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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목표 

 

본 프로젝트는 고도데이터와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PC와 모바일 기기(Android, IOS)에서 

3차원 지형정보 서비스를 지원하는 3D Map Viewer을 제공하고 이는 게임, 시뮬레이션, 건

설, 군사, 산악 등 여러 분야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1.2 배경 및 기존 Map Viewer와의 차별성 

1.2.1  기존 지형 정보 서비스 현황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가 발전하고 모바일 

GIS 또한 발전하고 있다. 모바일 GIS는 민간, 공공 모든 부분에서 ITS, LBS, 텔레매틱스 

기술과 함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분야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표 1 - 1] 회사 별 지원가능한 Map Viewer 

회 사 프로그램 

구글 Google Map / Google Earth 

네이버 Naver Map 

다음 Daum Map 

애플 Flyover 

국토교통부 VWorld 

 

이러한 GIS는 사용자가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2.0 

기반의 GIS 패러다임이다. 또한 이것은 일반 대중 및 개발자들이 개방형의 지도 데이터 

및 기능들을 이용해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공간정보 

플랫폼이다. 현재는 Google, Microsoft, Yahoo 등 대표적인 포털 업체들이 기술을 주도해 

가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부합되는 

지도서비스를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자 참여 지도 제작 서비스를 보편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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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2] Map View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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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3D 모바일 지도 서비스 현황은 매

우 열악하다. 특히 국내에서 Google Earth를 모바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모바일에서 

사용가능 한 3차원 지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서비스는 서비스국토교통부에서 제

작 ‘VWorld’ 하나에 불과하다. ‘VWorld’는 오픈플랫폼이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픈플랫폼 클라이언트의 

기능적 한계를 벗어나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1.2.2  모바일 기기의 하드웨어 발전 

 

 

(그림 1 – 1) 기기별 그래픽 성능 그래프 (2012, NVIDIA) 

 

 현재 모바일 기기의 발전은 기존 기기(콘솔, PC)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기존 기

기의 성능을 따라잡고 있는 실정이다. NVIDIA의 경우 2012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 

기기의 성능이 현재의 콘솔 그래픽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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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2) 모바일 CPU와 구형 PC CPU의 성능 비교(2013, Intel) 

 

 또한, 2013년 후반기에 출시된 베이트레일 기반 아톰인 ‘Z3770’의 경우, 구형 데스크

탑용 듀얼코어 ‘E6420’과 유사하며, 2010년에 출시된 노트북용 저전력 프로세서인 ‘I5 

520UM’을 상회하는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모바일 기기의 하드웨어 

발전은 보다 다양한 환경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3  프로젝트의 목적 

 

 

(그림 1 – 3) 3D Map Viewer의 목적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3차원 모바일 지형 서비스의 한계에서 벗어남과 동시

에 세계의 고도 데이터와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PC, 모바일 기기(Android, IOS)에서 실행 

가능한 3D Map Viewer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다른 지도 서비스와 차별화 

하여 직접 고도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계산하여 표현함으로써, 서버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파일의 경로만을 수정하여 손쉽게 지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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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LOD(Level Of Detail) 

 

 

(그림 2 - 1) LOD(Level Of Detail) 방식 

 

LOD 방식은 Level Of Detail의 약자로서, 메시 모델링 데이터의 정밀도를 단계별로 조정

하는 기술이다. 카메라와 오브젝트 간의 거리나 화면에 투영된 면적에 따라 모델 디테일을 

다르게 렌더링하는 것이며, 멀리 떨어져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하이퀄리티 맵핑을 계

속 쓰게 되면 무겁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가 가까이 보여줄 땐 하이퀄리티 

맵핑을 보여주게 되지만 카메라가 멀 경우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적은 수의 폴리곤을 갖는 

모델링 데이터를 사용하는 로우맵을 보여주는 기술이다. 

 

 

(그림 2 - 2) Flyover 지도에 적용된 거리기반 LOD 

 

3D 지형 서비스에서 LOD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주로 거리기반의 LOD 방식을 이용한다. 

또한, 고도데이터의 값을 서버에서 계속해서 갱신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적 LOD 

방식이 효율적이다. 

