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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aimed at developing of the sustainable interface module for structural design. It is dealt with the 

Midas/Gen for analysis and design and Tekla Structures for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In this research, it is improved 

the applicability and function of the existing interface module developed by authors. Although model information was 

functionally well linked by the existing module in both directions, the applicability is limited due to the difference of 

attributes between structural analysis model and structural detail model.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blems that occur 

in existing module. We have developed the interface module to 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d the applicability of the 

exist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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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설 산업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목

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이 도입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용되고 있다. BIM은 

용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지며, 그 활용 목 에 맞

는 다양한 기술들이 요구되어지지만, BIM을 성공 으로 수

행하기 해서는 정보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반

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1]

. 건설 로젝트는 건축물의  생애

주기 동안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해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진

행되며, 각 분야에서는 업무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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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들을 사용하게 된다. BIM에서 정보의 상호운용성

이란 이러한 이종 소 트웨어들 사이에서 각 단계별 설계 정

보를 양방향으로 원활하게 연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는 BIM의 효율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핵심 기술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재 BIM에서 정보의 상호운용성은 데이터

의 교환 방법에 따라 IFC, CIS/2 등의 개방형 표 (open 

standards)을 이용하는 립 포맷(neutral format) 방법

과 상 소 트웨어들 사이에서 일 일로 직  데이터를 교

환하는 직  연결(direct link)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각각 장/단 을 포함하고 있어, 한 가지 방

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상호 보완 으로 용

하는 것이 BIM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3],[4]

.

건설 산업에서 구조분야는 건축공정  체 공사비의 3

0～40%를 차지하며, 체 건축물의 경제성과 안 성을 좌우

하는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타 분야들보다 BIM의 활용 가치

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5]. BIM 환경에서 구조설계 

업무 로세스  단계별 BIM 모델은 Fig. 1과 같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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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ructural design process in BIM environments Fig. 2 Process diagram of the existing research

될 수 있다. 그림에서 구조설계 업무는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네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계획설

계에서 실시설계 단계까지 단계별 설계 정보를 반 하는 모

델을 각각 계획구조모델, 기본구조모델, 실시구조모델로 정의

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구조해석  설계를 한 구조해

석모델이 포함된다
[6],[7],[8]

.

구조설계 업무는 BIM이 도입되기 이 부터 3차원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BIM의 도입이 

타 업무 분야들에 비해 비교  원활하 으나, 단  업무들 사

이의 정보 달은 여 히 2D 도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업무의 문성으로 인해 단  설계업무들 간의 단 은 

구조설계 업무가 여 히 비효율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BIM 환경에서 구조설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단  설계업무들 사이의 원활한 정보 교환이 요

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분의 설계 과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의 수정과정을 거치며 업무가 진행

되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 교환은 단순히 모델 정보를 일 방

향으로 연동하는데 그치지 않고,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설계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기존 모델에 그 정보를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를 들어 실시설계 단계에서 합부 

모델링 과정이 진행 인데 부재의 단면 치수가 변경되거나, 

새로 추가 되었을 때, 변경된 정보를 반 할 수 없다면, 기존 

수행되었던 합부 모델링 과정을 변경된 모델에 다시 수행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의 단  구조설

계 모델 간의 정보 교환을 양방향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고, 구

조설계 업무의 모델 정보를 지속 으로 리할 수 있는 인터

페이스 모듈의 개발을 목 으로 하며, 이를 통해 BIM 환경

에서 구조설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 다. 인터페이

스 모듈의 개발은 기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듈을 근간으로 

하 다
[9]

. 기존 연구에서는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A&D(Analysis 

and Design) S/W인 MIDAS/Gen(이하, MIDAS)과 실시

설계 단계에서의 BIM S/W인 Tekla Structures(이하, 

TEKLA) 사이의 모델 정보를 연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

듈을 개발하 으며, 용성을 검증하 다[10],[11]. 기존 모듈

에서 모델 정보를 양방향으로 교환하는데 있어 기능 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구조해석모델과 실시구조모델이 가지는 모

델의 특성 차이로 용성이 제한 이고 일회 이라는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발생되는 문

제 을 분석하고, 그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 으며, 이를 반

하여 인터페이스 모듈의 용성을 개선하고자 하 다.

