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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구 을 한 3D-Web GIS 기반의 가상도시 시스템

Virtual City System Based on 3D-Web GIS for U-Cit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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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IT산업 기술의 발 으로 U-City가 국 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유비쿼터스를 효과 으로 구 하기 해 도시 구

성요소 표  매체인 수치지도(map)와 성 상, 인터넷 가상세계구  표  언어인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를 이용하여 실세계의 U-City를 그 로 모사한 3차원 3D-가상도시 개념을 정립하 다. 가상도시(V-City)에

서는 USN기반의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지능형 서비스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상황인지 하기 하여 실시간 유, 무선 

통신 네트워크와 연계시킨 가상도시 개념을 통해, 방 한 양의 유비쿼터스 정보와 서비스를 효율 으로 제어, 처리하기 

한 HTML 자바 애 릿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EAI(External Authoring Interface)방식을 채용하여 RFID/USN으로 구

축된 도시 생활정보를 효율 으로 연동시킴으로써 지능화된 유비쿼터스 컴퓨  생활서비스를 구 하는  세계 공간 치

개념의 GPS, LBS, 내비게이션 시간개념의 RTLS와 함께 4차원개념의 유비쿼터스 가상도시(U&V-City) 시스템을 제안하

다.

핵심용어 : 유씨티, 유비쿼터스, 가상 실, 지리정보시스템, 가상도시

Abstract

U-City has been promoted nation-wide by development of recent IT technology. This paper studied the concept of 3D-virtual 

city in order to realize the current Ubiquitous City(U-City) efficiently, and to manage all the RFID/USN monitoring data in the real 

U-City.  3D-Virtual City is the concept of the reproduction of real world U-City, for embodying Ubiquitous technology while using 

Digital map, satellite image,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U&V-City is the four-dimensional future city that 

real-time wire/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and 3D-web GIS shall be connected that massive database, intelligent service be 

perceived through employing EAI(External Authoring Interface) that provides HTML&JAVA, and interface for efficient 

removal/process of massive information/ service and also by employing GPS/LBS/Navigation in support of world-wide orientation 

concept, and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

Keywords : U-City, Ubiquitous, Virtual Reality, GIS, V-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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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U-City란 Ubiquitous와 City의 합성어로 최첨단 IT기술

을 집 성한 유비쿼터스 도시․정보 인 라가 도구가 아닌 

환경으로서 상황인지(Context awareness)에 의해 실의 

도시공간에 융합된, 차세  지능형 미래 도시이다. 이러한 

U-City 개념은 그 동안 비약 으로 발 한 IT산업의 RFID, 

USN, BcN, 가상 실 등 핵심기술과 1988년 미국의 마크

와이 가 제창한 Ubiquitous computing(언제(Anytime), 

어디서(Anywhere)나, 어떤 디바이스(Any device)를 통해

서도 컴퓨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생활  사물 

인 라에 내재되어있는 컴퓨  자원을 활용하여, 인간의 본

능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상황인지와 지능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는 미래의 컴퓨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

다(정혜선, 2006).

최근에 지어진 U-City의 경우 통합 제를 한 도시통합

운 센터에서는 CCTV 등 각종 센서와 U-City내의 모든 서

비스를 한 백본망․ 근망 등 IT 인 라가 설치되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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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V City의 기본 방향

그림 2 가상 실 기술의 용 사례

분야 내용

건설교육
토목시설물 등의 구조와 원리 등을 증강 실을 통해 가

시화함으로써 탁월한 교육효과 가능

시설물 

유지 리

지하매설물과 같이 비가시 인 시설물들을 증강 실기

술을 이용하여 실세계에 나타냄으로써 효과 인 유지

리 가능

도시방재

가상 실 기술을 이용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를 미리 

측하고, 3차원 시각화를 통한 사실 인 표 으로 재해 

발생 시 응능력 향상 

지리정보
비가시 인 지리 정보를 실세계와 융합하여 3차원 가시

화하는 국토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가능

설계시공
실제 시공될 구조물의 3차원 가시화를 통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제거 가능

