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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 및 방법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우리나라의 경우 N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단위의 각종 GIS 기본 데이터베

이스가 이미 상당부분 구축되어 누구나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며, 또한 최

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화질의 위성영상 획득이 용이해 졌다. 무엇보다도 최근 컴

퓨터 성능의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개인용 컴퓨터에서 GIS 데이터 및 고화질 영상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2007년 11월부터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경관계

획 수립이 본격화 되었으며 경관의 관리 및 집행에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주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됨으로써 3차원 공간정보와

경관시뮬레이션을 활용이 더욱 필요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미 3D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이러한 데이터를 경관평가에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준

및 구체적인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이미 구축된 GIS 데이터베이스 및 위상영상을 이용한

도시경관계획은 위한 효율적인 경관시뮬레이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기초로

현실성 있는 경관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도시경관계획에서 활용하기 위한 3차원 데

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의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당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1) 3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관계획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3차원 공간정보는 지형데이터, 위성영상, 건

축물데이터, 기타 속성 데이터 등이 있을 수 있다. 종전의 지형 데이터 구축은 지형

모델이 구축된 후 지반높이를 입력을 통한 건축물의 바닥높이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랐다 그러나 ArcGIS(ver 9.2의 ArcScene 기능)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지반고를 부여하지 않고도 NGIS에서 구축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GIS 소프트웨

어로 생성한 GRID DATA를 지반고로 적용하여 데이터를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다

즉 수지지형도(1:5000)에서 등고 레이어만을 추출하여 GIS를 이용하여 DEM을 생성

한다.

이후 보다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 IKONOS영상을 지형의 맵핑(mapping)한

다 맵핑은 우선 DEM의 Cell size는 설정하고, 기하보정, 정사보정을 통한 영상정보

를 보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시뮬레이션의 현실감 있는 표현을 위해 TIN에 의

한 DEM을 이용하였다. 단점으로 지적받은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에 대해서

DEM 관리 측면에서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급이상 도시의 DEM울 생성하

여 필요한 부분만 CLIP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장기적은 측면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

라 판단된다



- 2 -

<그림 1> 3차원 데이터 추출 <그림 2> DEM분석 

<그림 3> 가시권 분석 <그림 4> 위성영상분석 
DEM과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기본 지형이 완성되면, NGIS에 구축된 다양한 속성

데이터와 수치지형도로부터 얻어진 건축물의 공간정보를 연결하여 도시경관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3D 건축물 공간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존의 경우 GIS에서는

멀티패치(multi-patch) 형식의 쉐입(shape)이나 Max나 CAD 같은 3D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3차원 건축물을 일일이 생성 하였지만, 이는 3D 데이터의 생성, 핸들링 속

도, 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형도의 텍스트형태의

건축물 층수를 GIS 속성데이터로 변화시켜 수치지형도의 건축물에 연산하여 간편하

고 손쉽게 작성 한다. 이는 기존의 CAD혹은 GIS의 자료를 가공 할 필요 없이 입력

된 속성만으로 건물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분석과 관리에 있어 기존의 방식보다 월

등하게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연구내용

(가) 불가시심도의 측정과 정량화

불가시심도는 지형경관의 기복변화, 시선방향으로의 깊이감, 투시적 전개성(3차원

공간에서 경관이 파노라미하게 수평으로 펼쳐짐)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형경관 요

인으로서, 가시도 및 지형 시인성과 함께 경과 시거리 구분(예를 들면 근경, 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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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론적으로 불가시심도는 시점과 불가시 영역 내 특정 지점간의 시선 단면을 그

려 계산할 수 있지만, 수치지형 자료상에서 공간적으로 분포하는 매쉬 자료를 순차

적으로 처리한다든지, 특정 지점의 불가시심도를 계산하여 전체적 공간 분포로 가시

화하여 나타내는 등 정량화의 구체적인 과정은 아직 많은 연구에서 과제로 남겨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정 지점의 불가시심도를 계산하여 전체적 공간 분포로

가시화하여 나타내는 등 정량화의 구체적화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나) 조망점별 가시권 분석 패러미터 설정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LOS(Line of Sight) 알고리즘의 표준화 및 그 정확도를 높

일 수 있는 방법과 이들 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각각의 패러미터 값들을 결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절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 Observer Points/Viewshed, Z factor

⦁ Refractivity coefficent

⦁ OFFSETA, OFFSETB

⦁ AZIMUTH1, AZIMUTH2

⦁ VERT1, VERT2

⦁ RADIUS1, RADIUS2

⦁ 대상지역 분석을 위한 Mesh의 적정 크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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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의 범위

도시경관이란 종합적인 도시경관정비의 시현을 위하여 그 도시가 지향하는 경관

형성의 명확한 목표나 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시의 특성 및 과

제 파악, 목표설정, 도시경관의 골격구조 파악과 경관 특성을 가진 면적 지구 파악,

이를 바탕으로 한 정비방침과 시책 개발 등을 포함 한다1).

