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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FC는 건축물의 체 생애주기에 걸친 모든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련 참여자들과 교환  공유

하기 해서 개발된 립 인 포맷, 즉 정보모델로서, 재 많은 건축 련 분야의 소 트웨어들이 지원하

고 있다. 최근 BIM의 개요, 효과, 필요성 등이 리 인식되면서 건물에 한 정보를 표 , 장, 교환, 공

유하기 한 표 인 정보모델인 IFC의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구조해석  구조

설계 분야에서는 IFC를 극 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에 한 원인은 다양하지

만, 가장 직 인 원인은 IFC에 구조해석  구조설계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모델이 완 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IFC에 구조분야에 필요한 정보모델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발 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며, 동 해석이나 비선형해석에 필요한 정보모델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FC의 구조분야 정보모델을 분석하고 그 활용사례 등을 검토하여 황, 한계  문제 , 향후 

기 사항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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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IAI)에서는 건축물의 체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친 모든 정보

들을 련 참여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Industry Foundation Classes(IFC)(IAI, 

1996)를 개발하 다. IFC는 AEC/FM 분야에서 활용되는 컴퓨터 소 트웨어(software)들이 건축물에 한 모

든 정보들을 유연하게(seamlessly) 교환할 수 있는, 즉 소 트웨어들이 상호운용 가능한(interoperable) 립

인(neutral) 정보모델(information model)이며, STEP(ISO, 1994)의 EXPRESS(ISO, 1999)를 이용하여 정보

모델을 표 하며 정보들은 일(file)이나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형태로 장  교환될 수 있다. 1996년

에는 IFC 1.0이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 IFC 일을 import/export할 수 있는 AEC/FM 분야의 소 트웨어들

이 차 늘어났고 2007년에는 IFC 2x3(IAI, 2007)이 발표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 건물정보모델)의 개요, 효과, 필요성 등이 리 인식되면서 건축물에 한 정보

를 표 , 장, 교환, 공유하기 한 표 인 정보모델로서 IFC의 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1996년에 발표된 IFC 1.0은 건축물에 한 정보의 표 에 필요한 기본 인 정보모델 개발에 을 맞추

었다. 가장 하 에는 기하학  형상, 단 , 행 자(actor), 비용, 일정 등을 표 할 수 있는 정보모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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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로젝트, 건물, 층, 부재, 설비, 마감, 재료, 개구부, 창, 장, 공간, 그리드 등을 표 할 수 있는 정보모

델이, 가장 상 에는 두 하 의 정보모델을 이용하여 건축(architecture), 설비(HVAC), 시설 리(FM) 분야의 

정보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가상 상 의 각 분야별 정보모델은 지나치게 간단하여 실제는 아직 포함되지 않

은 것과 같은 수 이었으며, 건축구조 분야의 정보모델은 제외되어 있었다. 2007년에 발표한 IFC 2x3에서는 

이 의 기본 인 정보모델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건축, 설비, 시설 리 분야의 개선  발 된 정보모델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건축구조 분야의 정보모델도 추가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건축구조 분야의 일부만이 

포함되고 있으며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다른 분야 뿐 아니라 건축

구조 분야 내에서도 소 트웨어들의 상호운용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FC를 활용하여 구조해석  구조설계에 련되는 정보들을 교환하여 건축구조 분야

뿐 아니라 다른 건축분야의 소 트웨어와도 상호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IFC의 건축구조 분야 정보모델의 용 가능성

IFC 2x3의 건축구조 분야 정보모델은 Structural Elements Domain과 Structural Analysis Domain에 각각 

10개, 27개 엔터티(entity)가 정의되어 있다. 이와 련하여 Lipmon(2009)은 철골구조물의 구조해석, 구조설

계, 제작을 한 정보모델인 CIS/2와 IFC의 연계를 하여 철골 단면, 설계 모델, 상세 모델, 구조해석 모델

의 측면에서 가능성을 검토하 고 이를 바탕으로 IFC의 구 과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Hassanien(2008)은 

STEP, IFC, CIS/2를 바탕으로 동 해석과 유한요소해석에 한 정보모델을 제안하 다. Jeong(2009)은 IFC

를 이용하여 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구조물에 한 정보모델을 표 하고 교환하는 bench- 

mark test를 수행하 고, 이 과정에서 IFC를 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한 정보모델로 이용함에 있어

서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 다.

IFC 2x3과 이상의 기존 연구들을 구체 으로 검토해본 결과 IFC를 이용하면 정  구조해석(static 

structural analysis), 철골구조물의 구조설계  제작과 련된 정보를 표 하고 교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

능한 것으로 단된다.

