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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stems architecture of information models for construction industry is introduced. The architecture ful 

fills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SO 10303(STEP) and IAI IFC, etc. It is defined in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WSDL) and ISO 10303-11(EXPRESS) language. A standard platform for this standard 

architecture is also developed. This platform has several tools which can transform EXPRESS description 

file into C++ or Java languages and which also can generate an IDL file or OWL file from an EXPRESS 

file. System architects, software engineers, information system consultants can use these standards to 

define their information model for construction industry in standardized way. Construction engineers can 

test this information model with ease using standard testing tools and testing method, which is also a 

part of standard architecture of information systems for virtual construction.

1. 서    론

타 산업 분야와 마찬 가지로 건설 분야 역시 정보 통신 기술의 발 에 힘입어 업무의 효율화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미 건설 산업의 다양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AEC/FM 분야의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

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업 주체 들이 연 되고 반복 인 업무가 많은 분야를 심으로 정보 시스템의 연계를 

한 정보 모델의 표 에 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별 표 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다

른 분야의 에 비추어 볼 때 건설 분야의 정보 시스템 반을 한 정보 모델로의 확 가 상된다.

이미 국제 으로 1990년  이래 건설 분야의 정보 모델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는 건

설 사업의 변화와 정보 시스템 환경의 변화를 반 하기 해 계속 으로 진행 인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분야 정보 모델의 다양한 국제 표 을 만족하면서 건축 분야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건

설 분야 정보 모델의 표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으로 구 하는데 실제 인 도움을 

 수 있는 표  임워크를 개발한다.

2. 건설 정보 모델 련 연구의 국내외 동향

국제표 화기구(ISO)에서는 일반 인 제조 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 사

이에서 제품 정보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표 으로 ISO 10303(STEP) 표 을 제정하고 있다. STEP은 제품의 

계획, 설계, 생산, 유지 리 등 생애주기 반에 한 기술 정보를 교환하기 한 표 이며, 다양한 응용을 

† 정회원. (주)에스알 트 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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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많은 하  트(Part)로 구성돼 있다. 주요 하  트는 EXPRESS 언어 등 제품의 정보 모델을 정의하기 

한 기술 방법이 10번 , 제품의 정보 모델에 입각해 실 데이터를 정의하고 장하는 방법  EXPRESS 언

어로 기술된 제품의 정보 모델을 소 트웨어 개발 언어로 개발하는 방법 등이 20번 에 정의돼 있으며, 200번

 하 에는 자동차 등 개별 제품별로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 필요한 응용에 한 표 (AP)을 제정하고 있다. 

 다른 건축, 건설  유지 리(AEC/FM) 분야의 표 으로 IAI의 IFC 표 이 있다. 최신의 IFC2x3는 건축 

분야의 표 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표 화기구에 의해 ISO/PAS 16739:2005로 인정되었고,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건축 정보 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로 사용되고 있다. IAI 회는 국제표 화기

구의 인증을 받기 해 IFC가 STEP 표 을 만족하도록 개발과정에 지속 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실제로 

IFC 1x 버  이후에는 ISO/STEP 10303-41,42,43 등 다양한 하  트를 흡수하여 IFC 2x 버  개정에 반

했다.
(2)
 재 IFC는 IAI의 Building Smart 로젝트나 북미의 NBIM 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건설 

CALS/EC 로젝트에도 ISO/STEP과 함께 많은 향을 주었다.

ISO와 IAI는 지속 인 교류와 상호 보완을 통해 표 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표 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정

보 통신 기술이 속히 발달하고 건설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업계의 요구와 기  수 가 지속 으로 변화하

며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식 인 단계를 거쳐 뒤 늦게 제정되는 표 의 제정은 업계의 상황을 따라 가기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ISO나 IAI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는 PDES Inc., BuildingSmart, NIST 등과 같이 별도의 

컨소시움이나 자국의 기 을 통하여 실질 인 건설 분야의 산업 표 을 우선 연구 개발하고 차후에 IAI 는 

ISO의 인증을 거쳐 국제 표 으로 제정하는 략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분야의 이러한 국제 인 흐름을 수용하고 세계 정상 의 국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

하여, 가상 건설은 물론 향후 건설 사업에서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국제 표 에 부합하는 정

보 모델 표 을 개발하기 한 기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ISO/STEP 련 개발 임워크  IFC 표

 련 정보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시험해 보았다.

3. 가상 건설 정보 표  개발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사업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의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건설 분야 

정보 시스템의 구 에 실효 으로 활용이 가능한 가상 건설 시스템 표 을 개발한다. 가상 건설 정보 시스템  

표 은 웹 서비스 기반의 정보 시스템 표  아키텍처와 정보 시스템의 구 에 활용이 가능한 가상 건설 표  

임워크로 구성된다.

