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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기반의 철골 합부 모델링 자동화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Automation of the Connection modeling for Steel Structures based on BIM

엄 진 업1)      ․      신 태 송2)†

                              Eom, Jin Up        Shin, Tae Song


요       약：본 연구는 구조상세설계와 모델링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철골 합부 모델링 자동화 모듈의 개발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합

부의 구조해석 결과를 3D 모델링의 입력 변수와 표 합상세지침을 고려하여 라이 러리 D/B로 구축하 다. 구축된 라이 러리 D/B를 합부 

3D 모델링 단계에서 활용하기 하여 상용 S/W에서 제공하는 OpenAPI 함수를 이용하여 합부 자동 생성 모듈을 개발하 다. 개발된 모듈을 

검증하기 해 6층 규모의 철골 오피스 구조물을 상으로 합부 모델링을 수행하 으며, 합부 모델링 과정에 해 기존 로세스와 연구 로

세스의 비교를 통해 용성과 효율성을 검증하 다.

ABSTRACT：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study that aimed to develop a module for auto connection modeling that can be applied to 

the structural details design and modeling phase. It was established that the steel connection library database from the structural analysis 

resulted from the consideration of the input parameters of the 3D modeling program and the guidelines for Korean standard steel 

connections. The module for the auto connection modeling in steel structures was developed by linking it with the established library 

database through the use of the OpenAPI software to prove that the developed module carried out the modeling of the six story (steel 

structure) office building. Th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the module introduction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conventional process and 

the propose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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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BIM, OpenAPI, steel connections, library database, automation of the modeling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 기술은 AEC 

(Architecture, Engineering, Construction) 산업계 반

에 걸쳐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기의 BIM은 2D 도면을 3D

로 재 모델링하여 시공성 검토, 부재 간섭체크를 수행하는 등 

그 용성이 제한 이었으나 최근 건설 로세스 반에 걸쳐 

생산되는 데이터를 통합 장하는 매개체 역할로 그 용 범

가 확 되고 있다. 한 BIM 기술은 건설 로세스뿐만 아니

라 이를 지원하는 정책과 기술 인 부분이 상호 력하여 발

을 거듭하고 있다(그림 1). 국내의 형 건설사에서는 이미 

BIM을 용한 로젝트를 시범 용하여 공종간의 간섭체크

와 시공성 검토 등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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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조직을 마련하는 등 BIM에 극 응하고 있으며, 정부

에서는 정부와 발주자, 민간업계가 체계 으로 활용할 수 있는 

BIM 용 가이드를 개발․보 을 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최근 BIM의 공공발주와 민간도입의 확산에 따른 BIM의 용

범 , 방법 등에 한 실무  혼선을 바로잡기 해 노력 에 

있다(건설경제신문, 2009). 한 BIM 기술은 이를 지원하는 

소 트웨어 벤더들에 의해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와 같은 기술의 지원으로 그 기술의 개발이 더욱 용

이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용되어지고 있다. API의 

지원으로 사용자는 단순히 벤더들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로 하는 기능을 용한 다양한 응용 로

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소 트웨어를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하여 

BIM의 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API를 지원하는 소

트웨어  벤더의 표 인 로는, AutoDesk사의 Revit 

SDK3)(Sofeware Development toolKit), Bentley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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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TAAD, TEKLA사의 OpenAPI, Graphisoft사의 

ArchiCAD API 가 있다.

그림 1. 3개 연결 을 나타내는 BIM 구성체. (Razvi, 

2008)

그림 2는 API를 이용하여 개발된 응용 로그램의 로 가

상건설시스템 연구단에서 개발하여 등록한 인터페이스 로그

램이다. 건축 구조설계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기본모델(Revit 

Structures), 구조해석모델(MIDAS/Gen), 구조상세모델(Tekla 

Structures) 사이의 모델 데이터를 양방향 호환 가능하도록 

하는 로그램으로 구조 형식(Steel, RC 등)에 제한받지 않고 

선재뿐만 아니라 면재에도 용 가능한 범용 인 인터페이스 

로그램이다(신태송, 2008).

