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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CAD 데이터 기반의 효율  철근 요소 생성 알고리즘

An Efficient Algorithm for Rebar Element Generation Using 3D CA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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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3차원 디지털기술 기반 설계에 필요한 CAD/CAE 데이터 연동을 하여 3D 

CAD 데이터로부터 철근 요소를 생성하는 2단계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1단계 과정은 STEP 표 형식의 3D CAD 데이터

를 분석하여 여러 형태의 철근 객체 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며, 2단계 과정은 추출된 객체 형식의 철근 정보로부터 유

한요소해석에 필요한 1차원 철근요소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개발된 알고리즘을 구 하여 로그램을 작성하 으며, 이

를 사용하여 실제 3D CAD 소 트웨어로부터 생성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데이터를 유한요소해석 데이터로 성공 으로 

변환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이 유효함을 보 다.

핵심용어 : CAD/CAE, 3D CAD 데이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근 요소, STEP

Abstract

In this paper a two-step algorithm is proposed to efficiently generate rebar elements from 3D CAD data in the context of 

CAD/CAE data transfer. The first step is an algorithm to identify various type rebar objects and their attributes by analyzing 3D 

CAD data in STEP format, which is one of the international data standards. The second algorithmic step is a procedure to generate 

one-dimensional rebar elements from the object data made through the first step for finite element analysis or other CAE tasks. 

Successful rebar element data generation from real 3D CAD data for a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hows the efficacy of the 

proposed algorithm.

Keywords : CAD/CAE, 3D CAD data,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rebar elemen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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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차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형상 설계 단계에서 생성

된 데이터를 CAE, 자재 리, 생산, 유지보수 등의 제품 

생애주기  과정에 이용하는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기술은 이미 자동차, 조선, 항공기 등의 제

조업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IBM, 2009). 이러한 기

술의 핵심은 설계 단계에서 시작하여 생애주기의 여러 단계

에서 제품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최근 이러한 PLM 련 기술이 선진국을 심으로 

건설분야에서도 이용되기 시작하 으며(Arthaud, 2007; 

The Steel Construction Institute, 2003) 우리나라에서

도 건축분야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을 심으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고일두 등, 2009; 이상

헌 등, 2003). 상 으로 련 기술의 도입이 늦고 있는 

교량분야에도 조만간 3차원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설계가 실무

에 활용될 정이다(박 하 등, 2005; 이 명 등, 2008). 

그러나 건설분야의 디지털 기술 기반 설계에서 요한 과

정인 CAD/CAE 데이터 연동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데, 이는 3차원 객체의 부분을 3차원 요소 해석 데이터로 

응시키는 제조업 분야(Lee, 1999; Dassault Systèmes, 

2009)와 달리 재와 같은 2차원  철근과 같은 1차원 요

소로 변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CAD/CAE 데이터 

연동에서의 어려움은 건설분야의 PLM에서 3차원 형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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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EP 일 구조

그림 2 객체구성과정

그림 3 GBE 구성

데이터, 즉 CAD 데이터를 CM  가상건설 시뮬 이션 과

정의 연결에 국한하는 원인이며, 해석용 데이터를 별도로 제

작, 사용하는 비효율성을 래하고 있다.

특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1차원 요소인 철근이 3차원 

요소인 콘크리트 구조 안에 복잡한 형태로 매립된 복합체이

며, 3차원 CAD 소 트웨어에서 생성된 구조물 형상 데이터

로부터 구조해석 등의 CAE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이 힘든 

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효율  3차원 디지

털기술 기반 설계에 필요한 CAD/CAE 데이터 연동을 하

여 3D CAD 데이터로부터 CAE, 는 유한요소해석용 철근

요소를 생성하는 2단계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그 용 과정

을 설명한다. 먼  STEP 표 형식의 3D CAD 데이터에 물

리자료 데이터마이닝기법을 용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철근 

객체 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이어서 추출된 

객체 형식의 철근 정보로부터 구조해석에 필요한 1차원 철근

요소를 생성하는 2번째 단계의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마지막

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작성된 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 

PLM의 3D CAD 소 트웨어로부터 생성된 철근콘크리트 구

조물 데이터를 성공 으로 변환, 유한요소해석 데이터를 생

성하는 를 보인다. 