표 1 가상 실 기술 활용 분야(건설산업)

의료, 환경, 교통, 도시경 , 안 , 복지․편의, 기반시설 

리 등 유비쿼터스 서비스와 련된 모든 통제․ 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U-City의 모든 도시 구성요소와 모

든 사물에는 RFID/USN이 내재되어 방 한 양의 지능화된 

도시 구성요소의 정보를 수집, 분석, 리하는데 많은 어려움

이 따르고 수집된 정보를 효율 으로 활용하는데 다소 한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U-City에서는 도시공간 도처

에 리 퍼져있는 수많은 컴퓨터와 RFID/USN의 데이터와 

지능형 서비스 요구량이 폭발 으로 증가하므로, 이를 어떻

게 효율 으로 처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시 리자와 

사용자에게 인공지능을 갖게 되는 지능형 사회기반시설에 

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가 U-City 구 의 핵심이다(서

정 등, 200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City의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

을 효율 으로 실 하기 해 도시 구성요소 표  매체인 수

치지도(map)와 성 상, 인터넷 가상세계 구  표  언어

인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를 이용

하여 그림 1과 같이 실세계의 U-City를 3D Web GIS를 

통하여 그 로 모사한 3D-가상도시를 구 하 다. 한 유비

쿼터스 련정보와 서비스를 효율 으로 제어, 처리하기 한 

HTML 자바 애 릿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EAI(External 

Authoring Interface)방식을 채용하여 방 한 양의 도시 

생활정보를 효율 으로 지능화시킨 증강 실 컴퓨 (Aug-

mented Reality Computing)개념을 정립하 고, 그 기반

에 U-City내의 모든 도시 구성요소들이 지능화되어 실

세계와 3D-가상도시의 정보가 공유되어 실세계에서 일어

나는 모든 이벤트들이 3D-가상도시내에서 재 되어 언제 어

디서나 실세계의 U-City 정보, 방재, 생활을 효율 으로 

제․ 리할 수 있는 4차원개념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가상

도시 즉, U&V-City를 제안하 다.

2. 유비쿼터스 가상도시(U&V-City)

2.1 유비쿼터스 가상 실

가상 실이란 인공 으로 창조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사

람의 모든 감각을 통하여 실과 같은 상상의 인지를 하게 

되는 실에 실제하지 않는 공간의 사회로서 사이버 공간이

라 불리우는 세계이다. 

지 까지의 가상 실은 실세계와의 공간, 간격, 오감(

각, 후각, 미각, 청각, 시각)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주력해 왔

다. 가상 실은 실제 도시·생활환경으로부터 완 히 분리된 

가상환경에서의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을 두고 있다(서

정 등, 2006).

이러한 가상 실 기술이 가장 극 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공군과 항공회사 등(한은석, 1996)이며, 최근에 와서

는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기존의 획일화된 통 방식의 설계 

 시공을 탈피하고 다양한 사고를 통한 미래지향 인 기술

의 목을 하여 가상 실 기술의 용을 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이수헌 등, 2008).

표 1에 건설산업에서 가상 실 기술을 극 으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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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R-Computing의 개념

수 있는 분야와 이를 통한 실질 인 이 을 나타냈고, 그림 

2에 가상 실 기술의 실제 용 사례를 나타내었다.

2.2 유비쿼터스 가상도시(U&V-City)의 개념

U-City는 실제 도시환경에서 입주민(Ubitizen)과 도시·

인 라의 욕구충족을 한 상호작용에 을 둔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가상도시(U&V-City)는 도시생활 구성요소의 지

능  극 화를 해,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과 가상 실을 

융합함으로써 상황 한계 을 보안․극복하는 방법인 것이다.

