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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GIS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한 3D 모델의 더링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일반 으로 Discrete 
LOD 기법이 용된다. 하지만 u-GIS의 3D 건물 모델은 그 복잡성이 매우 높아 LOD 단계별로 모델을 

직  생성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효율 이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본 3D 모델을 활

용하여 하  LOD 단계의 모델을 메쉬 간략화 알고리즘인 QEM 기법을 통해 생성하는 로그램을 구

하 다. 로그램은 다양한 3D 모델의 데이터 포맷을 입력받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용성을 높

이고, 생성되는 모델의 결과를 바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 다. 몇 

개의 실제 3D 건물 모델로 실험을 수행하여 로그램의 성능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 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ITA-2009-C1090-0902-0040)

1. 서론

  u-GIS 공간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보다 실감 인 효과

를 나타내기 한 3D 모델의 시각화 기술에 한 요구가 

증하고 있다. u-GIS 3D 모델은 복잡한 경우 모델의 정

보를 나타내는 삼각 메쉬의 수가 수백만에 이르는 용량 

데이터이다. 이런 3D 모델을 그 로 더링 할 경우 연산 

량이 지나치게 많아져 효과 인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원본 모델의 간략화를 통해 단계별 상세화(LOD; Level 

Of Detail)를 구축하고, 카메라 시 에 따라 이를 활용하

여 3D 모델의 더링을 최 화하게 된다.

  본 논문은 u-GIS 공간정보를 효과 으로 시각화하기 

해 필요한 3D 모델의 LOD 리 로그램을 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양한 3D 모델의 데이터 포맷에 

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화면에 표 된 모델을 보며 

하게 메쉬 간략화를 진행할 수 있다.

2. LOD 알고리즘 고찰

  LOD 방법은 더링 속도를 확보하기 해 (그림 1)처

럼 상세도가 다른 모델들을 여러 단계로 구축하고 카메라 

시 과 모델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른 상세도로 객체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그림 2)와 같이 멀리 보이는 객체는 

화면상에서 작게 표 되기 때문에 원래의 모델보다 상세

도가 조  떨어져도 인간의 이 인식하기에는 비슷해 보

이게 된다.

(그림 1) 토끼 모델의 LOD 구축 

(그림 2) 거리에 따른 모델의 배치

  LOD 방법은 모델을 생성하는 시 에 따라 크게 두 가

지 종류로 구분되어 지는데, Continuous LOD는 더링 

단계에서 모델을 간략화 하여 표 함으로써 정확하고 정

한 표 이 가능하고 카메라 이동에 부드러운 환을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지만, 실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계산 

량을 더욱 증 시킨다는 단 이 있다. 반면, Discrete 

LOD는 미리 단계별 모델을 생성한 뒤, 더링 시 단계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이동에 따른 포핑

(popping) 상이 생길 수 있지만, 많은 모델을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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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링 할 때에도 빠른 성능을 보임으로써 실시간 더링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3D 모델의 생성 시 LOD를 한 여러 단계의 모델을 

모두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주로 원본 모델을 간략화 하여 하  단계의 모델을 생성

하게 된다. 원본 모델의 정 과 메쉬를 게 가지면서도 

원래 모델의 상을 잘 유지하도록 좋은 근삿값을 제공하

는 여러 메쉬 간략화 알고리즘들이 연구되어 왔다. 

Garland와 Heckbert는 (그림 3)과 같은 에지 축약(edge 

contraction) 방법을 이용하여 메쉬 모델을 간략화 하는 

QEM(Quadric Error Metrics)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

는 에지를 축약하기 해 두 정 을 합병할 때 생기는 평

면의 왜곡 값을 이차(quadric) 형식으로 표 하여 이 값이 

가장 최소가 되는 에지부터 선택 으로 제거해 나가는 방

법이다.

(그림 3) 에지 축약 방법

 

  Quadric은 하나 이상의 평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4x4 

행렬이다. 정  v와 평면들을 표하는 Q=(A,b,c)가 주어

지면, vTQv는 정 으로부터 각 평면까지의 거리의 합을 

나타낸다. 

  이때, A는 3x3 matrix, b는 3-vector, c는 scalar이다. 

각 정 으로부터의 평면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정 으로

부터 임의의 거리 안에 있는 평면에 해서만 계산을 한

다. 

  (식 1)

  즉, (그림 3)에서 들이 이루고 있는 삼각형의 평면의 

방정식을 ax+by+cz+d=0 (where a2+b2+c2=1) 라고 할 때, 

 v1의 x, y, z값을 입하면 0이 나온다. 그러나  v1 

이 v2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오류가 나기 시작한다. 이 오

류 값의 제곱을 이차 오류라 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에

지가 없애기 가장 좋은 에지가 된다. 

  식으로 나타내면 평면 p=[a b c d]T 라고 할 때, 에러 

값은 다음과 같다.

             (식 2)

  이를 다시 quadratic 형태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where

(식 3)

  여기서 fundamental error quadric Kp를 사용하여 평면 

p에서의 모든 의 거리를 찾을 수 있다. 에지 축약에 의

해 두 정 이 하나의 정  v로 취합되면 취합된 정 은 

이  두 정 의 Q matrix들의 합을 자신의 Q matrix로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각 정   마다 축약 비용을 계

산하여, 비용이 은 에지부터 차례로 축약하면서 모델을 

축소해 나간다.

