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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present an algorithm that conducts an unique naming process for the bridge object through the solid object 

identification focused on 3D straight bridge model. For the recognition of 3D objects, the numerical algorithm utilizes centroid point, 

and solid object on the local coordination system. It classifies the object feature set by classifying the objects and members based on 

the bridge direction. By doing so, unique names, which contain the information about span, members and order of the object, were 

determined and the suitability of this naming algorithm was examined through a truss bridge model and a bridge model with 

different coordinate systems. Also, the naming process based on the object feature set was carried out for the real 3D bridge model 

and then was applied to the module on local server and mobile device for real bridge inspection work. From the comparison of the 

developed naming algorithm based on object identification and the conventional one based on field inspection, it was shown that the 

conventional field inspection work can be effectively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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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용년수가 50년 이상인 교량 구조물의 생애주기 상에서 

유지 리 단계는 선행단계인 계획, 설계, 시공 등의 단계에 

비해 상 으로 긴 기간을 차지하며, 구조물의 생애주기비

용(life cycle cost, LCC)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요하다(Teicholz, 2004). 구조물을 효과 으로 운용  

리하기 해서는 기획, 설계  시공단계 등에서 생성된 정

보의 체계 인 리를 통해  생애주기 상에서 정보의 지속

인 활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지 까지 건설산업의 

경우 구조물의 생애주기 상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은 형상정보

와 속성정보가 분리된 Computer-Aided Design(CAD)의 

사용으로 생성되는 정보의 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정보의 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용자  생애

주기 단계별 정보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하되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건

축분야를 시작으로 가상의 3차원 공간에 목 에 따라 모델을 

구 하고, 형상에 한 각종 속성이 포함된 정보집합체 구축이 

가능한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Model(BIM)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 다.

BIM은 3차원 기반으로 형상정보와 객체에 한 속성정보

들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가 보다 쉽게 실제 구조물을 악

할 수 있고, 장된 속성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분야에

서 활용할 수 있게 해 다. BIM을 활용한 토목분야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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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Lee 등(2008)은 교량의 3차원 기반의 모델을 활용

하여 물량산출, 구조해석 등의 용성을 검토하 고, Kim 

등(2011)은 토목분야에서 BIM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로젝트로의 용을 통해 그 활용성을 입증하 다. 선행연

구들은 체로 완성된 모델의 응용에 이 맞추어져 있으

나, 본 연구는 완성된 3차원 모델의 객체들에 컴퓨터를 기반

의 정보 리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유 명칭을 부여하고, 

유지 리 업무를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

시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구조물의 생애주기 상에서 생성된 정보들을 효율 으로 

리하고 활용하기 해서는 시설물을 구성하는 각 객체들이 

생애주기 상에서 일 성 있게 식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객체들의 고유 명칭에 한 속성 정의가 우선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각 객체에 의미 으로 명확한 명칭을 부여하고, 

이때 생성된 명칭을 기반으로 구조계산서 등의 다양한 엔지

니어링 문서정보  도면 정보와 연계된 정보 리가 이루어

진다면 생애주기 단계별 상호운용성이 향상되어 구조물을 체

계 으로 리할 수 있다. 한 재 공용 인 시설물의 

BIM 기반의 정보모델 구축 후 각 객체를 식별하기 해 많

은 노력이 필요하고 데이터의 수기 입력 시 락  복 등

의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설계/시공단계에서 

객체 실별은 장별로 번호체계가 다르므로 유지 리 단계에

서 상태 평가를 수행하고 지속 인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한 식별체계와도 다르다. 따라서 부재의 종류별로 각 치 

속성을 기하 형상으로부터 찾아 유지 리 목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객체인식 기술이 필요하다.

