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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BIM has been widely used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efforts to apply BIM to civil engineering structures are increasing 

rapidly. Since commercial BIM softwares are focused on building structure, it is difficult to apply to alignment-based civil 

infrastructures. In this study, we proposed a method to generate an information model that reflects cant by sharing information 

between alignment-centered modeling tools and BIM authoring tools to manage information of railway track. The railway track 

modeling process consists of classifying structures into continuous and non-continuous structures, creating continuous structures by 

alignment-centered modeling tools, and using the shared alignment information to generate information model of the non-continuous 

structures. Non-continuous structures were generated by an algorithm that calculates the position and rotation information of each 

structure based on discretized railway alignment and cant information transmitted to the BIM authoring tools. The availabilities of 

proposed method were studied by applying to the osong test-line. Using the test model, it was shown that the objects were 

identified, the properties were extracted, and the quantities of each structure were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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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건축분야의 건설 로젝트에서 Building Infor-

mation Modeling / Model(BIM)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BIM의 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토목분야는 구조물의 유일성으로 인해 BIM 활용 

로세스를 정형화하기 쉽지 않은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IM을 용하여 건설 로젝트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 으로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철도의 건설  유지

리 로젝트는 다학제 (interdisciplinary) 업이 필수 인 

형 로젝트로, 최  선형 선정, 간섭 검토, 3차원 형상 

가시화, 시공 시뮬 이션, 물량 산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BIM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Ballantyne, 2012). 특히, 국에서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한 철도인 라 데이터스키마를 개발 에 있으며

(CRBIM, 2015), Qatar Rail에서는 철도시설물의 효율 인 

정보 리를 한 모델링 방법을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Qatar Rail, 2014). 한 최근 홍콩에서도 

철도 로젝트에 BIM을 도입하기로 결정하 다(MTR, 2017). 

이때 BIM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시작 이 되는 

것이 정확한 형상 구   이에 합한 속성을 추가한 정보모

델의 생성에 있으며, 이를 효과 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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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ailway modeling example by using Civil3D

authoring tools(BAT)의 사용이다. 그러나 재의 authoring 

tools는 건축물에 이 맞추어져 있어 철도를 포함한 토목 

분야 인 라시설물에서 선형에 따른 구조물의 생성 등에 이를 

직 으로 활용하기에는 불완 한 요소가 많아 Industry 

Foundation Classes(IFC) 스키마 확장을 통한 정보모델링 

방법 등 정보모델 생성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Lee et al., 

2014; Lee et al., 2017). 이에 따라서 재 부분의 철도 

로젝트에서는 BIM의 개념과는 별개로 설계정보를 다룰 수 

있는 용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도면 생성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설계 과정 이후의 시공, 유지 리단계 

생애주기 정보 리  에서 이 의 정보를 재사용하기가 

힘든 정보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에 따라 목 하는 

바의 소 트웨어에 형식에 맞추어 실무자가 수작업으로 새롭게 

모델을 생성하거나 기존 모델을 수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BIM 모델에 한 용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Huang et al., 2011).

한편, Lee 등(2006)은 특정 BIM 소 트웨어 하나보다는 

BIM 시스템의 환경구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체 BIM 

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소 트웨어 간에 정보의 상호운용

성이 확보가 된다면 로젝트 각 단계의 목 에 맞게 그에 

특화된 소 트웨어를 하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수 있다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BIM 시스템의 개념에 따라 

철도 선형, 도상, 일, 침목, 체결부  이음부를 범 로 하는 

철도 궤도부 객체를 생성하기 해 필수 인 정보를 선형 심의 

정보연계를 통하여 추출하고 이를 통하여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각 요소별로 특화된 소 트웨어에서 모델

링을 한 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의 정확한 배치를 한 정보를 추출하기 하여 본 연구

에서 이에 한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철도 궤도부에 용하여 그 활용성을 검토하 다.

2. 철도 궤도부 정보모델링의 문제  도출 

BIM은 정보의 교환  재사용에서 큰 이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을 얻기 해서는 BIM의 개념에 맞는 

모델이 생성되어 있음을 제하는 것으로 이에 신뢰도 높은 

정보모델의 생성이 선행되어야 한다(Azhar, 2011). 신뢰도 

높은 모델의 생성을 해서는 이에 합한 소 트웨어를 활용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데, 기존의 BAT는 건축물에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철도 구조물은 설계과정에서 생성된 3차원 

선형에 따라 구성요소를 생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철도 설계의 

개념을 반 한 가장 기본 인 형태인데 반해 재의 BIM 

tools은 건물의 층(Floor) 심의 모델링 로세스를 따른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요하게 드러날 수 있는 한계 은 선형의 

형상표 이다. 건물의 경우, 복잡한 3차원 선형은 건물의 외형

이나 곡선 단면을 가지는 부재를 나타내는데 주로 활용되는 

반면에 토목 구조물은 건물에 비해 구조물 자체의 곡형 형상은 

비교  으나, 구조물이 배치되는 치가 복잡한 곡선을 따른다. 

