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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bar detailing is an important work influencing the final performance and quality of RC structures. But it is one of the most 

irrational and illogical activity in construction site. Many groups of workers, including main contractors, structural engineers, shop 

drawers, rebar fabricators, and etc., participate in this activity. A loosely-organized process for this activity is apt to produce a big 

amount of rebar loss or even degraded structures. A 3-dimensional rebar auto-placing system, called as Rebar Hub, has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in this research. Rebar Hub provides a totally integrated service from 3D structural modeling of buildings 

to rebar auto-placing considering anchorage, splice, and the length of ordered rebar. In addition, Rebar Hub can recognize the 2D 

drawing CAD files and then build 3D structural models which are used for the start point of 3D rebar auto-placing. After rebar 

auto-placing, each members of the 3D structural model have rebar information belonging to them. It means that the rebar 

information can be used for the afterward works such as quantity-survey, manufacturing and fabrication of rebars. Rebar Hub is 

showing outstanding performance while applying to practical projects. It has almost five times productivity and reduces the rebar 

loss up to 3～8% of the initially-surveyed amount of re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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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기능 인

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의 이유로 원가 감, 공

사기간 단축 등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철근공사는 구조물의 안 성과 내구성에 많은 향을 미치고 

원가측면에서도 굉장히 요한 공사이다. 그러나 아직도 철

근공사의 주요 업무인 철근의 가공  조립은 노동 집약 인 

작업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배근 설계와 시공은 건설 장에서 가장 불합리한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철근공사에는 원청 건설사, 골조 문

건설사, 배근시공도 작성자, 철근 가공장, 감독/감리사, 구조

설계자 등 다수의 업무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간의 합

리 인 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 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을 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철근공사는 

RC골조 품질에 결정  향을 주는 업무이지만 참여 주체간 

원활한 업 부재로 인하여 골조의 품질 하, 생산성 감소, 

공기 지연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RC골조

공사는 신이 매우 시 한 분야라 하겠다.

한편 최근 BIM은 건설산업의 기술 환경 패러다임을 환

시키는 기술로 인식되고 확산되고 있다. BIM 기술의 활용은 

설계정보의 디지털화를 한 모델링 작업과 모델 내의 정보



3차원 배근설계  배근시공도 작성 자동화 시스템 개발

290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4호(2014.8)

Phase Activity

International

Revit
Archi 

Cad
Tekla 기타

Design

Structural Detail ◉ ◉ ◉ Allplan

MEP/Finishing ◉ ◉ ◉

Curtain Wall ◉ ◉ ◉

Link to Analysis △ △ △

Struc.

Analy-

sis

Structural Modeling △ × △

Built-in Solver

Optimization Arup

Const-

ruction

Manual Detail 

Modeling
◉ ◉ ◉ Allplan

Auto Detail Modeling × × △

Taking-off △ △ △

Cost-Targeting × × ×

Drawing Production △ △ △

Simulation △ △ △

◉ : in practice, △ : not in practice, × : non

Table 1 BIM authoring tools for structures

를 여러 형태로 가공하여 후속 단계에서 활용하는 단계로 구

성된다. 그런데 3차원 모델 상에서 방 한 양의 철근상세정

보를 모델링하기 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모

델링 후에도 데이터량의 방 함으로 인하여 로그램 성능이 

원활하게 발 되지 않기에 BIM 기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배근 설계와 시공과 련하여 BIM 기술이 활용되고 있지 않

은 상황이다. 

