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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demand for a 3D urban 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storing, operating, and analyzing 

a large number of digital data produced in cities is increasing. CityGML is a 3D spatial information data 
standard of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which has strengths in the exchange and attribute expression 
of city data. Cases of constructing 3D urban spatial data in CityGML format has emerged on several cities 
such as Singapore and New York. However, the current ecosystem for the creation and editing of CityGML 
data is limited in constructing CityGML data on a large scale because of lack of completeness compared to 
commercial programs used to construct 3D data such as sketchup or 3d max. Therefore, in this study, a method 
of constructing CityGML data is proposed using commercial 3D mesh data and 2D polygons that are rapidly 
and automatically produced through aerial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or RGB (Red Green Blue) 
cameras. During the data construction process, the original 3D mesh data was geometrically transformed so that 
each object could be expressed in various CityGML LoD (Levels of Detail), and attribute information extracted 
from the 2D spatial information data was used as a supplement to increase the utilization as spatial information. 
The 3D city features produced in this study are CityGML building, bridge, cityFurniture, road, and tunnel. Data 
conversion for each feature and property construction method were presented, and visualization and validation 
wer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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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도시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 운용, 분석하기 위한 3차원 도시 공간정보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CityGML은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의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표준으로서 도
시 데이터의 교환 및 속성 표현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싱가폴, 뉴욕 등 몇몇 도시를 중심으로 CityGML 형
식의 3차원 도시공간 데이터를 구축한 사례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CityGML 데이터의 제작 및 편집을 위한 
생태계는 sketchup이나 3d max 등 3차원 데이터 구축에 활용되고 있는 상용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완성도가 부족
하여 대규모로 CityGML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나 RGB (Red Green Blue)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자동으로 제작되는 3D mesh 데이터 및 2차
원 폴리곤을 활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 표준인 CityGML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구축과정
에서는 각 객체가 다양한 CityGML LoD (Level of Detail)로 표현될 수 있도록 원본 3D mesh 데이터를 변형하였고 
공간정보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속성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도시 3D 객체는 CityGML 건물, 교량, 도시시설물, 도로, 터널이며 객체별 데이터 변환, 속성 구축 
방법을 제시하고 가시화 및 유효성 검정을 진행하였다.

핵심어 : 3차원 공간정보, 변환, CityGML, 세밀도, 속성,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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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도시 전역에서 생산되는 영상, 온도, 
GPS 등의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Data-Driven 
방식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으
며 생산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 통합할 수 있는 거대한 디
지털 인프라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싱가폴, 뉴욕, 항
저우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가상공간 내에 실제 도시를 그대
로 재현하여 지형정보 묘사, 일조량 계산, 도시 계획 등에 활
용한 서비스가 등장하였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항공 영상을 
이용하여 제작한 3차원 디지털 인프라가 소개된 바 있다. 3
차원 디지털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실제 도시의 형
태를 누락이나 왜곡 없이 표현하는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이며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는 도시 내에 존재하는 각 구성
요소의 기하 및 속성정보를 표현하여 데이터의 가시화와 저
장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각종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
정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개발된 GIS 표준 모델 중 확장성, 호
환성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은 OGC의 CityGML로 알
려져 있다(Park and Lee, 2009). 그러나 공간정보 표준으로
서 CityGML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collada, obj 등 일반
적인 3차원 표현 포맷을 이용하여 도시를 표현한 사례가 여
전히 다수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3DSmax, SketchUp, Meshlab등의 상용 3D 모델 편집 프로
그램으로는 CityGML 데이터를 제작, 편집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3차원 도시 모델 서비스인 
Vworld 나 S-map등은 3D mesh의 가시화에 치중한 .3ds 나 
.skp 등의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며 해당 데이터들이 3차원 공
간정보로서 호환 및 기능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존재한
다(Zhou, 2019). 반면 CityGML은 3차원 공간정보 표준으로
서 도시 구성요소를 구분하고 속성 스키마를 제공하며 좌표
계 및 실내외 공간정보 연계 모듈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 객체들을 용도에 따라 다양한 LoD로 구분하여 
표현하며 서피스 기반의 XML 형태로 표현되어 3D mesh와 
쉽게 호환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10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 
실증데이터가 제작되었다.

 한편, 3D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 전역에 
걸쳐 대규모의 3차원 공간데이터가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보
편적이고 대규모 데이터의 제작과 편집이 쉬운 3D mesh 데
이터들을 활용하여 CityGML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그리고 기존에 3D mesh 형태
의 데이터 포맷으로 제작된 도시 모델들을 3차원 공간정보 

표준인 CityGML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3D mesh 형
태의 데이터를 CityGML 포맷으로 자동 변환하는 방법론이 
요구된다. 현재 3D mesh를 이용하여 도시 규모의 CityGML 
객체제작에 관한 연구들은 수동 구축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소수의 도시 객체에 국한된 경우가 많으며 생성된 데이터가 
CityGML 스키마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3D mesh 
포맷 데이터인 3ds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에 존재하는 다양
한 CityGML 객체들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또한 
객체별로 LoD 기준을 분석하여 스키마에 맞는 정확한 기하
형태와 속성정보를 가지도록 방법론을 설계하고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도시단위의 대규모 CityGML 데이터를 생성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연구에 포함한 CityGML 객체는 교량, 
건물, 도시시설물, 도로, 터널이며 객체별 CityGML 데이터 
생성과정과 결과, 유효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3차원 데이터

