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8권 제4호(2015.8) 393

J.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28(4)

pp.393∼400, August, 2015

http://dx.doi.org/10.7734/COSEIK.2015.28.4.393

pISSN 1229-3059  eISSN 2287-2302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모듈 조합조건을 고려한 모듈러 강교량 상부구조의 정보모델 생성

서 경 완1․박  원1․권 태 호1․이 상 호1†

1
연세 학교 토목환경공학과

Generation of Information Model for Modular Steel Bridge 

Superstructure Considering Module Assembly Condition

Kyung-Wan Seo
1
, Junwon Park

1
, Tae Ho Kwon

1
 and Sang-Ho Lee

1†

1
School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Yonsei Univ., Seoul, 120-749, Korea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create and combine a superstructure module by parametric modeling, in order to improve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information model for modular steel bridge superstructure that can be used in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phase. Compound classification was performed in order to derive elements to apply the parametric modeling, and 

according to assembly condition, the classified elements were grouped into 13 types. In addition, three assembly conditions were 

derived for production of stable superstructure through combination of superstructure module, which is a production unit for modular 

steel bridge factory. Parameter that reflects assembly condition in compound shape when producing superstructure module through 

parametric modeling was deducted. Superstructure module compounds were produced according to type and parameter using interface 

generation based on Building Information Model(BIM) software that wa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superstructure module 

produced reflects information to combine into a superstructure. To verify this, information model based on Industry Foundation 

Classes(IFC) was built and confirmed the application in production of superstructure by identifying the reflected proper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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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듈러 교량이란 제원이 정의된 표  부재들을 사 에 공

장에서 제작한 후, 수요가 발생하면 제작된 부재들을 장에

서 조립하여 빠르고 쉽게 목표한 성능의 교량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FHWA, 2005). 이를 통해 교량의 보

수, 교체  시공 시 획기 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노선 단 에 한 사용자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한 다양한 모듈 간의 조합을 통해 교량

을 구성하기 때문에 장 여건에 맞추어 구성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모듈러 교량 연구단에서는 개발된 모듈러 교량의 

 생애주기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기술의 용 방안에 한 연

구를 진행하 다. BIM은 구조물의 3차원 형상 모델에 모델

의 구성 목 에 따라 형상과 함께 필요한 속성 정보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건설 로젝트의 생애주기 동안 다양한 응용

분야에 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재 간의 간섭체크, 가상 

시뮬 이션, 2차원 도면 생성 등에 활용되어 설계 오류 감

소, 공기 단축, 비용 감소 등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에 한 효과가 건축 분야를 시작으로 건설 반에 걸쳐 

입증되고 있는 추세이다.

토목 분야에서의 BIM 용 사례로서 Sacks(2004)는 

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3차원 모델을 활용하여 비용 감

소, 공기 단축  오류 감소 등의 경제  효과를 입증하 으

며, Lee 등(2008)은 교량의 3차원 기반 표 정보모델을 활

용하여 물량산출, 구조해석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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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Detailed components

Super

structure

Factory

Girder-

module

U-girder

Shear stud

Diaphragm

Slab-

module

Steel plate

Module concrete slab

Shear stud

Shear pocket part

Joint Bolt, Nut, Connecting plate

Facility Guard rail, Drainage

Field
Superstructure concrete slab

Pavement

Table 1 The breakdown of modular steel bridge 

superstructure

성을 검토하 다. 한 Lee 등(2005)은 3차원 솔리드 모델

을 기반으로 강교량에 한 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는 방

안을 제시하 으며, Kim 등(2011)은 토목 시설물을 상으

로 토목 공사의 종류별, 리 분야별 3차원 기반의 BIM 활

용방안을 제시하 고, Lee와 Kim(2011)은 교량, 터 , 도

로를 상으로 Industry Foundation Classes(IFC) 기반

의 정보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통한 도로 구조물의 원활한 정

보공유 방법을 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완성된 하나의 

모델을 상으로 그 활용성  용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 구조물인 모듈러 강교량은 60m 

이하의 길이의 소교량을 표 화된 부재를 사  제작하고, 

사  제작된 부재들을 장 여건에 맞게 용하기 해 개발

되었다. 표 화된 형상은 사용자의 요구나 장 여건에 따라 

변형이 필요한데, 이 때 상이한 모델을 생성해야 하는 번거

로움으로 인하여 반복 인 모델 생성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과 인력의 소모를 이기 해서는 모델 생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야 하고, 추가  삭제 등의 설계 변경 

시 모델의 재생을 통한 재사용 가능성의 향상이 필수 이다. 

