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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계측 데이터 분류
및 공간 보간 기법 적용성 분석
Applicability Analysis of Measurement Data Classification and
Spatial Interpolation to Improve IUGIM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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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interest in integrated underground geospatial information mapping (IUGIM) to ensure the safety of
underground spaces and facilities has been increasing. Because IUGIM is used in the fields of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and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the up-to-dateness and accuracy of information are critical. In this
study, IUGIM and field data were classified, and the accuracy of IUGIM was improved by spatial interpolation. A spatial
interpolation technique was used to process borehole data in IUGIM, and a quantitative evaluation was performed with
mean absolute error and root mean square error through the cross-validation of seven interpol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technique and model. From the cross-validation results, accuracy decreased in the order of nonuniform rational
B-spline, Kriging, and inverse distance weighting. In the case of Kriging, the accurac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variogram model was insignificant, and Kriging using the spherical variogram exhibited the best accuracy.

요

지

최근 지하 안전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지하공간 또는 지하시설물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어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개발 및 지하안전관리 등의 분야에 직접적으로 사용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정확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저장된 데이터와 굴착현장에서 획득 가능한 계측데이터를 분류하고, 획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보간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공간 보간은 보간기법 및 모델별 총 7 종의 공간보간결과를 교차검
증을 통해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교차검증 결과, NURBS, 크리깅 및 역거리가중치법 순으로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크리깅의 경우 베리오그램 모델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미미하였고, 구형 베리오그
램이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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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시스템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한다고 하였

1. 서 론

으며,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Kim et al.(2019)은 지하
최근 국내에서는 다수의 싱크홀 발생사례, 2018년 백

공간통합지도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등 다양한 지하 안전에 관한 이

3차원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Kim et

슈가 발생하여 지하공간 또는 지하시설물의 관리 필요

al.(2020)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실시간 갱신 시스템 설

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계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Lee et al.(2020)은

목표로 지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3차원 기반 지하

지하공간통합지도 내의 3차원 지하시설물 모델 가공 및

공간통합지도 구축하고 있다.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갱신 자동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기존 수작업

시범사업을 진행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16년 본 사

대비 90% 이상의 작업시간 단축효율을 나타낸다고 하

업을 시작하여 2023년까지 전국 지역을 모두 구축하는

였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개발, 지하안전관리 등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시설물(상수･하수･통신･전

의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보의 최신

기･가스･난방･송유-7종), 지하구조물(지하철･지하차도･

성 및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반정보는 신규

지하보도･지하상가･지하주차장･공동구-6종), 지반(시추･

생성, 소멸 등으로 지반정보 변화주기가 매우 빠르게 이

관정･지질-3종)을 핵심 구성요소로 하여, 추가적으로 14

루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데이터

종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8대 특･광역시, 경

가 전산화되지 않고 도면정보로 관리되어 군집분석이

기도 17개시 대상의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까지

필요한 지반정보의 경우 복잡한 수동 입력 과정이 필요

잔여 60개 시, 2023년까지 77개 군 사업에 대해서 완료

하여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크다. 따라서 지하공간통합

예정이다.

지도 데이터의 전산화하여 최신성 및 정확성을 확보해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

야 하며, 변화된 지하정보의 신속한 탐지, 자동 구축 및

한 많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Jang et al.(2018)은 지하

제공으로 3차원 지하공간통합지도 순환 서비스 체계 구

공간통합지도의 제공을 위해 지하정보통합체계와 지하

축이 필요하다. Fig. 1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개념

Fig. 1. Concept diagram of IUGIM (An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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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여주고 있다(An et al., 2020).

무를 판단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지도내에 존재하는 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

추공 데이터를 활용한 지층면 구성을 위한 다양한 보간

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층분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

기법을 테스트하여 데이터의 분포 및 상황별 적합한 기

며, 이러한 지층분포 데이터를 최신화하기 위해서는 굴

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착현장에서 계측되는 데이터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

Table 1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이터에 대한 분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실측되지

정리하였다. 현장에서 취득 가능한 데이터는 GPS/INS,

않은 지역에 대한 지층분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근

Lidar 또는 UAV, GPR, 지하수위, 암석코어 데이터로

의 실측 데이터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를 활용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지하공간통합지도에서 제공

한 공간 보간 기법으로 지층 분포를 추론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시추공, 물리탐사, 3D 지하매설

지층분포 추정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다각형

물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3차원 모델에 직접

또는 삼각형법, 역거리가중치법(Inverse distance weighting,

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은 3D 지

IDW) 및 지역평균법 등이 있으며, 이는 거리 또는 면적

하매설물, 지하수위, 암석코어 정보 등으로 분류되었다.

