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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ormation Delivery Manual (IDM) is a documentation format for capturing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among various AEC project tasks and their software uses. The authors analyzed the  

structural engineering and analysis domain and were able to define its process model definition and the 

information flow required for the process by following the methodology stated in the IDM format. The 

authors believe that The manual has its potentials for further enhancements for IFC-based process 

integration by transferring it into a information model schema, which can be later referenced by the 

software applications to automatically determine which data need to be ex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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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 로젝트 로세스에서는 각 참여주체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확한 정보교

환이 성공 인 수행에 매우 요하다. 한 로젝트가 복잡화,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참여 주체들도 문화 

다양화되면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정보의 양 한 방 해져 이들 참여 주체 간 다량의 이질  정보를 원활히 

공유할 수 있는 소통체계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러한 소통체계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로젝트 련정

보 사이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한 통합 정보모델을 정의하고자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왔으며, 2000년  

들어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가 이 같은 통합모델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 다(유석  2007).

그러나 IFC를 이용한 정보교환이 실제 시도되면서 몇 가지 문제 이 드러났다. 우선 소 트웨어마다 지원

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름에 따라 교환 과정에서 지원되지 않는 정보가 사라지거나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소 트웨어의 정보교환 모듈(model translator)의 표 화된 호환성 테스트 방법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모듈의 신뢰도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한 

로세스를 상으로 어떤 정보가 교환되어야 하는지 IFC 모델의 소집합에 응하는 정보명세와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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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등의 형태로 정의하여 정보 교환이 실제 이루어질 때 이를 참조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한 

문서 포맷으로 개방형 정보 달 매뉴얼 양식인 IDM (Information Delivery Manual)이 Jeffrey Wix에 의해 

개발되어 IFC를 개발한 IAI에서 이를 채택하 다. IFC가 건설 로젝트 생애주기 내에 모든 정보에 한 포

인 정보모델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IDM은 체 로젝트의 일부분에 속하는 개별 로세스에서 필요한 

정보의 세부 인 변환  후속 로세스로의 달방법을 서술하는 것으로 실제 로젝트에서 필요한 요구사

항들을 더욱 구체 으로 반 하여 IFC를 통한 정보 교환  이에 따른 BIM의 보 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 하고 있다(Jeffrey Wix 2007).

본 연구에서는 IDM 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신축 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구조 설계  

엔지니어링 업무를 분석하여 이를 구성하는 개별 단 업무의 구성방식(process map)과 이에 한 정보요구

사항(exchange requirements), IDM에서 기능별 부분모델(functional parts)이라고 하는 정보모델의 응 부분

을 알아내어 이를 표 문서화 하 다. 이를 통해 참여 주체들 간의 원활한 업을 도모하기 한 IFC 기반

의 정보교환 체계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의 범   방법

앞서 기술한 IDM 양식에 기반으로 한 업무별 요구 정보의 문서화 이외에도 본 연구는 구조 설계  엔지

니어링 로세스에서 사용하는 설계  해석 소 트웨어에서 생성  교환되는 정보를 알아내어 이를 이용

해 각 소 트웨어에서 사용하는 IFC모델의 서 셋  정보 교환을 해 타 소 트웨어에 송하여야 할 정

보의 서 셋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교환 로세스 도출  분석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구조 설계  엔지니어링 업무를 구성하는 하 의 단  업무 ( : 건축설계, 구조

체 선정, 구조설계, 구조해석 등)와 해당 업무에서의 정보의 흐름을(단  업무 사이에 교류되는 정보의 종

류와 교환방식) 알아내어 이를 IDM 로세스 맵(process map)의 형태로 정의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

무에서 사용하는 소 트웨어 한 조사한다.

2) 샘  모델 테스트

 이  단계에서 정의한 로세스 맵에 따라 샘  IFC 데이터를 이용한 실제 정보 교환을 실행하여 사용된 

소 트웨어의 호환성을 시험해 본다.

3) IDM 기반의 표 문서화

 체 로세스(process map) 상에서 특정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구조분야 단 업무(reference process)

의 정보요구사항(exchange requirements)  소 트웨어가 입출력할 수 있는 기능별 부분모델(functional 

parts)을 도출한 후 이를 IDM 양식으로 문서화한다.