 

 

 

http://www.opensg.org/projects/opensg/attachment/wiki/Tutorial/OpenSG1/NodeCores/lod.png
http://api.viglink.com/api/click?format=go&jsonp=vglnk_jsonp_13958366481868&key=9d57a91dbe2c04751e4fa138fb7bd152&loc=http://www.rez3d.com/&v=1&libId=e69bc15b-7697-489e-967c-3d5287be6440&out=http://www.livedolomiti.com/3d/Launcher.htm&ref=http://www.webring.org/l/rd?ring=3d;id=1;url=http://www.rez3d.com/&title=RezIndex&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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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Quad Tree 

 

 

(그림 2 - 3) Quad Tree를 이용한 3D 지형의 표현 

 

Quard Tree란 자료구조의 트리를 기반으로 자식 노드가 4개인 트리를 말한다. 3D데이터

를 표현하기 위한 자료구조를 Scene Graph라고 부르는데 이것 역시 그에 포함된다. 이 트

리는 2차원 공간을 4개의 자식 노드로 재귀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이다. Quard Tree를 사용

하면 초기에 하나의 넓은 월드의 지형을 1/4로 나누고 그렇게 나온 4개의 노드를 부모로

서 다시 1/4로 나뉘기 때문에 매우 거대한 지형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필요 없는 데

이터를 제거함으로써, 3D 엔진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을 빠르게 줄일 수 있다. 

 

2.1.3  Geometry clipmap 

 

       

(그림 2 - 4) Mipmap Image Pyramid 

 

GIS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드웨어가 처리할 수 있는 작은 

타일들로 분할하여 관리한다. 이때, Mipmap과 Clipmap이라 부르는 개선된 자료 구조를 사

용한다. Mipmap은 다양한 크기의 텍스처를 준비하고 Mapping되고자 하는 폴리곤에 가장 

근사한 크기를 갖는 텍스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구조들의 단일화, 부드러운 영상 

변화 및 안정적인 렌더링 속도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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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5) Geometry clip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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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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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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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게 된다. Clipmap

은 Mipmap에 비해 메모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용량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2.2 수행내용 

3D Map Viewer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으로는 Quad Tree 구현 및 Level Of Detail의 적용

은 완료되었지만, Clipmap의 경우 구현이 미흡하다. 또한, 기존 계획서에서 프로그램의 렌

더링 속도를 높이기 위해 Frustum culling을 적용시켰다. 

 

[표 2 - 1] 프로젝트 수행 결과 

분 류 완 료 미 흡 추 가 

Quad Tree O   

Level Of Detail O   

Clipmap  O  

Frustum culling   O 

 

또한, 현재까지의 제작된 프로그램은 크게 “고도데이터 로드”, “Quad Tree 생성”, 

“Frustum Culling 수행”, “Level Of Detail 적용”, “Rendering”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고도

데이터 로드”는 PNG 형태의 고도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이며, “Quad Tree 생성” 

단계에서는 고도데이터 크기의 Quad Tree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Frustum culling 수행” 

단계에서는 생성된 Quad Tree와 메모리의 고도데이터를 이용하여 화면에 표시될 오브젝

트의 범위를 계산하는 단계이며, “Level Of Detail 적용” 단계에서는 카메라와 먼 거리의 

오브젝트의 Detail을 낮추는 작업을 한다. 마지막으로 Rendering 단계에서, 오브젝트를 매

핑하여 화면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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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6) 3D Map Viewer 실행 흐름도 

 

2.2.1  고도데이터 로드 

 

“고도데이터 로드” 단계에서는 GDAL을 사용하여 고도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GDAL API에 있는 GDALDataset 클래스의 경우, 다양한 Image 파일 포맷을 로드할 수 있

으며, 함수를 통해 Image의 가로, 세로의 픽셀의 개수와 이미지의 래스터 밴드의 수를 알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메타데이터가 있을 경우 함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표 2 - 2] GDALDataset의 주요 함수 

분 류 기 능 

GetXSize Image의 가로 pixel의 개수 

GetYSize Image의 세로 pixel의 개수 

GetRasterCount Image의 RasterBand의 개수 

 

QuadTree를 적용하기에 앞서, GDAL을 통해 로드한 이미지 파일이 OpenGL의 텍스처 

매핑 함수를 통해 매핑이 정상적으로 되는지에 대해 테스트하였다. Image의 밴드의 개수

가 3인 PNG 파일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매핑이 이루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 7) 텍스처 매핑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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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Quad Tree 생성 

 

“Quad Tree 생성” 단계에서는 이미지 파일의 가로, 세로의 크기만큼의 QuadTree를 생

성한다. QuadTree를 이용하여 하나의 지형을 1/4의 크기로 분할하며, 다시 재귀적으로 

1/4의 크기로 분할한다. 일정 크기 이하로 작아지면 분할을 멈추도록 하면 된다. 

