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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인터넷  사이버 을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3차원 지형 

환경의 공간 상콘텐츠는 국토계획  국토정보의 미래 콘텐츠로서 입체 인 유비쿼터스 도시 구 에 

의한  안 한 을 한 주요한 공간정보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내 운행하고 있는 국토  도시지역의 국토의 공간정보를 정 하게 촬 하기 하여 인공 성과 항공기

에  카메라를 탑재하여 원하는 지역에 한 다양한 사진 상을 입체 촬 을 실시하여 필요한 공간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지형공간정보를 직  혹은 간 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기 한 

정확한 기 공간 자료의 수집, 장, 편집, 조작  응용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미래의 변화된 

3차원 지형 공간 콘텐츠 구성을 확보하여 유비쿼터스 미래 체험 을 새로운 산업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래 입체 을 한 3차원 지형공간정보의 분석과 모델링에 의하여 

지능형 국토정보화와 더불어 간 으로 입체 인 장체험과  지분석으로 다양한 공간정보의 취득

과 활용을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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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tents development for the Internet and cyber tour has been attempted in a number of 

areas. 3D topography of the spatial environment, land planning and land information contents as 

a 3D tour of the future ubiquitous city safe for tourism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made available major area. Domestic service, and in urban areas of the country where land and 

precise spatial information in order to shoot satellites and aircraft in the area you want to mount 

the camera on a variety of photo images taken by conducting 3D spatial that is required is able 

to obtain the information. Geo spatial information in a variety of direct or indirect acquisition of 

the initial spatial data into a database for accurate collection, storage, editing, manipulation and 

application technology changes in the future by establishing a database of 3D spatial by securing 

content organization ubiquitous tourist to take advantage of new tourism industry was greatly. 

As a result of this study for future tourism using geo spatial information and analysis of 3D 

modeling by intelligent land information indirectly, with quite a few stereo site experience and 

a variety of tourist spatial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could 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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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토공간에 한 디지털화와 지능화는 새 시 의 패

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장방문에 의한 직

의 시 를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 사이버 

  간 체험의 산업을 창조해내고 있다. 우리

가 살아가는 국토공간에 한 새로운 시각은 이미 알려

진 유명한 지에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새로운 

 상품을 매일매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

나 아직도 국토공간에 한 3차원 시각화는 소수의 특

정 사용자들에게만 익숙한 기법이어서 일반인들이 

근해서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상용화된 콘텐츠 개발과 활용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 연구를 하여 국내외에서 

연구  사례를 조사하 다.  

지형분석모델링을 이용한 지 개발 분석에 한 

련연구는 2000년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추세로서  지리정보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공간에 한 디지털화와 지능형 국토

정보화의 수단으로서 공간정보시스템이 생겨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1].

따라서 미래 에서  최 지 개발과 체험을 

해서는 필수 으로 체험하게 될 입체 이 주요 수요

를 이룰 것으로 망되는데 이를 해서는 3차원 지형

분석모델링 용이 미래의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

기법으로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들어 3차원 지형 

환경의 공간 상콘텐츠는 국토계획  통신설비계획, 

철도건설, 시공, 입체 인 유비쿼터스 도시 구 , 안  

 방재 등에서 많은 요구와 그 요성이 크게 부각되

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운 하고 있는 국토  도

시지역의 지형공간정보를 가장 정 하게 촬 하기 

하여 인공 성과 더불어 항공기에 고해상도 디지털 지

상촬  카메라를 탑재하여 원하는 지역에 한 원격탐

사 센서와 카메라를 탑재하여 항공사진 촬 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상의 치 기 에 맞도록 기하보정을 

실시하고, 각 지형에 수직 응 방향으로의 조건식을 

용한 정사보정작업을 거쳐 정확한 지도 상을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하여 항공기나 인공 성에 탑재한 원

