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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ing AR Technologies and Contents to Establish a Safety 

Management System in Railway Infrastructure

ABSTRACT

With the recent growing importance over safety management the need for advanced and technical approaches for on-site safety 

inspection methods has increased. Railway construction is subject to its own particular set of temporal and spatial challenges due to 

its unique facilities and equipmen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ield characteristics of railway infrastructure and improve the 

conventional field safety management methods by identifying the most appropriate features of AR technology. Group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with field safety experts to derive the major problems and inspection needs. Subsequently, various features of 

AR, such as BIM model projection, and remote conferencing, were investigated to determine their applicability to address safety issues. 

As a result, four problems in the current safety management process, such as ‘lack of time due to the conventional inspection method 

and inspection of areas that are difficult to access’, and three major inspection types, such as ‘observance of work procedures, status of 

installation, adequate dimensional spacing’, were identified to be improved when adopting AR based techniques. Furthermore, AR 

technology utilizing plans to solve safety inspection problems and effectively manage major inspection types were proposed, and a 

follow up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same field safety experts to derive the priority of technology development.

Key words : Railway construction, Augmented reality, BIM, Safety management

초 록

최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설 재해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점검 방식에 대해 제도 및 기술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

다. 특히 철도 공사는 궤도, 전차선 등의 고유 시설물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 조건하에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적합한 안전 관리 방안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인프라의 현장 특성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적정 AR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현장 안전 관리 방식을 개

선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안전 관리 프로세스 상 

주요 문제점과 주된 점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후 BIM 모델 투영, 원격 회의 등과 같은 AR 기능을 조사하여, 안전 문제 해결에 적용이 가능한

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재래식 점검 방식으로 인한 시간 부족,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점검 불가’ 등 현행 안전 관리 프로세스 상 4가지 문

제점과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부재 설치 여부, 부재의 적정 간격 준수 여부’ 3가지 주요 점검 유형을 AR 기술 도입 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 점검 문제를 해결하고 주요 점검 유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AR 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대

상 설문조사를 재실시하여 기술 개발의 우선순위를 최종 도출하였다. 

검색어 : 철도 인프라, 증강현실, BIM, 안전관리

시공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철도 인프라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AR 기술 및 콘텐츠 도출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428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58명으로 51.9 %를 차지했다. 더불어 

건설업 사망자는 최근 10년(2011~2020년)동안 연간 400명대로 유지

되고 있으며, 전체 업종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OEL, 2021). 이러한 배경 아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제를 제정 및 강화하고 있다(MOLIT, 2020).

이러한 기조 속에서 건설 현장 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안전 점검 방식에 대한 기술 및 제도적 보완을 실시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 건설 현장의 경우 궤도 및 전차선 등 고유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도심지 철도 공사는 인접 구조물 및 기존 운행선으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조건 하에 점검이 수행되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의 필요

성만 강조될 뿐 구체적 강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철도 

현장의 안전 점검은 아직까지 대부분 육안 또는 재래식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현행 점검 방식은 야외 노출 환경에서 

실시되는 철도 현장 점검 특성상 기상악화 및 거리상 접근 불가 

등의 제약사항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최근에는 ‘스마트 건설’의 각종 기술도입을 통해 안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중 건설 안전 분야 내 4차 산업기술 적용을 위한 핵심 기술인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이하 AR)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BIM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로,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기에 편리한 시각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안전 

관리 업무에 효과적일 수 있다(Kim et al., 2013; Kim et al., 2016). 

또한 AR은 실제 현장에 시각정보를 중첩시켜 제공함으로써 현장 

관리자가 즉각적 안전관리 사항을 인지하고 조치하도록 업무를 지원

한다는 점에서 안전 점검에 효과적일 수 있다(Li et al., 2018). 

