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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스마트시티가 도시화 문제에 따른 미래 기후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모델로 주목받으며 스마트시티에 관한 연구 및 비즈

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Cho, 2016). 특히, 최근에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모델로 인식됨

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신흥 개발도상국마저 스마트시티와 관련

된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연구원(2018)에 따

르면 스마트시티는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되는 시장이라고 예측하였으며, Forst & Sullivan은 2016년 1

조 달러의 시장이 2025년에는 2조 달러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시티 시장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에 따라 스마트시티 구성하는 스마트도시 시

설물에 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 제기된 4

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에 기반을 둔 혁명 시

대를 말하며, IoT / AI / Big Data뿐만 아니라 실제와 가상의 통

합을 바탕으로 사물들을 자동,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가상-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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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이 구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차 산업혁명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산업 변화의 구체적인 방

향을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을 토대로 설명이 가능

하다(Jung and Kim, 2018). 디지털 전환은 여러 분야에서 파란

을 일으키고 있으며, 건축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용자 중심

의 설계 알고리즘 프로세스 제공(Cover, 2021), 건축물을 제품화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Katerra, 2021), 신재료와 공법을 적

용하여 프리패브리케이션을 통한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Kieran Timberlake, 2021)들이 이를 수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이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디지털 전환을 기조로 하는 산업

구조 및 분야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 설계 과정 및 건설의 업역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며,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를 제

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이 디지털 역량을 확보해야 하

는 환경의 변화이며(IDC, 2015),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전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기업 수준의 혁신이라 볼 수 

있다(Schallmo and Wiliams, 2018).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미래 도시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거주자들이 미래 도시의 모든 

구성 요소와 실시간 조작 및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 구성 

요소가 스마트 시스템과 사물 네트워크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

명한다(Arup, 2013). 즉, 도시시설물은 스마트 재료, 센서, 데이터 

교환 및 자동화된 시스템이 결합하여 구성되며, 이들을 연결하는 

동적 피드백 네트워크는 가상 신경계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을 것

이며,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혁명에 기인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 시설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모듈

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모델 - 물리 모델’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염두

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Yang, Kim and Kim, 2020). 다

만, ‘디지털 모델 – 물리 모델’의 상호보완적인 활용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데이터의 운용이 필요하며, 시설물

의 구축에 연관되는 다양한 업역과 공정에서 사용되는 서로 다른 

데이터가 사용되는 실정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다

양한 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도시 시설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도 수집 ·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생애주

기 전체에 사용되는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일관화되어 사용, 관리

되는 데이터 플로우가 데이터 품질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MOLIT, 2020). 따라서, 디지털 모

델과 물리모델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관된 데

이터가 전제되는 데이터 플로우가 필요하며, 시설물 구축에 소요

되는 부재 정보 및 센서 계측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이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 내에서 발생하는 디지

털 정보와 물리적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모델이 제시되

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차세대 스마트도시 

시설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방음터널을 대상으로 ‘BIM 디지털 모

델 - 물리 프로토타입 모델’ 간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며, 설계 

· 제작(시공) · 운용 각 단계의 데이터가 일관되어 연결되는 데

이터 플로우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BIM 설계 자동화 도구를 작

성하여 활용하며, IFC(Industry Foundation Class) 형식으로 변환

하여 일관된 부재 및 속성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방음터널의 노동집약적인 설계 환경을 개선하며, 이후 제작 및 시

공에 요구되는 정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는 각 

설계에서 운용까지의 업역별로 달리 사용되던 여러 가지 데이터 

포맷을 통일하여, 디지털 전환 바탕의 건설 업역에 변화를 달성하

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구축된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교류를 바

탕으로 유지 및 관리단계에서의 정보 상호운용성을 확보한다. 이

를 통해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정보와 물

리적 정보 간의 운용성을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연구의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차세대 스마트도시 시설물의 

디지털 트윈을 실증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스마트도시 내의 차세

대 도시시설물 및 구성 가능한 플랫폼 정의와 개념 모델을 바탕

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과 배경, 개념에 대한 사

전 정의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특히, 디지

털 트윈 구성을 위한 BIM 설계 자동화 도구의 확장 가능성을 염

두에 두어 이를 작성하기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Autodesk의 BIM 모델링 프로그램인 Revit과 내장 시각