격탐사 센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분 특성데이터를 각 

밴드별 칼라합성 기법을 이용하여 칼라 상보드로 

상을 재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진을 지도정보와 일치

할 수 있는 정 기하보정과 정사투  상으로 변환하

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득한 표고 값을 매칭하여 지

형공간을 3차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최 지 선정 

 개발과정에서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간 으

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미래 의 새로운 콘텐츠 개

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사례 및 문헌연구

창기에 지도는 지리 정보를 잘 담아내는 도구이기

는 하 지만 여러가지 정보를 분석하기에는 비효율

이었다, 따라서 공간분석을 할 때는 내용을 겹쳐 쓰는  

오버 이(overlays)방법이 활용되었는데 이는 데이터

의 개요 악부터 완 하지 않은 방법으로 서로 다른 축

척에 한 문제는 물론 오버 이 용량 제한 등 여러가

지 제약이 많았다. 그 당시 오버 이의 사례로서 요크

타운의 투 지도(미국 명기 때)가 이를 보여주는데 

이때 부 의 움직임을 첩시켜 사용하던 것에서 보여

진다[21]. 이어 19세기 반에는 아일랜드 철도 지도제

작시 지질과 지형을 지도상에 표시하여 인구, 교통의 

흐름을 나타냈으며 특히 1930년 국의 스노우 박사

(Dr. John Snow)는 콜 라가 출 한 오염된 우물을 지

도상에 나타내어 유행성 질병을 방하는 치 을 남겼

는데 이를 지리 정보  분석의 창기의 로 보고 있

다. 그러다가 컴퓨터의 발달로 컴퓨터 하드웨어의 용량

이 지도를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후. 메모리

의 증량과 속도, 가격의 하 등으로 디지털 상의 지도 

제작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다. 그 후 1960년 반, 교통

시스템 계획가들이 디지털 상에서 교통 련 데이터와 

교통흐름을 지도화하기 시작하여 워싱턴 학의 지리

학과 학생들이 공간  통계, 분석  조작, 그리고 CAD

로 지도를 제작하면서 지리정보시스템은 양 인 명

을 본격 으로 시작하게 되어 이때부터  개념의 



미래입체관광의 최적지선정 및 개발을 위한 3차원지형분석모델링 기법 417

지리정보시스템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짧은 역

사로 지리정보시스템에 한 정의은 학자들마다 모두 

다르지만 Wikipedia가 제시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의 정의가 리 보편 으로 쓰이는데 이에 의하면 "지

리공간 으로 참조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

으로 수집, 장, 갱신, 조정, 분석, 표 할 수 있도록 설

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지리  자료, 

인 자원의 통합체”라고 의 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하여 미국의 경 정보시스템분야의 문가인 

Davis와 Olson은 지리정보시스템을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각종 모형과 모델베이스를 활용하여 지리  

공간에 한 정보를 운 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통합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2]. 

이러한 두 개념을 조합하여 보면 지리정보시스템이

란 "지리공간  참조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한 

수집, 리와 운 으로 특정목 에 활용하는 통합  시

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정보시스템은 

20세기 후반 들어 목 으로 활용한 정보시스

템으로 나타나 수요의 다양화에 능동 으로 응

하고 자나 기업의 이용자에게 환경, 마

환경, 그리고 지리  환경과 련된 의 모든 

상에 한 응력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속히 발 하

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상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구조 모든 시스템의 여러 구조 반

에 걸쳐 나타나고  세계인과 세계문화의 네트워크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시 에 이

의 기반이 되는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은 더욱 크게 부

각되고 있고 특히 새로운 분야인 사이버 개발을 

한 3차원 지형분석 모델링기법은 날로 발 하는 추세

이다[14].

이러한 배경으로 지리정보시스템과 련된 연구도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지 구(2004)는 일반 인 

지리정보시스템의 한 방안으로서 지형분석모델링

을 활용한 지개발에 한 연구를 하 고, 김용범

(2004)는 GIS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의 한 방안으로 

지형분석모델링 기법을 포함하 다. 윤병국(2006)은 

GIS를이용하여 우리나라 자연에 한 지리정보시

스템의 방안으로 지형분석모델링을 활용하 고, 임근

옥(2002)은 종합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의 하나

로 국 자원 데이터 베이스 활용방안  하나로 지

형분석모델링기법을 제시하 다. 한 정석찬・이동길
(2003)은 경상남도에 한 정보시스템구축 방안의 

하나로 지형분석모델링을 활용하는 내용이 있으며, 신

기(2009)도 지형분석모델링을 활용한 안내정보

시스템 평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공학  분야에

서실질 인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황세란・임인평
(2011)은 산림 역의 수직구조에 한 공간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형분석모델링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새 ・김정 ・이동천(2009)은 항공 LiDAR 
데이터로 3차원 상세 모델링을 활용하여 건물의 외곽

선 자동 추출을 연구하 고, 조우석, 좌윤석, 이 진 

(2003)도  항공 이  스캐닝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형

분석모델링을 활용한 거물 자동추출방법을 연구하 으

며, 최근에는 연상호, 최승국(2008)이 WEB기반 GIS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개발사례 연구가 있었다[14].  

