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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건설정보모델링(GeoBIM)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축사례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재암천굴, 정구수굴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digital twin construction based on geospatia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GeoBIM)
- Focusing on the case of Jaeamcheon-gul and Jeonggusu-gul in Jeju Is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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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construction is actively research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field, and 
one of the key elements in this field is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In Korea, smart construction is being implemented through 
BIM-based digitization and intelligence. The geotechnical engineering field should also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BIM.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application status of GeoBIM were identified,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was presented. This study is a part of 
the study “Establishment of GeoBIM-based Digital Twin Maintenance System” in the current “Technology Development for Establishment 
of Jeju Ground Collapse Response System for Safe Road Operation”.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study is continuous excavation at caves 
located under roads in Jeju Island, and initial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Jaeamcheon-gul and Jeonggusu-gul. This study aims to build 
a digital twin through individual data construction and integration processes such as cave shape modeling using laser scanners, 3D stratum 
modeling using borehole information and geophysical exploration data, and modeling of surrounding conditions using drones.

KEYWORDS: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GeoBIM(Geospatial BIM), Smart Construction, Digital Twin, Jeju Island

키 워 드: 건설정보모델링, 지하공간건설정보모델링, 스마트건설, 디지털 트윈, 제주도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상태이고, 국내에

서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Block Chain), 빅

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및 디지털 트

윈(Digital Twin)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건설분야

에서도 스마트건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건설정보모델링(BIM)이다. 미

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인 

BIM 사용 의무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 중이

며, 국내에서도 BIM 기반의 디지털화, 지능화를 통해 스마트건설 

실현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는 2024년까지 공공분야 BIM 전

면설계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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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트렌드에 맞추어 지반공학 분야도 스마트건설 핵심으로 자리

매김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An et al., 2021). 

Zobl and Marschallinger(2008)에 의해서 지하공간에 대

한 건설정보모델링(GeoBIM)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

되었다. Geo는 Geo-information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실

제적으로는 Geo-spat ia l에 가까운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즉, BIM-GIS 연동 기반의 지하공간 정보에 대한 건설정보

모델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Figure 1에서는 이들이 제안

한 GeoBIM 모델의 framwork를 보여주고 있다. 지하공간

의 객체를 SubsurfaceGeoObjects(S_GO)로 정의하고, 지

하객체를 위치(Location), 3차원 형상(3D Shape) 및 객체

의 물성(Properties)로 구분하였다. 또한, S_GO의 하위 개

념을 2가지로 구분해서 정의하였다. 자연발생적인 객체 정

보는 SubsurfaceNatureGeoObjects(S_NGO), 인류의 지

하공간 개발에 의한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간 객체 정보는 

SubsurfaceTechnicalGeoObjects(S_TGO)로 구분하였으며, 전

자의 객체로는 흙과 암의 구분, 지하수 및 간극수압의 분포, 흙과 

암의 물성 정보 등이며, 후자의 객체로는 파이프, 배선, 동굴 정

보, 터널 및 빌딩의 지하 구성요소 등이 포함된다.

이후 BIM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통합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GIS 응용프로그램에서 BIM데이터를 가져

오는 방식과 반대로 BIM 응용프로그램에서 GIS 데이터를 가져오

는 방식 양방향으로 발전하였고, De Laat and Van Berlo (2011)

은 IFC 데이터를 GIS 컨텍스트로 호출하기 위해서 CityGML의 

확장형으로 GeoBIM을 개발하였다. IFC에서 CityGML로의 변환

(GeoBIM 확장 포함)은 오픈소스 BIM 모델 서버에서 구현하였다.

GIS 표준인 CityGML 및 BIM 표준인 IFC에서 3차원 지질 및 

지반공학 모델을 포함하는 지하 정보로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

지 않았던 시기에 단일 표준으로 처리할 방법론적 연구가 진행되

었다. Zobl et al. (2011)은 기존 표준의 확장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고, 동일한 이유로 다양한 연구자들이 지반공학적인 측면의 

정보를 인프라 프로젝트에 반영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

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Chandler et al. 2012; Obergriesser 

and Borrmann, 2012; Tawelian and Mickovski, 2016).

