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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there are numerous factors to design the structure even for simple one, but many parts of 

the work are similar to the existing or repeated simply. In this case, design of the structure is 

unnecessarily needed lots of effort and time.

  To solve difficulties of design, an integrated design automation system for retaining wall structures 

that widely used is developed. The automation system consists of following items, 1) XML data 

structure between modules, 2) CAD visualization system to provide drawing sheets, 3) excel solution to 

provide structural design sheets and bills of quantity, 4) design logic to analysis and calculate behaviors 

of structure, and 5) GUI to represent data and results for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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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목 구조물은 다양한 지반 조건과 하  조건 등의 환경 인 요인이나 설계 목 들로 인해 설계 방법이나 

형식 등이 매우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자의 공학  단과 주 에 기 한 다양한 설계 요소들이 반

된다. 특히, RC 구조물은 형상  구성 재료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요소가 더욱 두된다. 

  재 설계 업에서는 구조 계산서, 수량 산출서, 도면 등의 성과품 작성에 편리하게 이용되는 사무용 

로그램들과 설계 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로그램들은 용 범 나 조건들이 

한정 이고 일부 설계과정에 해당하여, 다수의 설계 과정을 거치며 여러 종류의 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결과들을 체계 으로 정리해야하는 등의 어려움과 성과품 작성  설계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성과

품의 오류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한, 설계 업무의 특성상 성과품 작성의 반복 인 작업과 재사용성도 요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요하게 두되는 설계과정간의 Data 달, 공동작업의 효율성, 설계 성과품의 신

뢰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검증되고 체계 으로 구성된 산화 로그램, 즉 설계 자동화 로그램의 

사용은 설계자들에게 단순 반복 작업을 최 한 배재하고 고 화된 업무나 설계에 효율 으로 투입이 가능하

도록 하여 설계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설계 실무상의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토목 구조물  리 이용되는 옹벽 

구조물의 설계 자동화 로그램을 상으로 하여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옹벽 구조물은 지

반의 형상, 재료, 배치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형상, 형식  하  조건 등을 가지고 있으며, 빈번히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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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목 설계의 기본 구조물이므로 설계 자동화 시스템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 된다.

2. 옹벽 구조물 설계 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옹벽 구조물 설계자동화 로그램 XWall(eXtended retaining Wall)을 개발하 으며, 그림 

1-8은 개발된 실제 로그램의 인터페이스  성과품을 나타내었다. 개발된 옹벽 로그램 XWall의 특징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 1-7과 같이 Tree Menu를 이용한 직 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실제 옹벽 설계와 동일한 

과정으로 로그램이 진행되며 토목설계자라면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구성하 다.

  둘째, 표 1과 같이 다양한 옹벽 형식  설계 조건을 지원한다. 평면선형, 종단선형의 입력 기능을 내장하

여 긴 연장의 옹벽을 동시에 설계 가능하며, Block별로 다른 형식의 옹벽 설계를 지원하도록 하 다. 한, 

다양한  배면 형상별로 설계기 에 부합하는 토압을 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서 과 설계규 을 참

고하 다.

조건 지원 황 비고

선형 직선, 곡선, Clothoid(도로선형)

옹벽 형식 역T형, 역 L형, L형, 력식, 반 력식

기  형식 직 기 , 말뚝기 , 매스콘크리트

토압
Rankine, Coulomb, Mononobe-Okabe,

Trial Wedge Method

임의 벽면마찰각, 

임의 시행 기각  

상재하 Uniform, Point, Line, Strip, Trapesoidal Type

특수하 어스 앵커, 방호벽(충돌하 ), 방음벽(풍하 )

수압 배면 정수압, 면 정수압, 양압력

표 1. 옹벽 로그램 특징

  셋째, 그림 3, 6과 같이 활동, 도  지지력에 한 기  안정 검토결과와 휨, 단, 균열  온도철근비

에 한 단면설계 검토결과를 OK, NG를 이용하여 한 에 악할 수 있으며, 상세 검토 결과를 별도의 창에

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안 율 그래 를 통하여 각 단면별 혹은 하 조합별 검토결과를 시각

으로 비교  검토 가능해 사용자의 설계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넷째, 그림 8과 같이 성과품 작성시 다양한 선택 옵션을 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 하고 신뢰성있는 구조 계산서, 수량 산출서, 도면을 일  제공하도록 하 다.

 

 

그림 1. 평면선형 입력

    

그림 2. 옹벽 단면제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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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옹벽 기  안정 검토 

     

그림 4. 말뚝 기  검토 

 

그림 5. 주철근 설정

     

그림 6. 단면설계 검토 

  

 

그림 7. 벽체 철근 상세 설정 

     

그림 8. 설계 성과품

 

3. XML Data Structure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구조화된 문서를 컴퓨터 이종 간에 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 화

된 텍스트 형식의 마크업 언어로,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보다 훨씬 간결하고, 웹에

서 바로 사용가능한 문서를 표 할 수 있는 표 이다. XML은 SGML의 장 과 HTML의 장 을 그 로 보

유하고 있어서, 재 데이터 구조로 리 이용되고 있다.