이러한 BIM과 AR을 건설 현장 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수 등장하였으나, 대부분 

건축 및 도로 현장 중심으로 적용되었으며 철도 인프라를 대상으로 

수행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et al., 2018; Zhou 

et al., 2017). 또한, 철도 분야 내 적용된 경우에도 국부적 사례 

제시에 불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 안전 점검 내 활용도가 높은 

AR 기술 및 적용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철도 인프라에 특화된 AR 및 BIM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 단계로, 현행 안전관리 

방식 개선에 필요한 최적의 AR 기술 적용 방안 및 제공되어야 

할 주요 콘텐츠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제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철도 안전 전문가에게 점검 상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이를 AR 및 BIM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데에 집중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철도 교량 및 터널의 시공 단계 현장 내 AR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안전 관리 시 필요한 AR 기술 및 콘텐츠를 도출하고, 

이들 기술의 현장 적용 시 기대 효과에 따른 개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1단계: 현행 철도 안전 점검 문제 조사

철도 건설 현장 안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여 현행 점검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

다. 이후 도출된 주요 안전 점검 문제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선정하

였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 

점검 항목을 분석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요 점검 유형을 도출하

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현행 안전 관리 개선에 필요한 AR 

기술 및 콘텐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2단계: 철도 건설 현장 내 AR 기술 활용 방안 도출

1단계에서 도출된 철도 현장 내 현행 안전 점검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점검 유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AR 기술 및 콘텐츠

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AR 기술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들 기술과 철도 안전 점검의 주요 문제 및 

유형의 매핑을 통해 현장 내 AR 기술의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3단계: AR 기술 개발 우선순위 도출

2단계에서 도출된 AR 기술 활용 방안의 기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 안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AR 기술 및 제공 콘텐츠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시 탑재되어야 

할 AR 기술의 개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2. 연구 배경

2.1 AR 구현 기술 동향

AR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폭넓게 도입됨에 따라 이를 지원

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조합을 통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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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의 경우 디스플레이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AR 체험 

기기로, 현실 환경에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몰입감과 현장감을 

향상시킨다. 이는 머리에 착용하고 사용하는 HMD (Head Mounted 

Display)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및 휴대폰이

나 태블릿을 통해 AR 구현이 가능한 핸드헬드 디바이스(handheld 

device)로 구분할 수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머리에 장착하고 

눈에 밀착 후 모든 시야를 가득 채운 공간에서 AR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社는 머리에 장착하고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사용

자의 손으로 직접 가상환경을 조작할 수 있는 혼합현실 기반의 

홀로렌즈(Hololens)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다소 무거운 장비를 항상 머리에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점에서 

사용 편의성에 제약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구글社는 

경량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구글 글래스(Google Glass)를 개발하여 

일반 안경 형태의 디바이스로 AR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으

나, 이는 현재 기업용 시제품 출시에 불과하여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

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INNOPOLIS, 2021). 반면, 핸드헬드 

디바이스는 대중적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AR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휴대성 및 접근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된다(Oh, 

2018). 개발 사례로, Apple社는 모바일 기기의 AR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 도구인 ARKit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주변 물체를 측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AR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각종 리소스 및 

기술(2D/3D position tracking: AR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3차원 

공간상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경되는 카메라 시점의 위치

와 자세의 좌표값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기술, graphic processing: 

AR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AR 환경에 최적화된 현실감 있는 

3D 영상 및 콘텐츠 확보를 위한 3D 모델링 및 렌더링 기술 등)을 

지원하는 AR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 SDK): 소프트웨어 개발 시 특정 운영체제용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소스 및 도구 패키지)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AR SDK는 Android와 iOS 플랫폼에 대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개발 편의성을 위해 Unity社의 Unity3D 엔진이나 Epic 

Games社의 Unreal 엔진과의 연동기능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SDK로는 PTC社의 Vuforia SDK, Apple社의 ARKit, Google社

의 ARCore 등이 있다. 기존에는 AR SDK의 개발을 이미지, 오브젝

트,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추적할지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Apple社를 필두로 사실감 있는 렌더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개발

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다(Cho et al., 2019).

