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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BIM 기반의 건축구조설계 업무 로세스에서 활용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구조해석모델과 기본상세모델의 상호운용성

에 한 것으로,구조설계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해석 소 트웨어와 상세모델링 도면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BIM 소 트웨어 사이의 정보 교

환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듈의 개발에 한 것이다.인터페이스 모듈은 BIM의 상호운용성을 한 정보 교환 방식 직 연결 방식

을 용하 으며,상용 BIM 어 리 이션 벤더에서 제공하는 OpenAPI를 이용하여 닷넷 임워크 개발환경을 통해 개발하 다.개발된 인

터페이스 모듈의 검증을 해 제 모델을 선정하여 구조해석모델로부터 상세모델링을 수행하기 한 기본상세모델의 생성을 수행하 으며,수

행 과정을 기존 로세스와 인터페이스 모듈을 용한 연구 로세스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인터페이스 모듈의 효율성을 검증하 다.

ABSTRACT： Thisstudyconcernedtheinteroperabilitybetweenthestructural-analysismodelandthedefaultdetailmodel

insteelstructuresavailableforthestructural-designprocessbasedonBIM.Thepurposeofthestudywastodevelopan

interfacemodulethatcanperform dataconversionbetweentheanalysisanddesignapplicationsandtheBIM applications,

throughthedotnetframeworkdevelopmentenvironmentusingOpenAPIprovidedbytheBIM applicationvendor.The

direct-linkmethodwasappliedforBIM interoperability.Abasic-framemodelfordetaildesignandmodelingwascreated

from thestructural-analysismodeltoverifyiftheapplicationwasdeveloped.Finally,theproposedprocesswascompared

withtheexistingprocesstoverifytheefficiencyoftheformer.

핵 심 용 어 :BIM,상호운용성,구조해석 어 리 이션,BIM 어 리 이션,오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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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1연구의 배경

의 건설 산업은 규모가 형화,고층화되고 그 형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재래의 2D기반의 정보 교환 방식으로는 건

설 산업의 각 분야에서 발생되는 방 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

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이에 3D객체 모델을

심으로 각 분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장하고,

이를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

로 BIM 기술이 도입되었다. 기의 BIM은 2D도면을 3D

로 재 모델링하여 시공성 검토,부재 간섭체크를 수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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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용성이 제한 이었으나,최근 AEC/FM(Architecture,3)

Engineering,ConstructionandFacilityManagement)

산업계 반에 걸쳐 생산되는 데이터를 통합 장하는 매개체

역할로 그 용 범 가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최철호 등,

2008).BIM 기술은 건설 로세스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

는 기술 인 부분과 정책 인 부분이 상호 력하여 발 을

거듭하고 있다(Razbi,2010).국내의 형 건설 로젝트에

서는 이미 BIM을 용한 로젝트를 시범 용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안재균 등,2010),BIM 담 조

직을 마련하는 등 BIM에 극 응하고 있으며,정부에서는

정부와 발주자,민간업계가 체계 으로 활용할 수 있는 BIM

용 가이드의 개발․보 을 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최근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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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의 공공발주와 민간도입의 확산에 따른 BIM의 용범

,방법 등에 한 실무 혼선을 바로잡기 해 노력 에

있다(건설경제신문,2009.04.14). 한 BIM을 지원하는

소 트웨어 벤더들은 BIM 로세스의 원활한 수행을 해

최신의 기술들을 용한 업데이트를 지속 으로 지원하고 있

으며,블랙박스(BlackBox)화 되어 있던 자사의 원천 기술들

을 오 소스(OpenSource)화 하여 지원함으로써 그 기술

의 개발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으며,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다.이를 통해 사용자는 단순히 벤더에서 제공하는 기술

들을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필요로 하는 기능을 용한 다

양한 응용 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소 트웨어를 좀 더 유

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이를 통해 BIM의 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이병해,2010)