2. 기존 연구 정리

기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인터페이스 모듈(이하, 기존 모

듈)은 직  연결 방법에 의한 상호운용성 방법을 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부재의 기하학  형상 정보와 속성 정보를 

상으로 하며,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모두 지원한다. 

MIDAS와의 정보 교환 방법은 MIDAS에서 자체 으로 읽

고 쓰기가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 일인 MGT 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TEKLA와의 정보 교환은 OpenAPI를 이용한

다. Fig. 2는 기존 모듈의 시스템 기능도를 나타낸 것으로 

주요 기능은 MIDAS와 TEKLA와 데이터 교환(exchange)

을 한 각각의 import, export 기능과 읽어 온 데이터를 

상 소 트웨어에서 읽어 들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데

이터 변환(convert) 기능으로 구성된다.

3. 정보 교환 형태에 따른 적용성 검토

기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인터페이스 모듈은 기능 으로 

MIDAS에서 TEKLA 는 TEKLA에서 MIDAS로 모델 정

보를 양방향으로 연동하는 것이 가능하나, 정보 교환의 형태

에 따라 용성이 제한되는 문제 이 발생하 다. 이에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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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se of information exchange in structural design 

work

Fig. 4 Applicable of existing module : MIDAS → TEKLA 

Fig. 5 Relationship between the elements of analysis 

and member

Fig. 6 Applicable of existing module : MIDAS ← TEKLA

구에서는 구조설계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상되는 정보 교

환의 형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으며, 각각에 하여 

기존 모듈의 용성을 검토하여 발생되는 문제 을 분석하

다. 구조설계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상되는 단  설계업무

들 사이에서 정보 교환의 형태는 Fig. 3과 같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 Fig. 3의 Case 1에 해당하는 것으로 MIDAS 모델

로부터 TEKLA 모델을 생성하는 형태의 정보 교환이다. 기

존 모듈을 용할 경우, 생성된 모델은 MIDAS와 기하학  

치 정보  속성 정보가 완 히 동일한 모델이다. 즉, 모든 

부재는 구조해석모델의 특성에 따라 심  심 조건으로 

모델링 되어 있다. 사용자는 이후 제작  설치와 련된 사

항 등을 반 하고, 합부  철근 배근과 같은 실시설계 정

보를 반 하여 실시구조모델을 생성한다. Fig. 4는 기존 모

듈을 용하여 MIDAS 모델로부터 TEKLA 모델을 생성한 

를 나타낸 것으로 정보의 교환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Fig. 3의 Case 2에 해당하는 것으로 TEKLA 모

델로부터 MIDAS 모델을 생성하는 형태의 정보 교환이다. 

이는 BIM 모델(기본구조모델, 실시구조모델 등)로부터 구조

해석모델을 생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 으로 구조해석

모델에서 부재는 과 간의 계를 정의하는 선 요소

로 정의되며, 부재는 심  심 조건으로 모델링된다. 

BIM 모델에서 구조해석모델을 생성하는 경우 부재의 기하학

 조건으로부터 과 선 요소가 생성된다. Fig. 5는 BIM 

모델의 부재와 기하학  조건으로부터 생성되는 해석 요소의 

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 요소는 기둥, 보와 같은 선재(linear)

와 벽, 바닥과 같은 면재(planar)로 구분할 수 있다. 부분

의 요소들은 수직, 수평 으로 기하학  심으로 해석 요소

가 생성되나, 보의 경우 바닥 슬래 의 상부와 보의 상부가 

일치되는 특성에 기인하여 수직 으로는 보의 상부를 심으

로 해석 요소가 생성된다.

기존 모듈을 용하여 BIM 모델로부터 구조해석모델을 생

성할 경우, 부재와 부재의 계가 구조해석모델과 마찬가지로 

심  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는 BIM 모델과 구조해석모

델이 가지는 특성의 차이로 용이 제한된다. 일반 으로 BIM 

모델에서는 마감 등의 건축 요소와의 계, 제작  설치와 

련된 사항 등이 반 되므로 부재는 실제 설치되는 치를 

기 으로 모델링되며, 부재와 부재의 계에는 편심과 단차가 

포함된다. Fig. 6은 기존 모듈을 이용하여 TEKLA 모델로

부터 MIDAS 모델을 생성한 를 나타낸 것으로 모델에 반

된 편심과 단차에 의해 MIDAS에서 생성된 모델은 부재의 

연속성이 단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은 Fig. 3의 Case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델이 수