모델 사용성 향상을 한 BIM의 핵심 기술요소  하나

인 라메트릭 모델링(parametric modeling)은 형상을 구

성하는 변수들과 기하학 인 요소들 간의 계를 정의하여 

설계자가 원하는 형상으로 자동 변경시켜 으로써 3차원 모

델의 효율 인 형상 생성과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다. 

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은 2차원 기반의 설계에 용되었으

나, 3차원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제

품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설계에 리 용되고 있다.

토목 분야에서 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을 용하기 한 연

구로서 교량의 T형 빔에 한 라메트릭 모델링 방법을 용

한 연구, FCM 교량을 상으로 교량의 길이에 따라 박스 거

더의 종방향 형상을 자동 조정하기 한 연구, PSC 박스 거더

의 반복 인 설계변경에 한 신속한 설계의도를 반 하기 

한 연구, 콘크리트 기둥에 철근을 자동으로 배근하기 한 

연구, 콘크리트 박스교량 정보모델 구성 시 사용되는 철근의 

형상을 정의하기 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Weibing et al., 2008; Lee et al., 2010;2012; Cho et 

al., 2010; Hong et al., 2011). 

한 모듈러 교량에 라메트릭 모델링을 용한 연구(Lee 

and An, 2013)에서는 상부구조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 생성

을 범 로 하 는데, 요소 간의 조합조건이 고려되지 않아 교

량으로 기능할 수 있는 체 상부구조를 생성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하여 단일 경간 상

부구조의 길이별 정보모델 생성을 하여 상부구조 구성 요소 

간의 계를 분석하고, 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조

합정보를 포함한 모듈러 강교량의 상부구조를 효과 으로 구

성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

2. 모듈러 강교량 상부구조 조합체계 정의

2.1 모듈러 강교량 상부구조 구성요소 분류

본 연구에서는 구성요소의 라이 러리와 사용자 맞춤 모델 

생성 방법을 활용하여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사용가능한 모듈러 강교량 상부구조 정보모델을 구축하는 것

을 목 으로 하 다. 모듈러 강교량은 설계 상세가 정해진 

표 부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계별 정보 표 의 수 이 달

라지는 일반 교량의 기획  설계단계와 달리 각 단계별 업

무를 수행하는데 동일한 표 부재 라이 러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해 표 해야 하는 부재들은 Table 1

과 같다. 부재들의 분류는 제작되는 장소에 따라 구분되는 

모듈  요소들과 세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 모듈러 강교량 상부구조의 구성은 폭이 도로 1차선 

폭으로 사용되는 3m로 일정하고 길이가 다른 상부모듈들의 

종․횡방향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1은 상부구조의 

체 형상을 상부구조를 구성하는 상부모듈과 상부모듈간 결

합부로 나타낸 것으로 상부모듈, 상부모듈 간 종‧횡방 연결

부, 장 타설 콘크리트(field casting concrete), 교면 포

장(pavement), 가드 일(guard rail)까지를 포함하고 있

다. Fig. 2는 상부구조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부모듈을 나타

낸 것으로서 하 모듈인 슬래 (slab)모듈과 거더(girder)모

듈의 상세 구성요소를 나타내었다. 슬래 모듈은 거더모듈과

의 연결을 한 단 포켓부(shear pocket part)가 고려된 

강재 이트, 이트 제작시 공장에서 타설되는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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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shape of modular steel superstructure

Fig. 2 Components of superstructure module

Fig. 3 Types of Connections among modules

트, 이트와 콘크리트의 일체거동을 한 스터드(stud)가 

용 되어 있다. 거더모듈은 일정한 곡률 반경의 곡부를 갖

는 ‘U’자형 강재 주형에 슬래 모듈과의 연결을 고려한 스터

드가 용 되어 있다. 상부모듈 간 연결  하 모듈 간 연결

은 연결 을 이용한 볼트 결합 는 볼트 결합으로 마찰 합 

되어 있다.

