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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심지 지하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도로 굴착 안전사고에 불안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

토교통부에서는「지반침하 예방대책」과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지하

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그 범위를 매년 확산하고 있다. 현행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는 

웹기반으로 데스크탑 환경에서 운용되고 있는 바, 굴착 공사장과 같은 현장 환경에서의 활용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웹기반 환경에서 구축 운영되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는 대

용량 3차원 데이터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현장으로 지체 없이 전송하여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지하

공간통합지도 데이터를 가볍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3DS, 

COLLADA등 데이터포맷이 일원화 되어있지 않으며, 좌표체계 방식도 상대좌표, 절대좌표 등으로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기술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모바일용 지하공간통합지도 

데이터포맷 및 경량화 방법을 제시하고, 제시된 포맷의 모바일용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생성할 수 있

는 기술 개발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3차원 데이터 압

축기술을 적용하여 경량화율을 테스트해 보았으며, 현장에서 압축된 3D 데이터를 해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하였다. 아울러 향후 본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보완하고 추가 연

구실시하여 굴착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제작하여 활용에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어 : 지하공간통합지도, 모바일 3차원 서비스, 3차원 포맷, glTF, DRACO, 3차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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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midst of the aging of underground facilities in urban areas and anxiety about 

road excavation safety accident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egan to build Underground Geospatial Infomation Map from 2015 as part of the 

「ground subsidence prevention measures」 and efficient use of underground spaces. So, 

the scope is spreading every year. The current Underground Geospatial Infomation Map 

information is web-based and is operated in a desktop environment, so it is true that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its use in a field environment such as an excavation 

construction site. The Underground Geospatial Infomation Map, built and operated in a 

web-based environment, is a large-scale 3D data. Therefore, in order to service by 

transmitting data to the field without delay, it is necessary to lighten the Underground 

Geospatial Infomation Map data. In addition, the current Underground Geospatial 

Infomation Map is not unified in data formats such as 3DS and COLLADA, and the 

coordinate system method is also different in relative coordinates and absolute 

coordinates. In this study, by analyzing domestic and overseas prior research and 

technical use cases, a mobile Underground Geospatial Infomation Map data format and a 

lightweight method were presented, and a technology development was conducted to 

create a mobile underground space integration map in the presented format. In addition, 

the weight reduction rate was tested by applying 3D data compression technology so 

that data can be transmitted quickly in the field, and technology was developed that can 

be used by decompressing 3D data compressed in the field. finally, it aims to 

supplement the technology experimentally developed in this study and conduct additional 

research to produce it as software that can be used in the excavation site and use it.

KEYWORDS : Underground Geospatial Infomation Map, Mobile 3D service, 3D format, glTF, 

DRACO, 3D data lightweight

서  론

4차산업 도래에 따른 IT기술의 급속 발전으

로 국내에서는 IT 신기술을 접목한 국토관리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Sakong(2018)은 현시

대가 초연결시대로 돌입함에 있어서 센서와 모

바일기기로 빅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되는 첨단

정보기술이 발전하여 공간정보는 지금보다 큰변

화를 겪을 것을 예상하였으며, An et al.(2020)

은 태풍이나 폭우가 지난 뒤의 싱크홀 사고와 

굴착현장에서의 지하시설물 폭발 사고가 발생함

에 따라서 대처방안에 필요한 실정에 따른 원인

을 조사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

된 지반침하 사고(면적 1㎡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

우)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상·하수관 손상이 

약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착복

구(다짐 및 되메우기) 미흡은 15%로 두 번째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다. 

’14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화와 함께 땅속에 존재하는 모

든 공간정보(지하정보)를 담은 3차원 지도인 지

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이 추진되었다.「’14년 지

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표 1과 같이 서울(송파구), 부산(해운대구), 대

전(서구)을 대상으로 ’15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6년 사업을 

시작으로 추진하여 ’19년까지 8대 특·광역시와 

수도권 17개 시급 지자체까지 표 2의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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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nstruction area

’15 Seoul(Songpa-gu), Busan(Haeundae-gu), Daejeon(Seo-gu), Sejong

’16 Seoul(Seocho-gu, Gangnam-gu, Dongjak-gu, Gwanak-gu) + Part of Seongdong-gu

’17
Remaining areas of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5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yang, Yongin, Seongnam, Bucheon, Gwangmyeong)

’18 Suwon

’19 10 cities in Gyeonggi-do(Goyang, Gunpo, Guri, Gwangju, Siheung, Osan, Uiwang, Uijeongbu, Paju, Hanam)