건축구조설계에서 BIM의 도입은 단 업무(구조설계,상세설

계,도면작성)의 진행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IT기술의 발달로

구조설계 단계에서는 BIM이 도입되기 이 부터 3차원 구조해

석모델을 이용한 산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일정 수 이상의 설

계 자동화가 이루어져 왔으나,후속 업무인 상세설계 도면작

성 업무는 여 히 2D기반의 CAD를 이용한 수작업에 의해 모

든 업무가 진행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을 안고

있었다(신태송 등,2008). 한 형화, 고층화,비정

형화되는건설 산업의추세에 따라발생하는 방 한양의데이

터를 처리하기에는 2D기반의 업무 로세스로는 한계에 다다

르게 되었고,때로는 2D만으로는 정보의 표 이 불가하여 업

무의 수행 자체가 불가하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 다.이에

TeklaStructures와 AllPlan등과 같은 BIM 모델링 소 트

웨어를 도입하여 3D객체 모델을 심으로 상세설계 정보를

리하고,작성된 모델을 통해 도면을 자동 생성함으로써 상기의

문제 들을 해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 으나,선

/후행 단계의 정보 달은 여 히 2D도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정확한 BIM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2D기반의

로세스 못지않게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등 새로운 문제

들에직면하게되었다(엄진업등,2010).

1.2연구의 목

건축구조설계 업무는 구조설계,구조상세설계,도면작성으로

구성된 단 업무의 순차 인 진행을 통해 수행되며,각각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 데이터는 다음 단계의 입

력 데이터로 작용한다.구조상세설계는 구조설계 결과로부터

선행 과정인 주골조 모델을 생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주

골조 모델링은 구조설계의 결과 정보가 반 된 구조 기본 도

면으로부터 시작되며,기본 도면의 분석 과정을 거쳐 주골조

모델링이 진행된다. 재 주골조 모델은 상세모델러의 의한 수

작업을 통해 생성된다.형상이 정형이며,장방형 평면을 가진

비교 단순한 구조물의 경우,수작업을 통한 모델링 과정이

비교 용이하나,최근 형화, 고층화,비정형화 되고 있는

건설 산업의 추세에 따라 주골조 모델링 과정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엄진업 등,2010). 한 건축구조설계

의 단 업무의 문성으로 구조설계와 구조상세설계의 업무

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소 트웨어의 불일치로 인해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모델을 다시 한 번 생성해야 한다는 은 업무

의 효율성을 하시키는 원인이 된다(엄진업 등,2009).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설계 업무의 수행 결과가 반 된 구조해석

모델로부터 모델 데이터의 연동 과정을 거쳐 상세 모델링

도면작성을 해 요구되는 주골조 모델을 자동 생성할 수 있

는 인터페이스 모듈의 개발을 목 으로 하며,이를 통해 구조

상세설계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자 한다.

1.3연구의 범

본 연구는 철골 구조물의 구조설계와 상세설계 업무를 상으

로 한다.연구의 목 인 인터페이스 모듈은 구조설계 업무를 지

원하는 구조해석 소 트웨어인 MIDAS/Gen(이하,MIDAS)과

구조상세설계 업무를 지원하는 BIM 모델링 소 트웨어인

TeklaStructures(이하,TEKLA)를 상으로 하며,직 연

결(directlink)방식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통해

모델 데이터를 연동한다.여기서 모델 데이터는 MIDAS와

TEKLA의 3D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element)에 한 형상

데이터로 기하학 치 데이터(geometrydata)와 속성 정보

인 재질(materialdata)과 단면(sectiondata)데이터를 의

미하며,그 용범 는표1과같다.

구 분 용 범

상요소(Element)
․선재 :기둥(Column),보(Beam)

․면재 : 이트(Plate)

기하학 치정보

(Geometrydata)
․ 로벌 좌표계(GCS)의 X,Y,Z좌표

재질 정보

(Materialdata)
․STEELD/B재질 :SS400,SM490등

단면 정보

(Sectiondata)

․KSD/B 단면:H,L,2L,C,2C,B,P,

SB,SR

․KS D/B 형상의 사용자정의(UserDefined)

단면

여기서,H = H-Section,L= Angle,2L= DoubleAngle,

C = Channel,2C = DoubleChannel,B = Box,

P= Pipe,SB= SolidRectangle,SR= SolidRound

표 1.인터페이스 모듈 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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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형상 데이터를 연동하기 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모듈과 MIDAS,TEKLA의 데이터 교환 방법은 다음과 같

다.MIDAS와 인터페이스 모듈의 정보 교환은 MIDAS의

텍스트 데이터 일인 MGT를 이용하며,TEKLA와 인터페

이스 모듈의 데이터 교환은 TEKLA벤더에서 제공하는 오

소스인 OpenAPI를 이용하 다.연구의 목 인 인터페이스

모듈의 개발에 사용된 개발 언어는 닷넷 임워크(.NET

Framework)개발환경인 VisualC#(2005Express)을 사

용하 다. Visual C#은 객체지향 로그래 언어로

OpenAPI 한 동일 환경에서 구동된다.