객체인식  명칭부여에 한 연구는 상 으로 기계분야

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Kripac(1997)은 FaceId- 

Graph를 이용하여 솔리드 객체의 면에 한 상 엔터티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고, Agbodan 등(1999)은 shell 

graph를 이용하여 객체의 명칭부여에 있어 계층 인 구조, 연

성, 복 등을 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최근 3차

원 모델 기반의 명칭부여에 있어서는 Wu 등(2001)이 라메

트릭 모델링에서 면에 기반 한 상정보 명칭 방법(topolo-

gical naming mechanism)을 제안하 다. Yang(2003)은 

Wu의 명칭 방법을 이용하여 면에 Original Name(ON)을 

붙인 후, 다른 특징 형상에 의해 상 엔터티가 참조가 될 때, 

ON에서 유도된 Real Name(RN)을 기록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여기서 동일한 ON을 가지는 객체는 동일 기하객체를 가

지게 되므로 매개변수의 범 에 따라 정렬하 다. Mun과 

Han(2006)은 라메트릭 CAD 모델 교환을 한 고유 명칭 

방법으로 Secondary Name(SN)과 기하공간정보인 Object 

Space Information(OSI)을 제안하 고, 모호성 해결을 

해 동일한 기본명칭을 갖는 객체의 총수와 해당 객체의 순서정

보를 활용하는 OSI를 바탕으로 국부 좌표계에 따른 기하정보

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솔리드 객체의 고유 명칭부여에 한 문제는 크게 명명법

(naming)에 한 문제와 이름 매칭(matching)에 한 문

제로 구분된다(Verady et al., 1990). 명명법에 한 문제

는 모델의 생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며, 이름 매칭은 모

델의 수정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의미한다. 객체별 명칭

부여를 한 연구는 특성기반(feature-based) 부품 모델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것들이 주를 이

루며, 이는 본 연구에서 완성된 교량모델을 상으로 고유한 

명칭을 일 으로 부여하기 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는 

다르다. 다만, 명명법에 요구되는 기본 정보가 상정보를 활

용하는 기본 명칭에 한 정보와 동일한 상 안에서 각 객

체를 구분하기 한 정보로 구분되는 은 크게 다르지 않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객체가 의미하는 부재의 종류

를 기본 명칭에 한 상정보로 활용하고, 동일한 부재종류 

내에서 각 객체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기 해 동일한 기본명

칭을 갖는 객체의 총수와 해당 객체의 순서정보의 2가지로 

구성된 특성집합인 OSI 개념을 이용한다.

본 연구는 교량 구조물의 공용기간 동안 수행하는 안 진

단  유지 리 업무에 3차원 교량모델을 지속 으로 활용하

기 한 연구(Lee et al., 2010)와 연계가 가능하며, 수많

은 객체들로 구성된 직선형 교량모델을 상으로 각 객체의 

고유 명칭을 일 으로 부여하여 체계 인 이력 리를 지원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직선형 교량을 상으로 각 객체에 한 고유명

칭 부여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이를 

해 2장에서는 고유 명칭부여를 해 정의한 객체특성집합

에 하여 설명하 으며, 3장에서는 객체특성집합을 활용하

여 명칭을 부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유지 리 장 검 

업무에 합한 고유 명칭을 부여하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 

4장에서는 실제 교량을 상으로 객체인식  명칭부여 방법

론을 용하여 제시한 알고리즘의 실효성을 검증하 고, 이

를 실제 유지 리 장 검 업무에의 용을 통해 본 연구가 

실제 검 업무의 편의성을 효율 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

다.

2. 3차원 솔리드 객체 인식을 통한 객체특성집합의 정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3차원 모델에서 객체 인식을 통해 

부여된 객체별 고유 명칭은 모델의 일 성뿐만 아니라 도면 

 엔지니어링 문서와 같은 다양한 정보와의 매핑에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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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process for the object naming

Fig. 2 Examples of object feature set for a 3D

bridge model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3차원 모델의 객체를 

인식하고, 객체특성집합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객체별 명칭부여에 활용될 객체특성집합 정의에 앞서 3차

원 모델의 객체 인식을 수행하는 처리 과정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이를 해 CAD 소 트웨어 내에서 모델을 구성하

는 객체들의 분류, 유지 리 업무에서 활용되는 부재의 구분 

 교량의 시 과 종 에 한 방향 설정 등의 처리 작업

을 수행하 다. 