Ⅲ.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 합한 미래  최 지를 선정  개발에 

지형분석모델링을 용하기 한 실험을 목 으로 최

의 지형공간정보를 생성하기 하여 장을 방문하

여 직  사진을 촬 할 수 있지만 넓은 지역의 상을 

얻는 것이 매우 한계가 있으므로 근  취득이 가능

한 지역에 한 인공 성 상이나 항공사진측량을 실

시하 다. 지상의 공간해상력이 1m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탐사 인공 성 상을 취득하여 지상의 기

과 기지 의 지상좌표에 일치하도록 좌표변환 보정

을 실시하여 상지도로서 이용할 수 있는 처리 작업

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 성에 탑재한 고해상력의 디지

털 다  장 센서에 의한 상과 측량용 항공기에 디

지털 이  측량기를 탑재하여 측량을 실시하여 다음

과 같은 상을 생성하 다. 그 결과 [그림 1]과 같은 지

역에 한 성 칼라 상인 지상의 공간해상도를 1m

로 하 고, 빛의 삼원색인 RGB 채 로 합성하여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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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생성하 으며, 이 지역에 한 항공기의 Lidar 

방식의 이져 측량을 공 에서 실시하여 가로와 세로

를 약 10m간격으로 각 격자 에 한 경사거리를 획득

하여 수직거리로 변환한 후에 수치표고모델(이하 

‘DEM’으로 표시함)으로 재 생성하 다[그림 1-그림 3]. 

그림 1. 실험대상지역의 고해상도 디지털 위성영상

그림 2. 연구 대상지역의 3차원 영상 투시조감도

그림 3. 연구대상지역의 항공 Laser Scanning 결과

[그림 1]은 본 연구의 상지역으로 산림과 농 과 

도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고속도로와 지

방도로  작은 도로가지도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곳으

로서 사람들의 일터와 삶의 공간이 골고루 분포되는 곳

이다. 이러한 지역에 한 3차원 지형공간분석과 모델

링을 하여 [그림 2]에서 보는 투시조감 상도를 생

성하 다. [그림 3]에서는 항공기에 탑재한 라이더 센서

를 이용하여 1m 간격으로 일부지역을 스캐닝하여 지형

고도 값을 취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사투 의 항

공사진에서의 경도, 도의 수평좌표 에 일 일 응 

값으로 수직 변환된 DEM의 표고 값을 연결하여 3차원 

지형공간을 생성하여 실험 상지역의 항공사진과 DEM 

매칭 후의 투시조감도를  각 방향에서 자유롭게 투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다음에 실험 상지역의 3차원 지

형분석을 하여 가시권분석, 투시조감도, 토공량 산정

을 산출할 수 있는 종횡 단면도를 상에 매칭되어 있는 

DEM를 이용하여 항공사진으로부터 계획단면도를 생성

하도록 하 다. 3차원 지형공간에서의 지형의 고 와 

경 을 확인하기 하여 개발 정지역에 한 표고분석

을 투시 조감도의 기법으로 확인하 다. 임의 기  단면

에서의 상 표고를 확인하기 하여 주요 간선도로의 표

고(21m)부터 주변 최고 (107m)까지의 원하는 지 에

서의 높이 값을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하 다[그림 4].  

그림 4. 3차원 지형공간에서의 표고분석

이를 구체 으로 산출하기 하여 지로 개발이 

가능한 산림의 능선에 한 로 일 구간을 설정하고 

그 각 지 에 한 종단면도와 그 흐름에 한 토공량

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림 5].  

그림 5. 대상지역의 3차원 지형영상과 토공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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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지역의 지형공간을 있는 그

로의 모습을 재 하기 해서는 3차원 이상의 공간

설정과 지형지물  시설물의 배치가 히 생활공간

에 설정되어 디자인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3차원으로

의 공간을 지도처럼 보여주기 해서는 기 면으로부

터의 높이 값을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하여 기록되어져

야 한다. 즉 DEM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공간을 보여  수 있어야 하며 그 공간 에 다양한 시

설물이 배치될 수 있는 것이다[그림 6]. 

그림 6. DEM 생성과 디지털 도로의 중첩

U-city 건설의 지형공간정보를 가장 정 하게 촬

하기 하여 항공기에 고해상도 디지털 지상촬  카메

라를 탑재하여 원하는 지역에 한 항공사진 촬 을 실

시하여 지상의 기 에 맞도록 기하보정을 실시하고 

수직으로 본 것 같은 조건식을 용한 정사보정작업을 

거쳐 정확한 지도 상을 작성하 다. 이러한 3차원 공

간 에 배치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물을 입주시켜 보여

주기 해서는 Hyper Mapping, Texture Mapping, 3D 

Visualization, 고정 의 고정도의 건물 DEM을 이져 

스캔 방식으로 취득하여 건물의 실제모형을 재 하는 

기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그림 7].

