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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갱신을 한 3차원 일반화와 논리  오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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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p update is required to provide up-to-date information. In update process, the most adequate 

generalization is to be applied to all scales of maps simultaneously. Most of existing maps are 

composed of 2D data and represented in 2D space. However, maps for next generation are to be 

generated with 3D spatial information including ortho-images and DEMs. Therefore, 3D 

generalization is necessary for 3D digital map update. This paper proposes methods for 3D 

generalization and correction for logical errors possibly accompanied with generalization. 

1. 서론

  수치지도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실세계에 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매개체이며, 향 후 수

치지도는 다양한 활용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3차원 지형공간정보, 정사 상, DEM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수치지도는 객체를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공간  속성정보로부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웹을 통하여 유통할 수 있

는 기술이 요하다. 

  지도는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하여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갱신이 필요하다. 부분

의 지형도는 여러 가지 축척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축척의 지도를 갱신함으로써 모든 축

척의 갱신이 동시에 수행되는 방법을 용함으로써 갱신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러한 갱신에 있어서 핵심기술은 일반화를 한 데이터 처리과정이다. 

  기존의 일반화에 한 연구는 2차원 지도를 한 방법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

치지도를 효율 으로 모든 축척의 지도를 동시에 일반화하고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다. 그러나 기존의 2차원 수치지도와 다르게 3차원 수치지도의 일반화는 2차원 수치지도의 

일반화 과정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논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수치지도의 일반화에 한 연구와 일반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논리  오류에 한 

수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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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ouglas-Peucker를 이용한 2차원 일반화

2. 수치지도

 2.1 수치지도 갱신

  국내에 리 사용되고 있는 수치지도와 함께 수치지도의 편집  갱신의 필요성과 요성

이 증 되어 가고 있다. 수치지도를 편집  갱신하는 방법에는 사진측량, 지상측량, 인공

성의 활용 등 많은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모든 축척별 갱신을 해서 작업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같은 지역에 해서 축척별로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 시간 인 

문제로 인하여 제한 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2.2 수치지도 일반화

  수치지도 갱신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하나의 객체에 하여 갱신을 할 경우, 수치지

도의 모든 축척에 하여 갱신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해 수치지도 일반화가 필요하다. 일

반화는 축척 지도에서 표 하는 객체를 소축척 지도에서 표 할 경우 복잡한 모양의 객체

를 단순한 모양으로 표 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에 묘사된 지형지물의 시각  인지효과를 향

상시켜 사용자가 필요한 지리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하고 지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수치지도의 일반화는 축척과 이용 목 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과정을 여러 가지의 종류로 분류하여 다양한 상황에 합한 알고리즘

을 사용해야 한다. (박경열, 1999)

3. 3차원 수치지도 일반화

 3.1 3차원 수치지도 선형객체 일반화

  3차원 수치지도의 일반화  선형객체에 한 일반화는 Douglas-Peucker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Douglas-Peucker 알고리즘은 선형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체 들을 단순화 

하는 방법으로써 단순화 정도를 결정하는 임계거리를 설정하여 필요 없는 들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선형객체의 시 과 종 을 연결한 후 그 사이에 존재하는 들로부터 시 과 종

의 연결선까지 수선을 연결하여 그 길이를 측정하고 가장 긴 거리의 을 구한다. 그리고 

그 수선의 길이가 임계거리보다 짧으면 그 을 제거하고 임계거리보다 길면 그 을 다시 

새로운 시작 으로 설정하여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결과 으로 그림 1과 같이 선형객체를 

단순화할 수 있고 Model key points를 결정할 수 있다. (황철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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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수치지도의 선형객체의 경우 Douglas-Peucker 알고리즘을 용하기 해서는 2차원 

선형객체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3차원상에서 Douglas-Peucker 알고리즘을 용할 경우 시

과 종 을 연결하는 하나의 선으로부터 평면 값과 높이 값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까운 

을 제거하기 때문에 평면상의 거리가 짧고 높이상의 거리가 길거나 평면상의 거리가 길고 

높이 상의 거리가 짧을 경우 요도가 높은 이라도 상 으로 짧은 거리로 인하여 제거

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오류 때문에 3차원 일반화를 실행할 경우 그림 2와 같이 평면과 

높이에 하여 각각 Douglas-Peucker 알고리즘을 용해야 하며 평면과 높이에서 모두 제거

되는 만을 제거해야 한다. 평면과 높이를 동시에 용한 결과는 독립 으로 용한 결과

와 다르며 더욱 일 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그림 2. 3차원 선형객체 일반화

 3.2 3차원 수치지도 건물객체 일반화

  3차원 수치지도에서 건물객체는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형객체와 달리 2차원과 

