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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is a method of expressing objects in a space. Currently, many

research and developments are being conducted to implement 3D GIS. In previous studies, 3D GIS

applications have been developed using Unity 3D, which is a 3D engine with good development

accessibility. However, it requires manual work to enter various formats of GIS data, making it difficult

to immediately reflect GIS data that change frequently. To improve this problem, this study developed

a method for automatically reading and outputting various GIS data from the existing Unity 3D application.

The improved application could read Satellite Images, Aerial Photographs, Digital Elevation Models (DEM)

and Shapefiles with no transformation through other commercial programs, and they could be implemented

as 3D objects. This study automated the GIS data conversion which had been manually performed and

as a result, the manpower, time, and resources required for 3D GIS implementation can be s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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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범위한 지역의 지리정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보화할 필요

가 있다.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보화하는 방법

으로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체계)가 있다[1]. GIS는 현실정보를 가상의 공간

에서 효과적으로 다루며, 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에 활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GIS

를 활용한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경로안내 내비게이

션 서비스, 토지이용서비스, 날씨정보서비스, 국가교

통정보서비스 등이 있으며,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활용한 게임에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가 2D GIS보다 더 직관적으로 지리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3D GIS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경로 안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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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IS in service. 
(a)Transport Information Service(http://www.its.go.kr/), (b)Weather Information Service(http://www.kma.go.kr/),

(c)AR Game(http://www.pokemongo.com/), (d)3D Car Navigation, (e)3D Map Service http://3dgis.seoul.go.kr/).

넷 지도서비스에서도 3D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이

들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GIS 포맷 형태를 고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래의 Fig. 1은 각종 

GIS 서비스를 나타낸다.

3D GIS는 2D GIS보다 좀 더 현실정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리정보 판독 및 의사결정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2]. GIS 데이터를 3D GIS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상용 GIS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

법이 있다. 이러한 상용 플랫폼으로는 ArcMAP[3],

ENVI[4], QGIS[5]등이 있다. 이 플랫폼들은 2D GIS

만 지원하였으나 최근에는 3D GIS 기능을 확장하였

다. 하지만 ArcMAP과 ENVI는 고가의 라이선스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단점이 있고, 플러그인을 추가

하더라도 사용자가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 라이선스 

비용에서 자유로운 FOSS(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플랫폼인 QGIS가 있다. 하지만 GIS 영상

을 원하는 만큼 3D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출력하기에

는 많은 제약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개발접근성과 

퍼포먼스가 좋은 3D 엔진에서 3D GIS를 구현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Unity 3D[6]은 이러한 요구사

항에 적합한 엔진이다. Gang 등[7], Choi 등[8], Wang

등[9]와 Liu 등[10], Zao 등[11]은 Unity 3D로 3D GIS

를 구현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으로 다른 상용 툴들을 사용

하였고, 이는 인력과 시간, 비용의 소모를 초래한다.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원하는 3D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3D GIS 프로그램을 구현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접근성이 좋은 범용 

3D 플랫폼에서 GIS 서비스 작업을 수행하고 GIS 포

맷을 자동으로 읽고 변환하여 3D 객체로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GIS 포맷은 

지리정보 표현에 주로 사용될 수 있는 위성영상, 항

공영상, DEM, Shapefile등이다. 위성영상과 항공영

상은 넓은 지역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 큰 지도역할을 

할 수 있다. DEM은 지형의 기복을 기록하고 있다.

Shapefile(형상파일)은 지도상의 건물이나, 길, 강의 

위치나 모양과 같은 형상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3D

를 구현하기 위해 퍼포먼스가 뛰어나고 개발접근성

이 좋은 범용 3D 엔진인 Unity 3D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전체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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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Gang et al., 2016

Fig. 2. Disaster (floods) display in Unity 3D.

(a)

   

(b)

Source : Wang et al., 2010

Fig. 3. The results of virtual reality based on Unity3D. 
(a)looking at the building from earth surface, 
(b)sunshine effects on the ground.

Source : Liu et al., 2014

Fig. 4. DEM format converted to RAW format in unity3D.

Source : Zhao et al., 2014

Fig. 5. 3D Scene of city view in Unity3D.

3장에서는 GIS 포맷 변환 과정을 서술하였다. 4장에

서는 변환한 데이터를 가시화한 결과를 서술하였다.

5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하였다.

