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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safety accidents are continuously occurring due to the aging of underground 

facilities and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Moreover, although the underground 

space is continuously being developed, the current status information is not clearly 

recorded and managed, so there is a limit to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underground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n augmented reality-based system that can 

effectively maintain and manage underground facilities that are difficult to manage 

because they are located underground. In order to develop an augmented reality-based 

underground facility management system, three essential requirements, ‘precise locali-

zation’, ‘use of BIM information’, and ‘ensure usability’ were derived and reflected in 

the system. By utilizing Broadcast-RTK, the positional precision was secured to cm 

level, and the configuration and attribute information of the BIM was converted into 

the IFC format to construct a system that could be implemented in augmented reality. 

It developed an application that can optimize usability. Finally, through simulation, the 

configuration and attribute information of structures and mechanical systems consti-

tuting underground facilities were implemented in augmented realit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accurate and highly consistent augmented reality system works 

even in harsh environment (near high-rise building).

Keywords: Augmented reality, Underground facility, Management system, Design 
information,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

Technical Paper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Jaeseop ShinㆍSongkang AnㆍJeongwoog Song

526

초 록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시설물의 노후화와 체계적인 관리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

하공간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에도 지하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이에 대한 현황정보가 명확하게 기록 ‧ 관

리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하에 위치해 확인하기 어려운 

지하시설물을 증강현실로 구현하여 유지관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증강현실기반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세 가지 필수 요구사항인 ‘정밀 위치파악’, ‘BIM 설계정보 활용’, ‘사용성 확보’를 

도출하여 이를 시스템 개발에 반영하였다. Broadcast-RTK를 활용하여 위치정밀도를 cm급으로 확보하였고, BIM 모델

의 형상 및 속성정보를 IFC포맷으로 변환하여 증강현실로 구현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용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Application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하시설물을 구성하는 구조체 및 기계 시스템의 형상, 

속성정보를 증강현실로 구현하였다. 또한 가혹한 환경(고층 빌딩 인접)에서도 정밀하고 정합성 높은 증강현실 시스템이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증강현실,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설계정보, 빌딩정보모델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상생활에선 볼 수 없지만 우리 발 아래엔 생활에 필수적인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공동구 등의 지하시설

물이 존재한다. 업통상부 ‘노후 기반시설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지하시설물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지하

시설은 송유관 1,310 km, 도시가스배관 19,680 km, 열수송관 1,163 km로 각각 전체의 97.5%, 37.6%, 26.2%에 

이른다.1)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이런 지하시설물이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상수도관의 12.9%, 하수도

관의 50.4%가 30년 이상 경과되었다(Lee and Yoon, 2019). 실제로 2019년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파열로 충무

로 일대의 지반침하와 도로침수, 교통마비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8년 열수송관의 노후화 손상으로 목동 일대의 

온수 및 난방이 중단되었다. 이 외에도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로 약 80억원의 재산피해와 통신장

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지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처럼 국내 지하시설물의 노후

화와 체계적인 관리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다

양하고 지하공간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현황정보가 명확하게 기록, 관리되고 있지 않아 체

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IM을 기반으로 지하시설물을 형상정보와 속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지하에 매설되어 보이지 않는 지하시설물을 손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목적이 있다.

1) 지뢰밭같은 지하 배관시설 일제점검해야(이투뉴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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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절차

본 연구는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증강현실기반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 개념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시스템 구현을 위한 필수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필요기술을 도입하여 시제품 개발과 시범시설을 대상으로 시뮬레

이션과 평가 및 검증 수행을 본 연구의 범위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과 절차는 Fig. 1과 같다.

