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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tail design of overhead line can be dievided into a pegging plan and MD(Mounting Diagram) 
process. A program can perform a MD process was already developed and used in Honam High-Speed 
project. In this study, a pegging plan program which can perform mast distribution automatically is developed. 
The system is developed based on dot net framework 4.0 and Civil3D 2012 and used spread 4.0 component 
for grid UI. It can not be directly used a rail horizontal alignment and long-section profile together on 
drawing. Therefore using Civil3D, mathematical alignment and profile of rail can be accomplished. And this 
program has an advantage of user friendly operation because of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1.  서론

  차선로는 기차에 력을 공 해 주는 시스템으로 크게 주, 가동 래킷트  선류 등으로 구

성된다. 선류와 가동 래킷트를 고정하기 한 주 사이의 거리를 경간길이라고 하는데, 곡선반경에 

따라 차선이 팬터그래 를 벗어나지 않도록 곡선반경에 따라 최 경간을 규정하고 있다.
  차선로 상세설계에서는 크게 주를 배치하는 등의 설계 작업을 하는 평면도 설계(pegging plan)과 

장주도(MD : Mounting Diagram) 작업으로 나  수 있다[1]. 장주도 작업과 련한 자동 설계 로그램은 

이미 국산화 개발되어 호남고속선 상세설계 시에 사용되었다[2]. 
  에서 언 한 주를 배치하는 평면도 설계의 경우 설계자가 토공, 교량, 변 소 치, 곡선반경 등의 

정보를 가지고 최 경간을 고려하여 직  설계하고 있어서 오랜 설계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 주 배치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궤도  노반 설계를 기 로 주를 최

화 하게 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수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 설계 로그램을 개발하 다. 

2.  주 치 설계 지원 로그램 개발

2.1 시스템  Application 구조

  개발한 로그램은 3차원 토목 설계 로그램인 AutoCAD Civil3D 2012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AutoCAD Civil3D 2012는 3차원공간에서 선형과 종단, 횡단 설계  물량 산출이 가능한 첨단 설계 소

트웨어로서 세계 으로 토목 설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 트웨어이다. 주 치 설계에 있어서 

선형 설계  종단 설계 기능에 Civil3D를 이용함으로서 역동 인 3차원 설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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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CAD Civil3D 2012기반의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은 Visual Basic for Application, C++ 
(ObjectARX), C#(Managed Class)의 4가지 방법이 있다. Civil3D 2012의 API는 Com object와 .Net Assembly 
모두 제공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Net Assembly를 주로 사용하 다.

그림 2 시스템 구조

   

그림 3 응용 로그램 구조

  주 치 설계 시스템의 로그램 구조는  그림과 같이 평면설계, 고정 주 치 설계, 지장물 구

간 설정, 자동 주 배치, 수동 배치, 고정 주 Template 설정으로 나 어진다.
  평면설계는 토목부에서 설계되어 있는 궤도 선형을 3차원 설계 시스템인 Civil3D의 객체 형태로 작성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주 치 설계에 있어서 매우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선형 객체가 이

미 설계된 선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형의 좌표를 기 으로 계산되는 주의 치는 당연히 오차가 

크게 되므로 설계된 선형과 최 한 오차가 은 선형 객체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은 고정 주를 설계하는 부분이다. 고정 주는 변 소 치에 지배를 받는 주등, 설계자가 

치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는 주를 입력하는 부분이다. 지장물 설치 구간 설정은 주를 자동으로 배

치할 때 주를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에 한 치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설치 회피 치를 설정함으로

써 지장물을 피해서 주를 배치 할 수 있다. 자동 주배치는 입력한 고정 주 치와 주 템 리트

에 따라 자동으로 고정 주 사이에 주를 배치하는 부분이다. 주 Template는 고정 주의 세트를 정

의하는 부분으로 사용자가 여러 가지로 설정 할 수 있다.

2.2 개발환경

  본 로그램의 개발환경은 그림 4와 같다. OS로는 MS Windows XP이상, 사용 랫폼은 MS .Net 
Framework 4.5 이상을 사용한다. .Net Framework 4.5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다. 입력으로 사용되는 콤포 트는 FarPoint Spread 4.0을 사용하고 있으며, Excel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매우 흡사하여 사용법을 빠르게 숙지 할 수 있다. 한, 주 치 설계의 출력에 있어서는 AutoCAD 
Civil3D 2012를 사용하고 있다.
  설계 출력부분도 재 많은 설계분야에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AutoCAD와 100% 호환되는 

Civil3D 2012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와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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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발환경

2.3 평면 선형 설계  검증

  Civil3D 2012에는 선형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완화곡선 설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목 

선형 설계에 있어서 2가지의 완화곡선을 사용한다. 도로 설계 분야에서는 클로소이드 완화곡선을 사용

하고 있으며, 철도 분야에서는 기존선과 고속선 분야에서는 3차 포물선 방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철 분야에서는 클로소이드를 사용하고 있다. Civil3D의 평면 선형 설계 기능이 고속선 설계에 사용하는 

3차 포물선 방정식에 용이 가능해야만 Civil3D가 용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에 한 검증은 본 

연구에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검증 방법은 기존 설계 자료의 IP자료를 이용하여 Civil3D를 이용하여 선형을 설계 작도 하

여 육안으로 천이 을 측 을 검토하 고, 선형계산부을 5m 간격으로 작성하여 원래의 선형 계산부와 

비교 검토 하 다. 아래 그림 5  6는 선형을 검토하는 화면이다.