Hwang et al. (2012)는 공간정보를 다루는 GIS와 건물정보를 

다루는 BIM 간의 상호연계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IFC와 CityGML의 LOD(Level of Detail) 별 객체 간 특성 분석 및 

빌딩 관점에서 IFC와 CityGML의 객체 간 매핑을 수행함으로 연

관성을 분석하였다.

BIM은 건설분야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다. 그러나 BIM 모델은 지리적 위치정보가 필수 조건 사항은 아

니었기 때문에 국부좌표계를 사용했다. Rafiee et al. (2014)의 연

구에서는 BIM 모델의 기하학적 정보를 지리학적 참조 모델로 자

동 변환하는 방법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적 연구는 

BIM과 공간 데이터 통합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스웨덴에서는 TRUST R&D를 통해서 GeoBIM 개념을 국

가기간산업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하였다. Svensson and 

Feiberg(2017)에 의하면, 지하공간 데이터의 형식과 데이터베이

스는 더욱 표준화되고 연구되어야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ESS(European Spallation Source), 스웨덴 동부 고속열차 링크

(OLP4) 및 Norrbotnia와 같은 스웨덴의 여러 대규모 인프라 프로

젝트에서 GeoBIM 개념이 구현되었다.

협업 설계, 가상 건설시공(virtual construction), 건설과정 시

뮬레이션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BIM은 토목공학에서 중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BIM 설계 시 지반공학적인 측면을 미고려해

서 발생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오류가 빈번하다. Zhang et al. 

(2018) 은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서 지반공학 데이터 관리를 통

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 건설 프로젝트의 BIM 관리 전략에서 지

반공학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의 장점을 제시하였다.

Kang (2018)은 BIM-GIS 개념 매핑(B2GM) 표준 ISO N19166

을 소개하고, 매핑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B2GM은 도시 규모 

매핑을 위한 사용자의 유스케이스 관점에서 요구되는 객체 정보 

매핑을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관한 내용을 다

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B2GM의 개발 배경, 구성 요소, 활용 

사례 및 다양한 BIM-GIS 모델의 통합 수준 및 고려 사항을 제시

하였다.

Figure 1. Subsurface Geo Building modelling framework – 
GeoBIM. (Zobl and Marschalling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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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MINnD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로, 교량 및 철도

와 같은 인프라 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BIM 기능을 확장하였다. 

MINnD UC8은 지하공간 기반 시설 관련으로 터널, 장비 부품 및 환

경적인 객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의 GeoSciML 및 GroundWaterML2와 같

은 기존의 지구과학 관련 데이터 표준의 재사용 및 확장 제안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Beaufils et al., 2019).

ISPRS/EuroSDR ‘GeoBIM benchmark 2019’를 통해서 소프

트웨어의 개방형 표준 구축 현황이 조사되었다. 표준 데이터(IFC, 

CityGML)를 사용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

하는 능력 측면에서 GIS 및 BIM에 대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패키

지의 기능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Noardo et 

al., 2019). 

또한, GIS와 BIM의 통합(GeoBIM)의 효과 달성을 위해 데이

터 및 기술적인 옵션뿐만 아니라 현재의 관행과 사용자의 요

구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EuroSDR-GeoBIM 프로젝트에 수행된 내용을 설명하였다

(Noardo et al., 2020).

