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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BS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가시권 분석 모델 개발

류정상*․김흥섭*․김충식**

*강릉원주 학교 학원 환경조경학과․**강릉원주 학교 환경조경학과

Ⅰ.서론

GIS기반에서일정한크기의격자로지형정보를구축하여가

시여부를평가하는것은계획정보를획득하기어려운 범 한

지역에효율 이다.경 자원의가시여부를산출하는작업은잠

재 인경 특성을 악하거나경 의변화를 측하고설명할

수있는장 이있다.GIS의가시권분석은처리속도가매우빠

르면서 숙련된 계획가의 경험과 차이가 없는 결과를 제공한다

(HEJieetal.,2002).더나아가GIS의가시권분석을 첩하여

산출되는 가시도와시각노출도는직 으로 단할수없

는종합 인분석자료를제공한다(김충식,2006;한기 등,2009;

김충식 등,2011).

그러나표고모형의격자(cell)크기에따라분석에편의(bias)

가발생하고,격자별로1개의고도값이기록되어수직형이나부

정형 건물,부양형 교량 등의 정보는 다루지 못한다.래스터의

격자구조를사용하는모델의한계를극복하기 해Ecotect
1)
이

나Geoweb3D
2)
와같은벡터방식의가시권분석 로그램이

안으로등장하고있다.벡터모델은교량,고가도로,건물,지형

데이터모두를실제와유사하게구 하고 선추 (raytracing)방

식을사용하여 실성과효율성이높지만,가시권분석을산출하

는 로그램은 개발되지 않았다.

본연구는 경 분석의 정확도를향상시키기 해지형데이

터를 효율 으로 다루는 NURBS기반의 벡터형 3차원 가시권

분석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Ⅱ.이론 고찰

1.데이터 구조에 따른 가시권 분석 방식의 비교

래스터 방식의 가시권 분석은 TIN(불규칙 삼각망),sRSG

(steppedRegularSquareGrid),tRSG(triangulatedRSG)등의

데이터형태로구축된지형모델을사용한다.sRSG방식은 용

량의데이터를구축하여처리속도가빠르고연산이용이하여가

장 리 사용된다.

sRSG에서가시권분석은시 과 상격자사이에가시선을

작성하고,가시선을 과하는격자들이차폐되는것으로계산한

다.조망 에서지형의모든격자를 상으로가시선 과여부

를 반복하여시행된 결과가 가시권분석이된다.격자형방식은

지형에건물이나고가도로등높이를합산하여가시권분석을수

행하지만 고층건물이나 교량 등의 높이 구 은 부정 이다.

한편,벡터방식의가시권분석은시선과조망 상과의교차

을연산하는방법으로가시여부를 단하여투시도를작성하

거나 랜더링을 구 한다.지형과 건물을 사각면의 메쉬(mesh)

와 표면(surface)으로 구 하는 방식은 형태 표 이 용이하여

실제와유사한경 을구 할수있는장 이있다.그러나시선

과사각면의교차여부를일일이계산하는데연산에부하가발생

하며,지형의굴곡을정 하게표 하기 해서는메쉬의용량

이 증가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이상복 등,2010;박은희 등,

2011;Pottmannetal.,2007).이에비해스 라인을이용하는

NURBS곡면(Non-UniformRationalB-Splinessurface)은 매

우복잡한지형을 은수의조정 과낮은차수의다항식으로

빠르게 표 할 수 있다. 한 랜더링,음 ,가시성,가공 등의

곡면해석에필요한다양한기하학 도구를제공하여지형분

석에효과 이다.NURBS곡면은분할기법과 추 (raytracing)

방식을사용하여가시성을연산하므로처리속도가빠르고 용

량으로지형을효과 으로다룰수있어가시권분석모델로서

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양정삼,1997;Kaihuaietal.,1996).

