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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의 조립체계 정의를 통한

IFC 기반의 부품정보 표 방법

IFC-based Representation Method of Part Information in Superstructure Module of 

Modular Steel Bridge with Assemb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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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모듈러 강교량 제작, 조립, 설계, 시공단계에서 상부모듈의 부품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고 교환하기 하여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로젝트에서 정보교환을 하여 사용하는 국제표 인 IFC 모델을 활용한 부품정보 라이

러리 구축방법을 제시하 다. 모듈러 강교량의 상부모듈을 구성하는 부품정보를 IFC 모델로 표 하기 하여 의미론

인 에서 기존 IFC 모델에서 부품정보를 표 할 수 있는 엔티티와 모듈러 강교량의 구성요소를 매칭하여 용하 으

며, 구성요소의 역할을 구분하기 하여 매칭한 엔티티의 타입을 용하거나 사용자정의 타입으로 정의하 다. 한, 부품

정보 라이 러리에서 부품  조립품의 정보를 해당단계에서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하여 조립체계를 네 단계의 상세수

(LoD)으로 구분하여 정의하 으며, 이를 IFC 모델로 표 하기 하여 새로운 속성정보를 정의하 다. 마지막으로, IFC 모

델과 매칭하여 정의한 정보를 실제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에 용하여 IFC 기반의 시범 라이 러리 정보를 생성하 다.

핵심용어 :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 BIM, IFC, 부품정보 라이 러리, 조립체계

Abstract

IFC-based representation method of part library for superstructure module of modular steel bridge is proposed. The library is 

capable of efficiently offering and exchanging part information in process of manufacture, assembly, design, and construction of 

modular steel bridge. Entities, representing physical part information in IFC model, are matched semantically with parts of the 

superstructure module for representation of part information with IFC model. Either types of matched entities are applied in order 

to verify the role of each part, or new types are defined as a user-defined types. In addition, assembly system has been classified 

and defined into 4 levels of LoD(Level of Detail) to provide appropriate part information efficiently from the part library in each 

step of the process. Then, new property is defined for representing the LoD information with IFC Model. Finally, IFC-based test 

library of modular steel bridge is generated by applying the matched entities and entity types to the actual the superstructure 

module of modular steel bridge. 

Keywords : modular steel bridge, superstructure module, BIM, IFC, Part Library, Assemb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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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분야에서는 개념설계부터 유지 리  폐기 단계까지 

구조물의 생애주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 용되는 모든 정보

의 리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인 3차원 형상기반의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도입에 따라 건설 로

젝트 내의 업무효율 향상으로 많은 경제  효과를 보고 있

다. Lee et al.(2006)은 교량구조물의 3차원 형상모델을 통

한 구조설계정보와 해석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효

율을 꾀하 으며, Lee et al.(2008)은 교량의 3차원 형상기

반의 정보모델을 활용하여 물량산출과 구조해석뿐 아니라 다

양한 응용분야의 용성을 검토하여 그 효율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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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의 IFC 기반 조립체계

정보표  방법

한, 강인석 등(2008)은 철도역사 시설물을 상으로 3차원 

기반의 시공시뮬 이션 기능을 구축하여 공정 리의 시각화

와 시공 정성 단에 활용하 으며, 김성훈 등(2011)은 

토목시설물을 상으로 토목공사의 종류별, 리 분야별 3차

원 기반의 BIM 활용방안을 제시하 으며 실제 로젝트에 

용하여 그 활용성을 입증하 다.

반면, 새로운 BIM 로젝트 수행 시 구조물의 형상  재

료정보와 같은 속성정보를 반복 으로 재생성하는데 많은 시

간이 소요되었으며, 인 자원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하여 

BIM 로젝트를 수행하는 여러 참여자들로부터 구조물의 정

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품정보 라이

러리 구축에 한 필요성이 두되었다. 부품정보 라이

러리는 많이 사용되고 활용되는 부품들에 한 정보를 사

에 제작  DB화하여 로젝트마다 매번 새로 생성할 필요 

없이 라이 러리를 상시 제공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일반 으로 건설분야의 부품의 라이 러리는 주요 빌

딩구조물의 구성 트인 벽, 기둥, 기  등과 같은 주요요소

들을 Autodesk사의 Revit, Graphisoft사의 ArchiCAD 등

과 같은 상용 CAD 소 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 각 

건설분야의 련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에 해 자체 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건설분야에서 구성된 여러 단체에서 라