적 프로그래밍 언어인 Dynamo를 활용해 BIM 설계자동화 도구

를 작성한다. 둘째, 이를 통해 작성된 디지털 모델과 물리 프로토

타입 모델을 연동하여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고려한 접근을 수행한다. 셋

Figure 1. Process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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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이를 통하여 BIM 기반 설계 자동화 도구 및 디지털 트윈의 구

성을 수행하여 이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이자 구축 대상인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실제 물리적 제조 제품

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일련의 가상 정보 구성체’의 정의를 바탕

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디지털 트윈의 정

의 및 도시시설물에 적용 시 예상 기대효과에 관한 내용을 정리

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차세대 스마트도시 시설물의 

개념을 살펴보며 기존의 구조물·공작물에 가까운 형태에 지나

지 않던 도시시설물의 개념이 변화하기 위한 정의를 확인한다. 

셋째, 설계 자동화 도구를 작성하기 위한 파라메트릭 디자인 기

법에 대한 개념 뿐만 아니라 일관된 데이터 포맷을 유지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IFC(Industry Foundation Class)의 내

용을 분석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Revit과 Dynamo

를 활용하여 BIM 기반의 파라메트릭 설계 자동화 도구를 작성한

다. 이 과정에서, 설계 대상은 차세대 스마트도시 시설물 중 태양

광 패널이 적용된 방음터널(NBT, Noise Barrier Tunnel)로 한정

하며 이를 구성하기 위한 BIM 요소와 제반 조건을 도출 및 정리

한다. 다음으로, 작성된 설계 자동화 도구에 디지털 트윈의 운용

을 고려한 확장 모듈을 구성하여 설계단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제

작·시공·운용·유지관리 전 단계에서 걸쳐 일관된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디지털 BIM 모델을 바탕으로 물리 

프로토타입 모델을 구축하여 이를 센서 등으로 연동시키는 디지

털 트윈을 구축하며,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요건 및 제반 사항

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통 데이터 

포맷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후, 구축된 디지털 트윈의 

디지털 모델로 기능하는 BIM 컴포넌트의 데이터 필드와 현장에

서 실제 배치된 센서의 계측값이 서로 연동되는지를 확인하여 상

호운용성을 검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트윈

Grieves는 2002년에 최초 디지털 트윈 개념을 PLM 의 이상

적 개념모델로 제안했다. 이때의 개념모델은 ‘물리적 시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가상 시스템’의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 모델을 의미했다(Grieves, 2019). 이후 

2010년 Vickers는 NASA에서 ‘물리적 산물(Product)’, ‘디지털 

혹은 가상의 산물(Product)’, 그리고 ‘두 산물(Product)의 연결’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을 디지털 트윈의 개념으로 정의하

였다(Piascik, Vickers et al. 2010). 2017년 이후로 디지털 트윈

의 개념은 디지털에 존재하는 통합 데이터의 개념으로 수렴했고, 

세분되었다. 이는 Grieves와 Vickers(2016)가 2002년과 2010년

에 디지털 트윈을 정의한 이후 2016년에 ‘실제 물리적 제조 제품

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일련의 가상 정보 구성체’로 재정의한 이

후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의 디지털 트윈은 Grieves와 

Vickers의 정의를 사용한다(Kahlen, Flumerfelt et al. 2015).

이 정의에 따라, 디지털 트윈은 감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리

적 대상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운영을 개선

하고 가치를 부가하는 기술로 인식된다. 세부적으로는 관제 모

델, 운영 모델, 최적화 모델로 크게 3가지 형태로 활용될 수 있으

며, 이는 물리적 대상의 설계, 제작, 운영,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주기에 걸쳐 디지털 트윈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각 과정 및 단계에서 생성되는 가상 모델(트윈)의 형상과 속성, 

상태는 다를 수 있으나 물리적인 요소와 디지털 요소의 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 주기에 걸친 정보가 빠지지 않고 이어져

야 한다(Lee, 2015). 이를 디지털 정보가 이어지는 디지털 체인

(Digital Chain)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기획에서 설계, 시공, 유

지관리, 해체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주기 전체에 사용되는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일관화되어 사용, 관리되는 체계를 표현하는 것이

다(Shin and Kim, 2007). 이를 재구성하여 도식으로 재구성하면, 

Figure 2와 같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 모니터링, 선제

적 시설물 유지보수 예측,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상 테스트베드, 

모니터링 데이터 바탕의 설계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다.