전술한 연구동향을 살펴본 바와 같이, BIM 기술을 GIS 연동 형

태로 지하공간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지하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지반공학 측면을 포함한 정보모델 구축은 

어려운 과정이고, 현재 진행형인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

공학적인 정보모델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용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여 제주도 지역 기반의 3차원 지반정보모델, 동굴형상

정보모델 및 상부 도로 주변현황 정보까지 일체화하는 디지털 트

윈 구축 과정을 다룬다. 향후, 제주도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연동

굴 중에 도로와 교차하는 곳을 대상으로 GeoBIM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구축사례의 축

적으로 인해서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 활용성을 제

시할 예정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대상 및 범위는 제주도 내 도로 하부에 동굴이 위치하

는 곳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중이며, 재암천굴, 정구수굴 

등을 대상으로 초기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더 많은 장소를 탐

색하고 있지만,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로 인해서 조사하기가 어려

운 장소가 많아서 추가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

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GeoBIM 기반의 디지털 트윈

이 동굴 조사가 가능하다고 모두 구축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

문에, 재암천굴, 정구수굴, 게웃샘굴 등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가 적은 곳을 추가적으로 발굴

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한 동굴 형상 모델링, 시추공 

정보 및 물리탐사 자료를 활용한 3차원 지층 모델링, 드론을 활

용한 대상지 주변현황 모델링 등의 개별 데이터 구축 및 통합과

정을 거쳐서 디지털 트윈 형태로 구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2. GeoBIM 기반의 디지털 트윈

2.1 국내 BIM 현황

Figure 2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요소와 스마트건설

의 실현을 위한 BIM의 역할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BIM

의 목적 중 하나는 건설의 계획 단계부터, 조사, 설계, 조달, 시

공, 유지관리 등 생애 전주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하는 

것에 있다. 최종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고, 시공 기간과 시공 비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되는 확장형 모델로도 진화한다. BIM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요

소들과 스마트건설 발전 방향의 연결고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BIM 전면도입을 위한 지침 및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상위 지침인 기본지

침과 발주, 설계, 시공단계별 BIM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BIM 설

계도면 작성을 위한 표준지침을 작성 중에 있다. 설계-시공-

유지관리 전주기에 걸친 BIM 사용 의무화(전면도입)를 시설별

로 시행할 예정이다. 설계단계의 BIM 적용은 시설별 적용지침 

및 대가기준 정비와 연계하여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1,000억원 이상 공사)한다. 발주부터 유지관리 전주기에 걸친 

BIM 사용은 표준 제정 등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모든 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단순한 3차원 모델 구축에서 벗어나 BIM 정

보를 기반으로 발주, 설계, 사업관리(공정, 기성, 품질, 안전 등) 

및 유지관리 전반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MOLIT, 2021).

2.2 GeoBIM 개요

Figure 3에서는 GeoBIM에 대한 개념 및 단계별 활용방안에 

Figure 2. The Relationship of BIM and other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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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1차적으로 시추공 정보 및 물리탐

사 정보를 활용한 지층 정보의 구축이 선행되며, 이 단계에서 보

다 정확한 지층정보 구축 여하에 따라 정보모델의 품질 제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구축된 정보모델을 사용하여 토

공량 산출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며, 이후 지층정보모델을 활용

하면 지반공학 수치해석 모델로 제공할 수 있고, 또한 도로 및 철

도 등 상부구조물을 포함한 선형 설계 시에 하부구조물을 포함한 

지하정보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Zobl and Marschallinger (2008)이 제시한 GeoBIM의 일반적

인 구성도를 Figure 4에서 보여주고 있다. 지질 객체(밝은 노란

색 설명선), 수리 객체(파란색 설명선) 및 구조물 객체(오렌지 설

명선)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GeoBIM에서 다루는 데이터

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복잡한 형상을 갖는 개체(지층 등) 뿐만 아

니라 사람에 의해 시공된 비교적 단순한 형상도 다룬다. 

GeoBIM의 기본 틀은 B-REP Solid Modeling과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의 조합으로 유지된다. B-REP는 Boundary 

Representation의 약자로 Solid Modeling 기법으로 80년대 중

반에 개념 정립 후, 현재까지 발전 중인 기법이다.