즉, 도시경관계획에서 경관형성의 목표나 지침 수립을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현실 도시공간구조와 특성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복잡해진

도시공간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3D 공간정보에 기초한 분석이 요구되며, 경관계획,

관리, 평가에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3D 공간정보를 활용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2)3)4)5)6)7)8).

이러한 관점에서 경관평가를 위한 3차원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의 표준화가 절

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경관평가를 위한 3차원 데이터베이스에는 자연

지형정보와 인공구조물정보의 두 가지로 큰 분류를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의 방대한 범위를 모두 다루기보다는 시각화의 기초

가 되는 자연지형정보 중 지형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연구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연구의 내실을 기하였다.

2. 3차원 지형정보 프래임워크 표준화

3차원 지형정보의 표현방법으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형을 동일 고도

점의 연속선으로 표현한 등고선 형태, 측정지점 혹은 기점의 높이 값을 불규칙삼각

망(TIN)으로 표현한 형태, 그리고 동일한 격자에 높이값을 입력하여 표현하는 사각

그리드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지형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한국조경학회, 도시경관계획 및 관리, 문운당. p103, 2004

2) 김충식, GIS와 CAD 기술을 접목한 도시경관시뮬레이터의 개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3). pp. 247~254. 2006.

3) 장문현, Web GIS 기반의 3차원 도시경관 시뮬레이션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국GIS학회지 13(2), pp.103-117 2005.

4) 장문현. 3D-GIS 위상관계를 활용한 도시경관정보 가시화 방안 연구. 한국GIS학회지 15(1), pp. 35~52. 2007.4

5) 김용석, 3차원 지형모델링에 의한 경관정보 분석과 Web GIS 구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9). pp. 204-211, 2007.9

6) 송인성, 33차원 GIS 기반의 도시경관 시각화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3). pp. 111~124. 2005 

7) 최봉문, 도시경관계획을 위한 3D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제안. 한국콘텐츠학회 2006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4(2), 

pp.421-425, 2006. 11

8) 이재원, 항공사진을 이용한 경관정보 분석과 Web GIS 구현, 대한지구물리학회 지구물리 1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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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대표적 지형표현 모델

이러한 3가지 형태의 지형표현 모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2-1 과 같다.

모델 장 점 단 점

등고선 모델

시각적 이해도가 간결
수리적 연산 즉 자동분석에 적합치

않음

비현실적인 지형의 외곡이 논리적으

로 배제

등고선 사이의 공간의 측정치는 선형

보간법을 다시 적용해야 함

TIN 모델

압축된 간결한 형태
복잡한 자료구조로 중첩 기능 수행시

곤란

지형학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조직

망 분석시
공간적 편의표현에 비효과적

수작업에 의해 완성된 지도에 거의

미관상 비슷한 도형 제작시

자료의 조작과정과 영상의 질 향상에

비효과적

사각그리드 모델

간단한 자료구조로 중첩 조작이 용이 압축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드묾

다양한 공간적 편의의 격자형 표현 지형관계 표현시 어려움

자료의 조작과정을 효과적으로 하고

수치영상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용이

주로 네모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미관상 거칠다

표2-1. TIN 모델과 사각 그리드 모델의 비교

등고선 모델의 경우는 컴퓨터에 의한 분석에 적합지 않고, TIN 모델의 경우 압축

되고 간결한 형태이며 값의 연산값이 비교적 정확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

기는 하나 복잡한 자료구조로 인하여 공간의 중첩연산 등 공간분석에는 많은 부하

가 걸리고, 단위면적당 데이터의 균질도가 떨어져 연산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단점

이 있다. 그에 비하여 사각 그리드 모델의 경우는 데이터가 면적에 따라 또는 해상

도에 따라 대용량으로 커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분석이 용이하고 최근 시각적 시뮬

레이션이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관평가에 있어 거리에 따른 시각적 해상도의 배려가 없다면 그림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점과 근접한 곳은 해상도가 낮게 보이고 먼 곳이 오히려 해상도