2. 정보교환 표 체계 

2.1 IFC (Industrial Foundation Classes) 표  건축 정보모델

 산업 기반 클래스, 즉 IFC는 건설분야에서 다 지는 모든 정보(설계, 물량  비용, 시공정보 등)를 포 하

는 정보모델을 ISO/STEP(ISO10303) 제품 정보표  표 에 의거 정의한 것이다. IFC는 1995년 설립된 비

리 국제기구인 IAI(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의 주 아래 다수의 연구 기 과 실무 업체, 

련 소 트웨어 업체의 국제  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1997년 계획, 설비, 시공 리, 시설물 리 4개의 사업 

분야를 포함하는 IFC Release 1을 시작으로 하여, 재는 IFC Release 3이 개발되고 있으며, 재 공개된 

IFC 버 으로는 2006년 2월에 IFC 2x Edition 3이 있다. 신규 버 이 출시될수록 IFC가 지원하는 역도 늘

어나면서 이를 지원하는 련 소 트웨어 제품의 수도 차 늘어나고 있다(IAI 홈페이지). 련 연구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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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진행되어 IFC의 2차원 확장 방안에 한 연구(김인한 2005), nD CAD 시스템의 IFC 활용방안에 한 이

론연구(이상헌 2003), IFC를 통한 건설데이터 통합에 한 연구(Changfeng 2006), 4D CAD에서 IFC의 활용 

가능성에 한연구(Ali M. T. 2005), IFC 기반 업체계 구축에 한연구(Jim P. 2007)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존하는 다수의 IFC 지원 소 트웨어에서 이를 이용해 실제 정보를 교환했을 때 원본 정보의 정확

한 달을 방해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로 객체정보 상실, 기학학  모델링 표

 오류, 거 해지는 일크기, 객체 간 간섭 등이 있으며, 원인 한 모델 자체의 문제, 소 트웨어에서 IFC 

구 의 오류, 사용자의 실책 등 다양하다. SABLE 로젝트에서는 IFC 모델의 방 함과 복잡함, 일단  

송 시 생기는 정보모델의 동기화의 어려움을 이러한 문제의 주원인으로 보고 IFC를 단순화한 분야별 근 

인터페이스와 이를 통해 다수가 공유하는 단일 모델 데이터베이스를 안으로 제시하 다(BLIS-project 홈

페이지). 그러나 분야별 근 인터페이스만으로는 다양한 소 트웨어의 소요정보를 처리하기에 부족하며, 사

용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근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체계화된 방법이 부재하다는 , 그리고 이러한 인터

페이스와 실제 IFC 모델사이의 매핑은 여 히 복잡하여 구 이 어렵다는 이 단 으로 보인다.

2.2 정보 달 매뉴얼(IDM, Information Delivery Manual)

IDM은 건설분야의 업무 로세스를 IFC를 이용해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교환 문제를 해결

하기 해 2005년 IAI 노르웨이 지부의 Jeffrey Wix가 제안한 문서화 양식으로 BPMN(Business Process 

Model Notation)을 이용해 해당 업무의 로세스 모델을 정의한다. 여기에서 정의된 단 업무 별로 필요한 

정보항목을 정의한 후 응하는 IFC 체모델(i.e. IFC schema)의 소집합인 IFC 뷰(View)를 정의하고 이를 

분류하여 문서화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하지만 IDM은 기본 으로 문서화 양식이자 방법론에 한 정의만을 

담고 있어 이를 실제 업무에 용하기 해 필요한 개별 로세스에 한 정의는 들어있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정보 달 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국내실정에 맞는 개별 로세스를 정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구조설계 엔지니어링 소 트웨어 간의 정보교환 로세스 분석  샘  모델 테스트

3.1 구조분야 정보교환 로세스 분석

각 소 트웨어가 지원해야 될 BIM 개체의 소집합과 이를 타 소 트웨어에 달할 때 지원해야 할 소집합, 

한 이러한 달과정에서 변환되어야 할 내부 데이터  매핑 법칙들은 이들이 사용되는 업무의 요구사항

과 해당 업무가 속한 로세스( 는 워크 로우)에 종속되는 사항들이므로 우선 개별 로세스 한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단  업무의 종류와 각 업무간의 종속 계, 