BIM은 건설구조물의 생애주기 동안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

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와 시공의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해 3차원, 실시간, BIM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BIM을 구축한다. BIM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건축물 형

상, 공간 관계, 지리 정보, 건축물 구성 요소의 수량과 속성을 포

함한다. 따라서 BIM은 시공, 설비 및 유지관리, 철거와 지형 개선 

등에 대한 건설구조물 전체에 대한 전생애주기를 가시화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BIM과 3차원 가상 도시 모델은 지표면에 존재하

는 객체와 관련된 속성을 묘사할 수 있다. 따라서 BIM 개념의 연

장선상으로 GeoBIM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지질학, 수리

지질학 및 지반공학에 관계된 개체 및 속성 등과 같은 지표면 하

부에 존재하는 모든 지질객체에 대한 시공 및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GeoBIM 기반 디지털 트윈 개요

건설 분야에 대한 디지털 트윈 구현의 핵심 요소는 건설정보모

델의 구축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동굴이 존재하는 지하공

간 위에 운영 중인 도로의 안정성 확보에 있기 때문에 동굴을 포

함한 지하공간 및 지층구성에 대한 정보모델(GeoBIM)의 구축 방

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GeoBIM 기반의 Digital 

Twin 구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Figure 5에서는 GeoBIM 기반 디지털 트윈 생성 절차를 보여

주고 있다. 시추조사, 수치지도, 물리탐사 등의 지반 조사 자료

로 3차원 지층모델을 구축한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발생하

면 내용을 반영하여 지층모델을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

로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후 소프트웨어 내부 알고리즘 및 

전문가 판단을 반영하여 모델을 수정 및 보완한다. 이후 완성된 

모델을 수치해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내보낼 수 

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BIM 모델과 결합하여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는 절차를 따른다. 

Figure 6에서는 GeoBIM 모델과 도로, 교량 등 구조물 BIM 모

Figure 3. General GeoBIM sequence using commercial software

Figure 5. GeoBIM-based digital twin creation procedure 
(Seequent Limited, 2019)

Figure 4. General concept diagram of GeoBIM
(Zobl and Marschalling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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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ncept of GeoBIM based digital twin

델의 결합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동굴 모델을 포함해서 확장된 GeoBIM 모델과 도로 및 

구조물 모델, 지표 정보 등을 결합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할 예정이다. 

도로 안전운영을 위한 제주 지반함몰 대응 관리체계 수립을 위

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지관리 차원의 BIM 모델 구축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굴정보 모델을 포함한 도로 하부 

지하정보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GeoBIM 기반의 디지털 트윈 개

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트윈 구축 이후에 유지관

리 단계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향후 

발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eoBIM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 구축되면, 제주 도로 안전운영

을 위한 지반함몰 대응 유지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된다. 도로 운영 중 계측정보 등 새롭게 추가되는 다양한 정보

를 단편적인 안정성 평가에만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속적인 

정보모델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력관리 및 향후 예측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 모델 업데이트 및 

관리를 통한 제주 지역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GeoBIM 기반 디지털 트윈 작성 사례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서,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한 동굴 모

델링, Leapfrog Works 프로그램을 활용한 3차원 지층 모델링, 

드론을 활용한 주변현황 모델링 등의 개별 데이터 구축 방법을 

설명하고, 개별 데이터의 통합 및 디지털 트윈과의 연계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주도 한림 재암천굴 및 정구수굴에 대한 구축 사

례를 기술하였다. 

Figure 7. Location of jaeamcheon-gul and jeonggusu-gul

Figure 8. Flowchart for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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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에서는 GeoBIM 기반 디지털 트윈 구축에 관한 흐름

도를 보여주고 있다. 흐름도 상에서 sub-①은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한 동굴 모델링 부분, sub-②는 드론을 활용한 주변현황 모

델링 부문, sub-③는 Leapfrog Works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3차

원 지층 모델링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3.1 재암천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굴과 도로가 교차하는 대상을 2

곳을 선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한

림공원 입구 쪽에 존재하는 재암천굴이 첫 번째 대상이며, 재암

천굴 상부의 도로와 교차하는 부분에 대한 현황을 본 연구의 사

례로 선정하였다. Figure 7의 A 점이 대상으로 선정한 재암천굴

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져서 

동굴 내부 출입이 용이한 점이 있어서 대상으로 선택했다.

