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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algorithm for automatically converting and displaying rainfall radar data on

a 3D GIS platform. The weather information displayed like rainfall radar data is updated frequently and

large-scale. Thus, in order to efficiently display the data, an algorithm to convert and output the data

automatically, rather than manually, is required. In addition, since rainfall data is extracted from the space,

the use of the display image fused with the 3D GIS data representing the space enhances the visibility

of the user. To meet these requirements, this study developed the Auto Data Converter application that

analyzes the raw data of the rainfall radar and convert them into a universal format. In addition, Unity

3D, which has good development accessibility, was used for dynamic 3D implementation of the converted

rainfall radar data. The software applications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automatically convert a large

volume of rainfall data into a universal format in a short time and perform 3D modeling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data conversion on the 3D platform. Furthermore, the rainfall radar data could be merged

with other GIS data for effective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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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사 이래 치수는 국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으

며,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다. 기술이 

발달한 현재에 와서는 지상의 수역뿐만 아니라 과거

에 다루지 못한 공중영역의 치수까지 가능하게 되었

다. 최근에도 수재해를 예측하지 못해 피해를 본 사

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지적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기존의 지상우량계만 사용하는 것으로는 예

측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여 강우량을 측

정하는 방법으로는 강우레이더(Rainfall Radar)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강우레이더는 기존의 지상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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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Current 3D GIS Services. (a) 3D GIS service in Seoul, (b) VWorld 3D service.

계에 비해 관측주기가 짧으며, 관측하기 어려운 산악

지역의 강우량도 산출할 수 있어 급격한 기후변화를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 임진강 유역에 강우레이더를 처음 설치

한 이래 강우레이더를 지방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레이더는 주기적으로 관측영역의 강우

량을 측정하여 강우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다. 강우데

이터는 공간을 관측한 것으로, 강우데이터가 표현하

는 정보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공간을 표현하는 

지리정보와 융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리정보는 

GIS로 표현할 수 있으며, GIS를 시각화 하는 방법으

로는 GIS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의 GIS 플랫폼은 기존의 2D GIS에서 3D GIS

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2D GIS에 비해 3D GIS

는 현실과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GIS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2]. 이

러한 장점에 힘입어 현재 3D GIS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으며, 강우데이터 또한 3D GIS

로 표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g. 1은 현재 

서비스 중인 3D GIS를 나타내고 있는데, Fig. 1의 

(a)는 서울시 단위에서 제공하는 3D GIS 서비스이고 

Fig. 1의 (b)는 국가 단위에서 제공하는 3D 서비스인 

VWorld 이다.

3D GI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기존의 상용 GIS S/W로는 ArcMAP, ENVI, QGIS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S/W들은 2D GIS 플랫폼

이었으나 기능의 추가로 3D GIS를 지원하기 시작했

으며, 기능도 점점 추가 중이다. 하지만 ArcMAP과 

ENVI등은 매우 고가의 라이선스 비용으로 두 플랫

폼에서 쓰일 플러그인을 개발하더라도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QGIS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서 

라이선스 비용의 단점을 개선해 줄 수 있지만, 개발 

접근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발 

접근성이 좋은 3D 엔진에 GIS 데이터를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Unity 3D는 개발 접근성이 좋은 

3D 엔진으로 알려져 있으며, 3D 구현 퍼포먼스도 또

한 뛰어나다. Choi 등[3], Gang 등[4], Wang 등[5]과 

Liu 등[6], Zao 등[7]등은 Unity 3D로 3D GIS를 구현

한 예시를 보여준 바 있다. 아래의 Fig. 2는 Gang

등[4]이 연구하여 Unity 3D로 개발한 3D GIS의 예시

를 보여주며, 출력지역은 대구의 낙동강 유역이다.

이러한 GIS에서 강우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강우데이터의 포맷을 GIS에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환

해야 하므로 강우데이터의 포맷 변경이 필요하다. 기

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의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강우데이

터를 처리하였다[3,4]. 하지만 강우레이더 데이터는 

기상정보를 다루는 데이터로서 정해진 시간마다 계

속 누적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데이

터의 양은 많아질 것이다. 또한 영상 출력에 있어서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반영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

업은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우데이터를 자동으

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해서 누적되는 강우데이터의 

포맷을 자동으로 읽고 변환하는 프로그램과, 이를 

3D로 출력할 3D GI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강우레이더가 제공하는 대

량의 데이터파일을 자동으로 읽을 수 있으며, 이를 

보편적인 *.raw 및 *.png 영상 포맷으로 변환한다.