1.4연구의 방법 차

본 연구는 철골구조물의 구조설계와 상세설계 사이의 정보

호환을 한 인터페이스 모듈의 개발에 한 것으로 연구의

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연구의 흐름도

먼 ,이론 고찰을 통해 BIM의 상호운용성을 한 이종

소 트웨어들 사이의 정보 교환 방식에 해 조사하 으며,

연구에서 용한 정보 교환 방법 하나인 직 연결 방식

을 해 용되는 오 소스에 한 개념 인 이해와 연구의

목 인 인터페이스 모듈 합부 자동 생성 모듈을 개발하

기 해 요구되는 TeklaOpenAPI에 하여 반 인 이해

를 고취하 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모듈의 개발에 한 것으로,먼 ,인터

페이스 모듈과 상 소 트웨어인 MIDAS,TEKLA의 데이

터 교환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데이터 교환에 사용되

는 입․출력 포맷을 상으로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로부터 인터페이스를 한 데이터 변환 포맷을 작

성하 다.다음으로,인터페이스 모듈의 개발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MIDAS와 TEKLA의 인터페이스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능과 데이터의 흐름을 도식화하여 인터페이스 모

듈의 수행 흐름도를 작성하 고,이를 바탕으로 인터페이스

모듈의 구 로세스 모델을 작성하 으며, 로세스 모델로

부터 요구되는 기능과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구 하는 것으

로 인터페이스 모듈을 개발하 다. 한 제 모델을 선정하

여 모델 데이터의 연동 과정을 개발된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

해 수행하고,수행 과정을 기존 로세스와 연구 로세스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용성과 효율성을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 으며,향후 연구 방향

을 제시하 다.

2.이론 고찰

2.1BIM의 상호운용성(BIM Interoperability)

표 2에서와 같이 BIM은 연구기 ,소 트웨어 벤더, 용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김 철 등,2008),

BIM의 용을 해 공통 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BIM을 지

원하는 소 트웨어들 사이의 정보 교환 즉,상호운용성을 들

수 있다.

기 ,벤더 개념 정의

Autodesk

건물설계와 시공에 있어 건물 로젝트에 한 내 으

로 일 성이 있는 계산 가능한 정보의 생성과 사용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건물설계와 문서화의 방법론

ArchiCAD
기하학 정보와 비기하학 정보를 함께 포함하는

장소

GSA(2006)
객체기반의 지능 인 정보모델을 통해 건물수명주기 동

안 생성되는 정보의 교환,재사용 리하는 과정

NIBS(2007)

이해 계자들의 규칙을 반 한 정보의 삽입,추출,업

데이트 는 수정하는 시설의 단계,이해 계자에 의한

업

표 2.BIM의 정의

BIM의 용은 각 단계별 업무의 분 로 인해 발생하는 데

이터를 순차 (Sequential)으로 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

는 건설 로세스를 3차원 기반의 3D객체 정보를 심으로

련 데이터를 통합 리함으로써,각 련 분야에서 발생되

는 정보의 불확실성,부정확성,표 에 한 인식 오류 등을

최소화하고,도면의 부정확성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비

용의 증가,공기 연장 품질 하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 이 있다(최철호 등,2008).이를 해 각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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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BIM 모델링 소 트웨어들 사이

의 정보 교환이 요구되며, 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

다(Jeong등 2009).이에 BIM 모델링 소 트웨어들 사이

의 정보 교환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1동일 랫폼 기반의 정보 교환

최근 BIM을 지원하는 소 트웨어 벤더들은 특정 업무 분

야를 상으로 하지 않고, 련된 분야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솔루션 계열의 소 트웨어를 출시하고 있다. 를 들어

Autodesk사의 Revit은 Revit Architecture, Revit

Structure,RevitMEP등의 Suite제품을 출시하여 건축

설계,건축구조설계,설비 등의 업무를 동일한 랫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방식들은 업무의 일

성을 향상시키고,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장 들이

있는 반면, 랫폼을 구축하기 한 제반비용이 증가하게 되

어 일반 인 실무에서는 용하기 힘들다.동일 랫폼을 통

한 정보 교환 방식의 로는 Autodesk사의 RevitSuite,

Bentley사의 RAM StructuralSystem 등이 있다.그림 2

는 Autodesk사의 Revit 랫폼에서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

기까지 업무 단계에서 사용되는 설계 도구와 해석 도구들의

상호운용성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장원 등,2008).