객체의 분류는 객체 인식을 한 필수조건이며, 기존의 부

품 모델링에서 발생하는 모호성 문제의 해결을 해 객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면 안에서 명칭을 부여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교량 구조물의 경우 객체들의 조합

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객체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객

체의 도심 좌표(centroid point)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

다. 교량 모델 객체에 포함되는 모서리 좌표 는 하나의 면

에 포함되는 좌표들에 비해 도심 좌표는 객체별로 유일하며, 

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일 객체를 표 하는데 

합하다. 이는 기존의 면을 기반으로 한 방법에 비해 보다 

효과 으로 객체 인식이 가능하다.

안 검을 한 부재 구분의 경우 MLTM(2012)에서 제

시하는 일반교량의 부재별 유지 리 검항목 에서 콘크리

트 탄산화와 염화물 확산을 평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체

로 구성된 바닥 , 주형, 2차 부재, 교 , 교각, 기 , 교량

받침, 신축이음, 교면포장, 배수시설, 난간/연석 등 11개 부

재를 상으로 선정하 다. 이를 표 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도면층(layer) 정보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교량의 객체 명칭은 시 방향에서 종 방향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다양한 CAD 소 트웨어에서 생성된 3차

원 모델은 사용하는 좌표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좌표계가 일

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여된 객체 명칭은 사용자에게 혼란

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 구조물에서 객체의 명칭부

여는 국부 좌표계를 이용하여 명칭을 부여하고, 모델들을 병

합할 때 기 이 되는 좌표계로 회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 모델에서 시 에서 종  방향으

로 명칭을 부여하기 해 별도의 참조선(reference line)을 

생성하고, 참조선의 방향 정보를 활용하여 국부 좌표계로의 

변환 매트릭스를 생성하여 교량의 방향정보를 설정하 다. 

명칭부여를 한 처리 단계에서는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부재의 분류, 교량의 방향설정, 3차원 모델의 국부 좌

표계로의 변환 등의 객체의 인식과정을 거쳐 국부 좌표계를 

기 으로 객체의 도심좌표를 추출하여 임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MLTM(2012)에서 제시하는 교량 부재별 

명칭부여 방식을 용하기 해 교량구조물의 유지 리 시 

검단 로 이용되는 경간을 기본단 로 구분하고, 교축방향

과 교축직각방향에 한 순서정보를 고려하여 다음 식 (1)과 

같이 부재의 객체특성집합(OF)을 정의하 다.

   (1)

여기서, 는 번째 객체의 객체특성집합을 의미하며, 

은 번째 경간, 과 는 

각각 번째 객체가 속한 경간 내에서 번째 객체의 교축방향

을 기 으로 객체의 순서정보와 교축직각방향으로 객체의 순

서정보를 의미한다(Fig. 2 참조).

3. 객체별 고유 명칭부여 알고리즘

술한 객체인식 방법  객체특성집합을 이용하여 객체별 

고유 명칭을 부여하기 한 로세스를 Fig. 3에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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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bject naming algorithm

Fig. 4 Example of object naming for bridge maintenance

다. 이는 명칭부여를 한 처리 단계에서 생성된 국부 좌

표계 상의 객체별 도심좌표를 활용하여 유지 리 시 사용되

는 기본단 인 경간을 정의하고, 객체별 명칭을 부여하는 단

계이다.

경간의 구분은 객체 사이의 배열 계에 한 조건과 도면

층에 한 정보를 통해 교각의 도심좌표와 교각의 치조건

을 고려하여 두 가지 규칙을 설정하여 수행하 다. 먼  객

체간의 계를 통한 경간의 구분은 교축방향으로 연속된 객

체들에 하여 해당 객체 사이에 연속된 면이 존재하는 경우

를 고려하여 다음의 규칙 1을 정의하고, 객체 는 교축방향

의 면을 상으로 도심좌표를 비교하여 동일 경간을 정의하

기 한 식 (2)를 제시하 다.

