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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Scheme for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박준구* ･ 조우석** ･ 노명종*** ･ 송낙현**** ･ 김민철*****

Park, Jun Ku ․ Cho, Woo Sug ․ Noh, Myoung Jong ․ Song, Nak Hyeon ․ Kim, Min Chul

要 旨

우리나라는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지자체에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제작완료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구축 중에 있다. 현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은 2005년 3차원 공간정보구축 시범

사업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06년 구축방법론과 관련 규정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현 지침의 적용 결과, 3차원 공간정보 제작방법, 표현 정확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무결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기 수립된 구축지침의 문제점을 분석․도출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

보 구축항목의 재정립 및 제작방법의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개선방안은 표준화된 양질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핵심용어 :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 구축항목, 세밀도, 가시화정보

Abstract
In Korea, currently 10 local governments have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since the pilot project started in 2004 and many other local governments are additionally constructing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Technical Guidance for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has made out the construction 
methodology and concept of the ordinances in 2006 by the basis of the research results of the pilot project for 
the 3D Geo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in 2005. But the result that applied the existing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many problems rearing up on the methods and expression accuracy of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This research analyzed and derived problems of established guideline for the 
zero-defects construction of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and it is aim at the present standardized criterion 
of the reestablished and method of the 3D Geo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items. Improvement scheme of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is considered to be contribute to the standardized good quality of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and its application.

Keywords :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Technical Guidance, Construction Category, Level of Detail, Visualiz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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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차원 국토공간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전세계

적으로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3차원 공간정보의 생성, 구
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현재 국가공간정보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
ture)을 목적으로 National Map을 구축 중인 미국, 전자상

거래나 이동기술시장을 대비하여 Master Map을 구축 중

인 영국, 캐나다공간데이터기반(CGDI)을 목적으로 구축 

중인 캐나다 이외에 덴마크 및 일본 등이 있다. 우리나라

는 2004년 3차원 국토공간정보 시범구축 사업을 시작으

로 2008년 현재 21개 지자체에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구축 또는 구축 중에 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도시공간의 구현과 동시에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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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재현하는 것 이

외에도 각종 도시 활동들의 입체적인 표현과 해석을 통

해 다양한 용도로 분석,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지자

체에서는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관리, 도시방재, 도
시시설물관리, 도시경관관리 등 다양한 공간계획 및 의

사결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이고 실현성 높은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법론과 

지침은 2005년 3차원 공간정보 확산을 위한 2차 시범사

업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2006년 구축 방법론과 

관련 규정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3차원 국토공간

정보 구축에 현 지침의 적용 결과, 3차원 공간정보 제작

방법, 표현 정확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마다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사용자 요

구로 인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완성도와 활용에 많

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항목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며, 이로 인하여 제작자 측면에서도 3차원 공간정보 제

작에 많은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결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기 수립된 구축지침의 문제점을 분석․도출하여 3차원 국

토공간정보 구축항목의 재정립 및 제작방법의 쉽고 표준

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구축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기 수립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 및 

국토공간정보 분석

2.1 연구방법

기 구축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은 구축지침의 완

성도를 검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다
시 말해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의 완성도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완성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구축지침

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3차원 국토공

간정보를 착오 없이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작

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가 오류 없이 일관성 있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작된 3차원 국토공

간정보의 품질 저하는 구축지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구축지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는 현 구축지침을 기반으로 구축된 3차원 국토공간정

보의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 수립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 및 국토공간

정보 분석을 통하여 각 지자체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완

성도, 오류 및 구축 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 다양한 구축지

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도출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시범․본 사업 연

구보고서 및 구축지침과 현재 구축 완료되어 운용 중에 

있는 10개 지자체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이며, 다음과 같

은 사항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첫 번째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 및 일련의 작

업공정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구축지침을 기반으

로 제작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셋 각각의 규정 준

수 여부 및 완성도를 파악한다. 또한 구축지침의 오류 또

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두 번째로 시계열별 3차원 국토공간정보 작업공정별 

변화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연도별․지자체별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 및 제작방법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자체의 지리적 특수성․사용용도 등 다양한 지형․지물의 

특성에 따른 구축항목 및 제작방법의 변화를 파악한다. 
또한 3차원 국토공간정보 원시자료 취득방법 변화에 따

른 제작방법의 변화를 파악한다.

