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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에서는 Unity 3D를 활용한 강우레이더 관측정보 시각화 시스템 프로토타입 구축에 관

해 서술하였다. 레이더 정보의 효율적 가시화를 통한 사용자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지형정보와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레이더 관측정보와 대용량 지형정보를 매쉬업하여 서비스

하는 것은 데이터 처리에 있어 과부하가 발생하여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위

성영상, DEM 등을 활용한 3차원 지형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용량 정보로 분류되고 있어서 신

속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 비교적 용량이 가벼운 2차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최근 모바일 게임분야에서 활발히 활용중인 Unity 3D 엔진을 사용

하였다. 또한, 대용량 위성이미지 분할기법, 이미지 텍스쳐 Layer 매쉬업 기법 등을 고안하여 3차

원 지형기반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시각화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였다. 본 프로토타입 구축

을 통해 향후 전 국토에 분포된 기상관측 레이더 네트워크망 데이터를 입체적 지형 기반의 직관적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강우와 관련된 방재업무 분야에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Unity 3D 엔진, 지형정보, 강우레이더 자료, 시각화 시스템 

ABSTRACT

This research proposes a prototype for visualizing radar rainfall data using the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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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engine. The mashup of radar data with topographic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the 

3D visualization of the radar data with high quality. However, the mashup of a huge 

amount of radar data and topographic data causes the overload of data processing and 

low quality of the visualization results. This research utilized the Unitiy 3D engine, a 

widely used engine in the game industry, for visualizing the 3D topographic data such as 

the satellite imagery/the DEM(Digital Elevation Model) and radar rainfall data. The 

satellite image segmentation technique and the image texture layer mashup technique are 

employed to construct the 3D visualization system prototype based on the topographic 

information. The developed protype will be applied to the disaster-prevention works by 

providing the radar rainfall data with the 3D visualization based on the topographic 

information.

KEYWORDS : Unity 3D Engine, Topographic Information, Radar Rainfall Data, Visualization 

System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공간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레이더 관측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기상관련 데이터 획득이 

용이해져 실시간 데이터 관측양이 점차 다양화 

되고 동시에 대용량화 되었다. 또한, 공간정보 

기술기반의 데이터 관측범위 역시 방대해져 텍

스트 형태의 관측 정보를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가공된 정보를 사용

자에게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

법으로 데이터 시각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특히, 3차원 가시화 도구에 대한 필요성

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고,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분석 및 검

증에 3차원 가시화 도구들이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Kim et al., 2013). 

데이터의 시각화는 복잡하고 거대한 데이터

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데이터 내부에 

내재된 정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데이터 시각화의 기법 

중 위치정보 기반의 공간시각화 기법은 지도를 

기반으로 위치, 영역, 시간과 공간에 따른 차이

변화와 관련된 콘텐츠 데이터를 융합하여 표출

하는 방법이다. 이는 광범위한 공간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의사색체, 버블 등의 구분이 가능한 

콘텐츠로 표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직관적 정보 습득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도구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공간시각화 기법 기반의 콘텐츠 정보 메쉬업

을 통한 서비스 구축은 3차원 가시화 도구와 

융합을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정보 분석과 검

증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기상

이변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구축과 맞물려 방

대하고 광범위한 기상관측 정보를 어떻게 분석

하고 가시화 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인구집

중과 개발밀도가 상당히 높은 도시지역은 폭우, 

폭설, 가뭄 등의 이상기후 증가와 열대야, 해수

면 상승 등 다양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뿐 아니라 도시민의 건강, 경제, 

생태계까지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Kang 

and Lee, 2012). 

과거 강우관측을 위해서는 지상강우관측소에

서의 관측자료가 주류를 이루었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자료는 실제 지상에 떨어지는 강수자료

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태풍이나 



Unity 3D 엔진을 활용한 강우레이더 자료 시각화 프로토타입 개발 / 최형욱 · 강수명 · 김경준 · 김동영 · 정윤재 133

대류형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을 때, 강수 클러

스터의 이동경로나 강우량 등을 예측하기 위해

서는 강우의 공간분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레이더 등의 원격탐사 자료가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Park et al., 2007). 이러

한 장점을 활용하여 최근 기상분야에서 강우 

모니터링과 예측 분야에 레이더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국지성 호우 및 

태풍 등과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지역에 더욱 정밀

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설치하여 실시간 기상 

관측을 수행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

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

지만 강우레이더를 활용하여 높은 정확성과 시

공간 고해상도를 갖는 강우자료를 얻을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한 공간적 위치로 

