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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하공간 개발의 증가에 따라 지층단면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지하공간 정보모델의 신

뢰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반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며, 이를 표현하는 정보모델도 자료부

족, 해석표준 부재 등의 비통계적 요인과 외부환경 변수라는 통계적 요인으로 불확실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의 모델 생성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반공학 전

문가의 경험과 지식에서 시맨틱을 추출하고, 이를 온톨로지 모델과 정보량으로 정량화하였다. 정

량화한 온톨로지 모델은 군집분석의 클러스터간 거리계산에 적용하여 시맨틱을 고려한 군집분석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제안 방법을 실험지역에 적용한 결과 기존 K-Means 방법에 비해 전문

가의 해석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수작업으로는 어려운 대용량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하

고 3차원 GIS로 가시화가 가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반공학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그 경험

을 고려하면서 대량의 지반정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신뢰성 있는 지하공간 정보모델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하공간 정보모델, 군집분석, 시맨틱, 온톨로지, 3D-GIS

ABSTRACT

With development of the earth’s subsurface space, the need for a reliable subsurface 

spatial model such as a cross-section, boring log is increasing. However, the ground 

mass was essentially uncertain. To generate model was uncertain because of the 

shortage of data and the absence of geotechnical interpretation standard(non-statistical 

uncertainty) as well as field environment variables(statistical uncertainty). Therefore,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data and the generation of the model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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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lished by a highly trained experts. In this study, a geotechnical ontology model 

was developed using the current expert experience and knowledge, and the information 

content was calculated in the ontology hierarchy. After the relative distance between 

the information contents in the ontology model was combined with the distance between 

cluster centers, a cluster analysis that considered the geotechnical semantics was 

performed. In a comparative test of the proposed method, k-means method, and 

expert's interpretation, the proposed method is most similar to expert's interpretation, 

and can be 3D-GIS visualization through easily handling massive data. We expect that 

the proposed method is able to generate the more reasonable subsurface spatial 

information model without geotechnical experts' help. 

KEYWORDS : Subsurface Spatial Information Model, Cluster Analysis, Semantics, Ontology, 

3D-GIS

서   론

지하공간은 인간의 생존과 개발에 필수적이

다. 최근 세계적인 도시화로 인한 기존 토지

의 부족은 지하공간의 이용을 더욱 가속화시

키고 있다. 효과적인 지하공간의 개발을 위해

서는 지반공학적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 시추주상도, 지층단면도, 보간 기법을 

이용한 지층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하공간모

델이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모델의 신뢰

성을 높이는 것은 굴착행위가 이뤄지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비용의 감소와 효과적인 사업운

영에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지하공간모델의 생성은 데이터 

수집에서 시작된다. 정의된 위치에서 수행된 

시추조사 결과를 통해 구조물의 기초가 설치

될 암반선을 찾고, 시추와 현장시험을 통해 

얻어진 각 토층의 관찰 및 실험정보를 통해 

지층의 구성과 강도와 같은 지반공학적 성격

을 조사한다. 지반공학자는 조사된 정보의 해

석을 통해 시추주상도 혹은 단면도와 같은 

지하공간모델을 작성하고, 설계 엔지니어는 

이를 구조물 설계에 이용한다. 그러나, 지반

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지며, 앞서 언급

한 지하공간모델 생성과정도 매우 불확실하

다. 지하공간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의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측정된 

자료의 부족(scarcity)로 인해 발생한다. 조

사된 시추공만으로 해당 지역을 보간하여 지

하공간모델을 생성하기에는 수치공 수가 부족

한 경우가 많다. 둘째, 지층을 구분하는 표준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지층의 구분은 지반

공학자의 경험에 의해 이뤄진다. 이는 비통계

적인 불확실성(non‐statistical uncertainty)

을 가져온다. 셋째, 지반은 하중 증가, 지하

수위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존하여 물

리적인 속성변화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

하수위의 증가는 토사의 강도를 감소시킨다. 