즉, 차세대 스마트도시 시설물은 설계에서부터 유지관리에 이르

는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생애주기 전체의 품질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품질 보

증 비용 절감 및 서비스 향상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개발 비용 

전반의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운

영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최적화를 통한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

다. 디지털 트윈과 체인을 통한 정보의 보존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분석 모델과 예측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2.2 차세대 스마트도시 시설물

도시시설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명확한 범위가 

Figure 2. Digital chain diagram (Shin and Ki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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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있지 않으나, 관련 연구 및 정책을 참고로 도시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지자체에서 설치 또는 정비의 대상으로, 재해와 재

난으로부터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

가 필요한 시설물‘ 로 정리할 수 있다. 단, 스마트시티에는 기존

의 도시시설물의 기능 범주를 넘어선, 매우 다양한 기능들과 기

술이 요구되므로(Sakong, 2018), 이를 반영하는 스마트도시 시

설물의 개념이 필요하다. 이는 ’도시시설물에 건설기술 또는 정보

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및 안전 분야 등 지능형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래의 목적에 따른 기능이 반영된 시설물’로 

정의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차세대 스마트도시 시설물은 도시

시설물 본연의 기능에 스마트도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추가되

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부가가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정

의된다(Yang, Kim and Kim, 2020).

이는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형성되는 디지털 모델-물리 모델

의 상호보완적 가치 창출을 염두에 두며, 빅 데이터 기반의 환경

이 조성되는 스마트도시 시설물로 기능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으

로써의 역할 또한 부가되는 것이다. 즉, 차세대 스마트도시 시설

물은 스마트도시 시설물에 디지털 트윈 등의 적용을 통해 시설

물 모니터링, 선제적 시설물 유지보수 예측,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상 테스트베드, 모니터링 데이터 바탕의 설계 최적화의 활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시설물 계획단계에서부터 분석, 시뮬

레이션한 결과를 피드백하여 문제 조기 해결 및 최적화된 설계를 

가능케 한다. 또한,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수집된 정보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예

측 플랫폼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따라서, Figure 3과 같이 차세대 스마트도시 시설물은 차세대 

스마트도시 시설물 플랫폼과 시설물 본연의 제공 서비스의 결합

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플랫폼은 정보저장, 분석, 

예측을 위한 장치로 인식될 수 있고, 시설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정보수집 장치 및 정보전달 및 조치를 위한 장치를 활용하기 위

한 일종의 연산장치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미래 도시가 필요

로 하는 예측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개발의 모습이며, 예측과정을 

통해 현재 거주하는 도시민과 미래 거주하게 될 도시민에게 서비

스와 기반시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2.3 파라메트릭 BIM설계 자동화 도구와 IFC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설계 자동화 도구 작성에 활용되는 방

법 중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기법이며, 디자인 요소의 기하학적 

정보를 제어하기 위해 특정 규칙에 기반을 둔 변수에 데이터를 

연결하고 대응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다(Kolarevic, 

2005). 이를 방정식 및 알고리즘으로 작성 및 패키징하여 설계

자가 최소한의 변수를 조정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

록 하는 것(Burry, Mark, Perrella, 1998)을 설계 자동화 도구

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Nurbs기반의 모델링을 지원하

는 Rhinoceros와 Grasshopper를 기반으로 설계 자동화 도구

를 구성하였으나, 이는 부재 속성정보가 포함되는 결과물을 내놓

지는 못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애드온과 프로그

래밍이 요구되었으며, 설계자(Designer)가 직접 부재별로 요구

되는 속성정보를 입력 및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방

향의 접근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Autodesk의 BIM 모델링 프로그램인 Revit과 Dynamo를 활용하

여 파라메트릭 디자인 기반의 BIM 설계 자동화 도구를 작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활용하여 방음터널의 구축에 소요

