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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정보 모델링이라 일컫는 BIM은 단순히 이미지를 표 할 뿐만 아니라 교량의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정보를 장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최근 발주부터 유지 리까지 교량의  생애주기 동안에 BIM을 활용하여 건설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재 BIM에 한 이 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BIM구축  활용에 한 정보가 부

족한 상태에서 도입하면 오히려 이익보다는 추가 인 업무발생에 의한 손실을 일으키게 되므로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단

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량에 한 BIM을 실제로 작성하여 토목분야의 객체를 모델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BIM을 하게 활용하기 한 개선   향후 활용방안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BIM은 도면과 물량산정에 있

어서 일 성, 효율성, 정확성에 기여할 수 있었고 라메트릭 모델을 활용한 치수 설정으로 모델의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도입 기에는 모델작성에 따른 노력이 소모되지만 그 이후에는 작성된 모델을 활용하므로 생산성을 증가시

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핵심용어 : BIM, 엑스트라도즈드교, 3D 모델, 라메트릭 모델링, 교량

Abstract

The BIM called information modeling is used by tool not only it will simply be appearing the image and can save the 

information. Recently, there is a lot of case that improves the construction productivity by using the BIM during the life cycle of 

bridge from order to management. Although we already recognize the advantage of BIM, it is a careful phase to use the BIM. 

Therefore, We made the BIM for bridge, evaluated the possibility that can build the object used in the civil engineer, studied about 

the utility, the improvement in order to use the BIM properly. As a result, the BIM can recycle the information by using parametric 

model and attribute the efficiency and accuracy on drawing and calculating the quantity. The BIM is able to help productivity 

increase by using the builded model after we spend the effort building a model in early stage.

Keywords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extradosed bridge, 3D Model, parametric modeling,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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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CAD를 활용한 도면 작성은 도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CAD도 지속 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실 인 문제 이 발생하 다. 를 들면, 건설 로젝트에

서 도면은 2차원이고 실은 3차원이므로 작업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 2차원 기반의 도면은 곡면을 가진 부재를 

모델링하기가 어려웠고 각 도면간의 일 성을 보장할 수 없

었다. 즉, 도면 작성자가 정면도를 완성하고 측면도를 그릴 

경우 동일 좌표상의 정면도의 내용과 측면도의 내용은 정확

히 일치해야 하지만 도면작성자의 인지 부재로 인해 각 도면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 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건설분야의 생산성에 향을 미쳐 공기와 공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밖에도 2차원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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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가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실제 실공간과 동일

한 3차원 이상의 다차원을 컴퓨터로 구 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1960년도 이래로 비건설업 분야의 생산성은 300%이상 증

가한 반면 건설산업의 생산성은 100%에 머물고 있다. 최근 

들어 건설산업의 비생산성이란 철문을 여는 열쇠로 지식기반

의 BIM이 두되고 있다. 본래 BIM은 1980년부터 개념 으

로 완성되어 이해되고 있었고, BIM이라는 용어는 1992년 

G.A van Nederveen와 Tolmand가 게재한 논문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다. 재는 기존의 2차원 기 으로 한 설계 도면

과 실시 도면의 차이로 발생하는 사업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와 설계, 시공, 유지 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낭비 요소들

을 히 일 수 있는 유일한 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BIM

은 실제 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가상 실에서 표

하고 장하는 것이며, 가상 실에 존재하는 객체에 정보를 담

고 담겨져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실세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각

되고 있다.

