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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hod for representing detailed design information of steel bridge member is proposed on the 

basis of the IFC model. As a first step, bridge related entities in the IFC-BRIDGE V2 and their 

functions are analyzed. In addition, design documents of steel bridge members are analyzed to extract 

information items that are not handled in the IFC-BRIDGE V2. It is recommended that several entities 

in the IFC-BRIDGE V2, such as ifcBridgeFibre, IfcBridgeReferenceLine, and IfcBridgeSection, should be 

properly relocated. In addition, IfcBridgeStiffener, IfcBridgeJointSystem, IfcBridgeDiaphragm, and 

IfcBridgeShearConnector are added as subtypes of IfcBridgeElementComponent for representing the 

stiffener, joint system, diaphragm, and shear connector, respectively. The added new entities inherit all 

attributes of IfcProduct which is linked with other resources: geometric representation, placement, 

material information, and so on. Thus, it is considered that a proposed in-depth IFC-BRIDGE model 

can be used more widely.

Keywords: IFC model, IFC-BRIDGE V2, steel bridge members, and design information

1. 서 론

최근 건설 산업에서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의 효율  리와 데이터 상호 교환을 

해 건설 표 화가 요구되고 있다. 2차원 CAD(Computer Aided Design) 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문서를 이용

하여 정보 교환을 할 때 발생하는 정보 불일치나 정보 손실 등의 문제는 건설 산업의 표 화  정보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건축 분야에서는 사용자가 약속된 국제 표 을 이용하여 손쉽게 상호간의 정보 소

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형상 정보 기반의 정보모델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Eastman(1999)

과 Rivard and Fenves(2000) 등은 빌딩 제품 정보모델(Building Information Model)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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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자 노력하 다. 국제건설정보표 연맹(IAI, 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은 1994년부터 

빌딩 구조물에 한 표 에 하여 연구를 시작하 지만, 최근 IAI의 랑스 지부에서 토목 분야의 표 인 

구조물인 콘크리트 교량에 한 모델로 IFC-BRIDGE V2를 제시하 다(Lebegue, 2005). Yabuki and 

Zhantao(2006), Yabuki 등(2006)은 이를 더욱 발 시킨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강교량의 설계 정

보를 표 하기 한 IFC 모델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상호와 정연석(2004a, 2004b), 

이상호 등(2005a, 2005b)이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10303 표 인 STEP(STandard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AP(Application Protocal) 203과 AP 209를 이용하여 강 교량에 한 형

상, 물성, 구조해석 정보 등을 표 하는 모델을 제시하 다. STEP을 이용하는 이 모델은 공간 요소의 구성

이 미리 정의되어 있어 여러 형식의 교량 구조물에 용하기엔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IFC 모델을 기반으로 강교 부재의 설계 정보를 표

할 수 있는 확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IFC 기반의 교량 정보 모델 고찰

IFC 모델은 민간단체 주도의 국제 공동 개발 산물로서, AEC/FM(Architectur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 Facilities Management) 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호환을 한 표 정보모델이다. 이는 기

획, 설계, 시공, 유지 리 등 건설 로젝트의  생애주기에 걸쳐 사용되는 응용 로그램들 간에 유통되는 

정보의 리, 공유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한 모델로, 각 분야별 정보 리 모델로도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야들 간의 정보유통, 정보통합을 한 실용  도구의 공통기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재 2X3 버 까지 개발된 IFC는 ISO/STEP 표 과도 합치되며, 재  세계의 많은 AEC 련 소 트웨

어가 IFC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AEC/FM분야의 응용 로그램을 통한 정보 교환의 상호 운용성을 극

화할 수 있다. IFC 모델은 이 에 각 분야별로 사용된 서로 다른 표 의 정보 교환으로 인한 상호 운용성 

 업무 효율성 화를 해결할 수 있는 표 모델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AEC/FM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그

룹, 즉 시설물 소유자, 시설물 리자, 건축가, 각 분야별 엔지니어, 시공 리자, 소 트웨어 개발자들 모두

에게 커다란 이익을 제공한다(IAI, 2006).