정합하여 고해상도의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Jang et al., 2013). 또한, 현재까지는 관

측된 강우자료를 기반으로 관련정보를 시각화

할 경우 단순히 표출된 레이더 영상 이미지를 

저해상도 국토지도상에 중첩하여 나타내는 정

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지성, 기습성 기상

변환 관측 및 모니터링을 위해 관측된 강우레

이더 데이터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효과적으

로 사용자에게 제공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ity 3D 엔진을 이용하여 공

간시각화 기술 기반의 레이더 관측 데이터 표

현 기법 및 3차원 지형 매쉬업 기법을 고안하

여 시각화 정보 서비스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 선행연구 및 동향

기상레이더 정보의 시각화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NEXRAD(next generation weather 

radar system)의 160여 기의 도플러 레이더

를 대상으로 정확한 기상레이더 수치해석과 예

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레이더 좌표계와 공

간 좌표계의 실시간 좌표변환 및 보간기법과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기반

의 레이더 자료에 대한 시각화 및 표출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Jang et al., 
2013). 국내의 경우 기상관련 기관들에서는 상

용적으로 단순히 표출되는 기상레이더 관측 정

보를 저해상도 GIS 상에 도시하여 해석 및 가

시화 하는 수준이다. 또한 자료의 전문적인 분

석과 수문 모델링을 위한 DEM(Digital  

Elevation Model) 또는 고정밀의 GIS 정합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특정 플랫폼에서만 

구동되는 한정된 연구로 범용성 부분에서 제한

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James et al., 2000; 

Xie et al., 2005; Hu, 2014; Jang et al., 
2014). 하지만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최

근 Jang et al.(2013)은 다양한 GIS 플랫폼을 

위한 고해상도 기상레이더 정보 시각화 기법 

연구를 통해 미국 CASA-ERC(Engimeering 

Research Center for Collaborative Adaptive 

Sensing of Atmosphere)에서 운영하는 IP1 

(Integrated Phase 1) 테스트베드로부터 획득

된 레이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스터 및 벡터 

형태의 고해상도 자료구조로 변환하여 GIS 플

랫폼 상에서 정확한 좌표위치와 고도에 직관적

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또

한 Jang et al.(2014)에서는 3차원 GIS 정합 

및 투영에 기반한 사용자 친화적 레이더 자료 

표출 기법 연구를 통해 레이더 자료의 표출 기

술을 향상 시키고 다양한 GIS 플랫폼과 포맷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레이더 자료의 사

용자 친화적인 실감 GIS 정합 기법을 제안하였

다. 본 제안 기법은 기상레이더로부터 관측된 

다양한 레이더 변수들을 이용하여 2차원 영상 

및 벡터 그래픽 자료를 다양한 고해상도 멀티

미디어 자료로 변환하여 GIS 플랫폼 상에서 정

확한 좌표로 위치와 고도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Google Map을 기반으로 다양한 강수 시나리오

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증

명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Unity 엔진을 활용하여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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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로부터 관측된 강수데이터를 3차원 지형

정보 기반으로 시각화 하고자 한다. Unity를 활

용하여 강우레이더로부터 관측된 데이터를 시

각화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형태의 강우분석데

이터를 이미지화하고 정확한 좌표를 통해 지형

정보와 매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먼저 레이더관측 정보를 매쉬업 할 수 있는 3

차원 지형정보를 구축한다. 이후 수집된 텍스트 

기반 격자형 레이더 강우 자료 이미지 변환 알

고리즘을 개발하고 지형정보와 매쉬업하여 시

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제안 기법을 검증하

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술 및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1)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정보 전달 기법

대규모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각화이다. 시각화란 숫자, 문자 

등을 공간에 배치하여 보여줌으로써 그 패턴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데이터 시각화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다. 데이터를 시각화하

여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부터 수행되어왔

다. 1800년대 시각화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1900년대의 데이터 시각화는 이

해하기 쉽고 의미전달이 잘 되도록 하기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1960년대에 들어 데이터를 

분석한 뒤 분석한 결과를 표현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정보와 

그래픽이 함께 적용된 인포그래픽이 사용됨으

로써 정보 전달을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닌 표현 

자체가 인터랙티브한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사

용되고 있다. 