1.2 연구 필요성 

BIM은 각각의 객체가 캡슐화된 정보를 지니고 있고, 다른 

객체와 연계성을 갖고 있어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확

하고 빠르게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여러 가지 BIM소 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정보의 양만 방

해지는 결과를 낳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BIM은 건설 계획

단계부터 유지 리까지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인 만큼 

소 트웨어의 도입단계에서는 모델의 작성  활용성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1.3 연구 동향

최근 들어 BIM을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한 다수의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 김성훈 등(2011)은 BIM은 건설  생애

주기에 걸쳐 활용되어야 하지만 재는 상당히 낮은 수 에 

있다고 하여 실제 공사단계에 BIM을 용하여 그 활용성을 

평가하 다. BIM데이터를 온라인 상에 리 함으로서 어디

서든 BIM기반 정보를 활용하여 설계검토, 시공성검토, 공정

리, 기성 리, 자료 리, 안 리, 외 기술자문 등에 효

과 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심태보 등(2008)은 

Autodesk사의 Revit제품을 활용하여 타워크 인 선정에 

한 문제 을 도출에 BIM을 활용하 다. 가상환경에서 실제 

타워크 인 기반 모델로 공사를 계획함으로서 장의 상황을 

고려한 최 의 타워크 인 선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채갑수 

등(2008)은 2D CAD에서 BIM으로 환하는데 있어 도면 

작성의 문제 을 제시하 다. 이상호 등(2010)은 FCM교량 

박스거더의 라메트릭 모델링을 생성하여 향후 설계변경에 

시간과 노력을 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BIM은 구조물의 생애주기

동안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인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BIM을 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론 인 이 만 언

되었을 뿐 정보의 실체가 되는 모델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범 와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 3D모델 작성과 연계되어 지능형 

BIM을 작성하는데 있어 요한 개념인 라메트릭 모델링

(Parametric Modeling)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1.4 연구 목

본 연구에서는 BIM시스템을 실제 장 교량에 용하고 

BIM 용에 따른 문제   향후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를 해 BIM기반 로그램 의 하나인 Revit Structure 

2010을 활용하여 엑스트라도즈드교의 3D 모델을 작성한다. 

이러한 3D 모델 생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악하고 

BIM 용의 한계 , 개선 을 논하고, 완성된 모델의 활용성

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2. 이론  고찰

2.1 CSG(Constructive Solid Geometry)

CSG방법은 Aldefeld(1983)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되었

고, Bin(1986), Chen(1994), Shum(1997)등이 연구를 

수행하 다. CSG는 모델 생성과 장이 용이하고 모델의 유

효성을 쉽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솔리

드 모델링 방법이다. CSG모델 작성을 한 기본 인 단 형상

(Primitive shapes)은 정육면체(Cube), 원기둥(Cylinder), 

원뿔(Cone), 원환체(Torus), 구(Sphere) 등이 있다. 

CSG 모델링 방법은 기본 으로 수학함수를 이용해 여러 

가지 모양의 단  형상을 작성한 후 평면을 돌출시켜 3차원 

모델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모델은 CSG트리의 

기본형상이 된다. 기본형상은 표 1과 같은 불리언 연산자를 

이용하여 더욱 복잡한 형상을 갖는 자원으로 조합될 수 있

다. 따라서, CSG는 경계가 잘 정의되는 단 형상의 조합으

로 솔리드를 표 한다. 본래 CSG법은 단순히 단 형상을 조

합하여 만드는 방법이었지만 향후에 불리언 연산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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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자 연산자의 역할 수학 의미

Union ∙두개 이상의 솔리드 객체 결합 ∪

Difference
∙다른 솔리드 객체에서 특정 

솔리드 객체 제거
-

Intersection
∙두개 이상의 겹쳐진 솔리드 공통 

역 남기기
∩

표 1 CSG의 연산자

A

B

A

B

A

B

A

B

A

B
(a) (b) (c) (d) (e)

그림 1 사각형의 불리언 연산결과

모델로 바 었다. 불리언 연산을 이용해 정확한 형상을 만들

기 해서는 연산이 용되기 에 기본 형상들의 상 인 

좌표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림 1은 평면에서 두개의 정사각형을 이용해 여러가지 

형태의 연산수행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러한 계를 

수학 으로 표 하면 아래와 같다. 식 (1), (2), (3), (4), 

(5)는 각각 그림 1의 (a), (b), (c), (d), (e)를 의미 한다.