TABLE 1. The performance of Underground Geospatial Infomation Map by year(’15~’19)

Classification Underground facilities Underground structure Ground

List

Six types of underground facilities 
excluding oil pipes among the seven 
underground facilities such as water 

supply, sewage, communication, 
heating, power, gas, and oil pipelines

Subway, underground facility for 
public utilities, underground shopping 

mall, underground passage, 
Underpass, underground parking lot

boring, wells, geological featuers, 
and mines, except mines, 3 types

TABLE 2. Underground Geospatial Infomation Map construction list

기준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완료하였으

며 금년 서울시 1개 구, 경기도 11개 시 충청도 

5개시에 대하여 구축중이다(Jang, 2020). 이렇

게 구축되고 있는 취지는 좋으나 지하공간통합

지도는 용량이 큰 3차원 데이터이고 외부유출의 

우려가 고려되어 현장에서의 활용성은 미흡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는 굴착현장에서 지하정

보를 활용하기 위해 2차원 종이지도에 한해서 

제공되며, 구축된 3차원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

용할 수 있는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바일기기에서 지하공간통

합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et al.(2017)

은 재귀적 호출로 공간을 정확히 4개의 자식노

드로 분할하여, 해당 자식노드를 다시 4개의 자

식노드로 연속적으로 분할하는 쿼드트리 타일링 

및 OGC 3D Tiles의 B3DM 방식을 인용하여 

국토교통부의 오픈플랫폼 브이월드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성능실험결과 B3DM만을 적용한 경우

보다 쿼드트리를 적용한 경우의 성능이 월등하

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Kang et al.(2018)은 브이월드의 3차원 데

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

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덱스 포맷에 데이터 직렬

화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서비스 성능을 테스트 

했으며, 포맷별 서비스 성능 테스트 결과, 직렬

화된 데이터가 바이너리 데이터와 비슷한 성능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능의 저하 

없이 호환성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직렬화 기법

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Kim et al.(2017)은 오픈플랫폼에 대한 3차

원데이터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물데이터의 포맷에 

대한  5가지 서비스 명세와 4가지 건물리소스 

정보 관련 명세로 새로운 구성하여 새로운 웹서

비스환경 3차원 건물데이터 포맷을 제안하였으

며, 렌더링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제안한 포맷의 

렌더링 속도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3D 서비스관련 포맷을 조사해보면 많은 3D 

포맷 파일 형식이 존재하며 각자 포맷들은 장단

점을 가지고 있다. 3D프린터분야의 매거진 

ALL3DP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8가

지 포맷으로 STL, OBJ, FBX, COLLADA, 

3DS, IGES, STEP, VRML/X3D가 소개되었다.

이중 FBX와 3DS는 재산권이 있는 소프트웨

어 독점 포멧이며, 그 외 STL, OBJ (ASCII에 

한함), COLLADA, IGES, STEP, VRML/X3D

는 어떠한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적 

포맷으로 설명되었고, 중립적 포맷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포맷은 STL과 COLLADA 파일로 소

개되었다. 또한 STL은 고정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3D프린터 등에 적합하며, 3D 게임 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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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 Characteristic Industry

STL One of the oldest 3D formats, concise and simple format suitable for 3D printing 3D printing

OBJ
A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formats in 3D graphics, it supports both approximate and 
precise encoding, and can encode color and texture information, and ASCII format is neutral 
and binary format is proprietary

3D graphics, 3D 
printing

FBX
FBX is a proprietary format developed by Kaydara and acquired by Autodesk in 2006. Exchange 
between 3DS Max, Maya, MotionBuilder, Mudbox and other proprietary software

Movies and video 
games

COLLADA
Developed and managed by the non-profit technology consortium Khronos Group in XML 
markup language, future share falls as COLLADA-type users leverage OBJ and FBX in film and 
other industries

Movies and video 
games

3DS
One of the oldest file formats, 3DS, has become a format standard for storing 3D models and 
exchanging other 3D files, but Autodesk has a proprietary format.

Architecture, 
Engineering, 

Education and 
Manufacturing

TABLE 3. Characteristics and industry of major format by Dibya Charkravorty of ALL3DP

FIGURE 1. GTM Technique

풍부한 색상과 텍스쳐가 입혀지더라도 렌더링 

속도가 확보되는 FBX 및 COLLADA 가 적합

하며, 항공기설계등 고정밀 분야에서는 IGES, 

STEP이 적함함을 소개하였다. 또한 각 포맷별 

산업을 소개하였으며, 이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Dibya, Charkravorty., 2019).