정되는 형태의 정보 교환이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설계 변경 

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국내 구조

설계 업무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형태이다. Fig. 7은 

BIM 환경에서의 일반 인 구조설계 업무 흐름  설계 변경

에 따른 정보 교환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기본설계 단계에

서 기본구조모델로부터 정보 교환을 거쳐 구조해석모델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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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ype of data exchange by design change

Fig. 8 Example of data exchange by design change

Fig. 9 Analysis element of structural analysis model and 

structural detail model 

Fig. 10 Comparison of analysis elements and modified 

structural detail model

성하며, 하 , 경계조건 등의 해석 조건을 입력하고 구조해석 

 설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재의 치수를 결정한다. 해석 

 설계 결과가 반 된 구조해석모델의 정보는 정보 교환 과

정을 거쳐 다시 기본구조모델로 반 된다. 이후 실시설계 단

계에서 제작  설치 정보 등을 반 하여 기본실시모델을 생

성하며, 철골 합부 는 철근 배근 모델을 추가 생성하여 

실시구조모델을 완성한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모델이 수정되

는 경우, 기본실시모델, 실시구조모델에 반 된 설계 정보가 

유지된 상태에서 변경된 정보만을 모델에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건축 요소와의 계, 제작  설치와 련되

어 부재에 반 된 편심과 단차, 그리고 추가 생성된 철골 

합부  철근 배근 정보는 그 로 유지된 상태에서 단면 치

수의 변경, 새로운 부재의 추가, 기존 부재의 삭제 등의 변경

된 정보들이 모델에 반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정보 교환 과정에서 기존 모듈을 용할 경우, 앞서 언 한 

BIM 모델과 구조해석모델의 특성 차이, 그리고 정보 교환 

상 소 트웨어의 특성 차이로 인해 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발생하며, 표 인 를 Fig. 8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Fig. 8의 오른쪽은 합부가 포함된 실시구조모델로 부재

에는 편심(1, 3번 거더)과 단차(3번 거더)가 반 되어 있다. 

Fig. 8의 왼쪽은 설계 변경을 통해 수정된 구조해석모델로 4

번 거더가 추가되며, 3번 거더의 단면 치수가 변경된 상태이

다. 실시구조모델에 반 된 설계 정보를 유지한 채로 구조해

석모델의 변경된 정보를 실시구조모델에 반 하기 해서는 

두 모델의 기하학  치 정보와 속성(단면 치수, 재질 등) 

정보를 비교하여 부재가 수정되는 경우(modify), 새로운 부

재가 생성되는 경우(new), 기존 부재가 삭제되는 경우(delete), 

변경이 없는 경우(none)로 구분하며, 이를 통해 변경된 내용

만을(new, modify, delete) 실시구조모델에 반 할 필요가 

있다.

구조해석모델과 실시구조모델의 정보를 직 으로 비교하

기 해서는 앞서 Fig. 3의 Case 2의 경우에서 언 한 내용

을 토 로 실시구조모델의 부재를 구조해석모델과 동일한 형

태로 변환해야 한다. Fig. 9는 구조해석모델의 해석요소와 

실시구조모델의 기하학  조건으로부터 생성된 해석 요소를 

나타낸 것으로 실시구조모델의 경우 부재에 반 된 편심  

단차로부터 부재의 치 정보가 수정되어 부재들 간의 연속성

이 단 된 것을 알 수 있다. 구조해석모델의 해석요소와 실시

구조모델의 해석요소를 비교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조해석모델의 4번 부재는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실시구조모

델에서 치 정보가 동일한 부재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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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hysical model and analysis model of Tekla 

Structures

Fig. 12 The Positional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nd Pnalytical models

Fig. 13 The connectiv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nd 

analytical models

(new)로 분류된다. 기둥과 2번 거더의 경우 치 정보와 속

성 정보가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재로 분류(none)된다. 