를 들어 한민국 서울에 치한 술의 당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을 해 구조물의 응력

센서와 축력센서, 온도, 습도, 화재센서 등에 의해 지능형 시

설물을 구축하여 스스로 안 을 진단한다. 한, 효율 인 고

객 리를 한 RFID 고객 리시스템을 기 로 한 공연과 

객 주의 통  마 을 월하여, 공연실황을 실시간 

가상공간에서 구 함으로써  세계 무한공간에서 객을 확

보할 수 있으며, 연주자의 사용제품에 한 가상공간에서의 

V-Shopping과 최정상 의 연주자, 발 리나의 가상공간 아

바타를 이용한 문교육을 통해 경제  손익창출을 도모한다. 

따라서 실공간의 U-서비스, 콘텐츠들이 가상공간과 가

상 실을 실공간까지 확장하며 가상환경을 실제 U-도시 

환경에 용시킨 증강 실 컴퓨 과 가상세계를 융합해 새로

운 21세기 U&V-Civilization의 서막이 탄생하는 것이다.

3. 유비쿼터스 가상도시(U&V-City)의 핵심 기술

3.1 증강 실 컴퓨 (AR-Computing)

Augumented Reality(AR, 증강 실)이란 실세계에서 3

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것으로 실에 기반을 두고 

실세계 환경과 그래픽 형태의 가상 실을 실시간으로 합성하

여 실세계에 한 이해를 높여 주는 기술을 말한다. 쉽게 말

하면 실 속에 가상을 입  ‘ 실과 가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AR-Computing이란 U-City에서 추진되

고 있는 모든 RFID/USN 련 지능화 컨텐츠를 효과 으로 

상황인지·제어 리하기 해 실세계의 유비쿼터스 기술과 

가상 실을 융합한 개념이다. 즉, 그림 3과 같이 실세계의 

모든 사물에 미소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내재되어, 고속 유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지능화된 실상황 정보, 지식이 

3D-Web GIS 실모사 가상공간에 재 된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 수집된 지능화된 정보로 언제, 어디서나 지능 으로 

실세계를 제어, 구 , 창조되는 미래의 U-City 구  개념

이다.

3.2 RFID / USN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은 과거 

바코드의 형태에서 좀 더 정보 리 기능  센싱기능을 추가

한 스마트한 형태의 태그로 발 된 것이다. 이는 강력한 무

선주 수를 발산하는 RFID 태그라는 다양한 형태  크기의 

칩에 제품을 포함한 상물의 생산, 유통, 가격 등 모든 정보

를 장하고 RFID 안테나에서 받은 정보를 무선 RFID 리

더기를 통해서 읽어 들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ing)은 여러 개의 센

서 네트워크 field가 gateway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

되는 구조를 갖는다. 센서 노드들은 가까운 Sink 노드로 데

이터를 송하고 센서 노드로 집 된 데이터는 gateway로 

송된다. gateway에서 리자에게 달되는 데이터는 성통

신, 유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송될 수 있으며, 이런 Access 

Network는 기존의 인 라를 이용한다.

3.3 3D GIS

3차원 GIS는 3D 모델링 기술을 용하여 지형과 인공시

설물의 3차원 정보를 구축하고 GIS  증강 실 기술을 연

동하여 공간정보의 장, 처리, 가공,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서, 4D GIS, Video GIS, 지형분석  지하시설물 리, 

공간정보 추출  가공, 웹  모바일 연동 등 다양하게 확

장  응용이 가능하다(장문 , 2005).

3.4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장면(scene)을 기술하기 해 고안된 언어가 바로 VRML

이다. VRML에선 3차원 가상세계의 생성과 조작, 그리고 웹

을 통한 송을 가능하게 하며,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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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소 트웨어 개발 구성요소인 3차원 시각화 모델을 한 

방법으로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지도의 표 과 모델

링에서의 VRML 용에 한 시도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wrl포맷 등과 같은 VRML 일을 라우 상에서 단순이 

동 으로 시각화하는 기능만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실 좌표 공간 데이터의 처리  공간분석, 데이터 변환 등의 

GIS 소 트웨어가 갖는 기본 구성모듈을 충족시키지는 못하

고 있다. 1996년 VRML 2.0 규약이 발표되면서 VRML과 

외부 어 리 이션과의 상호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3.5 EAI(External Authoring Interface)

EAI는 그림 4와 같이 VRML과 HTML 문서에 있는 Java 

애 릿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Java 애 릿을 통

해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이 가능하고, VRML의 기

능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 애 릿은 java.awt.Panel 클

래스의 하  클래스로서, AWT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기능과 

다른 컴포 트를 포함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한 마우

스 이벤트나 키보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 해 다.