2. STEP에서의 철근 데이터 분석

2.1 STEP 데이터 구조

국제  국내 표  규격으로 지정된 STEP(기술표 원, 

2005) 데이터로부터 객체 분류를 수행하고, 이로부터 목

하는 철근 객체 데이터를 추출하기 하여 응되는 STEP 

데이터 구조를 분석한다. STEP에서는 1개의 3차원 객체를 

생성하기 하여 많은 좌표  방향성분으로부터 객체를 구

성하는 모서리나 면을 정의하고, 이를 조합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이러한 방식의 모델구성은 객체 데이터 구조의 복잡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로그램에서 제작된 모델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비정형화되고 복잡한 모양의 객체도 그 

형상  크기를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다.

3D Solid로 작성된 원기둥 1개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STEP 일의 구조를 트리 형식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2.2 STEP에서의 철근 객체 데이터 구성

본 연구에서는 STEP 일로부터 철근 객체를 인식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은 객체 생성 과정을 그림 2와 같이 4단

계로 구분한다. 각 단계별 구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GBE(Geometric Basic Element) 단계에서 STEP 

일의 각 객체는 다수의 과 방향성분을 사용하여 도형을 구

성한다. 그림 3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원, 직선 등을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도형들은 모서리의 기본 형상을 표 하는데 사용

된다. 

STEP 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때, GBE는 객체를 구

성하는 모서리가 어떠한 형상인지 악할 수 있게 하여 주

며, 원의 심 , 반경 등 철근 데이터 추출 시 반드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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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서리 구성

그림 5 면 구성

그림 6 CLOSED_SHELL 구성

DC 1
Existence of CYLINDRICAL_SURFACE or 

TOROIDAL_ SURFACE

DC 2 D < 55 mm

DC 3 L / D > 10

DC 4 L > 300 mm 

DC 5 Existence of Difference-Diameter circles

표 1 철근요소 단을 한 조건

그림 7 객체 인식 알고리즘

하여야 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한 좌표 으로부터 모서리

의 시작, 종료 으로 사용 가능한 을 구성하는 키워드인 

VERTEX_POINT의 경우, 모서리의 역을 제한시키는 역

할을 하기때문에 철근 길이 등을 악하는데 필수 이며, 이 

키워드 역시 좌표로부터 1차로 구성된 정보이면서 객체 데

이터 추출에 직 으로 여되는 부분으로 GBE에 포함된

다.

GBE에서 모서리의 형상을 정의하는 과정이 완료되면, 구

성된 도형으로부터 모서리를 정의한다. 그림 4는 모서리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도형과 모서리의 시작 , 끝 을 정의함

으로서 1개의 모서리가 구성되며, 구성된 여러 개의 모서리

를 모아 모서리로 이루어진 고리를 만든다.

만들어진 고리에 참조할 면을 추가로 정의하여 객체에 사

용될 면을 구성하게 된다. 이 때 참조할 면을 Attribute라 

정의하며, 이는 객체의 각 면이 어떠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한 단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면의 구성 과정

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구성된 복수의 면을 모아 닫힌 역으로 만들어 주는 키워

드는 CLOSED_SHELL로, 이 키워드가 객체 인식  철근 

정보추출 작업을 수행하는 시작 치가 된다. STEP 일에

서 CLOSED_SHELL 이후의 모델 구성 과정은 객체 인식 

 철근 정보추출에는 불필요하다.

3. 철근 객체 인식  추출 알고리즘

3.1 객체 인식 알고리즘

2 에서 분석한 STEP 데이터의 계층 구조를 통하여 각 

객체별 키워드에 한 역 추 을 수행하면 객체의 형상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즉, 객체를 구성하는 모서리와 면 정보를 

조합하여 각각의 객체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철근과 유사한 형상 정보를 지닌 

객체를 분류한다. 한 객체 인식 과정에서 철근이 가지는 

구조체로서의 특성을 고려하 다. 철근의 길이, 지름, 길이/

지름 값을 기 으로 하여 각각의 객체가 철근인지를 단하

게 된다. 그림 7의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STEP 

일 내에 있는 모든 객체를 검색하여 철근인 객체만 별도로 

분류한 후, 철근의 형상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된

다. 표 1은 그림 7의 각 조건에 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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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직선  꺾인 철근 좌표 추출 알고리즘

CLOSED_SHELL

닫힌 셸을 생성하는 키워드. 직선형 원기둥에

서는 두 평면과 두 곡면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

ADVANCED_ 

FACE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 앞의 항목은 EDGE_ 

LOOP를 통해 생성된 ORIENTED_EDGE 

정보이며, 뒤의 항목은 면의 형상 정보.

