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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건물 정보의 입체적 가시화를 위한 

3D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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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매우 다양한 건물들로 구성된 캠퍼스의 모든 건물들과 각 건물의 층별 호실(Room)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캠퍼스 건물 정보의 입체적인 가시화를 위한 3D 시뮬레
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을 위해서는 실제 도면을 기반으로 각 건물 및 층별 단면도를 3D로 모델링하
였으며, 실제 건물 외부 사진들을 사용하여 텍스처 매핑하였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3D 뷰어, 메뉴 프레임으로 구
분하였다. 만약 메뉴에서 건물명을 선택하면, 3D 뷰어는 선택한 건물을 줌(Zoom)하여 보여주고 메뉴 프레임은 건물
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층별 호실(Room)을 선택하면 별도의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3D로 확
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3D 뷰어에서 건물을 클릭하면, 선택한 건물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게 된다. 본 시스템
은 캠퍼스에 대한 건물 정보를 실감나게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주제어 : 대학 캠퍼스, 건물 정보, 입체적 가시화, 3D 시뮬레이션, 층별 단면도, 3D 뷰어

Abstract  The campus has been composed of a very variety buildings. However, there is almost no easy way 
to see information about room number of each floor of the buildings and all buildings. For that reason,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 3D simulation system for the 3D visualization of campus building information. 
Each building and cross section of floor was modeled in 3D based on the actual drawing. And texture 
mapping were using real photos. The user interface was divided into frames for menu and 3D viewer. When 
you select a building name from the menu, 3D viewer shows the selected building by zooming. And menu 
frame is shown the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the building. Also when you select a room number of each 
floor, a separate web browser shows the cross section by VRML viewer. Conversely, when you click on the 
building in the 3D viewer, menu frame is shown the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the building. This system 
is very useful in that provide realistic building information of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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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 캠퍼스는 학에 재학 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주요 생활공간으로서 매우 다양하고 많은 건

물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내부 으로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의실, 실습실, 학과(부) 사무실  다양한 공

간들이 있으며, 직원들이 주로 업무를 보기 한 각 부서

별 실, 회의실 등이 있다. 그리고 교수들이 연구와 학생 

상담을 해 사용하는 교수 연구실 등 매우 다양하게 분

류되어져 있다. 그러나 학 캠퍼스에서 부분의 시간

을 보내는 학생과 교직원들이라고 하여도 캠퍼스 체 

건물과 각 실(Room)들에 한 정보를 바로 알기에는 매

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근무하거나 주

로 활용하는 공간 이외에는 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

든 공간을 방문해보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한 학 캠

퍼스 체의 입체  시각화에 의한 정보 시스템의 부재

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는 학 캠퍼스 내의 모든 건물과 지형 등을 3D로 모델

링하고 디지털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학 캠퍼스를 입체

으로 가시화하여 학 캠퍼스의 건물 정보를 쉽고 편

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3D 시뮬 이

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한 학 캠퍼스 내의 모든 건물

들마다 층별 단면도를 포함하는 세부 인 정보를 제공하

고 건물명, 교수명  부서명  학과(부)명 등과 같이 사

용자가 검색하기 쉬운 키워드 등으로 구성된 메뉴들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본 논문의 구성과 각 장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본 논문의 주제와 련된 

연구 결과들에 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체 시스템

의 구성도에 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캠퍼스 지형  

건물 모델링 방법에 하여 기술하고, 5장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에 하여 기술한다. 6장에서는 시스

템의 구  결과에 하여 기술하고, 마지막 7장에서는 결

론  향후 연구 과제에 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2. 관련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뮬 이션 시스템과 련된 국

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반 몰입 가상환경에서 시 에 

따른 건물의 입체  가시화[1]와 같은 연구결과가 있었으

며, 학캠퍼스와 련하여서는 지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 리를 한 3차원 투시 상의 생성과 용

[2], 학캠퍼스의 리효율화를 한 3D 공간 모델링[3], 

학 캠퍼스 종합 포털 정보시스템 구축에 한 사례연

구[4], 학캠퍼스 시설물의 공간구조에 한 연구[5], 

학 캠퍼스 공간운용 분석요소 활용에 한 연구[6], 치

정보기반 학 캠퍼스 공간 리 시스템 구축  실태에 

한 연구[7,9,10], GIS를 이용한 캠퍼스 모델 구축  시

설물 리 시스템[8] 등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분이 학 캠

퍼스의 리와 구조 등에 들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국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학 캠

퍼스 체를 3D로 모델링하고 그 결과물을 항공사진(

성사진) 에 배치하여 인터넷에서 가시화하기 한 연구

들[11,12]이 부분이며, 특히 LOD(Level of Detail)와 항

해에 을 맞춘 연구들도 있었다. 본 논문과 매우 

한 연구 결과물로서는[13]인데, 건물 체의 층별 단면도

를 건물 형태 그 로 한꺼번에 보여 으로서 층별 내부 

단면도를 제 로 보기가 어렵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과 복합 으로 사용

하여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면 훨씬 효율

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13]

을 참조하여 연구 개발에 응용하도록 한다.