3차원 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3D mesh를 생성하는 방법
에는 항공 LiDAR 촬영을 통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구
축 및 후처리 방법, 항공 영상이나 고해상도 위성사진으로부
터 수동 및 자동으로 기하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등이 있다
(Biljecki, 2015). 제작된 3D mesh는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
는 데이터 포맷인 3ds, gltf, obj, 3dshapefile, collada 등으로 
변형된다(Kim, 2017; ESRI, 2008; Kim, 2014; Zhu, 2018). 특
히 국내에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Autodesk 3ds Max에
서 동작하는 파일 포맷인 3ds가 잘 알려져 있는데 Fig.1에서 
볼 수 있듯이 3ds 파일에는 triangular Mesh 또는 poly 형태
로 표현되는 기하 정보뿐만 아니라 Viewpoint, 빛, 표면에 대
한 이미지 데이터(.png 또는 .jpg) 등이 바이너리 형태로 포함
되어 있다. 최근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도시 지하 공간의 
벡터화(Bae and Kim, 2021), 공공 3D 데이터의 정확도 평가
(Kim, 2014)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3ds 포맷 데이터는 
국내 공간정보의 표현 및 활용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3ds 포맷 및 3D 데이터 포맷들은 객체의 기하 
정보 및 표면의 텍스처 정보 표현에 강점이 있으나, 도시 객
체들의 활용 및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속성정보를 표현 및 저
장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GIS 데이터의 속성정보 교
환 및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표준인 CityGML로 
3D 도시 객체를 제작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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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building                          (b) Texture image
Fig. 1. 3D model and texture image

2.2 CityGML

CityGML은 현재 ISO TC211에서 정의하는 데이터 교환 표
준인 GML 기반의 개방 데이터 모델로서 OGC의 3D GIS 데이
터 표준으로 등록되어 있다(OGC, 2012). Fig.2(a)에서 볼 수 있
듯이 CityGML은 다양한 도시 객체를 서피스(surface)로 이루
어진 3D mesh로 표현하며 각 서피스는 종류나 용도를 표현한 
의미론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객체의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한 Appearance 모듈이 별도로 존재하며 실제 이미지 파일이 
사용되기도 한다. CityGML은 수많은 속성 및 객체를 정의하여 
도시 모델 가시화, 데이터 수집 및 3차원 분석, 시뮬레이션 등 기
존의 2차원 공간정보로 구현하기 힘든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최신 CityGML 버전은 2.0이며 Fig.2(b)와 같이 3차원 도
시 공간 내에서 건물, 터널, 도시시설물 등의 세부 도시 객체들
과 식생의 정의, 속성, 관계 등을 표현하기 위한 모듈로 구성되
어 있다. 또한, Fig.2(c)에 나타낸 바와 같이 CityGML에서는 데
이터의 용도나 전송, 랜더링 방법에 따라 복잡도를 구분하여 사
용하기 위해 LoD 개념을 도입하여 같은 객체에 대해 단계적 표
현이 가능하다. LoD0은 가장 기본적인 평면 모델이며 3차원 좌
표를 가지고 있지만 Z값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표현된다. LoD1
은 LoD0 모델을 특정 높이만큼 3차원 공간으로 돌출시킨 형
태이며 LoD2는 3차원 면들로 구성된다. LoD2 수준부터는 건
물의 실제 모양을 최대한 가깝게 묘사하고 있으며 LoD3 모델
에는 창문과 문을 이용한 Opening 표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
로 LoD4는 실내 공간의 모양과 내부에 있는 객체를 포함한다. 

(a) Surface model              (b) CityGML schema

(c) CityGML LoD
Fig. 2. OGC CityGML

2.3 CityGML을 이용한 도시 모델 구축 사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도시 전체 또는 도시 내 특
정 영역에 대해 CityGML을 이용하여 3차원 도시 모형을 구
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현재 skp나 3ds, collada 등 일반적
인 3D 포맷 생태계와 비교하였을 때 CityGML 데이터를 대규
모로 제작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
로 CityGML으로 도시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작
된 3D 포맷의 데이터를 CityGML로 변환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 이에 본 장에서는 도시 규모의 CityGML 데이터 구축사례
를 조사하고 각 사례에서 사용한 CityGML 객체와 특성, LoD 
표현 방법, 속성정보 및 사용한 3D 데이터 포맷을 Table 1에 정
리하였다. 
먼저 체코 프라하 지역을 대상으로 3dshapefile 포맷으로 미
리 구축된 건물과 교량, DTM 데이터를 이용하여 CityGML 객
체를 생성한 사례가 존재하였다(Janečka, 2019). 모든 객체는 
LoD2 수준으로 제작되었고 각 객체를 구성하는 서피스의 의미
론적 속성이나 별도의 객체 속성은 구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세르비아의 Novi sad 지역에서는 LiDAR 스캐닝을 통해 획득
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skp파일로 변환한 후 CityGML 
건물, 도로, 토지이용도 등의 객체를 생성하였다(Jovanović, 
2020). 특히 건물 객체의 경우 객체의 지붕과 벽 서피스를 구
분하였으며 높이와 빌딩 종류등의 속성을 포함하였다. 싱가폴 
전 지역에 걸쳐 도로와 건물, 터널, 교량 및 DTM, 수계, 식생 
등 CityGML 대부분 객체가 제작된 사례도 있었다(Soon and 
Khoo, 2019). 사용된 기초 데이터는 항공 LiDAR 스캐닝과 항
공 영상을 이용하여 취득된 3D 모델이며 건물 객체에는 SG-
space라는 2D 데이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풍부한 속성정
보를 입력하였고 터널의 내부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추가적으
로 내부 LiDAR 스캐닝을 진행하였다. 대부분 객체의 LoD는 
대규모 데이터 구축 작업의 한계로 인해 LoD2 수준으로 제한
되었다. 마지막으로 Sketchup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동으로 
제작한 사례도 존재하는데(Floros and Dimopoulou, 2016) 직접 
제작한 3D 모델을 이용하여 교량, 빌딩, 도시 시설물, 도로, 식생 
등의 CityGML 객체가 생성되었으며 수동제작의 이점을 살려 
객체의 각 서피스에 의미론적인 속성이 부여되었다. 다만 객체
의 속성이나 텍스처 표현, 데이터 규모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기존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대규모로 구축된 일반적
인 3D 포맷 데이터를 사용하여 CityGML 모델을 생성하는 것
이 CityGML 모델을 수동으로 구축하는 것에 비해 시간, 인력, 
비용면에서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의 자
동화 과정에서 기하 정보에 치중하여 CityGML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론적 속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LoD 표현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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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보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데이
터 변환 대상이 소수 CityGML 객체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CityGML 객체에 대해 스키마 분석과 변환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CityGML 객체의 스키마
를 분석하고 필요한 기하정보 및 속성정보를 생성, 입력하여 공
간정보로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한다.