CYLINDRICAL_ 

FACE or PLANE

Attribute에 해당하는 키워드. PLANE이라

면 평면, CYLINDRICAL _SURFACE라면 

원통의 면에 해당.

FACE_OUTER_ 

BOUND

면의 바깥 경계를 정의하는 FACE_ BOUND

의 특수 서  타입. 한 개의 EDGE_LOOP를 

참조. 

EDGE_LOOP

0이 아닌 범 를 갖는 loop. 시작과 끝 꼭짓

이 같은 PATH. 경계가 원형인 SHELL을 구

성할 경우 두 개의 ORIENTED_ EDGE를 

참조. 두 EDGE는 같은 을 두 번 생성하여 

다른 경로로 만든 EDGE.

ORIENTED_ 

EDGE

다른 edge로부터 구축된 edge. 구축된 edge

의 방향이 원래 edge와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

를 나타내는 불리언 연산자를 포함. 

EDGE_CURVE

완 하게 정의된 기하를 갖는 모서리의 특수한 

타입. 시작 , 끝 , 곡선, 불리언 연산자를 순

서 로 참조함. 불리언 연산자는 EDGE 방향

과 곡선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결정.

CIRCLE

심과 반지름 값으로 구성. 심 은 AXIS2

_PLACEMENT_3D를 참조하여 원이 생성될 

평면은 AXIS2_ PLACEMENT_3D를 통해 

결정.

AXIS2_

PLACEMENT_3D

상호 수직인 두 축의 3차원 공간상에서의 

치와 방 . CARTESIAN_ POINT 1개와 DI

RECTION 2개로 구성.

CARTESIAN_

POINT
3D 공간상에서의 좌표를 장하고 있는 키워드.

표 2 직선  꺾인 철근 좌표 추출 시 사용되는 STEP 키워드이와 같이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분류된 철근들

의 정보는 철근 유형별 데이터 추출 작업에 사용된다.

3.2 직선  꺾인 철근 객체의 인식과 추출

분류된 철근 유형 , 직선 형태 는 꺾인 형태의 철근은 

그림 8과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철근 데이터를 추출하게 된

다. 표 2는 그림 8에서의 각 키워드에 한 설명이다.

그림 8의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3차원 Solid로 제작된 철

근 형상 데이터가 1차원 철근의 요소 생성에 필요한 객체 데

이터로 변환된다. 변환된 데이터는 변환 이 에 비해 간략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으며, 유한요소해석 시 사용자의 입력, 

는 자동화에 의해 바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이다. 

3.3 꺾인 부분의 객체 데이터 처리 

3.2 에서 언 한 직선  꺾인 철근의 객체 데이터 추출 

알고리즘에서 꺾인 부분을 처리하는 데에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STEP 데이터에서 3D Solid로 제작된 철근의 꺾

인 부분은 데이터의 간략화를 해 꺾인 부분의 반경, 꺾인 

부분의 모서리 상의 시작 과 끝  등 몇몇 데이터만 제공한

다. 이는 3차원 공간상에 Solid로 묘사하기에는 합하지만, 

해석을 해 Beam 요소로 변환하기에는 불필요한 데이터들

이다. 따라서 이에 한 별도의 처리가 요구되며, 본 연구에

서는 STEP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꺾인 부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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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꺾인 철근

그림 10 철근의 꺾인 부분 데이터 추출

그림 11 간  획득

(a) αR 역과 C (b) 변환된 C

그림 12 꺾인 부분의 데이터 처리 결과

의 원곡선을 복수의 직선으로 분할하여 그 좌표 데이터를 계

산하는 방법을 택하 다.

꺾인 철근의 경우 3D CAD 데이터에서 그림 9와 같이 표

된다. 이러한 철근 데이터의 꺾인 부분에서 그림 10과 같

이 꺾인 철근 형상을 단순화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꺾인 부

분의 시작  A, 시작 에서의 방향벡터 Va, 종료  B, 종료

에서의 방향벡터 Vb, 꺾인 부분의 심  O  꺾인 부분

의 반경 R 등을 추출할 수 있다.

획득한 정보를 통하여 그림 10의    △를 계산하고, 

아래 식 (1)을 만족하는지 단한다. 식 (1)은 철근의 꺾인 

부분을 직선화하 을 때 생성될  가 철근의 꺾인 부분에 

인 한 인지 단하는 식이다. 