본 기술은 3차원 BIM 환경 하에서 골조상세정보 모델링

과 배근상세설계  배근시공도 작성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

템 Rebar HUB 개발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2. 황 분석

2.1 배근상세설계  철근공사 황

최근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

세이며, 설계 기술의 발 과 구조설계기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한 고강도 콘크리트  철근 등 자재 품질은 향상되

고 있으나 시공품질 확보 방안은 아직 미비하다. 그 결과 구

조 안 성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근배근상세설계와 시공은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품질과 경제성을 좌우하는 요한 요소이다. 철근의 

이음/정착은 철근배근상세의 핵심으로서 골조의 품질 확보에 

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구조설계기 과 엔지니어의 공학

 단에 근거한 합리 인 철근배근시공도의 작성은 골조 

품질 확보를 하여 요한 업무일 뿐만 아니라 합리 인 철

근배근상세와 시공은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품질과 경제성에 

큰 향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공사는 건설 장에서 기술 으로 

가장 낙후된 공정이다. 구조  지식이 부족한 엔지니어에 의

하여 철근배근시공도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 도면 완성 후 

검토 차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 원청건설사, 골조 문건

설사, 철근배근시공도 작성자, 철근가공장, 감리/감독  등 

다수 참여주체간 합리 인 업 로세스  엔지니어링 시

스템이 부재하여 배근상세설계와 철근공사는 체 공정을 지

연시키는 요한 원인이 되곤 한다. 특히 철근공사의 경우 

발주자  원청건설사에 의한 품질  물량 리 방안이 부재

한 경우가 많고, 공정-공사비 리시스템의 기술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산 수립과 실행 산 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황 분석 결과, 구조 안 성 향상과 공사비 감에 한 

요구가 증 하고 있는 시 에 골조 품질  경제성에 지 한 

향을 주는 배근상세설계  철근공사의 합리화, 효율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2 배근상세설계  철근공사 산기술 환경

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BIM 도구는 크게 Revit, 

ArchiCAD, Tekla, Allplan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 골조공사에서 있어 이러한 BIM 도구의 활용성은 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 도구들이 실제 골조공사의 생애주

기에 걸친 활용성은 설계단계에서 높지만, 실제 시공단계에

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아진다.

시공단계에서 활용도가 낮아지는 원인은 재 상용 BIM 

도구가 시공단계에서 각 용역주체가 필요로 하는 최종 성과

물을 기존 방식에 비하여 원활하게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골조공사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BIM 기술의 기술  한계로 지 되고 있는 철근공사에 용

되고 있는 상용 BIM도구의 활용도를 분석하 다. 

1) Autodesk(Revit)

Revit은 Family와 Reinforcement Type Component

로 3D 배근 모듈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객체 단  형

상으로 추후 설계변동사항에 해 일  변경 불가하여 잦은 

시공변경이 있는 국내 건설 장에 있어 용에 한계가 있다. 

한 배근설계 작업방식 역시 사용자가 철근의 지름, 정착길

이, 띠철근의 간격 등을 직  입력 부재별 배근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기존 2D 기반 작업환경에 비해 비실용 으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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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bar detailing by Allplan

Fig. 3 Rebar detailing by Tekla

한 작업량이 설계자에게 부과된다. 한 로그램 구동시 방

한 데이터 크기 때문에 정보가 많아질수록 수행 효율이 

속히 하되는 기술  한계를 가지고 있다. Revit 도구를 활

용한 철근배근 모델링에 있어 시공단계 실무 용성을 해

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구조해석 결과를 반 할 수 없음

- 구조설계 규 에 따른 철근길이를 용할 수 없음

- 최상층 정착을 한 90도 표  갈고리가 용되지 않음

- 상하부 기둥철근 겹침을 방지하기 한 하부 기둥철근의 

굽힘  지정 안 됨

- 하부철근과 상부철근의 경계가 없어 부분 상세가 정확하

게 구 되지 않음

- 배근 모듈에서는 배근설계 규 에 따른 배근 알고리즘이 

용되지 않음

2) Bentley(AllPlan)

Bentley사의 Allplan의 경우 토목분야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도구로서 사용자 정의 코드, 철근 형태 라이 러리, 

자동 스 링, 간섭체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면 

형태 자동 인식  철근 자동 배근, 철근에 한 자동 마킹 

넘버 할당, 철근 물량 자동 산출, 철근 조립도 자동 생성, 철

근의 간섭검토 기능을 제공하여 실제 배근 시공도 작성이 가

능한 도구로 국내․외 실제 장에 용되고 있다. 본 도구

를 활용한 철근 배근 모델링에 있어 시공단계 실무 용성을 

해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각각의 객체에 한 배근 속성을 지정하는 드로잉 방식