1) BIM 정보를 활용한 증강현실기반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현 필수 요구조건 도출

- 증강현실 사용자 정밀위치 파악, 지하시설물 설계형상, 속성정보 활용, 증강현실 사용성 향상

2) 도출한 필수 요구조건을 구현할 기술 및 방법을 도입하고, 세부 시스템을 설계

- 통신기지국을 이용한 RTK, BIM (빌딩정보모델), 최적화된 AR User-interface

3) 시범시설 선정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평가

- 고층빌딩과 인접한 지하시설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구현

Fig. 1. Research flow

2. 배경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증강현실 기술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란 현실세계와 가상의 체험을 결합하는 기술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 및 그

래픽을 합성하여 원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래픽 기법이다(Bang and Choi, 2010).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방법은 Fig. 2와 같이 ‘Optical See-through’방식과 ‘Video See-through’방식으로 나뉜다. 

Optical See-through는 사용자의 눈앞에 반투과성 광학 합성기가 부착되어 이곳에 가상의 그래픽이 투과되는 방

식이다. 스마트글래스와 자동차 운전석의 HUD (Head-up Display)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Video See-throug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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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인식하는 현실을 가상 영상과 합성하여 디스플레이에 구현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Video See-through 방식의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 Optical See-through는 Video See-through

에 비해 사용자의 몰입감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디스플레이 선명도와 운용 편의성2) 등에 한계가 있다. 

Fig. 2. AR implementation methods: Video See-through (left), Optical See-through (right) (Billinghurst, 2004)

2.2 GNSS 기반 RTK

RTK (Real Time Kinematic, 실시간 이동측위)란 GNSS3) 위치 데이터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기준점(Base 

station)의 반송파 위상에 대한 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이동국(Rover)에서 센티미터급 오차의 정확한 위치측위 방

법을 의미한다. RTK 기술은 주로 측량이나 토목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무인이동체의 자율주행 기기 제어를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KISA, 2020).

하지만 기존의 RTK는 Fig. 3과 같이 기준점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 및 사용편의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 기준국의 보정신호를 받는 Network-RTK와 여기에 더해 DMB 

2) 반투과성 유리에 그래픽이 투과되어 선명도가 떨어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선택(터치)하기에 한계가 있다.

3)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항법시스템)으로 GPS (미국), Glonass (러시아), Galileo (유럽), Beidou (중국)이 대표적이다.

Fig. 3. General RTK vs Broadcast RTK (docs.datagn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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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호 및 LTE를 추가한 Broadcast-RTK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Network-RTK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각종 제품 및 상용서비스에 RTK 기술이 융합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Network-RTK 사

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Kim, 2020), Broadcast-RTK는 방송망을 통해 전국의 RTK 기준국 보정신호를 단방향

으로 전송하여 Network RTK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ark et al., 

2020).

2.3 BIM 설계정보와 IFC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은 3차원 정보모델로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내재하고 있는 디지털 모형

을 말한다(Kim, 2010). 미국 연방조달청(GSA)은 BIM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 설계 결과물의 디지털로 납품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Sacks et al., 2018). 싱가폴 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은 BIM 발주 가이드

를 발간하고 건설사업의 과업지시서 및 입찰안내서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Koo et al., 2018). 또한 우리나라도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발표하여 건설산업 전반에 BIM 적용 및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4) 이 과정에서 

BIM 중립 포멧인 IFC (Industry Foundation Classes)가 주로 사용된다. IFC는 건설 프로그램 간의 정보교환을 위

해 건물정보를 일관된 데이터로 표현하면서 확장 가능하도록 개발된 스키마이다(Sacks et al., 2018). 따라서 IFC

를 통해 건물의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등 전체 생애주기 동안의 모든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FC는 빌

딩스마트협회(buildingSMART International)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국제표준5) 및 국내표준6)으로 등록되어 

시설의 형상 및 속성정보 호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2.4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 증강현실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 선행연구 분석 대상은 Table 1과 같다. Lee et al.(2018)

과 Cheng et al.(2019)의 공공지하시설물(맨홀, 매설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강현실 구현 위치파악을 

위해 일반 GPS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극복하고자 Lee et al.(2018)은 카메라를 통해 3D 모

델의 영상 정합방법을 사용하였다. 반면 Stylianidis et al.(2020)은 Multi-GNSS를 사용하여 정밀도를 향상하였다. 