3. 도시단위 CityGML 데이터 생성

3장에서는 3D 데이터를 CityGML 스키마에 적합하도록 가
공하는 과정과 가공된 객체를 공간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속성
정보를 구축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D 
데이터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3ds 포맷 데이터로 3차원 mesh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3차원 포맷들과도 유사하므로 
CityGML 데이터 구축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실험 데이터로 선택하였다. 현재 3ds 
데이터는 항공 LiDAR를 이용하여 도시를 스캐닝한 결과로부
터 자동으로 제작되는데 객체의 모양과 텍스처 정보는 건물의 
외부 표현에는 적합하나 건물의 실내 공간이나 출입구 등의 세
부적인 구조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ityGML객체들의 LoD를 2로 제한하였다. 또한 CityGML 객
체별로 스키마를 분석하여 다양한 LoD 표현이 가능하도록 새
로운 기하정보를 생성하였다. 또한 LoD 기준에 따라 각 서피스
의 의미론적 속성을 자동으로 부여하였으며 2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객체별 속성을 결합하였다. 기하학적 연산이나 속성 
입력, 객체 생성 등 모든 과정은 safe Software사의 FME를 활용
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 생성과정의 플로
우차트는 Fig.3 과 같다. 3.1장에서 다룬 내용은 Fig.3의 3ds data 
부분에 나온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으며 2D data를 활용한 작
업의 내용은 3.2장에 서술하였다. CityFurniture 객체는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생성하였다.

Fig. 3. Flow chart

3.1. 3D mesh를 활용한 CityGML 객체 생성

3.1.1. 건물 객체

CityGML 건물의 LoD 표현 방법은 터널이나 교량 등 다
른 CityGML 객체의 LoD 표현 방법을 정의하는 근간이 되며 
Table 2에 LoD 표현에 대한 예시와 특성을 정리하였다. 먼저 
LoD1은 가장 간단한 3차원 모델로서 건물의 바닥 면과 높이
만을 이용하여 건물의 형태를 표현한다. 최근 LoD1 모델을 세
분화하고 지붕의 높낮이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
지만(Biljecki, 2016) 일반적으로 LoD1은 완전한 육면체, 또는 
평행 다면체형태의 gml:Solid 모델이다. 반면, LoD2 모델은 외
부에서 관측할 수 있는 건물의 실제 형상을 표현하며 각 면에 
의미론적 속성이 할당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2차원으
로 표현한 LoD0 모델이 정의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3D 
mesh를 이용하여 지붕 모양의 2차원 폴리곤을 생성하였지만 
향후 2차원 데이터 간 연계를 위해 이를 FootPrint로 정의하
였다.

CityGML model generation
Author data format CityGML feature attribute LoD

Janečka (2019) 3dshapefile building, bridge, DTM X LoD2

Jovanović et al. 
(2020) .skp building, road, DTM, bridge, 

waterbody, cityFurniture building type LoD1~LoD3

Soon et al. (2019) LiDAR/ 2D polygon building, road, bridge, 
cityFurniture, waterbody, DTM SG-space LoD0~LoD2

Floros et al. (2016) .skp building, bridge, cityFurniture, 
road, vegetation X LoD2~LoD3

Table 1. CityGML model generation cases



Building Large-scale CityGML Feature for Digital 3D Infrastructure

191  

Fig.4에는 데이터 변환 과정을 핵심 FME transformer와 함
께 도식화 하였다. 원본 3ds 데이터는 텍스처 정보를 가진 3D 
형태이며 먼저 LoD0 모델을 만들기 위해 모든 기하 정보를 건
물의 바닥 면을 기준으로 2차원 투영한 후 하나의 다각형으로 
병합하였다. 이후 각 다각형을 건물의 높이만큼 3차원 돌출시
켜 LoD1 Solid 모델을 제작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건물의 텍
스처 정보는 제거하였다. LoD2 모델의 경우 3ds 데이터의 기하 
정보를 변형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하 연산이 필요하지 않았

