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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시설물이 형화  복잡화 되어 가면서 실외 공간뿐만 아니라 실내공간에 한 심이 국내외

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실내공간을 3차원으로 표 하고, 실외와 실내를 연계  통합하려는 연구

가 국내외 으로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외와 실내의 연계  통합을 한  단계의 연구로 

재 국제 표 화 작업이 진행 인 실내공간을 표 하는 IndoorGML 데이터모델을 상으로 그 데이

터를 편집하고 가시화하는 도구를 구 하 다.  

1. 서론

   최근 공간정보를 다루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야에서는 외형만을 표 하던 실외 공간정보에

서 실내공간을 포함한 3차원 공간정보로 진화되고 있어 3

차원 실내외 모델링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설물들이 형화  고층화로 인하여 실내공간의 복잡

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내 치정보와 실내공간을 3차원으

로 표 하고자 하는 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 구

난  구재, 방범 등의 목 으로 활용되는 3차원 기반의 

이동객체에 한 치추 은 기존의 텍스트 는 2차원 

도면의 지리정보로는 표 하기가 어렵다. 이에 실세계의 

시공간데이터를 OpenGIS에서 제안한 2차원 공간모델을 

실세계 정보에 맞게 차원 으로 확장하고, 시간정보를 포

함하도록 확장한 모델을 제안하기도 하 다[2]. 그리고 국

내외 으로 실내외 공간의 연계를 한 건물정보를 다루

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공간정보를 다

루는 GIS의 연계 활용에 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1][3][4]. 재, 실외 공간은 CityGML, KML 등의 표

인 데이터모델로 3차원 공간정보를 표 하고 있으며, 실내

공간은 IndoorGML을 기반으로 국제 표 화 작업이 진행 

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외 연계  통합을 한  

단계로 IndoorGML 데이터를 편집하고 가시화 하는데 집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doorGML의 국제 표

화 작업을 기반으로 정의된 스키마를 용하여 실내공간

을 기반으로 IndoorGML 데이터를 편집하고 가시화할 수 

있는 도구를 구 하 다.  

2. IndoorGML 

   IndoorGML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인 지능형국토

정보 신사업에서 개발된 다양한 실내공간 데이터모델 

의 하나이다. 이것은 실내공간 데이터에 한 기하와 

상, 시맨틱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시맨틱 정보에는 

상정보가 내포되어 있어 데이터모델의 수정을 통해 단

순화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의 IndoorGML은 실내공간

의 기하정보를 CityGML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실제 

실세계에서는 다양한 3차원 데이터모델이 이용되고 있

어 다양한 3차원 데이터모델의 기하정보로부터 

IndoorGML을 생성하고, 각 데이터모델의 기하정보를 참

조할 수 있는 연구가 재 진행 에 있다. IndoorGML 

데이터가 편집, 변환 그리고 가시화되는 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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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ndoorGML 데이터의 흐름도

3. IndoorGML 편집  가시화 도구 

   본 장에서는 실내공간을 기반으로 IndoorGML을 편집

하고 가시화는 도구 개발에 한 내용을 살펴보며, 그 개

발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의 개발 흐름도

   (그림 2)에서 보듯이, IndoorGML 편집  가시화 개발 

과정은 먼  IndoorGML 스키마를 달받아 XML 기반의 

표  데이터포맷으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리고 

3차원 공간을 통해 dual graph를 생성  가시화를 구

한다. 그 후 다양한 토폴로지가 모델링과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IndoorGML 일, SBM(Smart Building Model) 

일, KML 일로 장이 가능해진다. 이 때 토폴로지는 

편집  수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일들은 가시화 도구에

서 보이게 된다. 여기서, SBM 일은 기존에 이미 구

한 공간편집기에서 사용되는 일 형식으로 BIM데이터에

서 속성정보를 제외한 형상정보만을 가진 가벼운 구조의 

일이다.  

3.1. IndoorGML 편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 이 의 연구에서, BIM을 기반으

로 하는 3차원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공간편집기를 이미 

구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공간편집기를 이용하여 

IndoorGML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구 하 다. 

특히, 3차원 공간데이터 기반으로 즉시 토폴로지가 자동 

생성되는 방식으로 구 하 다. 본 연구에서는 

IndoorGML core module을 심으로 스키마 분석을 수행

하 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IndoorGML 편집기를 구 하

다. NRS(Node-Relation-Structure)를 통해 공간과 공간

의 연결성은 간단한 토폴로지로 표 하 으며, 3차원 공간

은 dual space에서 node로 표 하 으며, 공간의 경계는 

edge로 표 하 다. 이러한 표 을 통하여 dual graph가 

형성된다. 그리고 IndoorGML 일 변환을 한 

IndoorGML 데이터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실내 공간정

보 토폴로지 형성에 필요한 IndoorGML의 element, 

attribute, value 값을 추출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IndoorGML 편집기는 사용의 편의성을 증 시키기 하여 

토폴로지 설정  편집 기능을 추가하 다. (그림 3)은 

IndoorGML 편집의 한 로 방과 같이 열린 공간 간의 토

폴로지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a) IndoorGML 토폴로지 설정의  

    

(그림 3b) IndoorGML 토폴로지 편집의  

3.2. IndoorGML 가시화  

   본 연구에서는 IndoorGML 편집기를 활용하여 공간정

보를 볼 수 있는 뷰어를 구 하 다. 이 뷰어는 2D와 3D 

데이터를 직 으로 가시화하여 3차원 공간기반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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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한 가시화 기능을 제공한다. IndoorGML 가시화 

요소는 모든 객체  공간정보가 단순 surface로 이루어져 

있으며, global 좌표로 되어 있는 surface의 좌표를 이용하

여 가시화 된다. 본 연구에서는 메인 임은 MFC를 이

용하여 구 하 으며, surface의 geometry 생성은 opening

과 다각형의 메쉬를 쉽게 생성하기 하여 

OpenCASCADE와 Ore3D를 이용하 다. 한, 사용자가 

가시화된 IndoorGML 모델을 쉽게 확인하기 하여 카메

라 조작과 다양한 viewport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는 IndoorGML 뷰어에서 실내공간의 path와 zone 

토폴로지에 한 가시화의 를 보여주고 있다. path는 열

린 공간 간의 모든 경로를 의미하며, zone은 열린 공간 간

의 연결을 의미한다. 

(그림 4a) IndoorGML path 토폴로지 가시화의  

(그림 4b) IndoorGML zone 톨로지 가사화의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 OGC에서 국제 표 화 작업이 진

행 인 실내공간을 표 하는 IndoorGML 데이터모델을 

상으로 그 데이터를 편집하고 가시화 하는 도구를 구

하 다. 구 한 IndoorGML 편집기는 3차원 실내공간을 

dual graph로 표 하여 path, zone 등의 토폴로지를 설정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 IndoorGML 가시화 

도구는 2D와 3D 데이터를 직 으로 가시화하여 3차원 

공간기반 모니터링을 한 가시화 기능을 제공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는 끊김없는 실내외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

록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을 연계하는 연구를 추가 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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