세 연구 모두 공통적으로 지하매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GIS를 기반으로 증강현실 구현 및 객체를 재현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지하시설(지하통로, 공동구, 지하철 시설 등)의 복잡한 형상과 속성정보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roadcast-RTK기반의 증강현실 위치정밀도 구현과 BIM (IFC포멧 기반)기반의 시설정보

(3D 형상 및 속성) 구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4) LH 공동주택 내년부터 BIM 의무적용 확대…2025년엔 토목 ‧ 건축 설계 전면(대한전문건설신문, 2020.12.28.).

5) ISO 16739:2013 Industry Foundation Classes (IFC) for data sharing in the construction and facility management industries, ISO 16739-1: 

2018 Industry Foundation Classes (IFC) for data sharing in the construction and facility management industries — Part 1: Data schema.

6) KS x ISO 16739:2013 건축/건설 및 시설 관리 산업에서의 건물 정보 호환을 위한 체계 및 표준(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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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view of previous studies AR and underground facility

Author Characteristics Key technologies

Lee et al. (2018)

- Public underground facility (manhole, pipeline, etc)

- Automatically 2D drawing to 3D model

- Location positioning using camera

GNSS (GPS), GIS (Arc GIS), AR

Cheng et al. (2019)

- Buried underground water pipeline

- Use spatial data in GeoJSON format

- Utilize smartphone sensor (GPS, camera, screen)

GNSS (GPS), GIS (GeoJSON), AR

Stylianidis et al. (2020)

- Domain positioning system

- Use GIS and geodatabases

- Evaluate usability KPI

Multi-GNSS (Galileo, Egnos), 

GIS (Geo tools), AR

3. 증강현실기반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 개발

3.1 요구성능 도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BIM 정보를 활용한 증강현실기반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Fig. 4와 같이 

3가지의 필수 요구성능을 도출하였다.

Fig. 4. Essential requirements of this system

첫 번째는 증강현실 사용자의 정밀한 위치 파악이다. 선행연구를 포함한 본 연구에서 지하 배관 및 시설물은 지

하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굴착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그 위치와 매설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다. 주로 지

하시설물 관리 시스템은 유지보수 또는 새로운 지하시설을 추가 매설하기 위해 필요한데, 기존 매립된 시설의 위

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굴착시 인접시설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지반침하 사고의 60%가 지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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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파손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Kim et al., 2021) 지반침하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기마커(Magnetic maker)또는 RFID를 매립당시 시설물에 부착하여 관리하

는 방식이 제안되었지만(Kim, 2009),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시설에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고, 되메우기 및 다짐과

정에서 위치 변화나 파손 등의 원인으로 인식률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BIM (IFC 포멧) 설계 데이터의 활용이다. 2021년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토목 ‧ 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까지 전면 BIM설계를 목표로 

추진하여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BIM에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분야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BIM 적용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분은 2024년부터 적용범위를 확

대한다. 이와 같은 추세로 지하시설의 설계정보 또한 BIM으로 통합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증강

현실 기반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은 BIM의 표준화된 포맷인 IFC 형상 및 형상정보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본 연

구에서 설계 및 건설과정에서 사용한 BIM 설계정보의 활용을 필수 요구조건으로 도출한 이유는, 지하시설물 사

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실제 매립 위치, 

형상 ‧ 속성정보들의 신뢰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Lee and Yoon (2019)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현황에 대한 정보

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아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가 현장과 다른 경우가 많으며,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 현황 및 시설물별 데이터 신뢰성’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종류별 매설 데이터 오류율은 최대 32% (전력

선 31.7%, 하수도관 27% 등) 이른다. 이는 초기 설계과정에서 사용된 BIM 모델이 아닌 과거 제작된 도면과 현황

도를 기반으로 제작된 3차원 모델과 속성정보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인 오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BIM (IFC 포멧)을 기반으로 형상 및 속성정보를 별도의 입력과정 없이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요구성능은 증강현실 시스템의 사용성(Usability)이다. 사용성이란 사용자가 특정 기기를 

사용할 때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지 평가하는 지표이다(Lee, 2016). 사용성 국제표준인 ISO 9241-117)에 

의하면 사용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만족도(Satisfaction)

로 구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증강현실 시스템의 사용성 성능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효과성(Effectiveness) : RTK를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취득하고, 기기의 이동, 회전 시에 3D 모델 위치를 정

확하게 구현해 낼 수 있다.