2.2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 분석

2004년 수행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 연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

다.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3차원 공

간정보의 데이터 모델, 사양, 구축방법 등의 기준을 제시

하였으며, 당시에 적용되고 있는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3차원 공간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을 작성하였다.
3차원 공간정보 확산을 위한 2005년 제2차 시범사업에

서는 3차원 공간정보의 항목별 구축 방법론 및 관련 지침

을 정비하여 제시하였으며,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의 기반을 조성

하였다. 현 구축지침은 이를 바탕으로 2006년 구축방법

론과 관련 규정으로 정립되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3
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현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은 “3차원 국토공간정

보 작업규정”, “3차원 국토공간정보 작업지침” 및 “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 생산사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
업규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용어, 표준 데이터 형식, 품질관리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작업지침은 작업규정에서 정의한 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셋의 정의, 제작방법, 품질관리 방법

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하위 데이터 생산사양은 작업지

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셋의 세밀도별 제작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기 수립된 구축지침 분석은 구축항목의 정의, 데이터 

취득방법 및 편집방법과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방법으

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단, 지면상의 이유로 구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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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 지자체

구축년도 지자체명 구축년도 지자체명

2004
대전광역시

2006 통영시

2005 2006
양산시

2006 제주시 2007

2006 서귀포시 2007 진해시

2006 원주시 2007 청주시

2006 의왕시 2007 수원시

※ 2004, 2005: 시범사업, 2006, 2007: 본사업

표 2.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통

도로

도로단위면

시설물

건물

일반주택 시설물 문화재 기념물

도로교차면 공동주택 12항목(기본 12)

도로중심선, 차선 공공기관

수자원

전문

수자원

하천부속물   (댐, 보)
차도면, 인도면 산업시설

철도 단위철도면 의료/복지시설 제방

교통

시설물

입체교차부 서비스시설 호안

교량 문화/교육시설 수자원 하천면

터널 기타복지시설 4항목(기본 3, 추가 1)

기타*(13항목) 특수시설 지형 지형

23항목(기본 6, 추가 17) 문화재
유적 수치지도 수치지도 반영

건축물 2항목(기타 2)

기타* ⇒ 기타안전표지(주의,지시,규제), (방향)표지, 신호등, 가로수, 독립수, 
가로등, 버스표지판, 택시표지판, 전주, 송전탑, 육교, 횡단보도, 횡단보도 

중앙선

기본(21항목)
추가(18항목)
기타( 2항목)

에 대한 분석결과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과 함께 설

명하였다.

2.3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

국내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현황은 2004년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현재 21
개 지자체에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구축 완료 또는 구

축 중에 있다.
분석에 사용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표 1에서와 같이 

기 수립된 구축지침을 기반으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

축이 완료된 시범사업 1개 지자체(대전광역시) 및 2006
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구축 완료된 본사업 9개 지자

체, 총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은 구축지침을 기반으로 공통

적으로 구축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3차원 국토공간정보 

뷰어를 사용하여 구축지침의 규정 준수 여부 및 완성도 

분석을 통해 구축지침의 오류 및 제작방법의 미비로 인

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뷰어는 ‘(주)이지스’
에서 개발한 XD Explorer 2008 공간정보 뷰어와 ‘(주)한
국공간정보통신’에서 개발한 IntraMap 3D TerraX 공간

정보 뷰어를 사용하였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셋은 3차원 교통데이터, 3

차원 시설물데이터 및 3차원 수자원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셋은 세밀도와 가시화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 현 구축지침에서 각각의 데이터셋은 표 2에서

와 같이 21개 항목의 3차원 레이어에 대해 구축항목으로 

정의하고 제작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구축지침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

만 추가적으로 18개 항목에 대해서도 3차원 국토공간정

보를 제작 중에 있다. 따라서 추가항목은 현재 모든 지자

체에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항목으로 제작 중에 있

으나 구축지침에는 누락되어 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은 표 2에서와 같이 21개 기

본항목, 18개 추가항목 이외에 새롭게 지침에 구축항목 

추가를 목적으로 기타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41개 항

목에 대해 데이터셋 별로 수행하였다. 