1번과 3번 거더는 논리 으로 구조해석모델과 실시구조모델

에서 동일한 부재이나, 실시구조모델에서 편심과 단차에 의해 

부재의 치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두 모델의 치 정보의 비

교하면 새로운 부재(new)로 분류된다. 이상의 분류 결과를 

토 로 정보 교환을 수행하면 그 결과는 Fig. 10의 우측과 

같으며, 1번과 3번 거더가 첩되어 모델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구조설계 업무에서 일반 으로 발생하는 정보 교환의 형태

에 기존 모듈을 용할 경우 구조해석모델과 실시설계 단계

의 BIM 모델의 특성 차이로 제한 인 조건에서만 용이 가

능하며, 설계 변경으로 인해 모델이 수정되는 경우 변경된 정

보를 지속 으로 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교환의 형태가 

일회 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은 실시설계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재에는 편심과 단

차가 반 되어 부재의 치가 변경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BIM 모델에서 구조해석모델 즉, 해석요소를 생성하기 해

서는 부재의 기하학  조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순히 실시구조모델의 정보만으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연구에서 상으

로 하는 MIDAS와 TEKLA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

조설계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구조설계 업무를 

지원하는 부분의 BIM 소 트웨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

식하여 다루고 있다. 구조설계 업무에서 사용되는 BIM S/W

는 Autodesk사의 Revit Structure, Tekla사의 Tekla 

Structures 등이 있다. 이들은 일반 인 설계 정보를 장

하는 모델 이외에 구조해석과 련된 정보를 장할 수 있는 

모델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으며, 자를 물리(physical) 모

델, 후자를 해석(analytical) 모델이라 구분하고 있다. Fig. 

11은 TEKLA의 물리 모델과 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 모델에는 지지조건, 하 , 하  조합 등의 해석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해석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석 모델은 

물리 모델과 단면 치수, 재질 등의 속성 정보를 공유하며, 기

본 으로 물리 모델의 기하학  치 정보로부터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독립된 객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치의 이동이 가능하다. Fig. 12는 물리 모델과 해석 모델의 

치 계를 나타낸 것으로 물리 모델은 슬래  단차에 의해 

아래로 이동되었지만, 해석 모델에서는 힘의 흐름을 단순화하

기 하여 인  부재와 연속된 선상에 치할 수 있도록 

치를 수정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구조해석은 에서의 힘과 변 를 해석하는 

것으로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 에는 이 생성되어야 

한다. Fig. 13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거더에 3개의 

보가 연결되는 형태로 물리 모델에서는 하나의 부재로 모델

링 되지만, 해석 모델에서는 연결되는 보의 으로 인하여 

거더의 해석 요소가 4개로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

석 모델에서는 과 의 계를 정의하는 직선상에 

이 포함되는 경우 자동으로 해석 요소를 나 는 기능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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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ata exchange of structural analysis model using 

analysis model 

Fig. 15 Modified Structural Detail Model Fig. 16 Process diagram of interface module

이러한 해석 모델의 특징들로 인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부

재의 치 정보가 수정되더라도 해석 모델은 물리 모델과는 

독립 으로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구조해석모델과

의 정보 교환 과정에서 해석 모델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기

존 모듈의 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

게 된다. 앞의 Fig. 8의 경우를 상으로 해석 모델을 용

하여 두 모델을 비교하여 부재를 분류하면 그 내용은 Fig. 

14와 같다. 기둥과 1번, 2번 거더는 치 정보와 속성 정보

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none으로 분류된다. 3번 거더의 

경우 구조해석모델에서 단면 치수가 증가된 것으로 두 모델

을 비교하면 치 정보는 동일하지만, 속성 정보가 다르므로 

modify로 분류되며, 4번 거더의 경우 실시구조모델에서 동

일한 치의 부재가 없으므로 new로 분류된다. Fig. 15는 

분류 결과를 반 하여 실시구조모델을 수정한 것으로 기존에 

생성되었던 합부 모델과 부재에 반 된 편심  단차 정보

가 유지된 상태에서 변경된 구조해석모델의 정보가 잘 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Fig. 10에서와 같이 기존 

모듈의 용 시에 나타나는 부재의 첩( 복 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인터페이스 모듈 개발

인터페이스 모듈은 기존 모듈의 개발 내용을 토 로 기능

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 다. 모듈 개

발에 있어 기존 모듈과의 가장 큰 차이는 TEKLA와의 정보 

교환 과정에서 물리 모델과 해석 모델의 정보를 동시에 고려

한다는 이며, 모델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모델의 정보

와 비교를 통해 수정되는 사항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

는 이다.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모듈의 시스템 기능도는 

Fig. 16과 같으며, 인터페이스 모듈의 정보 교환 형태에 따

른 주요 개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5.1 MIDAS → TEKLA 정보 교환