- 객체마다 지정하는 모델링 작업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

- 2D 기반의 Tool로 복잡한 3D 형상의 배근시공이미지 

도출이 어려움

- 시공자의 도면이해도가 다른 BIM Tool에 비해 비교  

떨어짐

- 체 객체에 한 배근의 일  변경 용되지 않음

Fig. 1 Rebar detailing by Revit

3) Tekla Structures

Tekla에서 지원하고 있는 배근 설계 모듈은 각 객체의 조

합으로 구성된 Component로 모델링 후 상용 라이 러리 

는 사용자 생성 라이 러리 사용, 철근배근상세를 모델링

하는 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모델링된 철근 배

근상세는 Binding / Parameter의 객체 속성을 가지면, 이

와같은 속성 변경시 모델링 데이터에 반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본 도구를 활용한 철근 배근 모델링에 있어 시공

단계 실무 용성을 해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체 객체에 한 배근의 일 변경은 용되지 않음

- 각 개체를 사용자가 직  작도하기 때문에 생산성  확

장성이 낮음

3. 3D 배근상세설계 요소기술

Rebar HUB는 최근 건축 설계  시공 분야의 차세  

신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3차원 BIM 기술환경 안에서 배근

시공도 작성 업무를 산화하여 배근시공도 작성업무 생산성

과 품질을 획기 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이용한 합리 인 배

근시공도 설계  철근공사 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궁극

으로 철근콘크리트 건축구조물의 성능, 련 업무 생산성, 골

조공사 원가 등에서 획기 인 신을 이룰 수 있는 신기술이

다. Rebar HUB 개발에 포함된 주요 핵심기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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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rawing recognition for 3D modeling

Fig. 5 Automation of shop drawings

Fig. 6 3D rebar placement

- 2D CAD 도면 인식에 의한 3차원 골조상세 정보 모델 

구축 기술

- KBC2009에 의한 이음/정착/원철길이  시공성 반

한 3D 자동 배근 기술

- 3D BIM모델에 기반한 정 골조물량(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산출 기술

- 공정정보를 통합한 5D 모델 구축과 이를 활용한 철근공

사 리 기술

- 상용 BIM 도구와의 연동을 통한 통합 BIM 활용 기술

3.1 2D/3D 하이 리드 골조 모델링

재 철근콘크리트 구조도면은 부분 2D CAD 일 형

태로 납품되며, 최근에는 일부 3D BIM 일로 납품되기도 

한다. Rebar HUB에서는 2D CAD 일 형태로 구조도면

(구조평면도, 부재일람표)가 제공되는 경우 이들 도면을 인

식하여 3D BIM Model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3D 모델링 시간을 최 로 단축시킨다.

2차원 도면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Rebar HUB는 도면 오

류를 내용을 악하여 보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즉 구조평

면도에 기입된 부재명(C1, G1, B1, W1 등)이 부재일람표

에 락되었거나, 구조평면도에 그려진 부재 크기와 부재일

람표에 제시된 크기가 다를 경우 등의 오류를 Rebar HUB

는 인식 과정에서 찾아낸다. 이러한 도면 오류는 보고서로 

정리되어 원설계자에게 제공되어 도면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2D 도면 인식에 의하여 생성되는 3D BIM 모델은 부재

의 편심, 단차, 슬래 와 벽체의 개구부 등, 골조상세정보를 

반 한다. 이러한 골조상세정보는 이음, 정착 길이를 반 한 

정확한 철근 가공 형상  길이를 결정해야 하는 배근시공도 

작성 업무를 하여 반드시 정확한 모델링이 요구되는 정보

이다. 상용 BIM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골조상세정보

의 정확한 모델링을 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을 고려할 때 2D 도면 인식에 의하여 3D BIM 모델을 생

성하는 기능은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3.2 3D 자동배근  2D 배근시공도 자동화

3D BIM 모델의 설계정보(골조형상  부재단면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3D 배근시공도를 자동 작성한다. 이 때 철근

의 이음  정착을 비롯한 KBC2009에 규정되어 있는 배근

상세 규정과 내진보강상세를 반 하며, 한 원철근의 길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사항을 엔지니어가 결정하여 반 할 

수 있다. 각 가공철근 정보는 부재 각각에 연결되어 있어 추

후 부 별, 부재별 등 다양한 에서 정보를 정리하는 데

에 활용될 수 있다. 