고 법선벡터의 방향으로 서피스를 구분하는 방법(Biljecki and 
Ohori, 2015)을 이용하여 각 면을 Wall, Roof, Ground로 구분하
였다. CityGMLGeometrySetter에 각 LoD 스키마에 맞는 LoD 
name와 Feature Role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2. 교량 객체

교량 객체에 대해서는 LoD0 표현 방법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LoD1-4 까지 LoD 표현 방법이 존재한다. LoD1은 건물 객체와 
마찬가지로 gml:Solid Box 형태이며 별도의 의미론적 속성정보
를 가지지 않는다. LoD3 모델은 교량의 실제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건축적인 요소, 기능적인 요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LoD3 모델은 구축하기 어렵고 복잡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LoD2 모델이 주로 사용된다. LoD3 모델과 마찬가지로 LoD2 
모델의 기하정보도 CityGML MultiSurface 형태로 표현되지만 
Opening은 제외된다. 교량 객체 생성을 위해서 3.1.1에서 건물 
객체에 적용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교량 LoD1 
모델은 3D mesh의 2차원 투영 및 3차원 돌출을 통해 생성하였
고 LoD2 모델 생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하학적 연산을 수행
하지 않고 단순히 서피스변환을 수행하였다. LoD2 모델의 경우 

building feature LoD
LoD0 LoD1 LoD2

model

Dimension 2D 3D 3D
Geometry Polygon Solid MultiSurface

Semantic - - Roof, Ceiling, Ground, Wall, 
Floor, InteriorWall

Table 2. Building feature LoD

Fig. 4. LoD0~2 building model generation

Table 3. Bridge feature LoD
Bridge feature LoD

LoD1 LoD2 LoD3

model

Dimension 3D 3D 3D
Geometry Solid MultiSurface MultiSurface

Semantic - Roof, Ceiling, Ground, 
Wall, Floor, InteriorWall

Roof, Ceiling, Ground, Wall, Floor, 
InteriorWall,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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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사례(Janečka, 2019)를 참고하여 각 서피스의 의미론적 속
성을 제외한 채 기하 정보만을 고려하였다.

3.1.3. 터널 객체

터널 객체의 LoD1 모델은 건물, 교량 객체의 LoD1 모델과 동
일한 gml:Solid 형태이다. 객체의 외관만을 표현하는 건물, 교
량 객체와 다르게 LoD2 터널 모델에는 실제로 사람이나 차량
이 통행하는 내부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
양한 종류의 서피스가 활용되었다. LoD2 모델을 구성하는 서
피스들은 의미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터널 객체
의 단면은 Figs. 5(a), 5(b)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터널의 입구 모양에 따라 Wall, Floor, Interior Wall 등으로 각 
면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Fig.5(c)에 나타낸 Closure Surface 
도 포함한다.

(a) Rectangular Cross Section    (b) Arbitrary Cross Section

(c) Closure Surface
Fig. 5. Cross section of tunnel feature

본 연구에서 사용한 3ds 객체는 항공측량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로 터널의 직접적인 모양이 아니라 터널의 상부를 덮
고 있는 지형만을 표현하고 있어 연구에 곧바로 활용하기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6과 같이 터널 입구 주변의 
기하 정보를 이용하여 터널의 입구 모양을 나타내는 2차원 폴
리곤을 생성한 후 터널의 길이 방향으로 돌출시켜 3D mesh
를 생성하였다. 그 이후 건물과 교량 객체에 적용한 방법대
로 각 서피스의 벡터 및 중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LoD1,2 모
델을 제작하였다.

Fig. 6. Create tunnel geometry

3.2. 2D 공간정보를 활용한 CityGML 객체 생성

3.2.1. 도시시설물 객체

도시시설물은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등을 포함하는 
CityGML 객체로서 그 수가 매우 많고 복잡한 기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만약 디지털 공간 내에 나타낼 모든 객체의 기하
정보를 하나의 CityGML 문서에 표현한다면 메모리를 비효율
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CityGML에서는  ImplicitGeometry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도시
시설물 객체의 기하 정보와 위치 정보를 분리, 저장하는 방법
을 채택하였다. 또한, 모양은 같지만 3차원 공간 내에서 객체
의 회전, 확대, 축소된 개별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 변환 matrix

Tunnel feature LoD
LoD1 LoD2 LoD3

model

Dimension 3D 3D 3D
Geometry Solid MultiSurface MultiSurface

Semantic - Roof, Ceiling, Ground, Wall, 
Floor, InteriorWall, Closure

Roof, Ceiling, Ground, Wall, Floor, 
InteriorWall, Closure, Opening

Table 4. Tunnel feature L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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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시시설물 표현을 위해 사
용하는 3ds 데이터는 실제 객체의 모양을 정확하게 묘사한 
LoD3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낮은 수준의 LoD 표현을 위
한 별도의 기하변환은 수행하지 않았다. Fig. 7에는 객체의 회
전각을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는데 도시시설물 객체는 
축을 기준으로 특정 각도 만큼 회전된 채로 모델링 되
어 있다. 벡터 에 대해 arctan 값을 이용하면 객체가 
축을 기준으로 회전되어야 하는 각도 를 계산할 수 
있으며 객체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간주했을 때 변환 행
렬 는 Eq. (1)과 같다. 각 3ds 데이터에 맞는 적절한 를 적
용하면 자동으로 matrix의 요소를 계산하고 공간상에서 객
체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FME를 활용한 구체적인 프로
세스는 Fig. 8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객체에 대한 CityGML 
ImplicityGeometry 및 변환 행렬이 입력되었다.