을 추정인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반조사 자료들의 통

지하공간통합지도 내 존재하는 시추공 정보는 기본적

계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Choi, 2007;

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

Kim et al., 2010). 크리깅(Kriging) 기법은 이를 해결하

geoinfo.or.kr)의 정보를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다. 2021

기 위한 지구통계학적 방법 중 하나로서, 지층분포 또는

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시추정보는 332,859공이

지반정수 분포 등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00시 00구의 시추정보

Cheng et al.(2005), Liang et al.(2008) 등에 의해 사면 파

(1,647공)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실제로는 정보의 연

괴형상 등 다양한 지반공학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 비균일

한이 오래되어 현재 굴착 공사 등의 시공으로 인하여

유리 B-스플라인(Non-uniform rational b-spline, NURBS)

지표면의 위치 정보와 상이한 데이터 등을 제외하고 토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NURBS는 BIM 등 다양한

사층과 풍화토층 경계면 1,589공 및 풍화토층과 풍화암

분야에서 사용하는 곡선 또는 곡면을 표현할 수 있는 수

층 경계면 977공의 시추정보만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

학적 표현 방법 중 하나로서, 일정한 점들을 연결한 직

하였다. 또한 물리탐사 자료 등의 추가 정보를 활용하기

선에서 수학적 계산을 통해 곡선을 정의하고, 3차원으

위해서 몇 가지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다.

로 확장시켜 곡면을 구하는 방식이다(Dill et al., 2004).

그러나 지하공간통합지도 상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는

본 연구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저장되어 관리 중인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토지반정

데이터와 GPR을 포함한 굴착현장에서 계측되는 다양

보 통합DB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

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의의 지역에 대한 지층분포를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 적용하기는

제공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공 자료의 측선에 대한 x,

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지하공간통합지도 데이터의

y 좌표 및 비저항 값은 존재하지만, 전체 데이터 중 비

최신화 및 자동화를 위해 현장 데이터 및 지하공간통합

저항 값이 없는 데이터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지도의 데이터의 분류를 수행하였으며, 지하공간통합지

2차원 단면을 생성하기 심도(h)에 대한 데이터가 부재

도 내 00시 00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사층, 풍화토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

층 및 풍화암층의 경계면 심도를 역거리가중치법, 크리

정으로 판단하였다.

깅 및 NURBS를 통해 분석하고, 데이터의 분포 및 상황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 내 존재하는 시추공

에 따라 공간보간 기법에 대한 비교검토를 수행하여 활

정보의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물리탐사

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연구
에서는 탄성파 탐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 중에

2.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굴착 현장의 데이터 분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GPR 탐사의 가탐 깊이인 5m 내
외이기 때문에 하향식 탄성파 탐사 자료는 대상에 제외

본 장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굴착현장 신규 데

하고, 굴절파 탐사 자료 51개소에 대한 기초 분석을 수

이터의 분류를 수행하여 지층분포 추정에 사용 가능 유

행 중에 있고, 이 결과를 향후 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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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data items for this research purposes
Data items

Characteristics

Ground (G) /
Underground (U)

3D Visualization (V) /
Convergence datum
processing (C)

GPS / INS

Displays the movement route for the vehicle as a
continuous, (X, Y, Z)

G

V

Building the ground surface with DEM

G

V

Measure the stratum or facility within 5m
underground and mark it with a plane or a point

U

C

Displays the groundwater level existing
underground as a plane or point

U

V

Displays the rock mass existing underground as
a plane or point

U

V

Borehole data

Information on stratum existing underground
(Coordinates and depth, stratum name, etc)

U

C

Geophysical exploration data
(seismic refraction method)

Information on stratum existing underground

U

C

Information for underground facilities made in 3D
model (Solid data)

