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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요즘 종이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찾는 현대인들을 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전자기기를 통하여 

지도를 보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찾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Mobile Map 

application은 단순한 2D 지도만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의 2D 지도를 다양한  

플랫폼(PC, 안드로이드, IOS)을 통해 3D로 볼 수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 

3D Map Viewer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다. 

 

 

(그림 1-1) 지형 정보의 활용 

 

우리가 계획한 3D Map Viewer는 좌표 값을 받으면 해당하는 위치의 위성 사

진을 3D로 보여주고, PC 와 모바일 기기(안드로이드, IOS)에서 모두 사용 할 

수 있는 멀티플랫폼 Application이다. 3D 지도의 경우 2D 지도보다 보기가 수

월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게임, 시뮬레이션, 건설, 군사목적, 산악 등의 수 많은 

분야에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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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GIS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지리에 관한 데이

터를 분석하여 교통, 통신 등과 같은 지형 관련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GIS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Stand-alone에서 웹 GIS로, 유선에서 모

바일 GIS로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다. 특히 모바일 GIS는 민간 및 공공 부분에서 ITS, 

LBS, 텔레매틱스 기술과 함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그 수요와 활용분야

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핵심 기술 분야이다. 

 

[표 1-1] 국내 주요 지도 서비스 제공 회사와 프로그램 

회사 프로그램 

구글 Google Map / Google Earth 

네이버 Naver Map 

다음 Daum Map 

애플 Flyover 

국토교통부 VWorld 

ORUXMAPS ORUXMAPS 

 

이러한 GIS는 지오웹(Geoweb) 또는 Where2.0 기술이 대표적이며, 공개 표준 포맷 

및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위치정보

를 활용할 수 있는 웹2.0 기반의 GIS 패러다임이며, 일반 대중 및 개발자들이 개방형

의 지도 데이터 및 기능들을 이용해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

는 개방형 공간정보 플랫폼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대표적인 인터넷 포

털 업체들이 공간정보플랫폼 기술을 주도해 왔으며,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매쉬업(Mashup)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플랫폼을 통

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부합되는 지도서비스를 개발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참여 지도 제작 서비스가 보편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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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 지도 서비스의 3D 지원 여부 

프로그램 PC Mobile 기 타 

Google Earth O O 국내 지원 불가 

Naver Map X X  

Daum Map O X  

Flyover O O 주요 도시만 가능 

VWorld O O 국내 지역에 한정 

ORUXMAPS O O 직접 고도데이터 다운로드 

 

 하지만, IT업체들의 다양한 지도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3D 모바일 지도 서

비스 현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특히, 국내에서 Google Earth를 모바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모바일로 사용가능 한 3차원 지도 서비스는 서비스국토교통부에서 제작

한 ‘VWorld’에 불과하다. ‘VWorld’는 오픈플랫폼이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기 용이하지만, 오픈플랫폼 클라이언트의 기능적 한

계를 벗어나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림 1-2) VWorld Mobile 

 

본 프로젝트에서는 세계의 고도 데이터와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멀티플랫폼으로 

3D Map Viewer를 개발하는 데 의의를 두며, 다른 지도 서비스와 달리 직접 고도 데

이터를 플랫폼에서 계산하여 표현함으로써, 서버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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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고도데이터와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3차원 

지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3D Map Viewer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Mipmap, Geometry clipmap 

 

 

(그림 2-1) Mipmap Image Pyramid 

 

 지리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드웨어가 

처리할 수 있는 작은 타일들로 분할하여 관리한다. 이때, Mipmap과 Clipmap이라 부

르는 개선된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 Mipmap은 관찰자의 위치에 맞게 포개진 규칙적

인 Grid 집합 안에 지형데이터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구조들의 단일

화, 부드러운 영상 변화 및 안정적인 렌더링 속도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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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Geometry clipmap 

 

 Mipmap 방식의 경우 일정 영역 안의 모든 지형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해 놓기 때문에, 

Mobile Device에서 메모리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Mipmap을 개선한 Clipmap 방식을 사용한다. Clipmap은 전체 데이터를 Mipmap처럼 다루되, 

낮은 단계의 하부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관측 조건에서 필요로 하는 작은 부분들만 

유지하도록 하며,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클리핑을 통해 제거하여 메모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2.2  LOD(Level Of Detail) 

 

 

(그림 2-3) LOD(Level Of Detail) 방식 

 

LOD 방식은 메시 모델링 데이터의 정밀도를 단계별로 조정하는 기술이다. 카메라

와 오브젝트 간의 거리나 화면에 투영된 면적에 따라 모델 디테일을 다르게 렌더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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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멀리 있는 오브젝트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카

메라와의 거리가 멀 경우 적은 수의 폴리곤을 갖는 모델링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실

제로 렌더링 될 때 사용되는 폴리곤의 수를 줄여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2-4) 거리기반의 LOD와 View-Dependent LOD 

 

이러한 LOD 방식은 거리기반의 LOD 방식과 View-Dependent LOD 방식으로 나뉜

다. 거리기반의 LOD 방식은 물체와 오브젝트의 거리를 이용하여 모델의 디테일을 다

르게 하는 LOD 방식이며, View-Dependent LOD 방식의 경우 화면에 투영된 면적에 

따라 모델의 디테일을 서로 다르게 하는 방식이다. 