한 이들 업무에서 사용되는 소 트웨어 사이의 정보교환 로세스를 분석하여 이에 한 로세스 모델을 

도출하 다. 그림 1은 그  일부로서 구조설계 엔지니어링 소 트웨어 간의 정보교환 로세스의 정의를 보

여주고 있다. 여기에 시된 다이어그램을 설명하면, 건축가와 구조엔지니어는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에

서 서로의 문성을 고려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Steel ShopDW)은 건축가와 구조엔지니어가 생성

하는 실시설계안, 시공도서, 구조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철골 구조부재에 한 상세설계가 이루어진다. 건

축가는 건축물의 종류, 치, 층수, 형상, 기본 인 디자인 컨셉, 특이 과 같은 정보를 구조엔지니어에게 제

공한다. 구조엔지니어는 구조시스템, 개념 인 구조부재의 크기  개수와 같은 정보를 건축가에게 제공한다. 

건축가는 건축물의 종류, 치, 건축물의 형상  구조형태, 지내력테스트결과, 설계상의 특이  등의 정보를 

구조엔지니어에게 제공한다. 구조엔지니어는 구조시스템, 구조부재의 크기  개수 등의 정보를 건축가에게 

제공한다. 구조설계엔지니어는 건축물의 종류  요구조건을 용시킨 구조 설계안을 구조해석엔지니어에게 

제공하고, 구조해석엔지니어는 부재의 크기  타입, 단면형태를 용시킨 구조 설계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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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조설계 엔지니어링 소 트웨어 간 정보교환 로세스 

3.2 샘  모델 테스트

앞에서 도출한 구조분야 정보교환 로세스에 따라, 간단한 모델을 생성하여 데이터 교환테스트를 실시하

기 해 ArchiCAD, Tekla structure, SAP 2000을 각각 건축설계, 구조설계, 구조해석 소 트웨어로 선정한 

후, 각각의 한 정보교환 테스트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 BIM S/W → 구조해석 S/W(*.ifc) 그림 3. 구조설계 S/W → 구조해석 S/W(*.ifc)

그림 4. 구조설계 S/W → 구조해석 S/W(*.stp) 그림 5. 구조해석 S/W → 구조해석 S/W(*.ifc)

1) BIM S/W → 구조설계 S/W : Tekla의 IFC import 기능이 개발되었으나 상용화되지 못한 계로, 

ArchiCAD에서 모델링한 일을 IFC로 변환 후, Tekla에서 읽어 들일 수가 없었다. 따라서 각각의 소

트웨어에서 간단한 구조 모델을 생성하 다.

2) BIM S/W → 구조해석 S/W : ArchiCAD에서 모델링한 일을 IFC로 변한 후 SAP 2000에서 import한 

결과, 분리 등의 오류로 인해 구조해석이 불가능하 다.

3) 구조설계 S/W → 구조해석 S/W(*.ifc) : Tekla에서 모델링한 일을 IFC로 변환 후 SAP 2000에서 

import한 결과, 분리 등으로 인해 구조해석이 불가능 하 고, Tekla에서 설정된 하 값  area load

가 지원되지 않는 등의 IFC 자체 문제도 발생하 다.

4) 구조설계 S/W → 구조해석 S/W(*.stp) : Tekla에서 모델링한 일을 CIS/2로 변환 후 SAP 2000에서 

import한 결과, 구조해석은 가능하 지만, Tekla에서 설정된 하 값  point load는 지원되지 않았다. 

5) 구조해석 S/W → 구조해석 S/W : SAP 2000에서 해석된 모델을 IFC로 변환한 후 다시 SAP 2000으로 

import한 결과, 구조해석의 결과 값은 동일하 으며 SAP 2000의 export, import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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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FC를 명목상 지원하는 소 트웨어에서도 미 지원 개체와 변환 후의 데이터 오류 등의 호환성 문

제를 갖고 있음을 악했으며, 이런 문제가 해결된 소 트웨어가 출시되기까지는 이를 우회하기 해 앞서 

알아낸 업무 로세스에 소 트웨어별 IFC 호환성과 그 한계에 한 정보를 추가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

다. 다만 이러한 우회방법은 재로는 수작업에 의한 데이터 재입력이 유일한 방편이다. 