VRML세계와 외부 환경과의 의사소통을 해 필요한 인

터페이스가 바로 EAI이며, 이는 외부 환경에서 VRML세계

에 향을  수 있는 함수들로 구성된다.

그림 4 EAI 구성도

3.6 JAVA와 VRML의 결합

EAI는 외부 로그램 즉 자바 애 릿이 VRML의 이벤트 

모델을 이용하여 VRML의 노드에 근 가능하게 하는데, VRML

의 이벤트 모델에서는 어떤 노드의 Event Out이 다른 노드

의 Event In이 이를 감지하여 그 노드에 의해 이벤트가 수

행되는 것이다(김경호 등, 1998).

이 게 VRML과 java의 상호 연계성을 이용한 3차원 

GIS를 설계 시에는 VRML 라우 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3차원 GIS 엔진은 Java 애 릿으로 개발하고 3

차원 지형물에 한 가시화는 VRML을 이용함으로써 각 모

듈의 독립성과 확장성을 최 한 살릴 수 있다. 한 VRML

라우  럭-인과, Java 애 릿을 구동 가능한 웹 라우

만 있으면 어느 클라이언트에서든 근  이용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4. U&V-City 생성방법

U-City의 지능화된 실공간이 인터넷 Web상의 가상공

간에 융합되어, 가상세계(V-City)가 실공간(U-City)의 이

상 인 삶의 질 향상에 도구가 되는 다양한 도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실과 가상공간의 미래형 커뮤니티인 V-City를 

한 가상도시를 구축하기 해서는 먼  수치지도를 이용하

여 등고선과 건물 등 벡터자료를 구축하고, 성 상자료와 

건물이미지 등 래스터자료를 구축한다.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

여 3차원 지형 기본 맵을 구축한 후, ActiveX 컨트롤과 ADO 

(ActiveX Data Object), MS-SQL을 결합하여 Servant- 

client 방식으로 Web service를 구 하는 3D-Web 가상도

시인 V-City를 구축한다.

기존의 인터넷 검색에서와 같은 상호입력으로 원하는 지역

에 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라우 에 생성된 건물들

을 간단히 클릭 혹은 IPv6 address, 신행정 주소체계, 화

번호, E-mail 주소 등의 속성 데이터를 검색하여 보여 다.

그림 5 Web기반의 V-City 생성 모습( )

이 게 생성된 V-City내에서 교량을 검색한다면, 사용자 

보안/인증 등 에 따라 교량을 클릭하는 즉시 교량의 기본정

보인 치, 가는 길, 설계  시공사가 표시되며, 련 홈페

이지로의 연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행량 운행속도, 안

개나 호우로 인한 특수 환경하에서의 가시거리 등의 교통

정보는 물론 RFID, USN을 통한 실시간 교량의 처짐량, 

진동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지 리 메뉴까지 연계시

켜 다.

화면상의 검색버튼을 클릭했을 때 서  화상자에 속성질

의 텍스트 창이 생성되고, 주소 는 상호를 입력하여 검색

할 수 있다.

이 게 생성된 V-City에 실제 실의 입주자들이 3D scan

을 통해 가상 실에서의 실존 자아를 생성한다. 흔히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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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V-City내에서의 교량 정보(이력 리/정보(좌)  

데이터 모니터링(우))( )

공간에서 ‘아바타(Avatar)’라고 불리는 이 객체는 기존의 인

터넷에서와는 실 사용자와 같다는 개념에서 상이하다.