 

 

(그림 2 - 8) Quad Tree 실행 결과 

 

2.2.3  Frustum culling 수행 

 

 “Frustum culling 단계” 에서는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를 계산하는 단계이다.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는 Frustum의 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오브젝트와 Frustum culling을 수행한다. 

오브젝트가 Frustum의 전부 포함되거나, 일부분만 포함될 경우, 자식노드에 대해서도 

Frustum culling을 수행하며, 오브젝트가 Frustum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출력하지 않는다. 

 

 

(그림 2 - 9) Frustum culling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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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Level Of Detail 적용 

 

“Level Of Detail 적용” 단계에서는 카메라의 거리에 따른 LOD를 적용하여 카메라로부터 

먼 거리의 오브젝트의 디테일을 낮춤으로서, 렌더링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LOD의 단계가 

바뀌는 지점의 경우 크랙(Crack)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각형을 추

가로 삽입하여, 크랙의 발생을 방지한다. 

 

 

(그림 2 - 10) Level Of Detail 적용 결과 

 

 

2.2.5  Rendering 

 

마지막 “Rendering” 단계에서는, 계산된 삼각 메시의 값을 이용하여 텍스처 매핑을 통

해, 지형을 3차원으로 가시화하는 단계이다. (그림 2 - 11)에서는 Quad Tree에 LOD와 

Frustum culling이 적용된 3차원 이미지에, 고도데이터를 매핑한 결과이다. 

 

 

(그림 2 - 11) Quad Tree에 이미지를 매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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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단일 Quad Tree를 이용한 Map Viewer 제작 

 

       

(그림 3 - 1) 단일 Quad Tree를 이용한 3D Map View 

 

우리는 3D Map Viewer를 렌더링 할 때, QuadTree 고정하는 방안으로 프로젝트를 수정하

였다. QuadTree의 경우 이미지의 가로, 세로의 픽셀의 개수를 이용하여 QuadTree를 구성

하는데, 지형정보의 특성상, 지도의 크기는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모든 QuadTree의 초기 

Parameter(가로, 세로의 픽셀의 수)는 동일하다. 따라서, 하나의 QuadTree를 이용하여, 2

차원 좌표에 해당하는 고도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QuadTree를 재구성하는 데 드는 시간

과 메모리의 소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QuadTree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3.1.2  평면 방정식 

 

평면 방정식이란 무한 평면을 정의하는 수학적 도구로서, 간단한 수식으로 평면을 표현한 

것이다. 평면 방정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x+by+cz+d = 0 

 

여기서, a, b, c는 이 평면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선 벡터이며, d는 평면과 원점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다. 또한, (x, y, z) 좌표값은 모두 이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이다. 우리는 평면 

방정식의 연산 결과를 통해 어떠한 한 점이 평면의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절두체 내부에 점이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얼마

나 떨어져 있는지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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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1] 평면 방정식의 결과와 의미 

결과값 의 미 

ax + by + cz + d = 0 점이 평면 위에 있다 

ax + by + cz + d > 0 점이 평면 앞에 있다 

ax + by + cz + d < 0 점이 평면 뒤에 있다 

 

3.1.3  Frustum culling 

 

Frustum이란 투영 행렬을 계산할 때, 화면에 보이는 범위를 정의하는데, 이 모양이 머리

를 자른 것 같다고 해서 절두체(Frustum)라고 부른다. 

 

 

(그림 3 - 2) 절두체의 정의 

 

Frustum culling이란 3차원 영역에서 실제로 카메라의 시야 범위에 포함되는 것들만 렌더

링하고, 나머지 것들은 렌더링하지 않는 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Frustum culling은 3D 엔진

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속도 증가 기법 중의 하나이다. 

 

[표 3 - 2] 절두체를 이루는 6개의 평면 

이 름 위 치 

근평면 (Near plane) 카메라와 수직하며 제일 가까운 곳의 시야 범위를 나타내는 평면 

원평면 (Far plane) 카메라와 수직하며 제일 먼 곳의 시야 범위를 나타내는 평면 

좌평면 (Left plane) 카메라의 좌측 시야 범위를 나타내는 평면 

우평면 (Right plane) 카메라의 우측 시야 범위를 나타내는 평면 

상평면 (Top plane) 카메라의 상단 시야 범위를 나타내는 평면 

하평면 (Bottom plane) 카메라의 하단 시야 범위를 나타내는 평면 

 

이러한 절두체는 총 6개의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 6개의 평면에 포함되지 않