규칙 1: 임의의 3차원 솔리드 객체 , 가 있을 때에 다

음의 식 (2)를 만족하는 경우   로 정의한다.

≤ 

∧∀ ∃   (2)

여기서,   는 각각 , 객체의 교축직각방향 

국부 좌표계 상의 도심좌표이며, 는 허용한계값(tolerance)

으로서 본 연구의 경우 0.001mm를 사용하 다. 한 

와 는 객체, 객체의 번째, 번째 표면

(surface)의 도심좌표를 가리킨다. 객체가 육면체인 경우 

와 는 교축방향에 방향으로 수직인 면으로서 객체의 시

측 면과 종 측 면으로 정의한다. 

한편, 의미 심의 경간 구분은 다음의 규칙 2를 따른다.

규칙 2: 임의의 3차원 솔리드 객체를 라 하고, 번째 교

각에 해당하는 객체를 이라 할 때, 은 다음의 식 

(3a), 식 (3b)  식 (3c)에 따라 정의된다.

case 1:     ⊂  (3a)

case 2:    ≤ 

⊂  (3b)

case 3:    ≥ ⊂  (3c)

여기서, , , 은 객체, 번째 교각 

 1번째 교각의 교축방향 도심좌표이다. 

임의의 객체의 교축방향 도심좌표가 교량의 시 과 첫 번

째 교각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는 case 1에 해당되며, 두 교

각 사이에 객체의 교축방향 도심좌표가 존재하거나, 두 교각 

 시 측 교각의 교축방향 도심좌표와 임의의 객체의 교축

방향 도심좌표가 일치하는 경우는 case 2에 해당한다. 한, 

case 3은 객체의 교축방향 도심좌표가 종 측 교각과 교량

의 종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 용된다. 

명명단계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경간정보, 객체의 순서정보 

등의 객체특성집합과 부재종류를 식별하는 상정보를 이용

하여 각 객체에 고유 명칭을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 3차원 객체인식을 통한 명칭부여를 해 사

용한 교량 구성요소에 한 번호체계의 근간은 국토교통부의 

‘안 검  정 안 진단 세부지침(교량)(MLTM, 2012)’

이다. 부재의 번호는 부재의 종류를 의미하는 알 벳 심벌과 

시 에서 종 을 바라보는 교축방향, 교축의 직각방향으로 

번호가 증가되는 것을 기본으로 3자리 코드가 생성된다. 그

러나 3자리 코드로 부여된 명칭은 경간 정보를 포함하지 않

으며, 방향별 한자리로 표 되어 많은 객체를 포함하는 장

교량의 경우 이를 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체의 고유 명칭을 Fig. 4와 같이 객체특성집합의 세부 항

목들과 부재 정보의 조합으로 정의하 고, 안 검의 기본

단 인 경간과 부재종류를 포함하여, 방향별 3자리의 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 다. 이는 유지 리 업무를 수행하는 

검자가 제안된 명칭을 통해 검부재의 경간  치 단

을 가능하게 하며, 부재 종류의 식별이 가능해 검 업무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체계 인 손상 이력 리를 통해 유지

리 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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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bject identification result for 3D Truss bridge 

model(712 objects)

Fig. 7 Basic Model for verification of coordinate 

transformation

4. 실제 교량의 용을 통한 고유 명칭부여 알고리즘의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객체인식 과정과 객체특성집합을 통한 

고유 명칭의 부여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해 체 CAD 시장에

서 약 80% 이상의 유율을 차지하는(Shin, 2010) Autodesk 

사의 AutoCAD를 통해 모델을 구성하고, .NET Framework 

기반의 AutoCAD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활용하여 3차원 객체 인식을 한 모듈을 DLL 포맷

으로 구성하여 객체의 명칭부여를 수행하 다. 이에 한 3차

원 객체인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해 총 712개의 객체로 구

성된 트러스 형식의 교량 모델과 140개의 객체로 구성되어 있

고, 역 좌표계 상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갖는 Steel Plate 거

더교 2개에 한 모델에 용하 다. 