2.2 건설 안전 관리 내 AR 적용 연구 및 기술 개발 동향

AR은 실제 환경 내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이를 기반으로 

건설 작업 환경에 적절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 안전 

관리 내 AR 기술 적용을 다룬 다수의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Park and Kim(2013)은 BIM, 위치 추적 및 AR을 통합하는 

안전관리 및 시각화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Le 

et al.(2015)는 건설 안전 계획, 교육 및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이 

가능한 웨어러블 컴퓨팅 기반의 BIM 및 AR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Kim et al.(2017)은 웨어러블 장치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AR 

기반의 현장 내 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국내외 시공사들도 건설 현장 내 AR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현대건설社는 AR 기반의 시공 계획 검토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인 HIoS (Hyundai IoT 

Safety System)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현장 내 적용하여 건설 

공사의의 대형화, 복잡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Hyundai E&C, 2020). SK Telecom社는 Trimble社의 AR 기반 

사이트 비전(Site Vision)을 장착한 스마트폰을 통해 3D 설계도와 

시공 정보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현장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도 AR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례로 일본의 

코노이케 건설社는 AR 기반의 터널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접근이 불가한 구간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Cho, 2018).

그러나 상기 제시한 연구 및 개발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건설 

프로젝트 대상으로 적용하여 구체성이 떨어지며, 안전에 집중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AR 

연구가 수행되었더라도 철도 인프라를 대상으로 직접 활용한 연구나 

사례는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 안전 전문가 

입장에서 실제 안전 관리 시 필요한 적정 AR 기능 및 콘텐츠를 

도출하여 철도 인프라 내 AR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철도 인프라 공종 중 안전 관련 니즈가 높은 교량과 

터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적정 AR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현장 점검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Fig.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점검 상 문제점 파악을 위한 

1단계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AR 기술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2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현행 철도 점검 방식 및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안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 (FGI)

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개선 시급성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또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 

내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인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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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요 점검 유형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철도 건설 현장의 주요 안전 

점검 문제를 해결하고, 중점 점검 유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AR 기술 및 콘텐츠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안전 점검 상 문제점과 중점 점검 유형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AR 기술 및 필요 제공 정보를 매핑하여 구체적 AR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후 철도 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정량적 기대 효과 평가를 실시하여 AR 안전 관리 

시스템 내 탑재되어야 할 기술의 개발 우선순위를 최종 정립하였다.

4. 철도 건설 현장 내 주요 안전 점검 방식 및 문제점 조사

4.1 철도 안전 점검 문제점 조사

4.1.1 FGI (Focus Group Interview)

철도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 상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동시에 인터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Park and Lee, 2015). 이는 일반적인 인터뷰 방식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의견 수집이 가능하여 현행 철도 안전 

점검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인터뷰 주제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종합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에 본 방식을 채택하였다. 

Table 1에서와 같이 FGI는 국가철도공단 강원·수도권·충청본

부 소속 안전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의 전문분야

는 10명이 토목공학(91 %), 1명이 전기공학(9 %)이며(Fig. 2 

참고), 경력은 15년 이상이 4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명, 5년 미만이 2명으로 확인되었다(Fig. 3 

참고). 이와 같은 철도 건설 부문 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Table 2에 

제시한 질문지를 활용하여 철도 안전 점검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결과, 현재 철도 안전 점검 방식은 크게 1) 방대한 점검 

항목으로 인한 인력 및 시간 부족, 2) 재래식 측정 방안 및 도구 

사용으로 인한 시간 부족, 3) 위치상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점검 불가, 4) 악천후로 인해 점검이 불가하거나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세 답변은 아래와 같다.

