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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건설 산업에서는 BIM 기반으로 건설 로젝트의 설계에서 부터 시공까지의 업무 로세스를 개선하

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 앞서 건축구조물을 상으로 구조설계, 구조해석, 상세설

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상용소 트웨어간의 구조 설계정보 교환을 한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실제 구조물의 설계 로세스에 용하여, 본 시스템에 한 실무 

활용성  문제  등을 언 하는 용 사례를 보여주고자 한다.

keywords : BIM, 업체계, 건축구조, 인터페이스 시스템

1. 서 론

건설 로젝트의  생명주기 동안 각 참여주체들은 지속 으로 선행 로세스에서 생성한 건설정보를 이

용하여 새로운 건설정보를 생성하며  그 결과를 피드백 한다. 최 화된 상 건설 구조물이 완성되기까지 

이와 같은 로세스는 지속 으로 수행되어지며 참여주체들 간의 긴 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BIM 기반으로 건설 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주체 간 상호작용은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 

BIM 기반 건설 로젝트 수행의 심에 있는 핵심 기술로, 각 설계 단계 사이의 설계 정보를 자동으로 변환 

연계시켜주는 설계정보 인터페이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설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 설계정보 

인터페이스(이하 VA-Interface라 명함)에 한 소개, 실제 로젝트에 용 시 문제  도출  향후 개선 보

안사항 등을 다루고자 한다. 

2. 구조 설계정보 인터페이스(VA-Interface)

개발된 VA-Interface 시스템은 건축 구조설계 단계 즉, 구조 기본설계, 구조해석, 구조 실시설계를 그 범

로 하며, 건축 구조설계  단계인 건축 계획설계  건축 물량견  단계의 건설정보 연계를 고려하여 개

발하 다. 재 실무 으로 건축 구조설계의 자동화를 해서 몇몇 상용 소 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

으로 구조해석은 MidasIT사의 Midas/Gen, 계획설계  구조 기본설계를 해서 Autodesk사의 Revit 

Architecture와 Revit Structure, 구조 실시설계(주로 철골조에서)를 해서 Tekla사의 Tekla Structures를 활

용하고 있다. VA-Interface는 이들 상용 구조설계 소 트웨어 사이의 설계정보를 양방향으로 자동으로 변환 

 공유해주는 시스템이다. 각각의 상용 구조설계 소 트웨어는 설계정보를 외부 소 트웨어와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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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제표 (IFC)  일반 으로 통용되는 립 일 폼 형태의 입출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와 같

은 기능도 매우 제한 이고, 각각의 상용 소 트웨어 에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타 시스템으로 

립 일을 달하 을 때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변질되며, 참조(reference) 형태로 인식되는 오류 등 문제

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김지원 등, 2009; 임재인 등, 2008). VA-Interface는 이러한 문제 들을 근간으로 실

무 구조설계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  범 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되었다.

2.1 물리 모델(Physical Model)과 해석 모델(Analysis Model)의 변환

해석 모델은 과 해석요소로 이루어지며 실제 모델은 구조부재 단독으로 이루어진다. 해석요소의 경우 

형상 으로 만나는 지 에는 반드시 이 존재하여야한다. 실제 모델의 경우 설치되는 구조물의 형상과 동

일한 모양으로 모델링되어야함으로 모델링 상으로 보 슬래 의 정확한 층 벨, Offset을 통한 기둥, 보, 벽

체의 배치가 요하다. 해석모델과 구조모델의 상호 변환 교환을 해서는 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선

행 연구(천진호 등, 2008)에서 언 하 다. 한편 Revit Structure 시스템의 경우 해석모델과 구조모델이 통합

된 구조로 구조물 형상을 모델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Revit Structure로 부터 설계정보를 추출

할 경우 VA-Interface에서는 해석모델과 구조모델 모두로부터 형상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한다. VA-Interface 

기능범 는 아래와 같다.

