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복선철도 노선선정을 위한 지형공간정보의 적용

연상호* 이진덕**

Recently remote sensing technology is applied for construction projects planning and design areas by
use of remote sensed satellite images according to engineering application technology in the various
experimental tasks. In this study, It was applied for 3 dimensional terrain analysis and basic design by
comparing to present railway and new expand doble-tract railway route of forest sites on the new
construction site of 15km at national railway lines, and then showed 3-D perspective images and fly
simulation images to possibility for various application as terrain analysis modeling and running
simulation at the course. As a results of its applied, It gained the results not only improvement of
present methods but also real various application possibilities.

요약

최근 국내에서의 철도 교통량증가로 인하여 단일노선의 증편을 복선철도로 재설계하여 건설하려는 다각

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경부선에 비해 일반 승객보다는 시멘트 및 산림자원의 수송량이 많은 태.

백선과 중앙선에 대한 복선화 전철사업이 추진되면서 부분적인 구간에 대한 설계와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선의 중간지점이 되고 있는 제천과 도담 구간에 대한 공간정보의 적용과 태백선의.

출발지점인 제천과 쌍용구간에 대한 영상정보의 적용의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적의 노선성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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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중앙선과 태백선의 국철구간에 대한 복선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도심지에 비해 지형이 험

준하고 경사가 급한 산악지에서의 철도설계와 공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하.

여 산악지에 대한 광범위의 정보 취득이 가능한 인공위성영상의 활용이 시작되었고 좀 더 상세한

고해상도의 정보수집과 차원 분석을 위하여 대축척의 지형도와 항공사진 등을 폭넓게 이용하여3

입체감을 확인하여 차원 지형공간에서의 지형분석과 복선철도노선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가상적3

으로 사전에 적용해봄으로서 본 공사 시공의 작업진행과 어려움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국 주요 국철의 주변은 최근 차선 도로 확포장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국철 주변의4 .

경관과 시설물의 상황을 직접 간접적으로 조사하여 입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게 할 의무와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철주변의 각종 환경과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언제든지 시연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서 새로운 도로의 시설과 보수를 위한 주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 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GPS/ITS, GIS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 철도복선화 사업이 진행 중인 구간을 선정하여 국철 주변 약 의 범. 10km

위가 포함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하고 이 주변에 대한 도로시설물과 지형 및 토지이용 인근 마을과의 접근,

로에 기본적인 지도정보와 현황정보를 차원 지형공간에서 표현하도록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3

는 영상사진과 영상을 통합하여 입체화 시켜 보여 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비행하여 보여 줄 수 있는DEM ,

차원 입체공간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뮬레이션으로 시연하도록 하였다3 .

연구방법II.

기본데이터 준비1.

수치지도에 사용한 데이터는 국립지리원에서 국가기본도를 이용하여 변환하여 만든 의 수치지형1/25,000

도로서 등고선과 도로망도 및 행정경계 레이어 파일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영상조감도의 제작을 위해서는 투.

영법에 의한 이미지 제작 기법을 이용해서 제작하도록 하고 그 원시 데이터는 영상 인공위성 디지털, DEM ,

영상 벡터 레이어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즉 다음의 도표 의 기본자료를 이용하여 제천시 행정경계 구역내로 위성 디지털 영상을 절출하였고 이< 1> ,

를 대상지역의 국철 및 주요간선도로망의 벡터레이어와 비교하였다.

항목 채널레이어/

위성영상
Landsat TM, Kompsat-EOC,

디지털 영상Ikonos

DEM
수치지도의 등고선으로부터

생성한 데이터DEM

벡터 레이어
수치지도의 계획 철도파일 및

간선도로망 라인 데이터

기존 철도 및 도로망과의 중첩실험2.