그림 2. API를 이용한 응용 로그램의 개발  : VA-Interface

1.2 연구의 목

다음은 철골 구조물을 상으로 BIM 기반의 구조 설계  

도면작성 업무 로세스의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분석 도구로

는 IDEF∅를 이용하 다. IDEF를 이용한 로세스 모델링 

기법은 업무의 차를 추상화하여 모델링하고 작성된 모델의 

체계 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 을 추출하여 개선된 로세스의 

제시를 목 으로 한다. 로세스 분석에 앞서 구조설계  상

세설계의 단 업무에 사용되는 모델은 서로 호환된 것으로 가

정하 다. 그림 3은 IDEF의 Parent(A1) 수 의 다이어그

램으로 구조상세설계에 한 주요 업무(Activity)를 상으로 

반 인 로세스를 나타내고 있다(엄진업, 2009).

그림 3. BIM 기반의 구조상세설계 업무 로세스 분석

그림 3의 로세스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건축설

계모델로부터 자동 생성된 구조모델을 통해 구조해석  설계

를 수행하며, 그 결과로부터 합부의 설계를 수행한다. 주골

조의 설계결과는 상세모델로 변환되어 자동 생성되어 상세설계

자에게 달되며, 합부의 설계결과는 기본(basic)도면으로 

작성되어 상세설계자에게 달된다. 상세설계자는 구조엔지니

어로부터 달받은 합부의 기본도면으로부터 제작  시공을 

고려하여 합부를 3D 모델링하며, 모델링 작업이 완료되면 

도면작성 과정을 거쳐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신태송, 2008). 

이상의 로세스에 하여 각 세부 인 활동(activity)들을 분

석한 결과 BIM 기반의 구조상세설계 로세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① 합부 설계는 주골조 설계와 분리되어 진행되므로 업

무의 연속성이 단 된다.

② 합부 설계는 각 회사마다 사용하는 디테일이 다르므

로 표 화될 필요성이 있다.

③ 합부 설계 결과는 상세 설계자에게 2D(Basic) 도면

으로 달되며 이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구조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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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본도면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합부 모델 생성을 

한 입력 과정을 일 필요가 있으며, 모델 생성 시 

입력오류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들에 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정연석(2006) 등은 강구조의 국

제표 모델인 CIS/2(CIMSteel Intergration Standards)

를 이용하여 3차원 솔리드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상용 

CAD(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을 통한 설계 정보

의 가시화와 합부 설계 자동화  도면의 기능을 구 하

으며, 천진호(2000) 등은 CIS/2/LPM(Logical Product 

Model)의 용가능성을 검증한 후, 이를 용하여 범용 

로그램들과 STEP 물리  일을 통한 데이터 교환이 가능

하도록 하고, 합부 형태 결성에 문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합부 설계 시 사용자의 입력을 최소화하여 표 데이터기반

의 합부 설계 자동화 구 의 원형을 제시하 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연구들은 실무에 용되기 해서는 사용측면이나 

기능면에서 보다 실질 인 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재 국내 실무에서 가장 범용 으로 용되고 있

는 구조상세설계를 한 BIM 모델링 어 리 이션을 상으

로, 벤더에서 제공하는 오  소스인 OpenAPI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기능과 모델 D/B를 직  컨트롤 할 수 있는 서드 

티 어 리 이션(3rd Party Application)의 개발을 통해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

서는 강도설계법에 근거한 철골 합부의 구조설계 결과로

부터 3D 모델링의 입력 변수와 표 합상세지침을 고려하

여 라이 러리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구조  안정

성이 확보된 합부 모델을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모듈의 개

발을 통해 모델링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차들을 통합하

고, 발생되는 데이터를 일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을 목 으로 한다.

