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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도시가 확장되고 지하시설물 관련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로 네트워크를 3차원으

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15종의 지하정보(지하

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를 3차원 기반 지하공간통합지도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

지만 현재 3차원 지하시설물 구축은 수작업 기반으로서 구축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지자체별 수백

만 건이 넘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3차원 지하

시설물 모델의 가공 및 갱신 자동화 구축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3차원 지하시설물 모델을 최

소비용으로 신속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하시설물 가공 및 부분

갱신 자동화 기술들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에 즉시 현장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3차원, 지하시설물, 가공 자동화, 갱신 자동화,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공간

ABSTRACT

As cities expand and underground utilities construction projects increas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technology capable of analyzing the underground utilities network in 

3D. Since 2015, 3D Underground Geospatial Map project, that has been integrating 15 

types of underground information such as underground utilities, undergroun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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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round information, is in progress in S. Korea. However, the construction of 3D 

underground facilities is currently based on manual work and the logic for building a 3D 

model is very complicated. And it takes a lot of time and cost to process millions of 

large amounts of data per local governments. By presenting a framework on the 

processing and partial updating of the 3D underground utilities model,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a plan to quickly build a 3D underground utility model at a minimum cost. The 

underground utilities processing and partial update automation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immediately applied to the 3D Underground Geospatial 

Map project.

KEYWORDS : 3D, Underground Utilities, Processing Automation, Partial Update Automation, 

3D Underground Geospatial Map, Underground Space

서  론

상·하수도, 송유, 난방,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시설물 관로는 인간의 생존 활동에 꼭 필요

한 것을 운반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물이다

(Balogun et al., 2011). 하지만 지하시설물 위

치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문제는 오랫동안 공공

서비스 붕괴, 건설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과다비

용 발생, 재산피해, 인명피해 등과 같은 많은 문

제를 발생시킨다(Li et al., 2015). 지하시설물

과 관련된 사고의 주요한 문제는 2차원 데이터 

오류와 2차원으로 표시된 지하시설물 지도를 잘

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과 같이 현장 작

업자들 사이에서 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

해서 일어난 경우이다(Fenais et al., 2019). 

이러한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만 한해 5만 건의 

지하시설물 파손 발생이 일어나고 있고(Talmaki

et al., 2013). 2016년 지하시설물 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은 1.5억 달러로 예측되었다(Lyle, 

2017). 국내에서는 2014년 석촌호수 주변 중

대형 싱크홀 발생 계기와 도심지 지하시설물 노

후화로 인한 끊임없는 지반침하 발생 문제로 인

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싱크홀(지반침하) 예방

대책 정책을 발표하였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그리

고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5년 

대구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2018년 일

산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등은 국민에게 막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다준 대표적인 국

내 지하시설물 피해 사례이다. 이러한 지하시설

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 사고 

원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대

부분 2차원 기반으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였지

만, 2차원 지하시설물 지도는 데이터가 불충분

(관경 및 심도값 부재)하거나 위치가 부정확한 

때도 있으므로 굴착공사 시 지하시설물 파손사

고 및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 건설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Olde Scholtenhuis et al., 

2018). 2차원 지하시설물 지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관로가 중첩되기 때문에 관로를 구분하

기가 거의 불가능하다(Du Y and Zlatanova, 

2006). 지하시설물의 위치는 지반조건에 따라

서도 변화한다. 제수지역(Dewatering Area)의 

점토와 이탄층(Clay and Peat Layer)은 지반

침하(Soil Settlement)를 발생시켜 시설물의 위

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Olde Scholtenhuis, 

2018).

3차원 지하시설물 모델은 복잡한 지하시설물

의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Li et al., 2015; Yan et al, 2019). 지하공간 

설계 시 엔지니어들이 지하공간 설계가 가능한 

지하공간을 확인하거나, 관로 간에 물리적 충돌

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위에 3차원 모델

을 중첩하여 분석할 수 있다(Li et al., 2015). 