3D 배근 정보는 Rebar HUB가 제공하는 3D Viewer를 

이용하여 실제 배근 상태를 3D 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특정 

부 의 철근 집도를 검토하는 등 배근 상황을 미리 시뮬

이션 해볼 수 있다.

이러한 3D 배근정보는 동일한 형상을 갖는 가공철근을 하

나의 Bar Set으로 리하는 기법에 의하여 철근 데이터 양

이 방 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수행 성능에 악 향을 주

지 않으며, 원활한 자료 처리와 3D 화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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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ccurate quantity taking-off

Fig. 8 Construction simulation Fig. 9 Conversion to commercial BIM tools

장에서 철근공사를 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2D 배근시

공도는 이상에서 기술한 3D 배근정보 모델로부터 자동 추출

된다. 그러므로 기존 2D CAD에 의한 배근시공도 작성 업무

에서 업무량의 부분을 차지하던 배근시공도 작성 업무의 

효율이 획기 으로 향상될 수 있다. 한 공사 직 에 장 

상황 는 국부 인 설계 변경에 의하여 2D 배근시공도에 

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를 하여 Rebar HUB는 장에

서 사용할 수 있는 2D편집기를 제공한다. 3D 배근모델로부

터 자동 추출된 2D 배근시공도를 바탕으로 2D편집기를 이

용하여 편집된 도면은 다시 Rebar HUB에 축 되어 실행도

면  실행물량 리에 활용된다.

3.3 정 물량  공정정보가 통합된 5D 골조모델

건물 단 의 3D 배근시공도 작성 결과는 Rebar HUB에

서 하나의 로젝트로 집계된다. 이는 단지 수 에서 골조공

사를 리할 수 있는 모델이 구축됨을 의미한다.

3D 배근시공도 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철근, 콘크리트, 거

푸집 정 물량이 집계된다. 이 때 철근물량은 철근의 이음 

 정착이 반 된 가공철근 정보를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

에 실제 실행물량에 해당하는 정 한 물량이 산출된다.

한편 골조 공사계획에 따라 각 부 별로 공정정보가 MS 

Project 는 Primavera와 연계되어 Rebar HUB 내에 구

축됨으로써 3D 설계정보, 정 물량정보, 공정정보가 함께 통

합된 5D 정보모델이 구축된다. 이는 공정별 물량 집계, 공정

별 발주 물량 집계 등 다양한 에서의 집계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을 의미한다.

한 3차원 뷰어 상에서 특정 부 를 선택하여 해당 부

의 물량 산출, 공사 일정 등 다양한 정보를 모델 상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사  시공 시뮬 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시

공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사 에 악하여 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4 상용 BIM 도구 연동

BIM 환경에서의 설계와 시공은 건설산업에서 차세  기

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기술의 용에 의하여 구축된 골

조상세정보와 배근정보는 배근시공도 작성에만 활용될 뿐 아

니라, 설비  마감 설계와 연계된 통합 BIM 모델 구축에 

골조정보로 활용된다.

이를 하여 본 기술에서는 BIM 국제표  형식인 IFC로 

골조정보를 입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 다. 즉, 골조상

세정보를 IFC로 장하면 Revit, ArchiCAD 등 IFC 형식

을 지원하는 상용 작도구에 골조정보를 그 로 달 받을 

수 있으며 설비  마감 모델과 결합되어 통합 BIM 모델이 

구성된다.

한 이미 골조 BIM모델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2D 

도면 인식 과정이 필요없이 해당 정보를 Rebar Hub로 입력

받아 필요한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면 3차원 배근시공도를 바

로 작성할 수도 있다.