1.3 연구의 범   차

본 연구는 BIM 기반의 구조상세설계 단계에서 합부 상

세 모델링의 자동화를 한 기반연구로 연구 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4). 라이 러리 D/B와 합부 자동 생성 모듈의 

구축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하여 합부의 라미터

(Parameter) 분석을 선행하 으며, 그 결과로 부터 합부

의 구조설계결과를 3D 모델링의 입력변수와 디테일 표 화

를 고려하여 라이 러리 D/B로 작성하 고, 합부 3D 모

델링 단계에서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API를 이용한 합

부 자동 생성 모듈을 구축하 다. 한 구축한 모듈을 검증하

기 해 6층 규모의 · 층 철골 오피스 건물을 상으로 

합부 모델을 수행하 으며( 한건축학회, 2002), 합부 

모델링 과정을 기존 로세스와 연구 로세스로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입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상세설계 시스템은 행 실무에서 

주로 사용 인 Tekla Structures를 이용하 다. 합부의 

구조계산은 완료된 것으로 가정하며(*),1)구조계산과정과 도면

작성과정은 연구의 범 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 주골조의 

구조 해석모델과 상세설계를 수행하기 한 주골조 모델은 

서로 호환되어 자동 생성된 것으로 가정하며, 합부의 3D 

모델링 부분만을 다룬다. 

그림 4. 연구 흐름도

2. 합부 구성요소 라미터(Parameter) 분석

2.1 라미터 분석 로세스

본 연구에서는 라이 러리 D/B와 API를 이용한 합부 자

동 생성 모듈의 구축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하여 합부

의 라미터 분석을 선행하 다. 라미터의 분석을 한 과

정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Parameter 분석 DFD(Data Flow Diagram)

먼  합부의 구성요소를 자체 수립한 분류체계에 의해 분

(*) 합부의 구조계산결과는 INISteel의 ‘H형강 합부 설계 매뉴얼’의 

합 제원을 참고하 으며, 합부의 설계법은 강도설계법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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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여 이를 테이블로 정리한다. 합부의 구조설계 결과를 

구조상세설계 시스템의 모델링 입력 변수를 고려하여 멤버변

수로 추출하 으며, 분류된 구성요소와 이를 매핑하여 라미

터 분석 테이블을 작성하 다. 합부 라미터 분석 테이블

은 합부 라이 러리 D/B와 합부 자동 생성 모듈 구축에

서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상의 라미터 분석과정을 좀 더 효

율 으로 설명하기 하여 Beam Splice(BS) 합부를 

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2 합부 구성요소의 분류

합부 구성요소의 분류는 자체 수립한 분류기 (표 1)에 

의해 실시한다. BS 합부는 이트(Plate)와 볼트(Bolt)

로 구성되며 합 부 에 따라 랜지(Flange)와 웨

(Web)로 구분된다. 한 합 치에 따라 수직 으로는 상

부(Top)와 하부(Bottom)로 구분되며 수평 으로는 내부

(Internal)와 외부(External)로 구분된다. 각각의 합부 

구성요소들에 해 합 부 와 치 정보를 조합하여 분류

하면 그림 6과 같다. 

표 2. 합부 구성요소 분류 기

그림 6. BS 합부의 구성요소 분류

를 들면, 랜지의 합 구성요소인 이트는 상부와 

하부에 각각 치한다. 상부 이트는 외부 이트와 내

부 이트로 구분되며, 상부 랜지에 치한 외부 이

트는 Flange_Top_External_Plate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 분류된 구성요소가 가지는 속성과 칭 계를 용하여 

테이블로 작성하면 표 2와 같다.

표 3. 합부 구성요소 분류 테이블

2.3 합부 구성요소의 멤버변수 추출  테이블 구축

기본 으로 구조상세설계 시스템에서 합부 모델을 생성하

기 해서는 합부 구조설계의 결과물인 기본(basic)도면을 

통해 모델 생성을 한 속성 값을 개별 입력하여야 한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API 함수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기능과 

모델 D/B를 직  컨트롤하여 합부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

을 취하므로 API 함수를 이용하기 해서는 합부의 3D 

모델링 속성에 해당하는 멤버변수를 악할 필요가 있다. 구

조상세설계 시스템에서는 기본 으로 제공되는 속성리스트가 

있지만(그림 7), 합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한 값을 

포함하므로 합부 구조설계 결과로부터 3D 모델링을 한 

입력 변수를 고려하여 련된 멤버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분류한 합부의 구성요소와 

련된 멤버변수를 매핑하여 테이블로 작성하 다(표 3). 작성

된 테이블의 리스트는 후행 단계인 라이 러리 D/B 구축 단

계에서 D/B의 데이터 필드로 활용되며 합부 자동생성모듈 

구축 단계에서 라이 러리 D/B의 데이터와 모델링 속성을 

연결(Link)하는 등에 히 활용될 수 있다. 

