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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application of IT convergence technique in AEC industry, it is currently conducted the research 

on the virtual construction system. This paper aims at the pilot study on the structural design based 

on BIM used in collaboration environment. The work scope of structural design includes the structural 

analysis model, structural detail model and analytic model and we focuse the research on the 

interoperability among them. It is partly utilized the transfer module supplied by software developer 

and partly developed here the interface module through API. This paper shows the interoperability 

process to pilot test and indicates the problems occurred i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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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 업무에 I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건축정보를 호환하고 리하는 업 환경인 가상건설시스템 연구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 으로 아직 완성된 단계를 이룩한 곳은 없지만 업 환경의 구축의 가능성에 

한 기 는  커가고 있다. 업을 구축하기 해서는 각 참여주체들이 타 업무와 정보를 호환할 수 있

는 BIM기반 설계를 하여야 한다. 건축구조 역의 분야에서 이를 Pilot에 용하여 가능성과 문제 , 보완

을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다. 건축구조업무를 구조해석  설계, 디테일 모델링, 구조도면화 작업의 

세 역으로 나  수 있으며 각 세부 역에서 상용되는 소 트웨어간의 상호 호환성을 연구한다. 가상시나

리오는 건축설계모델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구조해석모델, 구조상세모델로 호환하여 필요한 구조설계업무를 

원활히 효과 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기존의 역별 소 트웨어 모델링을 새로 작성하는 방법과는 완

히 다른 방법으로 건축설계모델로부터 타 모델이 생성된다는 차별성이 있다. 이 과정을 수행하기 하여 

일럿을 H교회로 선정하 다. H교회는 서울지역에 신축된 실제 로젝트이고 철골구조형식의 지상2층에 경사

지붕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페이스를 수행하기 하여 각 소 트웨어 업체가 제공하는 툴이 있는 경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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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 고 그 밖에는 공인된 일 형식 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직  API(Application Platform 

Interface)로 개발하 다. 체 업무흐름은 선정된 일럿 모델에 하여 그림 1과 같다. 주어진 건축모델

(Revit Architectures)로부터 분석모델(Revit Structures), 구조해석모델(ETABS), 구조상세모델(Tekla 

Structures)를 생성하고 호환하는 체계를 나타낸다. 특히 개발된 VA-Interface 모듈을 통하여 분석모델과 구

조상세모델간의 호환성을 구축한다.

 

그림 1 구조설계 수행 Workflow

    

그림 2 H교회 철골구조 개요

2. 건축모델과 분석모델의 연계성

기 단계에서 주어진 건축설계모델로부터 업 환경을 구성하기 하여 구조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호환

할 수 있는 간 모델이 있다면 연속 인 작업이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모델로 Autodesk사 제품인 분석모

델(Analytic Model)이 있다. 이 분석모델은 건축설계모델과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 건축모델과 Link가 

가능하며, 한 구조해석 패키지와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 분석모델은 RST로 생성하며 건축모델의 Revit 

Architectures 일을 열어 건축도면의 그리드  형상정보를 얻는다. 이때 기존에 개발한 비구조설계를 

병행하여 신뢰성 있는 구조부재를 신속히 결정한다. 건축모델의 3D 도면을 참조하여 비구조설계를 거친 

구조부재를 모델링하여 분석모델을 완성한다. 이 분석모델은 건축도면  건축구조도면 출력이 가능하고, 건

축모델과 링크가 가능하여 각 부재간의 간섭체크  오류사항을 검할 수 있다. 구조부재 수정은 구조설계

자가 독립 으로 수행할 수 있어 분업이 보장된다. 즉 건축설계와 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분업의 독립성도 

보장된다.

3. 분석모델과 구조해석모델의 연계성

그림 3 분석모델과 구조해석모델의 호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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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델(Revit Structures, RST)과 구조해석모델(ETABS)간의 호환 체계는 그림 3과 같다. 이 두 모델간

의 호환은 CSI×REVIT이라는 API(external tool)를 통해 수행되어진다. 분석모델의 정보들은 RST에서 

CSI×REVIT을 통해 *.EXR 일 포맷으로 장되며 구조해석모델에서 *.EXR 일 Import를 통해 모델은 

자동 생성되어진다. H교회 일럿 모델을 수행한 결과 사용되어진 구조물형상에 해서 Frame, Wall, Slab 

정보는 모두 호환되었으나, Footing 정보는 연동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KS 단면을 이용

하여 모델링 할 경우 아직 ETABS에는 KS 단면에 한 정보가 D/B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면속성(h, b, t 

등)를 재정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상기 발생된 문제 들은 Manual로 수정하여 완 한 구조모델로 수정하

다. 구조해석결과는 ETABS와 국내 개발 제품인 Midas/Gen과 비교하 으며 동일한 해석결과로 평가되었

다.

그림 4 ETABS와 Midas/Gen의 구조해석 결과 비교

4. 구조해석모델과 구조상세모델의 연계성

구조해석모델(RST)과 구조상세모델(Tekla Structures)간의 호환 체계는 그림 6과 같다. 이 두 모델간의 호

환은 ASCII 일 형태인 SNDF(Steel Neutral Detailing Format)를 통해 수행되어진다. 구조해석모델에서 내

보내진 SNDF 일은 Frame에 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조상세모델에서 Import 기능을 통해 모델이 자동 

생성되어진다. H교회 일럿 테스트 수행 결과 철골 기둥부재의 강축, 약축에 한 정보가 제 로 호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Manual로 수정하여 완 한 구조상세모델로 수정하 다.

그림 5 구조해석모델과 구조상세모델의 호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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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모델과 구조상세모델의 연계성(VA-Interface 모듈)

VA-Interface 모듈은 분석모델과 구조상세모델 사이의 구조데이터 교환을 목 으로 개발되었다. 주요 구조

체의 호환이 이루어져 두 모델간의 업 환경이 구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다. 구조상세모델의 

합부상세정보는 호환이 되지 않고 있으나, 업무상 독립 이므로 실무에서도 호환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

된다. 수행 차는 분석모델을 외부도구 메뉴에서 VA-Interface 내보내기를 하면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데이

터베이스 기반으로 받아들여 구 하고 이를 다시 내보내기 하면 구조상세모델에서 받아들여 모델을 자동 생

성한다. 방향 호환이 가능하여 실무 용성이 우수하다.

그림 6 VA-Interface 모듈을 통한 분석모델과 구조상세모델의 호환 체계

6. 결 론

건설 로젝트의 업 환경을 구축하는 일환으로 건축구조업무의 BIM기반 업체계 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축구조업무인 구조 해석  구조 설계, 구조 상세설계, 구조도면화 작업 역 간의 업체계를 구

하기 하여 동일 모델을 사용하 다.

2) 동일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을 극 화 할 수 있었다.

3) 모델 호환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과 보완 들에 한 향후 계속 인 연구가 필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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