3.1.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 개발

시스템 아키텍처
(3)
는 정보 시스템을 이루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구성과 네트워크에 한 기술  이

들 사이의 계와 인터페이스 방법 그리고 이들에 한 생애주기 리에 한 정의로 이 진다.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는 건설 분야의 정보 시스템을 한 소 트웨어 아키텍처를 한 표  모델로써, 

가상 건설 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 시스템의 정보 모델, 정보 형식  정보 교환 방법을 정의하고, 이를 활용

해 구 한 정보 시스템을 검증하는 방법과 검증 차를 기술한다. 특히,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는 건설 분

야의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한 표 으로써 서로 다른 운 체제나 개발환경을 실효 으로 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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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인 통합이란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가 문서상의 표 으로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시스템

의 개발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배포됨으로써, 로그램 개발에서 직 으로 용되고 검증됨을 뜻한다.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를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기술할 수 있는 로그램 언어로는 EXPRESS, 

UML, IDL, OWL  WSDL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상 건설 표  임워크의 일부로써 EXPRESS

로 기술한 정보 모델을 UML IDL  OWL로 변환하는 도구를 개발했다.

다만, EXPRESS 정보 모델은 정보 시스템 상호간의 공통되는 정보 모델과 정보 형식  검증 방법 등을  

기술할 뿐 정보 교환 방법을 정의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해서 웹 서비스 기술 언어인 WSDL을 

최종 기술 언어로 선정했다.

ISO 10303(STEP)

EXPRESS, SDAI

IAI/IFC

EXPRESS

가상 건설 표

EXPRESS, WSDL

로그래  환경

UML, IDL, OWL, SDAI

<그림 1> 정보 모델 표 의 변환

<그림 1>은 건설 표 으로 활용 가능한 국제 표 인 ISO/STEP  IAI/IFC의 기술 언어인 EXPRESS를 

참조하는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를 EXPRESS  WSDL로 기술하고, 이를 다시 가상 건설 표  

임워크를 통해 래그래  환경에 한 기술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ISO 10303-22 (SDAI)는 STEP 구 을 정의하는 표 으로 C++, C  Java 언어로 STEP을 구 하는 

방법에 한 표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건설 표  임워크를 통해 EXPRESS로 기술된 표 을 C++ 

이나 Java SDAI로 변환하여 로그램 개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웹 서비스 개발을 해서는 IDL  OWL로 

변환 할 수 있다. 물론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는 웹 서비스 기술 언어의 표 인 WSDL로 기술하므로, 

부분의 로그램 개발 환경에서는 별도의 변환 없이 바로 원하는 로그램의 언어로 개발 할 수 있다.

향후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는 건축 분야의 건축 정보 모델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과 유사

한 형태로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IAI/IFC의 하  로젝트인 ifcBridge나 ifcRoad 등의 에서 알 수 있듯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규모로 진행되는 건설 사업에서 서로 다른 이해 계를 갖는 사업 참여 주체의 다양한 

을 모두 수용하고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가상 건설 시스템 개발 연구의 2차년도인 당해년도에는 우선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연 된 연구 과

제에서 활용이 가능한 지를 검증하는데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 개발의 목표를 두었다.

특히 재 직 으로 참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IAI/IFC의 정보 모델과 향후 건설 사업 리의 심에 

치할 PDM(Product Data Management)의 개발 업체들이 제안한 PDM Schema를 상으로 검증을 했다.

검증은 IAI/IFC 모델을 SDAI  WSDL로 변환하는 과정과 PDM Schema를 만족하는 웹 서비스를 구 하

여 다른 정보 시스템에서 연동하는 과정으로 나 어 시행했다.

IAI/IFC 모델은 변환하는 과정의 검증 결과는 가상 건설 표  임워크 개발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본 장

에서는 PDM Schema를 웹 서비스로 연동하는 과정을 검증한 결과를 논한다.

본 연구는 웹 서비스 기술 언어로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를 기술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의 합

성을 검증하는 도구와 차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우선 시험이 가능한 웹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웹 서버 시스템을 한 랫폼으로 Fedora(Linux) 8 배포본을 사용했으며, 이 랫폼에 포함된 

Apache 웹 서버와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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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AI/IFC가 정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해 개발을 추진하는 IDM  IFD 라이 러리를 향후 

지원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 기반의 웹 서비스를 시험 구축했다.

이를 해서 IFC 는 STEP EXPRESS 스키마 일을 온톨로지를 기술하는 표  언어인 OWL로 변환하

고, OWL 일을 온톨로지 웹 서비스 임워크에 통합하여 확장하고 이를 별도의 시스템에서 연동했다. 

Web
Server

(Fedora8)

Apache
Web Server

Apache
Web Server

PostgreSQL
ORDB

Ontology
Web

Service
Framework

VASA OWL

Development
PC (WinXP)

Microsoft
Visual

Studio .Net
2005

Microsoft
Internet

Explorer 7

<그림 2>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 시험 구   검증 시스템

검증을 한 PC노드로는 마이크로소 트 도우즈 XP (SP2)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웹 라우 인 IE7을 

통해 웹 서버에 속해 WSDL이 정상 으로 보이는지 확인했고, 이를 마이크로소 트의 최신 개발도구인 

.Net 개발 환경에서 응용 램 개발에 활용해 보았다.