그림 7. 구조 상세설계시스템의 합부 모델링 속성  변수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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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라미터 분석 테이블의 일부로 BS 합부의 

이트에 한 매핑 결과이다. 테이블은 콤포 트, 라이 러리 

D/B의 속성, API의 멤버변수를 필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련된 속성의 자료형(Data Type)을 포함하고 있다.

표 4 Parameter 분석 테이블

3. 라메트릭 합부 라이 러리 D/B 구축

3.1 라이 러리 D/B의 구축 범

라이 러리 D/B의 구축은 국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합 타입을 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그림 8). 이음 

 단 합으로는 Column Splice(CS)와 Beam 

Splice(BS) 합부를 선정하 고, 기둥과 보의 합으로는 

Bracket(BK)과 Split-T (ST)형 합부를 선정하 으며, 

각각의 합부에 하여 SS400과 SM490 강재를 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그림8. 라이 러리 D/B 구축 범

3.2 라이 러리 D/B 구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합부의 구조설계결과는 H형강 합

부 설계 매뉴얼( INISteel, 2006)의 결과를 참조하 으

며, 모델링에 필요한 세부 인 지침은 표 합상세지침(한국

강구조학회, 2009)을 참고하 다. 표 합상세지침은 국내

외 문헌을 근거로 하여 가장 범용 으로 사용되는 합에 

한 표 상세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9. MS ACCESS 라이 러리 D/B

앞서 수행한 라미터 분석결과로부터 합부의 구조설계 

결과를 구조상세설계 시스템의 3D 모델링과 련하여 

이트의 치수, 볼트의 배치 등 합부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

를 필드로 하여 라이 러리 D/B를 작성하 으며, D/B 구축

도구로는 MS ACCESS를 사용하 다. 그림 9는 SS400 강

재에 한 BS 합부의 라이 러리 D/B 결과이다. 라이

러리 D/B와 구조상세설계 시스템의 3D 모델과의 상 계

는 BS 합부를 상으로 SS400, H600*200*11*17의 조

건을 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0은 랜지와 웨 의 이트에 한 데이터로 

FPTO와 FPTI는 각각 내부, 외부 랜지 이트를 의미

하며, WPT는 웨  이트를 의미한다. 랜지 이트는 

상부와 하부가 칭 계이므로 동일한 값을 가지며, 웨  

이트는 내부와 외부가 칭 계이므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11과 12는 각각 랜지와 웨 의 볼트배치 계

를 나타내고 있다. 볼트의 지름(D)는 랜지와 웨 에 공통

으로 용되며, 랜지 볼트의 행(mf), 열(nf), 게이지(g1, 

g2)의 계는 그림11과 같으며, 웨  볼트의 행(mw), 열

(nw), 피치(pc)는 그림 12와 같다. DB의 nf, nw와 3D 모

델의 속성 값의 차이는 칭 계(n/2)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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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Library D/B와 3D 모델링의 상 계 : Plate

그림 11. Library D/B와 3D 모델링의 상 계 : Flange Bolts

그림 12. Library D/B와 3D 모델링의 상 계 : Web Bolts

상기의 조건에 하여 라이 러리 D/B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음부의 규격, 응력방향 심거리 등 공통 인 용 사

항은 표 합상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용하

다. 그림 13은 랜지의 고력볼트 표 화 배치에 한 평면

도(100<B= 랜지폭<300)와 단면도(B=200)로, 형강이음

부의 떨어진 거리 10mm, 응력방향 심거리 60mm, 종연

단거리 40mm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 랜지의 고력볼트 표 화 배치의 평면도와 단면도

(좌 : 100 < B < 300, 우 : B = 200)

4. 합부 자동 생성 모듈 구축

4.1 Tekla OpenAPI 로그래  환경

Tekla OpenAPI는 모델(Model), 드로잉(Drawing), 스

크립 (Scripting) 등의 DLL(Dynamic Linked Library 

: 동  라이 러리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닷넷 

임워크(DotNET Framework) 개발환경에서 이를 참조

하여 모델 D/B에 근할 수 있고, 모델링  드로잉과 같은 

Tekla Structures의 주요 기능을 직  사용할 수 있다

(TEKLA, 2009)