국내의 3차원 공간정보구축규정에서는 국토

공간정보를 국토, 건물, 수자원, 지형데이터로 

구분하여 세밀도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포

맷으로는 제시하는 공간정보 3D 모델 포맷 데

이터 형식은 3DF-GML과 CityGML이 있다

(Kim et al., 2020).

크로노스그룹에서는 XML형식 COLLADA의 

확장 가능한 JSON 형식 후속모델로 2012년 

처음 제안하여 glTF 3D 포맷을 개발하였다. 크

로노스그룹은 glTF의 장점으로 네트워크 대역

폭을 줄이고 클라이언트 처리 오버헤드를 최소

화하며, 모든앱의 런타임에서 사용가능하며, 압

축 및 스트리밍처리 가능케 하는 파일포맷으로 

목표를 제시하였다(Neil, Trevett., 2013).

3D모델의 지오메트리를 압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좌표, 기본 

벡터, 색깔 등의 수치적 정보를 압축하는 정점 

압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정점들의 

연결상태를 표현하는 위상정보를 다루는 연결성 

정보 압축이다. 이중 정점정보 압축의 대표적인 

기법은 평행사변형 기법이다. 평행사변형 기법

은 구현자체가 너무 쉽고 단순한 알고리즘인데

도 불구하고 적은 연산으로 높은 효율을 자랑하

지만, 규칙성을 가지고 증가한다거나, 감소하는 

triangle에 대해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

점 및 입체적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Lee, 2002).

연결성 정보를 압축하는 방법은 삼각형 스트립

의 연결성을 활용하여 중복정점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압축방법을 의미하며, 1995년 

그림 1과 같은 기법인 Deering, M.의 GTM기법

을 시작으로 Taubin, G. and Rossignac, J. 

(1998)는 삼각형 스트립 압축기법을 확대시켜 

발표하였다(Han, 2019).

또한 Rossignac, J.(1999)는 삼각형스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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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Underground facilities Underground structure Ground 3D Model

Data Format

3DS
(Relative coordinate)

+
SHP

(Reference location information, 
Property)

COLLADA
(Absolute coordinates)

+
SHP(Property)

COLLADA
(Absolute coordinates)

+
SHP

(Reference location information)

TABLE 4. Underground Geospatial Infomation Map Construction manage format

연결 관계 패턴을 기준으로 압축, 정점, 노멀, 

인덱스를 시작점부터 예측 가능한 위치 값과 오

차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정점을 예측하고 오차조

정하는 경량화 방법인 압축기술 Edgebreaker를 

발표 하였다. Edgebreaker는 현재 3D 압축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며 뒤에서 

거론할 DRACO의 핵심 기술이다.

최근 VR, AR 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 3차원

기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해외에서는 

Google 오픈소스로 개발된 경량화툴인 DRACO

가 크로노스그룹의 glTF의 확장판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DRACO는 라이브러리 아파치 

2.0 라이센스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압축률을 확보하며 빠른 속도

로 압축해제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DRACO, 

2020).

연구방법

1. 대상 지하공간통합지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수도 

서울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시설물, 지하구

조물 데이터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서

초구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지하정보활용지원

센터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를 샘플로 수집하였

다. 현황을 분석결과 제공된 지하공간통합지도

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구축된 지하시설물데이

터는 (0,0,0) 기준 상대좌표로 구성된 3D모델 

3DS파일과 기준위치자표와 속성을 포함하는 

SHP파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하구조물은  

절대좌표로 구성된 COLLADA파일과 속성정보 

SHP파일로 이루어져 있었고, 지반3D 군집모델

은 절대좌표로 구성된 COLLADA파일만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또한 그 외 지반데이터 3총(시

추, 관정, 지질)과 맨홀, 밸브 데이터 등은 원시

데이터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2. 모바일용 지하공간통합지도 포맷 변환 및 

경량화

1) 모바일용 지하공간통합지도 단일 포맷 정

의 및 경량화 기법 선정

웹에서 서비스되는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차

원 정보 및 3차원 정보가 융합되어 여러 가지 

포맷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모바일용 지하공

간통합지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3차원 

모델 포맷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로노스 그룹 XML기반 COLLADA

파일의 후속모델로 확장성이 확보된 glTF 포맷

으로 정의를 하였다. 또한 Open Geospatial 

Consortium(이하 OGC)에서는 2018년도에 3D 

tiles(3D Tiles, 2020)의 이름으로 glTF기반 

3D 타일링 표준이 제정되었다. 3D tiles는 

JavaScript 언어로 개발된 Cesium 오픈소스 가

시화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타일링 표준으로 

국내의 mago3D도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

라서 3차원 공간정보 가시화로 glTF 포맷이 3

차원 GIS 포맷으로 안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대용량 모바일용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경량화 방법에 대한 선정이 필요