 










cos  sin   
sin  cos   

   
   









       (1)

 

Fig. 7. CityFurniture rotation angle  
    
3.2.2. 도로객체

도로객체의 LoD는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LoD0 모델
은 단순히 도로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1차원 선형 객체이다. 
LoD1 모델은 도로의 너비를 표현하고 있으며 LoD2 이상의 도
로객체는 차선이나 도로의 기능을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로 데이터는 1:1000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한 도로 경

Fig. 8. CityFurniture generation

Table 5. Road feature LoD

Road feature LoD
LoD0 LoD1 LoD2-4

model

Dimension 3D 3D 3D
Geometry Line MultiSurface MultiSurface
Semantic - - Driving,Kerbstone,foot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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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 2차원 폴리곤이며 차선 구분 없이 도로의 가장자리만 표
현하고 있어 객체의 LoD를 1단계로 제한하였다. CityGML은 3
차원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이기 때문에 2차원 도
로 데이터에 Z좌표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실험 
지역에 대해 제작된 10m급 DEM 데이터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
였다. 먼저 DEM 픽셀을 점 객체로 변환하고 픽셀의 값은 점의 
속성으로 나타냈다. 각 픽셀을 이용하여 도로 폴리곤의 각 꼭지
점에 대해 bilinear interpolation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도로 폴
리곤의 각 꼭지점에 Z값을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3차원 도로객
체를 제작하였다.

3.2 속성정보 구축 및 데이터 스키마

3d mesh를 이용하여 구축된 CityGML 데이터를 시설물 관
리, 도시 데이터마이닝, 검색 등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객체에 적합한 속성정보를 구축하고 CityGML이 제공하는 스
키마에 적합한 형태로 속성정보를 부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2차원 공간정보 자료를 수집하
여 각 객체의 속성정보로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획득이 어려운 
터널이나 교량, 도시시설물 등의 객체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속
성정보를 제작하였다. 먼저 건물 객체의 속성정보를 구축할 때
는 연속수치지형도와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물대장 속성정보
를 융합한 건물통합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수치 지도를 일부 활
용하였다. 건물의 분류체계는 Park et al. (2008)의 방법과 sig3D 
건물 Class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건물 분류 코드를 부여하였
다. 또한, 3.1.1에서 제작한 LoD0 모델과 건물통합정보의 2차원 

폴리곤간 중첩 분석을 수행하여 3ds 데이터와 속성정보를 자동
으로 결합하였다. 공간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매칭 하였다. 터
널 객체의 속성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수치지도에서 높이 정보
를 추출하였으며 5가지로 터널의 형태를 구분하였다. 교량과 도
시시설물 객체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속성정보를 구축하였으며 
객체의 기하적인 형태와 제원, sig3D의 Class, function, usage 
분류체계를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객체의 속성정보 작
성을 위해 수치지도로부터 차선과 도로 수준에 대한 정보를 추
출하였다. 각 객체 속성은 Tables 6~10에 정리하였다.

Table 7. Bridge attributes and data example

bridge attribute

bridge

attribute
name example

function
철도 교량(1000), 
차량 교량(1010), 
도보 교량(1060)...

Name 고운한교, 어진2교, 
도림1교...

thickness 2m, 3m...

Table 8. Tunnel attributes and data example

tunnel attribute

tunnel

attribute
name example

type 도로 터널(002), 철도 터널(003), 
교통 터널(004)...

entrance 
shape 반원(001), 사각형(003)...

height 10.87m, 8.45m...

Table 9. CityFurniture attributes and data example

cityFurniture attribute

cityFurniture

attribute
name example

type
safety sign, bus station, street 
lamp, traffic sign, pedestrian 

signal,traffic light

geometry shape, width, height, 
diameter...

sign 유턴 금지, 서행, 신호등 타입, 
정류장...

Building attribute

building

attribute
name example

Class 일반주택(1010), 
공동주택(1020)...

Name 호려울마을 1단지 107동, 
대방노블랜드...

Address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64-80,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00-97...

Area 560㎡, 727㎡, 735㎡...

Parcel Number (수치지도)367100157, 
367100158...

HeightAboveGround 83.19m, 91.73m, 90.22m...
Building Storey 5, 32, 3, 10...

Table 6. Building attributes and data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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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oad attributes and data example

road attribute

road

attribute
name example
type 지방도, 고속도로, 면리간도로...
lane 1,2,4...

4. 데이터 생성결과 및 유효성 검증

4.1 실험 대상지 및 데이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데이터 생성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
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 14개동(총면적 18.01㎢)를 대상
으로 데이터 생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대상지의 건물, 교
량, 터널 객체는 항공측량 및 도화를 통해 3ds 포맷으로 작성
된 데이터이며 가로등, 안전표지판 등을 포함하는 교통시설물
은 MMS촬영 및 후처리를 통해 3ds 포맷으로 작성되었다. 데
이터의 개수는 건물 14279개, 교량 189개, 터널 2개이며 데이터 
일부를 Table 11에 나타내었다. 교통시설물 데이터의 경우 도시
공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객체를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표적인 3ds 데이터와 객체의 위치를 표시한 별도

의 shapefile을 함께 활용하였다. 도로객체를 작성하기 위해서
는 폭이 있는 2차원 폴리곤 형태의 도로 데이터와 10m급 DEM
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각 객체의 속성 및 텍스처 정보
를 활용하였다. 