1) 방대한 점검 항목으로 인한 인력 및 시간 부족

현재 철도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

전보건법’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두 법률은 각각 공사목적물과 

근로자의 안전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중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중 작업과 

점검 항목의 방대함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 내 모든 사항을 점검하기

에 인력 및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재래식 측정 방안 및 도구 사용으로 인한 시간 부족

실제 현장에서 치수 측정과 관련된 점검 항목은 대부분 재래식 

측정 도구(예: 줄자, 보폭 등)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검 

Fig. 1. Research Process 

Table 1. Details of FGI Implementation

Interviewees

(11)

The numbers and 

affiliated institution

11 field safety experts belonging to the Korea National Railway 

(Gangwon·Capital area·Chungcheong headquarters)

Specialty
Civi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10 1

Career period
Less than  5 years 5-10 years 10-15 years More than  15 years

2 1 4 4

Date

Gangwon headquarters Capital area headquarters Chungcheong headquarters

16 April 2021 21 May 2021 2 Ju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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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확성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와 같은 가설물은 점검 부재가 

많아 이들에 대해 일일이 측정 및 올바른 설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위치상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점검 불가

현재 철도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은 대부분이 도보로 실시되

어 위치상 접근 불가한 구간의 경우 점검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례로 도로 인프라의 경우 교량 하부 슬래브 점검 

시 굴절차를 활용하지만, 철도 인프라는 설치되어 있는 궤도로 

인해 굴절차 진입이 불가하여 하부에 대한 정밀 점검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악천후로 인한 점검 불가 및 차질 발생

야외 노출 환경에서 실시되는 철도 건설 현장 점검 특성상, 

악천후 시에는 점검이 불가하거나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악천후 상황 속 안전 점검 수행 시 해당 현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검 업무의 수행

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1.2 주요 안전 점검 문제 시급성 평가

상기 인터뷰 결과 도출된 4가지 주요 안전 점검 문제에 대한 

개선 시급성 평가를 위해 FGI 실시 인원(Table 1 참고)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우선순위 평가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였다. 본 

방식은 설문 항목에 대한 설문자의 의견을 5점 척도(1=매우 낮음 

… 5=매우 높음)로 측정하고, 이를 환산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때문에 설문자의 의견을 정량적으로 수집하고 

분석이 가능하다(Kang et al.,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수행하

는 4가지 주요 안전 점검 문제의 개선 시급성에 대한 개별 평가를 

기반으로 해결 우선순위를 도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 결과 ‘재래식 측정 방안 및 도구 사용으로 인한 시간 부족’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위치상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점검 불가, 방대한 점검 항목으로 인한 

인력 및 시간 부족, 악천후로 인한 점검 불가 및 차질 발생’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4가지 주요 안전 점검 문제 모두 

고루 높은 점수 분포를 보임에 따라, 해결의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4).

4.2 철도 안전 점검 관련 법규 분석

철도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점검 유형 도출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과 ‘산업안전보

Fig. 2. Specialism of Interview Target

Fig. 3. Career Period of Interview Target

Table 2. Interview Questions for FGI

Subject Questions

The current safety 

inspection methods and 

problems at the railway 

construction site

How are the safety inspections being 

carried out based on the ac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at are the main problems in conducting 

safety inspection in the railway 

construction site?

Fig. 4. Evaluation of Urgency on the Major Problems in Safety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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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조사하였다(Tables 3 and 4 참고).

Tables 5 and 6는 두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교량과 터널에 

대한 세부 안전 점검 사항에 대한 일부 예시이며, 표의 마지막 

열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들 항목을 점검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이후 당 항목들을 유형별로 집계하여 Figs. 5 and 6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량의 경우 1) 부재 설치 여부(status of 

installation) (32 %), 2) 부재의 적정 간격 준수 여부(adequate 

dimensional spacing) (21 %), 3) 작업 절차 준수 여부(observance 

of work procedures) (18 %) 및 4) 기타 순으로 점검 유형이 

도출되었다. 터널의 경우 1) 작업 절차 준수 여부(56 %), 2) 부재 

설치 여부(26 %), 3) 부재의 적정 간격 준수 여부(6 %) 및 4) 

기타 순으로 점검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처럼 교량 및 터널 모두 1) 작업 절차 준수 여부, 2) 부재 

설치 여부, 3) 부재의 적정 간격 준수 여부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5.2 절에서는 각각의 점검 유형에 적합한 AR 기능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5. 철도 건설 현장 내 활용도 높은 AR 기술 및 콘텐츠 도출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4가지 현행 안전 관리 프로세스 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3가지 주요 점검 유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AR 기술 및 콘텐츠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 안전 분야 내 활용 가능한 AR 기술을 조사하고, 2) 철도 안전 

점검의 주요 문제 및 유형과 이들 기능의 매핑을 통해 현장 내 

필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AR 활용 방안을 도출한 후 

3) 이의 정량적 기대 효과 평가를 실시하여 AR 안전 관리 시스템 

내 탑재되어야 할 기술의 개발 우선순위를 최종 정립하였다.