다음은 제천시를 대상으로 하여 위성 영상을 지도좌표로 변환하여 얻어진 위성영상과 제천시 지IKONOS



역의 건물 도로 기존철도 및 태백선 신규 복선 철도 노선망을 중첩하여 도시하였다 그림 또한 상세한 도, , .( 1)

로망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심지역위에 국도 호선이 지나가는 도로망의 양상을 시내의 간선도로망과38

의 연계를 실험제작 한 것이다 그림 그리고 차원 입체영상을 시연하기 위하여 등고선 파일에서 생성.< 2>, 3

한 수치표고데이터를 로 위사색 처리 하여 고도별로 칼라처리하여 도로망을 중복시켜 고도에 따른 도로RGB

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그림 영상과 중첩시킨 건물 도로 및 철도노선제천 영월1. IKONOS RGB , ( - )

.

그림 위성영상과 수치 도로지도 중첩결과< 2> EOC

그림 영상과 수치지도의 결합< 3> RGB DEM



생성 및 활용3. DEM

본 제천지역에 대한 투시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는 수치지도에서 추출한 수치표고

모델 데이터 위성영상 데이터 수치도로벡터파일 등을 주된 공간데이터로 이용하고 투시도 기법을 적용하여, ,

새로운 투시영상을 생성하였다

그림 영상과 중첩시킨 철도노선제천 영월4. DEM RGB ( - )

그림 지형의 경사 왼쪽 및 사면방향 위의 철도노선중첩6. (Slope; ) (ASPECT)

투시조감도 생성 및 활용4.

우선 투시도를 만드는데 이용할 데이터로는 제천시 행정경계구역내의 절출한 영상 파일IKONOS , DEM(2m) ,

필요시 사용할 수치도로벡터파일을 준비하여 모델링을 위한 자료입력을 준비하였다 아래 생성모형도에서 보.

여 주듯이 다양한 형태의 입력파일을 각각 준비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는 투시도법에 의해 생성되도록 함으

로서 손쉽게 영상조감도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차원 투시조감도를 제작하는 과정은 위성영. 3 RGB

상채널 등고선채널 벡터 도로채널을 각각 사용할 모듈을 통해 끌어오고 모듈에서 조감도, DEM , , PSGIMAG

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모듈을 통해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며 모듈을 통해. VIEWRGB , EXPORT

외부로 보내지는 조감도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투시도에 포함된 화일은 차원 이상. DEM 3

의 입체영상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방향과 높이 값을 지정하여 조감도를 비롯한 입체적 조감도의 영

상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영상 조감도는 동서남북 방향에서 각각 작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

하고 조감하고자 하는 방향과 표고 등을 지정하여 임의로 조망할 수 있는 사용자 설정기능을 부여하였다.



방향 위치 고도 시야각 원근 비율

동
오른쪽 끝 중앙에서

왼쪽을 본 모양
2000m 도45 도60 실비율

서
왼쪽 끝 중앙에서

오른쪽을 본 모양
2000m 도45 도60 실비율

남
아래쪽 중앙 끝에서

위쪽을 본 모양
2000m 도45 도60 실비율

북
위쪽 중앙 끝에서

아래쪽을 본 모양
2000m 도45 도60 실비율

도표 모델별 내용2.

그림 투시조감도 북에서 남쪽으로 고도 원근각 도7. ( 2254m, 130 )

그림 투시조감도 북에서 시내방향으로 고도 원근각 도8. ( 2458m, 191 )

그림 투시조감도 동쪽송학에서 제천서쪽방향으로 고도 원근각 도9. ( 1,216m, 226 )



동영상 시뮬레이션5.

제작개요1)

주행 및 비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입체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실험적으로 우선 대상지역을 촬영한

위성영상과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수치지도를 이용해 정사영상을 제작한 다음 동일지역의 표고데이, DEM

터와 정사보정된 사진 및 위성의 디지털 영상을 이용해 차원 지형 시뮬레이션을 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3 .

위성영상은 차원 지형 시뮬레이션 제작 시에는 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의 영상데이터를 구입하여3 Color

이용하였다 수치지도로는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제천 지역의 축척 과 의 수치. 1:25,000 1:5,000

지도에서 도로파일 및 등고선 파일을 분류한 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응용소프트.

웨어는 정사영상 제작 기능을 제공하는 과 차원 지형 시뮬레이션 제작을 위한 를 이용하도OrthoEngine 3 Fly

록 하였다.

