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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FC Server is a database management system that stores data complying with a 

standard data format, called IFC, and keeps track of data transactions, modifications, and 

deletions. It plays a role as an information hub for storing and sharing information between 

various parties involved in construction projects. There have been several efforts to develop an 

IFC Server, however, they suffered from slow performance and long transaction time due to a 

complex mapping process between IFC files and relational database structures. In this study, 

we aim to develop an IFC Server using an object-relational database system. Since IFC has 

an object-flavored data structure, we expect to have a simpler and faster mapping process 

from IFC to the IFC Server. This paper reviews existing studies and describes the overall 

framework of the OR-IFC Server.

  

       

       1. 서    론 

최근 제조업에서는 제품 수명  단계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리함으로써 제품 개발 과정의 효율성을 높

이는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이하 PLM)시스템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건설업 역시 건설 

수명  단계에서 다양한 참여자(건축가, 구조기술자, 설비기술자, 견 문가, 공정 문가 등)에 의해 수많은 

정보가 발생하고 참여자의 효과 인 업과 정보 리를 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하 BIM)

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형 로젝트의 경우 더욱 많은 참여자가 다양한 이종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업을 하기 때문에 BIM에 한 심이 더욱 높다. BIM은 기획, 설계, 시공, 유지 리 단계마다 참여자가 생

성되는 모든 정보를 효과 으로 리하고 재사용함으로써 이윤을 극 화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CPLM(Const  ruction Project Life-cycle Management, 이하 CPLM)은 PLM의 개념을 건설업에 용한 것으

로 BIM을 통하여 업  의사결정을 효과 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 인 건설 환경에서 필요한 건설정보를 교환하기 한 방법은 각 참여자 별로 분 되어 있었다. 참여

자마다 각자의 소 트웨어를 사용해 정보모델을 생성하고 추가 으로 필요한 정보는 각각의 참여자에게 요구

하고 획득하여 각자의 정보모델에 추가함으로써 목 을 달성하 다. 통 인 정보교환 방법은 참여자 사이

에 필요한 동일한 정보를 각자 반복해서 생성함으로써 생산성 하 문제를 야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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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참여자 사이에서 정보의 교환  공유를 한 표 정보모델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IAI(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 이하 IAI)는 EXPRESS 데이터모델링 언어로 건설정

보를 표 한 IFC(International Foundation Classes, 이하 IFC)를 표  건축 정보모델로 제시하 다. IFC는 

재 건설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 모델  하나로서 ISO 10303 표 을 따르고 있으며, 재 2X3버 이 

게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각 소 트웨어포맷 일을 IFC 일 포맷으로 Import/Export기능을 하는 부분을 IFC

번역기라 한다. IFC서버는 IFC번역기를 통해 웹기반으로 IFC모델을 리하는 방식이다. IFC 서버를 개발하

기 한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속도문제와 매핑문제로 실용화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IFC서버에 한 연구를 통해 문제 을 제시하고 기존의 IFC서버에 IDM(Informatio 

n Delivery Manual, 이하 IDM)을 통한 IFC 교환 방법과 객체기반의 데이터 베이스를 용한 효율 인 

OR-IFC서버(Object-oriented Relational Database-IFC Server, 이하 OR-IFC서버)의 임워크를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2. 기존 연구 고찰

건설 로젝트에서 참여자들이 소 트웨어를 통한 하나의 IFC 일을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데에는 문제들이 있었다. 를 들면 IFC 일 기반으로 정보를 교환한 HUT-600 로젝트에서는 크게 3가지 

문제 이 발견되었다 (Kam과 Fischer, 2002). 첫 번째는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서 IFC 일의 크기증가로 인해 

일교환 시간이 증가되는 문제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소 트웨어에서 각기 다른 IFC번역기로 인한 IFC

일의 정보손실 문제이다. 세 번째는 다수의 사용사가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버  컨트롤과 일사용의 권

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정보모델의 일 성이 부족해지고 로젝트  과정에 걸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웹기반으로 IFC모델을 Import/Export할 

수 있는 IFC Model Server(이하 IFC모델 서버)가 제시되었다 (Adachi, 2002). 2002년 일본 SECOM사와 핀란

드 VTT의 IMSvr 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IFC모델 서버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이하 

SOAP)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웹을 통한 IFC 일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 고 

EXPRESS Format인 IFC 일을 XML모델로 변환하고 XSLT(eX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 

formation, 이하 XSLT)와 XML 서(Parser)를 통해 SQL언어로 변환하여 IFC 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해

서 사용할 수 있게 하 다.    