<그림 3>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 시험 서버에 한 속  로그래  환경 검증

시험 서버를 한 리 도구를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변환하여 용한 OWL이 비교  단순

한 형태임에도 검증을 한 다양한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향후 본 연구 과제의 상인 가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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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표  아키텍처는 시험 상인 PDM Schema나 IAI/IFC 모델에 비해 더욱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므로 정

보 시스템의 검증을 한 정보 자료에 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3.2. 가상 건설 표  임워크 개발

ISO  IAI 회는 STEP과 IFC의 보 을 해 다양한 개발 도구에 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5)(6) 한 

웹 서비스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XML을 활용할 수 있도록 ifcXML  ISO 10303-28 (STEP-XML) 등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인한(1)의 연구에서 이미 다  상속과 계층 구조의 상이함에서 기인하는 STEP과 IFC의 차이가 지

한 바 있으며, 이는 XML을 통한 구 에서도 여 히 문제로 남는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쉽게 활

용할 수 있는 XML 기반의 ISO/STEP  IAI/IFC 정보 모델은 물론 EXPRESS 기반의 정보 몸델 한 활용

할 수 있도록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릐 정보 모델 구 을 한 가상 건설 표  임워크를 개발했다.

특히 ISO/STEP  IAI/IFC로 정의하기 어려운 정보 교환 방법을 정의하고 IAI 회가 정보 시스템의 상호

교환과 다국어 지원 등을 해 개발하고 있는 IFD(International Framework for Dictionaries)
(7)
를 향후 지원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Ontology) 기반의 웹 서비스 구 을 한 임워크를 개발했다.

가상 건설 표  임워크는 ISO/STEP의 EXPRESS로 기술된 STEP  IFC 정보 모델로부터 C++이나 

Java 언어를 한 SDAI  IDL(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도구와 EXPRESS 

정보 모델에서 온톨로지 정의 일인 OWL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도구를 개발할 정이다.

당해연도에는 C, C++  Java로 개발된 EXPRESS 변환 도구들을 시험했으며, 본 연구의 일환인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 개발의 시험 서버 구축에 우선 으로 활용해 검증한 후 부족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확장해 향

후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와 함께 배포함으로써 건설 분야 정보 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PRESS 변환 도구의 검증을 해서 ISO 10303-203, 214  IFC2x3를 시험했다.

구분 SDAI IDL OWL 비고

ISO 10303-203, Config Control Design 성공 성공 부분 성공

ISO 10303-214, Automotive Design 실패 성공 부분 성공 short form 성공

IFC2x3, Building Information Model 성공 성공 부분 성공

<표 1> EXPRESS 변환 도구 검증 결과

<표 1>에서 SDAI 변환은 EXPRESS 변환 도구의 변환은 물론 변환 결과를 컴 일하여 SDAI 라이 러리

를 구축하고, 시험 로그램이 SDAI를 통해 ISO 10303-21 샘  일을 읽고 쓸 수 있는지 까지를 검사했다.

그 결과 ISO 10303-203  IAI/IFC2x3 정보 모델은 SDAI 컴 일과 샘  일을 읽고 쓰는데 모두 성공 

했으나, ISO 10303-214 일은 SDAI 컴 일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것은 ISO 10303-214의 경우 일부 

객체(entity)가 지나치게 긴 이름으로 정의돼 있어 컴 일러의 변수  함수 명명 규칙을 배한 것으로 시험 

단계에서 ISO 10303-214의 EXPRESS 긴 이름 정보 모델(long form) 이 아닌 짧은 이름 정보 모델(short 

form)을 활용하면 컴 일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경우 ISO 10303-21 샘  일이 ISO 10303-214의 long form

에 맞게 장된 경우 읽고 쓸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OWL 변환의 경우 일부 객체(entity)에서 배열(array)로 정의한 속성이 제 로 변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발견 으나 아직 원인을 악하는 이며 향후 연구를 통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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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가상 건설 표  임워크를 활용하여 ISO 10303-11 EXPRESS 언어로 정의된 정보 모델을 

변환하여 온톨로지 기반의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데는 불과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 다. 사용자를 고려한 

GUI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정보 시스템 개발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구축, 서버 시스

템 구  등의 시간을 획기 으로 단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개발 방법을 활용할 경우 향후 

가상 건설 표  임워크를 활용하여 건설 정보 시스템의 개발이 상당히 효율 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 정보 모델의 표 을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 하는 주체의 에 맞춰 연구하여, 

AEC/FM 분야 특히 건설 분야의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 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 인 표 의 개발에 목표를 두었다. 

이를 해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발 과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환을 앞두고 재 정보 통신 분야에

서 시스템 개발에 가장 효율 인 방법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가상 건설 표  아키텍처

를 개발하고 이를 구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모은 가상 건설 표  임쿼크를 개발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을 두고 있는 가상 건설을 한 실효 인 표 을 개발하기 해 이러한 개발 임

워크를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의 표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시험함으로써, 향후 가상 건설 정보 모델 표 을 

활용하여 건설 분야의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 으로 상호 교환하고 연동할 수 있음을 

보 다.

본 논문은 건설교통부가 출연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탁 시행한 건설기술 신사업 (과제 번호: 

06첨단융합E01)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를 가능  한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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