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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지형정보 분석을 위한 국방 디지털트윈 기술 개발

연구 기간 : 2022. 5. ∼ 2024. 4. (2개년)
민간 분야의 디지털트윈 기술과 지형분석기능을 적용하여, 웹 지형정보 포털 시스템(Geo-Portal)을 대체·고도화 할 수 있는

국방 디지털트윈 기술을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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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Geo-Portal

3D 건물 모델 가시화
차량, 가로수 등의 3D 객체 가시화

3D 건물 모델 가시화

3차원 지형분석 가시화

3차원 지형분석 가시화

3차원 지형분석 가시화
그림자에 의한 현실감 증가
LOD3 ~ 4에 의한 현실감 있는 건물 표현

Digital Twin Platform

예시

예시 : mago3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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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트윈기술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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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벡터/래스터 미러링 기술 개발

디지털트윈 환경에 적합한 UI/UX 개발

국토지리정보원 바로e맵 미러링 기술 개발

POI 검색 기능 개선

3차원 모델 미러링 기술 개발

저사양 사용자를 위한 2D 기반의 디지털트윈 서비스 개발

국방 디지털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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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분석 및 가시화 기능 추가 개발

국방 지도/지형 자료 보안을 위한 사용자 관리 기능 개발

국방부 지형분석기능(전술공간분석, 전투지원분석 등) 개발

사용자 정의 지도 출력 기능

밀도 분석, 클러스터 분석 등의 공간분석 기능 및 API 서비스 개발

개인 사용자 지도 업로드

민간 분야 디지털트윈 기술

웹 기반의 공간분석 시뮬레이션 기술

국방부 지형/공간 정보

국방 디지털트윈 플랫폼

3D 포맷 지원

공간 분석 기능 개수

공간 분석 정밀도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3DS, OBJ, FBX, CityGML
등을 포함하여 10종 이상

중첩, 버퍼, 추출, 편집 등을
포함하여 100종 이상

거리, 면적 정밀도 오차
99% ± 1%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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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명

내용
▪ 2D 벡터/래스터 미러링 기술 개발

디지털트윈
데이터 미러링
▪ 바로e맵 미러링 기술 개발
기술 개발
▪ 3차원 모델 미러링 기술 개발

디지털트윈
가시화 분석
및 검색 기술
개발

▪ 디지털트윈 UI/UX 개발 및 적용
▪ POI(관심 지점) 검색 기능 개선
▪ 3차원 분석 기능 개선

▪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체계와 웹 GIS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성
▪ 2D 공간정보를 디지털트윈 공간에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국토지리정보원 바로e맵 데이터 서비스
▪ 웹 기반의 3차원 디지털트윈 플랫폼 서비스 적용하고, 3차원 모델 자료 관리 체계 개발

▪ 고사양/저사양 클라이언트 사양에 적합한 2D/3D 서비스 체계 구축
▪ 자료 관리 및 사용자 관리, 서비스 관리를 위한 사용자 환경을 기획·개발
▪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통한 검색 및 검색 엔진을 통한 검색을 비교하여 최적화된 기능 개발/도입
▪ 시뮬레이션 기술 API를 통한 3차원 공간상의 군 지형정보 분석기능 개발
▪ 3D 서비스 가능한 국방 공간분석 기능 개발
▪ 3차원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2차원 기반의 디지털 트윈 서비스 개발

▪ 2D 기반의 디지털 트윈 서비스 개발
디지털트윈
최적화 및
시뮬레이션
기술

▪ Web Geo-Portal과 동일한 오픈 소스, 공간정보 표준, 웹 기반의 사용자 기능 개발
▪ 2D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지형분석, 전술공간분석 및 전투지원분석 기능 개발
▪ Geo-Portal의 API 서비스 구축: 가시권/가시선 분석, 연직 분석, 최고/최저 지점 찾기, 경로 분석

▪ 국방 공간 정보 분석기능 개발

▪ 국방 분석 기능 및 API 구축
▪ 공간분석 기능 및 API 구축: 밀도/클러스터 분석, 포인트 고도/경사/사면향 값 계산, 버퍼/다중 버퍼, 포인트-라인 변환

▪ 보안 위한 사용자 관리 기능 개발
디지털트윈
관리 및 활용
기술

▪ 사용자 그룹 및 권한에 따라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 제어
▪ 플랫폼 접속 이력 통계 및 자료 출력 기능

▪ 개인 사용자 지도 업로드
▪ 국방부 내 기술 커뮤니티 및 표준화

▪ 사용자 등록한 공간 데이터와 서비스 맵 설정 정보 저장 기능 개발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서비스 데이터 조회를 위한 API 개발