Eurostep에서 개발한 EMS(Eurostep Model Server For IFC, 이하 EMS)의 경우는 SOAP과 XML을 이용

하 고 XML 서 신 XML기반의 PMQL(Product Model Query Language)를 개발하여 SQL언어로 변환하

다 (Karstila, 2002). 이러한 기의 IFC모델 서버는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각각의 서버가 존재하고 클라이

언트들은 각각의 서버를 통해 IFC 일 교환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서버에 속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SABLE(Simple Access to the Building Lifecycle Exchange, 이하 SABLE) 로젝트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여러 개의 서버를 보다 쉽게 연결하기 해 SABLE서버를 제시했다 (Houbaux, 2003). SABLE

서버는 일종의 미들웨어 서버로서 XML데이터 교환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SOAP을 통해 기존의 IFC서버에서 

각각의 서버에 근하기 한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표  인터페이스를 제시하여 모든 서버에 근이 

가능하게 하 다. 표  인터페이스에서는 각각의 IFC서버에서 했던 IFC 일 Import/Export, 일 버  리, 

세션처리, 권한처리 등을 일 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보다 편리하게 IFC서버를 이용할 수 있

게 되었다. 하지만 IFC 일 교환에 있어서 IFC모델이 건설 로젝트의  과정을 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

이지 못하고 일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IFC 일을 장하기 한 계형 데이터베이스

는 객체기반의 IFC모델과는 개념이 달라 매핑(Mapping)의 문제 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IDM을 통한 일교환과 ORDB로의 매핑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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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IFC 서버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OR-IFC서버는 IDM에 기반한 일교환 부분과 ORDB를 이용한 데이터 장  

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그 자세한 내용이다.

3.1. IFC와 IDM

IFC는 재 이종 소 트웨어 간의 정보교환을 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표  정보 모델이다. 하지만 

IFC도 이종 소 트웨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재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IAI에서는 각 소 트

웨어의 일 포맷을 IFC 일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테스트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재 발표

된 IFC 2X3모델에 한 인증 과정은 2단계로써, 첫 번째는 IAI측과 소 트웨어 벤더 사이의 동의되어진 유

닛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고객들에 의한 로젝트 일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재 2

단계의 테스트를 통과한 소 트웨어는 Nemetschek의 AllPlan, Grahpisoft사의 ArchiCAD 11, AutoCAD사의 

AutoCAD Architecture 2008 SP1와 Revit Building 2008 SP1, Bentley Systems사의 Bentley Architecture 

8.9.3, DDS사의 DDS-CAD 6.4 등 12개의 제품이다. 하지만 IAI의 호환성테스트 과정은 명확하게 제시된 규

칙 없이 일변환 후 이상요소가 없으면 격하다고 평가한다. 재 소 트웨어에서 IFC 일로 변환하는 과

정은 테스트하고 있지만 생성된 IFC 일이 이종 소 트웨어 사이에서 일 변환을 변환할 때 호환성에러가 

발생되는지에 한 테스트 과정은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다른 소 트웨어 간에 IFC 일을 교환할 때 데이터

손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단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IAI는 IFC모델의 교환과정과 교환 시 필요한 정보 등을 IDM이라는 메뉴

얼로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IFC 일의 호환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IDM은 Reference Processes, 

Process Map, Business Rules, Verification Tests, Exchange Requirements, Functional Parts, Concepts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장 요한 3가지 요소는 PM(Process Map, 이하 PM), ER(Exchange 

Requirements, 이하 ER), 그리고 FP(Functional Parts, 이하 FP)이다.  PM은 모델정보의 사용  생성 등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로세스 모델로 표 하고 있고, ER은 일반사용자들(건축가, 엔지니어, 시공자)이 로

젝트 과정에서 언제 정보교환이 필요한 지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매뉴얼 형태로 되어 있다. FP는 소 트웨어

벤더들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ER에 맞도록 IFC모델의 subset을 정의하고 있다.

PM을 작성하는 툴은 OMG(Object Management Group, 이하 OMG)의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링 기법인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이하 BPMN)을 사용한다. 하지만, BPMN은 IDM에 맞는 PM을 

작성하기 한 문 로세스 툴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PM과 FP의 연  

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PM을 통해서 FP을 자동 으로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IDM을 이용한 IFC 일 교환 방법은 IFC모델의 모든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교환 과정에서 필요한 

IFC 일 일부를 뷰(view 이하 IFC 뷰)로 정의하고 IFC 뷰를 통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IFC 일 교환 시 소

요시간을 일 수 있다. 따라서 IDM을 이용한 IFC서버의 개발은 IFC 일의 호환성을 높이고 효율 인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3.2. ORDB

IFC와 IFC 뷰는 객체기반의 언어인 EXPRESS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IFC 일을 IFC서버를 통해서 사

용하기 해서는 EXPRESS언어를 데이터베이스 언어형식인 SQL DDL (Data Definition Language,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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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L)로 매핑해야 한다. 하지만 재 주로 사용되는 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이하 RDB)는 

객체기반인 EXPRESS의 상속 개념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매핑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속 개념은 클래스 사이

에 종속 계가 있을 때 하나의 부모 클래스에 속한 속성을 자신으로부터 생된 자식 클래스에 물려  수 있

다는 개념으로써 IFC는 건설수명주기 동안에 생산될 수 있는 정보에 상속의 개념을 포함하는 종속 계를 정

의하여 불필요한 정보의 반복을 최소화하 다. OR-IFC서버에서는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Object-oriented 