도시가 확장되고 지하시설물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지하 관로 네트워크를 3차원으로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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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Balogun, 

et al., 2011; Yan et al., 2019).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6종(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난방)의 지하시설물 정보를 포함하는 15

종의 지하정보(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를 

3차원 기반으로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3차원 지하

시설물 구축작업은 수작업 기반으로서 3차원 모

델 구축 로직이 매우 복잡하고, 지자체별 수백

만 건이 넘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시

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 제한된 시간 내에 고품질을 확보하기는 어려

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지하의 객체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

현할 수 있는 3차원 관로 모델링 기술이 필요하

다. El-Hakim(2008)은 이러한 모델이 가져야 

할 5가지 필수적인 모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① 렌더링(Rendering)한 3차원 모

델의 해상도는 인간의 시각으로 분간되어야 한

다. ② 수집 데이터는 최대한 오류가 없고 정확

성이 높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후 가공 프

로세스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③ 모델링 

툴(Tool)은 프로젝트 기간 내에 완벽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고도로 자동화되어야 한다. ④ 3차원 

데이터는 상세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효율적인 

데이터 크기를 가져야 한다. ⑤ 전체적으로 모

델링 비용은 경제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하시설물 객체의 모

양과 위치를 최대한 실세계와 같이 구현하고, 

구현된 지하시설물 객체가 즉시 DB에 갱신 반

영되는 기술과 관련된 3차원 지하시설물 가공 

및 갱신 자동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연구 

목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

하시설물 2차원 데이터를 3차원 데이터로 자동 

변화시키는 3차원 지하시설물 가공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자동가공 프로세스에서 3차원 지하

공간통합지도 구축 작업규정(지하시설물)의 심

도 및 관경 우선순위를 고려한 심도·관경 자동

산정 알고리즘 적용 3차원 구축 자동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3차원 지하시설물 지도 부분

갱신 자동화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부분갱신 

자동화 연구에서는 변경된 지하시설물 객체를 

추출한 후 추출된 객체를 3차원으로 가공하여 

변경객체만 신속하게 갱신(업데이트)되도록 부

분갱신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1. 국내연구 동향

국내 초창기 3차원 지하시설물 분야 연구는 

지하시설물의 3차원 가시화를 위한 3차원 공간 

데이터 설계 및 파일 변환시스템 개발부터 시작

되었다(Oh et al., 1996; Ahn et al., 1997). 

Oh et al.(1996)은 3차원 공간객체의 형식과 

객체 저장 구조를 정의하고, 3차원 공간객체 변

환시스템을 ARC/INFO 매크로 언어인 AML 

(ARC Macro Language)와 C++ 언어를 사용

하여 구현하였다. Ahn et al.(1997)은 Oh et 

al.(1996)의 3차원 데이터 정의 및 3차원 모델 

변환 모듈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된 지하시설

물 3차원 관로 모델 생성기와 2·3차원 시각화, 

속성정보 검색 등으로 이루어진 OpenGL 기반 

시각화 모듈을 개발하였다. 

WWW(World Wide Web)는 네트워크 사용

자가 전 세계의 분산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정보 공유

의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GIS 분야에서도 인터

넷 GIS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1990년대 중

반 이후부터 웹기반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Shin et al. 2002;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011). 웹과 GIS를 결합한 인터넷 GIS 확산은 

일반 사용 사용자들이 웹을 통하여 비싼 GIS 

SW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도 브라우저 등을 

통해 GI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Kim et al., 2000). 이러한 웹 기반 3

차원 GIS 기술의 장점을 바탕으로 지하시설물 

관리 분야에도 웹 GIS 기술 적용연구가 진행되

었다(Shin et al. 2002; Oh et al., 2000; Lee 

et al., 2008). Oh et al.(2000) and Lee et 

al.(2008)는 웹상에서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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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각화 및 능동적인 조작 및 관리·분석이 가

능한 3차원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JAVA와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로

구현하였다. VRML은 가상 현실 언어로 기존의 

HTML이 텍스트와 이미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약으로 제정되었으며 장

면 그래프(Scene Graph)라는 구조를 이용하여 

3차원 컨텐츠를 표현한다(Shin et al. 2002). 

Lee et al.(2008)는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SEW(Sensor Web Enablement)

과 같은 3차원 웹서비스 국제표준과 CityGML

과 유사한 국내 3DF-GML 3차원 객체 포맷 

표준을 준용하는 오픈 표준기반 3차원 지하시설

물 웹서비스를 연구하였다.

웹 기반 GIS 3차원 지하시설물 관리 기술 이

후 근 10년 동안 진행된 국내 지하시설물의 3

차원 모델링 및 분석 방법 연구 흐름은 지하시

설물 관로 모델생성 기술의 확장(Kim et al. 