IFC 모델의 표 인 정보 표  방법에는 커  스키마(kernel schema)와 자원 계층을 통한 로 일

(profile), 형상, 물성 표  등이 있다. IFC 모델의 핵심은 커  스키마이며, 자원 계층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

의 최상 에 치하는 객체(Entity)인 IfcRoot가 존재한다. IfcRoot 하 에는 IfcObjectDefinition, 

IfcPropertyDefinition, IfcRelationship의 세 개의 객체가 존재하는데 이는 각각 IFC 모델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의 일반화한 최상  객체, 객체에 할당되는 모든 특성을 일반화한 최상  객체, 객체와 객체 는 객체

와 특성 등 각 구성요소간의 모든 계를 일반화한 객체를 의미한다. 자원 계층을 제외한 모든 IFC 요소들

은  세 개의 객체를 상속받기 때문에 객체, 특성, 계성의 개념은 IFC 모델의 가장 기본 인 구조이며 

IFC 모델 확장의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강교량 설계정보의 기존 IFC 모델에 용 가능 여부를 

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하여 추가모델을 개발하기 해서는 IFC 모델에서 객체, 특성, 계성, 자원의 개념

을 정확히 악하여야 한다. 한 각각의 하  타입들 에서 강교량의 설계정보에 용이 가능한 객체나 새

로운 추가모델의 하  타입으로 합한 객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Lebegue(2005)가 최  제안하고 Yabuki(2006)가 수정 제안한 IFC-BRIDGE 모델에는 IFC에서 정

의내리는 상 계나 상속 계에 합하지 않은 객체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기존에 IFC 2X3에서 정의

된 객체들과 비교하여 한 치에 배치하는 방법을 택한다. 타입(type) 형태임에도 이름이 잘못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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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등 IFC의 이름 정의 규칙에도 어 난 것들과 속성 집합을 정의함에도 오류가 보이기에 수정안이 요구

된다.

3. IFC-BRIDGE V2 모델의 수정 제안

3.1. 부 한 상속 계의 재정립

우선 상속 계가 맞지 않는 표 인 것으로 IfcRoot의 하  객체로 정의되어있는 IfcBridgeFibre, 

IfcBridgeReferenceLine, IfcBridgeSection, IfcBridgeTechnologicalEdge를 들 수 있다. 2.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fcRoot에는 세 개의 객체만 하  객체로 존재 가능하기에  네 개의 객체는 IFC 2X3의 다른 객체와 

그 성격이 비슷한 곳에 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IfcFibre는 각주모양 부재에 속하는 축방향 

구성요소로 정의된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기존의 객체로는 세그먼트(segment)를 의미하는 IfcBridge- 

Segment,  길이동안 동일한 속성을 갖는 각주 요소를 의미하는 IfcBridgePrismaticElement가 있다. 

IfcFibre는 이들과 그 성격이 비슷하므로 이름을 IfcBridgeFibreElement로 바꾸고 이와 동등 계층인 Ifc- 

BridgeElement 하 에 둔다. IfcBridgeReferenceLine은 각주모양 부재의 치와 방향을 확정하는 3차원 개념

의 기하곡선이다. 이는 자원계층  형상정보를 표 하는 IfcGeometryResource의 IfcCurve 하 에 있는 연속

된 선방향 벡터를 갖는 무한 곡선인 IfcLine, 시종 이 있는 유한 호 길이의 곡선을 의미하는 

IfcBoundedCurve 등과 비슷하므로 그곳에 치시킨다. IfcBridgeSection와 IfcBridgeTechnologicalEdge 역시  

IfcBoundedCurve 하 에 있는 IfcCompositeCurve, IfcPloyLine 등과 비슷한 상이므로 그곳에 치시킨다.

3.2. 상속 계 없는 객체

IFC 모델에서 자원 계층의 객체들은 상속 계가 없이 독립 으로 다른 계층에 참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

다. 그러나 여기서 언 하고자 하는 다섯 개의 객체들, IfcBridgeAxisPlacement, IfcBridgeProfileDef, 

IfcBridgeSectionOrientation, IfcBridgeSingularInternalPoint, IfcBridgeSubPartProfileDef은 각각 기존 모델과 

유사 이 많은 객체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BridgeResourece와 같이 Resource 계층에 따로 모아두지 않고 

기존의 자원계층에 성격에 맞도록 재배치하 다. IfcBridgeAxisPlacement는 교량 참조 선을 따라 생성된 틀

의 치를 의미하므로 치를 정의해주는 IfcPlacement 하 에 둔다. IfcBridgeProfileDef와 IfcBridge- 

SubPartProfileDef는 교량 설계에 한 구체 인 로 일  교량 단면의 특별한 하  부분 로 일 정의

를 말하며 이는 IfcProfileDef 하 에 둔다. IfcBridgeSectionOrientation는 교량 참조 선을 따라 생성된 교량 

단면의 방향을 의미하므로 IfcPlacement 하 에 둔다. IfcBridgeSingularInternalPoint는 각주 모양의 부재 내

부에 존재하는 특별한 으로써 일부 기술 인 교량 특징들을 묶어주는데 사용되므로 IfcPlacement 하 에 

둔다.