 ≤  (1)

여기서, 는 꺾인 부분의 반경 에 한 증가계수이며 일반

으로 1.1～1.5의 값으로 정한다. 식 (1)을 만족하는 경우 

 을 간 으로 하고, 그 지 못하면 아래 식 (2)～(4)에 

의해 꺾인 부분을 분할하는 간 을 구한다:

    
 ′

(2)

 ′∂
 


(3)

≤ 


 (4)

여기서, 는 간 이고, ′은 를 일정 간격으로 나  값 

에서 식 (1)을 만족하는 최 값이며, 는 식 (1)을 만

족하는 최  값이다.

첫 번째 구간에서 를 구하면, 다음 구간의 를 구하기 

해 새로운 시작 과 방향벡터를 구해야 한다. 아래 식 (5)

의 는 새로운 방향벡터이며, 식 (6)의 는 새로운 

시작 이 된다.

  

   
(5)

   ′ 
 ′ 

(6)

 ′     ′ (7)

식 (6)에서  ′은 식 (7)에 의해 구할 수 있는 값으로 선

분 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다. 식 (5)  식 (6)에 의

해 다음 구간의 시작 과 방향벡터가 구해지면 식 (2)를 사

용하여 C를 계산한다. 이와 같이 식 (5), (6)의 기화와 

식 (2)의 간  계산을 꺾인 부분의 등분 횟수만큼 반복하

면 꺾인 부분을 직선 조합으로 단순화하는 데이터 변환이 완

료된다. 그림 11은 식 (2)～(7)의 진행과정을 기하학 으로 

보여주고 있다.

변환을 통해 계산한  들은 최  철근 형상과 유사하며, 

Truss 는 Beam과 같은 1차원 요소로 변환 가능한 직선 

부재가 된다. 그림 12는 꺾인 부분 데이터 처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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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폐합된 철근 유형

그림 14 폐합된 철근의 처리 알고리즘

그림 15 폐합된 철근의 형상 변화

그림 16 다  복사된 철근의 

3.4 폐합된 철근 객체 인식  데이터 추출

3.2  3.3 에서는 폐합되지 않은 철근의 데이터 처리에 

하여 언 하 고, 본 에서는 폐합된 철근에 한 데이터 

추출  변환에 해 설명한다. 완 하게 폐합된 띠철근을 

처리하기 해 3.2와 3.3 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별도의 

데이터 추출  변환을 수행한다.

폐합된 철근의 형태는 띠철근이 사용된 기둥 는 보의 형

상에 따라 그림 13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STEP

으로 작성된 폐합된 철근 데이터는 직선  띠철근의 데이터

와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철근을 두 부분으로 나 어 각각

에 한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림 14는 폐합된 철근의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이다. 분

할된 철근 데이터는 3.2  3.3 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변환시키고, 변환된 데이터  첫 번째 철근의 종료 과 두 

번째 철근의 시작 을 삭제한 후 두 꺾인 철근데이터를 결합

한다. 그림 15는 폐합된 철근 처리과정에 따른 철근의 형상 

변화를 표 한 것이다.

3.5 다  복사된 철근 객체의 인식  추출

일반 으로 3D CAD 소 트웨어 는 3D 모델러에서는 

다  복사 기능을 지원하여 동일 형상의 객체를 반복 생성하

지 아니하고, 변환 좌표 정보만으로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인

다. 그림 17의 철근집합체와 같은 경우 다  복사로 데이터 

효율성이 크게 증 한다. STEP 표  역시 다  복사에 한 

별도의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으며(기술표 원, 2005),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객체 인식  추출 알고리즘에도 다  복

사에 한 처리를 고려한다.

그림 17은 다  복사가 수행된 STEP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그림 17(a)는 다  복사가 

선언된 지 으로부터 원본 객체가 존재하는 CLOSED_ 

SHELL까지 추 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림 17(b)는 그림 

17(a)의 과정이 완료된 후 실제 다 복사가 이루어진 좌표

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림 17의 알고리즘에 한 구체

 설명은 표 3과 같다. 

그림 17  표 3의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객체 복사에 사

용된 Global  Local Coordinate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

며, 이는 그림 18에서  좌표계와  좌표계  두 좌표계 

사이의 원  평행이동에 해당한다.

다  복사가 용되기 의 1개의 원본 철근 객체 데이터

를 사용하여, STEP에 기록된 다  복사 횟수만큼 다음의 변

환식을 용하여 객체 데이터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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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Array 분석을 한 최  시작 치는 경로 1의  부

분이다. 최  시작 치에서 REPRESENTATION_ REL

ATIONSHIP 은 X에서 Y로의 연 성을 부여한다. X를 추

하면 원본 SOLID가 나오며, 이를 통해 해당 개체에 Arr

ay가 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Z는 개체가 Array되는 이

동 좌표를 표 한다. ITEM_DEFINED_TRANSFORM

ATION은 GBE1에서 GBE2 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GB

E1, GBE2는 AXIS2_PLACEMENT_3D 이다.)