그림 2.동일 랫폼을 이용한 정보 교환의

2.1.2 립 일 포맷을 이용한 정보 교환

립 일 포맷(NeutralFileFormat)은 일 변환(File

Conversion) 방식이라고도 하며, STEP 기반의 IFC,

CIS/2,SDNF(SteelDetailingNeutralFile)와 같은 국

제표 건설정보모델을 이용하여 이종 소 트웨어들 사이의

정보 교환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많은 BIM 모델링 소 트웨

어에서 립 일 포맷의 입·출력(Import·Export)을 지원하

고 있어 랫폼에 계없이 정보 교환이 가능한 장 이 있다.

하지만 정보 교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3D객체 정보의 손실,

부정확한 정보 달 등의 문제 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방

식을 지원하지 않는 소 트웨어들도 상당수 존재해 아직까지

는 실무에 용하기 힘든 실정이다.그림 3은 구조엔지니어

에서 IFC와 CIS/2를 이용한 정보 교환에 한 것으로

특히 철골 구조물을 상으로 건축구조와 연 된 업무 분야

들과의 정보 교환을 해 IFC를 이용하고(가로),건축구조설

계의 단 업무들과의 정보 교환은 CIS/2를 이용하여(세로)

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Khemlani,

2007).

그림 3. 립 일 포맷을 이용한 정보 교환의

2.1.3직 연결 방식을 이용한 정보 교환

StructuralAnalysisTool BIM Application OpenSource

RISA RevitStructure RevitSDK

ETABS
RevitStructure,

TeklaStructures

RevitSDK,

OpenAPI

SAP TeklaStructures OpenAPI

RAM StructuralSystem

RevitStructure,

Bentley

Structures

RevitSDK,

OpenSTAAD

STAAD TeklaStructures OpenAPI

ROBOT
TeklaStructures,

RevitStructures

OpenAPI,

RevitSDK

표 3.직 연결 방식을 이용한 정보 교환의

직 연결(DirectLink)방식은 BIM 로세스를 지원하는

서로 다른 소 트웨어들 사이의 정보 교환을 일 일로 수행하

는 방식으로 매개체는 소 트웨어 내부에 애드온(Add-on)되

어 있거나 독립 으로 실행되는 형태의 로그램이다.이러한

방식은 보통 벤더에서 오 소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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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로그램의 개발은 벤더에서 수행하는 편이나,제공되는

오 소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개발되어지기도 한다.

직 연결 방식은 특정 소 트웨어를 상으로 모델 데이터를

직 달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정보의 교환 과정에서 데이터

가 손실되거나 변질될 확률이 비교 낮은 특징이 있으며,사

용자 요구에 맞도록 기능을 추가하거나,변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로그래 언어에 한 지식이 요구되므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는 힘들며, 한 소 트웨어의 새로

운 버 이 출시되는 등 개발 당시의 환경과 사용 환경이 다를

경우 용성이 낮아져 지속 인 업데이트 유지보수가 필요

하다.표 3은 구조해석 소 트웨어와 BIM 모델링 소 트웨

어들 사이의 직 연결 계를 나타낸 것으로 직 연결에 사

용된 오 소스를 포함하고 있다(Khemlani,2007).

2.2오 소스(OpenSource)

2.2.1오 소스의 개념 활용

오 소스 소 트웨어(OSS:OpenSourceSoftware)라

고도 하며,소 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인

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구나 그 소 트웨어

를 개량하고,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는 그런

소 트웨어를 말한다.소스코드를 알면 그 소 트웨어와 비슷

한 것을 만들거나 그 소 트웨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술을

간단히 용할 수 있다.이 때문에 기업 등에서는 자사에서

개발한 소 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극비로 하고 있으며,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는 사용료(라이센스료)를 받는 경우

가 많다.이에 하여 오 소스의 개념은,소스코드를 공개

하여 유용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세계의 구나가 자유

롭게 소 트웨어의 개발·개량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

수한 소 트웨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2.2.2TEKLAOpenAPI 로그래 환경

OpenAPI(OpenApplicationProgrammingInterfaces)

란 자사의 API를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응용 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 체제나 로그래 언어가 제공하는 기