또한, Unity 3D로 구현한 GIS 플랫폼에서 이 데이터

를 읽고 3D mesh를 자동으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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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D GIS implemented in Unity 3D.
Source : Gang et al., 2016

Fig. 3. Delaunay Triangulation Algorithm Performance.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사례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

시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를 위해 개발하여 사용한 

데이터 변환 과정을 서술하였다. 또한, 4장에서는 데

이터를 가시화한 결과를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그 활용성과 가치성에 대해 

분석하며 마무리를 지었다.

2. 관련 연구
본 연구를 위해 레이더 데이터와 같이 기존의 GIS

포맷과 다른 데이터를 전환하는 연구와, 이를 3D로 

표출하는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Lonneville 등[8]은 GIS 데이터를 3D GIS로 구현

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1차원 2차원 3차원의 경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강우레이더와 같은 2.5D 데이터를 3D 상에서 표현하

는데 Delaunay Triangulation[9] 알고리즘 등을 이용

하여 mesh를 구성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3D 그래

픽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 삼각형의 묘사가 필요하고,

Unity 3D와 같은 엔진에서도 Delaunay Triangula-

tion 알고리즘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다. 아래의 Fig.

3은 Delaunay Triangulation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각 점을 연결한 결과이다[10].

Jang 등[11]은 고해상도 기상레이더 정보를 시각

화하기 위해 레이더 데이터를 래스터 데이터 및 벡터 

데이터로 변환하여 GIS의 좌표계와 호환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데이터를 서식화하고 이를 레스터 및 

벡터 영상화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연구 및 개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는 오

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

다.

Choi 등[3]은 강우레이더를 Unity 3D에서 시각화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강우레이더가 관

측하는 데이터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수작업으로 

변환하여 파일을 만들고 Unity 3D에 입력하여 3D

GIS와 함께 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데이

터 변환을 수작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Unity 3D에서 강우레이더의 데이터가 2D로 출력해

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출력영상은 기존의 

2D GIS와의 차별점이 적을 수도 있다. Fig. 4는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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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3D representation of rainfall radar data studied by Choi et al. (a) Top View, (b) Quarter View.
Source : Choi et al.

(a) (b)

Fig. 5. Water flow analysis system using DSM developed by Chan et. al. (a) Surface analysis, (b)Regional 
segmentation.                                                                   Source : Chan et al., 2011

레이더를 시각화한 영상을 보여준다.

Chan 등[12]은 홍수정보 모니터링을 위하여 2m

DSM(Digital Surface Model, 수치표면모델)데이터

를 기반으로 ArcGIS의 Spatial Analyst Extension를 

이용하여 물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보편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어스 뷰어용 KML 파일

로 변환하였다. 하지만 KML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

세스가 ArcMAP에 종속되었다는 단점이 있다. Fig.

5는 Chan 등[12]이 분석한 DSM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레이더 데이터 및 GIS 데이

터를 읽고 변환하는 과정을 보였다. 하지만 그 과정

에서 기존의 고비용 라이선스의 상용프로그램에 종

속되어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

으며, 반대로 변환의 모든 요소를 개발하여 개발리소

스가 많이 소모되는 단점도 있었다. 또한 데이터 변

환과정이 일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인력과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레이더 데이터가 

대량으로 누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관리 및 변환작

업의 양과 복잡성이 가중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프로그램에 대한 종속

성을 배제하고 인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강우레

이더 데이터를 3D GIS 데이터화 하는 과정을 자동화

하는 모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변환한 강우량

레이더 데이터를 3D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뷰어 모

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Unity 3D나 

OpenCV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개발리소스 소모를 줄이기도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는 강우레이더 데이터를 자동변환하

고, 변환한 데이터를 3D 플랫폼으로 출력하는 방법

을 연구하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두 프로그램 

사이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스토리지가 존재한

다. 우선 강우레이더 데이터를 자동으로 변환하기 위해 

제공하는 강우레이더의 포맷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

으로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포맷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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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ystem Process.

Table 1. GIS Format Auto Data Transformation Program Specification

GIS Format Auto Data Transformation Program

OS Windows 10 Pro

Language C++

Library OpenCV, MFC

Development Tools Microsoft Visual Studio 2015 Community

Input Radar Data강우레이더 데이터 (file)

Output *.png, *.raw (file)

Table 2. Coordinate extraction results from the grid-based rainfall information

Index
Coordinate(TM)

Latitude Longitude

P1 38.0688 126.3398

P2 38.0688 127.1398

P3 37.2688 126.3398

P4 37.2688 127.1398

P5 37.6688 126.7398

Source : Choi et al.

연구에서 사용된 범용적인 포맷은 *.png, *.raw 등

이 있다. 그리고 3D 플랫폼에서 강우데이터를 표현

하기 위해 개발 접근성이 좋은 Unity 3D 플랫폼을 

사용하였고, Unity 3D에서 범용적인 포맷들을 읽을 

수 있도록 구현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3D를 구현

하는 함수를 구현하였다. 두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

램 사이에는 스토리지가 존재한다. 데이터 변환 및 

3D GIS 출력과정은 위의 Fig. 6과 같다.

