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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례 연구

김승엽1·이호현2·최은수3·고제웅4※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3D Geo-spatial 

Information for Digital Twin Implementation

Seung-Yub KIM1·Ho-Hyun LEE2·Eun-Soo CHOI3·Je-Ung GO4※

1)

요    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ICT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도

시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에 관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스마트시티를 효과적으

로 구현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과 가상환경을 상호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구현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려면 공간의 개념이 필수적이며 실세계를 구성하는 공간정보가 반드시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해 전주시의 건물, 수자원시설, 교통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공간정보 구축규정과 국제표준 CityGML을 기반으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모델

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지역인 전주시를 대상으로 구축 범위별 세밀도 (LOD)를 정의하고 세

밀도 별 데이터 수집, 분석 그리고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 가능성을 판단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도시 단위의 공간정보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구축결과

를 도시 표준모델로 모델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트윈 

구축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세부적인 구축방안, 표준정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디지털 트윈, 세밀도, 3차원 공간정보, CityGML

ABSTRAC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search on solving urban problems using ICT 

technology is emerging. Representatively, research is being conducted mainly focusing 

on smart cities. 3D geo-spatial. Various case studies on smart cities are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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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to solve urban problems, and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smart cities, it 

is implemented on the basis of a digital twin interconnecting physical and virtual 

environments. To implement a digital twin, the concept of space is essential, and spatial 

information that composes the real world is also essential. Therefore, in order to 

implement the digital twin, this study conducted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modeling of 3D geo-spatial information based on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establishment regu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 CityGML for buildings, water 

faciliti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in Jeonju. In Jeonju, the research area, the LOD 

was defined, and the possibility of digital twin based on geo-spatial information was 

determined through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construction for each detail.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hat a plan to construct geo-spatial inform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a digital twin is presented, and the result of the construction is 

modeled as an urban standard model. The results of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ce for detailed construction plans and standard establishment by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promoting smart city and digital twin construction in the future.

KEYWORDS : Digital Twin, LOD(Level of Details), 3D Geo-spatial Information, CityGML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ICBMA 

(IoT, Cloud, Bigdata, Mobile, AI)를 기반한 

도시문제 해결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Kim, 

2020). 대표적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

트시티 활용을 중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이다(Neirotti et al., 2014). 스마트시티는 

교통, 환경, 에너지 및 도시기반시설 등 관련된 다

양한 도시문제를 시민, 민간 그리고 공공기관과 

같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활

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혁신플

랫폼을 뜻한다(TTA, 2018).

스마트시티 활용을 통해 도시의 운영과 관리 

현황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에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를 통해 효과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계기반 분석 모델과 인

공지능기반의 예측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도입이 필요하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다차원 데이터를 직

관적으로 3D 기반으로 시각화된 가상환경으로,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조성된 가상환경을 뜻한

다(Hwang et al., 2020). 디지털 트윈은 과거 

3차원 U-city 연구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되었으

나, 당시 기술중심, 운영환경 인프라 성능 부족

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힘든 환경이었다

(Park et al., 2015). 하지만 현재 5G 도입, 고

성능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고성

능 센서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트윈 구축의 

현실화가 재 대두되는 현황이다(Rasheed et 

al., 2020). 아울러,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중

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선진행정시스템은 

공간정보를 가장 우선시하여 구축해야 할 항목

으로 분류하였다(Yeon et al., 2008).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데이

터 정의가 필수적이다.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

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공간정보표준으로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CityGML 

(City Geography Markup Language), Indoor 

GML(Indoor Geography Markup Language), 

LandXML(Land Extensible Markup Language) 

등이 있다(Kim, 2014). 현재 공간정보 데이터

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준과 

규정을 기반으로 모델 제안과 함께 실증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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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2D
3D Contents

CityGML
Outdoor Indoor Building Road Vegetation Water

V-world (2013) ○ ○ △ ○ X X X X

Incheon IFEZ
3D Map (2016)