2.2 상부구조 생성을 한 모듈 조합조건 정의

본 연구에서는 표  형상의 부재를 효율 으로 조합  변

형하여 60m 이하의 소교량 상부구조를 생성하기 해서, 

확장에 사용되는 최소 개수의 상부모듈들로 조합된 상부구조

의 형상을 통해 상부모듈의 종을 분류하고 조합조건을 정의

하 다. Fig. 3은 단순지지, 단경간의 상부구조의 형상을 나

타내었는데, 종․횡방향 앙 모듈의 추가를 통해 다양한 폭

과 길이로 확장이 가능한 최소 개수인 9개 상부모듈들을 슬

래 모듈 간 결합과 거더모듈 간 결합으로 나타내었다.

상부모듈 구성요소인 슬래 모듈과 거더모듈의 종 분류는 

모듈에 결합되는 면의 수에 따라 구분하 다. 슬래 모듈은 

종․횡방향 2면 결합 4종, 3면 결합 4종, 4면 결합 1종으로 

구성되지만, 각 종의 형상은 앙 (center point)을 기 으

로 180° 회  칭되기 때문에 2면 결합과 3면 결합을 각각 

2종으로 묶어 총 5종으로 구분하 다. 거더모듈은 슬래 모

듈과 달리 모듈 간 종방향 연결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2종으

로 구분하 다.

단일 상부모듈의 생성과 달리 상부구조를 조합하기 해서

는 추가 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교량은 교장 길

이에 따라 요구되는 휨강성을 반 한 단면을 계획  설계하

지만, 모듈러 강교량에서는 길이와 두께가 다른 주형을 이용

하여 교장과 목표 성능에 맞는 상부구조 생성하 다. 개발된 

거더모듈은 구조해석결과를 반 하여 교축 방향 길이에 따라 

12mm, 18mm, 24mm 세 종의 두께를 용하 다.

따라서 상부구조 생성을 한 상부모듈 조합은 구조  안

을 해 거더모듈의 두께, 모듈 간 결합부의 경간 내 치

를 고려해주어야 한다. 우선 거더모듈 주형의 두께가 길이에 

따라 12mm, 18mm, 24mm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이의 

거더모듈이 결합되는 경우 연속되는 거더 길이에 따라 두께

차가 6mm 는 12mm가 된다. 한 길이가 다른 상부모듈

이 결합되는 순서에 따라 경간내 연결부의 치가 달라진다. 

이처럼 조합되는 방법에 따라 합부의 상세와 향이 달라

지는데, 다양한 조합방식 에서 구조  취약부인 상부모듈 

간 결합부를 안정 으로 배치하기 해서 세 가지 조합조건

을 도출하 다. 첫 번째, 상부모듈 연결부가 단순지지 교량의 

최  모멘트 발생 지 인 앙부에서 멀어지도록 한다. 두 

번째, 하나의 경간을 만들기 한 모듈 조합은 앙부 칭

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안정성을 하

여 연속되는 거더의 두께차는 MLTM(2012)에서 제시한 

6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교장에 따른 상부구조를 조합하

는데 이 같은 조합조건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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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 Type   ⓑ: Width   ⓒ: Height   ⓓ: Width1

ⓔ: Width2   ⓕ: Radius   ⓖ: Thickness 

ⓗ: Bridge length   ⓘ: Module length

①,②: Girder section point

Fig. 4 Generation interface of girder module 

FG: FirstGap, SG: SecondGap

Fig. 5 Geometric component of girder module

3. 조합조건을 고려한 모듈 라메트릭 모델링

본 장에서는 조합조건을 반 한 상부모듈 생성을 한 

라메트릭 모델링에 해 서술하 다. 상부모듈의 모델은 

Autodesk Revit 2015의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를 활용하여 개발된 응용 로그램을 통해 생

성되었다.

