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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tenance of the turnout is composed of signal field and track field on business, the electrical and 

mechanical field on system. adjustment and maintenance carry forward through coordination with these fields. In 

the case of turnout equipment used in a first phase of Seoul-Busan high-speed train, it is treated by classifying 

as mechanical adjustments and electrical adjustments.

Mechanical adjustment is conducted with focus on fine adjustment to meet maintenance standards limits(1mm 

or less) about interval of basic rail and tongue rail about each part of track transition equipment. This refers to 

mechanical adjustments performed mainly with physical changes and movement characteristics between basic rail 

and tongue rail by considering the overall environment surrounding track side of section installed track transition 

equipment. 

However, these series of maintenance are conducted in state that high-speed train is not in the process from 1 

am to 4 am at night, but common workers for maintenance are not familiar with the operation and checking about 

various situation, and the workers are even insufficient. Maintenance training using mixed reality is conducted in 

the place of business, we tried to overcome several problems of safety and time reduction through this training.

1. 서론

혼합현실(Mixed Reality or Augmented Reality, 이하 MR 또는 AR)기술이란 실제 환경의 객체에 가

상으로 생성한 정보(예, Computer Graphic 정보, 소리 정보, Haptic 정보, 냄새 정보 등)를 실시간으로 

혼합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사용성과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정보처리 

기술이다.[1] 혼합현실 기술은 현실 세계의 정보를 없애거나 단순하게 만들어 멀티미디어 컨텐츠 정보

를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혼합현실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혼합현실 기술의 전통적은 응용 분야는 조립가공, 검사, 의

료 부분이며 그 중 자동차 및 로봇 산업 부문에서의 MR 기술응용은 이미 산업계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기술의 성숙 단계에 이르고 있다.[2] 이런 기술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새로

운 기술의 응용기회와 잠재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3] 이 기술을 철도 시스템

에 접목하여 보다 더 발전되는 교통수단으로서 현재의 추세에 따라가고 이에 앞서 한걸음 더 발전하는 

철도 시스템만의 혼합현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혼합현실 기술 전문가 그룹 및 IT 분야의 산업

계와 학계에서 전략 통합형 4세대 R&BD 연구 방법론을 도입하여 MR Killer Application 기회발굴 및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호작용 개념도출 노력과 함께 차세대 IT 산업을 이끌어 갈 중요한 가능 기술

(Enabling Technology)인 혼합현실 기술연구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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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현실

혼합현실(Mixed Reality:MR)은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이음새 없이(seamless) 실시간으로 혼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향상된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술로서[5]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AR)이라고도 한다. Milgram의 Reality-Virtuality Continuum에 의하면[6] 그림1

과 같이 혼합현실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중간에 위치하는 기술로 실제 영상과 가상의 컴퓨터 그래픽을 

합성하여 가상현실에서 느끼는 한계를 뛰어넘어 실제 세계의 현실감을 유지하면서 가상 세계의 장점까

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림 2 Milgram의 Reality-virtuality continuum

 

3. 혼합현실을 이용한 열차유지보수 교육시스템 

 혼합현실을 이용한 열차유지보수 교육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좀더 상세하게는 열차의 실사 영상을 

3차원 공간이 확보되는 교육실 내에 디스플레이하고 교육생의 움직임에 따른 정보를 추출하여 열차의 

가상 영상을 실사 영상에 중첩 교육생이 열차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혼합현실을 이용한 열차유지보수 교육시스템에 이다.

 일반적으로 열차는 지하철이나 전철 등과 같이 선로(線路) 위를 주행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대단

위의 수송에 유리하며 정시성을 갖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열차는 전문성을 갖춘 유지보수 작업자에 

의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한편, 기존에는 이와 같은 열차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자의 양성을 위해 실제의 대차 및 차량을 가

지고 교육생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실제 열차를 이용하면 교육생이 안전 수칙 등을 잘 숙

지하더라도 부품이나 부속을 잘못 다뤄 다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열차의 구조를 효율적으

로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열차의 좁은 공간 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교육이 

쉽지 않아 교육 몰입도 역시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실 

환경과 가상환경을 접목한 혼합현실을 이용하여 현실감 있는 열차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여 교육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열차유지보수 교육시스템을 제공함으로서 안전하

면서도 현장감 있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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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혼합현실을 이용한 열차 유지보수 시스템

3. 혼합현실을 이용한 열차유지보수 교육시스템 필요 기술 

 열차유지보수 시스템의 구성은 열차의 실사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교육실내에 설치되어 열차의 

실사 영상을 3차원으로 디스플레이하는 표시수단, 상기 교육실 내 교육생의 움직임에 따른 3차원 좌표 

정보를 추출하는 인체운동 감지수단, 열차 교육을 위한 3차원 좌표에 따른 문자 또는 컴퓨터 그래픽으

로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영상을 저장하는 데이터저장수단, 인체운동 감지수단의 3차원 좌표 정보를 

이용해 상기 데이터저장수단의 열차 교육용 3차원 가상 영상을 상기 표시수단을 통해 열차의 실사 영상

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 하도록 제어하는 연산제어수단으로 구성된다.