가 높게 보이는 왜곡현상이 보인다. 이는 경관평가가 시각적 평가에 기준한다는 것

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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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거리에 따른 해상도 차이

그림2-3. 관측지점과 거리에 따른 해상도의 요구수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체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

법이겠으나, 이렇게 할 경우 시점과 먼 곳에

대한 분석 연산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전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얻어내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지형정보의 모델 표준화는 사각 그

리드 모델을 사용하면서 시점과 거리에 따른

해상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 이러한 방법의 가상 이상적인 형태는 그

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점에서 가까운 곳의 데이터 해상도를 높이고 먼 쪽의

해상도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할 경

우 특정 시점의 특정 데이터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범용적인 데이터로 표준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상도의 피라

미드를 고려하였다. 해상도의 피

라미드는 그림 2-4, 2-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단계의 해상도

를 미리 생성하고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

래픽 소프트웨어의 빠른 디스플

레이를 위해 일반적 방식이지만,

분석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사용

하는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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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건축물 높이를 반영한 지형 모델의 비교

그림2-4. 해상도 피라미드의 개념도 그림2-5. 그리드 모델의 피라미드 개념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평가를 위한 3차원 지형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를 위

하여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분석에 있어서 해상도 피라미드를 사용하여 실제 구현

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3. 지형정보 DB 구축

경관평가에 있어 가장 기초적

인 분석인 가시권분석에 사용하

는 지형정보인 DEM(Digital

Elevation Model) 데이터는 일반

적으로 수치지도 상의 등고선과

표고점에서 추출한 높이 데이터

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이는 인

공구조물이 비교적 드문 산지지

형에서는 적합한 지형데이터일

수 있으나, 도심지와 같이 인공

구조물들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적합한 지형 데이터라 할 수 없

다.

그림2-6 은 도심부의 동일지점을

대상으로 하나는 일반적인 DEM

과 다른 하나는 건축물의 높이를

반영한 DEM을 바탕으로 가시권

분석을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a)시각장애물을 무시한 일반 DEM의 경우 가시영역

이 매우 넓게 분포한 반면 (b)건축물 높이를 반영한 DEM의 경우 가시영역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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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좁고 자세하게 나타나므로, 조망점 선정 작업시 보다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이는 현장조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현업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

다.

시각장애물을 반영한 DEM 제작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해상도 10cm×10cm까

지 높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9)일 것이나,

조사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편화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외 방법으로는

1/1,000 수치지도 레이어 중 ZC0021 건축물 구조와 층수 주기 레이어의 값을 이용,

구조화하여 일반 DEM에 건축물 높이 값을 병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건축

물의 층수값에 층고(일반적으로 3m)를 곱하여 높이를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좀

떨어지나 저비용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기에 적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

용하였다.

또한 DEM이나 TIN과 같은 높이 기반 데이터로는 식생을 반영한 가시권분석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시권분석의 해석은 시점과 조망대상을 반대로 생각하는

데, 즉 분석시에는 시점에서 보이는 영역을 조망대상으로 생각하지만, 해석시에는

가시영역의 모든 점에서 시점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식생 즉 나무가 있

는 곳에서는 나무에 가려 시점 즉 해석시의 조망대상점이 보이지 않는 오류가 발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식생지수분석을 통한 후처리 방법을 사용하

였다. 식생지수분석이란 식물의 활력도를 측정하는 분석으로 보통 Landsat-TM10) 위

성영상의 7개 밴드 중 적색에 해당하는 밴드3와 근적외에 해당하는 밴드4를 이용하

여 산출하는 정규식생지수(NDVI :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11)를 많

이 사용한다.

정규식생지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고,

NDVI=
Band4-Band3
Band4+Band3

(1)

결과값은 -1～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 눈, 구름, 토양, 물, 인공물 등과 같이 식

물성이 없는 곳에서는 -1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고, 건강하고 규모가 큰 식물상 지

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높은 값을 갖는 특징이 있다.

그림2-7은 대구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식생지수를 이용한 가시권분석 후처리 결과이

다. 대상지는 북쪽으로 팔공산과 이어지는 산지 지형으로 식물활력도가 높게 나타난

다. 반면에 일반적 가시권분석에 의하면 산지 지형에서도 조망대상이 가시 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후처리 한 (c)를 자세히 살펴보면

9)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항공기에 레이저스캐너를 장착하여 지형정보 등을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10) 자원탐사 등에 이용되는 위성영상
11) 정규식생지수(NDVI :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는 1969년 Krigler가 고안하고 1973년 Rouse 등이 활용
사례을 제시한 대표적인 식생지수로, -1에서 1 사이의 정규화된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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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식생지수를 이용한 지형정보의 후처리

A지역과 같이 가시영역이면서 식생지수가

낮은 곳이 발견되는데, 이 지역은 초례봉

등산로 중 대구시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로 분석의 정확도를 가늠해볼 수 있

다.