2008; Lee et al. 2018)과 타 요소 기술들과

의 융·복합적 결합이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2; Kim, 

2011; Choi, 2018; Lee et al. 2018). Kim et 

al.(2008)는 지하시설물 관로 모델링 및 관리 

범위를 7대 지하시설물로 확대하고 맨홀, 밸브, 

측구, 물받이 등 부속시설물 등의 심볼(Symbol)

을 3차원 시각화하는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

하였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2)는 지상 및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3차원 GIS 가시화 기술 및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데이터를 

활용한 지하시설물 관리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

하였다. Kim(2011)은 RTK 시스템과 3차원 게

임엔진을 사용하여 실시간 지하 매설물의 각종 

정보를 조회 및 3차원 가시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연구하였다. Choi(2018)는 최소한의 변

수만을 데이터로 불러들여서 이를 3차원으로 구

현 및 수정하는 변수모델링 기반의 지하시설물 

3차원 시각화 구현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Lee et al.(2018)는 기 구축된 공간정

보를 3차원으로 자동변환하기 위한 3차원 스타

일링 정보를 관리하는 AR 클라우드 서버와 서

버로부터 객체의 정보 및 3차원 스타일링 정보

를 수신받아 증강현실로 표현하는 AR 애플리케

이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2. 해외연구 동향

해외 3차원 지하시설물 연구 동향은 1) GIS

와 CAD를 활용한 3차원 모델 시각화 연구, 2) 

웹, 모바일 증강시스템을 활용한 3차원 지하시

설물 모델 시각화 연구, 3) CityGML Utility 

ADE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한 3차원 지하시

설물 관리 연구, 4) 확률 기반의 불확실성 관로 

모델 시각화 연구등과 같이 4가지 주요 연구 흐

름의 경향을 띠고 있다.

2000년 초반부터는 GIS와 CAD를 활용한 3

차원 모델링 연구(Balogun et al., 2011; Du Y 

and Zlatanova, 2006; Carlo and James, 

2014)가 진행되었다. Du Y and Zlatanova 

(2006)는 OpenGL 혹은 Direct3D 언어를 사

용해서 객체 묘사에 중점을 둔 3차원 표출방식

과 차별화하기 위해 시맨틱(Semantic) 형태의 

속성정보를 이용한 공간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에서 속성정보를 관리하

고 CAD 소프트웨어서 3차원 모델링 및 편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Balogun et 

al.(2011)은 GIS 프로그래밍(ArcScene)을 통

해서 관로를 먼저 모델링하고 VRML 및 CAD 

프로그램(3D Studio Max)을 활용한 3차원 가

시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Carlo and 

James(2014)는 고속도로 설계에서 GPR 데이

터로 지하시설물 위치(x,y,z)를 획득하고 CAD 

포맷으로 추출된 데이터를 3차원 CAD로 가시

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웹 기술과 모바일 증강기술 플렛폼 적용과 활

용을 위한 3차원 지하시설물 연구(Guerrero et 

al., 2013; Fenais et al., 2019)도 진행되었다. 

Guerrero et al.(2013)는 장면 그래프 구조를 

통한 3차원 가시화 기술을 X3D, X3DOM, 

WebGL 등과 같은 웹서비스 방식에서 각각의 3

차원 모델링 성능을 테스트한 후 웹기반 3차원 

모델링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Fenai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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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9)는 지하시설물 관로 속성정보를 클라

우드 시스템(Cloud System)에서 관리하고 3차

원 정보 표현을 위해 구글어스의 KML(Keyhole

Markup Language) 파일을 모바일 GIS-AR 

증강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2차원 데이터의 위치 정확성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한 확률 기반의 3차원 관로 모델링 연구

도 진행되었다. Li et al.(2015)는 지하시설물 

위치 데이터 취득과 관리를 위해 GPR, GPS, 

GIS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데이터 정

확성 개선을 위해 3차원 불확실성 확률 밴드 모

델을 연구하였다. Olde Scholtenhuis et 

al.(2018)는 CityGML Utility ADE 모델을 바

탕으로 관로 라인과 관로 원통형 모양을 확률기

반의 퍼지(Fuzzy) 형태로 계산하여 위치 불확

실성 관로 모델을 제시하였다. 

