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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3차원 지반정보 구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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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struction Plan of 
3D Geotechnical Information for the Support of 

Underground Spac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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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대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지반함몰 등 지하공간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3차원 지반정보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지하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주요 데이터로 활용된다. 3차원 지반정

보의 구축 방법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되고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서 지속적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확성, 효율성, 활용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이 필

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3차원 지반정보의 정확성, 활용성, 구축 

효율성을 고려한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서 보유한 

시추정보와 지반정보 구축 소프트웨어인 MVS, MakeJiban을 활용하여 표고와 지층 기반의 구축 

높이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종합적인 분석결과 정확성, 활용성, 효율성 측면에서 원표고 기반의 전

체 지층 일괄 구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성 있는 

3차원 지반정보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영향평가, 3차원 지반정보

ABSTRACT

Recently, mainly in downtown, there have been frequent safety incidents in underground 

space like ground subsidence and land sinking. Out of diverse coping measures, the 

government is carrying forward the establishment of underground space integrated map. 

As a core element of the underground space integrated map, the 3D geo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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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s used as major data of underground space impact assessment oblig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Underground Space Safety」. 

The construction method of 3D geotechnical information is drawn when establishing the 

basic establishment plan of underground space integrated map, and the continuous 

construction is performed by the Integrated DB Center of National Geotechnical 

Inform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draw concrete measures with accuracy, 

efficiency, and utilization. This study drew the construction plan considering the accuracy, 

utilization, and efficiency of 3D geotechnical information for the support of underground 

space safety. For this, accuracy between elevation and underground level is compared 

using MVS and MakeJiban which are software to construct boring information with 

geotechnical information in geotechnical information portal system. In the results of 

general analysis, the milepost-based construction of whole strata in a lump would be the 

most suitable in the aspect of accuracy, utilization, and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lan to construct 3D geotechnical information will be pursued.

KEYWORDS :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Underground Space Safety, Underground 

Space Safety Impact Assessment, 3D Geotechnical Inform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대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지반함

몰 등 지하공간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대응방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하공간통

합지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6년 1

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3차원 지반정보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핵심 

구성요소이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의무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주요 데

이터로 활용된다. 3차원 지반정보의 구축 방법

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시 도

출되었고,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서 지속

적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구축에

서는 원표고를 기반으로 한 지층 일괄 구축을 

추진하였고, 현표고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에 

따라 현표고를 반영한 지층별 구축으로 변환하

였다. 그러나 정확성, 효율성, 활용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일관성 있는 구축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표고 및 현표고 기반의 

3차원 지반정보 구축 결과, 지층 일괄구축 및 

개별 지층 구축 기반의 구축 결과의 시추공 높

이 비교검토를 통한 3차원 구축 방안을 도출하

고자 한다. 

2. 연구동향

최근 지하안전사고의 증가와 함께 이에 대응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지하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진 재해 취약지역의 지질 및 지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요구되는 지하정보 DB별 구축 범위

를 결정하고 구축방안을 제시(Kim et al., 
2013) 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토질 및 지반조사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자료의 분류 및 자료 확보 방안을 제시(Jang 

and Jeon, 2013)되었다. 기관별 또는 목적별로 

상이하게 구축·관리되고 있는 지질 및 지반정

보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되었

다(Jeon et al., 2012). 또한, 지진재해대응을 

위한 통합지하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DB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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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시(Kang et al., 2013)하였으며, 지하

공간 등록 미비에 따른 문제점과 법·제도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지하공간 등록에 대한 한계

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하고 지하

공간을 등록할 수 있는 3차원 지하 지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제시(Kim et al., 2015) 

연구와 3차원 Model 형태의 통합된 지하철역과 

지하상가를 활용하여 기존 2차원 GIS 형태에서

는 불가능했던 입체적 토지이용 분석, 폐쇄된 

개별공간의 분석, 시험변경에 의한 공간의 예측

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지하공간의 연계 및 통합

에 있어 입체적이고 3차원적인 공간적 계획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연구(Lee, 2006)도 진행되

었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지하

공간통합지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Jang et 
al., 2015),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3차

원 지반정보 생성방안 수립(Park et al., 
2015),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구축 및 활용을 위

한 조사연구(An et al., 2015), 지하공간통합지

도 통합·활용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

(Kim et al., 2015) 등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대

한 직접적이고 기초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3차원 지반

정보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인 보간기법인 

Kriging, IDW, Spline 3가지 기법을 기반으로 

지반정보 구축 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보간기

법을 도출한 연구(Oh, 2017), 준설 물량 산출

을 위해 개발한 지반정보 3차원 가시화 프로그

램과 지반정보 구축 사용프로그램인 MVS로 구

축한 3차원 지반정보의 구축 비교 평가 연구

(Lee et al., 2016), 구축된 3차원 지반정보와 

표고자료 및 DEM 자료 비교·분석을 통한 기

구축 지반정보의 정확도 분석 연구(Lee et al., 
2017) 등이 진행되었다. 