MIDAS의 모델 정보로부터 TEKLA 모델을 생성하는 과

정은 기존 모듈에서 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먼 , mgt 

일로부터 모델 정보를 읽어 온다. 이때 읽어오는 정보는 

(node) 정보, 재질(material) 정보, 선재(linear)의 단면

(section) 정보, 면재(planar)의 단면(thickness) 정보, 부

재(element) 정보이며, 각각의 정보는 모듈 내부에 정의된 

DB에 장된다. Fig. 17은 mgt 일로부터 읽어 온 모델 

정보를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확인한 것으로 부재(element)

의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은 데이터 변환(convert) 과정으로 읽어 온 모델 정

보를 TEKLA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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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ata table of elements in the interface module

Fig. 18 Process of data conversion : MIDAS → TEKLA

1. Create Analysis Model 2. Import Analysis Model

4. Read mgt file at MIDAS 3. Data Conversion

Fig. 19 Process of data exchange : TEKLA → MIDAS 

터 변환은 MIDAS의 모델 정보로부터 TEKLA의 해석 모델

과 물리 모델을 순차 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모델의 변환 과

정은 Fig. 18과 같다. TEKLA 해석 모델은 데이터 구조가 

TEKLA에서 읽고 쓸 수 있는 Open API 형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치  속성 정보는 MIDAS와 동일하다. 구조해석

은 에서의 힘과 변 를 해석하는 것으로 부재와 부재의 

연결부에서는 이 생성되며, 그로 인해 실제 하나의 부재

이지만 다수의 부재로 분할되어 모델링된다.

Fig. 18은 각 모델의 거더를 평면 뷰로 나타낸 것으로 구

조해석모델의 경우 하나의 거더이지만 간에 연결되는 3개

의 보의 에 의해 4개의 거더로 분할되어 모델링된다. 하

지만, TEKLA 모델에는 부재의 실제 조건이 반 되므로 하

나의 거더로 모델링되어야 한다. TEKLA의 해석 모델에서 

물리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해석  이유로 분리된 모

델을 다시 하나의 부재로 합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는 거더, 보, 벽체 등에 용된다. 

5.2 TEKLA → MIDAS 정보 교환

TEKLA 모델 정보로부터 MIDAS의 모델을 생성하기 

해서는 먼  물리 모델에서 해석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이 우

선되어야 한다. 해석 모델은 과 간의 계를 정의하

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 모델의 기하학  조건으로

부터 자동으로 생성된다. TEKLA 모델에는 편심과 단차가 

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된 해석 요소에는 부재

의 연속성이 단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수작업을 통해 

과 선을 이동시켜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힘의 흐름을 단순화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해석 모델에는 지지조건, 하  등의 해석 조건을 추가할 수 

있지만, 구조해석  설계 용 S/W인 MIDAS의 기능과 편

의성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해석 조건의 입력은 용 S/W

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하 으며, 연구에서는 해석 모델의 형

상 정보만을 상으로 설정하 다. TEKLA 모델로부터 MIDAS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은 Fig. 18과 같다. TEKLA에서 해석 

모델을 생성하고,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해석 모델의 정보를 

읽어 온 뒤 MIDAS에서 읽고 쓰기가 가능한 mgt 일의 데

이터 구조로 변환한다. 변환된 데이터를 mgt 일로 변환하

고, MIDAS에서 읽어서 모델을 생성한다.

5.3 MIDAS ↔ TEKLA 정보 교환

MIDAS와 TEKLA의 양방향 정보 교환은 TEKLA에서 

실시설계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여 

MIDAS 모델이 수정되는 경우를 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Fig. 20은 실시설계 정보가 반 되어 있는 즉, 부재에는 

편심  단차가 고려되어 있으며, 합부 모델이 추가되어 있

는 실시구조모델이다. Fig. 21은 수정된 MIDAS의 구조해

석모델로 한 개 층이 추가되었으며, 기둥과 Y방향 장스팬 거

더의 단면 치수가 각각 H350*350*12*19에서 H400* 

400*13*21로, H400*200*8* 13에서 H 500*200*10*16

으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델의 수정 과정은 Fig. 22와 같다. 모델을 수정하기 