 

 

(그림 2-5) 다음 3D 지도에 적용된 거리기반 LOD 방식 

 

이러한 LOD 방식은 3D 지형 서비스에서 자주 사용되며, 주로 거리기반의 LOD 방

식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또한, 고도데이터의 값을 서버에서 계속해서 갱신하는 방식

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적 LOD 방식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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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Qaud Tree 

 

 

(그림 2-6) Quad Tree를 이용한 3D 지형의 표현 

 

 자료구조의 하나인 트리(Tree)의 일종으로 자식노드가 4개인 트리를 말하며, 2차원 

공간을 4개의 자식노드로 재귀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이다. 쿼드트리를 사용하면 거대

한 지형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필요 없는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3D 엔진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을 빠르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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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표 2-1] 결과물 목록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Client 

Android/PC 지형 계산 C++ / JAVA  

OpenGL 그래픽 렌더링 및 매핑 C / JAVA  

Protocol 통신 프로토콜 정의 XML  

Server 

Tomcat 서버 지원 JAVA  

Meta Data 위성, 고도 데이터 PNG, TIFF  

 
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그림 2-7) 3D Map Viewer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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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Map Viewer의 작동 방식은 먼저 프로그램 상의 좌표정보를 이용하여, 앞으로 

사용할 파일의 목록을 계산한다. 이때, 현재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 존재하면, 파일

을 서버에 요청하여, 고도데이터와 위성사진을 버퍼에 저장한다. 고도데이터의 경우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Mesh의 값을 직접 계산하여, 위성사진과 같이 3차원의 이미

지로 보여준다.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D GIS는 3차원의 공간 정보와 이를 이용한 공간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또한, 3차원적 데이터 디스플레이는 2차원적인 표현에 비하여 실제세계에 

대해 시각적으로 더 깊은 이해를 도우며, 다양한 분석 작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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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하드웨어 

A. PC 2대 

B. IPad – mini  

C. Android Galaxy Note 

 

3.1.2  소프트웨어 

A. Apache Tomcat 

 

Apache Tomcat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서블릿 컨테이너만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이다. Tomcat은 웹 서버와 연동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바 환경을 

제공하여 자바 서버 페이지(JSP)와 자바 서블릿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Server의 역할을 수행하며, Client가 요청하는 고도데이터와 위성영

상을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B. Visual Studio(MFC) 

 

Visual Studio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에서 작동하며, 다양한 언어로 프로그래

밍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통합 개발 환경이다. 프로그램, 웹 사이트, 웹 프로

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언어로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언어별 버전도 

제공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PC버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다. 

 

C. Android SDK 

 

Android 휴대전화를 비롯한 여러 휴대용 장치에 사용되는 운영체제와 미들웨어, 사

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표준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이자 

모바일 운영체제이다. Android SDK는 이 Android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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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도구들과 API를 제공한다. 

 

3.1.3  라이브러리 

A. OPENGL 

 

OpenGL(Open Graphics Library)은 1992년 실리콘 그래픽스사에서 만든 2차원 및 3차

원 그래픽스 표준 API 규격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고도데이터를 이용한 메쉬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며, 위성사진을 매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C, Java 등 다양한 언

어에서 구현이 가능하며, 단일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OpenGL을 선택했다. 

 

B. GDAL 

 

GDAL(Geospatial Data Abstraction Library)은 데이터 포맷에 상관없이 추상화된 인터

페이스 정의를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이다. 