5. U&V-City 용 사례

5.1 U&V-City 방재

첨단 친환경 미래도시 내에 구축되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

는 사회기반 인 라는 방재이다. 도시 방재의 경우 우선, 첨

단 친환경 기술과의 유기 인 연계 속에서 상호보완 인 기

능을 담당하게 된다. 도심 하천과 연계된 건식 류지, 습지, 

생태연못 그리고 소규모 실개울을 활용한 도시내 물순환 체

계(Water-Cycling System)를 구축하게 되면, 실시간 모니

터링을 통한 수재해의 방지는 물론, 지능형 우수 리를 통

한 수도 자원의 효율  사용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를 

해, 도시 내 주차장ㆍ운동장ㆍ공원 류 등 다양한 시설물 

내에 우수 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

재해 원인  하나인 국지성 게릴라 호우 등에 한 보다 

극 인 방재 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도시 방재의 지능화

는 도시의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엄청난 

사회  비용을 획기 으로 감할 수 있다. u-방재에 있어서 

V-City에서는 U-City에서 하천의 유량과 재난정보, 기상정

보,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모아진 데이

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지능형으로 실시간 처를 스스로 가능

 함으로써 도시 방재 시스템을 보다 능동 인 동  시스템

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응용 가능 가상 시나리오 사례#1

새벽 2시 56분 갑작스런 폭우로 시간당 강우량이 100mm

를 넘는 집 폭우가 시작되었다. 이를 감지한 센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 Web GIS상의 V-City에서, 향후 침수 상지

역을 악하고 침수 상 인근 지역에 곧 색경보를 발령되

고 새벽에 색경보를 청취하지 못한 시민들을 해 거실  

모든 조명등과 TV의 원을 자동 작동시킨다. TV에서는 

피요령  재난방송이 나오고 곧바로 휴 폰 문자 메시지

(SMS)를 통해 호우특보에 한 재난정보  피요령에 

한 정보가 수신되며, 인근 수문에서는 무선통신 네트워크와 

MEMS를 통해 수문이 지능 으로 개폐되게 된다.

  

그림 7 상침수지역 시뮬 이션과 지능  재해 방 공지

(Courtesy of Samsung SDS Ubicenter)

응용 가능 가상 시나리오 사례#2

U&V-City 성동구 행당1동 한양  지하철역 지하 매설물 

도시가스 에 미약한 유출이 있는 것을 USN센서가 감지하

다. 가스 유출에 한 정보는 바로 U&V-City 도시통합

제센터로 재 시간  유출량 등에 한 정보가 달되고 

이에 곧바로 성동구 가스 유출주변 도로는 실시간으로 차량

이 통제되며, MEMS와 자동 연계되어 유출 의 가스 공

은 단되고 더 이상의 가스공 을 막음과 동시에 련 업체

에 연락되어 유출을 단될 수 있게 연락된다. 인근지역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어 가스 출 감지에 

한 정보메세지가 도달하게 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되는 즉

시 교통통제는 풀리며 가스의 원활한 공 이 재개 된다.

  

그림 8 지하철 내부 가스 유출 시

(Courtesy of Samsung SDS Ubi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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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U&V-City Governance

이러한 요소기술과 인 라망의 변화는 정부  지자체 그

리고 공공기 과 공기업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게 만든다. 

U&V-City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지능 으로 국민들

의 의견을 조사하고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여 지능 인 단

과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U&V-City를 통한 업무의 간소

화, 민원해결 소요시간의 단축 그리고 조화로운 규제 개편 

등의 변화는 재보다 더욱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만들 것이

며, 이와 동시에 민간 부문의 경제역량을 확 시킬 것이다.

U&V-City에서는 정부  산하기 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정책에 하여 국민의 의견을 그림 9와 같은 방법을 통

하여 연령별, 지역별, 성별, Event별, 직업별, 지역별로 구

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국민의 의견수립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지능 으로 리, 조사, 감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며 지능 인 상황인지 정보 달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안 한 사회와 복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U&V-City 정부  기 에 한 투명성  정보

공개, 규제 축소 등의 요구 증 에 따라 정부의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합법성 그리고 민주성과 소수자에 한 배려의 측면

에서도 보다 나은 사회의 구 을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식 집약 인 기술(Knowledge-intensive technology), 