지하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관련 연구동향

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하정보의 분류, 구축

범위설정, 자료확보방안 제시 등과 같이 초기 

형태의 연구가 있었다. 3차원 지반정보 구축연

구와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정확도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일관성 있는 구축방안 도

출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진행은 미흡한 실정이

였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지하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최적의 3차원 지반

정보 구축 기법 도출을 위해 지하안전사고가 발

생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선정하고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서 보유한 

시추정보를 활용 하였다. 용산구의 면적은 21.91

㎢이며, 용산구 내 893공의 시추공을 기반으로 

3차원 지반정보를 구축하였다(그림 1). 

FIGURE 1. Geotechnical information in 

Yongsan-gu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시범사업에서 적용하

였던 원표고 기반의 지층일괄구축 방법과 본사

업에서 적용하였던 현표고 기반의 지층별 개별 

구축 방법에 따른 3차원 지반정보를 비교분석 

하였다. 지반정보 구축을 위하여 지반정보 구축 

상용 S/W인 MVS와 MakeJiban을 이용하였어

며, 250m 군집 분석에 따라 군집별 지반정보를 

구축하였다. 

이 때, 군집 내에 포함되는 시추공 중 한공씩

을 제외하고 구축하여, 구축 결과와 시추공 원

시데이터를 참값으로 보고 시추공 최상단 표고

에서부터 각 지층의 시작 표고까지의 값을 교차

검증하였다. 또한, 교차검증을 통해 획득한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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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Relational statute Main body Management agency

boring information

the rule for compterizing subsoil 

investigation results and its 

applica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tube well

information
groundwater law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geological information
the bylaw of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ec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ecs

TABLE 1. Relational statute and main body of getechnical information

FIGURE 2. Research flow

데이터와의 차이를 이용하여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도출하

여 지반정보의 정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RMSE는 잔차 제곱의 평균에 제곱근을 취한 것

으로 식 (1)과 같이 도출하였다. 

RMSE


n

e
e

e
en



         (1)

여기서 e는 관측값과 계측값의 차이, n은 자

료의 개수를 나타낸다. RMSE는 표준편차의 정

의와 동일하나 분산과 표준편차는 미지수 1개의 

반복 관측에 의한 개별관측의 정밀도인데 반해, 

미지수 2개 이상이 포함된 관측의 정밀도를 나

타낼 때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정보에 대한 원표고와 현

표고, 지층일괄구축과 지층 개별구축 결과의 

RMSE 비교를 통해 현재까지 통일되지 않았던 

3차원 지반정보구축 방안을 정확도, 구축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는 본 

연구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지반정보

지반정보는 지하시설물(6종), 지하구조물(6

종), 지반정보(3종), 기타 주제도 등으로 구성

되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3

차원 지반정보는 시추정보, 관정정보, 지질정보

로 구성된다. 표 1은 지반정보 구성요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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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Substance

Plan 1 3D boring information + 2D tube well information + 2D geological information

Plan 2 3D boring information + 3D tube well information + 2D geological information

Plan 3 3D boring information + 3D tube well information + 3D geological information

TABLE 2. Inquire setup 3D geotechnical information

법령 및 관리주체를 보여준다. 

시추정보는 주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단

계에서 수행하는 지반조사 수행 시 생산되는 지

반조사보고서의 결과를 입력시스템을 통하여 전

산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3차원 점(point) 기

반의 위치정보와 함께 프로젝트정보, 시추공정

보, 지층정보, 현장 및 실내시험정보 등과 같은 

속성정보로 구축된다. 

관정정보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지하수의 수위, 수질변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관측하는 정보로써,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가지하수관측정, 보조지하

수관측정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촌

지하수관리관측정, 해수침투조사관측정이 있다. 

관정정보는 관정의 위치정보와 함께 지하수위, 

수온 및 전기전도도 등을 속정정보로 가진다. 