∪   ∈  ∈ (1)

∩   ∈  ∈ (2)

   ∈  ∉ (3)

  ∉  ∈ (4)

∪∩   (5)

2.2 Boundary-Representation

경계 표 법은 Solid Model을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꼭지

(Vertex), 모서리(Edge), 면(Face)으로 묘사하는 방법이다. 

Ian Braid(1979)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되었고, Markowsky

와 Wesley(1981)에 의해 체계 으로 알고리듬이 정립되었

다. Sakurai(1983), Yan(1994), Shin(1998), Liu(2001)

등은 Markowsky와 Wesley의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상 모

델의 범 를 확장하고 생성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

를 수행하 다.

방향성과 경계가 있는 곡면을 면이라고 하며, 면의 경계는 

모서리로 구성된다. 모서리의 양 경계는 꼭지 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하학  요소의 상호 연결 계를 이 연결리스트

(Doubly Linked List)로 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입체를 생

성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경계 표 법에서는 이들 세 구성 

요소(Vertex, Edges, Faces)는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이웃 계를 함께 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 계

(Topology)라고 하며, 세 구성 요소를 상요소(Topological 

Entity)라고 한다. 즉, 꼭지  A는 모서리 AB, DA, EA와 

연 이 있으며, 이러한 모서리는 DCBA, EAB, EDA와 연

되어 있다.

하지만 경계 표 법으로 표 된 모델은 실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형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해 

경계 표 법의 상요소를 새로 생성하거나 조작할 때, 특별

히 고안된 연산자를 사용한다. 이것을 오일러(Euler)표수라

고 하는데, 상요소에 개수에 한 연산의 결과가 특별한 

계가 항상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6)

식 (6)에서 , , , 은 각각 오일러 표수, 꼭지 의 개

수, 모서리면의 개수이다. 오일러 표수는 상공간 속의 도형

이나 구조가 구부러지는 것에 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 

정사면체부터 정다면체와 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의 오일

러 표수는 항상 2이다. 따라서 구를 어떠한 형태로 변화시켜

도 오일러 표수는 2이다. 평면의 폐구간 단면에서 다면체와 

원 의 오일러 표수는 항상 1이다.

E

A

D
C

B

Vertex

A
B
C
D
E

Edges

A
B
C
D
E

Faces

D
E
E
E
E

E
E
E

B
C
D
A
A
B
C
D

CBA
A
B
D
D

B
C
C
A

그림 2 삼각 피라미드 상 구조

2.3 Parametric Modeling

실제 존재하는 객체는 다양한 치수를 가진다. 다양한 자원

의 형상을 효율 으로 3차원 솔리드로 모델링하기 해서는 

치수만 다르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여러 가지 자원을 효율

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라메

트릭 모델링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라메트릭 변수는 일

정하게 정한 한도 는 매개변수를 의미한다. 라메트릭 모

델링의 기본 개념은 하나의 객체 형상과 속성들이 각각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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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델 보이드 모델 솔리드 모델 비고

상부거더
변단면 돌출

내부공간 모델

교 - 등단면 돌출

교각 -
변단면 돌출+

등단면 돌출

주탑 -

 

곡선 부재

우물통 - 회  돌출

이블 - 등단면 돌출

표 2 교량 부재의 BIM

로써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개 객체의 조합 는 그 보다 

더 하  조합의 라미터들에 의해서 계 으로 정의되고 

조 하는 것이다. 즉, 특정 객체의 형상이나 속성 정보를 수

정하면 객체의 하 수 에 있는 형상과 정보는 라메트릭 

변수의 설정조건에 의해 자동으로 수정된다. 라메트릭 모

델은 몇 개의 독립 인 매개변수를 이용한 공식에 의해 정의

되는 직선, 곡선, 표면 등의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을 말한다.