이는 통계적인 불확실성(statistical 

uncertainty)을 가져온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하여 일반적으로 지반의 해석과 지하공간모

델의 생성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Houlding(1994)은 불확실성의 원인을 위

치 혹은 측정기계의 오류에 따른 조사에러의 

가능성과 전문가의 경험 혹은 이전지식의 불

확실성에 의한 해석에러의 가능성으로 구분

하였다. 앞서 언급한 통계학적 및 비통계학

적 불확실성은 해석에러에 해당하며, 본 연

구에서는 해석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을 주

요한 목표로 한다. 기존의 지층의 인식과 지

하공간모델의 생성은 여러 전문가 그룹의 해

석을 통해 이뤄져,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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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연구흐름도

되었다. 본 연구는 비통계학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시

맨틱 기술의 하나인 온톨로지 방법론으로 표

현하고, 통계학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데이터마이닝 방법론의 하나인 군집분석 방

법론을 적용하였다. 또한, 두 방법의 합리적

인 통합을 위하여 온톨로지의 유사도를 정보

량으로 정량화하고, 이를 데이터 군집분석 

시 거리계산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사용자는 전문가 그룹의 도움 없이도 전

문가의 경험과 관련한 주관적인(subjective) 

특성을 고려하면서, 많은 양의 지반공학 데

이터로부터 자동적으로 지하공간모델을 생성

할 수 있다.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먼

저 지반공학 데이터의 해석과 데이터마이닝

에 관련한 연구분석을 수행하고, 시추주상도,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를 수집하여 지반정보

DB를 구축하였다. 지반공학자의 데이터 분류 

및 해석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

맨틱을 추출하고, 이를 온톨로지 언어인 

OWL(Web Ontology Language)로 기술하

였다. 또한, 온톨로지 모델의 객체 사이의 유

사도를 정보량으로 계산하여 정량화하였다. 

계산된 정보량을 군집분석 시 군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되는 거리에 포함시켜, 시

맨틱을 고려한 군집분석 알고리즘을 설계하

였다. 알고리즘을 구축된 지반정보DB에 적용

하여 지반공학적 지층을 구분하고, 이를 지형

도와 DEM과 결합하여 3D-GIS기반의 지하

공간모델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단순 군집분석과 전문가를 통한 결과와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관련연구

지반, 지질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하나로 다양한 군집분석 

기법이 적용되었다. 데이터마이닝은 데이터에 

저장된 많은 데이터로 부터 다양한 종류의 쿼

리를 수행하는 가장 형식적인 방법이다

(Thuraisingham, 2000). 적절한 정보를 추

출하고 주요한 패턴이나 트랜드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 정보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마이닝이 필수적이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조사된 지반정보 샘플의 분류

와 숨겨진 지층구조의 결정, 그리고 비이상적

인 지층패턴의 인식 및 구조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연구는 지하공간의 수직적인 프로

파일을 위한 군집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유

사한 속성의 토사의 영역을 분류하거나, 현장

시험 결과의 군집분석을 통해 토사의 등방성

(homogeneity)을 찾아 지층을 구분하였다(이

상훈 2008; Hegazy and Mayne, 2002; 

Balbi and Saboy, 2004). 또한, Zhou and 

Maerz(2003)는 시추공 데이터의 비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군집분석기법을 적용

하였다. 이러한 통계적인 데이터마이닝은 상

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많은 변수의 지층

을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얻어진 결

과의 품질은 수집된 자료의 품질이나 측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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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주로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다.

통계적인 데이터마이닝 이외에도 Shahin et 
al.(2001)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토질분류, 지

지력, 침하분석에 적용하였으며, Das and 

Basudhar(2004)와 Juang et al.(2001)은 각

각 현장시험의 하나인 SPT(Standard 

Penetration Test), CPT(Cone Penetration 

Test) 결과를 인공신경망에 적용하여 대상지반

의 분류 및 특성 규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외에도 Green et al.(2002)은 시추조사

자료를 3차원 GIS에 적용하여 석회암 지하공간

의 지도를 작성하였다. 