2.4 3차원 국토공간정보 및 구축지침 분석결과

2.4.1 3차원 교통데이터

2.4.1.1 도로

표 3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작업지침 및 데이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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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3차원 교통데이터- 도로)

그림 2.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3차원 교통데이터- 교통시설물)

표 3.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3차원 교통데이터- 도로)

∙ 구축지침

제 2장 제 2절(3차원 공간정보 구축) 제 9조(3차원 교통데이터 제작)
4항 3조. 단위도로면 중 교량을 잇는 단위도로면과 같은 높이를 가져야 한다.
4항 4조, 5조. 단위도로면 중 지하차도(고가도로)는 지표면상 도로 또는 철도와의 평면교차를 피하기 위해 지면보다 낮게 

지대(地臺)를 가설하고, 그 위에 설치한 도로로 구축되어야 한다.

∙ 생산사양

제 7조 데이터 수집

･ 인도면과 차도면은 별도의 Texture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대표 Texture로 제작할 수 있다.
･ 두개 이상의 도로가 동일한 위치좌표(X, Y, Z)로 교차하는 경우 반드시 교차면을 생성한다.
･ 입체교차부, 교량, 터널과 같은 교차면이 생성되지 않는 도로 내부에 다른 도로가 존재한다.
･ 단위도로면을 이루는 3차원 좌표점의 높이값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주위의 좌표점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조정한다.

사양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통데이터 중 ‘도로’ 항목의 제

작방법이다. 도로는 차도면과 인도면, 도로교차면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차도는 중앙선, 차선 및 횡단보도 등의 

세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 구축지침은 차

도면과 인도면의 구분 방법 및 차선과 같은 세부 레이어

에 대한 제작방법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는 일정

한 규칙 없이 지자체마다 제작방법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대전광역시, 진해시, 청주시 및 수원시를 대

상으로 구축된 도로를 보여준다. 대전광역시는 도로의 

표현 정확도가 매우 높고, 다양한 텍스처의 적용을 통해 

가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구축지침 제2장제2절제9조제4항제3호는 ‘도로는 교량

을 잇는 단위도로면과 같은 높이를 가져야 한다.’라고 정

의하고 있다. 그러나 진해시와 같이 도로와 교량을 잇는 

도로의 높이가 일치되지 않으며, 수원시와 같이 도로가 

지형에 묻혀 정사영상지도 위에 표현되지 않는 오류가 

전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도로는 가시성을 

위하여 표 3의 생산사양 제7조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별

도의 텍스처로 표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도로는 텍스처로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지침 제4항제4호와 제5호에 따라 고가도로는 도로

와 분리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와 

같이 많은 지자체에서 제작자의 착오 등으로 도로와 고

가도로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제작되어 고가도로와 그 

밑을 지나는 도로가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청주시의 경우와 같이 도로가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발생하거나 도로교차면과 도로의 연결성 규칙을 위반한 

문제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

2.4.1.2 교통시설물 

구축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통시설물은 입체교차

부, 교량 및 터널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요구 등으로 현재 

구축지침에서 정의한 항목 이외에 가로등, 신호등 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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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도로교통시설물)

그림 4.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3차원 시설물데이터- 건물)

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구축 중에 있다. 
그림 2는 대전광역시, 원주시, 수원시의 교통시설물이

다. 현재 모든 교통시설물 항목은 세밀도 3 수준으로 제

작하고 있다. 세밀도 3 수준은 모든 고가도로와 교량은 

두께를 가진 상판과 교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와 같이 많은 지자체에서 교각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제1종, 제2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교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교량은 그 넓이가 일정하여야 하며, 교각은 일정한 간

격으로 지형에 일치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전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교각이 지형에 

일치하지 않게 제작되어 공중에 떠서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타 안전표지

(주의, 지시, 규제), (방향)표지 신호등, 가로수 등과 같은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림 3과 같이 구축하고 있

다. 이 항목들은 모델의 형태로 제작하고 있으며, 표현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축지침

에서 제작범위 및 방법에 대해 정의하지 않아 지자체의 

요구범위에 따라 항목이 변경되고, 정확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화된 도로교통시설물의 제작이 불가능

하다.