차원 지형시뮬레이션 제작2) 3

을 이용한 음영기복영상을 생성하였으며 과 정사 영상을 이용한 지형의 차원 시뮬레이션 구성DEM , DEM 3

을 위하여 비행 궤도 설정을 통한 지형의 차원 시뮬레이션을 위한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3 .

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하였다Encoding .

과 정사영상의 로딩을 위하여 파일과 정사영상을 차원 시뮬레이션을 위해 컴퓨터 메모리로 로DEM DEM 3

딩하도록 하였으며 비행 궤도 설정에서는 고도 속도 원근 시점 등을 고려해 비행 궤도를 설정하도록 하였, , , ,

다 즉 차원 시뮬레이션 옵션 설정은 비행 옵션을 조절해 원하는 지점에서의 관망을 위하여 조정하도록 해. 3

야 한다 즉 대상지역의 정해진 고도와 원근각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 관측점을 초당 약 프라임을 진행시키면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14 30 .

먼저 연속 이미지 생성을 하도록 하였고 차원 시뮬레이션 모습을 연속적인 이미지 파일로 매초당 약 장3 30

면이 보여지도록 순간 영상을 저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속적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즉 본 연구의 동영상 제작에서는 동영상 프로그램을 이용. Cute Video

해 연속적인 이미지 파일들을 동영상으로 인코딩하도록 하였고 최종 출력을 위하여 포맷의 동영상을, AVI

제작하였다.

신설 철도 복선 구간에서의 영상조감도 및 시뮬레이션 제천 영월 제천 도담 경우3) ( - , - )

약 의 중앙선 복선 철도궤도 및 노선이 제천역을 출발하여 도담역까지는 일부 교량과 산악15km

지형을 통과해야 하므로 철도가 통과하는 노선사이의 차원 지형을 주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3

함으로서 기존의 철도노선과 달라진 주행노선 및 주변의 지형을 쉽게 확인이 가능토록 하였다, .

영상 참고로 최적노선 선정을 위해 기존 철도노선과 신설 복선 철도노선에 대한 비교를 위( 13)

하여 영상 의 태백선 구간의 영상을 도시하여 나타내었다14 .

그림 제천 도단구간 철도신설복선구간의 동영상 시뮬레이션12. - (TM)



연구결과III.

첫째 호 국도 및 양산 신설도로 구간에서의 차원 영상조감도의 지형 시뮬레이션 기법 적용에 의한 연, 38 3

구결과를 이용하여 공장 신설지점의 입지선정의 평가는 물론 골프장에서 홀의 위치선정 전망대 설치시의 가,

시권 분석 전력 송신을 위한 송전탑 위치 선정 이동전파중계소 및 기지점의 설치 등에 고루 적용할 수 있, ,

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다각적인 지역환경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통계자료 및 평면적인 공간분석 보다는 차원 수치표고모, 3

델 에 의한 입체적인 공간분석 모델링에 의한 접근방식으로 영상조감도를 제작함으로서 시각적인 지형(DEM)

분석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좋은 판단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셋째 점차 정보통신의 새로운 첨단기술이 건설환경정보의 분석과 관리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면서 동영상에,

의한 다차원적인 공간분석모델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방식에 의한 조사분석설계가 이

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산악지의 철도 및 도로망은 산세가 급한 곳과 완만한 곳의 기복도와 경사진 곳을 고도별

로 확인하기 위하여 칼라기복도를 이용하여 대축척의 도로 및 건물 정보를 중첩시켜RGB DEM

지형조건에 맞는 경사각으로 조망하여 입체감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다섯재 차원 영상조감도는 위성영상과 을 결합하여 작성된 결과로서 예정된 복선철도노선, 3 DEM

에 대한 상세한 투시조감도에 의하여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시공간 시뮬레이션으로 철도 건

설구간에 대한 기초 지형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철도복선의 최적노선 계획 및 설계에 이용,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수치표고모형은 재 측량한 지도파일 또는 파일의 매칭과 위성영상과의 매칭처리에, CAD

의하여 다양한 복선철도 구간의 자연 지형과 시설정보의 중첩분석이 가능함으로 보다 구체적인

적정노선에 대한 지형분석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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