파일을 

보면, 화산재 입자 총농도, PM10 농도, 그리고 지표 침

적량은 최소 1m3 또는 1m2 단위 내 공간에서의 무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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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aekdu mountain area digital elevation 
model draped with satellite image

Technique Description

Cube in the Air Volcanic ash is visualized as big 
cube in the air 

Cube in the Cube Volcanic ash is visualized as 
small particle

Semitransparent 
Volcanic Ash Plane Volcanic ash is visualized as fog

Table 3. Comparisons of proposed three volcanic ash 
3D visualization techniques

표현된다. 이러한 세세한 위치별 화산재의 양을 모두 

표현하려면 컴퓨터 연산 속도의 문제로 인하여 실시간

(마우스의 드래그를 통한 실시간 3차원 화면 조정이라 

정의)조정이 어렵다. 또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즉각적인 예측을 위해서도 그 계산 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시간 조정이 가능한 수준의 정도로 

그 미세 도를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단위 큐브의 크기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큐

브의 크기를 가로 9km, 세로 9km, 그리고 높이를 

1.5km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Fall3D에서 입자의 분포 

및 농도를 계산할 때, 큐브의 중점에 대해서만 연산을 

수행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한 큐브의 값은 그 큐브

의 중점을 대표값으로 가지도록 한다. 또한 이 큐브의 

중점은 V-world 지구본 기반의 WGS84 구면 좌표계로 

설정한다. 각 큐브는 투명도를 갖도록 표현하였으며 전

체 입자 총농도 값의 최대와 최솟값을 구한 후, 그 단계

를 10단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외부 입력에 의해 단계 

별로 색상 값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Fig. 3, 4, and Fig. 5는 ‘공중의 큐브’기법에 의해 표

현된 입자 총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화면상에서 좌 상

단 가로 막대그래프는 큐브의 농도 값에 대한 범례를 

나타내고 있다. 좌 상단 세로 막대그래프는 Fig. 2에서 

표현하였듯이 높이 값에 대한 막대 자이다. 화면 우 상

Figure 3. 3D visualization result with “Cube in the 
Air” technique-1

Figure 4. 3D visualization result with “Cube in the 
Air” technique-2

Figure 5. 3D visualization result with “Cube in the 
Air” technique-3 

단의 원은 방위, 우 상단 원 주변의 메뉴는 마우스를 이

용한 사용자 시각 변환용 아이콘이다. 또한 각 큐브의 

구분을 위해서 각 큐브 간 1km에 해당하는 이격을 두

었다. Fig. 3 and Fig. 4의 시점은 화산재 확산 상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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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상공에서 본 시각이다. Fig. 5는 화산재가 확산

되고 있는 상공의 가운데에서 본 시각이다. 이 표현기

법은 삼차원 볼륨에 대한 시각적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Fig. 5
를 보면, 화산재가 확산되고 있는 상공에서 큐브가 공

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화산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중의 큐브’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두 번

째로 농도 별로 큐브를 쪼개어 표현하는 방식을 제안한

다. 이 기법을 ‘큐브안의 큐브’ 기법이라 정의한다. 이 

기법은 고농도 부분은 화산재 격자의 개수를 많게 표현

하고 저농도에서는 화산재의 개수를 적게 표현하여 현

실감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느슨한 옥트리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옥트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옥트리는 삼차원 공

간에서 오브젝트를 표현하기 위한 자료구조이다. 옥트

리는 자동적으로 오브젝트들을 계층화하여 그룹화하고, 
공간 내의 빈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하지않는다. 첫 번째 

옥트리 노드는 루트 셀인데, 이는 여덟 개의 연속되는 

요소들의 배열이다. 이들 각 요소들은 여덟 개의 연속

된 요소들 중 다른 하나를 가리킬 수 있다. 여기에서 각

각은 여덟 개의 연속되는 요소들 중 다른 하나를 가리

키는 식인데, 이는 특정한 최대 숫자의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마지막 레벨은 단말 레벨이며, 여기