U

V

Lidar or UAV
On-site
acquisition

GPR
Groundwater level
Rock core

IUGIM

3D underground facility

* On-site acquisition : Utilization of vehicle system being built by this research center (IUGIM R&D center)
* IUGIM : Integrated Underground Geospatial Information Map

3. 지층분포 추정을 위한 공간보간 기법

역거리가중치법은 각각 산술평균, 다각형법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본 장에서는 지도내에 존재하는 시추공 데이터를 활용
하여 지층면에 대한 다양한 보간기법을 수행하여 데이

3.2 크리깅(Kriging)

터의 분포 및 상황별 적합한 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간보간 기법으로는 역거리가중치법, 크리깅, NURBS

수학적 및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기지값들의 상관관

를 이용하였으며, 공간보간 기법에 대한 비교검토를 수

계, 예측치와 기지값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지반 조

행하였다.

사 특성이 반영된 값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
로 크리깅이 있다. 크리깅을 적용할 대상 자료는 정규분
포를 따라야하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예측변

3.1 역거리가중치법(IDW)

수와 종속변수가 선형이 되도록 변수 변환을 해야한다. 이
Shepard(1968)가 제안한 역거리가중치법은 가까운 위

때, 추정된 값은 쉽게 역변환 될 수 있지만, 분산의 추정

치의 자료점  에 상대적으로 큰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

치는 그렇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Hengl et al., 2004; Ro

측점  에서의 예측값    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수

et al., 2016). 크리깅은 단순크리깅(Simple Kriging, SK),

식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정규크리깅(Ordinary Kriging, OK), 일반크리깅(Universal



Kriging, UK) 및 구역크리깅(Block Kriging, BK) 등의

    



  

 





 
 

 


  

 

   

다양한 기법이 있다. 이 기법들 중 주어진 공간의 자료
(1)

여기서,  는  와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   
는 특정위치  에서의 관측값,  는 관측값    의 가
중치를 의미한다. 이 방법에서 가중치는 거리의  제곱
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하며,  가 0 또는 무한대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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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예측값을 추정할 수 있
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많
이 사용하고 있는 정규크리깅은 기지값의 선형조합으
로 미지값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크리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간데이터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는 척도인 베리오그램(Variogram)이 필요하다.
통계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분산함수 또는 자기상관함



  

식 (3)과 같이 표현되는 베리오그램을 주로 사용한다.



(3)



 



     


    


수를 공간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지구통계학에서는

 

           
  





≦


(5)

(6)

여기서,  는 부분적 문턱값(Parital sill)이라 하며, 문
턱값과 너깃의 차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크
리깅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는 특정위치  에서의 관측값이며,   
는   에서 일정한 거리와 각도만큼 떨어진 벡터  에
위치한 자료값이다. 
 은 벡터  에 따른 세미베리오
 의 절반에
그램(Semivariogram)으로 베리오그램 2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베
리오그램은 자기상관함수와는 다르게 두 값의 차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기상관함수와 선대칭의 관계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 증가할 때 0으로 수렴되는 자기

3.3 비균일 유리 B-스플라인(NURBS)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s)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곡선 또는 표면을 모델링하는데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NURBS는 일반적인 곡선
이나 곡면들을 표현할 수 있다. NURBS 곡면은 식 (7)과
같이 정의된다.

상관함수와 다르게 베리오그램은 증가하다가 특정 값
에 수렴하는 형태를 가진다. 베리오그램은 일반적으로
Fig. 2와 같은 형태이며, 너깃(Nugget), 문턱값(Sill) 및 상
관거리(Range)에 의해 특성과 모양이 결정된다.





 

   
    
  
 ≦  ≦  (7)
 
   



    

관측값으로 계산된 실험적 베리오그램을 대표할 수
있는 이론적 베리오그램을 결정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사

여기서 는   방향으로의 조정점,  는 가중치,

용한 이론적 베리오그램은 가우시안모델(Gaussian model),

  ,   는 각각의 기저함수(basis function)을 의

지수모델(Exponential model), 구형모델(Spherical model)
의 3가지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이론적 베리오그램

미한다. 기저함수는 식 (8) 및 (9)와 같이 표현된다.