○ ○ △ ○ X X X X

Daegu 3D Map (2018) ○ ○ △ ○ X X X X

Virtual Seoul (2020) ○ ○ ○ ○ ○ X X X

This study ○ ○ ○ ○ ○ ○ ○ ○

(X : Not supported, △ : Partial Support, ○ : Supported)

TABLE 1. Related research about 2D/3D geo-spatial information

진행되고 있다. Bae(2011)는 공간정보를 구축

하기 위한 표준으로 CityGML과 3차원국토공간

정보구축 작업규정을 분석 후 국내의 BIM기반 

설계에서의 BIM모델 구축을 위한 LOD 기준을 

제안하고, 설정한 세밀도(LOD) 기준을 실제 사

례에 적용하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Kang and 

Lee(2014)는 CityGML 기반 실내공간 데이터 

구축에 사용가능한 데이터들에 따라 응용분야를 

제시하고 공간 세밀도 표현단계를 제안하였다. 

Tang et al.(2018)은 CityGML, IFC, Indoor 

GML 표준을 융합하여 실내 세밀도(ILOD)와 

실외 세밀도(OLOD)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위

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

하기 위해 다양한 세밀도 표준을 기반하여 공간

정보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 기반

의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 3차원국토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을 준수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

다. 나아가 구축 대상으로 건축물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인 전주 시내의 수자원, 교통 데이터

를 포함하기에 적합한 CityGML 표준을 기반으

로 DB를 구축하였으며, 구축 결과 분석을 통해 

추후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 연구를 위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연구

과거 U-city부터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

해서 중앙정부, 지자체 중심의 3차원 국토공간

정보 구축 및 서비스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1

처럼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V-World), 인천시 

IFEZ 3D 공간정보, 대구 3D지도 그리고 서울

시 버추얼 서울(S-Map)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브이월드는 한국형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으로 

국내의 2차원 및 3차원 지도 서비스, 전국 단위

의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3차원 

실내공간정보는 부분적으로 구축 및 서비스되고 

있다(MOLIT, 2012). 그리고 인천 IFEZ 3D 

공간정보와 대구 3D지도는 항공측량을 기반의 

자동구축 방식을 통해 저비용의 건물 중심의 가

상도시를 구축 및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실내

공간정보는 로드뷰 방식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제공한다(IFEZ, 2016; DMC, 2018). 마지막으

로 서울시 버추얼 서울은 항공측량 기반의 자동

구축 방식의 2차원 및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와 3차원 공공시설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해서 서

비스하고 있다(SMC, 2020).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세밀도 기반 2차원 및 3차원 

건물기반의 공간정보 구축·활용 방안을 제안한

다. 특히 실감형, 체감형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

털 트윈 구현을 위해서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식생, 수자원 데이터 구축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를 활용하기 위한 CityGML 표준적용연구를 수

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실증지역인 전주시를 대상으로 진

행하였다.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그림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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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

Work category Work Number of days

Measurement and field investigation

Drone 18Days

MMS (Mobile Mapping System) 12Days

Taking ground photo 54Days

VRS (Virtual Reference System) 18Days

Field investigation 54Days

Construction of 3D ground spatial 
information

Data collection

(LOD 0) 1/5000 Digital topographic map 24Days

(LOD 0) Digital elevation model (5M) 24Days

(LOD 1) 1/1000 Digital topographic map 24Days

(LOD 1) Digital elevation model (1M) 24Days

(LOD 2) True orthophoto 38Days

(LOD 2) 3D model using digital drawing 38Days

Data preprocessing & construction 114Days

Geo-information conversion and 
construction

Data
collection

Continuous cadastral map 22Days

Legal boundary 22Days

Data preprocessing & construction 53Days

Construction of 3D building model 
(outdoor, indoor)