3.2 강우레이더 데이터 자동변환 알고리즘 구현

먼저, 강우레이더 데이터 자동변환 알고리즘을 구

현하기 위한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

발의 편의성을 위해 C++ 및 MFC를 사용하였으며,

강우레이더 데이터를 *.png로 변환하고 영상 의 크

기를 리사이징하기 위해 OpenCV 라이브러리를 사

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사양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사용된 강우데이터는 X-band 이중 편파

레이더로 관측한 5분 단위 강우사상 데이터로, KICT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에서 제공하였

다[3]. 데이터는 × 크기의 2차원 배열로 표현

되며, 배열을 이미지로 보았을 때, 화소당 해상도는 

이다. 상하좌우에 마진으로 행과 열이 각각 4개

씩 붙어 실제로는 × 크기의 2차원 배열로 제

공된다. 이러한 강우레이더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일

은 텍스트파일 형태로서 2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늘

여서 제공된다. 파일에 기록된 강우데이터는 2014년 

7월 24일 15시 5분부터 23시 00분까지 5분 간격으로 

기록되었다. 데이터 관측 범위는 Table 2의 P5점을 

중심으로 한 원 형태의 관측반경과 같다. 아래의 Fig.

7은 제공된 레이더 원시데이터를 나타낸다.

제공하는 원시 레이더 데이터파일에는 데이터인

덱스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으며 데이터인덱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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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adar raw data file(text).

Fig. 8. Legend for converting radar data.

값이 소수점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데이터인덱스간

에는 공백으로 구별되었으며, 2차원 행렬 형태임을 

표시하기 위해 808번째 데이터인덱스마다 개행 되어

있다. NULL 값은 “NaN”으로 표기되었다.

원시 레이더 데이터는 Gray Image로서 *.raw 데

이터로, Color Image로서 *.png로 각각 변환하여 저

장할 수 있다.

*.raw 포맷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인덱스

의 개별 데이터를 수식 (1)을 통해 변환한다. 수식 

(1)의 는 위 Fig. 8의 범례를 기준으로 값을 32

단계의 값으로 변환한다. 수식 (1)을 통해 계산되는 

값 은 × 크기의 행렬을 ‘범례에 따른 단계

구분’으로서 생성하여 저장하였다.

   (1)

  × (2)

‘범례에 따른 단계구분’값의 행렬을 수식 (2)에 따

라 0~32단계의 값을 0~255값으로 변환한다. 수식 (2)

에서 출력 값은 실수가 나오더라도 소수점 값을 버리

고 정숫값만 취한다. 변환한 행렬 값은 차후 3D 플랫

폼에서 사용하기 위해 리사이징을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크기는 ×이다. 리사이징 한 행렬

값은 인덱스 하나당 8bit값이므로, 영상으로서 헤더 

데이터 없이 인덱스값만 나열하여 저장하면 *.raw

파일을 구성할 수 있다.

*.png 포맷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인덱스

의 개별 데이터를 수식 (3)을 통해 변환한다. 수식 

(3)의 는 위 Fig. 8의 범례를 기준으로 하여 RGB

Color 값으로 변환한다. 수식(3)을 통해 계산되는 값 

는 × 크기의 3차원 행렬을 생성하여 저

장하였다.

   (3)

3차원 행렬값은 OpenCV를 이용하여 3D 플랫폼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 크기로 리사이징 

하고 *.png 파일로 저장하였다.

Fig. 9는 제공하는 레이더 파일의 변환 프로세스

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두 개의 파일은 스토리지

에 저장한다. 아래의 Fig. 10은 이미지 파일 화 된 

Radar 데이터를 보여준다.

4. 결  과
4.1. 범용적 포맷의 3D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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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ar

raw data

Step classification

according to legend

Resolution ×

conversion
Gray RAW file

Color PNG file
Resolution ×

conversion

Color classification

according to legend

Fig. 9. Radar file transformation process.

(a) (b)

Fig. 10. Rainfall radar data converted to image file. (a) Gray image (*.raw), (b) Color image (*.png).

Table 3. 3D GIS Program Specification

3D GIS Program

OS Windows 10 Pro

Language C#

Development Tools
Unity : Version 5.4.3f1 (01f4c123905a) Personal

Microsoft Visual Studio 2015 Community (for Unity)

Input *.png, *.raw (file)

Output 3D GIS view (image)

Raw Data 3D Mesh

Color Png Texture

3D Object

Fig. 11. Process for implementing transformation Rainfall 
Radar data in 3D.