3.1 거더모듈 라메트릭 모델링

거더모듈의 형상은 거더 길이, 거더 단면 형상, 결합부 표

 방법에 한 정보들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데, 이 정보들

은 Fig. 4의 ⓐ부터 ⓘ에 나타내었다. Fig. 4(a)는 거더모

듈 생성을 한 로그램 화면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거더모

듈에 해 입력된 정보를 통해 상부모듈의 형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거더 생성을 해 사용된 정보들은 모듈 결

합 종류인 ⓐ를 통한 결합부 표  정보, 거더 단면 생성을 

한 ⓑ에서 ⓖ까지의 단면 제원, 스터드 배치 간격 결정을 

한 교장 ⓗ와 모듈길이 ⓘ이다. 이 정보들은 Eq. (1)와 

Eq. (2)에서 종속변수 도출을 한 매개변수로 활용되었다.

 


× 


 (1a)

   ×   (1b)

   × 

    

     (1c)

Eq. (1)은 거더단면 형상을 생성하기 해 필요한 변수와 

좌표에 한 수식을 표 하 다. 여기서 는 거더 곡부에 

한 회 각을 나타내는데, 회 각은 거더 단면의 두께()

와 높이(), 폭(), 과 에 한 종속변수이다. 

도출된 곡부 회 각은 Eq. (1b)와 (1c)에서 각각 거더 단

면의 곡부와 직선부가 만나는   Fig. 4(b)의 ①, ② 

 좌표를 결정하기 한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 한 거더 

단면은 Fig. 4(b)와 같이 y축 칭형으로 체 거더 단면의 

곡부 곡선들은 ①, ②를 잇는 호와 닮은꼴이며, 따라서 거

더 단면은 , , 에 의해 결정된다.

         

 

 

  (2a)

         

 

 

  (2b)

    

     

   

  (2c)

Eg. 2는 거더모듈에 단 스터드를 배치하기 한 조건식

을 표 하 다. 단 스터드의 배치는 최  간격이 600mm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MLTM(2012)의 기 을 따르는데, 

구조해석 결과 본 모듈러 강교량 모듈의 단 스터드 간격은 

600mm 이하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듈 길이에 따라 

단 스터드의 배치 간격은 최 가 되도록 하 다. Eq. (2a), 

Eq. (2b), Eq. (2c)에 사용된 변수로는 거더 외측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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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 Type  ⓑ: Bridge length  ⓒ: Module length  ⓓ: Width

ⓔ: Pocket length ⓕ: Pocket width ⓖ: Plate height

ⓗ: Plate thickness ⓘ: FirstGap ⓙ: SecondGap

Fig. 6 Generation interface of plate module 

스터드까지 첫 번째 간격인 와 두 번째 간격인 

, 나머지 부분에 생성되어야 하는 단 스터드 배

치 개수인 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거더모듈의 길

이에 따른 단 스터드 배치 조건을 도출하고 모델 생성시 

형상 생성에 반 하 다(Fig. 5). 이와 같이 표 형 외 추가

인 거더모듈을 개발된 인터페이스 내의 변수 입력을 통해 

생성할 수 있다. 한 생성된 거더모듈 연결부는 구조해석 결

과를 반 하여 교장 30m를 기 으로 이하인 경우보다 이상인 

경우가 연결부 폭이 더 넓어야 하는 조건을 반 하 다.

3.2 슬래 모듈 라메트릭 모델링

슬래 모듈은 하부철 과 공장타설 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거더모듈 생성과 같이 단면의 제원과 결합부 표  방법에 

한 정보를 통해 생성할 수 있다. Fig. 6은 하부철  생성 인

터페이스와 결합조건에 따른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Fig. 

6(a)은 하부철 모듈 생성을 한 로그램 화면으로 ⓐ부터 

ⓙ까지의 10개 변수가 해당 정보들이다. 하부철  요소를 생

성하기 해서는 결합 종류인 ⓐ를 통한 결합부 표  정보와 

단 연결부가 고려되지 않은 형상을 표 하기 한 ⓑ에서 

ⓗ까지의 이트 면 제원, 스터드, 단포켓, 하부철  횡

방향 연결부 배치 간격 결정을 한 교장 ⓑ와 요소 길이 ⓒ

가 필요하다. 이 변수들은 단면 생성과 하부철  연결부 배

치 간격 결정에 각각 사용되었다. 하부철 의 단포켓은 거

더모듈의 스터드와 하 모듈 간 조합시 결합되는 부분으로 

배치 간격이 거더모듈의 스터드와 동일하다. 하지만 슬래

모듈은 Fig. 6(b)의 Connection part(long) 부분인 하부

철  횡방향 연결부를 고려해주어야 하며, 이때 첫 번째 간

격 와 배치 개수 는 단포켓 간격에 한 변수

들(, , )에 종속되는 변수

이다.