군집분석으로 대표되는 통계적인 방법 혹은 

인공지능 방법은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면서 전문가의 개입 없는 자동적인 방법론 

구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데

이터의 수나 품질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통계

학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좀 더 정확한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식 혹은 경험

에 의존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간단하며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군집분석의 장점과 함께, 정성적인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한 지층 분류 및 지하공간

모델 생성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지반정보 군집분석 및 시맨틱

1. 지반정보DB와 지반공학적 해석

지하공간을 이루는 토사와 암반은 복잡하며 

불확실한 성질을 가진다. 또한, 지반의 이질성

은 지반물질 속성의 공간적 변화에 의해 발생

한다. 예를 들어 암반에서 암의 강도변화나 

점토에서 공극의 변화는 각각 암반과 점토가 

이질성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비균질성

(inhomogeneity)과 비등방성(anisotropy)은 

지반물질에 새로운 경계를 만들게 된다. 그러

나, 불확실한 지반물질에서 이러한 경계를 결

정하기 위해 비균질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정

하는 것은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따

라서, 지반의 해석 및 모델 생성은 표준적인 

방법보다는 지반공학자의 경험과 엔지니어링

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하공간모델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

히 표현하기 위해 시추주상도, 지층단면도, 지

질도, 구조지질도, DEM 등 다양한 자료가 이

용된다.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및 환

경조사에서는 시추조사, 실내시험, 현장시험 

정보 순으로 그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PEER, 2004).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

모델을 위한 대상 자료로 지반정보DB의 시추

조사, 실내시험, 현장시험의 결과를 이용하였

다. 지반정보DB에서는 지층의 형상 및 관련 

특성을 기술한 시추주상도와 SPT, CPT 등의 

현장시험, 그리고 샘플채취 후 실내시험을 수

행하여 지반정수를 기록한 시험결과(기초물리

특성, 입도시험, 전단시험, 투수시험, 등)를 포

함한다. 또한, 해당 대상지의 위성영상, 지형

도 등에 시추 위치정보를 매핑하여, GIS-DB

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웹GIS를 통해 

지도상에서 시추공의 위치검색과 텍스트 기반

의 속성검색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지반

정보DB포털; 이상훈과 장용구, 2007).

본 연구의 지하공간모델은 지반정보DB 중

에서 통일분류법(USCS,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에 의한 지층분류와 

지반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SPT정보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USCS는 지반

공학이나 지질분야에서 주로 이용되는 정성적

인 토사 분류법으로 흙의 텍스쳐와 입토크기

를 나타낸다. 본 분류법은 지반공학자가 두 

개의 기호조합(예:SM)으로 표현한다. 이에 비

해 SPT 실험결과는 수치로 표현되는 정량적 

데이터이다. SPT는 "중량 64kg의 추를 

76c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시험용 샘플

러를 지반에 30cm관입시키는 타격회수"로 정

의된다(박인식 역, 1995). SPT의 주요한 목

적은 모래나 자갈의 상대밀도의 정도를 측정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널리 퍼져 있으며, 대략적으로 토사의 

강도정수를 추정할 수 있어 지반조건 결정에 

좋은 가이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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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반공학자는 USCS 분류시스

템과 SPT 결과분석을 통해 지반물질의 속성

을 정의하고, 정의된 속성을 기초로 해당 지

점의 지반물질을 인근지점과 유사성에 따라 

하나의 지반공학적 지층단위를 생성한다. 그

러나, 분류시스템의 결과만으로는 유사한 지

반물질의 경계, 즉 지층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식에 의한 해석이 이뤄지

거나, 통계학적인 군집분석으로 이를 해결하

기도 한다. 

2. 지반정보 군집분석

군집분석은 데이터를 유사한 특성의 그룹으

로 나누는데 이용되는 통계학적 기법이다. 특

히,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변수를 그룹화하여 

지하공간의 수직적인 프로파일을 작성하거나, 

유사한 파리미터를 가진 토사를 분류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기존의 군집분석은 데이터

의 정량성을 강조하여 여러가지 다른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Macskassy et 
al., 1997). 그리고, 군집 대상이 다양한 차원

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 거리를 찾아

내는 과정이 고차원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

에 군집분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Beyer et al., 1999). 마지막으로 군집분석

은 본질적으로 분류된 군집을 설명할 수 없다

면 의미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 기존 

K-Means 군집분석 혹은 세련된 군집분석 방

법도 주관성(subjectivity)과 설명능력

(explain-ability)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기존 군집분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반공학자의 경험과 지식에서 시맨틱

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는 군집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3. 지반의 특성분류와 시맨틱 추출

지반 엔지니어는 건축물 혹은 기초 지지에 

관련된 공학적 속성에 따라 토질 분류하였다. 