2. 관련 연구
본 연구를 위해 GIS 데이터를 3D GIS로 구현하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Gang 등[7]의 연구에서는 지도상의 재난정보를 

3D로 표출하기 위해 Unity 3D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재난발생지역의 지리정보를 구현하기 

위해 GIS 데이터인 DEM, Satellite image, Shapefile

등으로부터 Global Mapper등과 같은 툴을 이용해 정

보를 추출하였고, 이를 Unity 3D로 만든 GIS 프로그

램에 적용하였다. Fig. 2는 3D GIS에서 재난을 구현

한 결과를 보여준다.

Wang 등[9]의 연구에서는 GIS 데이터를 편집하

여 Unity 3D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현 

지역은 중국 허난성(Henan) 핑딩산(Pingdingshan)

의 허난 도시건설 연구소(Henan Institute of Urban

Construction) 캠퍼스 일대이며, 구현을 위해 GIS으

로 표현할 객체들을 AutoCAD와 3DMax와 같은 모

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3D로 구현하고 이를 Unity

3D로 가져와 출력하였다. Fig. 3은 구현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Liu 등[10]은 연구에서 DEM 파일의 지형도를 구

현하기 위해 Unity 3D를 사용하였다. 논문은 분석한 

DEM 파일이 RAW 포맷일 때 Unity 3D 엔진에서 

데이터를 보간 하고 지형을 출력하는 과정을 서술하

였다. Fig. 4는 Unity 3D로 구현한 DEM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Zhao [11]등은 도시의 3D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을 고려하면서, 소규모도시 하나를 3D GIS로 모

델링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형, 건물, 도로, 식생 

지, 수역, 파이프라인 나무, 텍스쳐, 건물, 길, 수역,

거리의 객체 등 다양한 구현 범주를 나누어 3D로 표

현했으며, 3D 구현 플랫폼으로 Unity 3D를 사용하였

다. Fig. 5는 Unity 3D로 Zhao 등이 구현한 소도시를 

보여준다.

3D GIS를 연구한 기존사례들은 대체로 3D 구현의 

편의성을 위해 Unity 3D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각종 구현요소를 포토샵이나 3D 모델링 프로그

램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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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cess of proposed algorithm and module.

Table 1. Development specification (Data Converter)

Category Details

OS Windows 10 Pro

Processor Intel(R) Core(TM) i7-6700K

RAM 32GB

Graphic Card NVIDIA GeForce GTX 1060 6GB

Library OpenCV, GDAL, MFC

Tools
Microsoft Visual Studio

Community 2015

편집하여 3D GIS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다음

과 같은 단점이 있다. 먼저 구현 인력과 시간, 비용과 

같은 작업리소스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다. 다음으로

는 지역정보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를 손쉽게 업데이

트하기 어렵다. 끝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포맷이 존재

하는 많은 GIS 데이터들을 감당하기 어렵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3D GIS로 표출하기 

위해 GIS 포맷의 변환을 서식화 및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개요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GIS 포맷을 읽고 3D 플랫폼

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변환 프로그램은 데이터

를 변환하여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3D 플랫폼은 스

토리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가는 방식이다. 변

환 프로그램 내 각각의 변환 모듈들은 파일을 해석하

고 변환하여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GIS 포맷 중 

Shapefile(형상파일, SHP)은 중단단계 없이 읽고 바

로 3D로 구현할 수 있어 3D 플랫폼에 변환 모듈을 

구현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GIS 포맷은 위성영상(Satellite

Image) 및 항공영상(Aerial photography) 포맷,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표고모형) 포맷,

Shapefile(형상파일, SHP) 포맷 등이 있다. 위성영상 

및 항공영상은 광역의 지역 영상을 담은 대용량 데이

터로서 img 및 GeoTiff 등의 포맷으로 기록되어있으

며, 큰 지도역할을 할 수 있다. DEM 포맷은 지역의 

높이가 저장되어있어, 지형의 높이나 평평함을 알 수 

있다. Shapefile은 GIS에서 특정 위치의 형상을 벡터 

이미지로서 담은 포맷이다. Shapefile은 데이터를 각

각 점(Point), 다각선(Polyline), 다각형(Polygon)등

의 유형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그 위치에 대한 DB를 

가지고 있다. Shapefile을 이용하여 지도위의 건물,

도로, 강, 다리 등 다양한 요소들을 표시할 수 있다.

이 GIS 포맷들은 GIS 좌표 점을 기준으로 조합되어 

하나의 영상으로 출력할 수 있다. 아래의 Fig. 6은 

제안한 방법의 흐름도이다.

변환 프로그램은 C++로 개발되었으며 신속한 개

발을 위해 GDAL와 Open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였다. 변환 프로그램의 개발환경은 Table 1과 같다.