데이터 시각화는 크게 시간 시각화, 분포 시

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 5

개의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시간 시각

화의 경우 시간과 관계된 데이터 즉, 시계열 데

이터를 시각화 하는 기법이다. 시계열 데이터에

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경향성이다. 방대한 

기간의 시계열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서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의 패턴을 쉽

게 확인함으로써 과거 모니터링 및 미래 예측

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분포 시각화

는 시간 시각화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시간 단위의 구분 기준을 적용하는 시간 시각

화와 달리 분류, 세부 분류, 선택 가능한 결과 

즉, 샘플 측정 범위에서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

다는 차이점이 있다. 관계 시각화는 두 개 이상

의 데이터 간의 관계를 시각화 할 때 활용 가

능하다. 여기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면 

하나의 항목이 다른 항목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 데이터는 크게 데이터의 관계를 설명하

는 상관관계, 데이터의 분포 정도를 나타내는 

분포, 데이터를 비교하는 비교로 시각화 한다. 

비교 시각화는 다양한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뒤 아웃라이어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비교 시각화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다양한 

변수의 특징을 한번에 비교하여 전체적인 정보

를 알아내고자 할 때 사용한다. 끝으로 공간 시

각화의 경우 광범위한 정보를 위치기반 시계열 

형태로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 일반적으로 지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치, 영역,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른 변화 

등을 주로 다룬다. 정보 제공을 위해 지도상에

서 색상, 버블, 스몰 멀티플, 그래픽, 애니메이

션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콘텐츠를 매핑할 수 

Category Data type Features

Time series data visualization Time series data Trend

Proportional data visualization Community data Classified characteristics

Correlation data visualization Correlation data Correlation

Variables data visualization Data that include diverse variable characteristics Variables

Spatial data visualization Data that include the spatiotemporal differences Location features

TABLE 1.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ata visualiz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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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방재, 기상, 건설,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 가능하다. 

2) Unity 3D의 가시화 및 네트워크 기술

Unity는 원래 웹상의 3D 콘텐츠 제작 도구

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Unity는 언리얼 같은 

엔진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플래시와 같은 

웹 응용 제작 도구였다. 플래시는 웹에서 2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도구로 쉽고 빠르게 웹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지만 3D 콘텐츠 제작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하였던 것이 Unity 이다. 따라서 Unity

의 경우 플래시를 이용하여 다양한 게임이 많

이 제작되었듯이 게임분야의 3D 콘텐츠 제작을 

위해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더욱더 실사와 유사

한 환경 구현을 위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많

은 3D 기능이 추가 되었다. 또한, 모바일 등 게

임 구현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 부합하게 기

본적으로 무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Windows, 

Mac, Unix, Web, iOS, Android 등의 멀티 플

랫폼을 지원함은 물론 C#, Java Script, Boo 

등의 언어를 사용한 코드 작성이 가능해 스마

트폰을 활용한 서비스 구현에 있어서도 그 확

장성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현재 

Unity는 실시간 3D 애니메이션, 신축 건물 시

각화, 비디오 게임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

작하기 용이한 도구로 물리 엔진이나 라이트 

매핑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어셋 스토어에 연결하여 

필요한 모델이나 텍스쳐, 모션 애니메이션 데이

터 등의 리소스를 무료 또는 유료로 활용할 수 

있어 콘텐츠 구현에 있어 다양한 정보의 공유

가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내재하고 있다.  

3) 대용량 위성영상 이미지 분할 기법

일반적으로 실사와 동일한 지형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DEM으로부터 생성된 3차원 지형에 

대용량 위성영상 이미지 Texture을 매핑 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위성영상 이미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용량 파일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용자 요구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 정보를 3차

원 지형정보 기반으로 시각화하는데 있어 시스

템 과부화 및 시각화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

고자 이미지 분할 기법을 고하였다. 즉, 대용량

의 고해상도 위성영상 이미지를 신속하게 시각

적으로 매핑 및 표출하기 위해 하나의 단일 위

성영상 이미지를 임의의 크기로 분할하는 알고

리즘을 탑재하여 분할된 작은 이미지를 순서대

로 붙여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위

성영상 이미지를 단계별로 확대할 경우 현재보

다 더 작게 분할한 고화질의 이미지로 변경되

어 신속하게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되고, 분할된 

이미지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저해상도에서 고

해상도로 자동 변경되어 화면에 표시되는 장점

을 가진다.  