5.1 안전 분야 내 활용 가능한 AR 기술 조사

앞서 2.1절에서 제시한 AR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 중 안전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조사 및 선별하여 아래에 제시하였다.

1) 모델 배치 투영 및 데이터 입력 기술: Fig. 7(a)와 같이 

AR의 기반 기술로 현실 공간 내 가상 모델 및 정보를 투영하

고, 해당 AR 환경 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HMD 기기는 사용자의 모션을 인식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며, 모바일 기기의 경우 키보드와 같은 

입력 도구를 활용한 AR 환경 내 데이터의 기록이 가능하다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 2011; Park, 2018). 

2) 표식 위치 투영 기술: Fig. 7(b)와 같이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현실 공간 내 가상 모델을 실제 위치에 투영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일례로, Lee et al.(2018)은 GPS를 활용하여 획득

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을 실제 위치에 투영하

여, 굴착 전 매립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AR 어플리케

이션을 개발하였다.

Table 3. Analysis of the Act (Railway Bridge)

The act related 

safety inspection
Construction types

The number of 

checklist
Total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Excavation 34

231

Sheathing support 18

Formwork 31

Reinforcement 36

Concrete 33

Temporary facilities 

for safety
79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cavation 27

410

Sheathing support 42

Formwork 42

Reinforcement 22

Concrete 30

Temporary facilities 

for safety
159

Pile foundation 47

Steel bridge installation 41

Table 4. Analysis of the Act (Railway Tunnel)

The act related 

safety inspection
Construction types

The number of 

checklist
Total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Excavation 27

191

Reinforcement 36

Temporary facilities 

for safety
99

Tunnel excavation 26

Working environment 3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cavation 27

505

Reinforcement 23

Temporary facilities 

for safety
159

Tunnel excavation 58

Working environment 26

Form lining 21

Shaft 33

Tunnel reinforcement 41

Water proofing 9

Temporary electricity 85

Groutin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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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afety Checklist of Railway Bridge

Bridge

Work type
Unit work 

type
Check list Standards Act

Type of safety 
inspection

Temporary 
facilities 
for safety

Scaffold

Are there any protective measures for falling objects such as vertical protection nets on the 
scaffold?

OSH* Status of installation

Is the spacing between the scaffold pillars and wales adequate? OSH Status of installation

Are wales and joists installed at an interval of 1.5 m of less?
CTP*

(Self-Inspection)
Adequate 

dimensional spacing

Are you properly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safety helmets and belts? OSH
Observance of work 

procedures

Working 
platform

Are one working platform 40 cm wide, 3.5 cm thick and 3.6 m long?
CTP

(Self-Inspection)
Adequate 

dimensional spacing

Is the maximum width of the working platform less than 1.6 m?
CTP

(Self-Inspection)
Adequate 

dimensional spacing

Installation status of the working platform (material, gap, fixation)
CTP

(Regular-Inspection)
Status of installation

Form 
work

Assembling 
the staging of 

form work

Do you use a dedicated pin for adjusting the height of staging? OSH Status of installation

Are the upper and lower part of the staging fixed so that it cannot be transferred of moved? OSH Status of installation

If the height is 3.5 m or higher, is the horizontal connector installed every 2 m in 2 directions? OSH
Adequate 

dimensional spacing

Does the staging of formwork comply with the spacing according to the structural review and 
assembly drawing?