4.2 도시단위 CityGML 변환 결과

실험 대상지(18.01㎢)에 대한 원본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CityGML로 변환한 결과는 Fig.9와 같
다. 변환에 있어서 모든 객체의 좌표계는 EPSG:5186 중부원점
(GRS80)으로 통일하였고 객체 가시화를 위해 Cesium Engine
을 사용하였다.

(a) model 1                     (b) model 2
Fig. 9. model 

- 건물
3ds 데이터를 이용하여 CityGML LoD 스키마 정의에 부합

Table 11. 3D mesh example
3D mesh

건물(일반주택, 공동주택, 의료복지시설 등) 14279개 교량(189개) 터널(2개)

cityFurniture
가로등 교통신호등

4종류 6453 point 59종류 957 point

도로

도로 2D polygon 세종시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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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건물 객체를 생성하였으며 결과를 Fig.10에 나타내었다. 
건물 LoD2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각 서피스에 의미론적 
속성을 부여하였으며 Fig.10(d)와 Fig.10(f)에서 각 서피스가 
WallSurface, RoofSurface, GroundSurface로 구분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Tables 12~16에는 생성된 CityGML 객체의 하위 
노드들을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 교량
교량 객체에는 LoD0 모델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oD1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2차원 투영시킨 객체는 3차원 
돌출 시에만 사용되었다. 건물 LoD1 모델과 마찬가지로 교량 
LoD1 모델도 밑면과 윗면의 모양이 같은 평행다면체 형태를 가
지고 있다. LoD2 모델을 위해서 의미론적 속성정보는 별도로 

(a) 3ds model    (b) LoD0 FootPrint    (c) LoD1 Solid      (d) LoD2 MultiSurface   (e) Ground Surface    (f) Ground Surface/
                                                                                                                                                                                 Wall Surface

Fig. 10. CityGML building generation result

Table 12. CityGML document of building feature

gml document

좌
표
계

<core:CityModel xmlns:brid="http://www.opengis.net/citygml/
bridge/2.0" xmlns:tran=... 
  <gml:boundedBy>
    <gml:Envelope srsName="EPSG:5186" srsDimension="3">
      <gml:lowerCorner>225508.28125 430591.6875 
26.094589233398438</gml:lowerCorner>
      <gml:upperCorner>225564.28125 430640.25 
100.82217407226562</gml:upperCorner>
    </gml:Envelope>

주
소

     <bldg:address>
        <core:Address>
          <core:xalAddress>
            <xAL:AddressDetails>
              <xAL:Locality Type="Town">              
<xAL:LocalityName>세종특별자치시664-126</xAL:LocalityName>
                <xAL:Thoroughfare Type="Street">
                  <xAL:ThoroughfareName>보람동 664-126</xAL:ThoroughfareName>
                </xAL:Thoroughfare>
              </xAL:Locality>
            </xAL:AddressDetails>
          </core:xalAddress>
        </core:Address>
      </bldg:address>

속
성

<core:cityObjectMember>
    <bldg:Building gml:id="building_7D6_411">
      <gml:name>공동주택</gml:name>
      <gen:stringAttribute name="BuildingName">
        <gen:value>호려울마을1단지 105동</gen:value>
      </gen:stringAttribute>
      <gen:measureAttribute name="GrossPlannedArea">
        <gen:value uom="m2">727</gen:value>
      </gen:measureAttribute>
      <gen:stringAttribute name="DrawingNumber">
        <gen:value>367100157</gen:value>
      </gen:stringAttribute>
      <bldg:class codeSpace="https://www.sig3d.org/codelists/
citygml/2.0/building/2.0/_AbstractBuilding_class.xml">1000</
bldg:class>
      <bldg:measuredHeight uom="m">74.73</bldg:measuredHeight>
      <bldg:storeysAboveGround>25</bldg:storeysAboveGround>

기
하
정
보

      <bldg:lod2Solid>
        <gml:Solid srsName="EPSG:5186" srsDimension="3">
          <gml:exterior>
            <gml:CompositeSurface>
              ...
              <gml:surfaceMember xlink:href="roof_722"/>
            </gml:CompositeSurface>
          </gml:exterior>
        </gml:Solid>
      </bldg:lod2Solid>
      <bldg:boundedBy>
        <bldg:RoofSurface gml:id="roof_722">
          <bldg:lod2MultiSurface>
            <gml:MultiSurface srsName="EPSG:5186" srsDimension="3">
              <gml:surfaceMember>
                <gml:Polygon>
                  <gml:exterior>
                    <gml:LinearRing>
                      ...
                      <gml:posList>225524.828125 430608 63.59457015991211</gml:posList>
                    </gml:LinearRing>
                  </gml:exterior>
                </gml:Polygon>
              </gml:surfaceMember>
            </gml:MultiSurface>
          </bldg:lod2MultiSurface>
        </bldg:RoofSurface>
      </bldg:bounde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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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지 않았으며 원본 3ds객체의 기하정보를 그대로 사용하
였다. 예시는 아래 Fig. 11에 나타내었다.