되는 부재들을 BIM기반의 컴포넌트로 구분 및 분류한다. 각 부재

들의 형성을 위해서 각 부재의 작성에 수반되는 구속조건을 설계 

자동화 도구에서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된 BIM설계 자동화 

도구의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건물 정보 모델(BIM) 형식으로 도출

되나, 이 정보를 디지털 트윈 구축 과정에서 원활히 활용하기 위

해서는 IFC(Industry Foundation Class) 형식의 데이터로 호환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IFC는 ‘buildingSMART’에서 개발한 데이터 모델의 형식

으로, Architecture,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Facility 

Management(AEC & FM) 산업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정보의 호

환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동 개발되고 있다. IFC의 데이터 형식에

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IFC2x 형식의 플

랫폼은 ISO/PAS 16739(ISO TC184 SC4, 2005)로 지정되어 있

다. 또한, IFC 데이터 모델은 ISO-STEP 표준 데이터 모델 기술

(description)언어인 EXPRESS로 정의하기 때문에 EXPRESS가 

포함하고 있는 객체 지향의 개념을 그대로 따른다. 따라서, 서브

타이핑(subtyping)을 통하여 하위 객체들을 추가하여 모델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특화해 나갈 수 있다(Eastman et al., 2008). 이

를 바탕으로, IFC 모델을 통해 각 BIM 객체의 정의, 관계, 속성을 

서술하여 건물 및 구조물을 표현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BIM 설계 자동화 도구로 도출된 디지털 모델의 정보를 

일관된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 

Figure 3. Conceptual diagram of N.G smart cit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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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M 기반 설계 자동화 도구의 작성(방음터널)

3.1 차세대 방음터널

도시시설물로서의 방음터널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

하기 위한 방음 시설물 중 터널형 방음벽을 지칭한다. 이는 주거

지 인근에 있는 주요 도로, 고속도로, 중심 도로, 철로에 설치되

어 소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며, 매연 · 미세먼지

와 같은 공기 오염 물질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인하여 그 선호도가 높다. 방음터널의 도입은 일반적으로 도시화 

및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역의 고층화 · 밀집화가 진행 중인 

국가 및 도시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도심을 관통하

는 고속도로 건설 확대에 기인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에 따라 방음터널의 적용사례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도시화를 통한 고층빌딩 주변에

는 방음터널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스마트시티 곳곳에 

배치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방음터널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시설물로써 부가적인 경제성, 경량

성, 안정성, 심미성 등의 역할을 방음터널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방음터널에는 본연의 역할인 교통, 안전, 관리 기능이 포함

돼야 하며, 교통량이 많으며 주거공간을 면한 도로를 입지 조건

으로 갖고 있으므로 환경적인 기능 또한 필요하다. 이에 차세대 

스마트도시 시설물로서 요구되는 차세대 방음터널의 기능을 패

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사례들을 미루어볼 때, 다음과 같

이 고려할 수 있다. 방음터널의 형성을 위한 스테이션(Station)의 

반복적 구조를 고려했을 때, 설계단계에서부터 모듈화를 통한 고

부가가치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디지털 모델-물리 모델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한다. 

각 요소들을 Figure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차세대 방

음터널에 적용이 되어야 할 요소들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수행 단계를 고려하여 Figure 4에 표현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중 태양광 발전 패널·안전을 위한 구조 관련 센서 

·발전량 계측 센서·환경 관련 계측 센서가 포함된 형태의 방음

터널을 차세대 방음터널의 BIM기반 설계 자동화 도구 및 디지털 

트윈의 실증 대상으로 한정한다.

3.2 차세대 방음터널의 BIM 컴포넌트

방음터널은 건축물보다는 구조물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이를 BIM 형태의 모델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부재(Element)의 소요되는 목록과 이를 형성하기 위한 구속조건

(Constraint)에 대한 정리가 선결될 필요가 있으며, BIM을 지원하

는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Revit을 활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

계 자동화 도구에서 생성하는 차세대 방음터널 주요 부재의 대상

과 각 구속조건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한다.

Table 1에 정리된 내용을 통해, BIM 컴포넌트로 각 방음터널

의 핵심 구조 부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입력되어야 하는 필수 

모델링 데이터(커브, 포인트 등의)가 수반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

Figure 4. Additional elements of N.G noise barrier tunnel

Element Constraint

Base

• It should be arranged based on the base level.
•  Based on the input road line, the road surface is created and 
the foundation of the tunnel is created.