Data
collection

(LOD 3) Outdoor building 120Days

(LOD 4) Building drawing 101Days

Data preprocessing & construction 145Days

Underground facility data conversion 
and construction

Data
collection

Water and sewage facility 39Days

Gas facility 39Days

Data preprocessing & construction 82Days

TABLE 2. Research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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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mple of indoor geo-spatial information standard

LOD
Regulation Object 

Building Road Railway Bridge Dam Levee River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TABLE 3. Example of 3D geo-spatial information regulation

같으며, 시간적 범위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증지역 데이터는 건물, 수자원, 교통 데

이터를 국제표준인 CityGML에서 제시하는 

LOD 수준에 따라 구축하였으며, 건물 데이터의 

경우 전주시 전 지역부터 특정 지역까지 차등적

으로 구축하였다. 전주시 전체 면적인 205㎢에 

대해서는 LOD 0, 전북도청 주변 16㎢는 LOD 

1, 효자 5동 4㎢은 LOD 2, 도청중심 0.24㎢는 

LOD 3로 구축하였고, 일부 공공기관 건물은 

LOD 4로 구축하였다.

2. 연구방법

1)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표준 

정의

세밀도(LOD, Level of Detail)란 3차원 GIS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가시화

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로, 사용자 시점으로부

터 거리에 따라 지형, 영상, 3차원 객체의 정밀

도와 해상도를 단계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말

한다(Park et al., 2007).

현재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표준

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트윈 구

현을 위한 모델링 작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규정

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이하 3차원 

공간정보구축규정)의 세밀도를 따랐으며, 데이

터 형식은 국제표준 CityGML을 기반으로 구현

하였다.

2)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국내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시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규정한 3차원 공간정보구축규정을 

따라야 한다. 3차원 공간정보구축규정은 자료취

득부터 편집에 이르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

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NGII, 2019). 3차원 

공간정보구축규정은 세밀도 별 데이터 제작 기

준을 제시함으로써 3차원 공간정보의 일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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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ityGML Core UML

FIGURE 4. Modeling example by CityGML LOD

확보하고자 하였다.

3차원 공간정보구축규정에서는 국토공간정보

를 교통, 건물, 수자원, 지형데이터로 구분하였

으며 교통·건물·수자원데이터의 세밀도별 제

작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3을 통해 3차원 공간

정보구축규정에 따른 교통, 건물, 수자원 공간정

보데이터 제작 기준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실내공간정보 구축 시 국토교통

부에서 규정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을 

따라야 한다(MOLIT, 2018). 국토교통부의 실

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서 정의한 실내공간

정보 세밀도는 그림 2와 같다.

3) CityGML 2.0

CityGML은 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 공개한 국

제표준으로 도시모델을 3차원 정보로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이다. CityGML은 건축물, 교

량, 터널, 교통시설물 등 다양한 도시의 구성 요

소에 대한 3차원 모델링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Groger and Plumer, 2012). 그림 3을 통해 

CityGML의 UML을 확인할 수 있다. CityGML

의 세밀도는 국내 3차원 공간정보구축규정에서 

실내 기준까지 추가된 5단계(LOD 0~4)로 정

의하고 있다. 특히, LOD 4에서는 실내공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여 실내외를 모두 포함하는 

세밀도를 정의하고 있다(Open Geospatial 

Consortium, 2012). 그림 4는 CityGML의 세

밀도별 모델링 예시 형태이며, 표 4를 통해 

CityGML의 세밀도별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을 위한 공간정보 모델링 구축은 

3차원 공간정보구축규정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모델링 구축 후 3차원 공간정보를 

저장 및 교환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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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 LOD Characteristic

LOD 0 Two and a half dimensional Digital Terrain Model (DEM)

LOD 1 Blocks model comprising prismatic buildings with flat roof structures (Box building, Extrude building)

LOD 2 Roof Structures and thematically differentiated boundary surfaces

LOD 3 Architectural models with detailed wall and roof structures potentially including doors and windows