하다. 사례조사에 따르면 glTF의 확장 압축방법

으로 오픈소스 DRACO가 2017년 발표되어 사

용되고 있다. DRACO(2020)는 3D모델에 맞춰

진 무손실 압축으로 3D모델을 대상으로 고려해

볼 때 zip, gzip과 같은 일반적 압축방법보다 효

율적이다. 따라서 모바일용 지하공간통합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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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화 방법으로 DRACO를 선정하고 관련기술

을 개발한다.

2) 모바일용 지하공간통합지도 전용 서비스 

포맷 변환 및 저장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이원화된 

좌표체계와 포맷을 통일하고 경량화하여 모바일

용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전용스키마 서비스 파일

을 제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들을 활

용하고, 제약이 있을 시에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허락한 안에서 추가개발을 실시하였다. 웹에서 

제공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운영 데이터 파일을  

glTF 포맷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포맷을 변환하는 glTF 컨버터를 개

발 한다. 기존 3D 모델, 위치정보, 속성이 분할 

되어있는 정보에 대하여 3D모델은 glTF로 통

일하였고, 전송환경에 편리하도록 속성정보는 

JSON 형식으로 통일하였다.

3DS와 COLLADA 포맷 파일을 glTF로 변환하

기 위해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Assimp(2020)를 

사용하여 glTF형식으로 재구성 하였으며, 기준

위치정보가 SHP파일로 별도 저장된 지하시설

물, 지반 모델의 경우에는 3D모델이 원점

(0,0,0) 기준 상대좌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 ShapefileSharp(2016)의 ShpRecord를 

사용하여 기준위치정보를 담고 있는 SHP파일의 

원점정보를 추출하여 상대좌표 기준의 지하시설

물, 지반 3D모델 glTF에 반영 하였다.

또한 ShpRecord을 사용하여 지하시설물, 지

하구조물 데이터의 SHP파일 레코드를 획득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 shp파일의 필드구성에 맞추어 

자체 파서를 제작한 dbf리더를 이용하여 속성정

보를 추출하고, Newtonsoft.Json(2020)을 사용

하여 JSON포맷으로 변환하였다.

3) DRACO 경량화 적용 된 glTF 압축해제 

모듈 개발

gzip과 DRACO의 압축해제속도를 비교 했을 

때 glTF기반 데이터 경량화 오픈소스 DRACO의 

압축해제 속도가 월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

다.(DRACO, 2020). 하지만 DRACO 디코더(압

축해제프로그램)는 현재 오픈소스로 javascript

와 C++ 언어로만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OpenGL 기반 윈도우 태블릿 환경과 안드로

이드 환경에서 제공을 목적으로 할 예정이다. 

따라서 C++언어 기반의 공개된 압축해제 프로

그램에 윈도우용 C#용으로 컴파일 및 인터페이

스 개발을 하고, JAVA용으로 컴파일하여 인터

페이스 개발 한다.

결과 및 고찰

1. 모바일용 지하공간통합지도 생성을 위한 

포맷 변환 프로세스 정립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용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외 사례분석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데이터

에 대한 3DS모델과 속성정보의 포맷을 단일화

하여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첫째, 수집된 지하시설물은 상

대좌표 3DS모델과 기준좌표 및 속성이 포함된 

SHP이 구성된 형태로 상대좌표 COLLADA모

델에 SHP파일의 기준좌표를 적용하고 포맷 변

환하고 경량화하여 절대좌표 glTF로 모바일용 

서비스파일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둘

째, 수집된 지하구조물데이터는 절대좌표 

COLLADA모델 및 속성정보 SHP로 수집되어 

절대좌표 glTF로 변환하고 경량화하여 모바일용 

서비스파일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셋째, 

지반데이터 3D 모델은 절대좌표 COLLADA모델 

수집되었고, SHP파일은 속성데이터 없이 기준

좌표만으로 수집되었으므로, glTF로 변환하고 

경량화하여 모바일용 서비스파일을 생성하는 기

술을 개발하였다. 넷째, 지하구조물과 지하시설

물의 수집된 속성데이터를 기기와 서버간 데이

터 교환에 적합하도록 JSON으로 추출하는 기

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압축된 데이터를 현장모

바일 기기에서 가시화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압

축해제 기술이 필요하나 DRACO압축해제기술

은 C++, javascript에 한정되어 공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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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cess for creating Underground Geospatial Infomation Map for mobile devices