4 . 개방형 정보 달 매뉴얼 기반의 표 문서화

4.1 Exchange requirements 작성

구조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로세스를 정의하고 샘 모델 테스트로 구조설계 엔지니어 소 트웨어 간에 

필요한 개체를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IDM 양식에 의거 교환이 필요한 정보요구사항 (exchange  

requirements)을 작성하 다. 먼  기  로세스(reference process)로 정의된 분야의 업무주체를 결정하고, 

결정된 주체의 행동(activity)을 정의한 후, 이들의 연 계를 표 한 로세스 맵(process map)을 로우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작성하 다. 이 게 작성된 맵을 바탕으로 각 업무주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구조설계․

해석 소 트웨어 간)를 분석하여 이를 IDM에 정의된 양식에 따라 필요한 교환목록 (i.e. exchange 

requirements)을 도출하 다. 그림 6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설계(철골)와 구조해석 소 트웨어 간의 정보교

환 exchange requirements를 IDM 문서화한 것이다. 연구의 편의를 해  단계에서는 로세스 맵 다이어

그램을 작성할 때 BPMN을 따르지는 않았다.

그림 6. 구설설계(철골)와 구조해석 업 Exchange Requirements 표 문서 작성

4.2 Functional parts 도출

그림 6에서 도출된 exchange requirements를 바탕으로 구조설계엔지니어링 소 트웨어  Tekla와 SAP 

2000에서 입․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IDM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능별 부분

모델(functional parts)을 정의하 다. 표2는 이와 같이 정의된 Tekla와 SAP 2000의 functional parts를 시

하고 있다. 이 게 완성된 기능별 부분모델의 정의를 바탕으로 IFC에서 지원하는 개체에 한 구조설계 엔

지니어링 소 트웨어 간 호환성 정보  정보교환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호환되지 않는 부분에 한 정보

를 IDM문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재 문서 양식으로만 존재하는 IDM 포맷을 컴퓨터에

서 처리할 수 있는 형식(XML schema 등)으로 정의하여 사용자는 물론 정보 교환 시 해당 소 트웨어가 이

를 자동으로 참조하여 필요한 정보만 변환, 송할 수 있게 하는 연구가 진행 이다.

468



6

<Tekla Structure>
tekla_fp_steel_beam

tekla_fp_steel_curved_beam
tekla_fp_steel_poly_beam
tekla_fp_steel_twin_profile_beam

tekla_fp_steel_bolt
tekla_fp_steel_column
tekla_fp_steel_weld

tekla_fp_rc_beam
tekla_fp_rc_poly_beam

tekla_fp_rc_column
tekla_fp_rc_footing

tekla_fp_rc_pad_footing
tekla_fp_rc_strip_footing

tekla_fp_rc_slab
tekla_fp_rc_panel

tekla_fp_rc_rf_rebar
tekla_fp_rc_rf_rebar_group

tekla_fp_rc_rf_strand_pattern
tekla_fp_rc_rf_mesh

<SAP2000>
sap2000_fp_joint
sap2000_fp_frame_cable_tendon
sap2000_fp_load

표 2. Tekla와 SAP 2000의 Functional Parts 정의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의 정보교환을 한 국제표 인 IFC의 용과정에서 불거진 호환성 문제를 보완

하여 이를 재 진행 인 BIM 기반 가상건설 체계의 일부인 IFC 기반 정보교환 서 시스템에 용될 해석 

모듈(translator module)의 개발에 반 하기 해, 우선 구조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이 지는 소 트웨

어 간 정보교환을 분석하여 IDM 양식으로 문서화하 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 트웨어의 IFC 호환성에 문

제가 있음을 알아냈으며 이러한 문제를 사용자가 우회할 수 있도록 IDM문서에 기록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 용된 분석  문서화 방법은 향후 구조분야 이외의 견 , 설비 등의 분야로 확 할 정이다. 

한 본 연구에서 다 진 문서형식의 IDM에 더해 해당 형식에 한 정보모델을 정의한 후 이를 XML 등의 

포맷으로 구 하여 이를 웹 환경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이다. 향후 이 데이터베이스내의 정보를 IFC 

translator에서 직  근토록 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호환 가능 개체의 자동 추출  리가 이 질 수 있도

록 후속 연구가 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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