매개변수는 어떤 함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연

을 지어 주는 변수이다. 를 들면, ＝, ＝＋2라 할 

때 변수 와  사이에는 ＝＋2의 구속 계가 성립하고 

여기서, 를 매개변수라 한다. 축선에  과  을 연결하

는 선을 그리면 의 값에 따라  과  이 변동될 수 있지

만 이 선의 길이는 항상 2이다. 즉, 에서 까지의 거리는 

치수를 구속시키는 치수 구속조건이 된다.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자원을 디지털로 모델링할 경우 모

든 객체의 치수는 변수에 장된다. 를 들어, 높이가 2m

인 정육면체에 라는 매개변수를 할당할 수 있다. 변수 에 

3을 입하면 정육면체의 높이는 3m가 된다. 한, 부재의 

높이는 다른 변수와 계를 맺으며 모델링될 수 있다. 높이 

뿐만 아니라 각도, 반지름등도 당한 매개변수를 할당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이러한 라메트릭 변수 설정기법은 설계기 을 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를 들면, 어떠한 부재가 폭과 높이 

해 일정한 비율을 가져야 한다면 그림 3과 같이 폭 를 에 

한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부재의 폭 는 높이 와 제

곱의 계가 있다. 따라서 폭 는 높이 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계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다.

x

y

1

1 2 3

2

h=1

4
x

y

1

1 2 3

2

4

(a) (b)

Parametric model
h=2

0 0

Parametric funtion

b=h 2

b=h 2

b=1∴

b=4∴

그림 3 라메트릭 모델

3. BIM 모델 구축

3.1 개요

BIM으로 교량을 모델링하는 일반 인 흐름은 먼  체 

교량을 각 기능단 로 부 별로 구분하고 각 부 를 표할 

수 있는 3D모델을 작성한다. 객체는 생성과정에서 라메트

릭 변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객체가 생성된 일 이외

에 로젝트 일이 존재하며 이 게 생성된 객체를 로젝

트 일에 불러와 각각의 객체를 컴퓨터상의 한 좌표에 

배치함으로서 실제 교량을 모델링한다. 즉, 최종 으로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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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솔리드 보이드

변단면 등단면 회 단면 변단면 등단면 회 단면

상부거더 1 - - 3 - -

교 - 1 - - - -

교각 1 2 - - - -

주탑 - 3 - - - -

우물통 - - 2 - - -

이블 - 1 - - - -

표 3 교량 부재의 3D BIM 모델 특성(단  : 개)

의 각 부 를 표하는 다수의 객체 일과 체 교량을 배

치할 수 있는 하나의 로젝트 일로 구성된다. 철근 배근

과 물량산정은 로젝트 일에서 가능하다.

3.2 모델링

교량에 포함되는 객체는 크게 상부구조, 하부구조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세부 으로는 볼트, 트, 못까지 구분할 수 있

다. 하지만 못까지 모델링하면 그로 인해 얻는 이익에 비해 

무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교량

을 이루는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모델링하 다. 모델 작성을 

해 Revit Structure 2010을 사용하 으며 상부거더, 주

탑, 교각, 교 , 우물통, 이블로 구분하여 모델링하 다. 

이러한 모델은 기본 으로 솔리드로 작성되며 내부 공간은 

보이드로 작성된다. 여기서, 보이드는 물체를 모델링하는 솔

리드와는 다른 개념으로 공간을 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을 모델링함으로서 공간도 하나의 정보가 되며 작업공간

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다. 모델은 시작단면과 끝단면의 

형상이 다른 변단면 돌출(돌출), 시작단면과 끝단면이 동일

한 등단면 돌출(혼합돌출), 심축을 기 으로 회 하는 회

단면 돌출(회 )로 작성할 수 있다. 

표 3은 각각의 객체들을 모델링할 때 요구되는 솔리드수

와 보이드수를 나타낸 것이다.

엑스트라도즈드교의 상부 거더는 주탑으로 갈수록 박스의 

높이와 하부 바닥 의 두께가 증가하는 특성을 반 하여 보

이드 객체와 솔리드 객체 부 돌출 시작 단면과 돌출 끝 단

면의 치수가 다른 변단면으로 작성하 다.