  본 로그램에서는 개발자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 할 수 있고, 그 구성 자체로 데이터화하는 언어가 필

요로 하여, 그 요구로 XML을 본 연구에 용하 다. 기본 으로 XML의 데이터 구조는 tag를 활용하여 

attribute의 형태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므로, 특정한 정의 없이도 설계 과정별, 요소별 속성을 장할 수 있

으며 데이터의 재활용시 비교, 연산, 검색하는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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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일반 텍스트 형태로 구축할 수 있으므로, 개발자가 다양한 

성과물을 효과 이고 신속하게 작성, 취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XWall 로그램에서는 단순히 옹벽의 형상 정보만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 정보, 치 정보 등

의 다양한 정보를 XML 구조에 반 하 다. 즉, XML 구문 구조를 통해 로그램의 연동과 성과물, 즉 구조 

계산서, 수량 산출서, 도면들의 작성 련 정보를 단순화하여 통합 으로 운용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를 구축하 다. 그림 9는 XWall에서 용된 옹벽 주철근 정보의 XML 실제 용 를 보여 다. 

그림 9. XML을 활용한 주철근 데이터 

4. CAD Visualization System

  토목 구조물의 설계에서 도면 업무는 반복 이고 노동집약 인 과정이다. 이러한 도면 업무의 생산성과 성

과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OpenGL, Visual C++ 언어를 사용하여 그림 10의 도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 실무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AUTODESK사의 DXF 형식을 지원하여 

업에서도 리 용할 수 있는 성과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와 같은 도면 구  시스템은 비단 도

면작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로그램 상에서 다양하게 용될 수 있으며, 그림 11에서는 옹벽 구조물

의 단면력, 말뚝 휨모멘트도, 옹벽 구조물의 안정검토 Chart 등에서 용된 를 보여주고 있다.  

  개발된 도면 작성 시스템은 철근의 가공 형상을 기반으로 철근배근DB를 내장하고 있다. 이 철근배근DB는 

XML을 이용하여 철근 형태와 구조를 정의하고 필요시 그에 따른 형상내용을 수정하여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2는 정의된 철근배근DB의 XML 구조와 표  형상  도면 작성시 응하는 철근상세의 형태

를 나타내었다.

  개발된 도면 자동화 시스템은 향후 교량 등과 같이 구조 으로 더욱 복잡한 토목구조물에 용하기 해 

FEM 해석결과를 표 할 수 있는 Pre-Post Processor와 3D CAD system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확장가능하

며, 재 연구가 진행 에 있다.

그림 10. CAD Visualization System

     
그림 11. CAD Visualization System의 

다양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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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철근배근DB  도면 성과품 용 

5. 통합 설계 자동화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토목 구조물의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업에 용할 수 있도록 그림 13과 같은 통합 시스

템을 구축하 다. 우선 설계 자동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성과품을 제공하기 해 구조 계산서, 수량 산출서

를 업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XLS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Excel Solution, 도면 성과품을 제공하는 

CAD Visualization System, 구성 시스템간의 효율 인 데이터 운용을 한 XML 데이터 구조를 구축하 다.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본 통합 설계 자동화 시스템이 용되는 상 구조물 별로 고유한 GUI와 

Design Logic을 구성하여 체 통합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 같은 통합 시스템을 옹벽 구조물을 상으로 용하여 설계 업에 용할 수 있는 설계 자동화 

로그램 XWall을 개발하 다. 개발된 설계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업에서 용되고 있으며 본 시스템의 효

율성과 신뢰성이 검증되고 있다.

그림 13. 통합 설계 자동화 시스템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통합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에서 리 사용되는 옹벽 구조물에 용하 다. 

이와 개발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토목 구조물의 설계 자동화 통합 시스템을 구 하고, 실제 토목 구조물에 용하여 설계 자동화 로그램

을 개발하 다.

2. 다양한 형식, 설계조건 등을 가진 옹벽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는 자동화 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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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 한 옹벽 구조물의 설계 성과물, 즉, 구조 계산서, 수량 산출서, 도면을 작성할 

수 있었고, 성과품의 신뢰성을 확보하 다.  

4. 개발된 통합 설계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 구조로 XML을 용하 으며, 그 유용성을 확인하 다.

5. CAD Visualization System을 구 하여 업에 용 가능한 도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 고, 다양하게 

용이 가능하 다.    

6. 개발된 통합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향후 다양한 토목구조물에 용하여, 해당 설계 업무의 생산성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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