본 연구에서는 범용적 포맷으로 변환한 강우레이

더 데이터를 3D로 표현하기 위해 Unity 3D 엔진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Unity 3D로 개발한 프로그램

에서는 강우레이더 데이터를 읽고 스스로 3D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강우레

이더를 3D로 출력하기 위해서 아래의 Fig. 11의 플로 

차트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본 프로그램의 사양은 

아래의 Table 3과 같다.

변환된 강우레이터 데이터 중 Color PNG 파일을 

읽고 아래의 Fig. 13의 (b)와 같이 Panel 객체에 출력

할 수 있다. 비교를 위한 영상으로 Fig. 12의 (a)는 강

우레이더 데이터를 적용하지 않은 3D GIS 영상이다.

mesh 구현을 위해 *.raw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단일채널 영상과 같이 취급할 수 있으며,

영역당 높이 값이 저장된 데이터이다. Fig. 13은 *.raw

파일 내 데이터를 나타내며 영역의 높이 값을 16진법

으로 나타내고 있다.

*.raw 데이터의 정보를 Unity 3D의 Plane 객체에 

입력하여 높낮이를 구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Plane

에 Mesh Renderer를 적용하였다. 객체데이터의 높

낮이를 입력하여 강우랑 분포도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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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2. 3D GIS Output. (a)3D GIS Viewer, (b)2D Rainfall Data Output from 3D GIS Viewer.

(a) (b)

Fig. 14. Rader data files. (a) Raw Radar Data files, (b) Stored Transformation Radar Data.

Fig. 13. inside *.raw file.

4.2 데이터 출력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강우레이더 데이

터를 출력하였다. 다량의 강우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

었다. 이는 Fig. 14와 같으며, 본 연구에 쓰인 데이터 

객체는 96개이다.

본 프로그램은 Fig. 14의 (a)와 같은 레이더 데이

터파일을 자동 변환하여 Fig. 15의 (b)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행시간은 약 20sec 이었다.

Fig. 15의 결과는 모두 Unity 3D에서 출력한 화면

이다. Fig. 15의 (a)는 서울을 본 연구에 사용한 GIS

프로그램으로 읽은 모습이다. 해당 지역의 강우 분포

도를 보기 위해 강우레이더 자료를 읽어 들였다. 2D

로 나온 강우량은 Fig. C의 (b)와 같이 나왔다. 3D

mesh를 적용한 강우량은 Fig. 15의 (c), (d), (e)와 

같이 나왔다. Fig. 15의 (c)에서는 레이더의 크기가 

너무 큰 관계로 지형 오브젝트가 많이 가려진 모습이

다. Fig. 15의 (d)와 (e)는 구글맵을 통해 레이더데이

터를 구현하였다. Fig. 15의 화면은 3D 프로그램에서

의 설정변경으로 출력 영상 변경이 가능하다.

Fig. 15의 (b)결과를 통해 지역의 강우량을 색상으

로 가늠할 수 있었다. Fig. 15의 (c), (d), (e)는 지역의 

강우량을 매시의 높이로도 확인할 수 있어 2D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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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15. Rainfall radar data and 3D GIS implemented in Unity 3D. (a) 3D Seoul implemented in Unity 3D, (b) Output 
2D rainfall radar data from 3D Seoul, (c) Output 3D Rainfall radar data from 3D Seoul, (d) 3D Rainfall radar 
data output on Google Maps in Unity 3D(Quarter view), (e) 3D Rainfall radar data output on Google Maps 
in Unity 3D(Top view).

구현한 레이더 데이터보다 좋은 가시성을 보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우레이더로 관측한 강우데이터

를 범용적인 포맷으로 자동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으며, 변환된 강우데이터를 3D GIS로서 가시

화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발과정에서 개발리소

스 소모를 줄이기 위해 Unity 3D, OpenCV, MFC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특히 Unity 3D 엔진

은 개발 접근성이 좋고 라이선스 비용 또한 저렴하

며, 출력하는 3D 퍼포먼스도 좋아 3D GIS 구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수행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는 다양한 데이터를 GIS와 호환할 수 있도

록 자동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로서 자동변환으로 인력과 시간소모를 줄

일 수 있었고 또한, 작업을 정규화 할 수 있었다.

둘째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

는 추세에서 데이터 간 융합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것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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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는 기존의 GIS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GIS 데이터와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종속되지 않음으로서 개발 프로그램의 보편

적인 사용이 가능해지며, 기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 외의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보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데이터를 3D로서 정보화하

여 출력할 수 있었다. 이는 사용자가 다양한 각도에

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접근성을 

높여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출력형태가 다양한 다른 레이더

들의 포맷을 통합하여 변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

를 수행하고, 나아가 다양한 GIS 데이터를 3D 출력

을 위해 변환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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