4) 이미지 Texture Layer 메쉬업 기법

지형데이터 기반의 관련 컨텐츠 정보 메쉬업

은 좌표의 동일성을 위해 격자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

우 각각의 텍스트 격자정보를 이미지로 변환하

여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로 시각화하

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레이더 

관측자료와 같이 높은 해상도를 갖는 데이터를 

이미지화 하여 시각화하는데 있어 동일한 프로

세싱 과정을 격자의 수 만큼 거쳐야 하므로 디

스플레이 속도 저하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Texture Layer 메쉬업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미지 Texture Layer 메쉬업 기법은 각각의 격

자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미지로 변환한 후 다

시 전체 격자를 하나의 단일화된 Quad 형태의 

이미지 Texture로 적용 및 저장하여 사용자 

호출에 따라 단일화된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들

여 Layer 형태로 가시화 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Viewer에서의 수신시간을 단축시켜 실시간으

로 정보를 가시화 하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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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지형정보 구축 및 레이더 관측 

데이터 시각화 기법

1. 레이더 데이터의 획득

본 연구에 활용된 강우관측레이더 데이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수문활용 및 

기상 연구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설치하여 

운영중인 X밴드 이중편파레이더로부터 관측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KICT의 이중편파 레이더

의 자료 처리 과정은 먼저 레이더로부터 획득

된 편파에 대한 각각의 이산 신호로부터 지형

에코 및 이착에코를 제거하고 속도펼침 등을 

기록한 각종 신호처리 및 필터링을 통해 다양

한 레이더 변수들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획득

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격자 기반의 강우강도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 레이더로부터 수신되

는 펄스의 크기와 위상에 대해 각각  로 표

현되는 시계열 데이터의 처리 과정은 그림 1과 

같으며,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산출한 격자기반 

강우강도 데이터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는 KICT 강우관측레이더를 활용하여 2014년 

7월 24일 15시 05분부터 23시(UTC)까지 관

측된 서울/경기 지역 강우사상 데이터를 KICT

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였다(그림 2(a)).  

2. 3차원 지형정보 구축

강우레이더 관측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관적

으로 습득하고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

기 위해서는 위치정보 기반의 지형정보와의 융

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레이더 관측데이터와 

융합될 지형정보를 구축하여 공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정보 기반의 강우레이더 관

측정보 시각화를 위해 Unity 3D 엔진을 활용

Category Specification Image

Type Magnetron with solid state modulator

Weight 633 kg

Antenna Parabola / 1.8 m diameter

Peak Power 8 Kw

Beam width 1.4
ㅇ

Max range 50 Km

Frequency 9410 ±30 MHZ

Scan speed 10 rpm(max)

Resolution 1.2-192m

TABLE 2. Specification of KICT's X-band dual-polarization radar(Jang et al., 2014)

FIGURE 1.  Multi-steps for processing radar data provided by KICT(Ja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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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 Unity 3D를 활용한 3차원 지형정보 구현

강우레이더로부터 관측된 강우정보의 시각화

를 위한 기반 지도 구축을 위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지형정보 구축 대상지역은 KICT 

레이더의 설치 위치 및 관측범위에 따라 서울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3차원 지형 구현을 위

한 활용 데이터로 5m 해상도의 DEM과 이미지 

매핑을 위한 해상도 2.5m급 위성영상을 활용하

였다. 지형정보 구현의 대상지역과 3차원 지형 

구축을 위한 활용데이터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Unity 3D를 활용한 3차원 지형정보 구현을 

위해서는 DEM, 위성영상 각각의 고유 데이터 

형식을 바이러니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Global Mapper을 활용하

여 본 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Unity 상에서 

지형정보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형정보의 메쉬 

(a) Data list (b) Grid data

FIGURE 2.  Rainfall data provided by KICT radar(KICT, 2014)

Category Detail Attribute

Target Area Seoul metropolitan 605.28

Data 
Satellite image(SPOT-5) Resolution(2.5m)

Digital elevation model Resolution(5m)

TABLE 3. Target area and data

FIGURE 3. Mesh creation for the topographic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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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과정을 거쳐야한다. 즉, DEM으로부터 파

일을 Export하여 생성된 x, y, z의 그리드 파

일의 Vertex 정보를  Unity상에서 Import하여 

포지션에 따라 배치하고 메쉬의 면이 생성될 

수 있도록 Vertex의 위치에 따라 3개의 점들

을 기준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Triangle을 생성

한 후 지형 이미지 영상과 Texture 매핑이 될 

수 있도록 UV 좌표를 생성하였다(그림 3). 