LOD 4 Adding interior structures for buildings

TABLE 4. Definition LOD in CityGML

IFC LandXML 3DF-GML KML CityGML glTF

Geometry ++ + + + + +

Topology + + 0 - + -

Texture - + + 0 + +

LOD - - 0 - + -

Semantic ++ 0 + 0 ++ -

Attributes + + + 0 + -

Georef. - 0 0 + + 0

(- : Not supported, 0 : Basic, + : Supported, ++ : Extended support)

TABLE 5. Comparison between 3D data models (Kim et al., 2018)

FIGURE 5. Process for digital twin implementation

한다. 3차원 공간정보구축규정에서 제시하는 데

이터 형식은 3DF-GML과 CityGML이 있다. 

Kim et al.(2018)은 3차원 데이터 모델 간 

비교·분석을 통해 CityGML이 3차원 기하정보

(Geometry), 위상정보(Topology), 공간객체 

맵핑(Texture), 세밀도(LOD), 개념적 데이터 

모델 반영도(Semantic), 데이터 속성

(Attributes), 공간참조(Georef) 항목을 모두 

지원하고 모델의 유연한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데이터 모델 개발을 위한 참조 프

레임워크로 가장 적합한 데이터 모델로 판단하

였다. 표 5를 통해 3차원 데이터 모델 간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차원 공간정보구축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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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xample of collecting data for LOD 0

Dataset Description Result

2D Spatial 
Information

Vector / Raster Spatial Information in 2D Format

LOD 0 (2D Building)

Aerial Image Imagery of Orthophoto or True Orthophoto

DEM Digital Elevation Model

TABLE 6. Result of LOD 0

따라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건물뿐만 아니라 교

통 및 수자원 객체 구현 필요성 때문에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객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이터 형식인 CityGML을 적용하였다.

그림 5를 통해 디지털 트윈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3차원 공간정보구

축규정과 실내공간정보 작업규정을 적용하여 

CityGML의 LOD 0~4의 형태에 맞게 디지털 

트윈을 위한 공간정보를 구축 후, CityGML 표

준을 따라 변환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세밀도 별 구축 결과

1) LOD 0 구축결과

LOD 0의 데이터 형태는 건물형태, 지적, 법

정경계를 표현하기 위한 2차원 평면데이터와 표

고 값이 포함된 지형데이터가 중첩된 형태이며, 

기 구축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축한다. 기 구축 

데이터 중 수집 가능한 데이터는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법정경계 및 수치표고모형 등이 있

으며, 표현하려는 정보에 따라 데이터의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 중 수치지형

도, 연속지적도와 법정경계는 다른 좌표계를 가

지고 있어 통일된 좌표로의 변환을 통해 구축해

야 한다. LOD 0 수집자료 목록은 수치지형도

(1/5,000), 연속지적도, 법정경계 및 수치표고

모형(5m)으로 구성된다. 그림 6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전주시

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6의 LOD 0 (2D building)은 수집된 자

료를 3D지도상에 중첩하여 가시화한 예시이다. 

누구나 손쉽게 LOD 0 형태의 국가공간정보를 

검색 및 수집할 수 있고 2차원 및 3차원 지도 

기반으로 지형, 지적 및 건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LOD 0 적용을 통해 시각화된 Vector 공

간정보와 Raster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LOD 1 구축결과

LOD 1은 도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치지형도(1/1,000)와 실감정사영상으로 구성

된다.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DB구축 

없이 건물의 형태 정보와 높이 값을 활용하여 3

차원화 할 수 있고, 실감정사영상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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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Description Result

Extrude 3D

- Simply extrude 2D building polygons
- Usually use the number of floors
- Road name address Buildings, GIS building integrated 

information, Digital Topographic map building layer can 
be used

LOD 1 (3D Building using footprint)

DSM - Digital Surface Model

Voxel Map
- Data representing 3D space in Voxel (cube block)
- Obstacle map concept in 3D space
- DSM or DEM + 3D Building data