Column

•  It is formed based on a level arranged with the center line.
•  If the length of the tunnel pillar varies depending on the 
ground surface and the highest height, the level offset should 
be included in the parameter.

Beam(Rafter, Runner)

•  It is formed based on a level arranged with the center line.
•  The constraint is the upper level on which it is disposed, and 
is generated by receiving the center line of the member.

Panel(PV, Transparent)

•  The constraint is the upper level at which it is disposed, and 
is generated by receiving each vertex of the panel.
•  Since it does not belong to the structural member, there is  
 no separate constraint for placement. 
 Four vertices of the shape are input to form each panel, and  
 the arrangement level is set to the top of the tunnel.

Cable(Tie, Control) •  Since it does not belong to the core structural member, 
there is no separate constraint for placement.
•  A shape is generated by receiving a point at a point at which 
the cable is bent, and an arranged level is set to an upper 
level of the tunnel.

Sensor
•  Since it does not belong to the core structural member, 
there is no separate constraint for placement.
•  It is generated by receiving a point at which the sensor 
should be disposed, and does not reflect the shape of each 
sensor.

Table 1. Elements & constraint of N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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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속조건으로써 레벨 지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음터널의 BIM 생성을 위한 레벨을 Figure 5와 

같이 설정한다. 방음터널의 기둥을 기준으로 총 세 개의 레벨로 

BIM 환경을 구성하며, 각각 ‘Base’, ‘Column’, ‘Roof’로 이와 연

관되는 부재들을 각 레벨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3.3에서 

작성하는 방음터널 BIM 설계 자동화 도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다. 다만, Table 1에서 정리한 내용 중 구속조건에 레벨이 필수적

이지 않은 부재들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음터널의 BIM 모델 생성에 소요되는 각 부재들의 컴

포넌트를 Revit 패밀리로 작성한다. 또한, Table 1에서 정리한 내

용 중 생성에 요구되는 구속조건에 레벨이 필수적이지 않은 부재

들은 센서 개체와 Table 1.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은 구조 연결 부

재들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고정된 형상이 아닌, 위치와 방음

터널의 규격에 따라 변형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배

치되는 레벨이 각 BIM 컴포넌트에 포함되도록 하며, 개체의 생성

에 Revit의 Adaptive Component를 활용한 부재 패밀리를 작성

하여 요구되는 변화된 부재별 형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작성된 패밀리들은 규격·재료·부재 위치와 같은 데이터 파

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제작을 고려한 부재의 

길이·곡률과 같은 항목 또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부 

파라미터의 경우 디지털 트윈 구축 후 데이터 교류와 운용을 고려

하여 측정일·측정값과 같은 속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

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는 컴포넌트의 데이터 파라미터는 Figure 

6의 센서 개체와 같다. 부재 컴포넌트에는 단순 규격뿐만 아니라 

향후에 소요되는 다양한 데이터 파라미터(센서 계측 관련)를 포함

하여 상호운영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확장성을 반영한다.

작성된 차세대 방음터널의 BIM 부재 컴포넌트들은 부재 라이

브러리로 취합되어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설계 자동화 도구에 불러와

(Import) BIM 모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되는 컴포넌트

들 종류와 이들이 BIM 모델 분류 및 사용자 정의 데이터 파라미

터는 Table 2와 같다.

3.3 차세대 방음터널 BIM 설계 자동화 도구

차세대 방음터널 BIM 설계 자동화 도구는 Revit에 내장된 

Dynamo로 작성되어 본 연구에서 활용되었으며, Figure 7과 같

이 그 수행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먼저, 대상지의 도로선을 추

출하여 dwg 혹은 dxf 형식의 CAD 파일로 불러온다. 도로선을 

기준으로 방음터널의 스테이션(Station) 지점을 형성하며, 주요 

Element Generation BIM Category Data Parameter

Column Revit Family Based Structural Column Position, Fabrication Data

Beam Revit Family Based Structural Frame Position, Fabrication Data

Connection Revit Family Based Structural Connection Position

Cable Adaptive Component Structural Connection Position, Sensing Data

Panel Adaptive Component Curtain Wall Panel Position, Fab & Sensing

Sensor Revit Family Based Specialty Equipment Position, Sensing Data

Table 2. List of NBT element components

Figure 5. NBT BIM model level categorization

Figure 6. Sensor element alignment & data parameter Figure 7. Process of NBT BI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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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부재인 기초(Base), 기둥(Column), 두 종류의 빔(Rafter & 