또한, 프로토타입 구축을 통한 시뮬레이션 구

동 시 고해상 대용량의 위성이미지 메쉬업  과

정에서 이미지 처리 및 신속한 시각화를 위해 

위성 이미지를 임의의 크기로 분할하여 작은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Split 

Image 기법을 고안하였다(그림 4).

DEM을 가공하여 생성된 3차원 메쉬와 이미

지 매핑을 위한 Split Image 기법을 활용해 1

개의 서울시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세부 이

미지로 분할하여 Unity 3D viewer에서 나누어 

FIGURE 5. 3D topographical information display implementation using the Unity 3D

FIGURE 4. Segmentation of the large-volume satellit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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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였으며, 이미지 분할에 따른 단계별 확대

를 통해 고화질 이미지로 변경되어 화면상에 

보다 더 신속한 표출을 구현할 수 있었다(그림 

5).

2) Grid 기반 강우레이더 강우사상 정보의 

이미지 전환

강우레이더는 기상관측을 위한 수문 측정 장

비로 관측된 다양한 값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상관련 분석값을 도출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분석값이 강우사상 데이터이다. 본 연

구에서는 KICT 강우레이더 센터로부터 분석된 

5분 단위 강우사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시각화 방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강우사상은 시간에 따른 강우량의 패턴을 의미

한다(Kim and Park. 2013). 레이더로부터 분

석된 강우사상 데이터는 레이더 관측 특성에 

맞게 레이더 설치 위치를 중심으로 관측범위에 

따라 격자 형태로 그 값을 분석하는것이 일반

적이다.  KICT 레이더로부터 수집된 강우사상 

데이터 역시 관측반경에 따라 레이더를 중심으

로 격자 형태로 그 값을 도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격자는 전체 808*808

(유효범위 800*800) 해상도는 100m 이었으

며, 분석된 강우사상 데이터 값은 텍스트 값으

로 나타내고 있었다(그림 6). 

강우레이더 관측데이터로부터 분석된 강우사

상 정보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제공하기 위

해서는 텍스트 형태의 격자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기 구축된 지형정보와 메쉬업하는 과

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격자기반 

텍스트 강우사상 정보의 좌표값 설정이 우선되

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관측

자료로부터 분석된 격자기반 강우사상 정보를 

격자의 분포, 해상도 및 레이더 설치 위치 정보

를 활용하여 지형정보와 매핑할 수 있는 좌표

값을 추출하였다(표 4).  

또한, 강우사상 정보의 시각화 처리를 위해 

Unity 내부의 C#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데이터 

파싱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2차원 텍

(a) Rainfall radar observation range (b) Rainfall data structure

FIGURE 6. Radar observation range and rainfall information structure

Category
Coordinate(TM)

Latitude Longitude

① 38.0688 126.3398

② 38.0688 127.1398

③ 37.2688 126.3398

④ 37.2688 127.1398

⑤ 37.6688 126.7398

TABLE 4. Coordinate extraction results from the grid-based rainfal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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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800*800)를 생성하고 x, y 좌표 값에 따

른 픽셀 데이터를 지정 한 후 기상청에서 권고

하는 의사색체 범례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지형정보와 메쉬업 가능한 2차원 텍스쳐 이

미지 데이터로 변환하였다.(그림 7).

Unity 3D 기반 강우레이더 데이터의 

웹 표출 시뮬레이션 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구축된 3차원 지형정보와 

레스터 형태로 가공된 위치지반 강우레이더 강

우사상 데이터를 Unity를 활용하여 웹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는 시각화 방법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1. 개발환경 및 프로토타입 구성

본 연구에서는 강우레이더 데이터 시각화 시

뮬레이션을 위한 콘텐츠 저작도구로 플랫폼 독

립적인 Unity 3D를 활용하였으며, 개발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5).

시뮬레이션을 위한 프로토타입 구성은 3D 

viewer를 포함한 Web page, 레이더 관측정보 

및 지형정보 가시화를 위한 Unity 3D viewer, 

사용자 정보 제공을 위한 Web service, 데이

터를 저장하는 Database로 구성하였다(그림 

8).