최근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BIM 기반 설계 

 시공이 의무화된 바 있으며, 향후 BIM 환경에서의 기술

력은 곧바로 기술경쟁력과 연결된다. 해외에서 개발된 BIM 

작도구의 유율이 95%가 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부분

의 건축물에 용되야 하는 배근 설계  시공을 한 자체 

작도구를 개발하 다는 면에서 본 기술의 의미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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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 사례

본 장에서는 아 트 1개 로젝트, 청사건물 1개 로젝

트에 한 Rebar HUB 용 결과를 물량 비교 심으로 제

시한다. 로젝트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Project 1 000 Apartment

Site Area 19,168m² 

Usage Residential

Archi. Area 30,701m²

Fig. 10 Apartment model

Project 2 000 New Office

Site Area 105,660m²

Usage Domitory

Archi. Area 42,701m²

Fig. 11 Office model

기존 로세스 비 골조공사 물량산출에 한 정확성 검

증을 해 각 부재별 기존방식과 Rebar HUB를 이용한 산

출 결과에 해 분석을 실시하 다. 

1) 콘크리트/거푸집 물량 비교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의한 물량 차이는 기존 결과와 

Rebar HUB를 이용한 산출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콘크리트의 경우 

Rebar HUB에서 모델링하지 않는 버림 콘크리트 물량 차이

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1차 용 로젝트인 아 트 

로젝트의 경우 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4%의 콘크리트 

물량차이를 보 으나, 버림콘크리트 물량산출 부분에 해 

Rebar HUB의 기능을 보완한 결과 2차 용 로젝트인 신

청사 로젝트의 경우 그 차이가 0.5%로 감소하 다.

거푸집의 경우 Rebar HUB의 상세 모델링 수 과 합벽등 

시공성을 고려한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못한 Rebar HUB의 

산출결과가 기존 산출방식에 비해 오차(1.0%)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bar HUB 용시 시공성이 반

되어 산출되어야 하는 거푸집 부 (지하 흙막이벽 는 독립

기  헌치 거푸집등)에 해 사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분

석되었다(Table 2,3).

HUB Manual Diff. Ratio(%)

Concrete

(m
3
)

20,742 21,491 -749 4.0

Form

(m2)
140,541 140,130 411 0.5

Table 2 Quantity comparision of apartment model

HUB Manual Diff. Ratio(%)

Concrete

(m
3
)

22,904 23,034 130 0.5

Form

(m
2
)

132,357 131,073 1,284 1.0

Table 3 Quantity comparision of office model

2) 기 철근 물량 비교

기  철근에 한 물량 비교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anual HUB Diff.

Parking 123.56 117.05  -6.51

#101 36.673 23.47  -13.20  

#102 51.941 38.47  -13.47  

#103 63.468 48.38 -15.08  

sum 275.642 227.37 -48.26

Table 4 Quantity comparision of mat slab(ton)

이와같이 철근물량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존방식

의 경우 실제 철근의 이음과 정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주근철근에 해 총 주근갯수에 이음이 발생하는 개소를 사

용자가 단하여 산출하며, 철근 배근 구간 재설정(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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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근구간을 재설정), 내수압 기 와 독립기 ( 기 ) 

연결부 정착길이 미 용, 기  내민길이에 따른 주근 표 갈

고리 미 용등 실제 철근 배근상세와는 많은 차이를 보 다.

Fig. 12 3D rebar placement for mat slab

3) 벽체 철근 물량 비교

벽체 철근의 경우 기존방식과 Rebar HUB를 통한 물량 

비교결과 각 동별로 큰 편차를 보 다. 103동의 물량 차이가 

18%이상 보이는 이유는 기존 방식을 이용한 산출시 단 세

 벽체 물량을 락하는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엔지니어에 의한 수작업 물량 산출의 경우 단순반복작

업의 특성 상 오류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Rebar HUB를 이용한 자동배근과 정  물량 산출을 통하여 

오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산출방식에 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Manual HUB Diff.