3.1.1 동굴 모델링

동굴의 형상 모델링을 위해서 레이저 스캐너 장비 중 Leica 

Geosystem의 BLK360을 사용해서 동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Figure 9에서는 동굴 형상 정보를 레이저 스캔 결과 파일을 보여

주고 있다. 

3.1.2 3차원 지층 모델링

Figure 10에서는 재암천굴 주변의 기존에 발행된 시추공 정보

를 취합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재암천굴 주변에서 추가 시추 작

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보고서 및 문헌고찰

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로 3차원 지층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Seequent사의 Leapfrog Works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재암

천굴 주변 지반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였다. Figure 10에서 보여

주고 있는 6개의 시추공 정보를 사용하여 지층 모델링을 하였다. 

향후 정밀한 3차원 지층 모델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

반조사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요한 위치에서는 추가 

시주조사 및 시추가 불가능한 위치라면 물리탐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1에서는 지층 모델링이 완료된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

며, Figure 12에서는 구축된 지층이 잘 표현되는 단면 형상(A-

A’)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3에서는 동굴모델링 파일과 지층모델링 파일을 정합

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0. Geological characteristics by borehole investigation 
near jaeamcheon-gul (Lee et al., 2021)

Figure 11. 3D stratum modeling around Jaeamcheon-gul 
(Leapfrog Works)

Figure 9. Cave modeling with laser scanner(BLK360) - 
Jaeamcheon-gul

Figure 12. 3D stratum section (A-A’) (Leapfrog Works)

Figure 13. Integrate 3D stratum and cave modeling around 
Jaeamcheon-gul (Leapfrog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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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주변 현황 모델링

제주도 한림공원 앞 도로 상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재암천굴

과 교차하고 있다. 사용한 드론 장비는 DJI사의 Phantom4 PRO

이고, GPS 장비는 GINTEC사의 G10을 사용하였다. 드론 장비

를 활용하여 사진 측량한 결과를 ContextCapture라는 Bentely 

systems사의 전용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델링하였다. 

Figure 14에서는 동굴 모델링 데이터와 주변현황 드론 모델링 데

이터를 통합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Bentely Systems, 2021).

3.1.4 GeoBIM 데이터 정합(동굴, 지층, 주변 현황)

최종적으로 GeoBIM 데이터를 정합하기 위해서 재암천굴 모

델링 데이터, 한림로 및 주변현황 모델링 데이터, 3차원 지층 모

델링 데이터를 Leapfrog Works를 사용한 모델링 형상을 Figure 

15에서 보여주고 있다. 

3.2 정구수굴

두 번째 대상으로 정구수굴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

합하는 동굴로 평가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동굴과

는 다르게 민간에서 점유하여 관리하고 있어서 동굴 내부의 출입

이 용이해서 대상으로 선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홍수암로 3-1 금능석물원 입구 쪽에 존재하는 동굴이며, 상부의 

도로와 교차하는 부분을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한 정구수굴의 위치는 Figure 7의 B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3.2.1 동굴 모델링

정구수굴의 동굴 형상 모델링을 위해서 레이저 스캐너 장비 중 

TOPCON사의 GTL-1000 제품을 사용해서 동굴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Figure 16에서는 동굴 형상 정보를 레이저 스캔 결과 파

일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 작업한 재암천굴의 결과가 GeoBIM 기

반 디지털 트윈 정합 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레이저 스캔 장

비를 고사양으로 바꿔서 진행하였다. 