본 연구의 상인 철도 선형의 경우 수평곡선과 수직곡선으로 

구분하여 생성하며, 직선  원곡선과 더불어 이 둘을 잇는 

완화곡선(transition curve)으로 이루어진다. 완화곡선의 

경우 주로 3차원 포물선(cubic parabola)을 활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인곡선(sinusoidal curve)이나 반 사인곡선(sine 

half wave) 는 bloss curve 등도 사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곡선은 BIM tools에서 일반 인 curve 곡선으로 생성이 가능

하긴하나, 그 항목이 사 에 툴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사용

자가 철도 선형의 속성을 포함하는 형태로 구 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토목 선형을 지원하는 소 트웨어는 직선과 완화

곡선 그리고 원곡선을 하나의 객체로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즉, Autodesk(TM)의 Civil3D와 같은 형 인 

토목 구조물 모델링 소 트웨어는 지형이 생성되어 있는 해당 

지역에 설계 변수만을 이용하여 선형을 생성하고, 일이나 노반 

등과 같이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2차원 단면을 

참조 단면으로 하여 선형을 따라 Sweeping하여 Solid를 생성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utodesk, 2012; Fig. 1 참조).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궤도나 노반 등과 같이 선형에 따른 

연속  구조물의 경우에는 매우 효과 이지만, Fig. 1에 나타

나는 바와 같이 침목과 같은 비연속  객체를 정확하게 표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쉽게 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구조물처럼 정보를 다룰 수가 없다. 즉, 객체가 통합

되어 있어 각 침목별 정보 리가 불가능하고 객체사이의 간격을 

인식하지 못하여 물량산출  수량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개별 침목 객체를 생성하여 수동으로 배치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모델을 생성하는 것 자체도 매우 비효율 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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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ing process for non-continuous objects

아니라 설계변경 등에 응하는 모델의 재사용 역시 거의 불가능

하다. 따라서 철도 구조물 정보모델링 시 일, 노반의 경우는 

선형을 심으로 하는 토목 구조물 모델링 툴이 효과 이며, 

침목의 경우에는 개별 객체별로 모델을 생성하는 재의 BAT가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 궤도부를 상으로 일  노반의 

경우는 선형 심의 모델링 툴(Alignment-centered modeling 

tools, AMT)을 사용하 고, 침목, 연결부 등과 같은 경우는 

BIM tools를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여, 정보 리의 측면에서는 설계정보를 충실히 

반 하는 신뢰성 있는 형태로, 3차원 객체 생성의 측면에서는 

반복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설계변경에 손쉽게 응할 수 있는 

정보모델링 로세스를 제시하 다. 

3. 철도 궤도부 정보모델링 방안

3.1 철도 선형 심의 정보연계 방안

객체 생성의 에서 철도 궤도부의 구성요소는 설계 단계

에서 생성된 3차원 선형에 따라 연속 으로 배치되는 요소와, 

3차원 선형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되는 비연속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연속  배치로 표 해야 하는 요소에는 

일  도상이 있으며, 분리되어 표 되어야 하는 요소로는 

침목과 도상과 일을 체결하는 부분(체결부), 일과 일을 

잇는 부분(이음부)이 포함된다. 객체의 배치 에서는 선형을 

참조하여 요소를 그 로 배치시키는 것이 있으며, 철도 운행의 

안 성을 하여 곡선부의 치 변화를 주는 캔트(cant)에 

따라 배치가 달라지는 요소가 있다. 설계 개념을 따르면 자의 

경우에는 도상을 제외한 다른 구조물이며, 후자는 도상이다. 