상부거더는 상부 구조물의 체 인 외형을 결정짓는 1개

의 솔리드 객체와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3개의 보이드 객체의 

합집합으로 구성된다. 교 는 등단면 돌출로 1개의 솔리드 

객체를 갖고 교각은 3개의 솔리드 객체를 갖는데 그  2개

는 등단면 돌출이고, 1개는 변단면 돌출 형태이다. 주탑의 

경우 3개의 솔리드가 사용되었다. 우물통은 2개의 회 단면 

돌출이 사용되었으며 모두 솔리드 객체이다. 이블은 등단

면 돌출로 작성되었다.

3.3 변수 명명법

치수에 한 변수를 설정 할 때 사용자에 따라 다른 변수

를 사용할 수 있다. 를 들면, 높이에 한 변수를 H, 

Height, D, Depth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는 향후 데이터 호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변수를 통일하는 것은 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 이름은 그림 4와 같이 5개의 이

름을 4개의 문자(_)로 구분하 다. Family Name은 일

반 으로 사용되는 자원의 명칭이며 를 들면, PYLON, 

PIER 등이다.

Private Shape Number는 최하  객체부터 번호를 순서

로 지정하여 P1, P2, P3... 형식으로 사용자가 임의 로 

부여한다. View Position은 동서남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이니셜인 E, W, S, N을 사용하고 평면도는 L을 사용한다. 

Dimension Name은 치수이름으로 높이(H), 폭(B), 각도

(A), 반지름(R), 호의길이(S)로 구분한다. Count Number

는 Dimension Name이 동일한 치수를 1부터 순서 로 표

기한다.

Dimension Name

FN_PSN_VP_DN_CN
Private Shape Number

View Position

Numbering

Family Name

그림 4 라메트릭 명명법

3.4 라메트릭 모델

3.4.1 상부거더

그림 5에서 (a)는 솔리드 단면이며 (b)는 내부박스인 보

이드 단면의 라메트릭 모델링이다. 박스거더의 체 높이

는 DECK_P1_E_H_8에 의해 조정되고 바닥 의 두께는 D

ECK_P2_E_H_1을 수정함으로서 변경할 수 있다. 이 두 값

은 박스거더의 바닥  벨을 기 선으로 가지고 있으며, 기

선과의 상 거리에 따라 높이가 정의된다. 즉, DECK_ P

1_E_H_8과 DECK_P2_E_H_1는 기 선으로부터 거리를 의

미한다. 바닥 의 폭은 DECK_P1_E_B_5에 의해 수정될 수 

있고 EQ(등거리)조건에 의해 항상 좌우 칭을 유지한다. 

바닥 의 앙은 경사가 없이 평평하므로 좌우측 바닥 의 

경사부분과 구분하기 해 DECK_P1_E_B_6변수로 평평한 

치의 폭을 조 할 수 있게 하 다. 경사진 바닥 의 폭은 

DECK_P1_E_B_5를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DECK_P1

_E_H_11, DECK_P1_E_H_10,DECK_P1_E_H_14, DE

CK_P1_E_H_15을 활용해 날개부분의 두께를 조정할 수 있

다.



엑스트라도즈드교의 BIM 구축  라메트릭 모델링

14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2012.2)

(a)

(b) (c)

그림 5 상부거더

(a) (b)

(c) (d)