현대의 공학적 분류시스템은 현장 관측에서부

터 토사의 공학적 특성과 행위의 기초적인 예

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토질분류법은 토사를 조립토(예: 모

래, 자갈), 세립토(예: 실트, 점토), 그리고 고

유기질토(예: Peat)로 구분한 USCS분류시스

템이며, 도로건설을 위한 토사와 토사혼합물의 

분류를 위한 AASHTO 토사분류법이 있다. 이

외에도 토양자원 보전을 위해 토사의 내부적인 

속성(Soil Morphology), 행위, 기원 등에 의한 

분류가 있다. 대표적인 분류법으로 “USDA 

Soil Taxonomy", "World Reference Base 

for Soil Resource" 등이 있다. 그림 2는 각 

토사분류법일 비교한 것이다.  

FIGURE 2. USDA, USCS, AASHTO 

토사분류법 비교

그림 2의 비교에서 보듯이 각 분류법은 공

통적으로 체분석 시험을 통해 자갈, 모래, 실

트, 점토를 구분하고 있지만, 그 범주는 다르

다. 따라서 기초적인 토사의 분류에서도 목적

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판단이 수반되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사분류법의 분류

와 각 개체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반분류시스

템에 관한 시맨틱을 온톨로지 모델로 표현하

였다. 

두 번째로 SPT를 통해 얻어진 지반의 상대

적인 강도지수인 N값은 다양한 연구자들의 

경험에 의해 토사와의 상관관계가 제안되었다. 

표 1은 Terzaghi와 Peck은 점토를 N값이 

30이하에서 연경도를 6단계로 구분하였으며, 

표 2는 Peck과 Meyerhof가 모래를 N값이 

50이하에서 상대밀도를 5단계로 구분한 것이

다(박인식 역,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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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도
매우
약함

약함 중간 강함
매우
강함

견고함

N값 0‐2 2‐4 4‐8 8‐15 15‐30
30

이상
압축
강도

0.25
이하

0.25‐0.5
0.5‐1.0

1.0‐2.0
2.0‐4.0

4.0
이상

TABLE 1. 점토의 N값/압축강도와 

연경도 비교

N값 상대밀도
내부마찰각

Peck Meyerhof

0‐4 very 
loose : 
0.0‐0.2

28.5이하 30 이하

4‐10 loose : 
0.2‐0.4 28.5‐30 30‐35

10‐30 medium 
: 0.4‐0.6 30‐36 35‐40

30‐50 dense : 
0.6‐0.8 36‐41 40‐45

50이상
very 

dense : 
0.8‐1.0

 41이상 45이상

TABLE 2. 모래의 N값, 상대밀도, 

마찰각 비교

이렇게 토사분류와 SPT의 N값은 다양한 

연구자들의 경험에 의해 그 특성을 분류하였

다. 그러나, 단순히 동일한 USCS분류값을 가

진 토사도 지하수위에 따른 함수비 변화 혹은 

지중압력 등 외부영향에 따라 서로 상이한 특

성과 행동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토

사의 분류나 지반의 비균질성으로 지층을 구

분하기 위해서는 USCS 토사분류 뿐만 아니

라, 강도특성을 나타내는 SPT의 N값 등 다양

한 경험적 분류가 고려되어야 한다. 

4.지반분류시스템 온톨로지와 정보량 계산

온톨로지는 “A formal, explicit specification 

of a shared conceptualization of a domain 

of interest”로 정의할 수 있다(Gruber, 

1992). 온톨로지는 해당 도메인에서 용어와 

개념 혹은 의미를 관계와 함께 묘사하여 도메

인의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맨틱 

기술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토사 및 강도 분류 등에 관한 지반엔지니어의 

경험과 지식을 온톨로지 모델로 표현하여, 기

존의 분류에서 표현하지 못한 지반 도메인에 

내재된 시맨틱을 표현하였다. 온톨로지 언어는 

W3C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OWL을 적용하였

다. 이는 기존의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보다 표현성이 뛰어나며, 단순한 

정보 표현이외에 서술논리를 지원하여 추론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추론이 가능한 

OWL-DL을 채택하였다. 온톨로지 모델의 작

성은 이상훈과 장병욱(2009)이 활용한 방법

으로 UML툴로 UML-Profiles을 작성하고, 

이를 OWL로 변환하여 개념과 관계를 설정하

였다. 여기에 온톨로지 편집툴인 Protege3.4

를 이용하여 오류수정과 인스턴스를 입력하였

다. 그림 3과 그림 4는 Protege-OWLViz로 

작성된 토사분류 시스템과 지층강도 시스템의 

온톨로지 모델이다. 