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보통 라

이 러리(library) 는 어셈블리(assembly)의 의미로 사용되

기도한다.OpenAPI 로그래 환경에서는벤더로부터미리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class)들을 이용하여 마치 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자신의 로그램에 조립해서 다른 로그램을 만

드는 것과 같다.그림 4는 인터페이스 모듈의 상 소 트웨어

하나인 TEKLA의 OpenAPI 로그래 환경을 나타낸 것

으로,어 리 이션의 모델 는 드로잉 D/B에 근하거나 사

용되는 오 젝트(parts,bolts,rebar,drawings...)에 한

클래스와 이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메써드들로 구성된 어셈블

리를 제공한다.그림 5는 TEKLA의 모델링과 련된 어셈블

리인 모델 클래스 다이어그램(UML)의 일부로,모델 객체

(Object)와 그리드(Grid), 트(Part),베이스콤포 트(Base

Component)의 계를 나타내고있다.

그림 4.TEKLAOpenAPI 로그래 환경

그림 5.TeklaOpenAPI의 ModelClassDiagram

3.입출력 포맷의 데이터 구조 분석

3.1MGT 일의 데이터 구조 분석

MGT 일은 ASCII 형식의 텍스트 데이터 일로

MIDAS내부에서 입력한 모델 하 ,해석 등 MIDAS에

서 수행한 부분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MIDAS/Gen,

7.4.0).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모델 데이터를 연동하기

해서는 MGT 일에 포함된 많은 정보들 에서 모델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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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된 데이터가 요구되어 진다.MGT 일에서 모델의

형상 데이터는 모델의 기하학 치 정보를 나타내는

(NODE)데이터와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재질(MATERIAL)

단면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단면 데이터는 다시 선재

의 단면 정보를 나타내는 섹션(SECTION)데이터와 면재의

단면 정보를 나타내는 두께(THICKNESS)데이터로 구성되

어 있다.연구에서는 MGT 일의 구성 데이터로부터 선재

(기둥,보)와 면재( 이트)요소를 상으로 상기의 데이터

들에 한 구조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표 4

에서 ELEMENT데이터는 MIDAS에서 입력된 요소에 한

정보를 장하는 데이터로 치 정보와 속성 정보의 유기 인

계를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멤버변수 속성 정보

NODE

iNO 번호

X 로벌 좌표계의 X방향 좌표

Y 로벌 좌표계의 Y방향 좌표

Z 로벌 좌표계의 Z방향 좌표

MATERIAL

iMAT 재질 번호

TYPE 재질 종류(=STEEL)

MNAME 재질 이름

SPHEAT 비열

HEATCO 열 도계수

DB 국가별 표 단면의 D/B

NAME DB이름

SECTION

iSET 단면번호

TYPE 단면성질 종류(=DBUSER)

SNAME 단면 이름

OFFSET 단면 심 치

SHAPE 단면의 형상 기호

CCSHAPE 냉간성형강 단면데이터

BLT 부재 제작방법

D1~D6 단면 치수

THICKNESS

iTHK 두께 번호

TYPE 두께 지정 방법 선택

bSAME 면내‧면외 동일두께 용

ELEMENT

iEL 요소 번호

TYPE 요소 종류

iMAT 재질 번호

iPRO 단면 번호

iN1 첫 번쨰 번호

iN2 두 번쨰 번호

iN3 세 번째 번호(Planar)

iN4 네 번째 번호(Planar)

ANGLE BetaAngle

iSUB 세부 요소의 종류

EXVAL 입력된 요소에 따른 추가 데이터

표 4.MGT 일의 데이터 구조 분석

3.2OpenAPI의 데이터 구조 분석

TEKLA OpenAPI는 시스템 외부에서 TEKLA의 기능과

모델 데이터베이스로의 근을 허용하기 해 벤더에서 제공하

는라이 러리로모델링(modeling),드로잉(drawing),스크립

(scripting)등과 련된 어셈블리(assembly)들로 구성되어

있으며,각각의 어셈블리는 련된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다

(TeklaStructures,15.0).연구에서는인터페이스모듈을통

해 모델 데이터를 연동하기 해서 이들 어셈블리 에서 기둥,

보와 같은 선재를 생성하기 해 요구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BeamClass와 이트와 같은 면재를 생성하기 해 요구되

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ContourPlateClass를 상으로 데이

터의구조를분석하 으며그결과는각각표5,표6과같다.

