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연구를 통한 RC구조 BIM에서의 물량정보 효율성 분석기반 

물량산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Implementation of Quantity Estimation Database based on Efficiency 

Analysis of Quantity Information about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through the Case Study

조  상*∙배  서**∙김 유 리***

Cho, Young-Sang∙Bae, Jun-Seo∙Kim, Yu-Ri

1)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RC구조 BIM에서의 물량정보 획득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

로 BIM 로세스 환경에서의 철근  콘크리트 물량산출을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장 시공단계

에서의 공정  물량 리의 업단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철근 Sorting 시스템에 한 연구를 목 으로 한

다. 기존의 건설, 건축분야에서의 정보는 기호  언어와 2차원 기반의 도면 정보체계를 통해 표 되었지만, 

BIM 기술을 통해 건물의 실제 형상과 정보를 가지는 3차원 기반의 정보체계로의 변화와 함께 컴퓨터 데

이터베이스 내에서 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장하고, 다양한 형태로 필요에 따라 정보를 표 할 

수 있게 변화하고 있다. 견   시공을 한 RC구조설계단계에서의 배근 모델은 업을 한 객체 정보

의 획득  추출이 요하지만 재 상용되고 있는 BIM도구에서는 재까지 미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설계를 기반으로 배근된 BIM 구조모델 사례를 통하여 기존 BIM도구에서의 물량 정보

획득 효율성 분석을 기반으로 객체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철근 Sorting 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하

여 업단계에서의 체계  물량정보 리를 가능하도록 하 다.  

keywords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Sorting 시스템

1. 서 론

미국  유럽을 기반으로 발 하고 있는 BIM의 경우, 최근 국내에서는 한국형 BIM 개발을 한 용성

에 을 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BIM 활용을 한 국내외 3차원 설계  업무 용 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한 향후 개발방향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강 철, 2007),  AIA의 통합설계 로세스를 

IDEF0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국내 설계 로세스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용방안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진희, 2007). 한 시공단계에 을 둔 연구도 진행이 되어온 것에 비해 설계단

계와 시공단계의 업을 으로 한 연구의 진행은 미비한 을 미루어, 본 논문에서는 BIM기반 RC구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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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단계에서의 설계와 시공분야의 업 효율 증진을 한 RC부재의 물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2. BIM기반 구조설계 단계에서의 로세스

BIM기반 구조설계 로세스는 필요 요소 추출 시 독립 이고 개별 인 물리  자료가 되어, 객체 정보의 

활용성 에서 호환  표 화가 미흡한 CAD기반의 설계 로세스와는 달리 그림 1과 같이 구조 모델  

구조해석 Tool 간의 호환  해석/설계에 따른 배근 모델 생성으로 일련의 구조설계 과정을 보여 다. 

그림 1 BIM기반 RC구조설계 로세스

3. Case Study기반 RC구조 물량정보 효율성 분석에 따른 물량산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3.1. 상건물

사례연구는 실제 시공되고 있는 랫 이트 구조의 주상복합 건물인 Y건물을 상으로 RevitStructure

(이하 RST)를 이용한 구조 모델링을 통하여 해석/설계를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건물 체가 아닌 기

층을 상으로 배근 모델에 한 철근 객체 정보 효율성 분석  물량산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림 2 상건물  기 층

3.2. RC구조 BIM 철근 객체 정보 효율성 분석

RST기반 구조설계에 따른 배근 모델 생성 시 기둥, 벽체, 거더  보의 철근 객체의 경우 RevitExten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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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배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슬래  배근의 경우는 그림 3과 같이 RST상에서 

AreaReinforcement 혹은 PathReinforcement의 RevitStructure API를 이용하여 배근하거나 사용자가 직  스

치철근을 그려 넣을 수 있다. 이때 API를 이용한 배근의 경우는 비가시 으로 슬래  배근의 정보만을 포함

하여 3차원 배근 형상의 가시화가 난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 사용자에 의한 스 치 슬래  철근의 경우는 

3차원 가시  배근 형상 표 이 가능하다. 이때 슬래  객체 하나에 하여 스 치 된 하나의 철근 정보가 독

립 으로 표 되어 물량 리 차원에서는 용이하지 못한 단 을 지니고 있다.

그림 3 기 층 철근 객체 계도

3.3. RC구조 물량산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논문에서는 3차원 가시  배근형상을 제로 사용자 정의 스 치 배근을 이용하여 슬래  배근을 하고 

이에 한 기 층 RC구조 부재 물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 다. 이러한 경우 견   시공단계 업

을 한 과정에서 슬래 에 한 사용자 정의 스 치 배근의 경우는 각 철근 개수 당 1개씩의 수량을 포함하고 

있어 슬래  객체의 경우 량의 철근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RC구조 부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철근 

Sorting 시스템 구축이 필요시 된다. 그림 4는 배근모델에 한 철근 정보추출에 따른 기 층 소요 부재에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철근 Sorting 시스템의 개념  Access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보여 다.

그림 4 배근모델에 한 철근 정보추출에 따른 철근 Sorting 시스템의 개념 

4. 물량산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철근 Sorting 시스템 분석

4.1. 철근지름에 따른 부재별 Sorting  각 부재별 후크 유/무에 따른 수량 Sorting

SQL 함수구문을 이용하여 철근지름에 따른 부재별 분류체계를 확립하 고, 표 1과 표 2는 각 부재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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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된 D10 철근에 한 길이, 무게, 가격  부재 수량  기둥, 슬래  부재에 한 후크 타입  유/무에 

따른 분포 분류체계를 보여 다.

표 1 D10 철근에 한 각 부재별 분류에 따른 정보

철근지름 배근 치
철근 총 길이

(mm)

철근 총 무게

(kg)

철근 총 가격

(원)
부재 수

10

기둥 1110504 621.88 491,350 69

벽체 6403666 3586.05 2,832,963 381

보 16878 9.45 7,469 3

슬래 2065834 1156.87 913,925 583

표 2 기둥  슬래 의 후크 타입  유/무에 따른 분포

부재 시작후크 마무리후크 체수량 부재 수

기둥
후크 - 135도 후크 - 135도 328 69

None None 232 232

슬래

후크 - 90도 후크 - 90도 672 672

None 후크 - 90도 1118 1118

None None 820 820

4.2. 철근, 콘크리트 총 견   체 소요철근의 지름별 분포

물량산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표 3과 같이 상건물 기 층에 한 철근, 콘크리트의 총 견  정

보를 추출하 고, 그림 5와 같이 소요철근의 지름별 분포를 도출하 다.

표 3 철근  콘크리트 총 견

재료 총 사용량  총 가격 (원)

콘크리트 299.203m³ 21,846,411

철근 23,645,001mm 18,271,436

그림 5 소요 철근의 지름별 물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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