2.인간의 시지각을 고려한 가시도의 산출

조망 상의가시도를분석하는 것은 시 의 수에 따라 가시

권분석(viewshed)과 가시도(cumulativeviewshed)로구분

된다.단일 시 의가시권분석결과를합산하여 산출하는

가시도는다수의조망 으로부터조망기회가높은지역을분석

하는데사용된다.그러나가시여부를비트값(1과0)으로표

하는가시권분석결과값을합산하는방식으로가시거리나시지

각 특성을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있다. 가시도를연산할

때조망 상의크기를가시거리에반비례하여인지하는인간의

시지각특성을반 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Caldwelletal.,

2003;권지훈,2011a;권지훈,2011b).지 까지 래스터방식의

가시권분석은비트방식으로산출되어단순합산만가능하지만,

벡터방식은조망 상으로의가시거리를연산할수있어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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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방식의 산출이 가능하다.

Ⅲ.연구 방법

1.연구 상지 조망 선정

지형과 고층건물,공 부양형 구조물을 동시에 검토하기

해서서울시성동구 호동의서울숲푸르지오아 트와 호14

주택재개발구역을 상지로선정하 다. 상지는달맞이 공

원녹지가배후에있고고층아 트가 집되어있으며,고가도

로인 두모교가 남단에 있어 다양한 지형지물의 검토가 가능하

다.조망 은 상지로의조망이 가능한 응 산산책로와 두모

교,한강유람선운행구간에서각각5개씩총15개지 이선정되

었다.건물에 한가시권분석의효과를검토하기 해서서울

숲푸르지오와 호14주택 재개발구역의 아 트 유무의 경 을

비교하 다.

2.연구방법 내용

래스터방식과벡터방식 로그램을이용하여 데이터를구

축하고가시권분석과 가시도분석결과를비교하 다.래스

터방식은Arcview3.3에서1:1000축척의수치지도를이용하여

그림 1.연구 상지 조망 치도

경 변화 격자크기
조망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건설
5×5m 10:41 11:24 10:26 10:26 10:29 11:29 13:24 10:51 10:51 10:51 11:15 11:04 11:00 11:14 11:42 11:08

10×10m 02:50 02:50 02:49 02:50 02:50 02:54 02:59 02:53 02:53 02:52 02:57 02:57 02:53 02:54 03:03 02:54

건설 후
5×5m 17:36 16:46 20:03 20:03 13:33 19:30 25:33 20:07 20:07 13:27 16:41 16:41 14:17 14:17 21:29 18:01

10×10m 03:50 04:40 03:32 03:33 03:34 03:32 03:50 03:26 03:26 03:25 04:13 03:10 03:05 05:37 05:01 03:52

표 1.VE3D의 가시권분석 소요시간 (단 :min:sec)

a:Arcview3.3의 수치 표고 모델 b:Rhinoceros5.0의NURBS모델

그림 2.가시권 분석에 사용된 지형+건물 모델

그림 3.VE3D의 가시권 분석 계산 모듈

상지지형의표고와건물의높이를합산한그리드데이터형

태로구축한후분석을실시하 다.벡터방식은Rhinoceros5.0

에서NURBS곡면으로지형을작성하고,건물과고가도로를표

면(surface)으로제작한후,가시권분석을 해개발된VE3D를

사용하여분석을수행하 다
3)
.격자크기를1×1m,5×5m,10×10m

등으로달리한표고모델을제작하여데이터크기에따른편의

를분석하 다
4)
.분석 로그램은WINDOWS7OS,IntelCore

i57602.80GHzCPU,4GBDDR3RAM,NVIDIAGeForceGTS

250,7200RPM SATAHDD환경의 PC에서 운용되었다.

Ⅳ.연구결과

1.VE3D의 가시권분석 수행속도

건설 경 에서VE3D의가시권분석연산시간은5×5m에

서최소10분26 (지 3,4),최 13분24 (지 7),평균11

분 08 가 소요되었으며,10×10m에서 최소 2분 49 (지 3),

최 3분 3 (지 15),평균 2분 54 가 소요되었다.건설 후

상경 에서연산시간은5×5m에서최소13분27 (지 10),

최 25분33 (지 7),평균18분1 로증가되었다.10×10m

에서도 최소 3분 5 (지 13),최 5분 37 (지 1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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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52 가소요되었다.30개동을이루는표면개체에 한차

폐계산이증가하므로인해연산시간이1.5배～2배가까이증가

되는것으로 나타났다.소요시간을 비교한결과다수의조망

에 한가시권분석은최 30분이소요되는5×5m의모델은효

율성이낮을것으로보인다.그러나10×10m모델은연산시간이

3분 에분포하여다수의조망 에 한분석에사용가능성이

높다고 단된다.