는 영역은 오히려 렌더링 속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6개의 평면 내부와 외

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면 방정식을 도입하여 계산하며, 6개의 평면 방정식에 점의 좌표

를 대입해서 모든 평면 방정식의 결과값이 양수(+)이면, 이 점은 절두체의 내부에 포함되

어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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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3) 절두체와 점의 포함관계 

 

우리가 사용할 Culling 기법은 경계구 컬링(Bounding sphere culling) 기법으로, 메시 전

체를 감싸는 경계구를 지정하고 이 구가 절두체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면 방정식 ax+by+cz+d=0에 경계구의 중심점(x, y, z)의 값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값이 반

지름 r보다 작다면 평면과 중심점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은 것이므로 경계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경계구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메시의 일부분이 절두체에 포함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으로 판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림 3 - 4) 경계구 컬링 기법의 포함 유무 확인 

 

3.1.4  Crack 

 

Quad Tree 에서의 균열(Crack)은 LOD를 적용할 때, LOD 단계가 서로 다른 메시들의 경

계 부분에서 디테일이 낮아지게 되어 인덱스가 참조하는 정점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형에 

구멍이 뚫리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3 - 5) 디테일 차이에 의한 크랙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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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크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OD 단계가 서로 다른 메시의 경계부분에 

삼각형을 추가하여,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상하좌우 네 가지 방향으로 만

들어 모든 메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랙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림 3 - 6) 삼각형을 이용한 크랙현상 해결 

 

3.1.5  Texture mapping 

 

 텍스처 매핑(Texture mapping)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가상의 삼차원 물체의 표면에 

세부적인 질감의 묘사를 하거나 색을 칠하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수식이나 2차원의 그림

을 3차원 물체의 표면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적용하고,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만들어 

나갈 때 마치 실제의 물체처럼 표현한다. 

 

 

(그림 3 - 7) 텍스처 매핑(Texture mapping) 

 

 텍스처 공간(Texture space)의 경우, 그림의 크기의 상관없이 (0,0) ~ (1,1)의 범위로 표현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공간에서 이를 상용할 경우 텍스처 공간에 맞게 별도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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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8) 텍스처 공간과 오브젝트 공간 

 

 하지만, 이러한 매핑 방식의 경우 확대(Magnification)와 축소(Minification)의 방식에 따라 

Alias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Filtering이나 Mipmap을 이용하여 Aliasing 

현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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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마일스톤 

 

[표 4 – 1] 마일스톤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2 차 중간 보고 

⊙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오프라인 3D Map View 시연 

⊙ Clipmap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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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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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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향후 계획 

 

 

(그림 4 – 1) 향후 계획 

 

 현재 계획으로는 PC로 구현된 3D Map Viewer를 Android로 옮기는 것과 동시에, Clipmap

을 PC와 Mobile, 양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된 Library를 통해 구현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그 후, IOS Application을 최종적으로 만듦으로, 2차 중간보고가 완료되

기 전에 PC와 Mobile의 Offline 방식의 3D Map Viewer를 제공하며, 그 후 Server와 

Platform 사이의 파일을 교환하는 작업과, 그 파일을 별도의 Thread를 이용하여 로드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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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5.1 Camera View 문제 

 

 Frustum culling 기법은 Camera와 오브젝트와의 평면 방정식을 통해 렌더링의 유무를 판

단하며, 이러한 방식은 Camera의 각도에 따라, Map과 오브젝트의 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Map이 표현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정 거리

를 넘어가게 될 경우, 안개 효과를 추가하여 Map의 표현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5.2 Image의 Y축 반전 

 

       

(그림 5 - 1) 실제 고도데이터와 3D Map의 지형 차이 

 

 현재 3D Map Viewer를 이용하여 고도데이터를 3차원 가시화 할 경우, Y축이 반전되는 현

상이 발생한다. 이는 Image의 좌표와 OpenGL로 표현하는 좌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

생하는 문제이며, 고도데이터를 읽는 방식을 변경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3 Map 크기 문제 

 

 

(그림 5 - 2) Map 크기에 따른 상이한 노드 크기 생성 

 

 Quad Tree는 자식노드를 생성할 때마다 한 변의 크기가 1/2가 되므로, 생성할 지형의 크

기가 2^n + 1의 크기일 때, 최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이를 만족하지 못할경우 같은 레벨

의 노드의 크기가 서로 다르거나, 노드의 정밀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

서, 최초 Quad Tree를 생성할 때, 2^n의 비례하도록 생성하여, 크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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