객체 인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해 먼  다른 교량형식

에 비해 상 으로 많은 객체로 구성된 트러스교 모델을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방법은 AutoCAD에서 인식

된 객체의 수와 고유 명칭부여 알고리즘을 용하여 명칭부

여를 한 처리과정의 를 추출한 결과를 의미하는 

객체의 수와 비교하 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개발된 모듈의 

객체 인식 정확성을 검증하 다. 생성된 모델  객체수의 

비교 결과는 Fig. 6에 나타냈다. 실험 결과로서 AutoCAD 

상에서 구성된 트러스 모델을 구성하는 712개의 객체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객체인식 모듈을 통해 로 인식된 

객체의 수가 동일하므로 락된 객체없이 모두 인식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많은 객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교

량 구조물의 객체인식 과정에서 객체의 수와 계없이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상이한 좌표계를 갖는 모델을 기 이 되는 국부 좌

표계로 변환하기 한 변환 매트릭스의 검증을 한 실험으

로 Steel Plate 거더교 모델과 이를 시계 반 방향으로 90° 

회 시키고 치를 이동시킨 모델을 사용하 다. 좌표계 변

환 매트릭스의 검증은 각각의 모델에서 참조선의 좌표와 추

출된 객체별 도심좌표를 비교하 다. Fig. 7과 Fig. 8에 나

타낸 것과 같이 Fig. 7의 모델과 Fig. 8의 시계 반 방향으

로 90° 회 된 모델에서 추출된 참조선의 시작   객체의 

도심좌표를 서로 비교한 결과 모델의 다른 치로 인해 2개

의 모델에서 참조선의 시작  좌표는 서로 다르지만, 참조선

과 객체의 치 계를 통해 추출된 도심좌표는 동일하게 나

타났다. 이는 좌표계 변환 매트릭스가 정확하게 수행되어 교

량모델이 국부 좌표계로 변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환 매

트릭스의 검증 실험을 통해 모델 생성과정에서 사용된 좌표

계  모델의 치와 계없이 명칭부여 알고리즘  처리 

단계에서 수행되는 좌표계 변환 매트릭스로 모델들이 동일한 

국부 좌표계로의 변환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다양

한 CAD 소 트웨어에서 생성된 모델이 동일한 기 으로 객

체별 고유 명칭부여가 가능하도록 해 다.

앞서 도출된 객체인식  객체별 도심좌표 정보를 통해 

Fig. 7에 나타낸 기본 모델을 상으로 3장에서 제시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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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90° rotated model for verification of coordinate 

transformation

Fig. 9 Result of object naming based on object 

feature set

Fig. 10 3D view of the target bridge(588 objects) for 

pilot test and object naming

칙 1과 규칙 2를 용하여 경간을 구분하고, Fig. 4에 제시

한 객체의 명칭 형식에 따라 객체별 명칭을 부여하 다. 

용 결과는 Fig. 9에 나타냈으며, 교량의 객체 인식  명칭

의 부여가 락 는 복없이 완벽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객체별로 부여된 명칭은 술한 바와 같이 도면층 

정보, 교축방향 순서, 교축직각방향 순서  경간정보의 조합

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MLTM(2012)에서 제시하고 있

는 명칭체계 범  내에서 객체의 복 는 락이 발생되는 

경우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부재들의 경간 정보가 추가된 

부재 표 방식으로 유지 리 업무에서 명칭을 통한 객체의 

종류 단  치정보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 한 스

드시트 형식으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에 따

라 장된 정보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명칭부여 알고리즘의 장 검 업무에

서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해 Preflex  Steel Plate 

Girder 형식으로 588개의 객체로 이루어진 교량을 상으로 

장 검 Pilot Test를 수행하 다. 구성한 3차원 모델과 고

유 명칭부여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명칭을 Fig. 10에 나

타내었다. 이를 장 검 업무에 용하여 그 활용성을 검토

하 다. 이를 해 상 모델과 명칭부여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명칭을 장 검자가 진단업무 수행 시 기존의 야장

과 카메라 신 검정보  손상사진 입력 등의 작업에 이

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 기반의 모듈과 장에서 발생된 

정보의 조회  수정 기능을 갖는 리 서버용 모듈에 용

하 다. Pilot Test에 사용된 3차원 모델의 가시화를 하기 

해 OpenGL을 활용하 으며, 각각의 객체를 STL 형식의 

일포맷으로 생성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명칭부여 알고

리즘을 통해 생성된 명칭을 객체의 일명으로 장하여 

용하 다. 