그림 7 교각

그림 6 교  

DECK_P1_E_H_9, DECK_P1_E_H_12는 헌치부분의 

두께이며 DECK_P1_E_B_8은 양쪽 헌치의 길이이다. 이 길

이는 DECK_P1_E_A_5, DECK_P1_E_A_8과 련되어 박

스 하부의 폭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DECK_P1_E_B_

8을 수정하면 DECK_P1_E_A_5, DECK_P1_E_A_8에 정

의 된 각도때문에 거더하부의 폭이 자동으로 조 된다. 상부 

거더는 변단면 돌출이므로 동일한 형식으로 끝단면을 정의하

고 치수만 수정하면 된다. 내부박스는 그림 5의(b)와 (c)에 

의해서 조 된다. 그림(b)에서 내부 박스의 높이는 DECK_

P2_E_H_1에 의해 조 되고 폭은 DECK_P2_E_B_2에 의

해 조 된다. 하부 헌치부는 각도에 한 라메트릭 변수를 

설정하여 DECK_P2_E_H_1이 변경되더라도 설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하 다. 하부의 폭은 라메트릭 변수를 설정하

지 않았는데, 이는 헌치를 각도를 유지하고 박스 하부의 폭

이 DECK_P2_E_H_1에 조 될 수 있게 하 다. 상부거더는 

좌우 칭이므로 DECKP4는 DECKP2와 동일하다.

∪∪∪  (7)

3.4.2 교

교 의 라메트릭 변수를 이용하여 형상을 제어하기 한 

치수는 그림 6과 같다. ABUTMENT_P1_S_B_1∼7은 폭을 

조 하고 ABUTMENT_P1_S_H_1∼7은 높이를 조 한다. 

ABUTMENT_P1_S_A_1은 각도를 조 한다. ABUTMEN

T_P1_S_B_5를 조 하여 슈가 설치되는 치의 공간을 조  

할 수 있다. ABUTMENT_P1_S_B_1과 ABUTMENT_P1_

S_B_6을 조 하여 앞굽과 뒷굽의 거리를 조 할 수 있다. 

한 앞굽과 뒷굽의 높이는 ABUTMENT_P1_S_H_1과 AB

UTMENT_P1_S_H_7을 이용하여 조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치수들의 구속조건들로 인해 ABUTMENT_P1_S_H_1

을 조 하면 동시에 ABUTMENT_P1_S_H_7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 하면 식 (8)과 같고 기  하부 

폭에 해당하는 ABUTMENT_P1_S_B_7은 식 (9)와 같은 

수식을 가져야 한다.

  (8)

  (9)

3.4.3 교각

교각의 단면은 8각형이며 그림 7과 같다. PIERP1에서는 

PIER_P1_B_1∼2, PIER_P1_H_1∼2을 활용하여 폭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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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 할 수 있으며 모서리 길이는 자동으로 변경된다. 

PIERP2는 변단면 돌출 부재로서 PIER_P2_B_3∼4, PIER_ 

P2_H_3∼4를 활용하여 형상을 변경할 수 있다. PIERP3은 

PIER_P3_B_1∼2, PIER_P3_H_1∼2를 활용하여 형상을 

변경할 수 있다. 

∪∪  (10)

3.4.4 주탑

주탑은 미 인면을 고려하여 곡선을 주로 사용하여 단면을 

정의한 객체이다. 돌출 시작면과 돌출 끝단면은 한 평면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축방향으로 돌출을 수행하는 것보다 교축

직각방향으로 돌출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 이다. 주탑의 높

이와 주탑의 폭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게 모델링하 고, 

내부 객체 한 폭과 높이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게 하

다. 앙 객체의 상부는 P2_S_R_1변수를 활용하여 반지름

을 정의할 수 있게 하 다.

∪∪  (11)

(a) (b) (c)

그림 8 주탑

3.4.5 우물통

(a)

(b)

그림 9 우물통

우물통(S) 기 는 크게 내부 우물통과 외부 우물통으로 

구분되며 두가지 우물통의 결합에 의해 체 우물통이 형성

된다. 내부 우물통(P1)과 외부 우물통(P2)은 회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솔리드 모델을 생성하 다. 우물통과 같은 

회  모델은 반지름과 높이에 한 변수를 통해 모델의 치수

를 조 할 수 있다.

∪  (12)

3.4.6 이블

돌출을 이용해 작성한 이블의 BIM 모델은 그림 10과 

같다. CABLE_P1_E_R_1을 통해 이블의 지름을 조 할 

수 있다.