그림 14. Tekla OpenAPI 로그래  개요

4.2 합부 자동 생성 모듈 구축

합부 구조설계 결과를 구조상세설계 시스템에 반 하여 

합부 3D 모델 생성을 자동화하기 해 합부 자동 생성 모듈

(Auto Connection System : ACS)을 구축하 다. 모듈 구

축에 사용된 개발 언어는 Visual C# (DotNET Framework)

을 사용하 으며, 구조상세설계 시스템의 기능과 모델 D/B의 

직 인 컨트롤을 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OpenAPI 함수

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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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합부 자동 생성 모듈의 구축 로세스 모델

그림 15는 ACS 모듈의 구  로세스 모델(IDEF∅)을 

나타낸 것으로 임 모델로부터 선택된 부재의 정보를 검

색 조건으로 라이 러리 D/B를 검색하고, 그 결과로부터 구

조 상세설계 시스템에서 합부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주

요 입·출력 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하 다. 

그림 16은 모듈 구축에 사용된 클래스들의 상 계를 나

타낸 정 구조도로 클래스를 구성하는 속성과 메서드의 구  

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7은 검색결과로부터 합부를 

생성하는 과정을 Connection 클래스를 사용하여 구 한 것

으로 합부의 인스턴스 생성, 모부재  합부의 모델링 속

성의 할당과정을 실제 로그래  한 것이다.

그림 16. ACS 모듈의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 

정 구조도 

그림 17. Connection 클래스의 구  코딩

4.3 UI(User Interface)  주요 기능

이상으로 구축된 모듈의 UI는 그림 18과 같으며, 주요 기

능은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그림 18. 지능형 합부 생성 모듈 화면

① Select Part : 합될 부재를 선택한다. 부재 선택은 

순차 으로 진행되며 각각 Primary, Secondary 

Part에 장된다.

② Select Type : 합부 타입을 선택한다. 

③ Search : 선택된 부재의 데이터와 합부 타입으로부

터 조건에 맞는 합부의 데이터를 검색한다. 검색 결

과는 화면 하단에 치한 데이터 테이블에 표시된다.

④ Insert : 검색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합부 모델을 생

성한다. 

5. ACS 모듈 수행  검증

5.1 모델 선정  수행 범

모듈의 수행을 해 강구조설계 제집( 한건축학회, 

2002)의 사무소 건물(지상 6층, 높이 24m)을 상 모델로 

선정하 다. 주골조의 구조해석  설계는 MIDAS/Gen을 

통해 수행하 으며, 구조설계 결과가 반 된 모델은 구조상세

설계 시스템으로 호환되어 자동 생성된 것으로 하 다. 본 연

구에서는 합부의 3D 모델링 부분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

다. 상 모델은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모멘트 골조 시스템으

로 기둥과 보의 합으로는 Bracket과 Split-T 합부를, 

기둥과 기둥의 이음으로는 Column Splice 합부를 용하

으며, 주각부의 합은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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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모듈 수행

그림 19는 구조해석  설계 시스템으로부터 호환되어 자

동 생성된 임 모델이다. 구조해석단계에서는 주골조의 부

재만 설계 되었으므로 변환된 상세모델에서도 주골조의 정보

만 반 되어 있으며, 합상세정보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

태이다. 한 변환된 모델은 구조해석모델의 속성을 그 로 

반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재의 심을 기 으로 이 구성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철골 기둥의 이음(CS) 합에서는 

부재의 제작  장 실치를 고려하여 으로부터 일정 간

격 이격된 치에 합되므로 먼  기둥 부재의 벨 조 은 

매뉴얼(manual)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림 19에서 확 한 

부분은 부재의 기둥 벨의 조정 계를 나타내고 있다(좌 : 

수정 , 우 : 수정 후). 구조상세설계 시스템에서 ACS 모

듈을 실행한 화면은 그림 20과 같다. 