식은 식 (4)∼(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8)






 

  
       
    

(4)

    
      
     

(9)

 는  ≦   의 관계를 만족하는 절점벡터로 매듭

벡터(Knot vector)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 기저함수   는 계수가  인 다항식
으로 정의되며, 곡면  는  가  ≦  ≦   인 영
역에서    차(Degree) 다항식으로 표현되고, 전체 곡
면에서    계(Order)의 연속성을 갖는다(Kim et al.,
2000).
Fig. 2. Typical shape of vari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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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추정 결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역거리가중치법, 크리깅 및 NURBS의
추정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였다. 교차
검증은 지구통계기법이나 다른 기법 등을 통하여 예측
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본래의 자료를 다시 예측하여 예
측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Kim and
Han, 2020). 예측치와 본래의 자료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기울기가 1인 직선에서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예측
치가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정량적 정확도 평가를
위한 지표로는 비교통계량 중 평균절대오차(MAE, Mean
Absolute Error)와 평균제곱근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값은 식 (10)∼

(a) Total borehole data

(11)을 통해 계산하였다.
평균절대오차는 모든 데이터의 가중치를 같게 계산
하는 방식으로 이상값에 대해 둔감하게 표시되는 특징
이 있으며, 평균제곱근오차의 경우, 오차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어 이상값이 대해 더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10)

(11)

  은 위치  에서 추정치이며, MAE와 RMSE
여기서, 

(b) Soil - weathered soil layer borehole data

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추정치가 정확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4. 지하공간 통합지도 시추공 데이터를 활용한 지
층경계면 추정
4.1 분석대상위치
00시 00구를 분석대상위치로 선정하였으며, Fig. 3과
같이 지하공간통합지도에서 시추공 1,647개를 제공받
았다. 1,647개의 시추공은 토사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및 기반암층의 4개로 구분하였으며, 토사층과 풍화토층
경계면 및 풍화토층과 풍화암층 경계면 2개의 지층면을

(c) Weathered soil - Weathered rock layer borehole data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층면을 분석 대상으로 하

Fig. 3. Top view of borehole location about data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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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gram

(a) Histogram

(b) Q-Q plot

(b) Q-Q plot

Fig. 4. Histogram and Q-Q plot about the soil layer

Fig. 5. Histogram and Q-Q plot about the weathered soil layer

였기 때문에 시추공 중에서 토사층-풍화토층 또는 풍화

및 차수 2, 3, 5를 사용한 NURBS, 총 7개의 모델을 사

토층-풍화암층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시추공 데이터는

용하였다. 토사층과 풍화토층 경계면 심도를 추정하기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각각 1,589개, 977개의 시추

위한 실험적 베리오그램과 이를 이용한 이론적 베리오

공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후 각 보간기법을 사용하여

그램의 모수 추정결과 및 정확도를 Fig. 6 및 Table 2에

공간 보간을 수행하고, 교차검증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

나타내었다. 문턱값과 너깃 등 베리오그램 모수는 모델

고리즘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지층면과 두 번째 지층면

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나, 실험적 베리오그램이 갖는 분

의 심도 분포를 Fig. 4 및 Fig. 5에 나타내었다. 토사층과 풍

포에 비해 미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R 값은 모두 0.34∼

화토층의 경계면은 최대 심도 66m, 평균 심도 10m, 표준

0.38로 이론적 베리오그램이 실험적 베리오그램을 대표

2

편차 9.33m로 나타났으며, 풍화토층과 풍화암층의 경계
면은 최대심도 73m, 평균 심도 12m, 표준편차 8.61m로 확
인되었다. 두 경계면 모두 히스토그램과 Q-Q plot에서 유
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왜도가 2.04, 2.66
으로 계산되었다. 즉, 데이터의 분포가 평균보다 좌측으
로 치우쳐 있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2 토사층과 풍화토층 경계면 심도 추정결과
첫번째 지층면 심도 추정을 위해 역거리가중치법과
구형모델, 가우시안 모델 및 지수모델을 사용한 크리깅

Fig. 6. Variogram of first layer (soil - weather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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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된 최대심도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2차 NURBS 추정

각 방법에 따른 추정결과는 Fig. 7에 나타내었으며,

결과의 MAE와 RMSE가 가장 작아 정확도가 가장 높은

추정결과에 대해 Fig. 8과 같이 교차검증을 수행하였다.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NURBS, 크리깅 및 역