3. IFC 기반의 상호운용성 개선

3.1. 정  구조해석

정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들을 다루어야 한다. 본 에서는 Lipmon 

(2009)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  구조해석을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정의할 수 있는 IFC 2x3의 엔터

티들을 표 1과 같이 정리하 다. 주목할 사항으로는 첫째 요소를 보, 기둥, 벽체, 슬래 (slab) 등을 정의하는 

IfcBeam, IfcColumn, IfcWall, IfcSlab 엔터티가 아니라 IfcStructuralCurveMember, IfcStructuralSurface 

Member 엔터티로 정의해야 한다는 이다. IFC에서 IfcBeam, IfcColumn, IfcWall, IfcSlab 등은 구조와 련

된 정보를 정의하기 한 것이 아니고 물리 인 형상을 정의하기 한 것이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조설계를 수행하거나 건축구조가 아닌 타 분야와 정보교환을 하려면 각 요소별로 그에 해당되는 IfcBeam, 

IfcColumn, IfcWall, IfcSlab 등도 정의하고 이를 IfcRelConnectsStructuralElement 엔터티를 이용하여 요소 

엔터티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이다. 셋째는 요소 엔터티에 을 직  연결하지 못하고 IfcRelConnects 

StructuralMember 엔터티를 통해서 연결해야 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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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  구조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의할 수 있는 IFC 엔터티

구분 IFC 엔터티

요소
IfcStructuralCurveMember

IfcStructuralSurfaceMember

IfcStructuralPointConnection

요소-  연결 IfcRelConnectsStructuralMember

단면

IfcStructuralSteelProfileProperties

IfcStructuralProfileProperties

IfcStructuralLoadSingleForce

재료

IfcMechanicalMaterialProperties

IfcMechanicalConcreteMaterialProperties

IfcMechanicalSteelMaterialProperties

경계조건 IfcBoundaryNodeCondition

정  하

IfcStructuralLoadSingleForce

IfcStructuralLoadLinearForce

IfcStructuralLoadPlanarForce

하  경우(load case), 하 조합 IfcStructuralLoadGroup

해석 결과 IfcStructuralPointReactiont

3.2. 구조설계

구조설계를 수행하기 해서는 부재에 가해지는 부재력, 응력도, 처짐 외에도 인 한 부재와의 연결 계도 

정확히 악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설계 결과는 부재의 단면이나 합부의 세 한 형상이다. IFC에서 앞의 

정보들은 구조해석의 요소 엔터티에 장된다. 그리고 설계된 결과는 IfcBeam, IfcColumn, IfcWall, IfcSlab 

엔터티에 장된다. 따라서 구조설계를 수행하기 해서는 하나의 부재에 기본 으로 두개씩의 엔터티를 정

의하고 이 두 엔터티에 장되어 있는 자료를 지속 으로 참조해야 하므로 정보의 리나 소 트웨어의 구

이 복잡해 질 수 있다.

3.3. 구

IFC는 건축물의 체 생애주기와 해당 업무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포함되는 정보의 종류나 양이 

매우 방 하고 단히 일반 인 개념이나 사물 등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결과로서 IFC에는 

정보들이 구체 으로 분해되어 많은 수의 엔터티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계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되

어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 엔터티의 수가 많고 그 이름이 길고 복잡해질 수 있다. 

이는 IFC 정보모델을 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수반한다. 둘째 단일한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을 표 할 때

에도 여러 엔터티에 있는 자료들을 복잡하게 연결  조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정보

들이 복될 수 있으며, 특히 하나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게 되어 정보모델의 

체 인 체계가 손상될 수 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정보모델이나 소 트웨어의 개발  리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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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IFC는 건축물의 모든 정보들을 련들과 교환  공유하기 해서, 즉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해서 개발

된 정보모델인데, 구조해석  구조설계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모델이 아직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구조해

석  구조설계 분야에서는 IFC를 극 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FC의 

구조분야 정보모델을 분석하고 그 활용사례 등을 검토하여 황, 한계  문제 , 향후 기 사항 등을 고찰

하 다.

그 결과 재의 IFC 2x3은 정  구조해석, 철골 구조물의 구조설계  제작과 련된 정보를 표 하고 교

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IFC 기반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정  구

조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의할 수 있는 IFC 엔터티를 히 활용해야 하며, 구조설계를 해서는 구조해

석 뿐 아니라 물리 인 형상을 표 하는 엔터티도 정의해야 한다. 한 IFC에 포함된 정보의 종류나 양이 

방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을 잘 이해해야 정보모델과 이에 기반한 소 트웨어의 개발  

리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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