Before conversion(dae) GlTF conversion result using DRACO

NAME Capture conversion results Step-by-step capacity check

Seonam Underpass

COLLADA
(Absolute 

coordinates)

glTF
(Absolute 

coordinates)

glTF DRACO
(Absolute 

coordinates)

Lightweight 
Rate

437.8KB
(RC)

183.2KB
29.0KB
(LC)

93.4%
(LR)

Gangnam Station 
Underground Shopping Center

COLLADA
(Absolute 

coordinates)

glTF
(Absolute 

coordinates)

glTF DRACO
(Absolute 

coordinates)

Lightweight 
Rate

789.9KB
(RC)

288.3KB
55.5KB
(LC)

93.0%
(LR)

TABLE 5. Undergound structure glTR DRACO lightweight test results

으므로, 노트북 및 태블릿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윈도우 환경 및 스마트폰 환경용 압축해제기술

을 개발하였다.  윈도우 환경 활용을 위해 C++

언어소스를 Native Code로 컴파일하고 C++/ 

CLI을 사용하여 DLL파일로 변환한 다음 C#용 

라이브러리로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안

드로이드환경 활용을 위해 C++언어 기반 

DRACO디코더를 Java Native Interface(JNI) 

Import 방식을 사용하여 JAVA용 라이브러리로 

변환하였다.

2. 모바일용 지하공간통합지도 경량화 실험 

결과

모바일용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원활한 렌더링 

서비스를 위하여 변환된 glTF기반 오픈소스 

DRACO를 활용하여 경량화 테스트를 실험하였

다. 실험대상은 수집된 서초구지역의 일부 지하시

설물로 하였고, 압축률을 구하는 공식은 경량화데

이터용량(LC : Lightweight Data Capacity),  

원시데이터 용량(RC : Raw Data Capacity), 

경량화율(LR : Lightweight Rate)을 인자로 정

하여 식 1과 같이 하였다. 




                         (1)

절대좌표 COLLADA 포맷으로 수집된 지하구

조물 경량화 실험 결과 XML기반의 COLLADA

(확장자 .dae)포맷보다 JSON기반의 glTF(확장

자 .glb)이 구조가 간결하여 표 5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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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conversion(dae) GlTF conversion result using DRACO
NAME Capture conversion results Step-by-step capacity check

Yangjae Station on the 
Sinbundang Line

COLLADA
(Absolute 

coordinates)

glTF
(Absolute 

coordinates)

glTF DRACO
(Absolute 

coordinates)

Lightweight 
Rate

1410.8KB
(RC)

790.5KB
119.5KB

(LC)
91.5%
(LR)

Sadang-Namtaeryeong 
Subway Line

COLLADA
(Absolute 

coordinates)

glTF
(Absolute 

coordinates)

glTF DRACO
(Absolute 

coordinates)

Lightweight 
Rate

1497.2KB
(RC)

681.9KB
103.1KB

(LC)
93.1%
(LR)

Gaepo District Underground 
Facility For Public Utilities

COLLADA
(Absolute 

coordinates)

glTF
(Absolute 

coordinates)

glTF DRACO
(Absolute 

coordinates)

Lightweight 
Rate

4292.9KB
(RC)

1448.4KB
419.0KB

(LC)
90.2%
(LR)

TABLE 5. Continued

Before conversion(3DS) GlTF conversion result using DRACO

FILE NAME Capture conversion results Step-by-step capacity check

Sewer pipeline
SWL_PIPE_LM-4dep_30

3DS
(Relative 

coordinate)

glTF
(Absolute 

coordinates)

glTF DRACO
(Absolute 

coordinates)

Lightweight 
Rate

281,167KB (RC) 326,964KB
90,952KB

(LC)
67.7%
(LR)

Natural gas pipeline
UFL_GPIP_LM-4dep_0

3DS
(Relative 

coordinate)

glTF
(Absolute 

coordinates)

glTF DRACO
(Absolute 

coordinates)