 (a) 3ds model       (b) LoD1 Solid       (c) LoD2 MultiSurface
Fig. 11. CityGML bridge generation result

- 터널
모든 3ds객체는 항공측량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터널 내
부의 모양은 온전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터널의 입구모양을 이용해서 터널 내부 모양을 추정, 새
로운 기하정보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건물이나 교량에서 사
용했던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진 객체에 적용하여 LoD1 모델을 

제작하였고 LoD2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 면에 의미론적 
속성을 부여하였다. Figs.12(d), 12(e), 12(f)에서 터널 LoD2 모델
의 각 서피스가 7가지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3ds model          (b) LoD1 Solid          (c) LoD2 MultiSurface

  (d) Ground Surface/     (e) InteriorWall Surface/   (f) Closure Surface
Wall Surface/ Ceiling       Surface/Floor Surface
         Roof Surface

Fig. 12. CityGML tunnel generation result

Table 13. CityGML document of bridge feature
gml document

속
성

<core:cityObjectMember>
    <brid:Bridge gml:id="bridge_7U6_4112">
      <gen:stringAttribute name="BridgeName">
        <gen:value>도림3교</gen:value>
      </gen:stringAttribute>
      <gen:doubleAttribute name="Thickness ">
        <gen:value>3<gen:value>
      </gen:doubleAttribute>
      <gen:stringAttribute name="Thickness _unit">
        <gen:value>m</gen:value>
      </gen:stringAttribute>
      <brid:function codeSpace="http://www.sig3d.org/codelists/
standard/bridge/2.0/_AbstractBridge_function.xml">1010</
brid:function>

기
하
정
보

     <brid:boundedBy>
        <brid:BridgeConstructionElement gml:id="BridgeConstructionElement_21271">
          <brid:lod2Geometry>
            <gml:Polygon gml:id="fme-gen-8fed7196-9b56-42c5-9036-936b8987c236" 
srsName="EPSG:5186" srsDimension="3">
              <gml:exterior>
                <gml:LinearRing gml:id="fme-gen-8fed7196-9b56-42c5-9036-
936b8987c236_0">
                  <gml:posList>223233.125 433862.3125 31.089731216430664 223252.125 
433871.25 30.971527099609375 223241 433875.5625 31.099945068359375 223233.125 
433862.3125 31.089731216430664</gml:posList>
                </gml:LinearRing>
              </gml:exterior>
            </gml:Polygon>
          </brid:lod2Geometry>
        </brid:BridgeConstructionElement>
      </brid:boundedBy>

Table 14. CityGML document of tunnel feature
gml document

속
성

<core:cityObjectMember>
    <tun:Tunnel gml:id="tunnel_7M6_726">

      </gen:stringAttribute>
      <gen:stringAttribute name="터널종류">
        <gen:value>004</gen:value>
      </gen:stringAttribute>
      <gen:stringAttribute name="터널높이">
        <gen:value>10.87</gen:value>
      </gen:stringAttribute>
      <gen:stringAttribute name="터널형태">
        <gen:value>001</gen:value>
      </gen:stringAttribute>

기
하
정
보

  
   <tun:boundedBy>
        <tun:ClosureSurface gml:id="closure_0">
          <tun:lod2MultiSurface>
            <gml:MultiSurface srsName="EPSG:5186" srsDimension="3">
              <gml:surfaceMember>
                <gml:Polygon>
                  <gml:exterior>
                    <gml:LinearRing>
                      <gml:posList>
...
225650.44983540612 438272.1986124338 37.93732247289538</gml:posList>
                    </gml:LinearRing>
                  </gml:exterior>
                </gml:Polygon>
              </gml:surfaceMember>
            </gml:MultiSurface>
          </tun:lod2MultiSurface>
        </tun:ClosureSurface>
      </tun:bounde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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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시설물
CityGML 도시시설물 객체 생성결과 소수의 3ds 데이터로부
터 추출한 기하 정보를 반복해서 이용하여 도시 전체에 존재하
는 객체들을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신호등과 가로등, 표지판 
등의 객체에 각각 다른 기본 회전각을 부여하고 도로중심선 방
향으로 자동 회전하는 matrix를 적용한 결과 모든 객체가 정확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객체에
는 높이나 모양 등의 기하적인 속성이 부여되었고 가로등 램프
의 종류, 신호등 박스의 수와 같이 객체 특징에 대한 속성도 함
께 추가되었다. Fig. 13에는 생성된 데이터의 일부를 도로객체
와 함께 나타내었다. Fig. 13. CityGML cityFurniture generation result

Table 15. CityGML document of cityFurniture feature

gml document

transformation 
Matrix 

및 객체 위치

      <frn:lod2ImplicitRepresentation>
        <core:ImplicitGeometry>
          <core:transformationMatrix>-0.06731273689373929 -0.9977319256452979 0.0 0
                                     0.9977319256452979 -0.06731273689373929  0.0 0
                                     0.0 0.0 1  0
                                     0.0 0.0 0.0 1.0
          </core:transformationMatrix>
          <core:relativeGMLGeometry xlink:href="#SJGSLJ1002"/>
          <core:referencePoint>
            <gml:Point srsName="EPSG:5186" srsDimension="3">
              <gml:pos>222880.798 431888.051 36.60201427682374</gml:pos>
            </gml:Point>
          </core:referencePoint>
        </core:ImplicitGeometry>
      </frn:lod2ImplicitRepresentation>