Parking 49.67 42.08 -7.59 

#101 199.26 193.75 -5.51 

#102 242.26 242.01 0.25 

#103 291.52 355.13 -63.61 

sum 782.71 832.97 -76.46

Table 5 Quantity comparision of walls(ton)

- 주근(수직/수평근)에 한 이음  정착

- 시공철근(다월  폭고정근) 물량 산출 여부

- 상하부층 철근간격이 다른 벽체의 배근기  용 유무

4) 보 철근 물량 비교

보 부재의 철근물량에 한 비교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표와 같이 철근물량이 큰 차이를 보인 이유로는 스터

럽의 철근 배근 시작 치  내진상세 용여부, 스터럽(내

부보) 배근상세 용  주근의 이음에 그 원인이 있었다. 

Manual HUB Diff.

Parking 108.80 95.83 -12.97 

#101 34.94 18.38 -16.55 

#102 35.64 17.98 -17.66 

#103 50.42 23.80 -26.62 

sum 229.8 155.99 -73.8

Table 6 Quantity comparision of beams(ton)

Fig. 13 3D rebar placement for beams

실제 로젝트에 Rebar HUB를 용해 본 결과 3D 모델

링을 통한 골조 물량 산출 락 부재 검토에 충분히 효과

인 부분이 있으나, 3D 모델링 객체의 단순한 체   면

을 통한 거푸집․콘크리트 물량산출에는 문제 이 있는 것으

로 악되었다. 하지만 골조공사의 BIM 용시 가장 문제로 

지 된 철근 물량에 한 정확성은 기존 방식보다 Rebar 

HUB를 이용한 산출방식이 철근 가공계획까지 고려한 물량

산출이 가능하며 그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앞으로 실제 시공 장에서 BIM을 통한 물량 산출결과와 

실행물량에 한 분석을 통하여 시공단계에서 해당 정보의 

신뢰성 부분을 검증할 수 있다면, 골조공사에 한 국내 

Rebar HUB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차원 BIM 환경 안에서 배근상세설계와 

철근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산 로그램 Rebar HUB의 

기능설계와 구 , 그리고 용 사례에 하여 기술하 다.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Rebar HUB는 2D 도면 인식을 통한 3차원 골조 모

델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골조 모델링 효율과 정확성

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2) 3차원 골조모델이 완성되면 련 기   장 행을 

반 한 철근의 이음/정착 설계를 포함한 자동배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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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철근 공사에는 원청 건설사, 골조 문건설사, 배근시공도 작성자, 철근 가공장, 감독/감리사, 구조설계자 등 다수의 업무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간의 합리 인 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 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을 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철근공사는 RC골조 품질에 결정  향을 주는 업무이지만 참여 주체간 원활한 업 부재로 인하여 골

조의 품질 하, 생산성 감소, 공기 지연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RC골조공사는 신이 매우 시 한 분야라 

하겠다. 최근 BIM은 건설산업의 기술 환경 패러다임을 환시키는 기술로 인식되고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3차원 모델 상에

서 방 한 양의 철근상세정보를 모델링하기 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모델링 후에도 데이터량의 방 함으로 

인하여 로그램 성능이 원활하게 발 되지 않기에 BIM 기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배근 설계와 시공과 련하여 BIM 기술

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기술은 3차원 BIM 환경 하에서 골조상세정보 모델링과 배근상세설계, 정 물량산출  

공사 리까지를 지원하는 Rebar HUB를 개발하여 RC 골조 설계  공사 로세스를 합리화할 수 있는 실용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 다.

핵심용어 : 배근상세, 철근콘크리트구조, 배근시공도, 빌딩정보모델, 산기원용공학

능을 제공함으로써 배근설계의 효율과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3) 이음/정착이 반 된 철근 정 물량산출을 통하여 철근 

실행물량 산출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어 공사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4) 용 사례를 통하여 견  물량과 Rebar HUB에 의한 

물량 비교 결과 수작업에 의한 물량 산출에 비하여 오

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장 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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