그림 10 이블

3.4.7 소결론

모든 라미터는 , 모델선, 기 선의 상 인 치로 

정의된다. 수식을 활용하여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라메트

릭 모델을 정의할 수 있다. 3D모델의 평면에 해당하는 공간

에서 그려지는 선들은 생성됨과 동시에 자동치수설정 기능에 

의해 부근의 선 는 기 선과 일정한 상 거리를 가지게 된

다. 자동으로 설정된 상 거리는 해당 선의 치를 정의하는 

기 이 되며, 선의 이동이 이를 반하는 경우에는 구속조건

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다. 따라서, 하나의 객체에 라메트

릭 모델 작성에 한 기 을 정의하기 해서는 한 이름

정의, 자동치수 설정기 , 라미터를 가지는 치수에 한 기

이 정립되어야 한다. 한 향후에 라메트릭 변수를 자유

롭게 변경하는데 구속되는 제약조건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4. 엑스트라도즈드교

4.1 교량 작성

벨과 그리드는 로젝트 일상에서 객체를 배치하기 

한 기 이 된다. 엑스트라도즈드교에 포함되는 모델링 객체

를 기 , 교각, 주탑, 슈, 보강형, 이블로 구분하 다. 지

반과 기 가 하는 면, 기 와 교각이 하는 면, 코핑부와 

슈가 하는면, 보강형 하부 슬래 의 하면, 보강형 상부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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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엑스트라도즈드교의 BIM기반 3D 모델

의 하면을 기  벨로 설정하 다. 기  벨은 우물통과 

교각이 하는 부분으로 설정하 다. 

평면도에서는 교축직각방향 그리드와 교축방향 그리드가 

있으며 교축방향 그리드는 교량의 진행 방향이 됨과 동시에 

교량폭의 심 이 된다. 교축직각방향 그리드는 우물통, 주

탑, 교각의 기 선이 된다. 이와 같이 기 선을 기 으로 각

각의 객체를 배치하면 그림 11과 같다. 

엑스트라도즈드교의 BIM을 작성하는 지 까지 일련의 과

정을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먼  객체에 해 

평면 형상을 작성한 다음 보이드로 모델링할 것인지 솔리드

로 모델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객체를 돌출, 혼합돌출, 회 , 스윕, 스윕혼합을 이

용하여 3차원 객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라메트릭 변수를 

설정한다. 지 까지 구축된 여러 가지 형상의 객체를 로젝

트 일에서 그리드와 벨을 활용하여 한 좌표에 배치하

고 철근을 배근한다. 한, 객체간섭, 물량산정, 품질 리, 공

정 리에 한 여타의 정보를 장하고 리할 수 있다.

직선 곡선 원...

평면 형상

돌출

혼합돌출

회전

스윕

스윕혼합

돌출

혼합돌출

회전

스윕

스윕혼합

고체모델 공간모델...

삼차원 형상

상부거더 교각 교대 우물통 케이블... .........

패밀리

패밀리 배치

파라미터 설정

프로젝트

철근배근 객체간섭 물량관리 품질관리 ............ 공정관리

그림 12 모델 생성 흐름도

4.2 물량 산정  간섭 체크

기존 2D기반의 CAD 시스템은 부분 수작업에 의해 물

량을 산정해야 했다. 

그림 13 일람표

하지만 BIM은 객체의 부피정보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BIM

으로 작성된 객체는 자동으로 물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러

한 이  때문에 복잡한 단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량 오차

를 감소시킬 수 있다. 물량은 그림 13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장된다.

엑스트라도즈드교에서 산정된 콘크리트와 강재 물량은 다

음과 같다.