￭ 철골과 콘크리트 기둥, 거더, 보, 이스 부재에 한 해석요소와 구조부재로 양방향 변환

￭ 콘크리트 벽체  슬래  부재를 상으로 상용 기본, 상세 모델러 사이에 양방향 변환

￭ 철근 배근 형상정보 상용 기본, 상세 모델러 사이에 양방향 변환(일부 그룹바를 단일바 형태로 변경후 

달)

2.2 철근(Rebar)배근 형상 변환

VA-Interface
Tekla Strucures

Revit Structure

그림 1. 물리 모델 간 철근 배근 형상 변환 : 기본구조모델 ↔ 실시구조모델

부재 형상정보와 별도로 철근배근 형상정보를 양방향으로 상호 달한다. 철근배근 형상정보는 IFC 등 국

제 표 에서도 표  모델을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상용 소 트웨어를 

상으로 해당 API를 이용한 직  데이터 송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하 다. 철근배근 형상 변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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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Interface 기능  범 는 아래와 같다.

￭ 철근배근은 통상 단일철근과 그룹철근으로 이루어진다. 단일철근의 경우 상호 변환 달이 용이한 반

면, 그룹철근의 경우 상용 시스템별로 데이터 구조가 상이하여 상호 변환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그룹철근을 단일철근으로 변경하여 타 시스템으로 변환 송하 다. 

그룹철근을 단일철근으로 변경하여 타 시스템으로 달된 경우 설계변경발생시 그 수정을 해 그룹철

근 수정 비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 이 있다.

￭ 철근이음  철근단부의 후크 형상에 한 데이터구조 한 상용시스템별로 상이하여 이에 한 해결

을 하여 별도의 맵핑(Mapping)방식의 알고리듬이 요구되었다. 

3. Pilot 시스템 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VA-Interface 시스템을 실제 로젝트에 용하여 보았다. 용한 주요내용은 구조설

계 로세스에서 해석모델과 구조모델사이의 자동변환을 통한 업무 개선 효과의 정도에 주안 을 두고 시행

하 다. 결론 으로 형상 달에는 성공 으로 수행되었으나 정형 인 구조모델이 아닌 경우 정확한 형상 치

(부재 심  치, 오 셋 등)가 달되지 못하여 별도의 수작업이 일부 필요하 다.

그림 2. 기본건축모델 : Revit Architecture 그림 3. 기본구조모델 : Revit Structure 

그림 4. 구조해석모델 : MIDAS/Gen 그림 5. 실시구조모델 : Tekla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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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Revit Architecture에서 작성된 기본건축모델이며, 그림 3은 기본건축모델로부터 변환된 기본구

조모델이다. 기본구조모델은 실제 모델만 나타나 있으나, 해석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4는 기본구조모델

로의 해석 모델 정보로부터 VA-Interface를 통하여 자동 생성된 구조해석모델이다. 기본구조모델에서 해석 

모델의 설정을 PIT층과 옥탑층을 제외하 기 때문에 구조해석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용된다. 구조해석모델

은 부재의 심을 기 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바닥 슬래 의 단차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림 5는 기본구조

모델로부터 VA-Interface를 통하여 자동 생성된 실시구조모델이다. 실시구조모델은 기본구조모델의 실제 모

델 정보로부터 생성되므로 기둥의 편심, 바닥 슬래 의 단차 등 실제 부재의 설치 치를 심으로 정렬되어 

있다.

4. 결론  개선 사항

건설 산업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BIM 기반의 건설 로젝트 개선사업은 매우 범 한 기술  연구와 참

여주체들 사이의 새로운 로세스에 한 상호 이해와 력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건설 로세스  일부

분에서 BIM 기반 기술을 도입하여서는 그 효과를  볼 수 없으며,  로세스에서 유기 으로 설계정보

가 생성, 변경, 공유되어야 진정한 BIM 기반의 건설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한 

작은 한 걸음이며, 각 설계 단계별에서 사용되는 설계정보가 끊어짐 없이 다음 단계로 효과 으로 변환 달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이다.  연구 개발 단계는 계속 진행 단계이며,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 개발 수

을 지속 으로 검하며 최 의 설계정보 인터페이스 방법론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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