그림 7. 3D Visualization(google)과 Texture 
Mapping(micro soft)의 비교

Ⅳ. 건축물의 디지털 스캐닝 영상 적용

건축물의 형상정보  기록보존을 해서는 단순 이

미지가 아닌 수치개념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역설계 

기술을 용하여 완벽한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제작하

여야 한다.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문화재 등에 한 

식의 3차원 측정은 바람직 않다. 이   학에 의한 

비 식 측정방식은 측정 속도가 빠르고, 형상측정 정

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고건축물의 3차원 측정에 

용할 수 있는 최 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는 신속하게 고정 도로 상물 표면의 많은 수의 측

군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는 장 을 가지

고 있다. 이것의 구체 인 실 이 '지상 이  스캐  

(TLS :Terrestrial Laser Scanner, 이하, 지상 라이다’)

이다[7]. 국내에서는 지하 동굴 용 측량, 터 단면 스

캐닝, 옹벽 스캐닝, 강교설계  사면안정설계, 사면 3

차원 지표조사 등의 토목/건설, 문화재 보존  복원 그

리고 건축물 모델링 등에 지상 라이다가 활용되고 있

다. 그리고 지상 라이다와 디지털 지상사진측량을 결합

하여 건축물의 모델링에 해 연구논문을 발표하 다

[9]. 한 재 2007년까지 진행되는 국가문화유산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문화 부)은 12개의 국립박물

과 25개의 공사립박물 의 주요 유물2000 여 에 

하여 3차원 디지털 데이터를 완성하 다. 국외에서는 

미국 IOWA주 교통국의 운송응용분야, 구조물의 변형

모니터링, 오래된 인 라의 보존 상태를 기록하고 모델

링하는 등 문화재 보존  복원에 사용되고 있으며,  

산사태  빙하 모니터링, 철로트랙 주  시설물 확장

감시, 수력발 소의 워 랜트 구조물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 활용되고 있다[4].

모든 오류검사가 끝나면 3D 모델이 생성된다. 

surface data로의 변형이 완료되면 이 데이터는 2D  

3D의 CAD File로 용이 용이하여, 고건축물의 형상정

보 기록보존을 한 기본 자료로는 물론, 데이터의 응

용  리를 통한 학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의 과

정을 거쳐 생성된 CAD 데이터로부터 상물의 직선부

의 진척도, 곡선부 의 곡률 반경, 면   체 의 변

화율 등을 계산하면 이미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복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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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도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건축물의 체 , 무

게, 기울기는 물론, 안 진단을 한 구조해석에도 가능

한 데이터가 취득될 수 있었다[그림 8].

그림 8. 스캐닝 후의 3D 모델링(B) 

Ⅴ. 결론 및 제언 

 세계 으로 에 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하

고 있으며, 단순히 보고 느끼는 단계에서 직간 으로 

 수요자가 장을 체험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빠르

게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시용하는 자에게 의미있는 형태

로 처리된 데이터는 재 혹은 미래의 행동이나 의

사결정에 실제 이거나 지각된 가치를 가져다 다. 이

러한 정보시스템은 특정상황에 한 지식을 제공

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며 미

래의 계획과 평가에 이러한 피드백의 역할을 가능하게 

해 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은 제일 먼   이용

자에게 에 필요한 한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신

뢰성 있고 정확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한 

시에 경제 인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일 성 있는 정

보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이 게 해야 합리  정

보시스템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며 이러한 목 을 달성

하기 하여 제시된 3차원 지형모델링 기법은 미래 입

체 을 한 최 지 선정  개발을 한 매우 유용

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

으로 축척의 수치지형도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자 시 에서는 최신의 상자료 등을 항공사진  성

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약간의 비용과 시간만 주어

진다면 큰 무리 없이 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 인 

입체 인 체험이 가능하게 되므로 미래 의 요한 

콘텐츠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3차원 이상의 

유비쿼터스 개념의 다양한 주제별 체험 공간정보를 다

른 속성정보와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일부 특정지역에 하여는 상세한 4차원 체험 의 

공간모델을 재구성하여 세심한 3차원 지형공간의 모델

링을 보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래 

입체 을 한 3차원 지형공간정보의 분석과 모델링

에 의하여 지능형 국토정보화와 더불어 간 으로 입

체 인 장체험과 지분석으로 다양한 공간정보

의 취득과 활용을 입증할 수 있다. 미래 에서 입체

인 공간정보 시뮬 이션을 도입하여 보다 실감있

고 생동 인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추진해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공간정보와 각종 유무선 정보통신을 연계

하여 무선 단말기  센서에 의한 다차원 이 가능

한 상정보의 모델링이 가능하므로 보다 미래의 입체

의 수요에 합한 지 선정  분석과 더불어 

최 의 조건을 만족하는 다양한 공간정보의 수집

과 활용으로 최 의 미래  도구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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