이 러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빌딩스마트 회

(2011)에서는 건축구조물을 상으로 표 라이 러리를 개

발하여 시범버 을 공개하 으며, 국외의 경우 RevitCity 

(2007), AutodeskSeek(2012)에서 빌딩구조물의 요소들을 

상으로 라이 러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

러리는 특정 소 트웨어에 국한되어 있거나 개발한 단체 

 업체에 한정되어 사용가능한 라이 러리로, 여러 참여자

들 간의 업이 요시 되는 건설 로젝트에서 그 가치를 발

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

여 공통된 표 포맷으로 라이 러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모델과 같은 표 모

델 용이 가능한 라이 러리 개발이 필요하 다.

IFC 모델은 건설 로젝트의  생애주기 동안 사용되는 

많은 응용 로그램들이 공유하게 되는 공통 표 정보모델

로, 건설분야에서 건설정보의 상호운용성을 극 화할 수 있

게 해 다. 국의 건설정보 솔루션(solution)  명세

(specification)를 제공하기 하여 구성된 NBS(National 

Building Specification)(2012)에서는 National BIM 

Library를 IFC 모델 기반으로 개발하여 시범 라이 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ecoScorecard(2012)에서도 Smart 

BIM을 개발하여 라이 러리 정보를 IFC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까지 개발된 IFC 모델 기반의 구조물 부

품정보 라이 러리는 건축분야의 빌딩구조물을 상으로 제

공하고 있으며, 토목구조물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IFC 모델을 토목구조물에 용하기 하여 Yabuki et 

al.(2006)이 교량 구조물을 상으로 하여 IFC 확장 연구

를 수행하 으며, 이진훈 등(2008)은 강교량의 상세설계정

보를 IFC 기반으로 표 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한, 

Lee et al.(2011)은 도로, 교량, 터 을 포함한 도로네트워

크 구조물을 상으로 IFC 모델에 용하기 한 방법을 제

시하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존 IFC 모델을 확장 개

발하는 개념으로 실제 IFC 모델 개발 단체인 Building 

Smart의 승인을 얻기 해서는 진행 차에 따라 오랜 시간

이 소요되어, IFC 포맷을 지원하는 응용 로그램을 실무에

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IFC 모델을 기반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 정보를 속성으로 정의하여 모듈러 강교량 상부

모듈의 구성부품  조립체계 정보를 표 하는 방법을 제시

하 다. 모듈러 교량은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부터 건설기

술 신사업의 일환으로 ‘모듈러 교량 기술개발  실용화 연

구단’(RIST, 2010)을 구성하여 교량을 구성하는 표  모듈

을 개발하기 한 연구개발사업으로, 모듈러 교량의 제작, 조

립, 설계, 시공 시 효과 인 정보의 공유, 검색, 제공을 하

여 모듈에 한 부품정보 라이 러리 구축에 한 연구를 포

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모듈러 강교량 상

부모듈의 구성부품  조립체계 정보를 IFC 모델로 표 하

기 하여 기존 IFC 모델이 제공하는 항목과 의미  역할

이 유사한 모듈러 강교량의 구성부품을 매칭하여 용하 으

며, 조립체계정보를 표 하기 하여 속성정보를 정의하여 

용하 다. 본 연구의 로세스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2.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의 조립체계 정의

모듈러 강교량 상부구조의 세그먼트를 구성하게 되는 하나

의 상부모듈은 크게 바닥  모듈과 거더 모듈, 하  모듈  

모듈간의 연결을 한 연결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에 

모듈러 강교량의 상부모듈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 인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의 체형상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3에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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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 체형상

그림 3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 구성요소

그림 4 모듈러 강교량의 조립체계에 따른 상세수

그림 5 IFC 모델의 기본구성요소

러 강교량 상부모듈을 구성하는 하 모듈인 바닥  모듈과 

거더 모듈의 상세 구성요소를 나타내었다. 바닥  모듈은 바

닥 의 역할을 하는 강 인 이트에 거더 모듈과의 조립 

 모듈간의 연결을 한 포켓과 스터드가 장착되어 있다. 