따라서 도상 에 배치되는 다른 구조물은 도상의 치에 종속

이게 된다. 이때 효과 으로 이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

은 도상을 기 으로 도상 에 놓이는 침목과 일에 제약조건

( 를 들어 도상의 윗 과 침목의 아랫 은 동일하다, 침목의 

윗 과 일의 아랫 은 동일하다 등등)을 주어 도상의 치

변화에 침목과 일을 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모든 객체를 하나의 소 트웨어에서 생성할 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의 한계 으로 인하여 이종 소 트웨어에서 각

각의 모델을 생성하여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때 선형 

심의 모델링 툴에서 연속 으로 배치되는 객체의 캔트 반 은 

직 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침목 등과 같은 비연속  객체에 

한 형상  속성의 생성이 요한 제어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  선형이 포함하고 있는 속성을 

이종 소 트웨어 간의 정보 연결을 한 심 매개체로 활용하

는데, 이는 첫째 선형이 철도 궤도 생성의 기본이 되는 base 

line의 역할을 하며, 둘째로 다른 객체들에 비해 달해야 하는 

형상 정보의 양이 으며, 셋째로 다른 객체들에 비해 쉽게 이

산(discreteness)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산화가 필요한 

이유는 술한 바와 같이 철도 선형을 한 설계변수만으로 

BIM tools에서 3차원 선형의 직  표  한계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된 선형 을 활용하여 BAT

에서 선형을 재생성하여 그 에 비연속 객체를 재배치하는 

방법을 활용하 다. Fig. 2는 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 제시하는 철도 궤도부 정보모델링을 한 기본 로세스를 

나타낸다.

Fig. 2와 같이 AMT에서 생성한 이산화된 을 이용하여 

BAT에서 철도 선형을 재생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NURBS 

(non-uniform rational basis splines) 커  생성 방법을 

용하 다(Jezyk et al., 2017). 이러한 방식은 선형을 생성할 

때 일반화된 식이 필요없기 때문인데, 이산화된 을 NURBS 

커 의 조정 (control point)으로 활용하 다. Fig. 3은 

술한 방법을 활용하여 AMT에서 생성한 철도 선형을 BAT에 

구 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Fig. 2와 Fig. 3에서 각 기호에 한 설명은 후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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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alignment information and parameter 

for non-continuous structure

3.2 비연속 객체의 철도 선형으로의 배치 알고리즘 개발

재생성한 철도 선형을 따라서 배치할 비연속 객체는 설계도

면을 참조하여 BAT에서 모델링하 다. 이를 철도 선형에 

올바르게 배치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은 룰을 

정의하 다.

  ∧ (1)

여기서, 는 선형 의  지 에 비연속 객체 를 배치하는 

조건함수로,   ↦이다. 는 객체 를 표하는 특정 

포인트이고 ↦는 매핑(mapping)을 의미한다. 객체  사이의 

간격    ∼ 로, ∼는 선형을 따른 거리 차이를 의미한다. 

는  지 에서 의 회  조건으로, 회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비연속 객체를 선형의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배치하기 

함으로 와 등가 연산 계이다. 벡터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   는 각각 축, 축  축을 기 으로 

하는 회  각(radian)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의 

진행방향을  방향으로 두었으며, 지형면과 수직인 방향을  

방향으로 설정하 다. 이에 따라 는 피치(pitch), 는 롤

(roll), 그리고 는 요(yaw)를 의미한다. 이때, 과 는 

XZ-평면을 기 으로 선형의 변화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과 은 식 (3)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

(3)

         ′
   ′

여기서, 는 선형   지 에서의 방향벡터이며, 는 단 벡

터이다. 은 식 (3)에서 1↦3, 3↦1로 산정할 수 있다. 

는 진행방향을 축으로 회 하는 값이기 때문에 철도 선형

에서의 캔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이 값은 선형의 곡률

반경에 따라 별도의 식으로 산출되며, 본 연구에서는 AMT에서 

생성한 값을 달받아서 BAT에서 활용하 다. 이때, AMT에

서는 선형식이 변화되는 지 에서만 캔트 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와 사이의 거리 차이를 이용

하여 값을 계산하는 변환식을 산정하여 로 활용하 다.


′  

 
×  ∼

 (4)

  
 

   


′

 
 

′


  






여기서는 객체 가 속하는 선형에서 캔트 변화가 시작되는 

지 을 의미한다. 즉, 는 선형식이 변하는 지 에서 그 값이 

변한다. 는  객체에 해당하는 지 에서의 캔트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ATM에서 연산된 결과이다. 는  객체 

치에서의 일 심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는 AMT에서 생성한 선형정보를 

바탕으로 비연속 객체가 놓일 치를 선정하여 배치한 후

, 선형과 캔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 값()을 산정

하여 그 객체에 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4. 선형정보를 반 한 철도 궤도부 정보모델 생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용하여 실제 철도 시설물의 

궤도부 모델을 생성하 다. 상시설물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충청북도 오송군에 철도종합시험선로로 활용하기 해 실제로 

시공 에 있는 것으로, 본 과업에서는 체 길이 12.989km 

 직선, 완화곡선  원곡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8km 지

에서 11km 지  사이의 구역으로 정하 다. 선택 구간 내에

서의 완화곡선은 3차원 포물선이 용되어 있으며, 캔트는 

설계속도 250km/h를 기 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철도 선형, 일  노반 생성을 한 AMT는 