3D 플랫폼 내 Shapefile 변환모듈은 Unity3D를 사

용하므로 Unity3D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인 C#

으로 구현하였다.

3.2 위성영상 변환 모듈

위성영상(Satellite Image) 및 항공영상(Aerial

photography)등의 영상 포맷을 3D 플랫폼에서 구현

할 수 있도록 변환하였다. 3D 플랫폼에서 영상데이

터를 빠르게 출력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LOD

(Level of detail) 개념을 적용하였다[12][13]. LO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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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mage files

↓

Step-by-step tile configuration plan

↓

Calculation of square coordinates of individual

tiles in accordance with the plan

↓

Extraction of visible light band from images

in the calculated coordinates

↓

Combination of visible light band data images

↓

Creation of a file for each individual tile

and saving it in the storage

Fig. 7. Flowchart for Image Tiling.

Table 2. Number of Tiles in each step

  ×

1  × 

2  × 

3  × 

4  × 

5  × 

6  × 

7  × 

Fig. 8. Process of proposed algorithm and module.

출력하는 객체의 세부수준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3D 콘텐츠 출력이나[14] 대용량 영상을 출력하는 

GIS에서 적용되는 기술이다[15]. LOD 개념에 따라 

영상을 출력할 수 있도록 변환기는 읽어낸 위성영상 

및 항공영상을 전체를 읽고 단계별로 타일화 하여 

보편적인 영상포맷인 *.png 포맷형태로 저장하는 작

업을 한다. 위성영상 및 항공영상파일은 대체로 img

또는 BigTiff 타입이며 이를 읽기 위해 GDAL 라이

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또한, 영상파일은 4GB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32bit 체제의 프로그램에서는 4GB 이

상의 파일을 한 번에 읽을 수 없으므로 변환프로그램

은 64bit 체제로 개발하였다.

위성영상의 변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영상파

일을 읽을 때, LOD 개념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읽은 영상의 총 크기를 기준으로 단계별 타일

화 구성을 계산한다. 그리고 타일별 좌표를 계산한

다. 좌표대로 영상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가시광선 

대역만 읽어 들인다. 여기서 가시광선 대역은 영상에

서 사람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RGB 채널을 칭한다.

이후 읽어 들인 가시광선대역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영상화하고 이를 개별파일로서 스토리지에 저장한

다. 아래의 Fig. 7은 위성영상 변환 프로세스를 나타

낸다.

타일화를 위해 영상 전체를 아래의 Table 2과 같

이 단계별로 나누게 된다. Fig. 8은 영상을 나누어 

타일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각 단계에 맞도록 행

과 열로 나누어 타일화 한다. 단계에 상관없이 각 타

일의 크기는  × 으로 설정하였다.

위성영상이나 항공영상은 종류에 따라 가시광선 

대역 이외의 영상 채널도 함께 촬영한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하는 3D 플랫폼에서는 가시광선 대역의 지형

을 3D로 구현하므로, 영상에서 가시광선 대역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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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Band Combination. (a)example of aerial images, (b)example of satellite images.

(a) (b)

Fig. 10. Result Data of Aerial or satellite imagery process. (a)Folder configuration for files to be outputted in each 
stage, (b)Tile Images.

(a) (b)

Fig. 11. Result Data of Aerial or satellite imagery process. (a) DEM Data, (b) Convertd DEM.

널만 읽어 영상을 타일화 한다. Fig. 9의 (a)는 가시광

선 대역 영상의 채널조합을 나타내며, Fig. 9의 (b)는 

다차원 영상의 채널조합을 나타낸다.

앞선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면 밴드별로 조합된 영

상에서 LOD를 적용할 수 있도록 타일화 되어 출력

한다. 출력한 파일은 스토리지에 저장되며 지형을 

3D로 그리는 3D 플랫폼에서 확대 및 축소명령이 입

력될 때마다 LOD에 맞는 영상이 출력될 수 있다.

다음 Fig. 10은 해당 과정을 수행한 출력물이다. Fig.