• 효율성(Efficiency) : BIM의 형상과 속성을 손쉽게 불러올 수 있고, 사용자가 증강현실로 구현된 모델을 선택

하여 손쉽게 속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만족도(Satisfaction) : 사용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매설물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거나 시각화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실제 발 아래 구현된 듯한 현실감을 얻을 수 있다.

7) ISO 9241-210:2019 -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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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구성

본 연구 증강현실 시스템의 요구성능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는 Fig. 5와 같다.

Fig. 5. AR system architecture

‘RTK Receiver’는 Multi-GNSS 수신기를 기반으로 DMB 방송 및 LTE 통신 수신국을 Basestation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모듈이 결합된 수신기를 사용하였다. ‘BIM Model’은 건축/토목 구조물과 각종 설비, 시스템을 통합하

거나 별도의 파일로 시스템에 Import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기기인 ‘Tablet PC’에서는 사용

자의 이동과 회전 등을 인지하는 IMU sensor (관성측정장치)와 카메라, 터치패드 등의 기능을 사용하였다.

‘Application’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RTK Receiver’, ‘BIM Model’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Tablet PC’와 인터

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8) 세부적으로, 정밀한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Serial Port Utility Pro 모듈과 

BIM Model을 IFC로 받아들이는 IFC Importer 모듈, 그리고 Tablet PC로부터 사용자의 사용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AR Core XR Plug-in 및 AR Foundation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AR Core XR Plug-in은 증강현실 사용자가 

Tablet PC를 회전하고 기울이는 등의 행위를 인식하고, 카메라를 통해 지표면 인식 결과를 AR Foundation에 전

달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AR Engine은 앞의 3개 모듈을 통합하여 증강현실 시스템의 요구성능을 구현하

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정밀 위치 데이터를 수신하고 BIM 모델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성을 최적화한 UI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8) Unity 2021을 기반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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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개발

본 연구 증강현실 구현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과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Fig. 6과 같다. 하드웨어는 

IMU 및 Gyroscope 센서, 카메라를 포함한 Tablet PC와 부속 장비인 Multi-GNSS Antenna, LTE Antenna, 수신

기로 구성된다.

Fig. 6. Hardware component and algorithm of AR system

Tablet PC Display에 BIM 모델을 배치하기 위해 Fig. 6의 Algorithm 1과 같이 AR system 알고리즘(경위도에 

따른 좌표 값 계산, 방위를 이용한 3차원 공간 배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계산)을 구성하였다. [AR system.13]9) 

Tablet PC를 좌표 (0,0)을 기준으로 BIM 모델을 배치한다. 위치 정보는 경위도로 받아오기 때문에 Meter 단위로 

좌표를 변환해준다. 각 위치 정보는 투영좌표계에서 계산한다. [AR system.6, 7] BIM 모델과 GNSS 수신기의 위

치정보를 좌표 값으로 위도와 경도 거리를 Meter 단위로 각각 계산한다. [AR system.8] 각각 계산한 좌표 값의 차

로 좌표(X, Y)를 구한다. [AR system.9]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지면인식 API (ARPlaneManger)를 사용하여 Z 

좌표를 구한다. [AR system.10] 계산한 좌표 값(X, Y, Z)으로 BIM 모델을 배치한다. [AR system.11, 24] Tablet 

PC에서 증강현실 앱 구동 시 Tablet PC에서 바라보는 방향 기준으로 필드가 형성이 되어 Tablet PC의 IMU 

Sensor 방위 값과 구동 시의 AR 카메라 방향의 차만큼 필드를 회전한다.