3.3. 강부재 세부 설계요소의 표 을 해 필요한 객체

기존의 스키마는 콘크리트 교량을 심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강재 주형을 사용하고 있는 교량에는 

용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IFC-BRIDGE V2를 통해 강교의 주 단면 즉 상부 랜지, 하부 랜지, 웹, 

리  등의 표 은 가능하지만 보강재(종방향, 축방향), 다이아 램(Diaphragm), 장 이음부 그리고 단연결

재의 표 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세하게 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표 하기 한 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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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BridgeStiffener, IfcBridgeDiaphragm, IfcBridgeJointSystem, IfcBridgeShearConnector을 IfcBridge- 

ElementComponent 하 에 정의 내린다.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4.2 에 나타내었다.

4. 강교 부재 설계 정보 표 을 한 IFC 모델의 확장

4.1. 설계 정보 고찰

설계과정을 분석하여 각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정보들을 다루게 된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첫 단

계인 설계 조건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건설할 교량의 치, 선형, 형식, 연장, 폭원, 설계하  등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치, 형상, 물성, 속성 정보의 한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후 표  단면을 가정하는 단계에서는 

주형 개수와 사용하게 될 주형의 크기, 교량 주형 폭, 바닥  두께, 교폭 등을 정한다. 각 부재를 상세 설계

하는 단계에서는 바닥 , 주형, 가로보, 이음, 보강재  단연결재 등에 하여 치, 크기, 제원 등을 결정

하며 처짐, 피로를 검토하고 신축량을 산정하여 교량의 안정성을 단한 후 설계를 마치게 된다. 그림 1은 

강교의 일반 인 실시 설계 흐름으로 이 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요구 정보는 표 1과 같다. 각 설계 단계별

로 도로교 표  시방서(건설교통부, 2005), 도로교 설계편람(건설교통부, 2001), 건설교통부제정 토목공사표

일반시방서( 한토목학회, 1996)를 좀 더 심층 분석 하여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 정보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게 된다. 

그림 1 일반 인 설계과정

요  소 구성 속성 분  류

설계 조건

치, 선형, 형식, 연장, 폭원, SKEW, 

설계하 (고정하 , 활하 , 충격계수), 

사용재료  물리상수(콘크리트, 철근, 

강재), 건축 한계, 유효폭

치, 형상, 

물성, 속성정보

표  단면 

가정

거더 개수, 거더에 사용될 H-Beam, 거

더 간격, 바닥  두께, 교폭, 포장두께

치, 형상, 

속성정보

각 부재 

설계

바닥 , 거더, 가로보, 이음, 보강재  

단연결재

치, 형상, 

물성, 속성정보

처짐, 

피로 검토

활하 에 의한 처짐량, 허용 처짐량, 발

생 변동 응력, 설계응력 반복횟수, 응력

범주, 재하경로, 허용 피로 응력

속성정보

신축량 

산정

온도 변화, 콘크리트 건조수축, 콘크리

트 크리 , 신축 여유량
속성정보

표 1 체 설계 과정  정보 도출 사항

4.2. IFC 모델의 확장

IfcElement는 건설 산업 분야의 생산품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들을 일반화한 요소이다. IfcElement는 

각종 구조물  구멍과 같이 비어있는 요소를 포함한 물리 으로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의미하며 그림 2에

서처럼 IfcRelContainedInSpatialStructure 계성을 이용하여 공간  구조 요소(IfcSpatialStructureElement)의 

계층  구조의 특정 부분에 포함되게 된다. IFC 모델에는 IfcElement의 하  타입으로 IfcBuilding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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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FurnishingElement, IfcElectricalElement, IfcDistributionElement 등이 있으며 부분 빌딩 로젝트에서만 

용이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림 2와 같이 교량과 련된 추상 상 타입인 IfcBridgeElement를 만들고 

그 하  타입으로 IfcBridgeSegment, IfcBridgePrismaticElement, IfcBridgeFibreElement, IfcBridgeElement- 

Component를 만든다. IfcBridgeElementComponent 하  타입에는 IfcBridgeReinforcingBar, IfcBridgeSheath, 

IfcBridgeAnchorainDevice, IfcBridgeVoid, IfcBridgeTendon이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특히 강교에 필요한 