군집분석에서 온톨로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온톨로지의 개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 온톨로지에서 개념 사이에는 보유한 기

능에 따라 가중치가 필요하며, 이를 정보량

(IC, Information Content)으로 표현할 수 있

다(Resnik, 1995). 일반적으로 자식개념은 

부모개념에 비해 특정기능에 관한 세부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개념이 상세할수록 자식개

념과 부모개념 사이에 많은 개념이 정의되어 

밀집도가 높아진다. 정보량은 상세화정도를 

나타내며, 온톨로지에서 자식 개념으로 갈수

록 높은 값을 가지게 된다. 정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 (1)에 따라 빈번도 확률

(FP, Frequency Probability)을 계산하고, 

식 (2)를 통해 정보량을 계산한다. 그림 3와 

4는 온톨로지에서 각 개념별로 계산된 정보량

을 표시하였다. 구해진 정보량은 식 (3)을 통

해 각 개념사이의 거리로 계산할 수 있다

(L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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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온톨로지를 활용한 군집분석

 (1)

 (2)

         (3)

  이 방법은 개념사이에 유사도를 에지

(Edge)의 수로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노드 

가중치 차이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공통 

부모개념이 깊을수록 두 개념의 유사도가 높

아지며, 공통부모 개념으로 부터 두 개념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록 두 개념의 유사도는 

낮아지게 된다. 식 (3)의 유사도 측정값은 정

규화되어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FIGURE 3. 토사분류시스템 온톨로지 모델과 

정보량

FIGURE 4. 토사강도시스템 온톨로지 모델과 

정보량

온톨로지를 활용한 군집분석

1. 개요

그림 5와 같이 온톨로지를 활용한 군집분석

은 시추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지층의 분류 및 

속성정보, SPT 현장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상대

적인 지반 강도정보 N값, 그리고 실내시험으로 

얻어지는 토사의 상대밀도 등 물성값을 입력자

료로 이용한다. 또한, 앞 절에서 작성된 토질분

류 및 지반강도와 관련한 시맨틱을 나타내는 

지반공학 온톨로지를 입력한다. 여기서 온톨로

지 모델 내 개념들 사이의 거리차이 계산은 추

론엔진인 Pellet2.0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각 

입력자료는 초기 클러스터와 온톨로지 클러스

터와의 거리 비교를 통해 군집분석이 수행된다.

분할적인 군집분석 방법에는 K-Means와 

ISODATA알고리즘이 대표적이다. K-Means

는 계층적 클러스터링처럼 초기에 병합이 부

적절할때 패턴을 다시 재배열할 없다는 문제

가 있다. ISODATA알고리즘은 K-Means와 

같이 K개의 중심을 가지지만, 클러스터 개수

를 K로 한정하지 않아서, 초기 병합의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다(Tou and Gonzalez, 

1974). ISODATA 알고리즘에서는 클러스터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클러스터를 

분리, 병합, 삭제한다. 이를 통해 가장 적합한 

클러스터의 수를 산정하거나 자유자재로 클러

스터의 개수를 변환할 수 있다. 또한, 대용량

의 데이터의 경우 수렴속도가 높다는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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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ISODATA 군집방법을 

기초로 온톨로지 모델의 정보량과 결합하였다. 

2. 온톨로지기반 군집화 과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 분할적 군집분석 방법

에 추가적으로 정보량을 이용하여 온톨로지 클

러스터 중심과의 거리 차를 총합하여 계산한

다. 클러스터는 대상 변수에 대한 클러스터 중

심뿐만 아니라, 대상 온톨로지에 대한 클러스

터 중심을 하나 더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 

군집화 과정은 dist_init(X, x)로 클러스터 중

심과 미지값(x)와의 유클리드 거리를 통해 구

해지지만, 온톨로지 클러스터의 중심 X와 x사

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dist_ont(X, x)를 포함

하여, 식 (4)와 같이 최종적인 거리, 즉 유사

도를 계산한다. 여기서 dist_ont(X, x)는 그림 

3과 4에서 제시한 각 개념과 정보량을 기초로 

입력값이 속하는 개념과 중심 개념사이에 유사

도 차이를 정보량으로 환산한다. 유사도 차이

는 Pellet추론엔진으로 입력된 개념의 부모 개

념을 추론하여 식 (3)으로 계산된다.