속성

 <core:cityObjectMember>
    <frn:cityFurniture gml:id="8268">
      <gen:doubleAttribute name="DirectionFromNorth">
        <gen:value>1.63816</gen:value>
      </gen:doubleAttribute>
      <gen:stringAttribute name="LightType">
        <gen:value>0001</gen:value>
      </gen:stringAttribute>
      <gen:measureAttribute name="Width">
        <gen:value uom="m">1.5</gen:value>
      </gen:measureAttribute>
      <gen:measureAttribute name="Length">
        <gen:value uom="m">0.15</gen:value>
      </gen:measureAttribute>
      <gen:measureAttribute name="Height">
        <gen:value uom="m">9</gen:value>
      </gen:measureAttribute>
      <frn:class codeSpace="https://www.sig3d.org/codelists/citygml/2.0/cityfurniture/2.0/cityfurniture_class.xml">1000</frn:class>
      <frn:function codeSpace="https://www.sig3d.org/codelists/citygml/2.0/cityfurniture/2.0/cityfurniture_function.xml">1150</frn:function>
      <frn:usage codeSpace="https://www.sig3d.org/codelists/citygml/2.0/cityfurniture/2.0/cityfurniture_usage.xml">1150</frn: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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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Fig. 14에는 CityGML LoD1 MultiSurface로 생성된 도로 객
체를 나타내었다. 차선과 도로 종류에 대한 속성이 도로객체
의 하위 객체로 입력되었으며 좌표계는 다른 객체들과 동일한 
EPSG:5186로 설정하였다. 

Fig. 14. CityGML road generation result

Table 16. CityGML document of road feature

4.3. 유효성 검증

실험을 통해 생성된 CityGML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
증을 위하여 TUDelft에서 개발한 CityGML 검사도구인 
val3dity(https://github.com/tudelft3d/val3dity) (TuDelft, 2017)
를 이용하였다. val3dity는 XML로 작성된 3D 기하정보 뿐만 
아니라 obj, cityjson 등 3D 모델의 유효성 검사에도 이용된다. 

val3dity를 사용하면 GML객체에 대해 공간상에서 객체의 중
첩, node와 edge의 수 확인, 폐곡선/폐곡면 검증, 곡면의 방향
성 등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Table 17에 나타
내었는데 건물을 제외한 모든 객체들에서 기하적인 오류는 발
견되지 않았다. 건물에서 나타난 오류의 경우, 원본 데이터의 
편집오류로 인하여 불필요한 건물 또는 기하정보 중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그 예시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Table 17. Validation test

type No. validity(%)
building 14806 99.85
bridge 198 100
tunnel 8 100

city 
furniture

satety sign 5063 100
traffic sign 267 100
traffic light 1514 100
pedestrian 

signal 1392 100

street lamp 9177 100
bus station 260 100

            (a) Useless feature                     (b) overlapped
Fig. 15. Validation error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전역에 대해 대규모로 CityGML 객체
들을 생성하였으며 각 객체의 기하정보는 기존 서비스들에서 
제공하는 3ds 포맷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생성한 객
체의 종류는 건물, 도로, 교량, 터널, 도시시설물이며 CityGML
에서 각 객체에 대해 정의된 LoD 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LoD2 이상의 객체를 표현할 때 3D mesh를 CityGML의 기하
정보 표현 방법인 gml:MultiSurface로 변환하고 각 서피스의 의
미론적 속성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CityGML 
객체의 완성도를 높였다. 도시시설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도
로 중심선 및 객체의 위치를 함께 사용하여 객체의 회전각을 계
산, 다수의 도시시설물을 표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차원 
도로 폴리곤과 DEM을 함께 활용하여 다양한 CityGML 객체

구분 gml document

속
성

<core:cityObjectMember>
    <tran:Road>
      <gen:intAttribute name="차선">
        <gen:value>4</gen:value>
      </gen:intAttribute>
      <gen:stringAttribute name="도로종류">
        <gen:value>고속도로</gen:value>
      </gen:stringAttribute>

기
하
정
보

<tran:lod1MultiSurface>
        <gml:MultiSurface srsName="EPSG:5186" srsDimension="3">
          <gml:surfaceMember>
            <gml:Polygon>
              <gml:exterior>
                <gml:LinearRing>
                 ...                                        
<gml:posList>222341.63246477337 429916.7262469926 
24.37513542 222341.4907504865 429917.67580413574 24.37513542
</gml:posList>
                </gml:LinearRing>
              </gml:exterior>
            </gml:Polygon>
          </gml:surfaceMember>
        </gml:MultiSurface>
      </tran:lod1Multi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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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구성하였다. 각 객체에 필요한 공간정보 속성은 2차
원 보조 자료로부터 획득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 데이터를 수
동으로 구축하였으며 풍부한 속성데이터가 포함된 CityGML 
객체를 생성하였다. 또한, 객체 가시화 및 val3dity를 이용한 유
효성 검사결과 각 객체의 기하정보, 속성정보, 좌표계 및 텍스
처 정보가 CityGML 스키마를 준수함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
구들은 국지적인 영역에 대해 소규모 데이터를 작성하여 넓은 
지역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았으며 대규
모로 데이터를 제작한 연구들은 기하정보의 재현에 치중하여 
공간정보로서 객체의 속성이 부족하고 의미론적 속성이 생략
되어 CityGML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객체들은 LoD, 기하정보 표현 및 gml 스키마
를 모두 준수하면서도 대규모 데이터를 자동을 처리, 구축하
고 공간정보 속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
되며 다양한 종류의 CityGML 객체 사례들에 대해 자동화 프
로세스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의미론적 속성 구
축 시 서피스가 오분류 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으며 교량 객
체의 복잡한 기하 형태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의미론적 속성분류 방법론
의 정확도를 높여 완성도 높은 데이터를 제작하는 방안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각 객체 및 지형 간 중첩 부분의 묘사를 위
해 TINRelief객체를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도시모델의 완성도
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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