GDAL은 Raster Image를 처리할 때 유용하므로 서버가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포맷을 

수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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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A. PC와 Mobile Device의 성능 차이 

 

 

(그림 3-1) PC 그래픽 카드와 Mobile Device의 성능 비교 

 

대표적인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의 경우, 하드웨어성능이 PC에 비해 낮다. 이는 

PC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나 IOS로 이식했을 경우 프로그램

이 느리게 실행되거나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대한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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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obile Device의 인터넷 속도 

 

 

(그림 3-2) WIFI와 LTE의 인터넷 속도 차이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PC의 유선 인터

넷에 비해 느리며, 지역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심하다. 이러한 속도 차이로 인한 

Server와 Client의 데이터 송수신 상태의 편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은 가장 

빠른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2.2  소프트웨어 

A. 좌표 정보 

 

 

(그림 3-3) Tile Map의 계층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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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고도데이터와 위성영상의 경우, 파일 내부에 고도를 나타내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일 내부의 좌표정보가 아닌 별도의 구분 방식이 필요하다. 좌표값이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Tile Map을 계층적으로 세분

화 하는 방식이며, 이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지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다. 

 

B. 고도데이터의 값 손실 

  

 

(그림 3-4) PNG 포맷의 고도데이터와 RGB값 

 

PNG와 같은 포맷의 경우 8bit, 24bit, 32bit 저장 방식이 있으며, 고도데이터를 저장

할 때에는 흑백의 이미지로 관리가 되므로 bit수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PNG 타입의 고도데이터는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255에 불과

하며, 이는 다른 타입의 데이터에 비해 값의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좌표의 픽셀값에 일정한 값을 곱함으로써, 실세계에 근사하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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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DAL Library의 문제 

 

 

(그림 3-5) GDAL 내부에 있는 GNUmakefile 

 

GDAL Library를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TIFF형태의 파일을 사용할 때 쓰는 GNU Library

의 경우, GNU를 이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Open Source로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코드를 배포할 경우 

제 3자에게 공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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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표 4-1]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배판근 - Android 프로그래밍 

김현봉 - PC 프로그래밍 

서한석 - 알고리즘 분석, PC User Interface 

이정란 - Mobile User Interface 

황인섭 - Server 구축, IOS 프로그래밍 

 

 

5 프로젝트 비용 

[표 5-1]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자료 조사 10 

개발환경 구축 20 

User Interface 20 

PC 프로그래밍 40 

Android 프로그래밍 40 

IOS 프로그래밍 40 

합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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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표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구상 

아이디어 구상      

 

관련 시장 조사      

 

요구 자원 조사      

 

관련분야연구 

개발 언어 및 도구 

공부 
     

 

주요 기술 공부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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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표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주제 선정 

⊙ 프로젝트 주제 선정 

⊙ 조원 별 개발 영역 선정 

산출물 :  

1. 프로젝트 주제 회의록 

2. 개발 영역 관련 세미나 자료 

2014-01-13 2014-02-03 

계획서 작성 

⊙ 개발 환경 구축 

(Visual Studio 상의 open GL 라이브러리 구축, 

Eclipse 및 Android SDK, IOS 개발을 위한 XCode, 

웹서버 구축 위한 TomCat 설치)   

⊙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작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조원 별 개발 환경 구축 

2014-02-03 2014-03-13 

1 차 중간 보고 

⊙ PC 를 통해 오프라인 3D Map View 시연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14 2014-04-03 

2 차 중간 보고 

⊙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오프라인 3D Map View 

시연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04-04 2014-05-01 

구현 완료 

⊙ 서버, 클라이언트 연결 

산출물: 

1. PC 어플리케이션 

2. 모바일(Android/IOS) 어플리케이션 

2014-05-02 20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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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표 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배판근 Android Programming 2013-03-03 2013-05-29 48 

김현봉 PC Programming 2013-03-03 2013-05-29 48 

서한석 Algorithm, PC User Interface 2013-03-03 2013-05-29 36 

이정란 Mobile User Interface 2013-03-03 2013-05-29 48 

황인섭 Server / IOS Programming 2013-03-03 2013-05-29 48 

합   계 228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PC 어플리케이션 

2. 모바일(Android/IOS) 어플리케이션 

2014-05-12 2014-05-16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최종보고서 

2014-05-19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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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표 6-4] 비 인력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실 / 회의실 알고리즘 연구실 2014-03-03 2014-05-29  

개발용 PC 6 대 

Dell Studio XPS 2014-03-03 2014-05-29  

Dell DT T3600 2014-03-03 2014-05-29  

Dell XPS 2014-03-03 2014-05-29  

Dell 2014-03-03 2014-05-29  

Dell S2740L 2014-03-03 2014-05-29  

IMac 2014-03-03 2014-05-29  

서버용 PC Dell 2014-03-03 2014-05-29  

IOS 기반 기기 IPad Mini 2014-03-03 2014-05-29  

Android 기반 기기 Samsung Galaxy 2014-03-03 2014-05-29  

소프트웨어 

Tomcat 2014-03-03 2014-05-29  

Visual Studio 2010 2014-03-03 2014-05-29  

Eclipse 2014-03-03 2014-05-29  

XCode 2014-03-03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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