그림 19. 구조 상세설계 시스템의 임 모델

그림 20. ACS 모듈 실행

그림 21은 라이 러리 D/B 검색을 한 조건 입력화면이

다. 모듈을 통해 먼  생성할 합부의 타입을 선택하고, 부

재 선택기능(Pick)을 이용하여 합될 부재를 선택한다. 이때 

부재의 선택은 Primary Part와 Secondary Part를 순차

으로 선택한다. 선택된 부재의 모든 데이터(기하학  정보 

등)는 ACS 모듈 내부에 장되며 화면(UI)에는 라이 러리 

D/B의 검색조건인 재질(material)과 로 일(profile)만을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Primary Part

Secondary Part

그림 21. 라이 러리 D/B 검색을 한 조건 입력

검색 조건(재질, 로 일)의 입력이 완료되면 검색기능을 

통해 라이 러리 D/B로부터 조건에 맞는 합부를 검색하

며,  모듈 UI 내부에 치한 데이터 테이블에 검색 결과를 

출력한다(그림 22). 사용자는 데이터 테이블에 출력된 값을 

통해 검색 결과를 확인 가능하며, 입력 기능을 통해 합부 

검색 결과로부터 합부 모델을 자동 생성한다(그림 23). 

그림 22. 라이 러리 D/B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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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검색된 합부의 모델링

그림 24. 합부 모델링 완성

이상의 방법을 반복 수행하여 한 개의 에 하여 합

부 모델을 완성하면 그림 24와 같다. 그림 25는 모든 합

부의 모델이 완성된 체 모델이며, 기둥과 Bracket 합부

의 어셈블리(assembly) 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25. 완성된 모델  어셈블리 모델 

6. 로세스 비교

ACS 모듈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해 구조상세설계 단계에

서 합부 3D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기존 로세스와 연

구 로세스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26. 로세스 비교 - 기존 로세스 : 연구 로세스

기존 로세스에서는 구조 엔지니어에 의해 주골조의 구조

설계 결과로부터 합부 구조설계를 수행하며, 수행 결과를 

기본(basic)도면으로 작성해 상세 모델러에게 달한다. 상

세 모델러는 달받은 기본도면으로부터 제작  설치에 

련된 사항을 반 하고, 합 부   치 등을 고려하여 

합부 3D 모델을 생성한다. 이때 합부 모델링은 기본도면을 

이용하여 개별 합부를 수작업으로 모델링하게 된다. 연구 

로세스에서는 구조엔지니어에 의해 주골조의 구조설계가 

완료되면 그 결과로부터  합될 부재를 선택하고 합 타입

을 입력하는 등의 비교  단순한 과정만 거치고도 기존 로

세스와 동일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골조의 

설계결과(재질, 로 일)로부터 라이 러리 D/B를 검색하

여 합부 모델링을 자동으로 생성하므로 기본도면과 같은 

간 과정의 도서들이 필요 없게 된다. 한 합부 모델 생

성을 한 입력에 드는 노력과 시간을 일 수 있으며, 입력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7. 결 론

본 연구는 구조상세설계 단계의 BIM 모델 생성 자동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강도설계법에 근거한 합부 구조

설계 결과를 라이 러리 D/B로 구축하고, 구조 상세모델링 

단계에서 구축된 라이 러리 D/B를 이용하여 합부 모델을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 다. 한 모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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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 모델링을 수행하고, 합부 모델 생성과정을 기존 

로세스와 연구 로세스를 비교하 다. 이상의 연구로부터 얻

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합부의 구조설계결과를 3D 모델링 입력변수  표

합상세지침과 매핑하여 라메트릭 라이 러리 

D/B를 구축하 다.

(2) 구조상세설계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OpenAPI 함수를 

이용하여, 구축한 합부 D/B로부터 합부 모델을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 다.

(3) 합부 모델 생성에 요구되는 과정을 통합하고, 일  

처리함으로써, 별도의 구조계산과 입력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 합부 모델을 자동 

생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

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4) 향후 다양한 합부에 한 라이 러리 D/B가 구축

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고층, 비

정형 구조물의 추세에 발맞추어 특수한 형태의 합

부에 해서도 용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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