Data Description DataType

Identifier 부재의 식별자 int

Name 부재의 이름 string

StartPoint

x 시작 의 x좌표 double

y 시작 의 y좌표 double

z 시작 의 z좌표 double

EndPoint

x 끝 의 x좌표 double

y 끝 의 y좌표 double

z 끝 의 z좌표 double

Position

depth 부재의 수평 맞춤 Enumerate

plane 부재의 수직 맞춤 Enumerate

rotate 부재의 회 Enumerate

Class 부재의 클래스 번호 int

MaterialString 부재의 재질 이름 string

ProfileString 부재의 단면 이름 string

표 5.Beam 클래스의 데이터 구조

Data Description DataType

Identifier 부재의 식별자 int

Name 부재의 이름 string

Contour

Point

x 의 x좌표 double

y 의 y좌표 double

z 의 z좌표 double

Position

depth 부재의 수평 맞춤 Enumerate

plane 부재의 수직 맞춤 Enumerate

rotate 부재의 회 Enumerate

Class 부재의 클래스 번호 int

MaterialString 부재의 재질 이름 string

ProfileString 부재의 단면 이름 string

표 6.ContourPlate클래스의 데이터 구조

표 6에서 ContourPoint는 이트 요소의 형상에 따라

최소 3개 이상 형성이 가능하나,연구에서는 4개의 을

갖는 이트 요소를 기본 상으로 하기 때문에 4개의 배

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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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데이터 변환 포맷 작성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받아들인 모델의 형상 데이터를 MIDAS,

TEKLA와 교환하기 해서는 각각의 소 트웨어에서 받아들

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에 데이터

변환 과정을 좀 더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앞 에서 실시

한 MIDAS와 TEKLA의 입·출력 포맷의 데이터 구조의 분석

결과로부터 련된 속성을 매핑(mapping)하여 데이터 변환

포맷을 구축하 으며,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Data
MIDAS
Linear
(Planar)

TEKLA
Linear
(Planar)

Data
Type

ElementID iEL Identifier int

ElementType TYPE
Beam

(ContourPlate)
string

ElementName
SName
(bSAME)

Name string

Material MName MaterialString string

Section SName ProfileString string

N1

x

iN1

x
StartPoint

(ContourPoint)

x double

y y y double

z z z double

N2

x

iN2

x
EndPoint

(ContourPoint)

x double

y y y double

z z z double

N3

x

(iN3)

x

(ContourPoint)

x double

y y y double

z z z double

N4

x

(iN4)

x

(ContourPoint)

x double

y y y double

z z z double

Angle Angle Rotate Enum

표 7.데이터 변환 포맷

5.인터페이스 모듈의 로세스 모델

5.1인터페이스 모듈의 수행 흐름

그림 6은 MIDAS와 TEKLA사이에서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수행되는 모델의 형상 데이터를 연동하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으로,인터페이스 모듈의 수행 과정을 MIDAS와 인터페

이스 모듈의 데이터 교환(DataExchange),데이터 변환

(DataConversion),TEKLA와 인터페이스 모듈의 데이터

교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인터페이스 모듈의 개발은 그림

5에서 구분하고 있는 세 가지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데이

터의 처리 과정을 구 하는 것으로 진행하 다.구 에 앞서

각각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한 정의와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발행하는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로세스 모델로 작성

함으로써 구 과정을 좀 더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로세스 모델은 IDEF∅(IntegratedDEFinition∅)

를 이용하 다.

그림 6.인터페이스 모듈의 수행 흐름도

5.2.인터페이스 모듈의 로세스 모델

그림 7은 A0엑티비티인 인터페이스 모듈의 분해 다이어그

램(childdiagram)으로 다이어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엑티비

티들 즉, Import MGT(A1), Data Conversion(A2),

ExportToTEKLA(A3)는 각각 그림 6에서 정의된 MIDAS

와 인터페이스 모듈의 데이터 교환,데이터 변환,TEKLA와

인터페이스 모듈의 데이터 교환 단계에서 MIDAS의 MGT

일로부터 TEKLA의 주골조 모델을 생성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6에서 포함하고 있는

TEKLA의 주골조 모델로부터 MIDAS의 MGT 일의 생성

과정은 이 과정의 역순으로 진행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그림 7.A0엑티비티의 분해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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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ImportMGT(A1)의 분해 다이어그램

그림 9.DataConversion(A2)의 분해 다이어그램

그림 10.ExportToTEKLA(A3)의 분해 다이어그램

5.2.1ImportMGT(A1)의 분해 다이어그램

ImportMGT는 MIDAS의 MGT 일로부터 모델의 형상

데이터를 추출하여 인터페이스 모듈 내부의 MSELEMENT

로 정의된 D/B에 데이터를 장하는 과정으로 그 내용은 그

림 8과 같다.