한, 거더 모듈과의 연결 후 공장타설 되는 콘크리트 슬래

도 포함하고 있다. 이때, 이트 에 장착되는 포켓은 

슬래  타설 시 거푸집 역할도 하게 된다. 거더 모듈의 경우,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U’자 형태의 강거더 주형과 바

닥  모듈과의 연결을 한 스터드로 구성되어 있다. 바닥  

모듈과 거더 모듈  모듈간의 연결은 연결 과 볼트  

트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여러 부품의 조립에 의하여 구성되는 모듈러 강

교량 상부모듈에 하여 제작, 조립, 설계, 시공단계에 걸쳐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부품정보를 검색  조회하는데 용이

하게 하기 하여 조립체계에 따른 상세수 (LoD: Level of 

Detail)을 정의하 다.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세수

을 총 네 단계로 Level 0에서 Level 3으로 구분하 다. 

Level 3은 모듈러 강교량 상부구조의 최상  수 으로 여러 

모듈의 조립으로 이루어진 모듈러 강교량 상부구조의 정보를 

포함하는 수 이며, Level 2는 하나의 모듈 정보를 표 하

기 한 단계이다. Level 1은 Level 2에 해당하는 모듈의 

하 모듈인 바닥  모듈과 거더 모듈의 정보제공을 한 단

계이며, 최하  단계인 Leve 0은 하 모듈인 바닥  모듈과 

거더 모듈을 구성하는 최하  부품정보의 제공을 한 단계

이다. 즉, 바닥  모듈을 구성하는 이트, 포켓, 스터드, 

슬래 와 거더 모듈을 구성하는 주형  스터드가 Level 0

에 해당된다. 한, 연결부 부품인 연결 , 볼트, 트를 

Level 0에 포함하 다. 이와 같이 분류된 모듈러 강교량의 

상세수 은 모듈러 강교량의 생애주기 상에서 해당단계에 필

요로 하는 정보의 효율 인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3.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의 IFC 기반

조립체계 정보표

3.1 IFC 기반의 조립체계 정보표  방법

IFC 모델의 기본구성은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물

리 으로 존재하는 상을 의미하는 객체(object), 객체간의 

계  객체와 특성간의 계를 정의하는 계성(relation), 

특성집합을 표 하기 한 특성(property)으로 구분되어 있으

며, 세부 인 표 방법 지원을 한 자원(resource)을 제공한

다. 모듈러 강교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객체의 정보표 을 

한 IfcObjectDefinition 엔티티의 하  엔티티(entity)에 의

하여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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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 정보의 IFC 모델 용

그림 7 일반부품의 IFC 기반 정보표

IFC 모델에서 객체정의(IfcObjectDefinition) 엔티티는 

물리 으로 표 되거나 존재하는 모든 객체의 추상  상 타입

이며, 모듈러 교량의 부품정보  조립품정보는 그림 6에 나타

낸 IfcObjectDefinition 엔티티의 하  엔티티인 IfcObject 

엔티티에서 생되는 IfcElement 엔티티를 통해 정의될 수 있

다. 그림 6에 IfcElement 엔티티의 하 타입을 나타내었다.

IfcElement 엔티티의 하 타입과 매칭하여 부품정보를 

표 할 때, Level 0에 해당하는 부품은 일반부품과 연결부

품으로 구분하여 용할 수 있다. 일반부품은 바닥  모듈의 

이트, 슬래 , 포켓, 스터드와 거더 모듈의 주형  스터

드를 포함하며 IfcBuildingElement의 하  엔티티로 정의

할 수 있다. IfcBuildingElement 엔티티는 기 , 바닥, 지

붕, 벽과 같이 빌딩구조물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트를 표

하기 한 엔티티로 모듈러 교량의 주요 구조물을 표 하

는데 용 가능하 다. 연결부품인 연결 과 볼트  트는 

IfcElementComponent 엔티티의 하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다. IfcElementComponent 엔티티는 빌딩구조물을 구성

하는 부품  주요하지 않은 작은 부품들을 표 하기 한 

엔티티로 두 요소간의 연결을 한 부품들이 포함된다. 마지

막으로 부품들의 조립으로 이루어진 Level 1, Level 2, 

Level 3에 해당하는 조립품의 경우, IfcElementAssembly 

엔티티로 정의하 다.

