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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건축에 사용되는 철근은 건축의 구조에 따라 다

양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철근의,

현장가공이 사라지고 대부분 공장가공으로 바뀌어

지고 있다 국내 철근가공의 가공시스템은 기계화.

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공정보 생성/

처리는 전문화된 시스템 없이 현장 사무위주의CAD

운영방식으로 철근가공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다.

최근 철근가공을 위한 운영 시스템에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개발이 시도되고 있, CAD

다 김성훈. 은 철근공장가공방식을 위해 동적계

획법을 이용하여 근사 최적화를 통한 자동 절단

프로그램 개발하였으며 손정국, 은 기반의CAD 3D

철근시공도면 및 견적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시도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기존의시스템은 화및 가공정보생D/B

성 연계 측면에서 적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철근 배치설계정,

보로부터 자동으로 철근가공정보 산출을 위한 CAD

시스템 개발을 위해 외부 데이터에서 철근형상CAD

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방법과 형상을 화 할DB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프로그램, CAD

구현을 통해 그 기능을 검토하였다.

철근가공용 시스템구성2. CAD
철근가공용 시스템은 일반적인 기능인CAD CAD

드로잉 및 도면화 기능뿐 아니라 철근가공에 필요

한 관련 기능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형상.

드로잉 도면화 및 외부 데이터 변환 편집 등/ CAD /

차원 기능뿐 아니라 철근가공형상 추출 및2 CAD

형상 화 기능 철근가공정보 생성 및 전송 기능D/B ,

등 철근가공용 데이터 처리를 위한 주요기능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철근가공용 시. CAD

스템 은 과 같으며 가공(Smart Lay Ver 1.0) Fig.1 ,

할 철근형상을 직접 드로잉하거나 외부의 배근도

파일을 변환하여 철근형상을 추출 등록하거나CAD /

또는 철근형상 로부터 철근가공 리스트를 산출D/B

하여 가공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적용된다.

Fig. 1 CAD System for Machining Rebar

데이터자료구조및형상생성편집3. /
도형 형상은 직선 원호 타원호 등 기본 엘리먼트/ /

가 서로간의 구조화된 연결정보에 의해 폴리라인,

타원 다각형 형상 등 다양한 단위, , closed-loop

엔티티를 구성하며 이러한 단위 엔티티의 조합으,

로 복잡한 전체 형상을 정의한다 형상 편집을 위해.

기본 엔티티간의 교점으로 자르기 늘이기 접선 법/ , /

선으로 붙이기 필렛 챔퍼 대칭복사 직교 원형배, / , , /

열 오프셋 등 기하학적인 연산을 구현하였으며, ,

연결정보를 고려한 확장연산을 통해 단위 엔티티간

의 연산을 구현함으로써 이차원 시스템에 필요CAD

한 주요 편집기능과 도면화 기능을 구성하였다 또.

한 상용 시스템 의 설계파일을 공유하CAD (AutoCAD)

기 위해 데이터를 철근가공 설계용 데이터로DXF

변환하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즉 파일에서 기. , DXF

본 엘리먼트를 추출하고 엘리먼트간의 연결정보를

구하여 단위 엔티티 및 전체 형상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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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형상추출및 화4. D/B
철근형상의 추출4.1
배근도는 철근의 형상뿐 아니라 철근형상의 조립

배치 및 공사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의 패턴과 철근가공의 유효성을 고려하여 형상

데이터를 필터링하였으며 필터링 조건은 다음,

와 같다Fig2. .

전체 철근 길이는 이상 이하- 1,000mm , 20,000mm

시작과 마지막 철근 길이는 최소 이상- 60mm

이내에서는 회 이상의 굽힘 형상 배제- 150mm 2

한 구간의 철근 길이는 최대 이하- 10,000mm

더 큰 경우 굽힘시 철근과 장비의 간섭 발생( )

절곡 횟수는 회 이상 회 이하- 1 10

Fig. 2 Extraction criteria of rebar shape

은 배근도의 형상에서 가공 가능한 철근 형상Fig.3

을 필터링 조건으로 추출한 결과이다.

Fig. 3 Result of the rebar shape

철근형상의 화4.2 D/B
철근의 가공은 특정 길이에 대한 특정 각도의 절곡으로

구성되며 형상종류는 무수히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

나 절곡 횟수가 회 이하이며 대표적인 절곡 각도 종류, 10 ,

가 종류로 가정할 때 가공철근 형상은 유한개의 종류로4

나타낼 수 있다 철근형상을 화 하기위해서는 먼저. D/B

가공철근형상을 단순화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철근형상을 절곡각도 와 절곡점 사이의 철근길이(A) (D)

로 변환하여 타나내었다 즉 의 경우 와 같이. , Fig.2 Fig.4

단순한 파라메터 코드인 ‘S350 A90D100 A45D250.21

로 변환할 수 있으며 형상패턴은 절A-45D150 A-90D50‘ ,

곡각의 종류에 따라 으로 변환이 가능하다’2176’ .

Fig. 4 Generation of the parameter & pattern code

이와 같이 데이터에처 추출된 가공철근형상CAD

은 와 같이 파라메터코드로 변환하고 특정Fig.4

패턴에 따라 분류하여 중복성을 검토하고 신규형

상에대해정규화된형상으로 에등록할수있다DB .

는 추출도형에서 신규형상을 등록하는 과Fig.5 DB

정을 나타내었다.

Fig. 5 Registration of rebar patterns

결론5.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철근가공을 위한 철근

가공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CAD . CAD

템은 일반 기능뿐 아니라 기존 배근도에서 철근CAD

형상의 추출 방법과 철근형상패턴에 따라 형상을

를 자동으로 구성할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D/B

였으며 이는 철근가공을 위한 가공정보 생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후기

본 연구는 첨단도시개발사업 첨단도시 의 수12 C21

행 결과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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