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철도시설물을 한 3차원정보모델 

3-D Information Model for High-speed Railway Infrastructures  

심창수*    김덕원**    윤 리***

Shim, Chang-Su   Kim, Deok-Won  Youn Nu-Ri

ABSTRACT

Design of a high-speed railway line requires collaboration of heterogeneous application 

systems and of engineers with different background. Object-based 3D models with metadata 

can be a shared information model for the effective collaborative design. In this paper, railway 

infrastructure information model is proposed to enable integrated and inter-operable works 

throughout the life-cycle of the railway infrastructures, from planning to maintenance. In order 

to develop the model, object-based 3-D models were built for a 10km railway among Korea 

high-speed railway lines. The model has basically three information layers for designers, 

contractors and an owner, respectively. Prestressed concrete box-girders are the most common 

superstructure of bridges. The design information layer has metadata on requirements, design 

codes, geometry, analysis and so on. The construction layer has data on drawings, real data 

for material and products, schedules and so on. The maintenance layer for the owner has the 

final geometry, material data, products and their suppliers and so on. These information has 

its own data architecture which is derived from similar concept of product breakdown 

structure(PBS) and work breakdown structure(WBS). The constructed RIIM for the 

infrastructures of the high-speed railway was successfully applied to various areas such as 

design check, structural analysis, automated estimation, construction simulation, virtual 

viewing, and digital mock-up. The integrated information model can realize virtual construction 

system for railway lines and dramatically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engineering 

process. 

1. 서론 

한국의 철도는 1899년 건설되기 시작한 이래로 지난 40년간 겨우 3% 정도의 증가에 그쳤다. 

본격 인 철도의 변화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지속 인 발 을 

거듭하고 있다. 철도의 건설산업은 기본 으로 시스템 산업이고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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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배경을 가지고 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종간의 업에서 정보 달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 시스템 산업에서 요한 것은 한번 수행한 건설 

로젝트의 노하우를 어떻게 축 해서 경험을 자산화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재 철도 경비의 부분은 기반의 운 과 리를 해 쓰여 지고 있고, 철도의 체계화된 

데이터는 효과 인 정비를 해 매우 요하다. 이러한 에서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은 고속 철도의 생애주기 리를 한 신 인 해결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설계, 시공, 유지 리에 있어 효과 인 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된 모델이 

필요하다. RIIM (Railway Infrastructure Information Model)은 철도 기반의 생애주기와 유지보수 

계획까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델로 제안된 것으로 아직은 기 단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고속 철도의 기반을 해 건설한 RIIM (Railway Infrastructure Information Model)은 

설계검토, 구조 해석, 자동견 , 설계/시공 시뮬 이션, 가상 실  DMU(Digital Mock-Up)에 

용 시킬 수 있어 기술설계 과정의 생산력을 증가 시킬 수 있다. 한, 이러한 정보모델은 

시간에 따라서 혹은 필요성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하는 것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고속철도를 상으로 3차원 지형을 포함한 3차원 객체 정보 기반의 모델을 

구축하여 3차원 객체 정보 기반의 모델을 구축하 을 경우에 활용방안과 그 효과를 검토하 다. 

정보모델이 담아야 하는 형상정보와 이와 련된 속성정보의 구조를 제안하 고 이를 구 하여 

다양한 솔류션에 활용하여 그 가능성을 평가하 다. 

2. 고속철도의 정보모델 

고속철도 시설물의 3차원 정보모델의 구축은 지형, 교량, 터 , 노반, 기  제어설비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각 객체는 기하형상의 모델 반  수 이나 이에 연 된 속성정보가 수요자에 

따라서 혹은 건설생애주기에서 단계별로 달라져야 한다.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건설 단계별

로 다른 정보객체가 요구되고 설계, 시공, 유지 리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속성정보와 모델 수

을 요구하게 된다. 지나치게 자세한 모델은 때에 따라서 비효율 인 운 을 래할 수 있기 때문

에 한 수 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구성된 3차원 정보모델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솔류션

에서 공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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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차원 정보객체의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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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물은 상당히 넓은 역에 걸쳐 있고 지형정보와 구조물 정보를 포함할 경우에 3차원 정

보객체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용량이 과다해서 실질 으로 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기하형상 모델의 계층화와 더불어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련 정보를 정보 코드로 연

결하는 형태가 요구된다. 변수 모델(parametric model)로 구성되는 3차원 형상은 가장 작은 단

의 상세부터 이들이 조합되고 결합된 부분으로 연결되고 최종 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철도정보모델에서는 건설 로세서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수 과 내용에 따라서 4개 정도의 정보 

체계를 갖도록 구성된다. 계획단계에서는 상세가 포함되지 않은 큰 규모의 단 에 기본 인 설계

조건 등 계획에 요구되는 사항만을 정보로 담게 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검토, 해석 연동, 견

 연동, 시공성 검토 등에 필요한 수 으로 기하형상과 그의 속성정보가 담겨야 한다. 속성 정보

는 모델에 직  입력할 수 있고 일 형태로 연결될 수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는 모델이 속성정보

의 많은 부분을 담고 있어야 생산성을 높이는 연결된 솔류션에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기하형상과 련 속성정보의 캐드 엔진간의 연동성 확보는 여 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

다. ISO 기 으로 IFC-bridge, IFC-tunnel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재의 캐드 엔진에서 하나의 