3.2 IFC 기반의 부품  조립정보의 표

3.2.1 일반부품의 정보표

일반부품에 해당하는 부품은 바닥  모듈을 구성하는 이

트, 슬래 , 스터드, 포켓과 거더 모듈을 구성하는 주형, 스터드

가 있다. 이러한 일반부품들의 정보를 IfcBuildingElement 

엔티티의 하  엔티티와 매칭하여 의미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엔티티로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7에 일반부품과 

IfcBuildingElement 엔티티의 하  엔티티와의 매칭 계를 

나타내었다. 바닥  모듈의 구성요소인 이트는 IfcPlate 

엔티티로 정의할 수 있다. IfcPlate 엔티티는 일정한 두께를 가

지는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평한 트를 정의하기 한 

엔티티로 하 을 받는 구조 인 트를 포함한다. 한, 

IfcPlate 엔티티는 일반 으로 강(steel), 속재료(metallic 

material), 유리 (glass pannle)으로 구성되어 있는 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트의 정보를 IfcPlate 엔티티와 매칭

하여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모듈러 강교량 내에서 부

품의 역할을 구분해 주기 하여 매칭한 엔티티인 IfcPlate 엔

티티에 타입을 용하 다. IfcPlate 엔티티의 타입을 용하

기 한 엔티티는 IfcPlateType 엔티티로 이트의 역할을 

정의할 수 있는 사 에 정의된 타입이 없으므로 사용자정의로 

타입을 ‘Plate’로 정의하여 용하 다. 

슬래 는 IfcSlab 엔티티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 다. 

IfcSlab 엔티티는 구조물의 수직상의 공간을 에워싸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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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결부품의 IFC 기반 정보표 그림 9 조립품의 IFC 기반 정보표

물 요소로 바닥 는 지붕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며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 구조물에 용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래 와 의미상 가장 유사한 

IfcSlab 엔티티로 슬래 의 정보를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IfcSlab 엔티티의 타입을 정의하기 한 IfcSlabType 

엔티티에서 슬래 의 역할을 정의하기 하여 사 에 정의된 

‘Floor’를 슬래 의 타입으로 용하 다. 바닥 에 장착되는 

포켓의 경우, 모듈 구성요소들 간의 연결부를 하여 경계를 형

성하는 구조물로, 경계를 형성하거나 공간을 세분하는 구조물의 

정의를 한 IfcWall 엔티티로 정의하 으며, IfcWallType에

서 사용자정의에 의하여 ‘Pocket’ 타입으로 정의하 다. 

거더 모듈의 구성요소인 주형과 스터드는 IfcMember로 표

할 수 있다. IfcMember는 구조물의 구조 인 역할을 하는 요

소의 정보를 표 하기 한 엔티티로 IfcBuildingElement 엔

티티의 하  엔티티  그 의미나 역할이 매칭이 되지 않는 요소

를 IfcMember 엔티티로 표 할 수 있다. 주형과 스터드의 구분

을 하여 IfcMemberType에서 주형은 ‘Main_Girder’로 타입

을 정의하 으며, 스터드는 ‘Stud’로 타입을 정의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 다. 여기서, 스터드는 바닥  모듈과 거더 모듈의 구

성요소로 동일한 개념으로 용하 다.

3.2.2 연결부품의 정보포

연결부품은 모듈간  모듈의 구성요소간의 연결을 하여 

사용되는 부품으로 연결 , 볼트, 트가 해당된다. 연결부품의 

경우 IfcElementComponent의 하  엔티티로 표 이 가능하

으며,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IfcElementComponent 

엔티티는 IfcDiscreteAccessory 엔티티와 IfcFastener 엔티

티를 하 타입으로 가지고 있다. IfcDiscreteAccessory 엔티

티는 어떠한 요소에 포함되거나 더해지는 추가 인 부품들의 

표 을 한 엔티티로 IfcDiscreteAccessoryType에서 기존

에 정의되어 있는 ‘Joint accessories’ 타입으로 연결 의 표

이 가능하 다. IfcFastener 엔티티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요소

들을 결합  조립할 때 사용되는 고정  장착되는 부품의 표 을 

한 엔티티이다. 한, IfcFastener는 IfcMechanicalFastener

를 하 타입으로 가지며, 이는 IfcMechanicalFastenerType

에서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Bolt’  ‘Nut’ 타입으로 용하 다.