Runner Beam)을 형성 및 배치하기 위한 중심 커브를 작성하는 

단계를 거친다. 다음으로, 주요 구조 부재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점들을(Point) 기준으로 패널(방음용, 태양광 발전용), 

구조연결 부재들을 생성 및 배치한다.

다만, 이들의 배치 위치 혹은 연관되는 개체의 정보들이 각 컴

포넌트의 데이터 파라미터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노동

집약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설계자)가 직접 입력하

는 것이 아니라 설계 자동화 도구에서 자동으로 기입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는 모듈이 설계 자동화 도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서 본 연구에서 실증 사례의 대상으로 

삼은 방음터널에 적용되는 태양광 패널의 발전량을 모의 측정해 

볼 수 있는 모듈 또한 추가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

된 차세대 방음터널 BIM 설계 자동화 도구가 작성된다. 작성된 

설계 자동화 도구를 통해 생성된 차세대 방음터널의 BIM 디지털 

모델은 Figure 9와 같다. 해당 모델링에 생성되는 각 부재의 데

이터 파라미터는 부재별 위치·제작을 위한 길이와 곡률 뿐만 아

니라 관련 센서의 측정 데이터와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해

당 부재들의 속성정보에는 배치되는 레벨 정보 또한 포함된다.

3.4 디지털 트윈 운용을 고려한 확장 모듈

디지털 트윈의 운용을 고려하면, BIM 설계 자동화 도구에서 작

성된 디지털 모델과 이를 바탕으로 구축하는 물리 프로토타입 모

델 간에 정보를 교류를 담당하는 센서 및 기타 데이터의 흐름이 

중요하다. 실제 적용되어야 하는, 그리고 디지털 모델에 표현된 

여러 종류의 센서 개체들은 다양한 데이터 파라미터를 포함해야 

한다. 단순 측정값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낼 기준값, 

특별한 상황 발생 일시 등의 정보들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파라

미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모델과 현장에 설치된 센서 사이에는 센

서 측정 데이터가 축적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하며, 이로 구

성되는 디지털 트윈 운용을 고려한 데이터 교환 흐름을 표현하면 

Figure 9와 같다. 기작성된 데이터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계측(센

서) –데이터 수집–에러 발생 판단–데이터 전송–이벤트 발생 

여부 판단–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순으로 작업이 수행된다.

즉,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3에서 차세대 방음터널 BIM 설

계 자동화 도구를 통해 생성된 BIM 모델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교

류 모듈과 호환되는 포맷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관되는 파라미터 데이터를 호환성이 높은 xlsx, csv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는 확장 모듈을 설계 자동화 도구 내에 추가하여 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csv 포맷은 호환성이 높으므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호출 및 기록되기 용이하다. 이는 설계 자

동화 도구 작성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이 구축되어 운용될 때를 

가정하여 구성되었으며, Figure 10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각 부재 

혹은 센서의 데이터 파라미터의 값을 갱신할 수 있도록 계획되

었다. 사전에 측정된 센서별 계측값은 Revit 내의 패밀리의 형식

을 가지는 BIM 개체들의 데이터 파라미터에 기록되며, 이를 xlsx, 

csv 포맷으로 내보낸다. 변경된 값을 사전 작성된 데이터 포맷에 

갱신하여 Dynamo의 확장 모듈을 활용해 불러옴으로써 취합된 

센서의 데이터가 Revit – Dynamo 내의 센서 개체들 각각의 데

이터 파라미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Figure 8. Generated NBT BIM model

Figure 9. Sensor data interaction with digital t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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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음터널의 BIM기반 디지털 트윈 구성