3.2.2 3차원 지층 모델링

정구수굴 주변에 관련된 기존에 발행된 시추공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지층 모델링 수행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

추조사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굴 위치파악을 위

해서 수행한 GPR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층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GPR 탐사의 한계 때문에 깊은 위치까지 지층 정보를 획득하기는 

어려웠고, 정구수굴의 평균 심도로 파악된 3∼4m 정도를 한계 심

도로 하여 지층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Figure 17에서는 GPR 탐사 

Figure 14. Integrated Jaeamcheon-gul's surroundings by drone 
surveying and cave modeling (ContextCapture)

Figure 15. Integrate 3D stratum, surroundings and cave 
modeling around Jaeamcheon-gul (Leapfrog Works)

Figure 17. 3D stratum modeling around Jeonggusu-gul with 
GPR datum (Leapfrog Works) 

Figure 16. Cave modeling with laser scanner(GTL-1000) - 
Jeonggusu-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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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활용한 정구수굴 부근의 3차원 지층 모델링 형상을 보

여주고 있다.

3.2.3 주변 현황 모델링

제주도 금능석물원 앞 도로 상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구수굴

과 교차하고 있다. 사용한 드론 및 GPS 장비는 재암천굴에서 사용

한 기종과 동일 사양으로 진행하였다. ContextCapture을 사용해서 

모델링한 형상을 Figure 18에서는 동굴 모델링 데이터와 주변현황 

드론 모델링 데이터를 통합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동굴이 도로와 교차하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3.2.4 GeoBIM 데이터 정합(동굴, 지층, 주변 현황)

GeoBIM 데이터를 정합하기 위해서 정구수굴 모델링 데이터, 

금능석물원 인근 도로 및 주변현황 모델링 데이터, 3차원 지층 모

델링 데이터를 Leapfrog Works를 사용한 모델링 형상을 Figure 

19에서 보여주고 있다. 

4. GeoBIM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방안

4.1 주기적인 동굴 모델링 구축을 통한 유지관리

도로 안전운영을 위한 GeoBIM 모델 구축 후, 디지털 트윈 형

태의 유지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주기적인 동굴 레이저 스캔 작

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동굴의 최신 

형상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이전 모델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서 

동굴 내부의 변형 형상 정보의 변화를 통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물론 레이저 스캔 작업 내용 외에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계측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보 또한 동굴 

모델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Figure 20, 21에

서는 동굴 스캔 파일을 활용하여 지표면(도로 상부)로부터 교차되

는 동굴까지의 연직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굴 가시화 및 높이 측정에 Skyline의 TerraExplorer 소프트

웨어를 사용해서 수행하였다. Figure 20에서는 정구수굴과 도로 

교차구간에 대해서 지하공간 단면 가시화를 위한 계획을 보여주

고 있다. Figure 21에서는 지표면(도로 상부)과 동굴 정점과의 연

직높이를 측정한 X방향 3번째 측선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동굴과 지표면과의 최소 연직높이는 3.52m로 측정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주기적인 계측을 통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향후 도

로 안전운영을 위한 제주 지반함몰 대응 체계 수립에 관련된 유지

관리 분야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도로 포장 균열 및 침하관리를 통한 유지관리

동굴의 안정성 저하로 인한 도로 표면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 

정보를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드론을 활용한 주기적인 촬영을 실시해서 이전 균열 형상과 

현재 균열 형상을 누적해서 비교 및 분석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Figure 19. Integrate 3D stratum, surroundings and cave 
modeling around Jeonggusu-gul (Leapfrog Works)

Figure 20. Plan to visualize the sec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of the jeonggusu-gul and the intersection road

Figure 21. Section view of X-direction_section_3 (TerraExplorer)

Figure 18. Integrated Jeonggusu-gul's surroundings by drone 
surveying and cave modeling (Context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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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22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 지역 중 

하나인 재암천굴 상부 도로의 균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GPS 

장비와 드론 촬영을 동시 작업으로 수행하면 매번 동일 위치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이 결과들을 누적시켜서 활용 가능하다.