교차검증에 대한 MAE와 RMSE 값과 각 방법에서 계산

거리가중치법 순으로 정확도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

Table 2. Variogram parameters of first layer
2

Variogram model

Nugget

Sill

Partial sill

Range

R

Spherical

10.81

83.66

72.85

2044.51

0.38

Gaussian

21.94

72.55

50.61

1984.34

0.37

16.17

Exponential

31.77

70.3

38.53

1978.99

0.34

17.28

(a) Boring locations

(b) IDW

(c) NURBS, degree 2

(d) NURBS, degree 3

(e) NURBS, degree 5

(f) Kriging, Spherical model

(g) Kriging, gaussian model

(h) Kriging, Exponential model

Fig. 7. Estimation result of first layer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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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
16.2

(a) IDW

(b) NURBS, degree 2

(c) NURBS, degree 3

(d) NURBS, degree 5

(e) Kriging, Spherical model

(f) Kriging, Gaussian model

(g) Kriging, Exponential model
Fig. 8. Cross validation results of the first layer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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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estimation results and accuracy of first layer
Max. depth (m)

MAE (m)

RMSE (m)

58.70

2.15

3.96

Degree 2

63.73

0.99

1.98

Degree 3

63.19

1.6

3.29

Degree 5

63.17

2.33

4.67

Spherical

54.89

1.73

3.27

Gaussian

36.95

2.74

4.87

Exponential

47.77

2.08

3.76

IDW
NURBS

Kriging

났다. 2차 NURBS는 2차 다항식으로 곡면이 표현되기

각 방법에 따른 추정결과는 Fig. 10에 나타내었으며,

때문에 지층면이 평탄하게 보간되는 결과를 나타내었

교차검증을 수행하여 Fig. 11에 도시하였다. 교차검증

다. 크리깅의 경우 구형 모델이 가장 우수한 신뢰도를

에 대한 MAE와 RMSE 값과 각 방법에서 계산된 최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적 베리오그램과 이론

심도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풍화토층과 풍화암층 경

적 베리오그램의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계면의 교차검증 결과, MAE와 RMSE는 2차 NURBS가

때문에 NURBS에 비해 보간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1.22, 2.17이 도출되었으며, 구형 모델을 사용한 크리깅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심도는 NURBS가 약 95%, 역거

은 1.27, 2.73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최대

리가중치법은 약 90% 작은 값을 추정하였으며, 크리깅
은 약 56∼80% 내외의 값을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풍화토층과 풍화암층 경계면 심도 추정결과
풍화토층과 풍화암층의 위한 실험적 베리오그램과 이
를 이용한 이론적 베리오그램의 모수 추정결과 및 정확
도는 Fig. 9 및 Table 4와 같다. 상관거리는 이론적 베리
오그램 모델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문턱
값, 너깃 등 모수는 베리오그램 모델별로 차이가 보였으
며 실험적 베리오그램를 대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Fig. 9. Variogram of second layer (weathered soil - weathered
rock)

된다.
Table 4. Variogram of second layer

2

Variogram model

Nugget

Sill

Partial sill

Range

R

Spherical

3.5

75.63

72.13

1684.21

0.14

RMSE
22.63

Gaussian

13.07

66.08

53.01

1620.67

0.14

22.49

Exponential

23.47

56.42

32.95

1814.99

0.13

23.24

Table 5. Analysis of estimation results and accuracy of second layer
Max. depth (m)

MAE (m)

RMSE (m)

51.02

2.30

3.68

Degree 2

70.35

1.22

2.17

Degree 3

68.65

2.00

3.68

Degree 5

60.76

2.93

5.39

IDW
NURBS

Kri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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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erical

64.10

1.27

2.73

Gaussian

45.64

2.71

4.45

Exponential

48.27

2.04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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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ring locations

(b) IDW

(c) NURBS, degree 2

(d) NURBS, degree 3

(e) NURBS, degree 5

(f) Kriging, Spherical model

(g) Kriging, gaussian model

(h) Kriging, Exponential model

Fig. 10. Estimation result of second layer elevation

심도 추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2차 NURBS의 경우 96%
유사했으나, 크리깅의 경우 87%가 유사하여 차이를 보
였다. 따라서 NURBS와 크리깅은 추정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으나, 크리깅에 비해 NURBS를 사용하여 추정한
최대 심도가 실제 심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
면, IDW는 다른 보간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지반정보의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지층면 심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 및 검토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역거리가중치법,
차수 2, 3, 5를 사용한 NURBS 및 구형, 가우시안, 선형,
지수, 거듭제곱 모델을 사용한 크리깅 기법으로 총 7종
을 사용하였으며, 추정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차검증을 수행하고 MAE, RMSE를 사용하여 정량적
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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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DW