OSH Status of installation

Dismantling 
the staging of 

form work

Are safety handrails installed on working platforms after scaffolding is installed when 
dismantling formwork in a high place?

OSH Status of installation

Are safety work procedures followed when dismantling the staging of formwork? OSH
Observance of work 

procedures

Is there any risk of material falling suddenly on workers during the dismantling the staging of 
formwork?

OSH Etc.

※ CTP :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OSH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able 6. Safety Checklist of Railway Tunnel

Tunnel

Work type
Unit work 

type
Check list Standards Act

Type of safety 
inspection

Tunnel 
excavation

Tunnel boring

Is the volume calculation and installation state of ventilation appropriate for tunnel work? OSH* Status of installation

Is the depth of boring observed according to the blasting pattern? OSH
Adequate 

dimensional spacing

Is the leakage current of the work wire periodically checked? OSH
Observance of work 

procedures

Are work wires installed so that they are separated from the floor of the face? OSH Status of installation

Is it carried out after stopping operation during adjustment and maintenance of boring equipment? OSH
Observance of work 

procedures

Tunnel 
charge

Is it not installed in a place where there is a risk of firearm or falling rock?
CTP

(Self-Inspection)
Status of installation

Status of installationAre safety handrails installed on the charge rack? OSH

Observance of work 
proceduresDid the charge worker wea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OSH

Status of installation
Is it a clean and dry place where no one except the person concerned is allowed to enter and 
leave the place where no direct sunlight is received?

CTP
(Self-Inspection)

Tunnel 
blasting

Boring for unexploded blasting shall be made parallel, and the gap shall be at least 60 cm when 
boring the machine, and at least 30 cm when boring personnel.

OSH
Adequate 

dimensional spacing

For loading work, was it loaded after checking the safety by inspecting the blasting hole or 
rock situation?

CTP
(Self-Inspection)

Observance of work 
procedures

Did you check whether workers were evacuated in case of blasting? OSH
Observance of work 

procedures

Tunnel 
mucking

Is ventilation continuously and sufficiently performed? OSH
Observance of work 

procedures

Is the passageway of the pedestrian classified? OSH Etc.

※ CTP :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OSH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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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수 측정 기술: Fig. 7(c)와 같이 AR 환경에서 피사체의 

치수를 측정하는 기술로, Apple社는 라이다(LIDAR) 스캐

너를 통해 주변 환경 및 물체와의 거리를 감지하여 측정 

어플리케이션의 정밀도를 높였다(Apple, 2021).

4) 원격 가상 회의 기술: Fig. 7(d)와 같이 다수의 사용자가 

가상의 AR 공간을 공유하여 동일한 피사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최근 원격 회의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AR 기반의 현실감 있는 원격 가상 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Spatial社는 사용자의 

모션에 대한 트래킹 기술을 통해 가상공간 내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원격 협업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Spatial, 2021).

5.2 철도 안전 점검을 위한 AR 기술 및 정보 콘텐츠 도출

앞서 4장에서 도출된 철도 안전 점검 상 애로사항과 법규상 

안전 점검 항목 유형에 대해 AR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들을 Fig. 8에서와 같이 매핑하였다. 또한 AR 기술 

중 투영 기술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철도 건설 현장 내 AR 기술의 

상세한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Fig. 5. Analysis of Inspection Type (Railway Bridge)

Fig. 6. Analysis of Inspection Type (Railway Tunnel) 

(a) Projection of model layout and input data (b) Projection of the mark position

(c) Dimension measurement (d) Remote virtual conference

Fig. 7. Example of AR Technologies (Apple, 2021; AXORA, 2021; HMG Journal, 2021; Unit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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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델 배치 투영 및 데이터 입력 기술(projection of model 

layout and Input data)

본 기술은 ① 방대한 점검 항목으로 인한 인력 및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⑤ 작업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유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 ①번 문제의 경우 본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안전 규정 등의 

점검 항목, 설계도면 및 도서, BIM 모델, 공정표 및 진도율 

등의 시공 현황 콘텐츠를 통해 필요 정보의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점검 결과를 실시간으로 AR 환경 내 입력하여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입력된 점검 

