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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3D information model for PSC bridge was applied and verified its effectiveness at 

the construction stage. To define 3D information model of PSC bridge, characteristics of PSC 

bridge were analyzed and 3D model structure was constructed. 

요  약

 본 연구는 PSC 교량 구조물의 시공단계에 3차원 정보 모델을 용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

을 검증하 다. 3차원 정보 모델을 정의하기 하여 PSC 교량 구조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보 모델 

체계를 정립하 다.

1. 서   론

   최근 건설업계는 통 인 2차원 문서 환경에서 3차원 디지털 정보 환경으로의 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의 용 방법론에 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PSC 교량 구조물을 상으로 3차원 정보 모델의 용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장에 활용함

으로 효율성을 검증하 다.

2.  PSC 교량 3차원 정보 모델

 2.1 3차원 정보 모델

   기존의 2차원기반 건설 로세스와 다르게 3차원 정보 모델은 3차원의 형상 정보를 기반으로 하

여 건설 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되었다  . 3차원 정보 모델은 크게 형상 정보와 속

성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형상 정보는 3차원의 시각  치 정보 그리고 지리 정보를 포함하며 

속성 정보에는 메타 정보, 물량  일정 정보 등을 리하게 된다. 그림 1은 3차원 정보 모델 개요

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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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차원 정보 모델 개요

2.2 PSC 교량의 3차원 정보 모델 구성

   3차원 정보 모델을 구성하기 해서는 활용 에 따른 근 방법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PSC 교량의 시공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시공 단계를 고려한 정보 모델을 구성하

다. 첫 번째 PSC 교량의 3차원 형상 정보 분류체계를 정의하 으며 이는 시공 에 발생 가능한 

간섭  시공성 해요인을 사 에 검증하기 함이다. 두 번째 시공 공정  물량 정보를 시뮬

이션 하기 하여 속성 정보를 정의하여 활용하 다.

3. 용 사례

   본 연구에서는 PSC Box 거더 형식의 K 교에 하여 3차원 정보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

으며 효율성을 검증하 다. 그림 2는 3차원 정보 모델의 분류체계  3차원 모델을 보여주고 있

다. 정의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정의한 속성 정보에 의하여 3차원 모델로부터 수량 정보를 손쉽게 

추출할 수 있었으며 시공 일정에 한 속성을 활용하여 시공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3은 3

차원 정보 모델을 활용한 간섭확인, 수량산출  공정 시뮬 이션 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2. PSC 교량의 분류체계                         그림3. 3차원 정보 모델의 활용   

4. 결 론

   3차원 정보 모델은 기존의 2차원 기반의 로세스에 비하여 시각 이고 직 인 정보의 제공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며 설계오류  문제 을 사 에 발견  개선하는데 

도움을 다. 용 사례를 통하여 시공 단계에서의 정보 모델 활용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설계 단계로 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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