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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용연수가 30년이초과된노후철도시설물의급증과더불

어국민안전을위한 SOC 디지털화관련정책들의발표는디

지털기술기반철도시설물유지관리기술개발수요를이끌

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 본연구에서는유지관리관점에서철

도시설물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 Digital Transformation)

을 위해필요한핵심기술들과방안을철도종합시험선로를대

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반

의 철도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2. 철도종합시험선로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과 세종특별시 전동면에 걸쳐 위치

해있는철도종합시험선로는철도차량, 철도용품, 철도시설

물등의성능을다방면으로검증할수있는국내최초의종합

시험선로이며, 현재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의해운영되고있

다(그림 1).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총 연장 12.9km으로 최소곡

선반경 250m과 최대구배 35‰의선형조건을가지는 궤도일

부 구간을 포함하여 교량 8개소(1.6km), 터널 6개소(4.3km),

정거장 4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량, 궤도, 노반, 교량,

전철전력, 신호, 소음, 공력, 통신분야를포함한총 9개분야에

서다양한현증검증시험이가능하도록시설이계획되었다[1].

[그림 1] 철도종합시험선로 개요

3. 시험선로 디지털화 방안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철도종합

시험선로의 디지털화 방안이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해 확보해

야하는 핵심 기술들과 함께 그림 2와 같이 순서도로 나타나

있다. 시험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설

계·시공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정보를

가지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모델 또는기존

2차원/3차원 도면 정보 전환기술,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연동,

기존에 구축된 철도시설 정보, 스마트 센서와 연동된 철도시

설평가및물리거동예측모델, 유지관리의사결정모델들의

상호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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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후 철도 시설물의 급증과 SOC 디지털화 기술 수요의 증가는 디지털 기술 기반 철도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개발을
필요하게한다. 본연구에서는유지관리관점에서철도시설물의디지털화을위해필요한핵심기술들과방안을철도종합시
험선로를 대상으로제시하였다. 국가공간정보와 연계된 BIM 모델링, 기존 철도시설정보연계, 철도시설 평가 및 거동
예측 모델링 기술, 유지관리 의사결정 모델 연계 등이 철도시험선로를 디지털화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들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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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지관리를 위한 철도시설물 디지털화 흐름도

3.1 BIM 모델 연계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설계·시공 단계에서 구축된 BIM 모델

(그림 3)을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로 표준화하고 국가공간정

보시스템 또는 국가수치지도 상에 연동시켜 정확한 위치 정

보를 가지게 하는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림 3] 철도종합시험선로 3차원 BIM 모델

3.2 기존 철도시설 정보 연계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구축된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

시스템(RAFIS, Rail Facilities Information and history

System)(그림 4)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통합정보관

리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 등과같이기

존에구축된철도시설정보들이유지관리를위한 LoI(Level of

Information)를 가지고 국가수치지도 상의 BIM 모델과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

[그림 4] 철도시설 이력관리 통합정보 시스템(RAFIS)[2]

3.3 철도시설 평가 및 거동 예측 모델 연계

전술한 BIM 모델과 연계된 현재 구조물 상태 평가를 위한

물리모델과 향후 구조물 거동 예측을 위한 물리모델의 개발

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스마트센서를통해계측된실시

간 정보들과 준실시간으로 수집된 영상정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치 모델링 방안이 필요하다.

3.4 유지관리 의사결정 모델 연계

시설물 성능저하모델, 성능향상모델, 비용예측모델 기반의

성능, 비용, 소요예산분석등을통해철도시설물의유지관리,

보수·보강, 개량 및 성능개선 유·불리 판단 의사결정 프로세

스를 포함해야 한다.

4. 결론

본연구에서제시한핵심기술들의개발과연계를통해철도

종합시험선로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 개념으로써 차량, 궤도,

전력, 신호, 통신 등 다양한 철도 분야의 디지털 테스트 베드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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