(b) NURBS, degree 2

(c) NURBS, degree 3

(d) NURBS, degree 5

(e) Kriging, Spherical model

(f) Kriging, Gaussian model

(g) Kriging, Exponential model
Fig. 11. Cross validation results of the second layer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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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검증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NURBS, 크리깅 및
역거리가중치법 순으로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NURBS의 차수는 곡면에 영향을 주는 점의
수를 의미하며, 차수가 커질수록 생성된 면의 형태
가 복잡해진다. 토사층 두께 추정 결과에서 차수가
커질수록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차
수가 낮을수록 면의 형태가 단순한 형태의 곡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추공 위치에 대한 MAE, RMSE
의 정확도는 높게 나왔으나, 시추공 사이에 대한 위
치정보는 과소적합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크리깅의 경우는 베리오그램 모델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미미하였다. 이는 이론적 베리오
그램이 실험적 베리오그램을 대표하지 못했기 때문
2

으로 보이며, R 값이 가장 작은 구형 베리오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의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

by NURBS Functions and Ellipsoid with Applications to Highway
Slopes”, Computers and Geotechnics, Vol.32, No.6, pp.387-399.
3. Choi, J. K. (2007), “Geostatistics”, SigmaPress. pp.197-274.
4. Dill, L. H. and Choo, Y. K. (2004), “Representation of Ice Geometry
by Parametric Functions: Construction of Approximating NURBS
Curves and Quantification of Ice Roughness—Year 1: Approximating
NURBS Curves”, Tech. Rep. NASA/CR-2004-213071, University of
Akron. pp.1-63.
5. Hengl, T., Heuvelink, G. B., and Stein, A. (2004), “A Generic
Framework for Spatial Prediction of Soil Variables based on
Regression-kriging”, Geoderma, Vol.120, No.1-2, pp.75-93.
6. Jang, Y. G. and Park, D. H. (2018), “A Study on Link Plan
Underground Safety Information System for Underground Spatial
Information Map”, 2018 Koran Geo-Environmental Society Conference,
pp.75-76.
7. Kim, D. H., Ryu, D. W., Choi, Y. M., and Lee, W. J. (2010),
“Application of Kriging and Inverse Distance Weighting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Geo-layer of Songdo Area in Incheon”,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Vol.26, No.1, pp.5-19.
8. Kim, J. M. and Han, S. H. (2019), “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Underground Space Integration Map Using 3D
Spatial Information Data”,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pp.89-92.

타났다.
(3) 실제 현장의 경우, 현장 인근의 시추공 데이터만 이
용하여 공간 보간을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
포, 개수 등이 달라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굴
착 현장 및 테스트 현장에서 실측 데이터를 취득하
고, 상황(지반조건, 계측조건,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지층면 추정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방안을 제시할 예
정이다. 또한 NURBS의 경우, 과소적합 가능성에 대
한 검증을 수행하고 크리깅의 경우, 데이터의 로그
화 또는 detrending 과정 등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
켜 NURBS와 비교를 수행할 예정이다.

9. Kim, T. K. and Min, S. K. (2000), “A Study on the Free-Form
Surface Modelling System using NURBS Function”, J. of Korean
Soc. of Mechanical Technology, Vol.2, No.1, pp.1-8.
10. Kim. K., S., Kim. B., W., and Jang, I., S. (2020), “Design of the
Realtime Updating Systerm for Underground Integrated Maps”,
Proceedings of Symposium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pp.736-737.
11. Lee, M. K., Choi, S. S., Jeon, H. S., and Kim, S. S. (2020),
“Development of 3D Underground Utilities Processing and Partial
Update Automation Technology - Focused on 3D Underground
Geospatial Map”,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Vol.23, No.4, pp.1-15.
12. Li, L., Chi, S. C., Cheng, Y. M., and Wang, Y. J. (2008), “ThreeDimensional Slope Stability Analysis based on NURB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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