Eq. 3은 슬래  모듈 하부철 의 단 포켓부와 횡방향 

연결부 배치 간격 결정을 한 식을 나타내었다.

         

 

 

 

      

   

      (3a)

 

       

   ×   (3b)

         

 

 

 

      

   

      (3c)

 

       

   ×   (3d)

    

     

   

 

  ×   

   

   ×   (3e)

 

   ×    

   ×   (3f)

하부철  횡방향 연결부의 첫 번째외 간격의 길이는 구조

해석 결과인 이음부의 횡방향 단면력을 부 부담할 수 있는 

길이인 1,200mm를 용하 다. Eq. (3a)부터 Eq. (3f)에 

사용된 변수로는 Eq. (2)의 변수들과 하부철  횡방향 연결

부의 외측부 첫 번째 간격인 , 나머지 부분에 생성되어야 

하는 횡방향 연결부의 개수인 이 있으며, 이를 통해 

슬래 모듈의 길이에 따른 횡방향 연결부 배치 간격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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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7 Generation interface of concrete module and 

parts of slab module

    ⓐ: Girder module ⓑ: Slab module

    ⓒ: Connection part between ⓐ and ⓑ 

    ⓓ: Lateral connection part between ⓐ and ⓐ'

    ⓔ: Longitudinal connection part between ⓐ and ⓐ'

    ⓕ: Lateral connection part between ⓑ and ⓑ'

    ⓖ: Longitudinal connection part between ⓑ and ⓑ'

Fig. 8 Information model of modular steel bridge 

superstructure

       ⓐ: Bridge length  ⓒ: Module position

       ⓓ: Module type   ⓓ: Radius   ⓔ: Thickness

Fig. 9 Generated IFC physical file

하고 형상 모델 생성시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하부철

의 종방향 연결부는 거더모듈과 마찬가지로 교장길이 30m를 

기 으로 연결수가 늘어야 하는 조건을 반 하 다.

공장 타설 콘크리트의 형상은 결합의 상이 되는 하부철

부의 생성 변수를 활용하여 Fig. 7(a)에 나타낸 생성 인터

페이스를 활용하여 철 의 평면 형상에 공장 계획 타설 깊이

가 반 된 콘크리트 형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 으며, 

Fig. 6(a)와 Fig. 7(a)의 인터페이스들을 통해 생성된 하부

철 과 공장타설 콘크리트의 형상은 Fig. 7(c)와 같다.

4. 모듈러 강교량 상부구조 정보모델 생성

상부모듈 조합을 통해 상부구조의 정보모델의 생성을 한 

정보는 두가지 단계로 도출되는데, 우선 기획  계획 단계

에서 장 상황에 따른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선정

된 교장길이와 교폭에 따라 술한 세가지 조합조건을 만족

하는 상부구조 경간내 구성 모듈의 길이와 교축 방향 결합 

순서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장 40m, 교폭 9m 조건

을 만족하는 상부구조의 정보모델 생성을 수행하 다.

조합조건에 따른 길이 40m의 상부구조는 교축방향으로 

12m, 16m, 12m의 상부모듈들로 결합될 수 있다. 상부구

조의 생성을 해 필요한 하  모듈들은 G1 타입의 12m 거

더모듈 6개, G2 타입 16m 거더모듈 3개, P1, P2, P3 타

입의 12m 슬래 모듈 각각 2개, P4 타입의 12m 슬래 모

듈 2개, P5 타입의 16m 슬래 모듈이 1개로 총 12개의 하

 모듈들로 구성된다.