에서 단말 요소나 복셀(voxel)이 저장된다. 아래의 단

말 레벨에서 모든 셀의 요소들이 셀을 가리키고 있다

면, 그 옥트리를 “꽉찬 옥트리(full octree)”라고 부른다. 
n개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꽉찬 옥트리는 해상도 2n x 
2n x 2n의 정규 3D 그리드와 같은 복셀 개수를 포함한

다(예를 들어 꽉찬 옥트리가 5레벨이라면 32 x 32 x 32 
해상도를 가진 3D 그리드와 같다). 그러나 복셀이 볼륨 

대신에 서피스를 표현한다면,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있

으며 그것은 옥트리 내에 표현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에 옥트리는 매우 경제적이며, 적은 메모리 소비만으로 

고해상도 복셀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체가 특정 노드에 편협 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트리 공간을 중첩해서 관리함으로서 3D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느슨한 옥트리

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큐브를 가로 세로 6km, 높이 

1km의 크기로 정의하고 각 큐브의 중점에 대한 입자 

총농도를 구한다. 만들어진 큐브는 현실감 있는 표현을 

위해 가로 세로 높이 각 6km의 크기로 확대 과장하여 

표현하였다. 결국 가시화에서의 높이는 실제 높이보다 

과장되어 표현한 것이고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가상의 막

대 자를 백두산에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농도에 따라 

10단계로 객체 분할의 개수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한 

개의 큐브는 최소 6분할(216개의 작은 큐브)에서 최대 

64분할(262,144개의 작은 큐브)된다. 아래의 Fig. 6은 

이러한 큐브 분할 방식(큐브 안의 큐브)의 개념을 나타

내고 있다. 
이러한 옥트리 기술을 적용해 표현된 입자의 가시화

는 아래의 Fig. 7에 나타나 있다. ‘공중의 큐브’ 방식과 

마찬가지로 10단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외부 입력에 의

해 단계 별로 색상 값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중

의 큐브’ 방식에서 큐브의 밑면은 단일 고도 값을 갖도

록 구성된 반면, ‘큐브 안의 큐브’ 방식에서는 Fig. 7에
서 보는바와 같이 가장 먼 거리를 갖는 두 꼭지점 중 

한 쌍이 동일한 위도와 경도를 갖도록 구성하여 현실감

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 방향으로 이

동하는 화산재의 실제 모습과 유사한 가시화가 가능하

였다. Fig. 3에서 Fig. 5까지의 그림과 Fig. 7을 비교하

Figure 6. Concept for “Cube in the Cube” 
technique

Figure 7. 3D visualization result with “Cube in the 
Cub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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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면 화산재의 농도가 높은 곳이 더 많은 입자를 가

지도록 표현됨으로써 색의 변화와 함께 좀 더 현실감 

있는 가시화가 가능하여 졌음을 알 수 있다.
제안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큐브

를 생성하여 화산재를 표현하였다. Fig. 7에서 볼 수 있

듯이 ‘큐브안의 큐브’ 방식은 화산재 입자가 보임으로

써 현실적으로 보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

식은 작은 큐브를 모두 표현하여야 함으로써 실시간 가

시화를 위한 컴퓨터 계산 량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세 번째로 제안하는 방식은 계산 량의 부담이 적고 

화산재를 ‘안개’처럼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다. 우리는 

이를 ‘반투명 화산재 평면’기법이라 정의한다.
‘반투명 화산재 평면’기법은 화산재 가시화 공간에 

몇 개의 반투명 평면을 적층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 
Fig. 8은 ‘반투명 화산재 평면’기법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은 

각각 고 입자총농도 값에서 저 입자 총농도 값을 표현

한다. 이 반투명 평면은 높이 값을 가지는 평면 레이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레이어는 가로 세로 