2.4.2 3차원 시설물데이터 - 건물

건물의 제작방법은 항목 구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

다. 따라서 건물은 특성과 용도에 따라 텍스처의 적용방

법 및 모델 적용 여부 차이로 구분한다.
건물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 사각

형 형태가 아닌 돌출부, 출입구, 지붕 및 창문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 따라서 건물의 형태를 실제와 유사하게 표

현하기 위해서는 구축지침에서 건물의 제작방법을 상세

히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의 속성정보는 매우 다양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로부터 속성정보를 획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물 제작방법 미비로 건물의 돌출부 및 지

붕과 같은 상세한 특징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림 4는 대전광역시, 원주시, 수원시, 청주시의 건물이

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건물의 형태, 높이정보의 표현, 
텍스처의 표현 및 지붕면의 표현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지침 제2장제2절제10조제4항과 데이터 생산사양 

제7조는 ‘건물은 층 수 정보를 텍스처로 표현하여야 하

며, 한 변의 길이를 고려하여 텍스처를 제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 원주시와 같이 대부

분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텍스처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가시성이 매우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물 한 변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고 텍스처를 적용

하여 층 수 정보가 올바르게 표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축지침 제2장제2조제10조제3항은 ‘건물은 하나의 

지형지물에 하나의 면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된 복합건물은 복합시설물로

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와 같이 공동주택 출입구 제작에 사용되는 원시자료의 

오차로 인하여 출입구가 올바르게 표현되지 못하는 오류 

및 출입구와 건물이 동일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

른 속성을 가지는 오류가 전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났다. 
지침 제2장제2절제10조제3항은 ‘건물은 간단한 특징

과 층수 정보를 반영하여 건물을 표현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건물은 세밀도에 따라 가시

화정보를 표현하여야 한다. 현재 구축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물의 세밀도 기준은 세밀도 2 수준이다. 세밀도 

2는 ‘간단한 특징과 층 수를 반영하여 층 구분을 표시하

고, 기본 색으로 건물을 표현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에서 세밀도 2, 3, 4 수준이 모두 혼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건물의 용도, 중요

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밀도 3, 4 수준으로 제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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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3차원 건물데이터- 세밀도)

그림 6.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3차원 수자원데이터)

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축지침에는 세밀도의 예외 규정

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5는 건물을 각각 세밀도 2, 3, 
4 수준으로 제작한 결과이다. 건물의 세밀도별 가장 큰 

차이는 가시화정보의 적용 기준이다. 세밀도 2 수준은 수

원시와 서귀포시 같이 건물을 기본 색 또는 가상의 텍스

처로 표현하여야 한다. 세밀도 3 수준은 의왕시와 같이 

실사 영상 텍스처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밀도 4 수준은 

대전광역시와 같이 실제와 유사하게 모델로 제작하고 있

다. 현재 실사 영상 텍스처의 적용은 15층 이상 고층 공

동주택, 관공서, 병원 등이며, 모델의 적용은 경기장 및 

지역의 Land Mark 건물 등이다. 이는 지자체의 요구로 

인하여 건물의 중요도 및 용도별 세밀도의 적용 범위가 

결정된 것으로,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물 가시화정보의 통일성 및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밀도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2.4.3 3차원 수자원데이터

수자원데이터는 댐, 보과 같은 하천부속물과 제방, 호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자원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

은 구축항목에 대한 작업지침 및 데이터 생산사양에서 

댐, 보, 호안 및 제방의 제작방법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

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에서 미제작 또는 제작 오류가 나

타났다. 또한 교량과 도로와 교차 시 우선순위에 대한 정

의가 없기 때문에, 교차지점의 처리가 매우 부정확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대전광역시, 수원시, 진해시의 3차원 수자원

데이터이다. 현 구축지침은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기반으

로 2006년 재정립 되었으나 당시  수자원데이터는 시범

사업에서는 제작하지 않은 항목이다. 따라서 구축지침의 

재정립 시 수자원데이터 제작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검

증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 정확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것