TABLE 7. Result of LOD 1

FIGURE 7. Example of collecting data for LOD 1

FIGURE 8. Example of collecting data for LOD 2 

(Left : 3D model using Digital Drawing, Right : Underground facilities map)

영상기반 배경지도를 구축할 수 있다. LOD 1 

자료의 수집 형태는 그림 7과 같으며,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도청 주변 약 16㎢를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표 7의 LOD 1 (3D building using footprint)

은 배경지도인 실감정사영상과 LOD 1 형태의 

건물을 중첩하여 시각화한 형태이다. LOD 1을 

통해 건물의 형태와 고층 및 저층 건물의 구분

이 가능하다. 기존 건물의 위치만 파악이 가능

하던 LOD 0에서와 다르게 건물의 층높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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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Description Result

Non-Textured Model

- DSM 3D building, 3D model with a rough roof shape, 
model with only texture removed from photorealistic 3D 
model

- Similar to the height of the actual building

LOD 2 (3D Building using footprint)

- 3D pipe model using underground facilities map

LOD 2 (3D pipe model)

TABLE 8. Result of LOD 2

FIGURE 9. Example of collecting data for LOD 3

이 가능해졌으며, LOD 1 적용을 통해 건물별 

전반적인 형태 파악을 기대할 수 있다.

3) LOD 2 구축결과

LOD 2는 건물의 수치도화를 통해 취득된 높

이 값과 옥상 시설물이 표현된 3차원 모델로 구

축하며, 건물의 정확한 높이의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LOD 2에서는 상수도, 하수도와 같은 지

하시설물을 구축하였다. LOD 2를 구축하기 위

한 수집자료 목록은 3차원 도화성과와 지하시설

물 지도로 구성된다. LOD 2 자료의 수집 형태

는 그림 8과 같으며, 전북도청 주변 실감정사영

상 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8은 수집한 자료를 모델링하여 시각화한 

결과이며, 배경지도는 LOD 1의 실감정사영상을 

적용하였다. LOD 2 건물을 통해 건물의 실제 

높이와 동일한 건물에서의 높이차의 확인과 옥

상 시설물의 형태 파악이 가능하다. 기존 건물

의 전반적인 형태와 층높이만을 확인할 수 있는 

LOD 1의 한계를 넘어, LOD 2 적용을 통해 시

각적으로 모호한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건물의 형태와 유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LOD 3 구축결과

LOD 3은 건물을 옥상 시설물, 창문 및 출입

문까지 표현된 보다 상세한 모델로 구축해야 한

다. 이전 단계의 수집목록과 다르게 디지털 트

윈 구축 지역에 대해 드론 및 현장조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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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Description Result

Real Texture 3D 
Model

- Real 3D visualization model (manual production, 
automatic production by image registration)

LOD 3 (3D Building using manual authoring tool)

TABLE 9. Result of LOD 3

FIGURE 10. Result of LOD 3 road facility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드론으로 촬영된 이미지

를 활용하여 정사영상 제작, 3D 모델 구축 및 

LOD 3 건물 가시화 정보 적용할 수 있다. 드론

으로 구축된 정사영상은 기구축 실감정사영상과

는 달리 데이터의 최신성 확보할 수 있으며, 

DSM은 3차원 도화 성과가 없는 지역에 대한 

LOD 2 건물 데이터 구축 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LOD 3 자료의 수집 형태는 그림 9

와 같이 드론 장비와 현장조사 장비를 활용하여 

구축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건물의 모델링은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

여 수동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건물 외

관, 창문, 출입구를 각각 객체화된 형태로 모델

링하였다. 표 9를 통해 모델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LOD 3 적용을 통해 건물의 옥상에 대

한 정보 외에 측면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파악

과 출입구, 창문 객체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LOD 3 구축 지역에 대해서는 3차원 공간정