2.격자 크기별 가시권 분석의 오차율 비교

격자 크기별로 가시권 분석에서 산출된 가시지역의 비율과

범 를 비교하 다.Arcview는 격자크기에 따라 가시면 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번 지 의 경우 10×

10m에서가시면 의산출에오류가발생하는것을알수있다.

이는조망 을계산하는격자의크기가커서1×1m의격자에서

는조망되는것으로 단되는지 이10×10m격자에서는조망

되지 않는 것으로 연산되는 것에 기인한다.

ArcView의 1x1m결과가 VE3D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는

것을볼수있다.VE3D는경 평가나분석에서사용되는수치

지도의정 도와산출시간을고려할때5×5m의격자를이용하

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ArcView내에서는 1×1m와

5×5m에 한가시비율면 에 한차이가 게산출되는것으

로 볼 때,ArcView의 5×5m를 갖고 VE3D와 비교해도 무난할

것으로 단된다.

이에비해VE3D는가시지역의면 에서격자크기의 향이

크지않은것을알수있다.격자크기별가시지역면 의상 오

차율을비교하여보면Arcview는평균10～17%의오차율을보

이는반면VE3D는5%미만의낮은오차율을보이는것으로나

타났다.VE3D에서가시권분석이격자크기에 향을크게받지

않으므로,연산속도가비교 은10×10m크기의모델을사용

하면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경 변화 로그램 격자크기
조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건설

Arcview

1×1m 59.6 64.4 64.4 66.4 67.6 42.2 43.0 40.2 33.8 29.5 15.1 16.2 17.2 17.9 18.6

5×5m 64.0 67.6 68.8 69.3 70.3 56.9 52.8 48.9 36.3 30.6 17.1 18.3 19.5 20.0 20.6

10×10m 67.5 70.5 72.4 71.8 72.7 50.0 11.5 45.5 40.9 36.4 19.5 21.1 21.8 22.2 23.2

VE3D
5×5m 56.6 60.6 63.1 63.3 63.9 52.5 48.4 41.1 35.3 34.1 24.2 26.1 27.5 28.6 28.7

10×10m 54.7 58.9 61.3 61.5 62.4 50.4 45.9 38.4 33.4 31.9 23.3 24.4 26.1 27.5 27.2

건설후

Arcview

1×1m 8.9 8.8 7.3 9.8 11.9 9.9 9.4 9.7 9.1 8.7 11.7 12.1 12.4 12.8 12.9

5×5m 7.7 7.6 7.7 8.9 10.4 12.3 10.2 10.5 7.8 6.1 13.1 13.4 13.8 14.0 14.2

10×10m 9.8 9.9 11.1 11.4 13.0 11.7 3.0 10.5 10.6 10.9 14.3 15.0 15.6 15.4 15.2

VE3D
5×5m 10.2 10.0 13.9 13.5 15.8 17.4 12.4 10.7 10.9 11.2 13.4 14.0 14.2 14.7 15.1

10×10m 10.8 10.7 14.2 13.7 16.2 17.2 12.1 10.4 10.5 10.7 13.0 13.6 13.9 14.6 14.7

표 2.조망 별 가시지역 비율 (단 :%)

a:가시면 의 상 오차율(건설 )

b:가시면 의 상 오차율(건설 후)

그림 4.Arcview가시면 의 상 오차율
범례:

3.가시권 분석의 정확도 비교

Arcview3.3와 VE3D에서 각각 5×5m와 10×10m에서 산출된

가시권분석결과를 비교하 다.각크기별가시권분석도를 비

교하여차이가발생한가시지역을표기한이미지를제작하여3

차원모델에매핑한후각조망 에서인간의시지각과유사한

시뮬 이션 이미지를 작성하여 비교하 다.