CityGML을 지하시설물 관로 네트워크에 확장 

시킨 CityGML Utility ADE(Becker, 2011) 데

이터 모델 기반 지하시설물 3차원 관리 연구도 

진행되었다(Olde Scholtenhuis et al., 2018; 

Yan et al., 2019). Yan et al.(2019)는 시설

물 관리 및 토지 행정을 위해 LADM(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과 CityGML 

Utility Network ADE 모델을 통합한 3차원 지

하시설물 관리 3차원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였다.

3. 시사점

국내외 연구 동향을 통해 3차원 지하시설물 

모델 연구의 주요 흐름은 심도값 부재, 관경값 

부재, 상이한 데이터 취득 방법(상대·절대 위

치 좌표 혼용, 수직 기준계 미적용) 등과 같이 

2차원 데이터 모델의 데이터 오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Probability) 기반의 3차원 

관로 모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3차원 객체 묘사에

서 지하시설물을 표준데이터 모델화하고 네트워

크화시키는 3차원 데이터 모델 개념(CityGML 

Utility ADE)을 활용하여 지하시설물 3차원 관

리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하 표준데이터 

모델은 향후 관로 분석뿐만 아니라 지상 및 지

하 객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적인 시뮬레이

션 및 다양한 공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끝

으로 GPS, GPR, 클라우드 시스템, AR 등 이기

종의 기술들과 융복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융복합 기술들은 지하시설물의 

위치 정확성을 한 단계 더 높여주고 있으며 사

용자가 복합한 지하시설물 관로 네트워크를 더

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연구방법 및 결과

1. 3차원 지하시설물 가공 자동화 기술개발

3차원 관로 생성은 2차원 평면 선분(Horizontal

Segment)에서 수직 요소를 생성하거나 수직 

요소를 계산하여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

차원 평면 선분에서 수직점(Vertical Point)이 

추가되어 3차원 모델에서는 해당하는 수직점에 

대한 선분 값이 생성되게 된다(Du Y and 

Zlatanova, 2006). 또한, 관로 심도값은 지형의 

높이 노드 값에서 관로의 높이 노드 값을 뺀 값

으로 나타낸다(Du Y et al. 2006). 모든 관로

의 끝점(End Point)은 3차원 객체로 가시화하

기 위해 사용된다(Du Y et al. 2006). 관로의 

심도값은 상대높이 값으로 취득된 관로의 심도 

높이 값을 절대 높이 값으로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3차원 관로 모델 제작에 필수적인 

심도값 계산 방법은 관로의 모델링 방식에 따라

서 심도 재계산 방식이 결정될 수도 있다(그림 

1). 즉 3차원 관로 모델링 시 관로의 맨 위 끝

점에서 아래 방향으로 3차원 관로 모델링 방식

을 따르게 되면 지형의 높이(H)에서 심도값(d)

을 차감하는 계산식을 적용한다(식 1). 만약 3

차원 모델을 관로의 중심점에서 생성하는 방식

을 고려하면 지표의 높이(H)에서 심도값(d)과 

관경(D)의 1/2 값을 차감해야 한다(식 2). 

Z: H-d                               (1)

Z: H-d-D/2                          (2)

(Z): 심도 재보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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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Layer Type Form

Service
Water

Service Water Pipe Line

Service Water Manhole Point

Variable Flow Facility Point

Service Water Pipe Depth Point

Wide Area Service Water Pipe Line

Wide Area Service Water Manhole Point

Wide Area Service Water Variable Flow Facility Point

Wide Area Service Water Pipe Depth Point

Sewage

Sewage Pipe Line

Rectangular Sewage Pipe Point

Sewage Manhole Point

Sewage Pipe Depth Point

Electric
Power

Electric Power Pipe Line

Electric Manhole Point

Power Distribution Tunnel Line

Electric Power Pipe Depth Point

Gas

Natural Gas Pipe Line

Gas Valve Point

Gas Pipe Depth Point

Heating

Heating Pipe Line

Heating Manhole Point

Heating Pipe Depth Point

Communication

Telecommunication Pipe Line

Telecommunication Manhole Point

Telecommunication Pipe Depth Point

TABLE 1. Layer types of 3D utilities 

FIGURE 1. Recalculation of pipeline depth applied by DEM 

altitude value 

(H): 지표 높이

(d): 심도

(D): 관경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작업규정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8) 

기반의 심도값과 관경값을 자동산정하는 알고리

즘을 적용한 3차원 지하시설물 가공 자동화 프

로그램을 구현하여 실제 지하공간상의 관로의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3차원 관