이러한 전후처리를 통해 앞에서 살펴본 해

상도 피라미드 방식을 이용하여 피라미드화

하여 지형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

다.

4. 결과 및 활용

1) 가시빈도분석의 결과 및 활용

가시빈도분석(viewshed frequency analysis)이란 다중점에 의한 가시권분석을 산술

연산하여 빈도분포도로 표현한 것이다(그림2-8참조)

그림2-8. 가시빈도분석의 계산

이는 단일점에 의한 가시권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단위 아파트단

지나 신도시의 분석에 있어 가시권분석과 가시영역의 중요성을 판단하기에 편리한

방법이다.

이러한 가시빈도분석은 기존의 가시권분석과 달리 가시여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빈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중요한 가시 위치를 판단 할 수 있고, 따라서 분석

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그림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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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0. 특정지점별 건축물 높이제한

그림2-9. 가시권분석과 가시빈도분석의 비교

2) 시곡면분석의 결과 및 활용

시곡선은 조망하는 이와 조망대상을 단면으로 보았을 때, 조망하는 사람의 눈높이

와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직선을 의미한다. 즉, 사람이 바로보는 시간에 대한 가상의

직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망점에서 연속하는 조망대상을 바라볼 경우에는

조망점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곡선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처럼 시곡선이 모여

일종의 면의 형태를 이루는 것을 시곡면이라고 한다.

시곡면분성은 일정 표고의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을 바라볼 경우 생기는 각 지역의

시곡선과 지형과의 높이 차이의 분석을 의미한다.

시곡면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하나의 가정이 존재하게 되

는데 이는 대상의 어느 위치를 조망하느냐에 대한 범위정도이다. 특정 산을 예를 들

어 설명하면 그 산의 정상을 조망할 것인가, 아니면 정상이 아닌 산의 어느 부분을

조망할 것인가 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하나로 설명

하기 곤란하므로 다양한 시나

리오를 채택함으로써 각각의

지구의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림 는 조망대상이 조망점보

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

조망권 내에 있는 한 지점에서

건축 가능 층수를 구하는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조망권 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원리로 GIS 분석을 통해 일정 층수

이하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할 수 있다. 평균 눈높이를 1.6m라 가정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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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점 표고에 1.6m를 더한 점과 조망대상 지역의 표고를 잇는 시곡선을 만든 후, 이

영역에 대하여 높이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는 조망점과 대상의 거리에 따른 표고를

분석하여 앞에서 얻은 상향시야의 데이터에서 지형의 표고를 차감하면 표고차이를

알 수 있다.

그 결과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상이에 있는 각각의 지점에 대한 높이 규제는 조망

점과 해당지점의 표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조망점과 동일한 표고인 d 지점

에서의 건축물의 허용 높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 tan 
또한 산자락에서 표고가 h'이고 조망점으로 부터 d‘ 떨어진 지점의 허용높이는 아

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tan   

3) 불가시심도분석의 결과 및 활용

불가시심도분석은 수치화된 지형정보(DEM : Digital Elevation Model)를 바탕으로

관측 시점과 측정지점 사이의 장애물에 의해 형성되는 시준선12)(LOS : Line of

Sight)에서 측정지점의 지표까지 깊이를 계산하는 분석이다(그림 2-11 참조).

그림2-11. 불가시심도분석의 개념

이는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을 보았을 때 지형에 가려 보이지 않는 지역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관저해요소로 판단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 가능 높이를 결정하

거나, 비가시영역에 세워진 단파 안테나의 높이를 정할 때,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으

로 은폐, 엄폐된 주둔지를 정할 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GIS 프로그램이나 연구목적의 응용프로그램으로도 불가시심도분석

도구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활용적 측면에서 이용도가 낮아서일 수

도 있으나, 도구가 개발되지 않음으로써 사용할 수 없었던 점도 있다. 이는 개념적

으로 정립되었으나, 프로그래밍 기술 한계에 의해 사장되어온 많은 개념들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2) 시준선은 통상 망원경의 경통을 통하여 보는 시선축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시선(視線)의 의미를 보다 제한하여 선의 의미를 강조하

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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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2. 수작업을 통한 불가시심도 계산 과정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불가시심도분석 도구를 사용자정의

(customization)를 통하여 구현하고, 분석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불가시심도분석의 유

용성 판단하고자 한다.