결과는 안전 관리자들 간의 공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점검 

전반에 대한 이력관리 및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⑤번 점검 유형의 경우 본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현장 내 

필요 정보 중 안전 규정 등의 점검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결과 기록이 가능하다. 이는 

점검부터 결과 기록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AR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안전 점검 방식 대비 편의성 및 효율성

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표식 위치 투영 기술(projection of the mark position)

본 기술은 ⑥ 부재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 유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즉, 투영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현장 내 필요 정보 중 부재 정보와 설치 위치 및 방법을 활용하여 

부재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부재의 

설치 위치를 시공 BIM 모델을 AR로 시각적으로 표시해줌으로써 

시공 도면에 맞게 설치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치수 측정 기술(dimension measurement)

본 기술은 ② 재래식 측정 방안 및 도구 사용으로 인한 시간 

부족 및 정확성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⑦ 부재의 적정 

간격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유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본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AR 및 BIM 기반의 치수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부재들의 길이 혹은 설치 간격 등을 측정 

및 검측할 수 있다. 이는 현장 구조물의 치수 측정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②번의 재래식 측정 도구 사용으로 인한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⑦번 점검 유형의 적정 간격에 대한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원격 가상 회의 기술(remote virtual conference)

본 기술은 ③ 위치상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점검 불가 

문제와 ④ 악천후로 인한 점검 불가 및 차질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③번과 ④번 문제의 경우 기상 조건 및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를 

의미한다. 이에 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된 실내에서 정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경우 ③번과 ④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3 AR 기술 개발 우선순위 도출

상기 도출된 철도 건설 현장 내 AR 기술 활용 방안의 실제 

현장 적용 시 기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Fig. 8. AR Technology Mapping: Major Safety Inspection Problems and Types, Necessar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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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앞선 4장과 동일하게 Table 

1의 인원을 대상으로 리커트척도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평가 결과, 안전 점검 업무 내 4가지 기술 적용 시 ‘모델 배치 

투영, 표식 위치 투영’ 기술의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도출되었

다(Fig. 9 참고). 그러나 현장 안전 전문가는 본 기술들을 통한 

투영체와 실물 간의 오차가 클 경우 점검 업무의 대체가 아닌 

단순 참고용으로 전락할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AR 모델과 실제 구조물 간 투영 오차범위가 10 cm 이하일 

경우 그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AR 기술 개발 

과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R 

환경 내 제공되는 필요 정보의 경우 ‘점검 항목, 설계도면 및 도서, 

BIM 모델, 부재 정보 및 설치 방법’의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10 참고). 그러나 이들 정보가 제때에 업데이트 

되지 않고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다면 정보의 신뢰성 저하가 올 

수 있다. 따라서 AR에 제공될 각종 정보를 일관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 및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AR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시 ‘모델 배치 투영, 

표식 위치 투영’기술이 우선적으로 탑재되어야하며, 이들 AR 

기술은 ‘점검 항목, 설계도면 및 도서, BIM 모델, 부재 정보 

및 설치 방법’이 필수적으로 제공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AR 기술 구현 방안

본 장에는 상기 제시된 AR 기술의 구현 및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Table 7에는 기술 개발 계획 및 난이도를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개발 방안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단, 향후 개발 시 BIM 

운용 소프트웨어인 Revit과의 연동성을 고려하여 Unity를 기본 

엔진으로 활용하고, SDK는 Windows, Mac, Android, iOS 등의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AR Foundation을 활용할 계획이다.