로 모델은 지하시설물 DB에서 지하시설물 위치 

및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2차원 데이터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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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Water
(Wide Area)

Sewage
Electric Power
(Distribution)

Gas Heating Communication

1.2
(3.0)

2.0
1.5

(5.0)
1.0 1.7 0.7

TABLE 2. Average depth value in the absence of undetected area and depth data (Unit: m)

시설물이 매설된 깊이를 나타내는 심도 데이터 

및 시설물 입체 구조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속

성 데이터를 3차원 지하시설물 관로 생성기를 

통해서 생성된다. 3차원 관로 생성기(Dynamic 

Link Library, DLL)는. NET Standard 2.0 기

반으로 개발하였고, 개발언어는 C#을 적용하였

다. 3차원 지하시설물 모델생성을 위해서는 우

선 아래 표 1과 같이 관로별 Shape 파일과 

DEM 파일이 필요하다. 원본 데이터에서 메타정

보를 읽어 가공처리 환경을 설정한 후 심도값과 

DEM 값을 이용하여 관로 높이(Z) 값을 식 1과 

같이 재계산한 후 관경, 관종류, 높이 값을 적용

한다. 심도·관경 알고리즘 적용 이후에는 가공 

대상 관로에 대한 3차원 모델 파일(3DS)과 3

차원 모델과 속성정보를 연결한 3차원 Shape 

파일을 생성한다.

3차원 관로의 속성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작업규정의 심도 및 관

경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심도·관경 자동산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심도의 우선순위는 ① 

심도레이어의 심도값 ② 관로레이어의 심도값 

③ 인접 시설물의 심도값 ④ 시설물별 법적 기

준 심도값 순(표 2)으로 적용한다. 단, 시설물별 

법적 기준 심도값은 지하시설물 별 평균심도를 

적용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관경의 우선순위는 ① 관로의 관경이 있는 경

우, 관경값 ② 인접관로의 관경이 있는 경우, 인

접 관경값 ③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의 관

경값 ④ 관용도 속성에 통상적인 관경값이 있는 

경우, 관용도 속성값을 적용한다. 그림 2는 지

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작업규정 기반의 심도 우

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성된 심도 보정 알고리즘

이다. 먼저 알고리즘은 모든 타입의 관로를 검

색하게 된다. 심도 레이어가 있는 경우 심도 레

이어의 심도값 필드의 속성값을 관로 끝점에 입

력이 되고, 만약 관로의 타입이 하수관일 경우 

하수관로 레이어의 시점 심도와 종점 심도값을 

부여하게 된다. 실제 심도값이 없을 경우는 가

상 심도값인 인접관로 값 혹은 자치구 평균심도 

값을 부여한다. 

FIGURE 2. Automatic calculation algorithm for 

pipe depth  

그림 3 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작업

규정 기반의 관경 보정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있

다. 관경 보정 알고리즘은 관경 속성값이 0 이

거나 단위 적용 입력의 오류 등에 의한 관경 오

류가 있을 경우, 관경 속성값을 체크하고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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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utomatic calculation algorithm for pipe diameter

FIGURE 4. 3D underground utility model applied by automatic calculation algorithm for pipe depth 

and diameter 

관로 검색 후 공간연산(Intersect)을 통하여 인

접관로의 관경을 적용한다. 인접관로의 관경값

은 인접관로의 최대값을 부여한다. 만약 인접관

로가 없을 때는 자치구의 가장 많은 비율의 관

경값 혹은 통상적인 관용도 관경값을 부여한다. 

아래 그림 4는 심도 및 관경 보정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3차원 관로 모델을 가시화한 모습

이다. 좌측 화면은 관로에 동일한 표준심도가 

적용되어 실제 지하시설물의 실세계를 반영하지 

못한 모습이며, 우측 화면은 정확한 심도와 관

경 값을 보정하여 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3차원 

지하시설물 관로 모델을 구현하였다. 