3차원의 객체 형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 건물객체는 2차원수치지도에서 면 객체로 구성되는 

반면에 3차원 수치지도에서 부피를 가진 형태이다. 따라서 일반화 방법도 객체 형태와 묘사 

수 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3 참조) (이동천, 2008;Liqiu, 

2007)

그림 3. LoD에 따른 건물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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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양한 지붕 형태

   

그림 5. 복잡한 구조의 건물

  

그림 6. 다각형 건물

   
그림 7. 복합 건물

  

if {경사각θ < 임계값ε}                            (1)

then remove a roof

if {구조물  면 A / 건물  지붕 면 (%) < 임계값ε}               (2)

then remove structures

if {사각  지붕 여백  면 /사각 지붕  면 (%) < 임계값ε}             (3)

then make up for blank spaces

if {건물 간 거리  D < 임계값ε}                         (4)

then combine buildings

  다양한 지붕 형태의 건물객체는 평면이 아닌 LoD 2(그림 3 참조)에 해당하며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지붕을 평면 형태로 묘사하고 LoD 1로 표 할 수 있다. 이를 하여 지붕의 구조

에 따라 일반화를 다르게 용하여야 하며 지붕면의 형태가 그림 4와 같이 경사가 있는 경

우에는 식(1)과 같이 수평면과의 경사각을 측정하여 임계값보다 클 경우 축척 지도에서 

표 하고 임계값보다 작을 경우 소축척지도에서 지붕 형태를 제거한다.

  그림 5와 같은 복잡한 구조의 건물은 박스 형태를 기본 으로 설정한 후 지붕의 면 을 

측정하고 박스 외 구조물의 지붕을 측정하여 식(2)와 같이 구조물 면 의 비율이 임계값 이

상일 경우 축척 지도에서 박스 외 구조물을 유지하며 임계값 이하일 경우 소축척 지도에

서 구조물을 제거한다. 

  그림 6과 같이 다각형 형태의 지붕을 가진 건물의 경우 지붕면을 기 으로 하여 사각형의 

각 선분을 연장한 선의 교차 을 꼭지 으로 하여 사각형의 지붕면을 생성한다. 한 식 

(3)과 같이 사각 지붕면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의 면 을 측정하여 비율이 임계값 이상일 경

우 축척 지도에서 지붕 형태를 유지하고 임계값 이하일 경우 소축척 지도에서 사각형의 

형태로 일반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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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건물이 집한 복합 건물과 같은 경우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일

반화 할 수 있다. 그림 7과 같이 여러 개의 건물이 복합 으로 모여 있는 경우 식(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 사이의 거리가 임계값 이하일 경우 건물을 통합하여 하나의 건물객체

로 표 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소축척 지도에서 하나의 복합 건물 단지로 표 된다.

 3.3 논리  오류 수정

  3차원 일반화를 이용하여 갱신을 하면 도로와 건물에 해서 논리 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Douglas-Peucke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3차원 수치지도 도로객체를 일반화하면 도로 양

쪽 경계선이 각각 따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림 8 (A)와 같이 일반화가 용된 후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환되며 도로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오류가 발생한다. 한 그림 8 (B)와 같이 

Douglas-Peucker에 의해 선형객체의 간 들이 제거되고 남아있는 을 연결하여 일반화를 

실시할 경우 도로 경계선이 주변 지역의 건물객체와 복되어 논리 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극단 인 경우에는 그림 8 (C)와 같이 도로의 경계선이 교차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A) 도로 폭 불규칙

        

(B) 건물 침범

        

(C) 도로 교차

그림 8. 도로 일반화에 따른 논리  오류

  이러한 논리 인 오류  도로객체는 일반화 실행  도로경계선 사이의 도로 폭을 측정

하고 일반화 이후 불규칙한 도로 폭을 기 측정된 도로 폭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방법을 제안

할 수 있다. 한 건물객체와 도로객체가 복될 경우 일반화 실행  건물객체를 미리 참

조하여 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일반화 실행 후 건물객체와 도로객체가 복되는 경

우 제거된 도로의 간 을 복구하여 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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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최근 증가하는 공간정보의 수요와 함께 3차원 수치지도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으며 한 

변화하는 수치지도의 편집  갱신을 하여 3차원 일반화의 방안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3차원 수치지도의 도로객체와 건물객체에 하여 일반화 방법을 제안하여 도로객체의 

경우 Douglas-Peucke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간 들을 제거함으로써 단순화하여 도

로를 표 하 고, 건물객체의 경우 지붕형태, 건물형태, 건물구조, 복합건물 등 다양한 

형태에 한 일반화 방안을 고려하 다.

일반화를 이용하여 갱신할 경우 논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련 이어( : 

건물과 도로 이어 등)를 참조하여 논리  오류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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