지질정보는 지각을 구성하는 각 지층을 그 종

류·연대·암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다양한 지

질구조와 함께 표시한 지도정보로써, 2차원 레

이어 형태로 정보가 구축되며,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의 주요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질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3차원 지반정보 구축 기법

1. 3차원 지반정보 구축 기본계획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기본계획에서는 3차

원 지반정보 구축을 위한 3가지 방안이 고려되

었다. 표 2는 3차원 지반정보 구축방법 검토내

용을 보여준다. 

먼저 1안은 시추정보를 3차원, 관정정보와 

지질정보는 2차원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관정정

보가 2차원으로 구축될 경우 지하공간 안전사고 

예방 및 분석에 있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이 있다. 2안은 시추정보와 관정정보를 3차원으

로 만들고 지질정보는 2차원의 표면정보로 만드

는 것으로1안에 비해 비교적 정보의 활용성이 

높고,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3안은 모든 정

보를 3차원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나 한정적인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

서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서는 3차원의 시추공 및 

관정 점(point)정보와 시추정보 기반의 3차원 

지층정보 위에 2차원의 지질정보를 중첩하여 구

축하는 방안을 선정되었다. 

2. 3차원 지반정보 구축 방안

3차원 지반정보의 구축 방안은 원표고 기반

의 구축과 현표고 기반의 구축, 지층 일괄 구축

과 지층별 구축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

였다. 

표고 중심의 3차원 지반정보 구축 기법 선정

을 위해 먼저 시추 당시의 표고 정보를 현재의 

표고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표고 변환

을 위해 수치표고모형(DEM)을 이용하였으며, 

표 3은 시추공의 원표고와 변환 표고의 일부를 

보여준다. 

3차원 지반정보 구축을 위해 용산구 내의 시

추정보를 대상으로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서 제시한 최적의 군집거리인 250m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군집 외 지역의 

도로를 감싸고 분포하고 있는 시추공을 추출하

였다. 그림 3은 3차원 지반정보 구축 절차를 보

여준다. 

3차원 지반정보 구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일 위치의 원표고 및 현표고 기반의 군집분석 

및 도로중심 지반정보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서울 용산구 일대의 4개 군집과, 2개의 도

로중심 3차원 지반정보를 샘플로 구축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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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struction process of 3D geotechnical

No Division Original Current Distinction

1 B1112BH001 16 3.25 12.75

2 B1112BH002 15 3.25 11.75

3 B1112BH003 13 3.27 9.73

4 B1112BH004 11.5 3.16 8.34

5 B1112BH005 12.9 3.21 9.69

6 B1112BH006 13.3 3.14 10.16

7 B1390BH018 76.4 75.74 0.66

8 B1390BH019 68.55 58.6 9.95

9 B1390BH020 64.51 53.91 10.6

: : : : :

TABLE 3. Elevation difference

FIGURE 4. Cluster analysis based 3D geotechnical information(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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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enter of road based 3D geotechnical information(elevation)

FIGURE 6. Cluster analysis based 3D geotechnical information(Stratum)

FIGURE 7. Center of road based 3D geotechnical information(Stratum)

분석하였다. 그림 4는 군집분석 기반의 3차원 

지반정보 구축 결과 일부이며, 그림 5는 도로중

심의 3차원 지반정보 구축 결과 일부이다. 

지층 일괄 구축의 경우 표고 기반의 지반정보 

구축 비교를 위한 구축방법과 동일하게 지반정

보를 구축하였다. 지층별 구축의 경우 군집 내 

시추공 간의 지층별 표면을 구축하고 표면과 표

면사이의 Surface를 개별 구축하였다. 구축 대

상은 1개의 군집분석 기반 지반정보, 1개의 도

로중심 기반 지반정보이다. 그림 6은 군집분석 

기반의 지층 일괄 구축과 지층별 구축의 결과를 

보여며, 그림 7은 도로중심 기반의 결과를 보여

준다. 