3차원 지하시설물 가공 자동화 기술개발에서

는 2차원 데이터의 심도 및 관경 값의 부재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하공간통합지도구축 

작업규정 기반의 심도·관경 자동화 산정 알고

리즘을 개발하여 현실 세계와 가장 유사한 3차

원 지하시설물 모델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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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utomated process of 3D underground utilities processing and partial update of 3D 

underground utilities 

Section Main Functions   Remark

Renewal Data       Extracting 
- Renewal data extracting
- Reflect the extracted data to the existing DB system
- Save to 2D Shape file and DB system

3D Processing
- 3D Processing
- 3D shape file creation
- 3DS file creation

Depth
Interpolation

- Pipe depth interpolation of the connection part
- Save to 3D Shape file and DB system

TABLE 3. Automated partial update SW of 3D underground utility model   

원 데이터는 기존 2차원 데이터를 가공하여 모

델을 생성하기 때문에 2차원 원시데이터가 가지

는 오류를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다. 실측 심도 

값과 관경 값이 없는 경우 가상 값을 활용해야 

하므로 결정론적(Deterministic) 모델 방법론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오

류들을 확률론적 기반의 3차원 모델로 해결하려

는 최근 연구 사례와 방법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3차원 가공시 발생

하는 다양한 위상오류 문제도 향후 극복해야 할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3차원 가공시 관로와 맨홀이 이격되어 생

성되는 오류, 관로의 끝점에 연결되지 않고 관

로의 변곡점(Vertex)에 연결되는 오류, T자형 

분기 관에서 이격이 발생하는 오류, 중복 데이

터로 인한 3차원 모델링 중첩 오류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3차원 위상오류는 네트워크 분석

시 정확도 확보 및 데이터 품질에 악영향을 미

친다.

2. 3차원 지하시설물 갱신 자동화 기술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하시설물 부분갱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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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the partial updated data(left) and the existing data(right) of 3D 

Underground Geospatial Map

동화 프로그램은 갱신데이터 탐지·추출 및 3차

원 가공·갱신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림 5와 같

이 차례대로 실행된다. 3차원 지하시설물 부분

갱신 자동화 프로그램은 갱신데이터 추출기능과 

갱신데이터 3차원 가공 및 심도 보간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갱신데이터 추출기능은 

기 구축된 데이터와 갱신 도면을 비교하여 갱신 

부분을 추출하고 갱신된 관로 및 삭제 대상 관

로를 추출하여 DB에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갱신데이터 3차원 가공 및 심도 보간 기능

은 추출한 데이터를 3차원 관로 모델 파일을 생

성하고 기 구축된 3차원 관로와 새로 갱신된 3

차원 관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심도 보

간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리시 상수관로 데이터를 샘

플 테스트로 선정하여 지하시설물 변화객체 탐

지·추출 및 가공·갱신 알고리즘을 테스트하였

다. 변화탐지는 공간 교차검색으로 탐지한 갱신 

대상의 시·종점 좌표를 취득하여 지하공간통합

지도 DB의 기 구축 데이터와 일치하는지를 검

사하고, 교차검색 결과 시 두 개 이상의 객체가 

나오면 시점 및 종점 위치좌표 비교를 통해서 

정확한 갱신 대상을 탐지해 낸다. 변화탐지 알

고리즘은 위치좌표 비교뿐만 아니라 기 구축 데

이터와 갱신데이터의 속성정보 비교(그림 6)를 

통하여 신규 추가 갱신데이터 및 속성 변경 갱

신데이터로 구분하게 된다(그림 7). 갱신 대상 

데이터는 3차원 모델생성을 위해서 2차원 

Shape 파일로 변환된 후 추출된다.

갱신 대상 추출 데이터는 3차원 관로 모델 

생성기를 통해서 3차원 모델 파일(3DS)과 심도 

값을 포함하는 속성정보를 연결한 3차원 Shape 

파일을 생성한다. 이때 아래 그림 8과 같이 갱

신 추출 3차원 데이터와 기 구축 3차원 데이터

의 심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 구축관로의 심도, 갱신대상 관로의 보정전 

심도를 평균값으로 계산함으로써 두 데이터의 

심도 차이를 보정한다(그림 8). 심도 보간된 데

이터는 최종적으로 3차원 Shape 파일로 변환되

고 속성정보는 지하공간통합지도 DB에 저장된다.