3.2.3 조립품의 정보표

조립품의 정보표 은 IfcElementAssembly 엔티티로 가능

하 다. 그림 9에 조립품정보를 IfcElementAssembly 엔티티

로 표 하기 한 방법을 나타내었다. IfcElementAssembly 

엔티티는 여러 요소들의 조립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잡한 구조

물을 표 하기 한 엔티티이며, 속성정보로 조립되는 장소정

보를 제공하기 한 ‘AsemblyPlace’ 속성과 최종 조립된 조립

품을 정의하기 한 ‘IfcElementAssemblyType’을 속성정보

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Level 1에 해당하는 바닥  모듈의 

경우 조립타입을 기존에 바닥 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의 표

을 하여 정의되어 있는 ‘Slab_Field’를 용하 으며, 거더 

모듈의 경우 기존에 거더의 역할을 정의할 수 있는 타입이 없

으므로 사용자정의 타입으로 ‘Girder’ 로 정의하 다. 한, 조

립장소 속성에 하여 바닥  모듈  거더 모듈은 공장제작 

이므로 기존에 정의된 ‘Factory’를 용하 다. Level 2인 모

듈의 경우,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을 표 할 수 있는 기존의 

타입이 없으므로 ‘Steel_Module’의 타입을 정의하여 용하

으며, Level 2에 해당하는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도 Level 

1의 바닥  모듈과 거더 모듈 같이 조립장소 속성에 하여 

‘Factory’를 용하 다. 마지막으로, Level 3의 상부구조

의 경우 최종 조립된 조립품의 타입을 사용자정의로 하여 

‘Super_Structure’ 타입으로 정의하여 용하 으며, 상부구

조는 장에서 모듈을 조립하여 생성되는 구조물로 조립장소 

속성에 하여 ‘Site’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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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Set Name Assembly_LoD

Application Entities IfcObject

Definition Describe Level of Detail for Assembly System

Name PropertyType DataType Definition

Assembly_Level IfcPropertyListValue IfcInteger Assembly Step(0, 1, 2, 3)

표 1 상세수  정의를 한 속성집합

그림 11 속성집합의 용 방법

3.2.4 부품  조립품의 계 정의

3.2.3 에서 용한 조립품의 정의는 조립 결과물만을 나

타낼 수 있으며, 조립품과 부품의 계 정의가 필요하 다. 

이는 IFC 모델에서 계성을 정의할 수 있는 엔티티  

IfcRelDecomposes 엔티티를 통하여 정의가 가능하 다. 

IfcRelDecomposes는 어떠한 요소가 다른 요소의 구성요소가 

되는 계를 표 할 수 있는 엔티티이며, ‘RelatingObject’와 

‘RelatedObjects’를 속성으로 가진다. 여기서, ‘Relating 

Object’는 조립결과물인 조립품이며, ‘RelatedObjects’는 조

립되는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그림 10에 조립품과 구성요소

들 간의 계를 나타내었다.

그림 10 부품  조립품 계정의

3.3 상세수  정의를 한 속성집합 정의

2장에서 정의한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의 상세수  정보

를 표 하기 하여 새로운 속성집합을 정의하 다. IFC 모

델에서 새로운 엔티티 추가를 통해 모델을 확장하여 이를 실

제로 사용하기 해서는 IFC 모델에 실제 으로 반 되어 

새로운 모델에 용되어야만 가능하다. 반면, 속성집합을 확

장하는 방법은 기존의 IFC 모델을 사용하여 필요로 하는 새

로운 정보를 표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제 로젝트에 바

로 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강교량에 

한 상세수 을 IFC 기반으로 표 하기 하여 새로운 속

성집합을 정의하 다. 새로이 정의한 속성집합을 표 1에 나

타내었다. 

속성집합의 이름은 ‘Assembly_LoD’이며, 용 가능한 엔

티티를 IfcObject 엔티티로 하 다. 한, 조립품의 상세수  

정보를 표 해 주기 하여 속성집합 내에 ‘Assembly_Level’ 

속성을 정의하여 상세수 인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게 정의

된 속성정보를 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IfcRelDefined 

ByProperties 계성에 의하여, 정의한 속성집합이 해당 부

품에 할당될 수 있도록 하 다.