보구축규정에 따라 교통과 수자원 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교통데이터의 경우 

대상 지역의 도로와 교량에 대해 구축하였으며, 

드론 영상과 현장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모델링

을 수행하였다. 도로는 차선, 중앙 분리대, 횡단

보도, 인도를 각각 모델링 하였으며, 이는 3차

원 공간정보구축규정의 Level 3과 4에 해당한

다. 규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도로 주변 신호등, 

버스정류장, 가로등, 가로수, 소화전 등의 도로

시설물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그림 10을 통

해 도로시설물 모델링 구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수자원 데이터는 보, 호안, 하천 면에 대해 

드론 영상을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 하천면의 

경우 하천 지형에 맞춰 수면 데이터를 적용하였

다. 현장조사를 통해 치수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위치에 가상의 모델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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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esult of LOD 3 water resource facility

FIGURE 12. Example of collecting data for LOD 4

Dataset Description Result

Indoor 3D model
- Indoor 3D model centered on walls and columns based 

on drawings and site photos

LOD 4 (3D Building indoor)

TABLE 10. Result of LOD 4

구축하였다. 그림 11을 통해 치수시설 모델링 

구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5) LOD 4 구축결과

LOD 4는 건물 단위의 서비스에 필요한 세밀

도 단계로 건물 내부의 공간정보 및 시설물을 

포함해야 한다. LOD 4의 세밀도를 표현하기 위

한 수집자료 목록은 건축도면, 현장조사 야장, 

CAD 도면 및 가시화 자료로 구성된다. LOD 4 

자료의 수집 형태는 그림 12와 같으며, 전주시 

내의 특정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도면, CAD도면, 

현장조사, 가시화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했다.

표 10의 LOD 4 (3D Building Indoor)는 

LOD 4 수준의 실내공간정보 구축 결과 중 1개 

층을 가시화한 형태이며, 건물 전체 층에 대해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한다. LOD 4를 통해 실내 

구조, 시설물, 출입구 및 대피시설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결  론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데이

터 정의는 필수적이다. 우선 실세계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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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여 무엇을 구축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

지 결정해야 한다. 특히 실세계를 가상화하기 

위해서 3차원 공간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

직 국내에는 구축사례 및 모델연구가 미진한 상

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단위의 디지

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

인 건물, 교통, 수자원 모델들을 선정하여 공간

정보구축작업규정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구축을 진행하였고, 향후 정보공유 및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모델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3차원 국토공간정

보구축작업규정과 OGC 표준인 CityGML을 검

토하여 실증지역의 디지털 트윈을 위한 단계별 

구축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도시를 표현하기 위

해 세밀도를 LOD 0~4로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

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공개된 공간정보를 활용

하여 구축 가능한 세밀도와 기존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세밀도의 경우 신규 자료수집을 통해 구

축하였다. 높은 단계의 세밀도일수록 건물 및 

시설물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과 별도의 구축 과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트윈을 위한 도시 단위의 

공간정보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구축결과를 도

시 표준모델로 모델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도시 

단위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한 연구 사례가 없으

며,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 LOD 3 수준의 도

로, 식생, 수자원 데이터를 CityGML 표준으로 

구축한 사례 또한 없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과 CityGML의 

구축 및 모델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각 방안 

간의 세밀도 적용성 연구는 제시하지 않았다. 

두 번째, 작업규정을 통해 디지털 트윈 도시의 

형상정보의 구축방안은 제시하였으나, 속성정보

(행정데이터 포함) 표준방안은 고려되지 않았

다. 세 번째,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센서데이터와 같은 동적 데이터 구축 및 연계방

안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 고려되지 않았다.

연구결과는‘3D 버추얼 전주 시범사업’의 

디지털 트윈 DB구축에 적극 활용되었으며, 향

후‘2025 버추얼 전주’플랫폼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 설계와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인 에코

델타시티와 세종 5-1 생활권의 디지털 트윈 구

축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

아가 국내의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표준연구, 구축방안,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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