그림 2-12은 제시된 불가시심도의 개념을 기초로 작도를 통한 수작업 분석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a)과정은 등고선이 있는 지도 위에 일정한 간격의 격자를 그리고,

조망점(VP)과 목표점(TP) 사이에 선을 긋는 단계이고, (b)과정은 수선을 내려 지형

단면을 작도하고, 시준선(LOS)을 그어 목표점에서의 불가시심도를 측정하는 과정이

다. (c)는 (a)와 (b)의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격자점의 불가시심도를 구하고, 값에 대

응하는 색을 칠하여 시각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수작업을 통하여 수행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격자의 간격을

작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현업

에서는 모든 격자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지 않고 일부지역에 한하여 분석하거나, 아예

분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통한 분석 도구의 자동화는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사용의 용이성으로 인해 더 많은 사용 사례와 요구가 만들어 질 것이

다.

이러한 불가시심도분석은 프로그램으로 구현 된다면 기존의 시각적 정량분석 방

법인 가시권분석을 대체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시권분석이 가시영역과 비가시영역을 단순히 이진법으로 표현하는데

반하여, 불가시 심도 분석은 비가시영역의 보이지 않는 깊이 즉 불가시심도를 정확

히 정량화함으로써 조망경관에 저해되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등 경관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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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4. 가시권분석과 불가시심도분석의 비교

Ⅲ. 연구결과 활용계획

1. 연구결과 활용계획

1) 가시빈도분석

개발에 따른 경관 영향권 분석 방법으로 현재 가시권분석(Viewshed)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시권분석은 조망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시여부만을 지도상에 표현

하는 분석으로, 가시정도(중요도)를 판단할 수 없고, 단일 조망점만을 분석하므로 개

발대상지가 대규모일 때 분석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한 가시빈도분석은 다중 다층 격자형 조망점을 선정하

고 각각의 조망점에서의 가식권분석을 산술연산하여 가시여부를 빈도로 표현한 것

으로 스트레오 입체 분석이 가능하여 가시의 중요도를 시각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신도시 규모 이상의 광역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가시 정도의 정확한 분석으로

현장 조사점 수를 대폭적으로 축소할 수 있어 현장조사를 위한 많은 노력, 시간,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시곡면분석

산림 스카이라인 보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 규제 등으로 사용하는 시곡면분석은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으며 이에 의한 재산권분쟁과 민원이 빈번

한 편이다. 또한 지형단면작도에 의한 수작업 방식으로 정밀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한 다중시곡면분석은 특정점 즉 경관통제점을 설정하

지 않고 임의의 다수점을 선정하여 시곡면분석을 하고 각각의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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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경관통제점의 주관성을 배제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기술이다. 이는 건축물 높이가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객

관성을 확보하여 민원소지를 줄이고, 또한 자동화로 업무의 효율성과 정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3) 불가시심도분석

조망점에서 바라볼 때 지형에 의해 가려져 보이지 않는 깊이를 의미하는 불가시

심도분석은 개념적으로 정립되었을 뿐 자동화가 되지 않아 지형단면작도에 의한 수

작업으로 분석하거나 혹은 분석을 포기하는 일이 현업에서는 흔한 일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ESRI의 ArcObject를 사용하여 도구화하였다. 분석 알고리즘은 기

개발된 알고리즘 중 점대점 방식(point-to-point method)과 참조판 방식(reference

plane method)을 사용, 참조판 방식을 기본으로 시점과 가까운 곳은 점대점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초기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또한 지구곡률반경에 의한 오

차와 빛의 굴절에 의한 오차를 반영하여 광역분석을 고려하였다. 이렇게 재구성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배포 활용이 가능한 ArcToolbox 도구 형태로 개발하였고, 사용

의 편의성과 대중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대상지에 적용한 결과 기존의 수작업으로

할 수 없었던 고해상도 광역분석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2. 연구성과

본 연구를 통해 부수적으로 세편의 논문이 이미 산출되었고, 이중 두 편은 대한건

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5 n.08(2009-08) pp293~300,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12

n.07(2009-09) pp66~75에 개제되었으며, 한편은 논문 심사가 완료되어 대한건축학회

지 차기 논문집에 게재 예정이다. 또한 각각의 연구 성과는 2009년 11월 세 건의 특

허(제니스 국제특허 사무소)로 출원준비중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한 연구논문이

게제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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