Autodesk(TM)의 Civil3D를 활용하 다. 즉, 해당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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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ted model and cross section (b) Extraction of point data with 'Sleeper_id'

Fig. 4 Information model of osong test-line model by using Civil3D and discretized alignment information

Fig. 5 Algorithms for non-continuous structures in dynamo studio

수치지도를 통해 Civil3D에서 지형의 surface 모델을 생성

하고,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철도 선형을 생성하 다. 연속 

구조물인 일과 도상의 모델링을 해 2차원 횡단면을 생성

하 으며, 이를 선형을 따라 sweeping하여 3차원 형상을 

생성하 다. Civil3D의 기본 기능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정보인 식별자, 단면정보 등을 다루기 해 본 연구에서는 

Civil3D의 'property data'의 기능을 사용하 다.

비연속 구조물의 생성, 배치 등을 한 BAT로 본 연구에서는 

Autodesk(TM)의 Revit을 사용하 다. Revit에서 침목 객체, 

체결구 객체를 반복 , 지속 으로 사용하기 해 객체 라이

러리로 사 에 생성해 두었고, 이 객체들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Revit의 기본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별자, 캔트정보 등 정보를 다루기 해서 

Revit의 'property sets' 기능을 활용하 다.

Civil3D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제시한 알고리즘을 용

하여 데이터를 연산하며, 연산한 데이터를 Revit에 반 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Autodesk(TM) Dynamo Studio를 

활용하 다. Dynamo Studio는 텍스트가 아니라 활용변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다이어그램 생성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Visual Programming Environment를 제공하는 

툴로, Revit의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

에 근이 가능해 변수의 연산, 제약, 변형 등이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Fig. 4는 Civil3D에서 연속 구조물에 한 모델을 생성한 

것이다.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생성된 선형정보를 이산화하기 

해 선형모델에서 치정보를 추출할 에 식별자를 지정하

다. 침목의 캔트에 따른 치변경을 고려하여 침목의 가로 양 

끝 을 ‘Sleeper_id’로 설정하 다(Fig. 4(a) 참조). Fig. 4(b)

와 같이 생성된 Swept solid의  데이터  ‘Sleeper_id’의 

3차원 좌표를 추출하여 이산화된 선형정보를 생성하 다. 



철도 선형 심의 객체 정보연계를 통한 철도 궤도부 정보모델 생성 방안

512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0권 제6호(2017.12)

(a) Model in XZ-plane (b) Model in XY-plane

Fig. 6 Example of non-continuous structure models and rotation parameter

(a) Integrated model by using navisworks

(b) Extraction of properties of sleepers through integrated model

Fig. 7 Integrated model of railway track and extraction of object information

들의 추출간격은 1m로 설정하 고 생성된 선형의 길이가 

2,999m이기 때문에 6,000개의  데이터가 생성되었다. 

Fig. 5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Dynamo Studio를 

통해 구 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lignment 부분은 이산

화된 의 좌표로부터 RMT에서 선형을 생성하는 방법을 구

하고 Structure Location & Vector는 3.2 의 식 (1)과 식 

(2), Structure Rotation는 식 (3), Cant Information은 

식 (4)을 구 한 것이다. Dynamo는 사용자의 편의를 하여 

각각의 함수를 의미하는 인터페이스들이 좌측에서 값을 입력

받고 우측으로 결과값을 출력한다. 생성된 알고리즘은 Fig. 

5(a)에서 시작하여 Fig. 5(b)에서 최종모델을 생성한다. 

Alignment부분에서는 생성된 6000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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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목의 가로 끝 의 을 계산하여 2.999km 길이의 선형을 

생성하 으며 Structure Location & Vector부분에서 설정된 

간격에 따라 4,285개의 침목 치가 계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285개의 X축, Z축 회  정보에 한 벡터가 생성되었다. 

Cant Information부분에서 캔트임계  정보와 치정보를 

이용하여 4,285개의 Y축 회  정보에 한 벡터가 생성되었다. 

마지막으로 Structure Rotation부분에서 계산된 치에 

형상모델이 생성되고, 4285개의 침목모델들의 회 라미터에 

회  정보에 한 벡터들을 입력하여 회  정보가 반 된 침목

모델이 생성되었다.