3.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

본 논문은 학 캠퍼스 내의 모든 건물들과 지형 등을 

3D로 모델링하고 학 캠퍼스를 심으로 하는 주변의 

디지털 항공사진 에 각각 배치한 다음 입체 으로 가

시화한다. 그리고 모든 건물들의 층별 단면도를 포함하

는 각 건물들의 세부 인 정보들을 제공하기 한 3D 시

뮬 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학 

캠퍼스의 모든 건물들에 한 정보들  가장 요한 것

은 건물명, 단과 학명, 학과(부)명, 교수연구실명  직

원들의 사무실명 등 검색을 한 키워드를 세부 으로 

구성하고 사용자들이 검색하기 쉽게 배치하는 것이다. 

<Table 1>은 시뮬 이션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제공

하기 해 필요한 건물, 지형, 단면도  각 실(Room) 등

에 한 정보들을 정리한 것이다. 즉, 건물에 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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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부 형태와 층별 정보가 가장 필요하며, 지형은 고

도에 따른 건물의 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면도는 실

(Room)들의 배치를 한 에 쉽게 악할 수 있도록 하여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정보 제공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실(Room)은 넓이, 사용자, 각종 장비들  사용 

시간표 등에 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Table 1> Kind of Informations

Item Information

Building External Form, Floors

Terrain Altitude, Building Layout

Cross Section Arrangement of Rooms

Room Area, User, Number of equipments, Timetable

결국 <Table 1>과 같은 각 역별 정보들을 사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은 체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다. 이를 해서는 학 캠퍼스 계자의 도움을 받아 

모든 건물들의 실제 도면 등을 비롯한 충분한 자료를 수

집하여 3D로 모델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Fig. 1] Configuration of the System

학 캠퍼스 내의 모든 건물들과 지형 등을 3D로 모델

링하기 해서는 3D Studio MAX를 사용하며, 각 건물과 

지형에 한 Texture Mapping을 해서는 학 캠퍼스 

내의 모든 건물과 지형을 직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카

메라로 촬 한 이미지를 사용한다. 특히 건물과 같은 경

우에는 일반 으로 4개의 서로 다른 면이 존재하기 때문

에 한 건물마다 최소 4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다. 학 

캠퍼스 내에 존재하는 나무들은 본 시스템의 목 을 

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Billboard 기법

을 사용하여 체한다. 각 건물들의 층별 단면도는 실제 

건물의 도면을 기반으로 하면서 장을 직  방문하여 

확인하고 사진을 어서 3D Studio MAX  Google 

SketchUp 등을 히 사용하여 모델링한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3D 시뮬 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

는 3D Studio MAX를 사용하여 모든 건물들의 외형과 

지형을 모델링하고, 모델링한 모든 데이터들은 DirectX 

일(*.X)로 변환하여 Microsoft Visual Studio C++ 2012

에서 Windows Programming으로 가시화한다. 그리고 

3D Studio MAX로 모델링한 각 건물의 단면도는 VRML 

일로 변환하여 Internet Explorer에서 VRML Browser

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 각 실(Room) 마다의 시

간표는 이미지 일(*.jpg)로 제공한다. 본 시스템의 구

을 해서는 컴퓨터정보공학부 4학년 학생 2명의 도움

을 받았으며, 체 인 시스템 구축 기간은 약 6개월 정

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4. 캠퍼스 지형 및 건물 모델링

학 캠퍼스의 지형을 제 로 악하기 해서 본 논

문에서는 [Fig. 2]의 (A)와 같이 디지털 항공사진을 바탕

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지형의 고도를 생성하기 해서 

이 사진을 사용한다.

(A) Aerial and satellite photos (B) Shaded image for 

HeightMap

[Fig. 2] Images of the Campus Terrain



대학 캠퍼스 건물 정보의 입체적 가시화를 위한 3D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개발

330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Nov; 11(11): 327-333

즉, [Fig. 2]의 (A)와 같은 디지털 항공사진을 (B)와 같

이 회색조의 이미지로 변경한 다음, Height Map 기법을 

사용하여 지형의 고도를 생성한다.  Height Map은 256 

색상의 회색조 이미지로부터 고도를 생성하기 해서 주

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데, 가장 밝은 흰색이 255의 값

을 가지며 고도가 제일 높게 생성되며, 가장 어두운 검정

색이 0의 값을 가지며 고도가 가장 낮게 생성되어지는 방

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Height Map 방법을 

사용하여 학 캠퍼스 지형의 고도를 생성하고, 그 에 

[Fig. 2]의 (A)와 같은 디지털 항공사진을 Texture Map 

혹은 Texture Image로 사용하여 Texture Mapping한다.