비교결과건설 경 에서Arcview만찾아내는 역이부분

으로산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반면에VE3D만찾아낸가시

지역은넓게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주로고가도로에의한

차폐지역과 건물과 건물 사이로 조망되는 지역들이 포함된다.

이는Raster방식의 Arcview가 구 하지못하는 가시여부 단

을NURBS기반의VE3D에서정확도가높게수행할수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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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층아 트 건설 경

a:5×5m b:10×10m c:시뮬 이션 이미지

B.고층아 트 건설 후 경

a:5×5m b:10×10m c:시뮬 이션 이미지

그림 5.13번 조망 (한강)에서의 가시지역 산출 정확도 비교
범례: Arcview, VE3D, Both, Invisible

증명하는 것이다.

4. 가시도의 산출

Arcview3.3와 VE3D에 따른 가시도를 비교하기 해서

로그램별로 각각 5×5m에서 산출된 가시도 결과를 비교

하 다.Arcview는Raster방식으로산출된가시권분석도를합

산하여 가시도를 산출하는데 한정되었지만,VE3D는 합산

된 좌표에 기록된 가시거리를 활용하여 거리가 면 가

된 가시도의 작성이 가능했다.

A.고층아 트 건설 경

a:Arcview가시빈도 b:VE3D의 가시빈도 c:VE3D의 거리가 d:VE3D의 면 가

B.고층아 트 건설 후 경

a:Arcview가시빈도 b:VE3D의 가시빈도 c:VE3D의 거리가 d:VE3D의 면 가

그림 6. 가시도 산출 결과

건설 경 에서Arcview와VE3D의가시빈도는유사한분

포를이루지만,VE3D는빈도분포가세 하게이루어지고있으

며,고가도로에서의가시계산으로 인해 상지 동북과동남지

역은다소다른경향을나타내고있는것을알수있다.건설후

는 고층아 트 입지로 인해 가시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다.거리가 과면 가 은조망거리 는조망거리의제곱으로

나 어단순한조망빈도에가 치를반 하여작성되었다.거리

가 은 상지남쪽의 앙이면 가 은 상지동쪽의하단부

가가시도가우수한것을나타내고있어가시빈도와다르게해

석될수있다.즉,먼곳의조망 에 한 향력을낮추고근

한조망 의 향력이높게반 하면부지 앙부 는남측의

조망이높게발생하므로경 향이크게발생하는것은

상지 앙과 동측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Ⅴ.결론 시사

본연구는경 분석의 정확도를향상시키기 해지형데이

터를효율 으로다루는NURBS기반의3차원가시권분석

로그램을 개발하는것을목 으로 하 다.연구결과 벡터형 가

시권 분석을 해 개발된 VE3D는 Arcview3.3에 비해 세 한

가시지역의 검출이 가능했으며,가시지역이 Arcview와 유사하

게산출되는것으로검증되었다. 한고가 는수직형구조물

의 형상을 반 한 가시권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E3D는격자크기10×10에서가시권분석을수행한다면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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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유지하면서작업효율을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앞으로

다양한지형과건물에 한추가검토가이루어진다면VE3D이

실제 인경 을구 하여 실성이높은가시권분석의결과물

산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___________

주 1.Autodesk에서 개발한 일조분석,가시분석 등의 벡터기반 환경분석

로그램(http://www.autodesk.com).

주 2.실시간으로 가시권분석이 가능하지만 건물이나 구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http://www.Geoweb3d.com).

주 3.VE3D(VisualExposure3D)는 연산 컴포 트를 연결하여 형상 생

성과 연산 기능을 제공하는 Rhinoceros5.0 러그인의 한 종류인

Grasshopper0.8.0066WIP(http://www.grasshopper3d.com)을 이용

하여 개발되었다.

주 4.VE3D에서 1×1m크기는 연산시간이 기하 수 으로 격하게 증가

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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