이라고 판단된다.
수원시와 같이 모든 지자체에서 제방은 일부에 대해서

만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제방도 지형에 묻히거나 세밀

도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량과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부에서의 작업 오류도 다수 나타났다. 
도심이 발달할수록 도로의 수요는 늘어나며, 도로의 건

설을 위해 하천을 복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하천

면은 많은 지자체에서 수치지도2.0과 정사영상지도가 서

로 동일하게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

지도2.0과 정사영상지도의 제작시기가 서로 상이하기 때

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진해시와 같이 복개가 완

료되어 도로가 지나는 지역에 하천면을 제작하는 오류가 

다수 나타났다. 또한 하천면이 지형에 묻혀 올바르게 표

현되지 않는 오류도 나타났다.

2.4.4 3차원 지형데이터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지형 위에 표현된다. 따라서 지

형데이터의 정확도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전체에 대한 

정확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지형은 항공레이저 측

량시스템을 통해 제작한 1m×1m 수치표고자료와 항공정

사영상의 중첩을 통해 제작된다. 지형데이터의 정확도는 

‘수치표고자료구축에관한작업규정’에 따르며, 3차원 국

토공간정보 구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편집과정을 거쳐

야 한다. 그러나 구축지침에는 지형데이터 제작방법, 편
집방법 및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지형 위에 표현하는 방

법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모든 지자체에서 

다수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가 지형에 묻히는 오류와 지

형 위에 올바르게 표현되지 못하는 오류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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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3차원 지형데이터)

표 4.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결과(3차원 시설물, 수자원, 지형데이터)

그림 7은 대전광역시, 양산시, 원주시 및 진해시의 지

형데이터이다. 원주시와 같이 지형이 주변이 비해 현저

히 낮거나 높게 표현되는 오류 및 진해시와 같이 수목, 
밀집건물, 옹벽 및 건물 또는 시설물 등의 영향으로 발생

한 지형의 오류는 수치지도2.0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

정, 편집하여야 한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같이 교량 및 

고가도로는 삭제하고, 편집을 통해 주변하천 및 도로면

의 높이로 낮추어야 한다. 이밖에도 도로나 건물이 지형

에 묻히지 않도록 도로면 및 건물의 바닥이 지형과 동일

한 높이값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와 같은 문제점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2.4.5 분석결과 정리

본 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표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표 

4는 10개 지자체에 대한 3차원 시설물데이터, 수자원데

이터 및 지형데이터, 표 5는 교통데이터의 공간정보 분석 

결과이다.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항목은 추가 구축항

목이며, 분석결과는 구축항목에 대해 표현 정확도를 3단
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표에서 표현 정확도가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은 미구축 항목이다.

3.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개선방안

무결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현 구축

지침의 문제점을 충실히 보완하는 것 이외에도 제작 목

적, 구성, 기술방법 등에 관한 기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구축지침의 작업절차, 
기술방법과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제작항목, 제작순서 

및 제작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의가 필요하다. 3차
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의 최적화를 위하여 도출된 개선방

안 및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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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결과(3차원 교통데이터)

3.1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작업절차 개선방안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작업절차는 계획부터 성과품 

작성까지 5단계로 재정의 한다. 작업절차는 원시자료의 

취득에서부터 성과품까지 단계에서 쉽고, 정확하고, 빠르

게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3.1.1 작업계획 및 작업관리

완성도 높은 활용 중심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작업계획에 앞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

분히 분석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작업계획 

및 작업관리 단계에서는 사용자요구분석을 통한 작업계

획의 수립과 관측장비 점검에 관해 기술한다.

3.1.2 기초자료 수집 및 편집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취득하고 처리하여 3차원 국

토공간정보로 제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3차원 국토공

간정보는 다양한 자료수집 및 취득을 거쳐 처리, 가공, 
융합하여 제작된다. 기초자료의 처리 및 가공 결과는 3차
원 국토공간정보의 정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초자료

의 수집 및 편집방법은 구축지침에서 반드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구축지침에는 누락되어 있다. 따
라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 개선안에서는 기초자

료의 수집 및 편집방법을 자세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 및 편집 단계에서는 원시자료

의 범위, 한계를 정의하고, 편집방법을 기술한다.