3. u-GIS 3D 모델의 LOD 리 로그램

  u-GIS 공간정보는 도심 같은 경우 여러 복잡한 3D 모

델들을 동시에 표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

문에 빠른 더링을 한 모델별 LOD를 미리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u-GIS 공간정보의 표 인 건물 객체

의 경우 아 트 같은 단순한 구조의 모델부터 복잡성이 

상당한 모델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의 특성

에 맞는 LOD를 구축해야 한다. 한, 3D 모델의 표 을 

한 다양한 데이터 포맷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 

포맷으로 모델을 입·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u-GIS 3D 모델의 LOD를 리하기 한 

로그램을 구 하고 실제 몇 개의 3D 건물 모델로 이를 

실험해 보았다. 구 을 하여 Visual C++언어와 MFC를 

사용하 으며, OpenGL 라이 러리와 QEM 알고리즘이 

구 되어 있는 MixKit 라이 러리를 활용하 다. (그림 4)

는 개발 로그램의 구조도로 최  원본 모델 일을 

import하여 데이터 포맷을 변환한 뒤 하게 모델을 간

략화하고 포맷을 재 변환하여 일로 export하는 구조로 

설계하 다.

  지원되는 3D 모델의 데이터 포맷은 Michael Garland's 

SMF(*.smf), DirectX ASCII mesh(*.x), PLY 

ASCII(*.ply), VRML Scene ASCII(*.wrl) 등이 있으며, 

추후 쉽게 추가가 가능하다. 로그램 내에서 3D 모델을 

표 하기 한 자료구조는 <표 1>과 같다.

 

(그림 4) 개발 로그램의 구조도

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9. 4)

- 149 -



int numVertex;   // vertex 수

float *p1, *p2, *p3;  // vertex point

int numFace;   // face 수

int *f1, *f2, *f3;   // face coordinate

float *n1, *n2, *n3;  // normal vector

float *u, *v;   // UV coordinate

float *r, *g, *b;   // color

bool isTextured;   // texture 포함 여부

char Texture_name[512]; // texture file name

float bounding[2][3]; // bounding box

float trs[3][3];   // transform, rotation, scale 정보

<표 1> 3D 모델 표 을 한 자료구조 

  (그림 5)는 구 된 로그램의 실행 화면으로 ▼, ▲ 버

튼으로 최  단계 모델(LOD level N)의 간략화 정도와 생

성할 LOD의 총 단계 숫자(N)를 선택하면 로그램은 그

에 따라 여러 단계의 간략화 모델을 자동 생성하여 일

로 출력하게 된다. 사용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며 

최  단계 모델의 간략화 정도를 선택하게 하여 객체의 

모양을 최 한 유지하면서도 데이터양을 최 으로 하는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 로그램의 실행화면

  실험 해 실제 3D 건물 모델 3개를 선택하여 본 로

그램으로 4단계의 LOD를 구축한 결과가 (그림 6)에 나타

나 있다. (a) 모델 A는 원본의 약 10%까지 간략화를 진행

하여도 건물의 윤곽을 잘 보존하고 있다. 원본 모델(Level 

0)이 72,151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Level 3 모

델의 경우 7,215개의 삼각형만으로 략 인 건물의 형태

를 표 하고 있고, 일 크기도 히 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b) 모델 B, (c) 모델 C도 각각 원본 모델의 

상을 유지하는 50%, 10%까지 간략화를 하여 Level 3 

모델을 생성하 다. Level 1과 2의 모델은 원본과 Level 3 

모델 사이의 각각 2/3, 1/3에 해당하는 삼각형 수를 가지

도록 생성된다.

  

Level 0

vertex : 50,793

face : 72,151

file size :  2,433

Level 1

vertex : 39,419

face : 50,502

file size :  1,824

Level 2

vertex : 28,261

face : 28,860

file size :  1,222

Level 3

vertex : 12,657

face :  7,215

file size :    481

(a) 모델 A (건물)

Level 0

vertex : 20,153

face : 17,802

file size :    839

Level 1

vertex : 18,491

face : 14,774

file size :    752

Level 2

vertex : 17,033

face : 11,927

file size :    673

Level 3

vertex : 14,375

face :  8,901

file size :    554

(b) 모델 B (건물)

Level 0

vertex : 65,062

face : 69,582

file size :  2,849

Level 1

vertex : 53,100

face : 48,707

file size :  2,231

Level 2

vertex : 41,780

face : 27,830

file size :  1,632

Level 3

vertex : 19,992

face :  6,958

file size :    707

(c) 모델 C (테니스장)

(그림 6) 실험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u-GIS 공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3D 모

델의 LOD 리를 수행하는 로그램을 구 하고 실험을 

통해 로그램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u-GIS 공간정보의 

경우 추후 모바일 기기 등 3D 모델의 계산 처리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빠르게 제공되어 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u-GIS 모델들의 더링 속도를 효과 으로 이

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9. 4)

- 150 -



기 한 여러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LOD 기법은 이를 

소 트웨어 측면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논문이 u-GIS 공간정보 기술을 보다 발 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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