1) 모델 배치 투영 및 입력 기술

우선적으로 AR에서 활용되는 주된 모델 투영 방식, 즉 마커(마커 

방식: 시각적 특징을 가진 2D 영상 및 이미지를 기준 마커로 하여, 

이와 매핑되어 있는 가상 모델을 겹쳐주는 방식(이미지 타겟(image 

target) 방식))·마커리스(마커리스 방식: 마커를 추적하는 대신 현실 

공간 속 객체들의 특징점을 추적하여, 이와 매핑되어 있는 가상 

Fig. 9. Evaluation of Effectiveness when Applying AR Technology 
Within Safety Management 

Fig. 10.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of AR-based Information 
Provided

Table 7. AR Technologies Development Plan 

No. AR technologies
Ranking of 

necessity
Development plan Level of difficulty

1
Projection of model layout 

and Input data
2

Select and project a model projection method with high stability and 

consistency, and enter and save data in real-time.
Middle

2
Projection of 

the mark position
1

A specific element is projected into the actual position and immediately 

check the element position through the visible/hide button.
Low

3 Dimension measurement 4
After designating the measurement start and end point, the measurement 

length is provided by calculating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points.
Middle

4 Remote virtual conference 3
Acquire lidar or drone-based point cloud data and compare visually or 

automatically with BIM models in an indoor environment.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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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겹쳐주는 방식(오브젝트(object target)·에어리어 타겟

(area target) 방식)) 방식의 비교분석을 통해 안정성 및 정합성이 

높은 투영 방식을 선정하고, Revit과의 연동 소프트웨어인 Unity 

Reflect를 활용하여 BIM 모델 및 안전 관련 정보가 투영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점검 결과는 실시간으로 AR 환경 

내 입력 및 저장될 수 있도록 하여 이력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2) 표식 위치 투영 기술

특정 부재를 현장 내 실제 위치에 투영하고, 보임·숨김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즉각적으로 부재의 위치 및 시공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Unity Reflect를 

통해 AR 환경으로 전달된 BIM 모델을 개별 부재별로 구분하여 

가시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C#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구축할 계획

이다.

3) 치수 측정 기술

Unity에서 제공하는 측정 라이브러리인 AR ruler를 활용하여, 

점검 대상의 측정 시작점과 끝점 지정 후 두 점간의 거리 계산을 

통해 측정된 길이를 제공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본 기술은 

반복 검증을 통해 오차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측정 거리를 

도출하여, 현장 내 효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4) 원격 가상 회의 기술

라이다 또는 드론을 기반으로 실측 데이터를 취득하여, 설계 

BIM 모델과 육안 혹은 자동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실측 데이터와 BIM 모델의 회전·확대·축소·이동 기능을 

추가 탑재하여 육안으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 비교 소프트웨어인 Visicon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Scan-to-BIM 기술을 통해 생성된 BIM 모델과 시공 BIM 모델을 

개별 부재별로 자동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7. 결 론

건설 현장 내 안전 강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대에 따라 AR 

기술을 적용하여 현행 안전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철도 인프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드물며, 개발된 기술이나 콘텐츠의 경우에도 일부 

사례에만 국한되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BIM 및 AR 기술을 기반으로 철도 건설 현장의 

현행 안전 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적정 기술 

및 콘텐츠를 도출하고, 이들의 활용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철도 현장 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여 현행 안전 관리 프로세스 

상 주요 문제점을 조사하였으며, ‘재래식 측정 방안 및 도구 사용으

로 인한 시간 부족’ 외 3가지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추가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점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작업 절차 준수, 부재 설치 여부, 부재의 적정 

간격 준수 여부’가 주요한 점검 유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기 

도출된 4가지 현행 안전 관리 프로세스 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3가지 주요 점검 유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AR 

기술을 매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재실

시하여 기술 개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모델 배치 투영, 표식 위치 투영’기술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각 세부 기술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철도 건설 현장에 적용 가능한 AR 기술을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기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단순 기술 조사에 국한되지 

않고 철도 현장 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상세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도출함으로써 실무 활용성을 검증하였다는 것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AR 기술 기반의 안전 점검은 현행 

점검 프로세스의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여전히 육안 

점검이 동반되어야 하기에 자동화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AR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안전 점검의 자동화를 위한 

추가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실측 데이터를 

Scan-to-BIM 기술을 통해 생성한 BIM 모델과 시공 BIM 모델을 

개별 부재별로 자동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대조 기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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