3.1.3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은 구축항목, 범위 및 한

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표준화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결점 3차원 국토공간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축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단계에서는 데

이터셋 각각의 세밀도별로 구축항목, 제작순서, 제작방법 

및 제작한계를 기술한다. 

3.1.4 가시화정보 제작

모든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가시화정보를 제작하고 표

현하여야 한다. 가시화정보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시

각적으로 실세계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세밀도, 용도 등의 형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가시

화정보 제작 단계에서는 가시화정보 제작을 위한 작업계

획, 가시화정보 분류 및 데이터셋의 가시화정보 제작방

법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3.1.5 정리점검 및 성과품

제작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구축지침에서 정의한 목

표 정확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동일한 제작 정확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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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 재정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3차원 교통데이터

도로
단위도로면(차도면, 인도면)

도로교차면

철도 철도

교통시설물 교량, 터널, 도로교통시설물

3차원 건물데이터

주거용 건물 일반주택, 공동주택

주거외 건물
공공기관, 산업시설, 서비스시설, 문화/교육시설, 

의료/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 특수시설

3차원 수자원데이터 전문수자원

하천면

하천부속물(댐, 보)

호안, 제방

3차원 지형데이터 지형 지형

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파일 작성, 품질관리 등

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리점검 및 성과품 단계에서는 3차
원 국토공간정보의 정확도 평가를 위하여 관리파일 작성, 
품질관리, 데이터 교환형식 및 성과품에 관한 정의를 기

술한다.

3.2 용어의 재정의

기 수립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용어의 정의는 그 한계가 지나

치게 포괄적이다. 따라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적

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용
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의 한다.

첫 번째로 기존 정의된 용어의 수정 및 신규로 추가하

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용어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를 통해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제작 및 배포

까지의 일련 공정을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범위 및 한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여야 한다. 두 번

째로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 항목별 원시자

료의 사용여부 및 그 종류를 제시하여 규격화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구

축항목의 정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및 한계를 명

확하게 하여야 한다. 예로 ‘“3차원국토공간정보 구축항

목”이라 함은 정사영상지도 위에 표현되는 3차원 국토공

간정보를 신규 구축항목(기 제작된 자료의 참조 없이 구

축), 기 제작 자료로부터 구축항목(기본지리정보와 수치

지도2.0으로부터 구축), 선택적 구축항목(3차원 심볼로 

구축)으로 구분하여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와 ‘“3차원 

지형데이터”라 함은 도로, 철도, 호안 및 제방을 포함하

며, 이들을 제외한 인공구조물, 자연지물 등이 제외된 지

표면을 말한다.’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3.3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 개선방안 

현 구축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셋은 기본지리정보 항목 그대로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으로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구축항목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분석을 통해 도

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다음 표 6과 같이 재정의 한다.
현 구축지침의 ‘문화재’ 항목은 지역적 특색, 용도에 따

라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구축이 어렵다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제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원 국토공간정

보 구축지침은 지형․지물에 대한 공통적인 기하 및 속성

정보를 제작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가 

모두 다른 문화재 항목은 제외하였다. 이밖에 제작방법

이 유사한 데이터셋의 경우, 항목 이동을 통해 재정의 하

였다. 입체교차부는 교량과 제작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교량으로 항목을 이동하였으며, 지하차도는 터널과 제작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터널로 항목을 이동하였다. 또
한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도 교통데이터에 추가하였다.
모든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지형 위에 표현된다. 따라

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표현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형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아야한다. 지형은 정사영상지

도와 수치표고모델의 중첩과 편집을 통해 제작되며, 따라

서 지형데이터셋 항목을 신설하여 제작방법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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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3차원 국토공간정보 가시화정보 실사 영상 텍스처 

적용 대상

건물 데이터셋

실사 

영상

텍스처

적용대상

15층 이상 고층 공동주택, 시․군․구청 및 우체국 

등의 관공서, 3차 의료기관, 경기장, 학교, 전시

장 및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

3.4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방법 개선방안

현 구축지침은 데이터셋의 제작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데이터셋 구축방법의 누락 또는 미비는 