9) Fig. 6 우측 Algorithm 1의 13번째 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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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및 평가

4.1 대상 시설 선정

본 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설과 범위를 선정하였다. 대상은 Fig. 7과 같이 큰 타워에 인접한 지하시설

로, 중앙에 선큰(Sunken)이 위치해 있다. 대상 지하시설의 상부는 타워 사용자의 진입 및 사람의 보행을 위해 사

용되어 보행자 시선에서는 지하에 어떤 시설과 설비가 위치 해있는지 확인이 불가한 시설이다. 시설 중앙부에 선

큰이 위치해 있어, 증강현실로 구현한 BIM 형상의 위치가 실제 시설과 위치오차 없이 구현되었는지 확인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Fig. 7. Simulation site and scope

증강현실을 통해 구현할 시설 대상은 구조체(기둥, 보)와 공조 덕트(HVAC Duct)와 배관(Piping)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시설의 전체 BIM 모델과 증강현실 구현 구역의 BIM 모델은 Fig. 7의 우측과 같다.

4.2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두 단계로 나눠서 수행하였다. 처음에는 정밀 위치 파악을 위한 RTK와 지표면 인식(Ground 

awareness) 기능을 끈 상태에서 증강현실을 구현한 후, 모든 기능을 활성화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차이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Development of an augmented reality based underground facility management system using BIM information

535

RTK를 끈 상태(일반 GNSS를 통한 위치 측정)에서 증강현실 위치 정확도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이 최소 11 

m에서 16 m의 오차를 나타냈다10). 이는 통상 5~10 m 내외의 오차(Kim and Park, 2012; Choe et al., 2016)를 나

타낸다고 알려진 것 보다 큰 값으로, 측정지점 인근에 27층 높이의 건물이 위치해 있어 큰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오차로 인해 Fig. 8과 같이 증강현실에서 나타난 모델과 실제 위치가 정합되지 않는 현상이 발

생하였다.11) 또한 지표면 인식의 부재로 인해 증강현실로 구현한 모델이 지하에 위치한 것이 아닌 대지 표면에 배

치되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Location difference without RTK

Location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Difference 15 m 11 m 16 m 15 m

Fig. 8. AR implementation without main functions

이후 RTK와 지표면 인식기능을 모두 활성화하여 구현한 증강현실 화면은 Fig. 9와 같다. 앞에서 발생했던 모

델과 실제 시설의 위치 정합성 등의 문제가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시설과 증강현실을 통해 구현된 모델이 

정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표면 인식을 통해 정확한 깊이에 지표면 아래 시설 모델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일반 GPS에서 10미터 내외 위치 측위 오차를 센티미터급으로 줄여 증강현실 구현시 실제 시설과 

10) Fig. 7의 좌측 Point #1~#4.

11) Fig. 8의 아래쪽 점선(Actual Facility)은 실제 구조물 끝 라인으로 점선 넘어서는 선큰으로, 아무런 구조물과 설비가 없음에도 증강현실 화면에는 

구조물 모델(AR implemented Model)이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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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모델의 정합성을 개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Fig. 9 좌측 하단 사진과 같이 설계정보 확인 창을 통해 

BIM 모델 속성정보가 증강현실 화면에 정확히 구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는 Tablet PC의 화면에 구현된 

모델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속성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9. AR system simulation

5. 결 론

본 연구는 지하에 위치해 확인하기 어려운 지하시설물을 증강현실로 구현하여 유지관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증강현실기반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세 가지 필수 요구사항

인 ‘정밀 위치파악’, ‘BIM 설계정보 활용’, ‘사용성 확보’ 를 도출하여 이를 만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Broad-

cast-RTK를 활용하여 위치정밀도를 센티미터급으로 확보하였고, BIM 모델의 형상 및 속성정보를 IFC 포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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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여 증강현실로 구현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용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Application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하시설물을 구성하는 구조체 및 기계 시스템의 형상, 속성정보를 구현하였다. 또한 가혹한 

환경(고층 빌딩 인접)에서도 정밀하고 정합성 높은 증강현실 시스템이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시스템을 활용해 지하에 매설되어 보이지 않은 지하시설물을 증강현실로 손쉽게 확인하고, 

BIM 기반의 속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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