MIDAS에서 Export된 MGT 일로부터 ReadMGT(A11)

기능을 통해 읽어 온 모델 데이터는 MIDAS에서 입력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해서는 모델

의 형상과 련된 데이터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이에

ExtractShapeData(A12)기능을 통해 모델의 형상 데이터

를 추출하고,ConstructD/B(A13)기능을 통해 인터페이스

모듈 내부에서 MSELEMENT로 정의된 D/B에 장된다.

MSELEMENT는 MGT의 데이터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델의 기하학 치정보를 나타내는 NODE테이블,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MATERIAL,SECTION,THICKNESS

테이블과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치정보와 속성정보의

유기 인 계를 나타내는 ELEMENT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5.2.2DataConversion(A2)의 분해 다이어그램

DataConversion(A2)은 ImportMGT(A1)과정을 거쳐

인터페이스 모듈 내부에 장된 MSELEMENT(D/B)의 데

이터를 TEKLA의 입·출력 포맷인 OpenAPI의 형식에 맞게

데이터를 변환하는 기능으로 그 내용은 그림 9와 같다.

ReadMSELEMENT(A21)기능을 통해 MSELEMENT

D/B로부터 읽어 온 데이터는 DataConversion(A22)기능

을 이용하여 OpenAPI의 데이터 구조에 맞게 변환된다.변

환 과정에서 앞서 수행한 MIDAS와 TEKLA의 입·출력 포

맷의 데이터 구조 분석을 통해 작성한 데이터 변환 포맷이

이용된다.변환된 데이터는 ConstructTSELEMENT(A23)

기능을 통해 TSELEMENTD/B에 장된다.

5.2.3ExportToTEKLA(A3)의 분해 다이어그램

ExportToTEKLA는 변환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입력 값으

로 하여 OpenAPI를 이용하여 TEKLA상에서 모델을 생성

하는 기능으로 그 내용은 그림 10과 같다.OpenAPI를 이용

하여 TEKLA에서 모델을 생성하기 해서는 모델링될 요소

의 인스턴스(instance)를 우선 생성해야 하며(A32), Data

Conversion(A2)과정을 거쳐 구축된 TSELEMENT(D/B)

로부터 데이터를 읽어(A31),생성된 인스턴스에 모델링 속

성을 할당하고(A33),TEKLA에서 모델을 생성(A34)하는

과정을 거쳐 주골조 모델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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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터페이스 모듈의 구

인터페이스 모듈은 앞서 작성한 인터페이스 모듈의 로세

스 모델로부터 정의된 기능과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구 하

는 것으로 진행하 다.인터페이스 모듈의 개발에 사용된

로그래 언어는 닷넷 임워크 개발 환경인 VisualC#

(2005Express)을 이용하 으며 DBMS(DatabaseMana

-gementSystem)는 MS ACCESS를 이용하 다.그림

11은 인터페이스 모듈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UserInterface)로 인터페이스 모듈의 주요 기능

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인터페이스 모듈의 GUI

① ImportMGT:MGT 일을 읽어온다.

② ExportMGT:MGT 일을 생성한다.

③ ImportFromTEKLA:TEKLA모델로부터 형상 데

이터를 읽는다.

④ ExportToTEKLA:TEKLA모델을 생성한다.

⑤ Home:인터페이스 모듈의 메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⑥ DataTable:데이터테이블로 이동한다.

7.수행 검증

7.1모델 선정 수행 범

연구로부터 개발된 인터페이스 모듈의 검증을 해 강구조

설계 제집( 한건축학회,2002)의 사무소 건물을 제 모

델로 선정하 다. 제 모델은 지상 6층 규모로 층고 4m,

높이 24m의 강구조 건물로 수직하 과 수평하 모두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모멘트 골조에 의해 지지되며,구조 평면도

입면도,MIDAS의 구조해석모델은 각각 그림 12,그림

13,그림 14과 같다.