그림 5 Civil3D에서 선형 설계  작도

   

그림 6 선형계산부 검증

  천이 의 비교는 완화 곡선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지에 한 검증으로 BC(직선->완화곡선), BTC(완화

곡선->원곡선), ETC(원곡선->완화곡선), EC(완화곡선->직선)의 측 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지에 검증으

로서 선형계산부 검증에 포함되어 있다. 검증 결과로는 선형제원의 입력에 있어서 완화곡선장의 정 도

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는 표1과 같다. 특히, 궤도 선형 자료를 입력할 

때에 사용되는 완화곡선장의 길이에 매우 한 련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  6자리의 유효 숫자를 

입력 했을 경우는 0.1mm의 오차가 발생하 으며, 소숫  10자리 이상의 완화곡선 길이를 입력 했을 경

우는 0.001mm의 오차가 발생하 다. 주 치 설계에 있어서 완화곡선 길이는 소숫  6자리 이상의 값

을 획득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따라서 CIvil3D 2012의 퀘도 선형 기능을 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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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선형계산부 비교

5m 간격의 측  

좌표  천이  

비교

0.1mm 오차 발생 소수 6자리 사용

0.001mm 오차 발생 소수 10자리 사용

표 1 선형 검증 결과

2.4 입력

  주 치 설계에 있어서 궤도 선형의 참조는 매우 요하다. 토목 궤도 선형 설계 자료는 평면도  

선형계산부의 2가지 형태로 자료를 입수 할 수 있다. 2가지 자료 모두 선형재원을 확보 할 수 있으나 

평면도의 자료는 완화곡선장의 유효숫자범 가 작을 수 있으니, 이  유의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기술한 선형계산부 측  좌표의 오차를 이는데 그 요인이 있다. 즉, 입력 자료의 완화곡선길이의 유효

숫자를 소수 6자리 이상 입력한다면 오차범  0.1mm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가진 선형을 사용할 수 있다. 
주 치는 궤도 선형에 으로 기인하기 때문에 매우 요하므로 가  높은 정 도를 가진 선

형을 이용하여야 한다. 궤도 선형의 IP의 X, Y좌표, 곡선반경, 완화곡선 길이를 입력하여 궤도 선형을 

작도하고 얻을 수 있다.

그림 7 궤도 선형 설계

  

그림 8 종단 설계

  종단 설계는 설계된 선형을 이용하여 종단을 작도하여 종단상에 주 배치를 하는 기능으로 주 

치 입력을 하기 에 선행 되어야 할 기능이다. 그림 8은 종단 작도 기능(그림 7)을 이용한 종단 작도 

결과이다. 지장물 구간 입력은 주의 설치가 어려운 부분을 입력하는 기능으로 아래그림과 같다. 구간 

명칭 구간 시작 치  끝 치를 입력하면 차후에 자동으로 배치 기능을 사용할 때 이 구간을 피하여 

배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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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장물 구간 입력

  

그림 10 고정 주 치 입력

  고정 치의 주를 입력하여 자동 배치 기능에 이용하여야 한다. 고정 치 주는 SS, SP, PP, 도
건넘선, 역구내분기기, 역구내상, 하건넘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입력 자료로는 키로정과 고정 주 타

입을 입력하면 된다. 그 외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고정 주의 타입을 지정 할 수 있으며, 한 번 지정된 

고정 주의 형태는 시스템에 일 으로 리하므로 사용자는 의된 고정 주를 모든 로젝트에서 

사용 할 수 있다.
  한, 고정 주의 인출스트럭쳐의 형태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 할 수 있으며 그림 11과 같은 입력 

화면을 이용하여 정의하여 사용한다. 기 이 되는 주의 상 거리를 0으로 입력을 하며, 기  주로부

터의 상 거리를 입력함으로써 한 세트의 고정 주가 된다.

그림 11 인출스트럭쳐

  

그림 12 자동 배치 실행 결과

2.5 출력

  앞에서 언 한바와 같이 궤도자료, 종단 자료, 고정 주 자료를 입력한 후, 자동 배치 기능을 이용하

면  그림 12와 같은 주 배치 평면도를 작도 할 수 있다. 평면도의 일부분은 궤도 설계의 결과 평면

도를 사용하 으며, 첩 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평면도와 주 치를 표시한다. 배치된 주 치는 수

동으로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이를 자동으로 반 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수동 편집 방법은 Civil3D 2012의 일반 인 편집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수동으로 편집된 주 치는 Civil3D 2012의 블록 객체이며, 이를 괴하지 않는 이상 재 설계를 하

거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할 때, 자동으로 참조 되어 설계에 이용되어 진다. 이 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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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는 장주도 설계 시스템의 입력 자료로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 치를 

설계 한다면, 장주도 설계 로그램의 입력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어, 설계 시간의 단축 효과  

정확도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를 최  배치하여 자동으로 평면도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로그램은 Dot Net Framework 4.0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Civil3D 2012, Spread 4.0을 이용하 다. 
본 로그램을 이용하여 주 배치 설계를 한다면 설계 시간의 단축 효과는 물론이고 주를 최  배치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향후 장주도 자동 설계 로그램[1]과 연계하여 주 배치에서 장주 설계

까지 같이 인터페이스하여 설계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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