구성된 모듈을 이용한 장 검은 기존의 장 검 방식에 

따라 외 조사망도를 작성하는 인력과 모바일 장치를 통해 

검 자료를 입력하는 인력이 안 검 문가가 조사한 손

상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용 방법의 활용성 검

증을 해 모바일 장치를 통해 손상사진의 취득  검데이

터를 입력하는 시간과 기존 사진촬 , 사진정보의 기록  

외 조사망도의 작성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기입하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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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 다. 그 결과 기존의 방법에 비해 모바일 장치를 이

용한 방법이 보다 빠르게 검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정보 리 측면에서 모바일 장치를 통

해 입력된 정보들은 락 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소 트웨어에서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 을 갖고 있

다. 결과 으로 객체인식을 통한 고유 명칭부여 방법을 통해 

장 검 시 발생하는 정보에 하여 객체별 고유 명칭에 따

라 검기간별 이력 데이터를 축 할 수 있으며, 외부 데이

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취득한 손상사진  기타 달사항 등

을 함께 장하여 통합된 정보 리가 가능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직선교 모델의 객체 인식을 해 도

면층을 통한 부재의 구분, 참조선 정의를 통한 교량 방향 설

정  국부 좌표계 상의 솔리드 객체 도심 좌표를 활용한 좌

표변환 기법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객체특성집합을 정의

하여 교량 부재에 한 각 객체별 고유번호를 교량의 안 진

단을 한 명명체계에 따라 일 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 총 712개의 객체로 구성된 트러스 모델과 140개

의 객체로 구성되고, 좌표계가 서로 다른 Steel Plate 거더

교 모델을 상으로 명명되는 객체의 수를 비교하여 개발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검토하 으며, 경간 정보, 부재 종류, 

객체의 순서 정보를 활용하여 객체의 명칭을 부여하 다. 검

토 결과, 직선형 교량의 경우 객체 인식에 한 정확도는 

100%로 나타났으며, 방향이 다른 모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객체인식을 통한 명칭

부여 알고리즘의 실제 교량을 상으로 하는 장 검 업무

에 한 활용성을 검토하기 해 모바일장치  리 서버에 

용하 다. 이를 기존의 장 검 방식과 비교하여 장

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유지 리 업무에 극 활용

한다면 기술자 측면에서는 단순반복 인 업무를 획기 으로 

일 수 있고, 리자 측면에서는 사업 리를 한 의사결정

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리 업무의 효율성을 효과

으로 높일 수 있다. 특히, 기존 시설물 유지 리 기술에서 활

용하지 않았던 3차원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종이에 

작성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진보된 IT 기반

의 검업무가 가능하며, 유지 리 업무에서 생성된 각종 정

보가 복이나 락 등의 오류로 인해 손실되는 문제를 개선

하여 체계 인 이력 리가 가능하다. 한 개발된 객체특성

집합과 이를 이용한 고유번호 자동부여 알고리즘은 상이한 

기 에서 작성된 다양한 3차원 모델에도 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교량의 안 검  유지 리 분야에서 3차원 모델의 

활용성을 확장하는데 지속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3차원 기반 모델의 객체를 인식하여 정확하게 

객체별 고유 명칭을 부여하 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를 기반으로 설계단계부터 객체별 명칭이 부여되어 구조물의 

생애주기 상에서 지속 으로 활용된다면 체계 인 이력 리

를 통해 보다 효과 인 구조물 리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모델 구성을 통해 유

지 리 업무를 직 으로 지원하는 응용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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