   

2. 시뮬레이션 구현

본 연구에 활용된 강우레이더 관측지역인 서

울지역에 대해 DEM,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shape 자료 구조로 이루어진 맵을 Unity상에

서 Import 하여 사용하였으며, 서울지역을 벗

어난 경기 일부 지역은 Google에서 제공하는 

Google Map을 활용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강우레이더 관측데이터의 시각화는 지형정보와 

강우정보가 동시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Category Tool

3D Program Unity 3D

Language C#

Editor MS Visual Study, Mono Develop

3D Modeling 3DS MAX 

TABLE 5. Simulation development environment

(a) Transformation code (b) Pseudo color transformation

FIGURE 7. Pseudo color transformation for the rainfal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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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형태로 표출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즉, 

Unity 3D Viewer를 통해 강우레이더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Plane 또는 Quad 형태로 생

성하여 하나의 이미지 텍스쳐로 적용하고 표시

하였다(그림 9).

본 기법의 적용을 통해 그리드 형태의 강우

레이더 관측데이터 640,000개의 픽셀 값을 하

나의 이미지로 Unity 3D Viewer에 송신할 수 

있다. 결국 하나의 이미지로 변경된 레이더 관

측정보는 Unity 3D Viewer에서 각각의 픽셀 

데이터를 수신/처리하여 시각화 할 때보다 수신

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서비스

(a) Based on 3D geographic information

FIGURE 9. Radar rainfall data display simulation

FIGURE 8. Prototype formation and data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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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신속한 시각화 부분에서 더욱더 효율

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우레이더로부터 관측되고 

분석한 강우사상 정보를 사용자에게 직관적으

로 제공하기 위한 웹 기반 시각화 시스템 프로

토타입 구축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그

래픽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다양한 플

랫폼에서 구동 가능하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Unity 3D 엔진을 활용하였다. Unity 3D를 활

용한 강우레이더 관측데이터 시각화 프로토타

입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레이더관측 강우자료의 시각화 제

공을 위해 고정밀 GIS 정합을 통한 시스템이 

서비스되고 있지만 특정 플랫폼에만 한정되어 

구동하는 단점을 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동 가능한 모바일 게임엔진인 Unity 3D 활

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서비스 체계의 범용성 문제

를 보완할 수 있었다.  

둘째, Unity 3D기반의 지형정보 가시화 서비

스를 위해 SPOT-5 위성영상 이미지, 서울시  

DEM(5m)를 활용하여 지형정보 메쉬 생성 기

법과 1개의 대용량 위성영상을 세부 이미지로  

분할하여 단계별 시각화를 제공하는 Split 

Image 기법을 적용하여 3차원 지형정보를 구

축하였다. 이를 통해 고해상도 대용량 위성이미

지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또한 

이미지 분할에 따른 단계별 확대를 통해 고화

질 이미지로 변경된 시각화 정보 제공을 가능

케 하였다. 

셋째, 의사색체로 변환된 640,000의 강우사

상 픽셀 정보를 지형정보와 효과적으로 매핑하

기 위해 단일화된 하나의 이미지 텍스쳐로 변

환하여 Layer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이미지 Layer 전환 및 매핑 기법을 적용함으로

써 Unity 3D viewer에서 시각화를 위한 강우

사상 데이터 수신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신

속한 시각화 서비스를 구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보의 메쉬업은 인터넷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분야에 개발 비용과 시간이 절약 

된다는 장점을 내재하고 있다. 더욱이 본 연구

에 활용된 Unity 3D 엔진의 경우 모바일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 및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

고 있다. 따라서 Unity 기반 시스템 사용자들이 

컴퓨팅 환경에 제약 받지 않고 다양한 시각화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어 그 확장성은 더욱더 

광범위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범위한 

(b) Based on Google 2D map 

FIGURE 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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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정보의 GIS 정합을 위해 특정 플랫폼에

서만 한정적으로 구동되던 시스템의 범용성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문기상 관측정보 시각

화 프로토타입이 강우레이더 관측정보를 시각

화 하는데 있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의 

보완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시스

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단일 강우레이

더 정보의 시각화가 아닌 전 국토를 아우를 수 

있는 강우레이더 네트워크망 정보의 시각화이

다. 이를 위해 실시간 관측되는 레이더 네트워

크의 대용량 정보를 통합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이미지 처리 기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신

속한 시각화를 위한 용량 최적화 및 데이터 처

리 기법 또한 필수적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 또

한, 본 연구는 단지 기상을 관측하는 리모트센

싱 장비 중 레이더를 활용한 강우강도 정보만

을 시각화한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관측정보의 신뢰성을 높

여줄 위성,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등의 정보 또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통합적 기상관측정보 제공 및 방재

업무 타당성 평가 등의 효과적인 도구로서 사

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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