Fig. 8은 생성된 40m 경간의 모듈러 강교량 상부구조로 

상부모듈의 형상과 상부모듈 간의 결합부 표 과 조합조건 

표 을 한 형상을 나타내었다. 상부구조의 형상은 거더모

듈(Fig. 8 ⓐ)과 슬래 모듈(Fig. 8 ⓑ)외에도 상부모듈 간 

결합부분 표 을 하여 하 모듈 간 결합을 한 볼트연결

부(Fig. 8 ⓒ), 거더모듈의 횡방향 가로보 간 마찰이음부

(Fig. 8 ⓓ), 거더모듈 간 종방향 마찰이음부(Fig. 8 ⓔ), 

바닥 모듈 횡방향과 종방향의 마찰이음부(Fig. 8ⓕ, ⓖ)를 

조합상세에 따라 변하는 각 결합부 부품인 볼트, 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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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채움  라이 러리의 조합으로 표 하 다.

Fig. 9는 생성된 모델을 export한 IFC 일의 일부를 나

타낸 것으로, 상부모듈 조합을 한 정보들이 반 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IFC 일 내 ‘Assembly Condition’ 정

보는 상부구조 정보모델  거더모듈 조합조건을 뜻하는데, 

이 부분은 4,000mm의 교장(Fig. 9 ⓐ) , 교량의 시 부 

좌상단 모듈임을 뜻하는 1행 1열(Fig. 9 ⓑ)에 치한 G1 

타입(Fig. 9 ⓒ)의 거더 모듈로서 단면이 곡부 곡률 반경

(Fig. 9 ⓓ)과 거더 두께(Fig. 9 ⓔ)로 표 되어 있다는 내

용 뜻한다. 거더모듈에 반 된 이와 같은 정보들을 통해 

상이 되는 상부구조의 교장에 따라 상부모듈을 배치를 결정

하고, 이때 타입 정보를 통해 상부모듈의 모듈의 결합 방향

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곡률 반경과 거더 두께 정보를 통해 

결합부의 연결이 앞서 도출한 세 번째 조합조건을 만족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다. 슬래 모듈에도 동일한 유형의 정보를 

표 하 으며, 상부모듈들에 반 된 정보들을 통해 모듈러 

강교량 상부구조의 정보모델 생성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60m 이하의 소 교량의 속 시공 

 교체를 목 으로 개발된 모듈러 강교량의 상부구조 정보

모델을 구성하기 하여 변수와 요소 간의 계를 통해 형상

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을 활용

하여 효율 으로 상부모듈을 생성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모듈러 강교량의 상부구조 구성요소를 분류하

고 구성요소 간의 조합조건을 정의하 으며, 라메트릭 모

델링 용을 한 변수를 도출하 다. 이를 통해 상부모듈을 

생성하 고 이를 통해 상부구조 정보모델을 생성하 다. 생

성된 정보모델의 IFC 일을 통해 상부모듈 조합을 한 정

보를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모듈러 강교량의 상부구

조 조립설계 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하여 정보모델을 

즉시 생성할 수 있으며, 생성된 각각의 세부 모델에 포함된 

조합정보를 통해 교량 정보모델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를 통

해 단순 반복의 조립설계 작업의 시간  인력을 획기 으로 

일 수 있으며, 모듈러 교량 이외의 구조물에 용하면 설

계 업무를 효과 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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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사용가능한, 모듈러 강교량 상부구조 정보모델 생성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하여, 라메트릭 모델링(parametric modeling)을 통해 상부모듈을 생성하고 이들을 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라메트릭 모델링을 용하기 한 요소 도출을 하여 상부구조 구성요소 분류를 수행하 고, 분류된 요소를 결합 조건에 

따라 13개의 종으로 구분하 다. 한 모듈러 강교량 공장 제작 단 인 상부모듈의 조합을 통해 안정 인 상부구조 생성을 

한 세 가지 조합조건을 도출하 다. 라메트릭 모델링을 통한 상부모듈 생성 시 구성요소 형상에 조합조건을 반 하는 

변수를 도출하 다. 이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Building Information Model(BIM) 소 트웨어기반의 생성 인터페이스를 활용

하여 타입과 변수에 따른 상부모듈 구성요소들을 생성하 다. 이때 생성된 상부모듈에는 상부구조로 조합하기 한 정보를 

반 하 으며, 이를 검증하기 하여 Industry Foundation Classes(IFC) 기반의 정보모델을 생성하고, 반 한 속성정보를 확

인함으로써 상부구조 생성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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