▪ 기술 커뮤니티에서의 디지털트윈 및 웹 기반의 지형분석 API 사용의 확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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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디지털트윈 플랫폼 (MilMap 4.0)

수집/연계 자료

외부수집자료
▪
▪
▪
▪
▪
▪
▪
▪

Data Mirroring

지적도
전신주
표고
지형도
행정경계
바로 e 맵
등산로
도로교통망도

서비스

Database

자료 관리 서비스

벡터 데이터

사용자 권한/접근 제어

속성 정보

▪ V-World 3D 모델

3차원 모델 가시화
Vector/Raster 가시화
위성영상 조회/다운로드

시스템 환경 설정

지형분석

POI Data
시스템 모니터링

사용자

출력

Metadata
▪ 위성영상
▪ 항공영상
▪ 지형데이터(DEM)

3D Service

통계 자료 생성 및 출력

POI 조회 기능

데이터
표준화
변환
모듈

각급 부대 사용자
공간정보 가시화 API

Storage

2D Service

자료 조회 API

Vector Type

내부 자료

3D 모델 가시화 API

위성영상 조회/다운로드

Raster Type

▪ 군사지도(육/해/공)

3D Model

▪ 디지털지도
▪ 위성영상

Vector/Raster 가시화

Cache Data

지형분석 API

지형분석

전술공간분석 API

출력

전투지원분석 API

POI 조회 기능

▪ 3D 모델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ISO 국제 표준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데이터 및 모듈 포맷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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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표준

연계 시스템

4

디지털트윈미러링기술도입
공간데이터 서비스 서버

▪
▪

벡터/래스터 데이터를 웹 표준 인터페이스(WMS, WFS, WMTS)로 서비스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기반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

공간데이터베이스 서버

▪
▪
▪

데이터 연계 정보와 공간데이터 저장
확장 가능성 및 표준 준수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ORDBMS)를 도입

▪
▪

공간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수집/연계 데이터를 관리
벡터/래스터 데이터 파일 또는 DB 설정 정보 제어

▪

GIS 레이어 서비스를 위한 공간데이터 서비스 서버의 설정 정보 관리

디지털트윈 미러링

서비스 대상 자료 수집 및 연계 기술
수집 자료의 정제/변환 기술

디지털트윈 플랫폼 관리자

디지털트윈 가시화 기술

Geo-Portal의 자료 자동화 갱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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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 저장

서비스 자료 변환

서비스 자료 스타일링

서비스 자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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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 저장

▪
▪

3차원 모델 자료를 수집
서비스 데이터 표준과의 정합 여부 확인

데이터 그룹 등록

▪

서비스 데이터 그룹(지역, 영역, 도시 등) 등록

데이터 업로드

▪
▪

3차원 모델 자료 저장
서비스 대상 데이터 그룹에 등록

서비스 자료 변환

▪

웹 서비스를 위한 자료 포맷으로 변환

서비스 타일링 등록

▪
▪

웹 서비스 환경에서 빠른 가시화를 위해 타일링 필요
서비스할 데이터 그룹을 타일링으로 등록

4

도메인 유형별
인터페이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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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C 표준 규약

OGC 표준 인터페이스

OGC 표준 인터페이스

국방 디지털트윈 플랫폼 지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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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C 표준 인터페이스

4
POI검색 기능 개발필요
POI(관심지점)

자료 수집

DB 설계 부분
색인 분석

인덱스 파일
SQL 튜닝
검색 분석

외부 검색 서비스 API 이용

자료 갱신이 용이하고, 고성능의 검색
기능 개발 필요
검색 결과의 정확성

검색/조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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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편의성

4
데이터 관리개선필요
Geo-Portal 자료 관리

GIS 엔진 자료 등록

관리자 페이지 자료 등록

레이어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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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S: Web Map Service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서비스

WFS: Web Feature Service
클라이언트에서 핸들링 가능한 벡터 타입

PNG, JPEG 웹 친화적 이미지 포맷
위치/속성 정보를 직접 전달하지 않는 비문

XML, JSON, JSONP 인터페이스 표준

WCS: Web Coverage Service
클라이언트에서 핸들링 가능한 래스터 타입

WPS: Web Processing Service
데이터 처리를 서버에 요청하여 결과를

위성영상, DEM

클라이언트에 서비스
지형분석, 전술공간분석, 전투지원분석

2차원 데이터 표준
GeoTiff, GeoPackage

3차원 데이터 표준
CityGML, IndoorGML, Sensor Things,
LAS

COLLADA(DAE) - Khronous Group
IFC – Building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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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따른 상세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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