10의 (a)는 단계별로 출력할 파일의 폴더구성을 보여

주며, Fig. 10의 (b)는 타일화 한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3.3 DEM 변환 모듈

DEM(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표고모형) 파

일은 img나 tiff등의 포맷으로 표현된다. 해당 파일을 

읽을 경우 데이터가 표현하는 좌표의 정보와 함께 

2차원 배열을 얻을 수 있다. DEM 파일의 구조는 위

성영상과 비슷하며 단일채널로서 존재한다. 모듈에

서는 배열 데이터를 읽고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스토리지에 저장하였다. 배열의 각각 값은 영역별 높

이를 나타내며, 3D 플랫폼에서 이를 읽으며 각 영역

의 높이를 표현할 수 있다. 아래의 Fig. 11의 (a)는 

DEM파일의 변환 전 모습을 나타낸다. Fig. 11의 (b)

는 DEM 파일의 변환 후 모습을 볼 수 있다.

3.4 Shapefile 변환 모듈

Shapefile(형상파일)을 3차원 가시화 플랫폼에서 

바로 읽어 들이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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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x file reading:

reading the nature of the shape file, Read

the table of contents of objects in the * .shp

file

* .shp file reading:

Read points, lines,

polygons, etc. as object

data

* .dbf file reading:

Read scripts that are

attached to each object

Fig. 12. Reading process of Shapefile.

Table 3. Development specification (3D GIS Program)

Category Details

OS Windows 10 Pro

Processor Intel(R) Core(TM) i7-6700K

RAM 32GB

Graphic Card NVIDIA GeForce GTX 1060 6GB

Tools

Unity : Version 5.4.3f1 Personal

Microsoft Visual Studio

Community 2015

Shapefile은 GIS에서 특정 지점의 다각형 정보를 저

장하는 포맷으로서 각종 GIS 프로그램에서 보편적

으로 쓰이고 있다. 파일 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ESRI(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

에서 공개한 ESRI Shape file Technical Description

문서를 참고하였다[16].

Shapefile은 *.shp 포맷과 함께 같은 파일명의 

*.shx, *.dbf 포맷 등이 세트로 구성된다. *.shp 파일

은 메인 파일로서 점, 선 및 다각형의 직접적인 데이

터가 기록되어있다. *.shx 파일은 인덱스 파일로서 

데이터의 *.shp 파일에서 각 객체가 기록되어있는 주

소의 정보가 기록되어있다. *.dbf 는 데이터베이스 

파일로서 각 객체의 텍스트 정보가 기록되어있다.

Shape file의 정보를 읽어내기 위하여 *.shx 파일

을 먼저 읽어 파일의 타입과 *.shp 파일 내 각 객체의 

경계주소 정보를 읽어낸다. 이를 기준으로 *.shp 에

서 각 객체의 정보를 읽어낸다. 이후 *.dbf 파일에서 

각 객체에 부연 된 스크립트 정보들을 읽어낸다. Fig.

12는 Shape file을 읽는 과정을 간략하게 플로 차트로 

나타낸 것이다.

Fig. 12에서 나타낸 과정은 Unity 3D에서 사용되

는 C# 언어로 구현되었다. 읽은 좌표 데이터는 객체

별로 List<Vector2>타입으로 저장되며, 이를 기준

으로 3D 객체로서 생성하게 된다.

4.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방법으로 GIS 데이터를 3D

GIS 프로그램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변환하였으며,

3D GIS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3D 범용엔진 중 

하나인 Unity 3D를 이용하였다. Unity 3D 은 접근성 

좋은 게임엔진으로서 Windows나 Linux, 웹, 스마트

폰 O/S나, 게임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발플랫폼이다[6]. 3D GIS 프로그램의 개발환

경은 아래의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3D GIS 프로그램은 실행할 

때 DEM과 영상타일을 스토리지에서 읽어 3D로 지

형을 출력한다. 이후 Shapefile을 읽고 위치를 지정하

는 다각형을 3D로 그려, 3D GIS를 표출하게 된다.

3D 지형을 출력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

토리지에 DEM을 변환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영상

타일을 요청한다. 불러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형을 

묘사하는 3D Mesh를 생성하고 Mesh에 타일이미지

를 적용한다. 객체들을 생성하고 3D 프로그램의 카

메라에 입력하는 명령에 따라 3D 지형 영상을 출력

한다. 구현을 위해 대구광역시를 촬영한 항공사진과 

DEM데이터를 사용하였다. Fig. 13은 이러한 과정을 

플로차트로 나타낸 것이다. Fig. 14는 구현결과를 나

타낸다.

3D 지형 위에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 3D GIS 프로

그램에서 Shapefile을 불러오게 된다. 위의 3.4에 서

술한 방식으로 객체별 좌표 포인트를 읽어 들인다.

Shapefile은 2D 벡터 이미지를 묘사한 파일로서 읽어 

들인 좌표 포인트들을 변환하여 3D Mesh 화 한다.