4.1 설계 자동화 도구로 생성된 BIM의 IFC

BIM 설계 자동화 도구에서 작성된 디지털 모델은  도시시설물

의 분류에 속함에도 BIM으로써 요구되는 속성 데이터를 포함하

고 있다. 이는 일련의 정보모델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IFC 구조로 

변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성된 BIM 디지털 모델을 IFC2x 

형식의 플랫폼과 위계를 적용하여 변환을 수행했다. 변환된 IFC 

모델 내에는 BIM 모델에 포함된 여러 가지 부재들이 어떤 프로젝

트에, 어떤 대상부지에, 어떤 건물(구조물)에, 어떤 레벨에 속하는

지에 대한 정보가 위계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포함되며, 세부적

으로는 해당 부재가 어떤 세부 속성 및 부가적인 데이터 파라미

터를 가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객체 지향의 개념

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세부 부재에 동적으로 확장 가능한 

모든 속성을 서브타이핑을 통해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트윈의 운용을 고려한 다양한 센서 계측값과 관련된 데이

터 필드를 부재별 BIM 라이브러리 구축 단계에서 각 패밀리의 세

부 데이터 파라미터로 작성 후, 해당 파라미터에 적합한 분류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서브타이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를 통해 IFC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종류별 세부 속성 외

에, BIM 모델의 데이터 파라미터에만 표현되는 사용자가 설정한 

데이터 파라미터가 IFC 모델에도 표현될 수 있다. 이를테면, ‘기

둥의 IFC 데이터’-‘세부 속성’에 기둥과 연관된 센서 계측값이 표

현될 수 있다.

이는 IFC 모델로의 변환을 통해 포함되는 디지털 모델에 입력 

및 확인 가능한 정보들이 도시시설물 설계뿐만 아니라 제작 및 

운용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생애주기 내에서 발생하

는 디지털 정보와 물리적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IFC 모델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4.2 방음터널의 BIM 모델과 물리 프로토타입 모델

BIM 설계 자동화 도구에서 작성된 디지털 모델과 부재별 길이 

및 곡률 파라미터의 값을 토대로 도로 안전 시설물의 생산을 수

행하는 기업인 D社와 협업하여 해당 BIM 디지털 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물리 프로토타입 모델을 Figure 11과 같이 구축하

였다. 이는 BIM 디지털 모델과 구축된 물리 프로토타입 모델은 

동일한 데이터 파라미터를 가지도록 계획되었다. 부재의 ID, 부재 

종류, 치수 및 규격, 부재 위치와 같은 기본 BIM 정보들이 포함됨

과 동시에, 각 부재의 IFC 데이터에 서브타이핑을 통해 IFC 체계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항목 외에 부가적으로 기입된 연관된 

센서 계측값, 계측일 등의 속성정보가 표현된다.

또한, 부재뿐만 아니라 디지털 모델과 물리 프로토타입 모델의 

동일한 위치에 센서 라이브러리를 배치 및 속성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의 구성 이후, 이와 관

련된 데이터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센서의 배치 위치

는 Figure 12와 같이 표현된다. 적용되는 센서의 종류는 3.1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방음터널의 구조적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재에 부착되는 경사계 · 변위계 · 변형률계 · 풍

향풍속계 · 가속도계 · 텐션미터와 태양광발전패널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태양광발전량측정기(인버터) · 조도센서 · 온도

계로 정리할 수 있다. 각 센서들은 이와 연관되는 부재의 위치 혹

은 근처의 위치에 부착되어 구성되는 디지털 트윈에서 데이터 교

류를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

4.3 디지털 트윈의 구성

현재까지 서술 및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 자동화 시스

템을 통해 생성한 BIM 데이터를 포함하는 IFC 파일과 물리 프로

Figure 10. Data import & export module

Figure 11. N.G NBT’s physical model & digit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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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타입 모델간의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디지

털 트윈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Merlin을 기

반으로 Figure 13과 같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센서 3D 객체에 point 기반 맵핑을 수행

해 센서 데이터를 연결(link)할 수 있으며, 메인 화면에서 디지털 

모델의 뷰포트(Viewport), 센서 탐색기, 각 부재별 속성정보, 센

서값 현황 및 그래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성된 디지털 

트윈을 통해 차세대 방음터널의 구조적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

해 주요 구조부재에 부착되는 센서들과 태양광 발전 패널의 성능

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수집된 센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디지털 모델