Relational Database, 이하 ORDB)를 이용하여 객체기반의 IFC를 객체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매핑하는 방법

을 제공한다. ORDB는 계모델에 객체 지향 인 특성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로써 RDB의 장

인 유연성과 표  질의어 지원 특성에 객체 지향의 장 인 상속과 캡슐화 개념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객

체기반 언어로 정의된 IFC 일을 매핑 할 때 기존의 RDB에서 상속개념을 용하기 해 속성들을 인 으

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 없게 되어서 매핑 과정에서 질의(Query)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 된다. 

한 한번 정의한 클래스를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효과 인 질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ORDB로의 매핑방식이 

구 된다면 IFC모델을 데이터베이스로 빠르고 효율 으로 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OR-IFC 서버 임워크

                          그림 1 OR-IFC Server 임워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OR-IFC서버는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로젝트 참여자는 IFC 일을 

OR-IFC 서버에 Upload하고 참여자는 IDM을 통해서 생성된 IFC 뷰를 통해 로세스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

만 선택하여 Export/Import 할 수 있다. OR-IFC서버에서 실질 으로 IFC 일을 Import/Export하는 IFC번역

기의 개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종소 트웨어에서 생성된 다른 포맷의 자

체 일을 OR-IFC 서버로 Import한 후 IFC 일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각 소 트웨어 포맷에 맞는 여러 서

버를 개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재 각 소 트웨어에서 생성되는 IFC 일들은 일 성이 없고 버그가 

많기 때문에 일 성 있는 IFC모델 생성에 유리하다. 두 번째 방법은 각 소 트웨어에서 IFC 일로 Export한 

후 OR-IFC서버에서 IFC 일을 Import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IFC 일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발비

용이 감소하지만 IFC 일이 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수정기(fixer)를 두어서 유효성을 검토하는 장치가 필

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재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여 IFC번역기를 개발할 정이다.

개발 차는 4단계로 나  수 있는데 1단계에서는 건설 로세스에서 IFC 일 교환에 한 필요정보 분석

을 통해 IDM을 정의하고 정의된 IDM으로부터 IFC 뷰를 도출한다. 2단계에서는 IFC Exporter개발을 통해 

객체단 로 IFC 일을 검색하고 객체단 로 Export를 가능하게 한다. 3단계에서는 IFC Importer개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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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로 Import를 가능하게 한다. 4단계에서는 IFC번역기를 테스트하고 디버깅(Debugging)한다. IFC번역기는 

IFC 일에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핵심이다.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친다. 1단계

는 IFC 일을 Import한 후 IFC 일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추출한 데이터를 필

요한 정보에 맞게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때 호환성테스트와 데이터 유효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3

단계에서는 조건에 맞게 필요한 데이터를 첨부하는 결합과정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

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은 첫째, GUID(Globally Unique Identifier)문제이다. 각 소 트웨어에서 동일한 

모델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일변환 후에도 각 소 트웨어에서 객체의 고유한 ID를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IFC 일 변환과정에서 정의된 IDM에 맞는 객체를 뽑을 때 ID를 추가해서 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거

나 객체 식별자 (OID, Object Identifier)를 데이터베이스 내부 으로 부여하여 항상 유일한 값을 갖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동시공학문제(Concurrent Engineering)이다. IFC 일을 import하는 동안 이용자가 IFC

일을 요구하면 어느 것을 먼  처리할지에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동시에 데이터를 사용

할 수 없도록 일 잠  후 사용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작업의 효율성 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IFC뷰

를 통해서 자신의 수정부분 이외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정의하고 수정권한은 권한부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일 버젼 컨트롤이다. 수정된 일은 히스토리 로그를 가져야 하고 버 ID를 통해 자동

으로 리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복잡하고 형화되는 건설산업에서 업은 필수 이다. 업에 있어서 효율 인 데이터의 공유와 호환을 

하여 몇 가지 로젝트에서 IFC서버가 개발되었지만 상업 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IFC서버와는 다르게 객체개념이 추가된 ORDB를 사용하고, 로세스에 있어서 필요정보를 IDM으로 정의하

여, 효율 인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OR-IFC서버를 제안하 고, OR-IFC서버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OR-IFC 

서버 임워크를 제시하 다. 이와 같은 IFC기반의 OR-IFC서버를 통한 데이터의 리는 건설 로젝트  

과정에 있어서 업에 필수 인 데이터의 효율 인 공유  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것은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에 맞는 실질 인 IDM작성 방법과 IFC뷰 생성방법에 한 연구와 IFC 일

을 ORDB에 매핑하는 연구를 병행할 정이고 실제 IFC번역기를 개발을 통해서 IFC서버를 구 하고 CPLM

과 연결하는 방안에 한 연구를 진행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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