4.3 지반공학 수치해석에 활용

구축된 GeoBIM을 통해서 지반공학 수치해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eapfrog Works를 기반으로 구축된 3차원 지

반 모델링 정보를 수치해석에 가능한 형태로 내보내기가 가능하

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각종 수치해석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23에서는 Leapfrog Works에서 구축된 

GeoBIM 모델을 수치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로 내보내

기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굴의 변화에 기인한 

형상정보 변경이 반영된 GeoBIM을 통해서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으로 검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악 지역 및 비탈면이 존재하는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사면안정해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 Figure 24에서는 사면안정해

석에 활용될 수 있는 2차원 단면을 GeoBIM 모델로부터 내보내서 

수치해석에 활용하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4.4 추가 시추공 정보를 활용한 지반 정보 향상

추가적인 시추조사, 물리탐사 결과를 활용해서 동굴 주변 지반

정보 향상이 가능하다. Figure 25에서는 재암천굴 주변 GeoBIM 

모델에 가상의 추가 시추정보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된 모델의 형

상을 보여주고 있다. 3개의 가상 시추공 정보를 반영해서 업데이

트한 결과를 단면 형상으로 가시화해보면 Figure 12와 Figure 26

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해서 동굴 주

변 지반에 대한 시추조사 또는 물리탐사 결과 등을 반영하면, 지

하공간 정확도가 담보되는 GeoBIM 기반의 모델이 업데이트될 것

으로 판단되고, 이 모델을 통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본 연구는 한국판 뉴딜 2.0의 디지털 뉴딜 세부 항목인 SOC 

디지털화 분야에서 도로·지하·항만 등 핵심공간 디지털 관리

Figure 22. Road surface crack management case – 
Jaeamcheon-gul

Figure 24. Export 2D stratum section model
(Leapfrog Works, Geostudio)

Figure 23. Export 3D stratum model – Leapfrog Works

Figure 25. 3D stratum remodeling around Jaeamcheon-gul with 
3 virtual borehole datum (Leapfrog Works)

Figure 26. 2D stratum section (A-A’) with 3 virtual borehole 
datum (Leapfrog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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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구축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현재,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및 디지털 트윈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스마트건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BIM이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인 BIM 사용 의무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국내에서도 BIM 기반의 

디지털화, 지능화를 통해 스마트건설 실현을 추진 중이다.

BIM 개념의 연장선상으로 GeoBIM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 지질학, 수리 지질학 및 지반공학에 관계된 개체 및 속성 등과 

같은 지표면 하부에 존재하는 모든 지질객체에 대한 시공 및 유

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정부는 2024년까지 공

공분야 BIM 전면설계 의무화를 계획중이며, 이러한 강력한 기조

에 지하공간 분야에서도 BIM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제주 

지역의 지형 및 지질학적 특성상 천연동굴 및 다양한 화산암종

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주 전역의 지하정보를 디지털화하면, 건설 

분야 시공 및 유지관리, 문화재 관리, 관광자원 개발, 지역 민간 

전문가(동굴 및 지하공간탐사, 문화재관리, 건설분야)과의 협업체

계로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 및 향후 연구 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재암천굴, 정구수굴 주변 현황에 대

한 GeoBIM 기반 디지털 트윈 모델을 통해서, 지하공간학적인 정

보와 지상 시설물 및 주변현황 정보 등을 일체화된 모델 생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제주도 내 도로 안전운영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동굴의 정보를 포함한 GeoBIM 

모델 구축으로 정합된 디지털 트윈 구현이 가능하며, 이 모델을 

활용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GeoBIM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도로 침하 및 균열 관리, 동굴 유지관리, 

지반공학 수치해석 및 동굴 주변 지층의 정확도 향상 등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도 내 천연동굴 중에 도로와 교차하

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GeoBIM 기반 디지털 트윈 

모델을 생성해서, 제주도 내 유지관리가 가능한 표본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4) 제주도 전체에 대한 GeoBIM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

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

영하는 개방형 싸이트인 지오빅데이터오픈 플랫폼(https://data.

kigam.re.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산 수치지질도를 활용하여 

GeoBIM 모델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5) 천연동굴의 특성상 3D 스캐너 등 측량 장비 및 사람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무인 

장비를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스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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