장 이음, 보강재, 다이아 램, 단 연결재 등 교량 구조물을 한 교량 요소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들은 

추상  상 타입인 IfcBridgeElementComponent의 하  타입으로 각각 IfcBridgeBridgeJointSystem, 

IfcBridgeStiffener, IfcBridgeDiaphragm, IfcBridgeShearConnector를 제안한다. IfcBridgeElement의 형상 정보 

 단면 정보, 치 정보, 특성 정보의 표  원리는 근본 으로 공간 구조 요소인 IfcBridge과 동일하다. 그 

이유는 IfcBridge와 IfcBridgeElement가 모두 IfcProduct의 하  타입이며 형상 정보  단면 정보, 치 정

보는 IfcProduct의 속성에 의해 표 되고 특성 정보는 IfcObject의 속성에 의해 구 되기 때문이다. 일부 형

상정보는 최종 으로 IfcShapeRepresentation의 Items 속성에 할당된 IfcRepresentationItem의 하  타입에 

의해 표 하 지만 부분은 IfcBridge와 같으므로 동일하게 용하 다.

그림 2 추가된 IfcElement 하  객체

4.3. 시범 교량에의 용

강교 부재 표 을 한 IFC 확장 모델을 검증하기 하여 시범 교량에 용하여 보았다. 이를 해 강교 

부재를 3차원 솔리드 형상 기반으로 표 하고 국제 표 을 기반으로 한 립형태의 물리  STEP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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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는 로그램을 이용하 다. 국내 부분의 설계 도면은 Autodesk 사의 상용 로그램인 AutoCAD

를 사용하여 2차원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본 로그램의 GUI(Graphic User Interface)로 AutoCAD 2002를 

채택하 다. 그 외에 개발된 명령을 실행하게 하는 ObjectARX 2000 library를 이용하 고, 3차원 솔리드 모

델링을 한 ACIS modeler 4.0 library, IFC 2X3에서 제공하는 library에 본 연구에서 추가된 것을 합친 수

정된 IFC 2X3 library, 최종 으로 물리  STEP 일 생성을 해 필요한 ROSE library를 이용하 으며 개

발 로그래  언어는 Microsoft Visual C++ 6.0를 이용하 다. 

시범 교량은 지간 13.5m, 폭원 7.9m인 강 이트거더교(steel plate girder bridge)로서 거더에는 

808×302×16×30 제원의 H-Beam 다섯 개가 1.7m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한편 장이음은 일반 으로 6m 간

격으로 하지만 본 테스트용 교량은 간부분인 시 부터 6.75m지  한 곳에 하 다. 지  가로보는 

600×200×12×17, 앙부 가로보는 350×175×7×11 제원의 H-Beam을 사용하 다. 테스트용 교량의 복부  

랜지 장이음 상세도는 그림 3과 같으며 로그램 상에서 표 된 것은 그림 4와 같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웹 부분 장 이음

(b) 지 부분 장 이음

그림 3 시범 교량의 장 이음 (단 : mm)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산업의 표 화  정보화의 일환으로 국제 으로 심을 끌고 있는 IFC 모델을 바

탕으로 교량을 표 하는 방법에 하여 연구하 다. 우선 기존의 모델을 분석하 는데, IFC-BRIDGE V2에

서 부 한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에 하여 수정안을 제시하 다. IfcRoot 하 에 있던 IfcBridge- 

Fibre, IfcBridgeReferenceLine, IfcBridgeSection, IfcBridgeTechnologicalEdge와 상 계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던 fcBridgeAxisPlacement, IfcBridgeProfileDef, IfcBridgeSectionOrientation, IfcBridgeSingularInternal- 

Point, IfcBridgeSubPartProfileDef를 각자의 성격에 맞도록 기존의 IFC 모델에 배치함을 제안하 다. 한 강

교에 한 상세 설계 정보 표 이 가능하도록 하기 하여 보강재, 이음, 다이아 램, 단연결재를 표 하기 

한 IfcBridgeStiffener, IfcBridgeJointSystem, IfcBridgeDiaphragm, IfcBridgeShearConnector가 각각 제시되

었다. 이들의 상은 Yabuki(2006)가 제안한 IfcBridgeElementComponent 하 에 치함으로써 기존의 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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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범 교량의 장 이음부 모델링

Product에서 제공하는 형상, 치, 물성정보를 모두 상속 받을 수 있다. 콘크리트 교량에 한 기존의 연구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교에 한 확장 모델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IFC-BRIDGE 모델이 제시되었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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