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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To develope SOC(social overhead capita) which constructs the railroad, highway etc., 

the geo-technical foundation have to be well understood for the safety works. In this paper, we 

selected Moonkyung area for the study area, which has various geological units and geological 

structure including the big thrust and fold. By this reason one of the geo-technical information is 

the engineering geology map. To make the map, lithology and soil distribution with drilling data are 

important elements. Three dimensional geo-infomation is established by fence diagram which is 

several geological cross sections and/or computer software 3D Geomodeller, EarthVision, GSI3D, 

Go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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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규모 국가시설 건설, 도로․철도 등의 건설을 한 국토개발계획 수립 시, 지반조건의 불충분한 사

정보로 인해 시공  설계변경 사례는 물론, 규모 재해 는 고질 인 민원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당 의 건설 계획비용 외에 추가 인 산이 소요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국토의 지질공학정보를 체계 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지역의 한정된 지질/

지반정보가 아닌 종합  지질정보의 구축이 시 하다. 이를 통해 국토개발 계획 수립 시 지반의 기 정

보의 이해는 물론, 향후 개발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 을 사 에 인지하고 이를 고려한 최

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질  지반정보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하며, 각 구성요소별로 별도의 자료가 축척되고 이를 체계

으로 정리․표 하여 정보의 이용자에게 효과 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표 화된 형식과 

방법에 따라 자료의 취득, 분석  결과 산출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의 검색  활용이 용이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국토 역을 상으로 한 지질/지반정보가 체계 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산

업계와 학계는 안 하고 쾌 한 국토개발을 해 지질공학정보의 체계  · 입체  구축 필요성을 호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지반의 지질정보를 3차원으로 작성하기 해 문경지역을 연구 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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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지질공학도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그 지역의 3차원 지질정보도를 GOCAD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2. 문경지역의 지질공학도

2.1 지질공학도의 GIS 개념 정의  구축 과정

지질공학도(Engineering geology map)는 토목공사의 비단계에서 필요한 지질자료를 도면에 표시하여 

계획의 수립과 토목설계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작성하는 특수 지질도이다. 공학지질도에는 지질공학, 

토목 는 건축 기술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질정보를 수록하기 때문에 기존 지질도를 분석하여 지질공학 

조사  재분류작업을 하여 지질공학 핵심요소를 도출해야한다.

  지질공학도를 만들기 해서는 내용에 포함될 각각의 속성에 한 표 화가 이루어 져야하며, DB범  

정의는 국가차원에서 리되어야 할 지질공학도 정보범   세부분류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새롭게 코드

화 하여야 한다. 지질공학도의 범   속성은 그림 1과 같으며, 지질공학도의 최상  도메인은 암반분

포도, 토층분포도  3차원 지하 정보를 한 시추주상도이다. 암반분포도는 암석단  객체들이며 토층

분포도는 토층의 단 가 되는 토양, 즉 미고결 퇴 물  골리스 단 들이다. 이들 단  화된 객체들

은 지질공학 온톨로지 모델을 통하여 해당 각각 개체에 한 코드정립, 심벌 정립  도면상의 색깔정

립[RGB값]을 실시한다.

그림 1. 지질공학도의 범   주요 DB 속성정보들

2.2 문경지역의 지질공학도

문경지역은 선캠 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을 기반으로 옥천 의 함력천매암과 천매암류, 고생 의 석회

암  무연탄을 함유하는 사암, 셰일층과 생  소  반송층군의 역암, 사암  셰일, 그리고 이들 제 

지층을 입한 화강암류와 제4기의 미교결 층인 충 층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지역은 다양한 지질분포와 함께 선캠 리아기에서 생까지의 지질시 를 겪어면서 몇차례의 습곡작

용과 단층작용을 받아 복잡한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이들 변형작용의 요 산물인 소  

문경 단층이라는 불리는 규모 역단층이 발달하고 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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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경지지역의 지질공학도

3. 문경지역의 3차원 지질정보도 구축

3.1 지질단면조사를 통한 펜스다이아그램 작성

  이 지역에서 지질공학도를 이용하여 지표의 지형표고와 함께 암석의 분포도를 작성하고 이 지역의 

지하의 암석 분포도를 작성하 다.  이를 하여 우선 야외지질조사를 통해서 문경지역에서 종방향의 

3개 지질단면을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이 펜스다이아그램을 그려 보았다. 이 노선 상에도 천매암, 각섬

암, 석회암, 셰일사암의 호층   문경 단층을 포함한 3개의 단층 가 통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질단면을 2차원 지질도와 연계하여 그림 4와 같이 문경지역의 지형표고  암석의 분포도와 지하

의 암석 분포도를 제작하 다.