7.2인터페이스 모듈의 수행

그림 14는 MIDAS에서 생성한 제 모델로 하 경계

조건 등의 조건을 모두 입력하여 구조해석 설계를 완료한

모델이며,MIDAS로부터 Export된 MGT 일은 그림 15

와 같다.그림 16은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MGT 일을

Import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Import된 MGT 모델

데이터는 인터페이스 모듈 내부에 정의된 MSELEMENT

D/B에 장된다.그림 17은 MSELEMENTD/B의 일부인

ELEMENT테이블을 나타낸 것이다.MGT 일로부터 받

아들인 데이터는 모듈 내부에서 데이터 변환 과정을 거쳐

MSELEMENTD/B에 장되며 그 결과는 그림 18과 같

다.변환이 완료된 모델 데이터로부터 Export기능을 이용

하여 TEKLA에 모델을 자동 생성하며 그 결과는 그림 19와

같다.

그림 12. 제 모델의 구조 평면도

그림 13. 제 모델의 구조 입면도 (좌:Y열 입면도,우:X열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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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MIDAS에서 Export된 MGT 일

그림 14.구조해석 설계가 완료된 MIDAS의 제 모델

그림 16.인터페이스 모듈에서 MGT 일을 Import하는 과정

그림 17.인터페이스 모듈 내부의 MSELEMENTD/B

그림 18.데이터 변환 과정을 거쳐 구축된 TSELEMENTD/B

그림 19.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자동 생성된 TEKLA의 주골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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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로세스 비교를 통한 효율성 검증

인터페이스 모듈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하여 구조해석모델

로부터 구조상세설계를 수행하기 한 기본 모델을 생성하기

까지의 과정을 재 실무에서 수행되고 있는 차와(기존

로세스)와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연

구 로세스를 비교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각각 그림 20,

표 8과 같다.

그림 20. 로세스 비교

구분 기존 로세스 연구 로세스

업무 흐름(연속성) 단 됨 연속됨(원활함)

업무 수행 주체
구조엔지니어,

상세모델러
구조엔지니어

정보 달 방식
2D기반의

기본(basic)도면
3DModel(Data)

모델링

Pre Basic도면 분석 -

Main
수작업에 의한

개별 생성

인터페이스 모듈을

이용한 자동 생성

안모델 생성에

한 처 능력

낮음

(반복 인

수작업)

높음

(모델링 자동화)

설계변경에 한

처 능력

낮음

(반복 인

수작업)

높음

(모델링 자동화)

표 8.구조상세설계 로세스 비교 분석 결과

기존 로세스에서는 업무의 분 로 인해 발생되는 소 트

웨어의 불일치로 구조 엔지니어에 의해 수행된 작업 결과를

상세 모델러에게 달하기 해 베이직(basic)도면으로 불

리는 기본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상세설계자는 이를 분석하

는 과정을 거쳐 요소의 기하학 치 정보 속성정보를

악하며,기본 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기본상세모델

을 생성한다.연구 로세스에서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MIDAS의 구조해석모델로부터 속성 정보가 동일한 TEKLA

기본상세모델을 자동 생성한다.이 과정에서 기본(basic)도

면의 작성과 분석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업무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나아가,구

조해석모델과 동일한 속성의 모델을 자동 생성함으로써 설계

변경 는 안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처 능력

이 우수할 것으로 사료된다.

8.결 론

본 연구에서는 BIM 기반의 건축구조설계 업무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에 한 것으로,

상용 구조해석 소 트웨어와 BIM 소 트웨어를 사이의 모델

정보를 직 연결(directlink)방식을 통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개발하 으며, 제 모델을 통해 개

발된 모듈을 검증하 고,수행 과정을 기존 로세스와 연구

로세스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검증하

다.이상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MIDAS의 구조해석모델로부터 상세모델링 도면작

성을 수행하기 한 TEKLA의 기본상세모델을 자동

생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개발하 으며 이를

통해 업무의 분 로 인해 발생되는 동일한 속성의 모델

을 재 모델링하기 해 요구되는 노력과 비용을 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구조엔지니어에 의해 작성된 MIDAS모델로부터 텍

스트 데이터 일인 MGT 일을 통해 모델 데이터를

직 달받아 속성 정보가 동일한 모델을 자동 생성함

으로써 기본 도면과 같은 간 과정의 설계 도서를 작

성하고 달하고,상세모델러는 이를 다시 분석하여 모

델링하는 과정들을 해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이를 통해 구조엔지니어의 의도가 기본 도면

의 분석과정에서 이되는 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3)설계 변경 는 안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시,

좀 더 유연하고 발 빠른 처가 가능하며,이로 인한

설계비용의 감 한 기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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