해서는 MIDAS와 TEKLA 모델 정보를 읽어 와서 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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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Structural detail model(TEKLA)

Fig. 21 Modified structural analysis model(MIDAS)

Fig. 22 Process of data conversion for modification

Fig. 23 Modified structural detail model

에 포함된 부재의 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각각 비교하여 

수정 여부를 검토한다. 모델의 비교는 수정된 모델(MIDAS)

을 기 으로 수정되는 모델(TEKLA)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 , 치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한 부재의 존재 

여부를 단한다. 일치하는 부재가 없다면(no) TEKLA에서 

새로 생성되는 부재(new)로 분류되며, 일치하는 부재가 있

을 경우(yes) 속성(단면치수, 재질)을 비교한다. 비교한 속

성이 동일하다면 수정이 없는 부재(none)이며, 동일하지 않

다면 TEKLA에서 수정되는 부재(modify)로 분류된다. 마지

막으로 TEKLA 모델에서 분류가 되지 않는 부재 즉, new, 

modify, none으로 분류되지 않은 부재는 삭제되는 부재

(delete)로 분류한다. 이상의 분류 결과로부터 TEKLA에서 

모델을 생성, 수정, 삭제하는 것으로 모델의 수정이 완료되

며, 그 결과는 Fig. 23과 같다. 수정된 모델에는 기존 모델

에 반 된 편심  단차, 합부 모델이 그 로 유지되어 있

으며, 수정 추가된 부재의 정보가 잘 반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결  론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구조설계 정보의 인터페이스 모듈

의 개발을 목 으로 수행하 으며,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연구에서 개발한 인터페이스 모듈은 MIDAS와 

TEKLA의 모델 정보를 양방향으로 연동하는데 있어 기

능 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정보 교환의 형태에 따라 

제한 인 조건에서만 용이 가능하며,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모델이 수정되었을 때, 모델 데이터를 지속 으

로 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 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구조설계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정보 교환의 형태를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하여 인터페이스 모듈의 용성을 검토

하 으며, 발생되는 문제 을 분석하 다.

(2) 용성 검토 결과 MIDAS 모델 정보로부터 TEKLA 모

델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졌으나, 

TEKLA 모델로부터 MIDAS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 제

한 인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해석모

델의 경우 심  심 조건으로 모델링 되지만,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건축 요소와의 계, 제작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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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부재에 반 되는 편심과 단차에 의해 부재의 

치가 수정된다. 따라서 실시설계 단계의 모델로부터 

구조해석모델을 생성할 때는 구조해석모델에서 요구하는 

심  심 조건을 만족할 수 없으며, 부재의 연속성

이 단 된다. 이로 인하여 인터페이스 모듈의 용이 제

한되며, 모델이 수정되는 경우 지속 으로 모델 정보를 

리할 수 없게 된다.

(3) 연구에서는 해석 모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다. 해석 모델은 물리 모델과 속성 정보는 공유하지만 

독립 인 객체 인식되어 고유의 치 정보  객체와의 

계를 가질 수 있다. 때문에 하나의 BIM 모델 안에서 

구조해석모델과 실시구조모델의 정보를 동시에 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물리 모델의 치가 수정되더라도 

해석 모델은 고유의 치와 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구조해석모델과의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토 로 인터페이스 모

듈을 수정 보완하 다. TEKLA와의 정보 교환 과정에

서 물리 모델과 해석 모델의 정보를 동시에 고려함으로

써 기존 모듈에서 발생하는 용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설계 변경에 의해 모델이 수정되는 경우에서

도 지속 으로 모델 정보를 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조설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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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구조설계 정보의 인터페이스 모듈의 개발에 한 것으로 구조해석 S/W인 Midas/Gen과 BIM S/W인 

Tekla Structures를 상으로 한다. 모듈의 개발은 기존 연구의 내용을 근간으로 기능과 용성을 개선하 다. 기존 연구에서 모델 정보를 

양방향으로 교환하는데 있어 기능 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구조해석모델과 실시설계 모델의 특성 차이로 용성이 제한 이고 일회 이라는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분석하고, 그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 으며, 이를 반 하여 인터

페이스 모듈의 용성을 개선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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