경로 1

X를 추 한 후, X를 사용한 다른 키워드가 있는지 찾고, 찾

아낸 키워드  SHAPE_ REPRESENTATION_RELAT

IONSHIP이 포함된 문장이 있는지 검색한다. 없다면 작업

을 종료시킨다. 조건에 맞는 문장이 있을 경우 CLOSED_ 

SHELL까지의 추 을 수행한 후, 해당 구문의 주소를 

장한다. 이는 원본이 되는 개체의 Solid가 어떤 것인지 

단하여 올바른 개체의 좌표를 가져와 쓸 수 있게 한다.

경로 2

경로 1에서의 작업이 끝나면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와 Z

를 추 한다. Z의 GBE1은 X에서 사용한 #1, #3, #5  

하나가 사용되며, GBE2는 Y에서 사용된 #2, #4, #6  

하나가 사용된다. Z에서의 GBE1, GBE2 를 추 하여 각

각에 해당하는 좌표를 획득한다.

표 3 시작 과 각 경로에 한 처리과정

(a) 다  복사된 철근 객체 탐색(경로1)

(b) 다  복사된 철근 변환 좌표 획득(경로2)

그림 17 다  복사된 철근의 데이터 추출

그림 18 Coordinate Transformation

그림 19 다  복사 알고리즘 수행 

   





     
     
     




 (8)

     (9)

여기서, 식 (8)의 는 다  복사를 한 변환이고, 식 

(9)의 는 다  복사가 용되기 의 철근 좌표, 는 좌

표계의 원  이동 정보, 는 다  복사가 용된 철근 좌표

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  복사 정보를 기반으로 철근 객

체 데이터 추출을 수행한 는 그림 19와 같다.

4. 철근 요소 생성 알고리즘

2  3 에서 기술한 알고리즘에 따라 철근 객체 추출  

변환 작업이 수행된 데이터는 그림 20과 같은 문자열 입력

일 형식으로 장된 후, 철근 요소 생성 알고리즘으로 달

된다.

철근 객체 데이터가 추출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STEP 

일에는 3차원 콘크리트 구조체의 객체 데이터도 존재하며, 

이는 철근을 제외한 콘크리트 부분의 3차원 Solid 요소망 생

성에 이용된다. 

그림 20과 같은 철근 객체 정보와 콘크리트 요소망 정보

를 결합하면 콘크리트 요소의 크기와 응되게 철근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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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ar, 12, 98.6960440109

1, 127.55,23.,101.326

2, 37.4965022591, 23.0, 100.183858077

 ...

11, 23.0, 37.4965022591, 89.4161419225

12, 23.,123.45,88.326

**Rebar, 12, 98.6960440109

1, 127.55,23.,201.326

2, 37.4965022591, 23.0, 200.183858077

...

11, 23.0, 37.4965022591, 189.416141923

12, 23.,123.45,188.326

그림 20 철근 요소 생성을 한 일

그림 21 연결요소 생성

(a) 철근의 끝 부분 (b) 꺾이는 부분

그림 22 연결요소 과다 생성 경우

그림 23 연결요소 생성 제어 알고리즘

그림 24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CAD/CAE 데이터 연동 과정

그림 25 CAD/CAE 데이터 연동 인터페이스 로그램

생성할 수 있다(김경호 등, 2005). 이때, 콘크리트 요소와 

철근요소의 들은 그림 21과 같이 강체 는 부착-미끄러

짐 연결요소로 결합된다. 이러한 연결요소는 다음과 같은 상

황에서 과다 생성될 수 있다: 

1) 철근의 시작 는 끝 이 콘크리트 요소 내부에 존재하

는 경우(그림 22(a)), 

2) 그림 22(b)와 같이 콘크리트 요소 내부에서 철근이 꺽

이는 경우.

