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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관제를 위한 3 차원 GIS 엔진의 설계연구에서 가장 큰 연구성과는 3 차원 구조화, 3 차원 topology
묘사등에 관한 관련 지식과 방안을 제공하고 e-Navigation 을 위한 3 차원 GIS 의 발전방향등을 제시했

다는데 의의를 찾을수 있다. 대용량 데이터 및 렌더링 처리에서의 보다나은 성능 구현등에 관한 연구

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놓았다. 
 

1. 서론 

본 연구는 3 차원 GIS 기반의 차세대 관제/감시/항해

시스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차세대 항
법시스템의 기반이 되고, e-Navigation 구현을 위한 핵
심기술이 될 수 있는 3 차원 선박관제를 위한 통합 
GIS 엔진의 설계와 활용하기 위한 구현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좀더 발전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위한 시
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술적 배경 

공간 데이타 모델링에 관련된 표준 데이타 모델들

은 ISO/TC211, SQL3, OpenGIS 의 각 Feature 모델과 
기하 모델이 있는데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내용은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했으나 DB 및 라
이브러리를 위한 스키마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표준

을 참조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1)은 공간 객체, 공간 
스키마, 그리고 개념스키마 언어의 관계를 보여준다 . 

 

(그림 1) Spartial Schema(기하모델) 

OpenGIS 와 ISO/TC211 의 데이타 모델은 상호 유사

성이 많고 특히 SQL/MM 의 기하 모델은 ISO/TC211 과 

OpenGIS 의 기하 모델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ISO 

Spatial Schema 는 2 차원뿐만 아니라 3 차원 공간 데

이터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한다. 공간객체에 대

한 기하모델, 지표 생성을 위한 TIN, Topology 를 제

시하고 있으며, 이를 3 차원 공간 데이터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다. 관련된 국내 표준으로는 ‘지리정보 

DB 설계지침(TTAS.IS-19109)’이 있으며, 개정 및 활

용을 위한 표준이 2003 년에 제정되었고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표준을 참조하여 공간객체 및 라이브러리

를 설계하였다. 
 
3. 3차원 GIS프레임워크 엔진의 설계 

다음 표는 3D GIS 프레임워크를 위해 각 기능별로 
설계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위한 세부 기능들을 보
여준다. 

<표 1> 3D 엔진의 라이브러리 세부기능 설계(1) 

 
3 차원 렌더링 되는 해양 지형의 2 차원 지도 선택

은 MAP 단계에서 수행된다. 지도선택을 하면 해당 
지도에 대한 렌더링 정보를 파일로부터 읽어 3 차원

렌더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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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D 엔진의 라이브러리 세부기능 설계(2) 

 

 

 
3 차원 처리를 위한 렌더링 엔진은 다음과 같이 기

능을 분류하여 설계하였다. 
� 자료분석 

•  IEC 파싱 정보를 받아서 메모리에 읽어오고  
렌더링 좌표로 변환 

•  각 모듈별로 필요한 정보 송부 
� 지형관리 

•  디스크에서 지형 메쉬 정보를 읽음 
•  지형은 여러 개의 타일로 나뉘어 있고 실시간 
으로 필요한 부분만 읽음 

•  타일 정보는 정적버퍼에 저장 
� 배관리 

•  디스크에서 배 메쉬 정보를 읽음 
•  자료분석 모듈에서 렌더링 좌표로 변환되어  
넘겨받은 IEC 정보를 저장 

� 광원관리 
•  날씨와 시간에 맞는 광원을 생성하고 광원에  
맞는 그림자를 생성 

� 이벤트제어 
•  줌인/줌아웃, 카메라 이동, 카메라 회전 등의  
사용자 입력을 처리 

� 카메라제어 
•  사용자 입력을 해석하여 카메라 시점을 변경. 

� 신 관리자(Scene Manager) 
•  카메라 시점과 연관된 Scene Node 를 관리 

•  효율적인 관리위해 트리형의 자료구조를 사용. 
•  화면에 그려줄 Vertex 정보를 관리. 

� 애니메이션 
•  IEC 파싱 정보를 바탕으로 화면에 그려주기  
위한 중간 좌표 계산 

•  계산된 좌표를 Scene Manager 로 전달. 
� 렌더링 메인 

•  구성된 장면을 화면상에 실제로 드로잉. 
� 특수효과 

•  파도, 안개, 눈, 비 등의 특수효과를 표현. 
� Material Manager 
•  표면속성을 관리. 

 

(그림 2) 렌더링 엔진 구성도 

 
4.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 선박관제분야에서 3 차원 GIS 서
비스를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기능 및 기술

들을 정리,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실시간 3 차원 지형생성을 위한 
DB 를 어떻게 빨리 추출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데
이터를 이용하여 구현 했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증
강현실을 GIS 에 접목하여 선원이나 관제사를 위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통합 운용성이 높은 차세대 
IT 융합기술을 해상이나 선박과 접목하는데 추가 연
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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