4. IFC 기반의 시범 라이 러리 정보표

3장에서 IFC 모델 기반으로 정의한 모듈러 강교량의 부품 

 조립체계 정보를 용하여 시범 라이 러리 정보를 생성

하 다. IFC 모델 기반의 시범 라이 러리 정보생성을 하

여 IFC 포맷을 지원하는 Autodesk 사의 Revit Structure 

환경에 API를 개발하 다. API는 크게 두 가지로 모듈로 구

성되어있다. 첫 번째는 부품정보를 입력하기 한 모듈이며, 

두 번째는 정보가 입력된 부품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조립품

정보를 입력하기 한 모듈이다. 그림 12는 부품정보를 입력

하기 한 입력상자를 보여 다. 부품의 형상을 생성한 후 

생성된 부품을 선택하면 해당 부품의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하 으며, 그와 동시에 부품단계에서의 상세수 인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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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부품정보 입력

그림 13 포켓정보의 IFC 일

그림 15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 정보의 IFC 일

그림 14 조립품정보 입력

0이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하 다.

이와 같이 입력된 부품정보는 그림 13에 나타낸바와 같이 

IFC 일로 생성되었다. 생성된 IFC 일을 살펴보면 본 연

구에서 정의한 포켓의 부품타입인 ‘Pocket’이 IfcWallType

으로 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포켓에 해당하는 

상세수  정보인 Level 0이 본 연구에서 새로 정의한 

‘Assembly_LoD’ 속성집합으로 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품의 조립으로 구성된 조립품정보는 그림 14에 나타낸 

화상자에서 해당 조립품의 타입 선택에 의하여 입력되며, 이때 

조립품 타입 선택에 따라 해당 상세수  정보와 조립품의 속성

정보인 조립장소 정보가 자동 부여될 수 있도록 하 다. 즉, 

‘Girder’  ‘Deck’ 선택 시 상세수 은 Level 1로 부여되며, 

‘Steel Module’ 선택 시 Level 2가 부여되며, ‘Super 

Structure’ 선택 시 Level 3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 다. 

한, Level 1  Level 2에 해당하는 ‘Girder’, ‘Slab_Field’, 

‘Steel_ Module’ 선택 시 조립장소는 ‘Factory’로 장되며, 

Level 3에 해당하는 ‘Super Structure’ 선택 시 조립장소는 

‘Site’로 장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5는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에 한 정보를 입력한 IFC 일로 모듈러 강교량 상

부모듈의 타입인 ‘Steel_Module’ 정보가 입력되었으며, 해당 

상세수 인 Level 2가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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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성된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 구성요소들의 부품정보

는 건설분야에서 표 으로 활용되는 IFC 포맷을 통하여 모듈

러 강교량 상부모듈의 제작, 설계, 조립, 시공단계에서 원활히 

제공될 수 있으며, 업업체와의 부품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강교량의 제작, 조립, 설계, 시공단

계에서 모듈러 강교량을 구성하는 모듈  모듈 구성요소들

의 정보와 조립 계를 효과 으로 제공하고 공유하기 하여 

모듈러 강교량 상부모듈의 조립체계를 상세수 (LoD)으로 

정의하 으며, 이를 건설분야에서 활용되는 국제표 인 IFC 

모델로 표 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정의

한 상세수 은 조립체계에 따라 부품단 에서 조립되어 상부

구조가 형성되는 단계까지의 총 4단계(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로 정의하 으며, 이는 모듈러 강교량의 

여러 업단계  해당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IFC 모델의 

엔티티를 모듈러 강교량의 구성요소와의 매칭을 통하여 모듈

러 강교량의 부품  조립품 정보표 방법을 정의하 으며, 

조립체계에 따른 상세수  정보의 표 을 하여 속성집합을 

새로이 정의하 다. 정의한 방법을 실제 모듈러 강교량 상부

모듈에 용하여 IFC 일을 생성한 결과, 입력한 정보가 

오류 없이 IFC 일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용한 방법은 기존 IFC 모델에 새로운 엔티티를 

추가하여 확장하는 개념이 아닌 기존 모델을 활용하는 연구

로 실제 로젝트에서 바로 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할 수 있다. 한, 이후 모듈러 강교량의 형상정보 재료

정보 등과 같은 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정의를 한 

추가 인 방법연구를 통하여 모듈러 강교량의 제작, 조립, 설

계, 시공단계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고 교

환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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