3. 구축 방안 비교검토

1) 정확성 비교

원표고와 현표고 기반의 3차원 지반정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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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Elevation Distinction Error

B1112BH001 16.00 0 0.20 

B1112BH001 11.20 4.8 4.60 

B1112BH001 1.50 14.5 14.40 

B1112BH002 15.00 0 0.00 

B1112BH002 12.00 3 3.20 

B1112BH002 9.50 5.5 5.30 

B1112BH002 -0.50 15.5 15.40 

B1112BH002 -8.50 23.5 23.70 

B1112BH002 -10.40 25.3 25.20 

:

RMSE 0.148

TABLE 4. Error analysis(original elevation)

Division Elevation Distinction Error

B1112BH001 3.25 0 -0.20 

B1112BH001 1.50 1.75 1.65 

B1112BH002 3.25 0 0.30 

B1112BH002 -0.50 3.75 3.55 

B1112BH002 -8.50 11.75 11.45 

B1112BH002 -10.40 13.65 13.45 

B1112BH003 3.27 0 0.30 

B1112BH003 -0.50 3.77 3.67 

B1112BH003 -9.20 12.47 12.67 

B1112BH003 -11.00 14.27 14.47 

: : : :

RMSE 0.198

TABLE 5. Error analysis(current elevation)

확성 비교를 위하여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

서 제공받은 시추데이터 내의 표고정보를 활용

한 원표고 기반의 지반정보를 구축하고 DEM을 

기반으로 표고를 수정한 현표고 기반의 지반정

보를 구축하였다. 이 때, 군집 내에 포함된 시추

공 한공씩을 제거하면서 동일 지반정보를 구축

하고 제외하였던 시추공의 실표고 및 DEM보정

표고를 참값으로 보고 그 차이를 구하였다. 참

값의 표고와 구축된 지반정보의 표고 차이를 이

용하여  식 (1)과 같은 방법으로 RMSE를 산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표 4는 원표고 기반의 3

차원 지반정보에 대한 RMSE값이며, 표 5는 현

표고 기반의 3차원 지반정보에 대한 RMSE값을 

보여준다. 

RMSE 산출 결과 원표고 기반의 3차원 지반

정보의 RMSE가 0.148, 현표고 기반의 3차원 

지반정보의 RMSE값이 0.198로 나타나 현표고 

기반의 3차원 지반정보 보다 원표고 기반의 3

차원 지반정보 구축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체 지층을 일괄 구축하는 방법과 

개별 지층으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성 비

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용 표고에 따른 정확성 

비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RMSE값을 산출하였으

며, 표 6 그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지층을 일

괄 구축한 지반정보의 RMSE는 0.122, 개별 지

층 구축한 지반정보의 RMSE는 0.176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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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luster analysis Revision Raw data Making Modeling Data check Working hours

Integration 0.6 0.4 0.6 1.2 0.3 3.1

Individual 0.6 0.4 1.4 3.2 0.8 6.4

TABLE 7.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ime

Division Elevation Depth
Distinction 

(Integration)
Error

Distinction 

(Individual)
Error

B1112BH001 16 0 0.20 -0.20 0.20 -0.20 

B1112BH001 11.2 4.8 4.70 0.10 4.90 -0.10 

B1112BH001 1.5 14.5 14.50 0.00 14.40 0.10 

B1112BH002 15 0 0.00 0.00 0.00 0.00 

B1112BH002 12 3 3.10 -0.10 3.10 -0.10 

B1112BH002 9.5 5.5 5.40 0.10 5.60 -0.10 

B1112BH002 -0.5 15.5 15.50 0.00 15.40 0.10 

B1112BH002 -8.5 23.5 23.70 -0.20 23.70 -0.20 

B1112BH002 -10.4 25.4 25.30 0.10 25.20 0.20 

B1112BH003 13 0 -0.10 0.10 -0.10 0.10 

B1112BH003 11 2 2.20 -0.20 2.30 -0.30 

B1112BH003 9.5 3.5 3.70 -0.20 3.80 -0.30 

B1112BH003 -0.5 13.5 13.70 -0.20 13.50 0.00 

B1112BH003 -9.2 22.2 22.40 -0.20 22.50 -0.30 

B1112BH003 -11 24 24.00 0.00 24.20 -0.20 

B1112BH004 11.5 0 0.20 -0.20 0.00 0.00 

B1112BH004 9 2.5 2.50 0.00 2.50 0.00 

B1112BH004 7 4.5 4.70 -0.20 4.80 -0.30 

B1112BH004 3.5 8 7.90 0.10 8.00 0.00 

B1112BH004 3 8.5 8.60 -0.10 8.30 0.20 

B1112BH004 -1.5 13 13.10 -0.10 13.20 -0.20 

B1112BH004 -3.3 14.8 14.70 0.10 15.10 -0.30 

… … … … … … …

RMSE 0.122 RMSE 0.176

TABLE 6. Error analysis(stratum)