Fig. 6은 Dynamo studio를 이용하여 구 한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생성한 침목모델과 기존침목 모델을 표 하 다. 속성

정보에서 Interval length는 3.2 의 , cant는 3.2 의 


, theta1, theta2  theta3는 각각 3.2 에서 ,  

 을 반 하고 있다. 해당 지 에서의 캔트값이 254.0로 

계산되었으며 이를 통한 theta2는 9.75°로 계산되었다. 선형의 

벡터에 수직으로 표 되기 해 theta1, theta3가 각각 0.08°, 

171.77°로 계산되어 있다. Fig. 6(a)와 (b)는 실제 형상모델의 

회 값과 비교하기 해 XZ 평면, XY 평면에서 X축과 각도를 

측정한 것이다. XZ 평면, XY 평면에서 각도가 9.75°, 8.23°로 

술하 던 회 리미터 theta2  theta3와 동일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a)는 AMT와 BAT를 이용하여 생성된 모델을 

Naviswork에서 통합한 모델이다. 다른 소 트웨어에서 생성

된 모델이지만 선형정보를 연계하여 생성되었기 때문에 연속 

구조물인 도상과 일, 비연속  구조물인 침목과 체결부가 

합되어 있다. 생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미리 설정한 cant, 

theta1 등 속성정보들을 Fig. 7(b)와 같이 추출하 다. 기존의 

Swept solid 생성방식과 다르게 침목의 모델이 분리되어 생성

되었기 때문에 4,285개의 침목들에 한 속성정보가 개별 으로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어 ID가 ‘132437’ 침목의 

경우, theta1, theta2  theta3가 0.23°, 0.03°, -143.68°

인 회 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침목의 간격이 0.7m이고 물량이 

0.089m3인 침목모델이다. 한 생성된 4,285개의 침목의 총 

물량이 381.365m3으로 계산되었다. 이를 통하여 제시한 방법

론을 통하여 생성된 철도 궤도부 정보모델을 바탕으로 철도 

궤도부의 연속구조물 뿐만 아니라 비연속 구조물의 물량산출 

 속성정보 리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5. 결    론

선형 심의 구조물을 포함하는 토목구조물 특성상 기존 

모델링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모델을 생성하기 어렵다. 

특히 궤도모델 생성과정에서 선형제작을 하여 선형 소 트

웨어를 이용하면 선형을 따라 Swept Soild 방식을 사용하여 

생성하기 때문에 객체가 비연속 으로 표 되어야 하는 침목과 

같은 객체의 표 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시설물  궤도부의 정보모델 생성을 

하여 철도궤도부의 객체를 연속 구조물과 비연속 구조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정보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를 하여 연속구조물은 AMT에서 지형정보, 선형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통한 Swept soild 방식을 사용하여 생성하 다. 

비연속 구조물을 생성하기 해 AMT로 생성한 선형정보를 

이산화하여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를 BAT로 달하여 선형

정보를 생성하 으며, 선형정보를 바탕으로 비연속 구조물의 

정보모델을 생성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해 비연속  

구조물을 배치하기 하여 간격에 따른 치를 계산하고, 치에 

따른 회 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제시한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상시설물의 일부분을 모델링하고, 식별자를 

통하여 비연속 구조물의 물량산출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설계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리하고 유지 리단계에서 

활용하기 해서는 정보 리가 필요한 요소들이 독립 으로 

표 된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필연 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선형 인 정보가 반 되는 토목구조물을 모델링하기 

해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는 철도 궤도부 뿐만 아니라 도로, 터  

등 선형을 반 하는 토목구조물의 정모모델 생성과정에 도움을 

주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모델을 생성하여 모델

생성과정을 단축시킴으로써 토목구조물의 정보모델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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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건축분야에서 BIM이 리 사용되면서, 토목구조물에 BIM을 용하려는 노력이 최근 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상용 BIM 소 트웨어의 기능은 건물 등의 건축물 심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 심의 토목구조물에 용하기에 많

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궤도부의 객체 정보를 리하기 하여 선형을 다룰 수 있는 소 트웨어와 BIM 소

트웨어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캔트가 반 된 정보모델 생성방법을 제시하 다. 철도 궤도부 모델링은 궤도부 구조물을 연

속 구조물과 비연속 구조물로 분류한 후, 연속 구조물을 선형 소 트웨어에서 생성하고, 이후 공유된 선형정보를 이용하여 

비연속 구조물의 정보모델을 생성하는 차로 이루어진다. 이 때 비연속 구조물은 BIM 소 트웨어에 달한 이산화된 궤도 

선형  캔트 정보를 바탕으로 비연속 구조물 각각의 치, 회  정보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 용하여 그 실용성을 검증하 으며, 생성된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명확한 객체 식

별과 속성정보 추출  객체별 물량산출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 철도 궤도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철도 선형, 정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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