그림 14 재료 물량 산정 (단  : m
3
)

솔리드와 보이드가 하나의 객체로 모델링되면, 보이드 부

피를 제외한 부피가 산출된다. 하지만 솔리드가 동일 공간상

에 모델링되면 물량이 복해서 산정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

다. 콘크리트 내부에는 철근이 배근될 수 있는데, 철근이 배

근되어도 체 솔리드 공간에서 철근의 공간을 제외한 부피는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콘크리트 부피를 산정하기 

해서는 체 콘크리트부피에 철근의 부피를 빼줘야 한다.

객체 간섭을 체크하는데 있어 유사한 형상을 가지는 동일

한 객체는 간섭체크가 되지 않는다. 즉, 동일한 H빔이 치수

만 다르게 모델링하면 하나의 객체 그룹으로 인식하여 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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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이 간섭이 일어날 경우 간섭을 체크하지 못한다. 따라서, 

객체 그룹간의 객체간섭만 체크만 가능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한, 간섭이 발생한 곳의 객체만 표시할 뿐 정확한 

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모델링이 복잡해질 경우 객체 간섭

을 검토하는데 효율성이 감소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모

델링시 자동으로 객체간섭을 체크 해주는 기능이 없어 모든 

모델링 간 간에 객체 간섭을 체크하며 모델링을 해야 한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량의 객체를 상부거더, 교각, 교 , 주탑, 

우물통, 이블로 구분하여 변단면 돌출, 등단면 돌출, 회

돌출을 활용하여 BIM을 작성하 다. 한 각각의 객체를 작

성하는 과정에서 라메트릭 변수를 설정하 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에서 얻어진 BIM의 사용에 의한 장 , 단   한

계 , 활용방안,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BIM장 으로는 상부거더, 교각, 교 , 주탑, 우물

통, 이블은 변단면 돌출, 등단면 돌출, 회  돌출에 의해 

3D 모델을 기존 CAD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었다. 3D모델

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상의 상부거더와 주변 구조물과의 

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부거더의 경우 획일화된 단면

이 아닌 창의성을 가진 단면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

다. 상부구조물은 혼합 돌출의 기능을 활용하여 변단면 특성

을 반 할 수 있었다. 헌치의 각도와 바닥 의 경사를 고려 

할 수 있었다. 슬래 의 두께  내부박스 높이, 하부두께, 

상부두께 등을 자유롭게 조 할 수 있었다. 보이드와 솔리드

의 조합으로 인해 내부박스의 헌치 각도  높이, 폭 등을 

자유롭게 조 할 수 있었다. 3D모델은 기에 모델을 작성

하는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보이며, 라메트릭 변수 설정에 

한 개념이 히 도입된 모델을 활용하면 시간을 약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BIM은 부피정보를 자동으로 산정

하기 때문에 BIM으로 모델링되는 객체에 한해서 종래의 방

법보다 정확하고 효율 으로 물량을 산정할 수 있었다.

BIM의 단   한계 으로는 동일한 치에 솔리드가 모

델링될 경우 부피가 복되어 산정되고 로그램 자체에서 

이러한 오류를 제거해 주는 기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주의

해서 모델링을 수행해야 한다. 한 철근을 모델링할 경우 

콘크리트와 철근의 물량이 개별 으로 산정되므로 콘크리트

의 물량에서 철근의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직  계산해야 한

다. 그리고 객체간섭에 있어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객체 그

룹은 객체 간섭을 수행하지 않아 간섭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라미터간의 계를 설정하는 수식이 

‘=’만 가능하여 크다(>), 작다(<)라는 논리 계 연산자를 

용할 수 없어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IM 활용방안으로는 라메트릭 모델은 각 변수간의 연

성을 가지며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활용하

여 설계조건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구축된 객체를 활용하여 구조물을 모델링하면 

자동으로 물량산정을 수행할 수 있어 효율 이다.

향후 과제는 교량 건설에 주로 사용되는 객체에 한 라

미터 설정가이드가 정립되어야 하며, BIM을 활용한 객체의 

품질 리, 비용 리, 공정 리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BIM을 도입하려는 건설분야 문가들에게 도움이 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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