이와 같이 과다 생성되는 연결요소에 의해 구속되는 철근 

요소는 강체로 거동하고 콘크리트의 하 을 분담하지 못하게 

되어 부정확한 해석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그림 23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결요소 생성을 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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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용 모델의 제원

그림 27 CATIA에서의 모델링 수행 결과

그림 28 띠철근 상세

그림 29 STEP 일(좌)과 철근 객체 데이터 추출 결과(우)

그림 30 콘크리트 구조체 요소망 생성

그림 24는 3D CAD 데이터 생성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유한요소해석 등의 CAE 과정을 

한 최종 일이 생성되기까지의 CAD/CAE 데이터 연동과정

을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는 Python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인터페이스 로

그램(그림 25)으로 그림 24의 데이터 연동을 구 하 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철근 객체 추출  철근 요소 생성 알고

리즘, 3D CAD 모델러, 유한요소망 생성 로그램 그리고 

유한요소해석 로그램 간의 데이터 교환을 수행한다.

5. 용 

제안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하여 제작된 데이터 

인터페이스 로그램(그림 25)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CAD/CAE 데이터 연동 용 를 수행하 다. 용 모델은 4

개의 종방향 철근과 9개의 띠철근이 사용된 250×250×1000 

mm 크기의 철근콘크리트 기둥이며, 자세한 제원은 그림 26과 

같다. 3D CAD 소 트웨어, 즉 3차원 모델러로는 CATIA 

V5(IBM, 2006)를, 철근을 제외한 콘크리트 구조체의 3차원 

유한요소망에는 Abaqus/CAE(Dassualt Sysèmes, 2008)

를 사용하 다. 최종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한 CAE 작

업으로 유한요소 응력해석을 수행하 으며, Abaqus(Dassualt 

Sysèmes, 2008)를 사용하 다.

그림 27은 CATIA를 사용하여 3D 형상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이다. 콘크리트 구조체 뿐만 아니라 철근도 3D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된다. 그림 28은 모델링된 띠철근이며, 실제 

사용되는 겹침이음 형태의 띠철근을 정확히 재 하여 모델링

한다. 이와 같이 3D CAD 단계은 모상세를 자세히 모델링하

는 작업은 가상건설 등과 같은 PLM의 다른 과정을 하여 

매우 요한 요건(이 명 등, 2008)이나 CAD/CAE 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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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콘크리트 구조체에서 생성된 철근 요소

(a) x-y 평면의 철근  연결요소

(b) y-z 평면의 철근  연결요소

(c) y-z 평면의 철근  연결요소

그림 32 생성된 철근  연결요소 상세

(a) 철근 콘크리트 기둥 체 변  Uz

(b) 철근 변  Uz

그림 33 철근이 삽입된 기둥의 해석 결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림 27과 같이 생성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3D CAD 

데이터는 STEP 형식의 일로 생성되어 CAD/CAE 데이터 

연동 인터페이스 로그램을 거쳐 철근 객체 추출  요소 

생성 로그램으로 달된다(그림 29). 나머지 STEP 데이

터는 Abaqus/CAE로 달되어 철근없는 콘크리트 구조체 

요소망을 생성하는 작업에 사용된다(그림 30).

이와 같이 생성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요소망과 추출된 

철근 객체 데이터를 결합하고 철근 생성 알고리즘을 용하

여 그림 31과 같이 콘크리트 요소망에 삽입된 철근 요소를 

생성한다. 이 때, 연결 요소가 함께 생성되어 철근 요소의 

과 콘크리트 요소의 을 연결한다. 그림 32(a)～(c)는 

삽입된 철근  연결요소의 상세를 보여 다. 연결요소는 별

도로 정하는 물성에 따라 부착-미끄러짐 특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강체 연결로 가정하 다.

그림 33은 철근  연결요소 용 모델에 축방향 하 을 

가하여 유한요소 응력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며, 용 제 구

조물의 3D CAD 데이터를 유효한 유한요소해석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에 성공하 음을 보여 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3차원 디지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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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설계에 필요한 CAD/CAE 데이터 연동을 하여 3D 

CAD 데이터로부터 구조해석용 철근요소를 생성하는 2단계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1단계 과정으로 STEP 표 형식의 

3D CAD 데이터를 분석하여 직선, 곡선, 폐합된 형태의 철

근 객체 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이어서 2

단계 과정으로 추출된 객체 형식의 철근 정보로부터 유한요

소해석에 필요한 1차원 철근요소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설

명하 다. 개발된 알고리즘을 구 하여 로그램을 작성하

으며, 이를 사용하여 3D CAD 소 트웨어로부터 생성된 

STEP 기반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데이터를 유한요소해석 

데이터로 성공 으로 변환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이 유효함을 

보 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철근콘크리

트 구조물의 3D CAD 데이터로부터 설계용 구조해석 데이

터  상세 수치 시뮬 이션용 데이터와 같은 멀티스 일 해

석용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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