이 지역에서는 문경과  사이의 지역으로 천매암, 각섬암 석회암을 비롯하여 소  함탄층인 평안충

군의 퇴 암류와 동층군의 퇴 암류가 분포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천매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의 지반 험도  석회암분포지에서의 지반 험도 뿐만 아니라 사암  셰일의 호층

에서의 지반 험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 3개 지질단면을 이용한 펜스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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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문경지역의 지형표고  암석의 분포도와 지하의 암석 분포도 

3.2 GOCAD를 이용한 3차원 지질정보 구축

  3차원 지질정보를 가시화, 분석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 트웨어로는 3D Geomodeller, 

EarthVision, GSI3D, Gocad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Gocad를 이용하 는데 이 소 트웨어는 이용가능

한 데이터를 통해 명세화하여 3D 지하지반(地盤, subsurface) 모델을 건설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새로운 

근들을 지속 으로 확장되고 있다. Gocad의 데이터모델은 구조모델(structural model), 고체 모델(solid 

model)과 같은 벡터(vector) 모델  육면체나 사면체 형태의 래스터(raster)모델을 지원한다. 

  3차원 벡터 모델 제작과정은 자료 임포트, 지리참조(georeferencing), 단층 모델링, 단층면간의 합

계 모델링, 지층면 모델링, 그리고 고체 모델 구축의 과정을 거친다.

  먼 , 문경지역의 평면값을 갖는 2차원 지질도, 수직값을 갖는 지질단면도, 등고선 등의 자료를 임포

트하고 지리참조 과정을 거친다. 

  둘째로, 등고선도에서 3차원 지형도(surface) 구축하고 2차원 폴리라인 형태의 지질경계선을 3차원 지

형도를 이요하여 3차원 폴리라인으로 변환한다. 

  셋째, 단층면, 지형, 층서면 같은 지질학  인터페이스를 Gocad에서 제공하는 직간 인 방법을 통해 

TIN으로 제작한다. Direct 방법은 지표면의 단층 트 이스(trace)와 단층방향벡터를 이용해 제작하거나 

단면상의 폐곡선을 이용해 제작하는 등 입력자료의 각 노드들이 TIN에 포함되는 방법이다. Indirect 방

법은 임의의 기 surface를 만들고 입력자료들을 제약조건(constraint)으로 설정하여 DSI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Direct방법과 달리 입력자료들과 별개로 메쉬 리티를 조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TIN의 

메쉬는 가시화, 수치해석코드의 입력자료로의 활용 등 surface에 련된 모든 연산과정에 향을 미치므

로 균질하고 동일한 변의 길이를 갖는 삼각형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지질모델링 작업에서는 

모두 indirect 방법을 사용하 다.

  넷째, 단층면간의 합 계 모델링을 수행한다. 단층은 독립되어 존재하거나(isolated fault), 랜치

(branch) 계를 이루거나 다른 단층에 의해 단되는 형태로 발달할 수 있다. 이러한 단층면간의 상

학  계는 표면 경계 제약(border on surface constraint)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추후에 단층면이 수정

되더라도 상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지층면모델링을 수행하는데 단층면 제작방법과 동일하다.

  다섯째, 지층면과 단층면 합 계 모델링을 수행한다. 단층면간의 합 계 모델링과 유사한 과정이

다. 만약 층서면이 단층에 의해 단되는 경우 변 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 층서면은 단층에 의해 

단되더라도 연속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고체 모델을 제작하여 문경지역의 3차원 지질도를 완성한다. 고체모델은 일정한 경계볼륨

을 정의하고 이를 단층과 지층면으로 구획하여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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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은 문경지역에 해 시범 구축한 3차원 지하정보도의 평면 뷰(view)와 단면 뷰이다. 3D 매

핑을 한 Z값을 얻기 해, 지질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지질단면정보를 획득하여 구축하 으며, 향후 시

추정보가 포함되면 보다 정 하고 객 성 있는 3차원 지하정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문경지역의 3차원 지질도 구축

4. 결 론

  본 연구는 국토이용  개발 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지질공학정보를 문경지역을 

상으로 체계 으로 구축하여 개발 상지역의 지반지질 상태를 입체 으로 악할 수 있는 타당성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해 연구하 다. 이 과정에서 지질공학정보의 구성요소를 도출하 다. 한, 지

질공학정보시스템의 설계  구축방법과 지질공학정보 주제도를 기반으로 3차원 지반지질도를 구축하

다. 재 국토해양부에서 계획 인 부내륙철도 계획노선에 포함되는 문경 지역을 상으로 수행

했기 때문에 그 활용이 기 된다. 

  재 국내에는 국토 역을 상으로 한 지질  지반정보가 체계 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

나 산업계와 학계는 안 하고 쾌 한 국토개발을 해 우리나라 실정에 합한 지질공학정보의 체계

․입체  구축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기 하여 우리나라 역에 한 3차원 지반

지질도 구축이 필요하다. 

  3차원 지반지질정보 구축은 터 , 지하구조물 등의 국토개발, 석탄, 석유, 은동의 자원개발, 지반붕

괴, 지진과 같은 지질재해, 지하수, 토양에 한 환경오염 방지, 지질공원, 지질박물 과 같은  

져 그리고 땅(Geo)에 한 지질학 , 화학 , 물리학  교육연구 등에 심심한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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