 (4)

또한, 사용자는 를 통해 각 거리의 비중

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지에 대한 

전문가의 특정한 경험 혹은 지식이 존재하여 

온톨로지 모델로 이를 제공할 경우, 가중치

를 줄여 온톨로지에 대한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자료의 분산이 크거나 정성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적합한 온톨로지 모델을 작

성하기 어려운 경우 가중치 를 높여 입력 

자료와 파라미터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에 대

한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적용 및 분석

1. 실험적용

개발된 방법론은 그림 6의 실험지역을 대상

으로 적용하였다. 지반정보DB로부터 얻어진 부

산광역시 명지동 인근의 “명지‐녹산공업단지개

발(1992년)”의 27개 시추공과 413회 SPT시

험결과, “명지주거단지개발 (2002년)”의 33

개 시추공과 1366회 SPT시험결과, “명지대교

건설(2005년)”의 55개 시추공과 2,369회 

SPT시험결과로 각각 다른 시기의 총 115개의 

시추공과 4,148개의 SPT시험결과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였다. 본 지역은 낙동강 하구의 

델타지역으로 주로 백악기 화성암류가 분포하

며, 지형은 해발고도가 높지 않으나, 주위의 

산사면은 경사가 가파른 편이다. 또한, 공업단

지와 주거단지 개발이 오랜기간 동안 이뤄져 

수십년에 걸쳐 많은 지반정보 데이터가 생산

되었으며,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FIGURE 6. 부산 명지동 실험지역 

위성영상(IKONOS, 2007)

온톨로지 모델을 활용한 군집분석과 지하공

간모델 가시화를 위하여 범용적인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Matlab 7.6과 ArcGIS 9.2 

ArcSCENE을 이용하였다. 지반정보DB로부터 

실험지역의 데이터 중 먼저 시추공정보에서 

지층 위치값(X, Y, From_depth, To_depth)

와 USCS분류값(USCS), 지하수위(WL), 표

고(EL)를 불러오고, SPT 현장시험정보에서 

SPT시험의 위치값(X, Y, Z)과 타격회수 N값

(N), 관입깊이(Depth)를 불러온다. 그리고, 

그림 3과 그림 4의 토사분류 및 강도에 관한 

온톨로지 모델을 정보량과 함께 입력한다. 

SPT시험이 수직으로 1.5m씩 동일한 간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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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지하공간모델 3차원 

가시화(ArcSCENE)

FIGURE 8. 지층분류에 대한 전문가, 

K-Means, 제안방법의 비교(SPT 강도정보 

참조)

로 조사되기 때문에 SPT의 N값을 기준 단위

로 하여 USCS분류값을 추가한다. 또한, 개발

한 온톨로지 모델에 해당하는 정보량을 추가

하여 군집분석 알고리즘이 수행된다. 먼저 기

존 군집분석에 따라 N값에 대한 클러스터 중

심을 찾고, 할당된 정보량(IC)에 따른 온톨로

지 클러스터 중심을 찾아 식 (4)에 따라 대상 

값의 최종적인 유사도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로 대상 값이 할당된다. 본 

실험에서는 데이터만을 이용한 군집분석과 작

성한 온톨로지의 영향을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가중치 를 0.5로 하였다. 군집분석 

결과는 x,y,z 좌표형태로 구성되어 DEM과 수

치지형도와 손쉽게 결합되어 그리드형태의 3

차원 지하공간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결과는 

그림 7과 같이 3차원 GIS로 가시화하였다. 

해당지역은 매립지인 관계로 수치지도가 제대

로 제작되지 못하여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된 

DEM을 이용하여 지하공간모델을 생성하였다.

 

2. 결과분석

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비통계학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용되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지

층해석과 자동적인 군집분석에 의한 지층해석, 

그리고 군집분석에 전문가 지식을 결합한 제

안 방법에 대한 결과를 지층 단면도 형태로 

그림 8과 같이 비교하였다.