캐드에서 생성된 정보 객체가 다른 캐드 엔진에서 정보 손실이 없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립형태의 일을 매개로 하거나 부분 인 수정이 요구된다. 일 형태의 속성정보는 이

러한 문제에 해서는 상 으로 유연하게 처할 수 있지만 해석 로그램이나 견  로그램

등과의 연동이 비효율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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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차원 정보모델의 구조  정보연결체계

3차원 설계는 단순하게 형상의 구 에 머물 경우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체 건설 로세서의 

신을 선도할 수 없게 된다. 객체 정보 기반이라는 제가 필요한 것은 건설 생애주기 동안 정보

의 달의 매개가 3차원 객체가 되는 것이고 이 객체가 각 건설 참여 주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택 으로 담을 수 있고 이를 선택 으로 달할 수 있어야 한다. 철도 정보 모델의 경우에는 건

설 자재의 표 화와 연계하고 고속철도의 표 단면을 활용하면 상당히 효율 인 3차원 정보모델

을 구성할 수 있고 설계에서 시공  유지 리 단계를 거치면서 모델을 수정하고 정보를 축 하

면 재활용성이 매우 높은 모델을 구축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재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반이 구축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 노반, 건축, 궤도, 차선, 신호, 통신 등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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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이 발생되는 분야의 3D인터페이스 도면 필요하다. 

3. RIIM의 구축  활용 

이 논문에서 다루는 3차원 모델의 상이 되는 구간은 고속철도 구간 에서 총 10Km로 6개의 고

가교와 2개의 터  구간이 존재한다. 철도시설물은 토목구조 뿐 아니라 노반, 일, 력선 등 복

잡한 구성을 가지면서도 많은 부분이 표 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3차원 라이 러리가 구축되면 효

율 인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3차원 정보모델의 승패는 활용성에 있다. 가상건설 시스템의 장

은 다양한 설계 안을 제시할 수 있고, 설계의 품질을 높이는 반면 시간이나 비용은 임으로써, 

설계 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 기획을 한 시뮬 이션 시스템이 수립되면 

GPS, Google Earth를 이용한 주변지형자료로부터 다양한 기획 시뮬 이션을 연출할 수 있고 시

각화된 기획 시뮬 이션은 투자자, 지자체, 시공사, 등의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할 의사결정 지원도

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한, 이 단계에서 개략 이지만 다양한 안에 해서 생애주기비용 산출

이 가능한데 부 시설 등 실제투입 자재를 시뮬 이션함으로써 운 비, 연료비를 포함한  생애주

기비용 산출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3에 재 토목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벤틀리의 솔루션

에 기반한 업 시스템의 를 나타내었다. 궁극 으로 이종간의 캐드엔진에 기반한 업이 되어

야 하지만 재로는 단일 솔루션 기반의 업이 실 으로 효과 이어서 시범 으로 용하 다. 

그림 3. 단일 솔루션 기반 업 체계의 

철도 시설물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 요소의 안이 가능하고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

서 완성된 결과물은 상당한 기술  의미를 지니게 된다. 철도시설 정보 모델을 구축하기 해서는 

련된 정보를 구축해야 하는데 를 들면 구조계산서, 시설물정보, 2차원 도면정보, WBS  

PBS 등이 있고 3차원 모델기반으로 표 화 요소를 용할 수 있다. 주변 환경의 3차원 지형 자료

를 포함한 시뮬 이션 시범 모델을 구축하면 이미 구축된 3D 모델(교량, 철도, 노반 등)과 3D 지

형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이 구축될시 주변경  분석  4D simulation이 가능하여 시공과정  

후에 발생가능한 문제 을 사 에 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사업주체의 

미래 발생 비용을 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3차원 설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설계의 품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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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짐으로써 시공 과정에서의 오류를 감소시키고 리자가 체를 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건설 로젝트의 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다양한 건설 참여자들 사이의 

인터페이스 검토가 수월해지는 장 을 갖게 된다. 철도시설물에 한 3차원 정보모델의 구축을 

해서는 표 화가 가능한 부분에 한 라이 러리 구축이 요구된다.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경우에는 

목 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담는 경우도 있고 용량이 은 상태로 기본 정보만 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a) 3차원 고속철도 시설물 모델

(b) DMU를 한 교량 상세 모델

그림 4 구축된 고속철도 3차원 모델 

재 구축된 3차원 정보모델은 시공과정을 거치면서 개선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담게 된다. 3차

원 정보모델은 의사소통의 매개로서 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보를 달하고 축 하는데 시

간을 단축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그림 5와 같이 시공과정에서 

업시스템과 원격실  기술과 결합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최종 으로 유지 리 주체에게 3차원 정보 모델이 해질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

된다. 다만, 특정 캐드 엔진을 기반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3차원 객체의 상호 연동

성이 요구되어야 한다. 3차원 모델 기반의 유지 리 시스템의 개발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245



기술전문팀 A 현장 기술자 본사 관리팀

전문기술 검토 4D simulation

상시 원격기술지원 체계 BrIM PMIS

공정정보 공정관리정보

공사진행파악

공정별 물량/견적공사이력
공사이력

Telepresence + collaboration

그림 5. 시공과정에서의 활용 체계

4. 결론

고속철도 시설물에 한 정보모델을 제안하여 3차원 모델에 기반한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러한 

모델을 설계, 시공, 유지 리 단계에 다양하게 용하여 그 활용성을 검토하 다. 사회간 자본 시

설물의 건설  유지 리에서 3차원 정보객체에 기반한 시스템이 상당히 효과 일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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