3D Mesh 화 한 좌표는 Unity 3D에서 Mesh

Renderer를 이용하여 다각형(Polygon)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의 검증을 위해 

언덕과 건축물이 함께 존재하는 대구 달서구의 대학 

캠퍼스 주변의 GIS 데이터들을 입력데이터로서 사

용하였다. Fig. 15에서는 캠퍼스 주변의 GIS 데이터

를 상용 GIS 프로그램인 QGIS로 출력한 것을 나타

낸다. Fig. 15의 (a)는 캠퍼스 주변의 항공영상을,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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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Request Converted DEM from storage

Request LOD data from storage.

Parameter : ×, Tile size,
Quality Grade

Receive data and create Mesh

on the Terrain.

Material applied

Apply "event collider" to

"generated mesh"

Moving the view

Camera move

Condition Stay

end

true

false

continue

true

false

Fig. 13. Reading process of Image and DEM.

Fig. 14. The 3D display of DEM and imagery.

15의 (b)는 캠퍼스의 건물 위치를 나타내는 Shapefile

을, Fig. 15의 (c)는 캠퍼스 주변의 DEM을 각각 나타

낸다. DEM은 지형의 높이에 따라 색상을 달리 칠해 

등고선처럼 보이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Fig. 15의 

(d)는 Shapefile과 항공영상을 함께 출력한 것을 나

타내며, Fig. 15의 (e)는 Shapefile과 DEM을 함께 출

력한 것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Fig. 15에 나타낸 캠퍼스 주변의 

GIS 데이터를 입력데이터로서 3장에서 언급한 변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데이터를 자동변환하고 스토

리지에 저장하였다. 변환한 데이터는 Unity 3D로 개

발한 3D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력하였다. 출력결

과는 Fig. 16과 같으며, Fig. 15에서 나타낸 캠퍼스 

주변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였다. Fig. 16의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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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

(c) (e)

Fig. 15. SHP file opened in GIS program(QGIS). (a) Aerial photography, (b) Output Shapefile, (c) DEM, (d) Combination 
of Shapefile and image, (e) Combination of Shapefile and DEM.

(f)에서 출력하는 자주색 다각형은 Fig. 15의 (b),(d),

(e)에서와 마찬가지로 Shapefile을 나타내며, 항공영

상과 DEM을 조합하여 한 화면에서 캠퍼스 주변의 

지형을 표현함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

을 검증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IS 변환 방법 및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위성영상, 항공영상, DEM, Shapefile등의 GIS

포맷을 변환하였고, 3D GI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변

환된 GIS데이터를 3D GIS로 표출하였다. 신속한 개

발을 위해 Unity 3D, OpenCV, GDAL과 같은 라이브

러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GIS 포맷 접근성을 더 확장할 수 있었다.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GIS 포맷을 다른 프로그램 없

이 임의로 읽고 편집하는 게 가능하였고, Unity 3D와 

같은 임의의 3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 GIS 영상

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

둘째로 데이터 변환작업의 정규화로 GIS 데이터

의 효율적인 변환이 가능하였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GIS 포맷을 변환하는데 다양한 GIS 플랫폼을 사용

하여 사용자가 직접 작업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정규화하고 자동화하여 인력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시스템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다른 작업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변환시킬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GIS 포맷을 추가하기 쉬워졌다.

셋째로 기존 GIS 라이브러리에 종속적이지 않은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특히 주로 

쓰이는 플랫폼 일부는 고가의 라이선스 비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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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16. SHP file opened in developing program. (a) Forward direction, (b) Forward direction and shapefile, (c) Remote 
forward direction, (d) Shapefile in the remote forward direction, (e) Diagonal direction, (f) Shapefile in the 
diagonal direction.

하였고, 개발 측에서도 플러그인을 만들어도 사용자

가 라이선스가 필요 하는 등 제약조건이 많았지만,

지만 임의로 개발할 수 있어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넷째로 GIS 데이터를 3D GIS로 출력하였을 때 더 

효율적인 표현이 가능하였다. 2D GIS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보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3D

GIS에서는 영상, DEM , Shapefile등 다양한 데이터

를 한 화면에서 반영하여 출력할 수 있었고, 이는 데

이터를 인식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3D GIS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GIS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GIS 포맷의 처리 과정

을 추가하여 3D GIS로 출력하게 하고자 한다. 동시

에 스토리지 저장을 생략하고 하나의 3D GIS 프로그

램에서 GIS 포맷을 직접 처리가 가능하게 개발하려 

한다. 그리고 더 다양한 GIS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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