그림 8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심도 0-25m에서는 제안 방법이 

K-Means에 의한 방법에 비해 전문가 해석과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심도 30-40m 사이 

지층의 K-Means에 대한 결과는 SPT N값이 

급격하게 증가 등의 원인으로 풍화암

(Weather Rock, WR)으로 분류되었다. 그러

나 제안 방법의 결과는 실트(Silt, SM)로 분

류되며, 이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결과와 동일

한 것으로 40m이하 층이 다시 실트 층임을 

볼 때 제안한 방법이 옳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히 값만을 가지고 군집을 분석하는 

K-Means 기법은 대상지층이 실트층임에도 

불구하고, 강도값이 풍화암층과 유사하여 이

를 풍화함 군집으로 병합시키는 오류를 발생

시킨 것이다. 실제로 지중압력 혹은 지하수 

등으로 인해 압밀(Consolidation) 현상에 의

해 실트층이 높은 강도를 가질 수 있는 현상

을 간과한 것이다. 이외에도 K-Means기법은 

40~50m 사이를 점토와 모래의 복합토층 혹

은 이상치(Outlier)로 분류하였으나, 제안 방

법은 전문가 해석과 유사하게 두 가지 지층으

로 구분하였다. 

지층 단면도에 대한 비교 이외에 명지주거단지 

내에 존재하며 연약지반처리를 수행한 BH001에

서 BH020까지의 20개 시추공을 비교분석한 결

과, 전문가 해석결과에 대한 K-Means 방법의 

RMSE는 0.8563이고, 전문가 해석결과에 대

한 제안방법의 RMSE는 0.2469로, 제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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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 통계적인 K-Means방법에 비해 정밀

하게 군집분석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K-Means와 같은 기존 군집분석 방법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분류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렌즈(lense)지역을 제대

로 표현하지 못하고 동일한 N값 혹은 USCS

분류의 토사라도 지하수위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이질적인 특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단점

이 있다(그림 8의 심도 30-40m 지점). 그러

나, 제안한 시맨틱을 활용한 군집분석의 경우

에는 지반공학자의 지식을 온톨로지와 정보량

으로 표현하여, 지반공학자가 해석한 결과와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단순한 값

에 의한 통계적인 군집 분류가 아니라, 표현

된 시맨틱으로 군집분석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결   론

지하공간 개발의 증가에 따라 지층단면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하공간모델의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지하공간모델의 생

성은 시추조사와 각 토층에 해당하는 실험을 

통해 지층의 구성과 지반공학적 성격이 조사

된다. 조사된 정보를 통해 지층단면도 혹은 

시추주상도 형태의 지하공간모델이 작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의 생성에는 자료의 부족

뿐만 아니라, 지층 해석에 관한 표준방법이 

없어 발생하는 비통계적 불확실성과 하중, 지

하수위 변화 등 환경에 따른 물리적인 속성변

화에 따른 통계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

라서, 기존의 지하공간모델의 작성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를 통해 이뤄져 많은 시간과 비

용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비통계학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대표적인 시

맨틱 기술의 하나인 온톨로지로 표현하였다. 

또한, 통계학적 불확실성 해소와 대용량 자료

처리에 손쉬운 군집분석을 적용하였다. 두 방

법론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온톨로지 

모델의 유사도를 정보량으로 정량화하여 군집

분석의 유사도 거리계산 시 총합하는 시맨틱

을 활용한 군집분석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본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험지역 지반의 지층

을 구분하고, 지형도, 위성영상 등과 결합하여 

3D-GIS기반 지하공간모델을 구축하였다. 제

안한 방법은 기존 K-Means 방법보다 전문가 

해석과 유사한 결과를 가지며, 불확실성 혹은 

시맨틱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문가 해석에 비해 대용량 데이터 처

리, 3D-GIS 표현, 그리고 다른 GIS자료와도 

통합분석이 손쉬운 장점을 가진다. 

향후에는 개발된 지반분류 및 강도에 관한 

온톨로지 모델을 좀 더 상세화하고, 온톨로지 

모델 내 개념사이의 관계를 확률로 표현하여 

시맨틱 유사도를 좀 더 보강할 계획이다. 이

를 통해 좀더 정밀하고 설명 가능한 군집분석 

방법론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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