[Fig. 3] Sample of the 3D Building Modeling

(A) B1 (B) First Floor

(C) 2 Floors (D) 3 Floors

(E) 4 Floors (F) 5 Floors

[Fig. 4] 3D Modeling for Floor Section of the 
Sample Building

그런 다음, 학 캠퍼스 각 지형 에 [Fig. 3]과 같이 

3D로 모델링된 각 건물들의 외형을 정확한 치에 배치

하도록 한다. 모든 건물들의 외형에 한 3D 모델링 작업

과 학 캠퍼스 지형 에 배치하는 과정이 끝나면 각 건

물마다의 단면도를 [Fig. 4]와 같이 모델링한다. 본 건물

의 단면도는 3D 시뮬 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요청할 때 Internet Explorer를 통하여 제공해주기 한 

것이므로 별도의 VRML 일로 변환하여 장해둔다.

5.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한 설계는 [Fig. 5]와 같다. 즉, 학 캠퍼스를 가시화하

기 한 3D Viewer가 필요하며, [Fig. 5]의 왼쪽 상단과 

같이 체 학 캠퍼스에서 재 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Mini Map이 필요하다. 

[Fig. 5] User Interface

그리고 학 캠퍼스에 있는 모든 건물들에 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임(Frame)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건물명, 층별 정보  실(Room)별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 층별 정보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층의 단면

도를 보여  수 있는 VRML Viewer(Cortona3D)와 연결

되어져야 한다. 물론 VRML Viewer는 Internet Explorer

를 호출하고 Navigation Controller를 사용하여 직  확

인할 수 있게 한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가 건물명을 직

 선택하여 건물에 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지

만, 3D Viewer에서 사용자가 특정 건물을 직  선택하고 

선택한 건물에 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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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해서 본 논문에서는 Picking 

기법[14]을 사용하 다.

6. 시스템 구현 결과

본 논문에서는 학 캠퍼스 내의 모든 건물들을 입체

으로 가시화하고 각 건물 정보를 쉽고 편하고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3D 시뮬 이션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는 학 캠퍼

스를 심으로 하는 디지털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하 으

며, 지형의 고도를 생성하기 해서 Height Map 기법을 

사용하 다. 한 사용자가 3D Viewer에서 특정 건물을 

직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Picking 기법도 사용

하 다. [Fig.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D 시뮬 이션 

시스템의 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6]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3D 
Simulation System

즉, 시스템은 체 으로 3D Viewer가 되며, 3D 

Viewer에서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이동(Translation), 회

(Rotation)  크기 조 (Scale)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D Viewer의 오른쪽 부분에는 수직 방향으로 메뉴 

임을 구성하고 있다.

메뉴 임은 건물명, 층별 정보, 층별 호실 정보, 각 

실(,Room)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되

어져 있다. 한 시스템의 설계에서도 언 하 듯이 각 

층별 단면도는 [Fig. 7]과 같이 별도의 VRML Browser

를 통하여 Navigation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구  결과로는 학 캠퍼스 체

를 3D로 가시화함으로서 자유자재로 Navigation할 수 있

고, 한 매우 쉽고 편하게 모든 건물들에 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학 캠퍼스 건물들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건물 

외형에 한 상세도  정 도가 높아질수록 3D로 가시

화하는데 3D 시뮬 이션 시스템이 무 많은 시간을 필

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Fig. 7] Section shown in VRML Viewer

사용자를 한 본 시스템의 정 실행 환경은 4GB 이

상의 RAM  DirectX 9.0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본 시스템을 실제로 서비스하기 해서는 학교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서 사용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Kiosk 등과 같은 시스템에 설치하여 교내에서도 충분히 

사용가능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7.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의 결과물은 학 캠퍼스 내의 학생  교직원 

등이 학 캠퍼스의 건물 정보를 입체 으로 가시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우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 캠퍼스 내의 업무에 효율 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본 논문의 결과물은 

학 캠퍼스의 안내 시스템뿐만 아니라 건물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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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석, 건물의 용 률  건폐율 등의 비교 분석, 학 

캠퍼스 체의 디자인  구성도 분석, 도시 설계학 인 

에서의 비교 분석, 학 캠퍼스의 발 인 미래 건

물 배치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확   확장하여 활용되

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시스템 구  결과

에서도 언 하 듯이 3D 용량 데이터로 인한 속도 

하의 원인을 이기 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 과제

가 남아있으므로 향후에는 3D 데이터의 정 도와 상세

도를 높이면서도 속도 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한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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