먼저 교육생이 교육실에 진입하는 경우 교육실에서의 교육생 움직임은 인체운동 감지수단인 비전 센

서를 통해 교육생의 3차원 좌표 정보를 획득하고, 교육생이 착용한 상태의 바디 센서 또는 교육실에 설

치되어 있는 적외선 센서를 통해 교육생의 3차원 각도정보를 획득한다.  

열차의 실사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는 3차원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스테레오카메라를 이용하며, 4곳

에서 열차의 외부 및 내부를 촬영한다. 한편, 교육실의 적어도 4곳에 영사기가 설치되어 열차의 실사 영

상을 3차원으로 디스플레이 한다. 인체운동 감지수단은 교육실 내의 교육생 움직임에 따른 3차원 좌표 

및 각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생의 위치 및 신체 부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차

원 좌표 정보를 획득하는 비전 센서을 이용한다. 이때, 교육생의 힘의 회전과 힘의 강약 등과 같은 힘 

관련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교육생이 착용하는 바디 센서 또는 교육실에 설치되어 있는 적외선 센서로

부터 교육생의 3차원 각도정보를 획득한다. 바디 센서 또는 적외선 센서로부터 획득되는 3차원 각도정

보는 3차원 좌표 정보를 융합하여 교육생의 동작패턴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동작패턴 정보에 따

른 적합한 열차 교육을 위한 3차원 좌표에 따른 문자 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영상을 표시수단인 영사기를 통해 실사 영상에 중첩하여 교육실 내에 표시해주게 된다.

이때, 센서는 압력센서나 자이로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특

히 상기 바디 센서는 추출된 3차원 각도정보를 연산제어수단에 유선으로 전송하거나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페이스가 구비되어야 하며, 인터페이스는 공지의 기술로서 블루투스 모듈을 이

용한 통신 등이 있다. 한편, 데이터 저장수단은 열차 교육을 위한 3차원 좌표에 따른 문자 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영상 정보를 열차정보DB와, 교육생의 3차원 각도정보 및 3차원 좌

표 정보를 융합하여 추출한 교육생의 동작패턴 정보를 동작패턴DB를 저장 관리한다.

데이터저장수단의 열차 교육용 3차원 가상 영상은 상기 표시수단이 아닌 교육생이 착용하는 공지의 

HUD장치로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교육에 활용한다. 그리고 연산제어수단은 퍼스널 컴퓨터, 노트북 컴퓨

터, 산업용 컴퓨터 등의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의 내부에는 교육용 음성멘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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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술자와 증감현실분기기의 동기화

출력하기 위한 스피커를 더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저장수단에는 음성정보를 더 저장하여 필요에 따라 

열차의 각부 또는 조작 예 등을 음성 안내해 주도록 한다. 이와 같은 3차원 입체 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열차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 몰입도를 증가시킴은 물론,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래 그림4는 혼합 현실 고려 시 유지 보수 교육에 필요한 동작 개념의 데이터베이스 구성도이다. 하

나 하난의 동작에 대한 시작과 끝점 그리고 또한 가속도 및 장력을 검지 할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와 센

서의 활용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림 5 혼합 현실을 이용한 유지보수 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 관리  

아래 그림 5~6은 현실적으로 국내 고속선에 쓰이는 분기기의 종류이며 각각의 유지보수 시간에 따른 

숙달 시간은 현실상 매우 적은 경향을 가지고 또한 유지보수의 인원의 감축으로 인한 효율성을 본 연구

를 통해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로 선형 및 각각의 분기기의 3D 드로잉 데이터가 필요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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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압식 분기기

      

그림 7 철관방식 분기기

4. 결론

분기기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업무상으로는 신호 분야와 궤도분야가, 그리고 설비 상으로는 전기와 기

계 분야가 함께 공존함으로서 상호 조화를 통한 조정 및 유지보수가 추진되고 있다. 경부 고속선 1단계 

구간에서 사용된 분기기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계적 조정과 전기적 조정으로 분류하여 취급하였다. : 기

계적 조정은 선로전환기 각부에 대한 기본레일과 텅레일의 간격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 한계치(1mm 이

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정밀 조정을 중점으로 실시하며, 이는 설치된 구간의 전반적인 선로변 환경을 

고려하여, 기본레일과 텅레일간의 물리적인 변화 및 동작 특성 위주로 기계적 조정이 실행된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유지보수는 야간 오전 01～ 04시까지 고속선에 열차가 운행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보통의 유지 보수자는 여러 상황에 대한 조작과 점검에 익숙하지 않고 인원 또한 부족한 상태이

다. 이에 혼합 현실을 이용한 유지보수 교육을 사업소 내에서 시행하고 이를 통한 시간의 단축과 안전

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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