제작 오류, 구축항목의 누락 등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전체

의 표현 정확도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따라

서 양질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셋 각각의 제작순서, 방법, 범위 및 한계에 대해 쉽고 정

확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재정의가 필요하다. 제작방법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의 한다. 
첫 번째로 정확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원시자료의 수집에서부터 편집까지의 방법, 범위 및 한

계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이때, 원시자료간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사용가능한 자료의 종류, 우선순위, 범위, 한
계 및 제작방법에 대해서도 정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표준화된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셋 각각의 공통 및 세부 

제작순서와 방법을 기술하고, 선형, 면형, 3차원 심볼 및 

3차원 모델로 분류하여 표준화된 제작방법을 정의한다. 
세 번째로 규격화된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셋 각각의 세

밀도별 제작방법을 정의한다. 현 구축지침은 작업규정, 
작업지침, 데이터 생산사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셋의 공통 및 기본 제작방법은 작업지침에서 정의

하고, 세밀도별 제작방법 및 가시화정보 제작 방법은 데

이터 생산사양에서 정의 하도록 한다. 네 번째로 표준화

된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셋 각각이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레이어의 정의, 제작범위, 한계 및 방법을 정의한다. 
예로 ‘도로’ 데이터셋의 경우, 차도면과 인도면, 중앙선, 
차선 및 횡단보도 등으로 구성된다. 차도면과 인도면은 

면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중앙선, 차선 및 횡단보도는 

선형으로 도로면 위에 제작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차도면 위에 인도면을 제작하여 인도면의 높이를 표현하

도록 정의하여 실세계와 유사한 도로를 제작하도록 한다. 

3.5 3차원 국토공간정보 가시화정보 제작 개선방안

현 구축지침은 세밀도, 용도에 따른 가시화정보 제작 

및 적용 방법의 미비로 동일 세밀도의 데이터셋에서 가

시화정보가 혼용되거나, 누락되는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의 한다. 
첫 번째로 가시화정보는 색깔 텍스처, 가상 영상 텍스

처 및 실사 영상 텍스처로 구분한다. 두 번째로 데이터셋

의 종류, 세밀도 및 용도에 따른 가시화정보의 적용 범위

를 정의한다. 이때, 텍스처의 혼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예로 ‘건물’ 데이터셋

의 경우, 가상 영상 텍스처와 실사 영상 텍스처 혼용 시 

실사 영상 텍스처의 적용은 표 7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가시화정보의 공간해상도를 정의한다. 예로 

가상 영상의 공간해상도는 9~12cm 이내로 변의 길이에 

따라 영상 크기에 맞게 구축하고, 실사 영상의 공간해상

도는 5~7cm 이내로 변의 길이에 따라 영상 크기에 맞게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무결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기 수립된 구축지침의 문제점을 분석․도출하고, 3차원 국

토공간정보 구축항목의 재정립 및 제작방법의 쉽고 표준

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표준화된 양질의 3차원 국토공간

정보의 구축 및 활용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기 수립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 및 국토공간정

보를 분석하여 현 구축지침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측면,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자 측면 및 3차원 국

토공간정보 활용 측면 모두에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및 제

작자 측면에서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 범위 및 

한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표준화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

의 구축이 가능하여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서의 중복투

자를 사전에 예방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3차원 국토공간

정보의 제작부터 배포까지 일련의 공정을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Guide-book 형식으로 제작하

여야 한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활용 측면으로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형태 기준별 제작방법을 규격화하고, 상세 

기술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3차원 국토공간정

보를 이용한 도시계획, 환경관리 및 도시시설물관리 등 

다양한 공간계획 및 의사결정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또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원시

자료 수집, 편집방법, 데이터셋 세밀도 기준에 따른 제작

방법 및 표준교환형식을 제시하여, 민간업체 및 관련산

업에서 3차원 공간정보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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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기술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주요 선진국가들

은 3차원 GIS 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따라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항목 및 제

작방법에 대한 표준화 제시는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국제 

표준 선도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 각 부처 

단위 및 지자체 단위별로 추진되고 있는 3차원 국토공간

정보 구축 및 활용에서의 중복투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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