3차원 지하시설물 가공 및 갱신은 매우 복잡

한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

서 제시된 3차원 지하시설물 갱신체계는 복잡한 

지하시설물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하는 기반 기술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지하시설물 갱신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3차원 지하시설물 부분갱신 객체 

탐지·추출 및 가공·갱신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지하시설물 객체 변화 시 신속하게 갱신할 수 

있는 부분갱신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부분

갱신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 역시 원시 데이터

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원시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검증 및 처리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부분갱신 과정에서 오류가 발



3차원 지하시설물 가공 및 부분갱신 자동화 기술개발 / 이민규·최성식 ·전흥수·김성수 11

FIGURE 7. Extracted data by comparing the partial update data with the 

existing data of 3D Underground Geospatial Map

FIGURE 8. Interpolation with the average depth of the exiting and partial updated 

pipelines, the connection is verified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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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전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는 되돌리기 기능이 구현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부분갱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다.

결  론

도시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지하개발사업이 활

발해지고, 기존 노후 시설물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와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차원 지하시

설물 지도는 평면 위치 좌표의 오류, 상이한 데

이터 취득 방법 등을 비롯하여 미숙련 현장 작

업자가 복잡한 지하시설물 네트워크를 이해하지 

못해 굴착공사 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 사

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3차원 지하공간통합

지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수작업 기반의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와 방대한 데이터 처리 물량

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 지하시설물 객체의 부분 변경 시 변경된 부분

만 즉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부분갱신 자동화 3

차원 지하시설물 구축기술이 요청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차원 지하시설물 모델 가공 및 갱신 자동화 기

술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는 El-Hakim(2008)

이 제안한 3차원 모델의 5가지 측면(가시성, 정

확성, 자동성,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3차

원 지하시설물 자동 가공 및 갱신 기술의 기여

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종 

생성된 3차원 Shape 파일은 별도의 서비스 파

일로 변환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작업 규정

에서 요구하는 3차원 심볼, 관로연결부 처리, 

형태구분, 색깔 텍스처 표현이 가능한 지하시설

물(관로형) 세밀도 제작 기준 LOD3(Level of 

Detail)을 충족한다. 그리고 3차원 지하시설물 

레이어 객체 형태가 일관성을 가지고 원형관로, 

박스형관로 등으로 정확하게 객체를 가시화한

다. 둘째, 위치 정확성은 2차원 정보를 3차원 

모델과 중첩하여 위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으

며, 관로의 심도가 지하시설물 작업규정 우선순

위 (점, 관로, 인접, 평균)에 따라 반영되었는지 

여부, 세계측지계(평면직각좌표, TM)와 같은 

일관된 좌표계 적용 여부 등을 통해 정확성을 

판단한다. 3차원 지하시설물 가공 프로그램은 

세계측지좌표 적용이 가능하고 3차원 지하시설

물구축 작업규정 우선순위를 기반한 심도 및 관

경 자동산정 알고리즘을 통하여 정확한 3차원 

위치 정확성을 제공한다. 셋째, 부분갱신 프로그

램은 지하시설물 부분갱신 대상 객체탐지에서 

가공 및 부분갱신 그리고 최종 지하공간통합지

도 DB로 업데이트하는 전 과정을 98% 이상 자

동화를 제공한다. 넷째, 현행 지하시설물 갱신체

계는 지자체에서 구축된 상하수도와 유관기관에

서 구축된 가스, 통신, 난방, 전기 등을 연 2회 

전체 갱신을 하며 다시 3차원 지하시설물로 전

체 갱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부분갱신 자

동화 기술을 적용하면 효율화된 업무 프로세스

로 인해, 1일 이내의 최신 지하시설물 갱신데이

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섯째, 기존 수작업 환

경에서는 관로의 심도 계산 및 관로와 맨홀·벨

브의 연결을 위해서는 공간분석 툴을 이용하여 

심도 값을 계산하였다. 또한, 관로 간 심도 차이 

연결과 인접 관로의 심도·관경 값 적용을 하기 

위하여 일일이 심도 차이 연결부와 인접 관로를 

찾아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했지만, 심도 

및 관경 자동산정 알고리즘과 심도보정 알고리

즘을 통하여 수작업 대비(예; 경기도 57만 건 

물량 작업 시 10명 12개월 소요) 90% 이상 작

업시간 단축 효과를 가진다(서버 1대 3.7개월 

소요, 서버 10대 1개월 미만 소요). 

끝으로 본 논문에서 제기되었던 원시데이터 

정확성 문제, 3차원 위상오류, 부분갱신 프로그

램 기능 고도화 등은 후속연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한층 무결하고 완전한 3차원 모델 생

성이 가능한 3차원 지하시설물 모델 구축 연구

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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