6km의 작은 격자로 구성된다. 평면 레이어의  격자 간

격을 정의한 후 레이어의 고도를 정의한다. 본 연구에

서는 지상으로부터 500m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레이어

의 격자 크기와 고도가 정의되면 각 레이어 격자 중심

의 경도, 위도, 그리고 고도가 구해진다. Fall3D에서는 

각 격자 중심에서의 화산재 입자 총농도를 구한다. 
각 레이어의 격자 별 입자 총농도가 구해진 후 각 격

자는 농도에 따라 색을 달리 하였다. 또한 화산재를 안

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투명도를 조절하였다. 3D 
그래픽 API의 특성상 반투명 효과는 시야 거리별로 소

Figure 8. Concept for “Semitransparent Volcanic Ash 
Plane” technique

팅(Sorting)이 필요하므로 낮은 높이의 화산재 격자 레

이어를 먼저 표현한 후 높은 레이어 순으로 표현 하여

야 볼륨 형태의 입자 표현이 가능하다. 만들어진 평면 

레이어를 해당 좌표에 위치시킴으로써, 화산재 입자가 

분포되는 영역이 3D 볼륨 형태로 표현 되며 화산재, 농
도별 색상, 투명도 조절로 인해 원거리에서 관찰한 화

산재 입자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된다. 이 기법이 ‘공중

의 큐브’와 비교하여 다른 점은 첫째, 화산재가 ‘입자’
처럼 보이지 않고 ‘안개’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삼차원 가시화를 위한 연산량에 있어 부담을 줄

일 수 있었다. ‘공중의 큐브’ 방식은 입자 하나하나를 

모두 표현하여야 하나, ‘반투명 화산재 평면’ 기법은 레

이어만을 표현하면 되기 때문이다. Fig. 9 and 10은 제

안된 방법에 의해 표현된 화산재 확산 예측 결과의 삼

차원 가시화 결과이다. Fig. 9는 화산재에서 멀리 떨어

진 지상에서의 시각을 나타낸 것이고 Fig. 10은 화산폭

발 분화구에 좀 더 다가가서 화산재의 한 가운데에서 

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Fig. 10을 보면 화산재가 안

개처럼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9. 3D visualization result with 
“Semitransparent Volcanic Ash Plane” 
technique -1 

Figure 10. 3D visualization result with 
“Semitransparent Volcanic Ash Plane” 
techniqu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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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산재 확산 예측 결과의 삼차원 가시

화 기법을 제안하고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할 것을 가

정하여 그 예측결과를 가시화 하였다. 가시화를 위한 

백두산 지역의 수치표고모형은 SRTM 세계지형고도를 

사용하였고 위성영상은 Landsat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나머지 지역의 공간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

픈플랫폼(V-world)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였

다. 우선 화산재 확산 예측 프로그램인 Fall3D의 출력 

포맷인 NetCDF 파일을 분석하여 가시화에 필요로 하

는 레이어를 도출하였다. 화산재 확산 예측결과의 가시

화 기법은 총 세 가지가 제안되었다. 첫 번째로 제안한 

기법은 ‘공중의 큐브’ 방식이다. 이 기법은 상공에 가상

의 큐브를 정의하고 각 큐브의 중심 값에 대한 화산재 

입자 총농도를 계산한다. 입자 총농도는 농도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표현하였다. 두 번째로 제안한 방식은 

‘큐브 속의 큐브’ 방식이다. ‘공중의 큐브’ 방식을 개선

하여 각 큐브를 농도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화산을 입

자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기

법은 ‘반투명 화산재 평면’ 기법이다. 이 기법은 격자를 

가지는 커다란 하나의 레이어를 공중에 위치시키는 기

법이다. 각 레이어의 격자는 화산재의 입자 총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투명도를 달리하여 표현함으로써 화

산재가 안개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화산재의 확

산을 예측하여 항공기의 운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의사결정자는 ‘공중의 큐브’ 방식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예상되는 확산 예측 

결과를 보여줄 때는 ‘공중의 큐브’ 방식이나 ‘반투명 

화산재 평면’ 기법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빠른 가시화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면 연산 

부담이 제일 적은 ‘반투명 화산재 평면’이 제일 좋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기법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화산재해 확산 예측 가

시화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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