데이터 분석  u-Biz, u-Commerce가 경제사회 반에 

두되는 트 드와 기회 분석, 서비스제공 성과 리에 요 역

할 담당하여 보다 통합 이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발  

지속될 것이다. 즉, Web2.0 개념에서 참여, 개방, 공유가 

가능한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U&V-City Governance

응용 가능 가상 시나리오 사례#1

정부는 자연재해, 시설물 리, 생업소 지도 검과 물가

조사 등 각 행정업무를 핸드폰, PDA 등의 단말기를 통해 

장에서 업체의 인허가사항 등을 확인하고 검결과를 실시간

으로 내부 시스템으로 송하여 통합 리  행정 처리를 하

게 된다. 한, 생활민원처리 시스템으로 국민들의 각종 유형

의 민원을 통합 수, 리하게 된다. 수된 민원은 분류에 

따라서 각 처리부서로 통보하게 되고 장의 해당처리 부서

에서 유비쿼터스 가상도시를 통하여 수된 민원을 정확히 

인지하고 즉각 인 응, 처리할 수 있다. 즉, U&V-City 

행정시스템은 PDA를 통하여 장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즉시 조회하여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장에

서 검  처리 결과를 즉시 PDA로 입력하여 복명서  

자결제 모든 업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된다.

  

그림 10 U&V-City Governance administration 

(Courtesy of 강남구청)

응용 가능 가상 시나리오 사례#2

U&V-City 성동구 성동교에서는 RFID/USN에 의해서 

수집된 모든 정보가 3D-Web GIS상에 모든 정보가 나타나

게 된다. U&V-City 도시통합 제센터는 교량의 재원  교

통정보, 유지 리까지 제가 가능하다. 교량에서 진동치  

처짐량 등의 이벤트가 발생시 3D-Web GIS상에서 그 정보

가 나타나고 지능 으로 신호등을 제어하여 교통을 차단하게 

되며, 교통방송이 연계된 내비게이션과 안내 을 통하여 

주변 차량에게 우회도로를 알려주게 된다. U&V-City 도시

통합 제센터는 그동안의 성동교의 정 검과 정기 검, 모

니터링 이력이 련업체의 PDA로 보내지게 되며 수집된 정

보로 보다 빠르게 교량의 문제 을 찾아 보수할 수 있다.

  

그림 11 U&V-City Governance maintain Infra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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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미래 첨단 도시(U-City)의 지능화된 실공간을 효과 으

로 제어, 리, 상황인지 하기 하여 3D-Web GIS 기반의 

가상도시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 다. 

첫째, 유비쿼터스 컴퓨 을 효과 으로 구 , 상황인지 하

기 하여 가상 실, 3D 수치 자지도, 실시간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와 치개념의 GPS/LBS가 융합된 Augmented- 

Reality Computing 개념을 정립하고, U-City와 가상도시

가 융합하는 U&V-City개념을 정립하 다.

둘째, 3차원 웹 표  언어 규약인 VRML과 그 기능을 확

장시킬 수 있는 EAI방식을 이용하여 사용자 심의 3차원 

도시경  시뮬 이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용자는 인터

넷 라우 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상

시 속하여 실감 있는 도시경  상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VRML과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통해 3차원 지도

에서 3차원 지물의 직  클릭으로 공간객체들의 속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실 세계에서의 모든 업무를 시간  

공간의 제약없이 V-City내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넷째, U-City내의 모든 실시간 정보를 센서를 통해 3D- 

Web GIS에 직  연계시킴으로써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며, 홍수나 화재와 같은 응 상황 시 련자에게 정

보를 공지하여 방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

다. 이와 같이, U-City내에서의 홍수나 화재와 같은 재난뿐

만 아니라 환경, 교통, 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양한 산

업계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용할 수 있고 기업 감시체계, 

의료 비상체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인 측면에서 매우 요하고 효과가 크다.

다섯째, U-City내에서의 환경, 교통, 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양한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용할 수 있고 

기업 감시체계, 의료 비상체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인 측면에서 매우 요하고 효과

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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