2) 활용성 비교

3차원 지반정보의 경우 정확도 외에도 구축 

효율성과 사용자 활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성 검토를 위해 지반정보 전문

가 31명을 대상으로 3차원 지반정보 구축 방안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설문내용 중 원표

고 기반의 구축과 현표고로 변환한 지반정보 구

축의 활용성에 대한 설문도 포함되었다. 설문결

과 원표고 기반의 3차원 지반정보 구축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74%로 나타났다. 지반정보의 경

우 건설, 재해·재난 등의 분야에서 지반정보 

전문가들의 활용이 가장 높은데 시추조사 당시

의 표고정보가 지반을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더

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정확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시추조사 당

시의 표고를 반영한 3차원 지반정보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구축 효율성 비교

효율적인 3차원 지반정보 구축을 위해 전체 

지층 일괄 구축 방법과 개별 지층 구축 방법에 

대한 구축 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소요시

간 비교분석에서는 1개의 지반정보 모델 제작 

시 평균 12공의 시추정보 8개의 지층 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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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7은 전체지층 일괄구축 지반정보와 지층

별 개별구축 지반정보의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단계별로 작성한 것이다. 

전체 지층을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소

요되는 시간은 3.1시간 정도이며, 개별 지층으

로 구축할 경우 약 2배인 6.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초기 군집분석이나 시

추공 보정 공정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개별 지

층정보를 구축하는 모델링 시점부터 시간적 차

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시추

공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지층의 수가 늘어날 경

우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2배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다. 즉, 지반정보 구축 효율성 측면에서도 

전체 지층을 일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뛰어나

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찰

3차원 지반정보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의 구축방법

과 1차 본사업에서의 구축방법이 상이하여 일관

성 있는 구축방법 적용이 필요하였다. 특히, 기

본계획 단계 및 시범사업에서 제시되었던 원표

고 기반의 지층 일괄 구축 방법은 현재의 표고

를 반영하지 않아서 오는 시각적 한계에 따라 

본사업에서는 현재의 표고를 반영하여 구축되었

다. 현재의 표고를 반영할 경우 3차원 지도 상

에서 시각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으나 표고를 수

정하면서 원 데이터에 있는 지층이 사라지거나 

기존 지층보다 더욱 매립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안고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반정보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표

고 반영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의 정확성과 활

용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지반정보를 일괄적으로 구축할 것인지, 

지층별 속성부여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 개별적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존

재하였다. 이 경우 정확성도 중요한 검토 내용

이 되겠지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지반정보 

구축에 있어서 구축 효율성도 주요 검토 내용이

었다. 이에 따라, 정확성과 구축효율성을 비교하

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반정보의 정확성, 활용성, 구축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원표고 기반의 지층 일괄 구축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별 지층 

구축이 활용성 측면에서는 일괄 구축보다 뛰어

날 수 있으나 현재 구축되는 지반정보의 지층별 

속성 및 분석기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약 2배 정

도의 구축 시간이 소요되는 지층별 구축은 무의

미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

과를 바탕으로 일괄성 있는 지반정보의 구축과 

더불어 지반정보 자동구축 시스템 개발, 갱신 

정보 반영 방안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

점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활용될 3차원 

지반정보 구축을 위해 정확성·활용성·구축 효

율성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구축 방

안을 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반정보의 구축 정확성 측면에서는 원

표고기반 지반정보 구축이 RMSE 0.148로 현

표고 기반의 지반정보 구축결과의  RMSE 

0.196 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지층 일

괄 구축이 개별 지층 구축보다 RMSE 0.122, 

0.176로 낮게 나타나 원표고 기반의 전체 지층 

일괄 구축 방법이 정확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둘째, 지반정보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원표고 

기반의 지반정보 구축이 시추 당시의 지반 상태

와 현재의 상태의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지반 

전문가가 활용하기에 더욱 뛰어나다는 의견이 

74% 이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반정보의 구축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

체 지층을 일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개별 지층

을 구축하는 방법보다 약 1/2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뛰어나다고 판단된다. 

특히, 시추공 및 지층의 수가 늘어난다면 작업 

소요시간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확성, 활용성,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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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원표고 기반의 전체 지층 일괄 구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3차원 지반정보와 GIS분석 기반의 지하안전영

향평가 지원 기술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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