Lightweight 
Rate

595.2KB (RC) 698.3KB
170.0KB

(LC)
71.4%
(LR)

Heat pipeline
UFL_HPIP_LM-4dep_24

3DS
(Relative 

coordinate)

glTF
(Absolute 

coordinates)

glTF DRACO
(Absolute 

coordinates)

Lightweight 
Rate

4,162.8KB (RC) 4917.8KB
1317.3KB

(LC)
68.4%
(LR)

Communication line
UFL_KPIP_LS-4dep_26

3DS
(Relative 

coordinate)

glTF
(Absolute 

coordinates)

glTF DRACO
(Absolute 

coordinates)

Lightweight 
Rate

1076.2KB (RC) 1267.0KB
332.4KB

(LC)
69.1%
(LR)

Metropolitan water supply
UFL_PIPE_LM-4dep_54

3DS
(Relative 

coordinate)

glTF
(Absolute 

coordinates)

glTF DRACO
(Absolute 

coordinates)

Lightweight 
Rate

23,848.4KB 
(RC)

28212.9KB
8394.7KB

(LC)
64.8%
(LR)

TABLE 6. Undergound facilities gltf draco lightweight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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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Yangjae Citizen's Forest Station Near Gangnam Station

Near Gyodae Station Near Express Bus Terminal Station

TABLE 7. Visualization of a sample-made 3D model with aerial photographs

glTF(glb)로 변환시 데이터 경량화가 진행되고, 

더불어 DRACO 압축 적용시 경량화가 더욱 진

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표 5는 선암지하차도, 

강남역지하상가, 양재역 신분당선 역사, 사당-

남태령구간 지하철선로, 개포지구 공동구의 경

량화 실험 결과이다.

상대좌표 3DS 포맷으로 수집된 지하시설물 

경량화 실험 결과 상대좌표의 3DS 데이터를 절

대좌표의 glT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용

량이 상승하였으나, DRACO를 적용하여 절대좌

표화로 인한 상승을 상쇄할만한 경량화가 진행

되었다. 표 6은 지하시설물 하수관로, 천연가스

배관, 열배관, 통신선로, 광역상수관로의 경량화 

실험 결과이다. 지하시설물은 단순한 파이프구

조이기 때문에 상세한 데이터이미지확인은 의미

가 없었으며, DRACO 적용 후 그림과 같이 끊

어진 부분이 없이 압축되었다.

3. 모바일용 지하공간통합지도 가시화 실험 

결과

또한 연구 내용에 따라서 서초구를 대상으로 

샘플 수집한 지하공간통합지도 데이터를 절대좌

표 glTF로 변환하고 경량화 실시한 결과를 높

낮이가 적용된 항공사진과 함께 가시화 테스트

를 실시하였다. 샘플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서

초구의 지하시설물데이터를 확인할 순 없었으나 

가시화 결과 대부분의 지하시설물이 도로나 다

리 밑으로 지나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표 7과 같이 해당 위치에 지하구조물 지하시설

물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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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첫째, 정해진바 없이, 분류별로 3DS, COLLADA, 

SHP 등 포맷이 상이하고, 상대좌표, 절대좌표 

등 데이터 표출체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지하공

간통합지도에 대해 3D모델은 절대좌표 glTF, 

속성은 JSON으로 일관된 모바일용 지하공간통

합지도 포맷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모바일환경과 서버의 데이터 교환이 용이하게 

하였다. 둘째, glTF포맷 기반 DRACO 기술로 

경량화 실험하여 전체적인 평균 70% 이상의 경

량화율 확보하고 윈도우용과 안드로이드용 

DRACO 디코더모듈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경량화된 데이터 및 압축

해제 툴을 모바일용 지하공간통합지도 플랫폼에 

탑재하고, 그에 따른 고도화와 최적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DRACO 압축기법과 기

존 정점 압축기법 및 연결성 압축기법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비교 실험하여 DRACO 압축기

법을 지하공간통합지도 데이터에 최적화되도록 

커스터마이징하여 압축 및 압축해제의 성능확보

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 진행중인 고속보

안전송 기술에 대하여 개발을 완료하여 테스트

를 실시하고, 향후에는 휘발처리 기술을 탑재하

여 전송 API를 제공하고 모바일환경의 지하공

간통합지도 활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 및 후속 연구

를 바탕으로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을 현장에

서 확인하길 원하는 굴착현장에서 모바일기기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디지털트

윈, 국가 지하안전관리 및 스마트도시 관리 분

야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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