의 부재별 데이터 파라미터에 반영된다. 이러한 데이터의 흐름과 

디지털 트윈의 구성 모식도는 Figure 1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설계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의 전 단계에서 일관된 데이터가 

유지되는 데이터 플로우가 포함되는 디지털 트윈의 구축이 가능

하며, 물리 모델과 디지털 모델 간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된다. 이

는 시설물 구축 과정에서 업역과 과정별로 달리 사용되던 여러 

가지 데이터 포맷을 통일하여, 디지털 전환 바탕의 건설 업역에 

변화를 달성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또한, 구축된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교류를 바탕으로 유지 및 관리단계에서의 정보 교류 및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정보

와 물리적 정보 간의 운용성을 확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

축한 디지털 트윈과 일관된 정보를 유지하는 데이터 플로우의 도

입은 설계상에서 생성되는 부재 정보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센

서 데이터를 수집 및 축적 가능하며 물리 모델과 디지털 모델간

의 상호운영성이 확보됨을 의미한다. 각 단계에서 축적된 데이터

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모니터링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생애주기 전체의 품질 향상, 품질 보증 비

용 절감 및 서비스 향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설계 자동화 도구를 통한 개발 비용 전반의 비용 절감과 기간 단

축의 효과, 운영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최적화를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차세대 스마트도시 시

설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태양광 패널이 적용된 방음터널을 대

상으로 ‘BIM 디지털 모델 - 물리 프로토타입 모델’ 간의 디지

털 트윈을 구축하여 설계, 제작(시공), 운용 각 단계의 데이터가 

연결되는 데이터 플로우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Autodesk의 

BIM 모델링 프로그램인 Revit과 내장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인 

Dynamo를 활용한 접근을 수행하여 BIM 설계 자동화 도구를 작

성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BIM 디지털 모델을 IFC 형식으로 변환

하여 일관된 부재 및 속성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Figure 12. N.G NBT’s sensor arrangement plan

Figure 13. Digital twin for N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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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BIM모델 - 물

리 프로토타입 모델간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스마트 도시시설물 중 하나인 태양광 패널이 

적용된 방음터널의 노동집약적인 설계단계의 환경을 개선하며, 

이후 제작 및 시공에 요구되는 정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에서 구축된 디지털 트윈의 데이

터 교류를 통해 달성 가능하며, 유지 및 관리단계에서의 정보 교

류가 가능함을 실증했다. 이러한 실증을 바탕으로, 차세대 스마

트도시 시설물의 설계 및 제작–운용과정에서 데이터의 상호운

용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설계에서 운

용까지의 업역별로 달리 사용되던 여러 가지 데이터 포맷을 통일

하여, 디지털 전환 바탕의 건설 업역에 변화를 달성하는 것을 포

함한다. 또한, 구축된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교류를 바탕으로 유

지 및 관리단계에서의 정보 교류가 가능함을 실증하며, 이를 통

해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정보와 물리적 

정보상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하였다.

즉,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기조로 하는 현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

털 트윈의 적용과 대상에 적합한 데이터 플로우의 도입은 각 단

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제, 운영, 최적화 프로그램

을 통한 현황 파악 및 기타 수요 관측을 통하여 시설물 생애주기 

전체의 품질 향상, 품질 보증 비용 절감 및 서비스 향상, 개발 비

용 전반의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의 효과, 운영 단계에서의 지속

적인 최적화를 통한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

다. 이러한 차세대 스마트도시 시설물의 디지털 트윈의 구현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했던 것과 같이, 기존 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 

하는 빅 데이터 플랫폼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 플

랫폼 기반의 환경 구축 가능성을 포함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성한 디지털 트윈의 대상의 복잡도를 높여, 다양한 

환경 센서 및 기능이 포함된 시설물을 그 대상으로 한 실험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여러 종류의 도시시설물의 특성

에 맞는 데이터 플로우의 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설

계에서부터 디지털 트윈에 의한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면, IFC 구조

로의 접근이 필요하나, 시설물·구조물별로 상이하므로 세부 부

재 및 구성 요소를 이에 적합하도록 분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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