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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3D equipment database for BIM because of efficient using a 

BIM tool. In this study (or paper), we analysis the mechanism of using equipment database. And then, 

a based on this results we apply and conduct the results. Therefore we expect to make better using 

method of BIM and efficient planning method of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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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건설공사는 복잡해지고 형화 되고 있다. 이를 해 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

하 BIM)을 활용하여 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정보를 효율 으로 리  교환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계획  시공 단계에서 BIM툴을 이용한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비 계획 분야에 있어서 BIM 정보의 활용성은 낮은 편이다. 실제 공사에서 장비계획  배치, 운

에 한 부분은 직  는 경험에 의존하거나 2D 기반의 문서를 토 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

용의 증가 는 공기지연 등의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본 논문은 첨단 융합 건설기술 개발 사업단의 가상 건설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BIM 환경에

서 장비계획을 한 3D 장비 Database(이하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의 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효율  진행을 해 연구의 범 를 장비계획에 있어서 가장 요하게 고려되는 양 장비  

Tower Crane(이하 TC)으로 한정하 으며 이를 구 하기 한 환경은 Autodesk사의 Revit을 사용하 으며 

연구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장비 Database를 활용하기 한 메카니즘을 설정한다.

2) TC Database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해 분석한다.

3) 실제 구축된 Database를 토 로 용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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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고찰

2.1. 장비 Database의 활용 메카니즘

BIM툴 내에서 장비 Database 이용을 한 정보교환 메커니즘의 설정은 아래와 같다. BIM 모델이 완성된 

상태에서 장비계획 기능을 실행하면 TC 선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이 자동입력 된다. 구조해석 정보, 

견 정보, 공정정보 등과 연계되어 통합 인 정보교환 매개체로써 기능을 수행하는 BIM을 활용하여 TC 선

정 장조건으로 활용한 것이다. 

사  공사 계획  장 련 정보는 BIM 툴 내에 구축된 장비 Database의 타워크 인 속성값과 연계될 

수 있으며, 장비 선정 단계에서의 범 를 제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선정된 타워크 인은 BIM 

업환경내에서 구 이 가능하다. 장비 Database의 속성 값은 2D기반 도면의 정보 뿐만이 아니라, 형상정보 

 타워크 인의 속성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라메트릭 BIM 객체 정보로써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타워크

인 Database기반 BIM내에서 구  된 장비 객체는 수용가능한 물량  최 하 , 최  속력 등에 한 정

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BIM 업환경 내의 다른 작업주체와 정보가 교환 가능하도록 객체 지향  형상정보

를 기본으로 한다. 장비 Database는 객체의 고유 속성값을 이용, 장여건  비용 정성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제약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연동된다. 

이러한 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 된 장비는 BIM모델 상에서 직  구 이 가능하며, 장비 Database 속

성  보유 업체 황  련 정보를 시각화하여 력사 선정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장비

의 재원표가 직  연결됨을 통해 장비의 자세한 재원을 확인하기에 용이하도록 계획되었다. 아래의 그림 1은 

BIM 기반 장비 Databse를 활용하는 메카니즘을 보여 다. 이 로세스를 통해 기존 장비계획의 정보활용 

문제 을 보완하고, BIM 정보 업환경 내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것이다.

그림 1. BIM 기반 장비 Database 활용 메카니즘 

3. 3D 장비 Database 구축  활용

3.1. 타워크 인 Database 구축작업

본 연구를 해 건설업체의 장비 담당자  장 책임자와의 면담  타워크 인 업체의 책임자들과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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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통해 타워크 인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속성들을 조사하 다. 면담 결과 도출된 속성은 실제 공사의 양

계획 시 고려되는 항목을 기 으로 재분류 하 다.

기존 BIM툴에서 사용되었던 타워크 인 련 Database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설정에 따른 타워크 인의 

시각  표 과 련된 작업 반경  높이 부분, 회  각도만 제어 가능하 다. 그러나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타워크 인의 Database를 구축, BIM툴인 Revit에서 구 할 경우, 타워크 인의 형태 선택 뿐 아

니라, 실제 존재하고 있는 타워크 인 기반 객체를 확인 할 수 있다. 양 계획과 련하여서는 높이, 반경이 

실제 제약조건을 기 로 구 되며, 양 가능, 양 속도가 시각화됨으로써 양  사이클 분석이 가능하다. 한 

타워크 인 운용에 따른 유지비 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Database의 정보는 BIM툴인 Revit상에서 객체

(Object)특성으로 구 된다. 아래의 그림 2는 실제 타워크 인의 속성정보 Database의 모습이다.

               표 1. 타워크 인(이하 TC) Database 속성

Database 

분류
주요속성 세부항목

Database 

분류
주요속성 세부항목

장조건 

련 

Database

TC 제조사 

 모델

-제조사

-각 제조사 별 모델명

양 제약조건 

련 

Database

TC 

양  가능 

하

-최  반경 시 최  

양  하

-Jib 길이 당 양  

하

TC 보유 

업체 황

-TC 보유 업체 황

-보유업체 정보 

TC 

양  속도

- 일 이동시간

-양  하  당 수직 

이동 속도

-최  양  시 수직 

이동 속도

-TC 회  속도

TC 형태 -트롤리/Jib 식

비용 제약

조건

련 

Database

TC 

유지비

- 일 이동 시  소요 

력

-최고 높이 수직 

 이동시 소비 력

-회  시 소비 력

-최 하  수직이동 

소비 력

TC 높이

-타워섹션높이/갯수

-기단 높이

-TC최 높이

TC 

작업반경

-Jib 길이

-최  양  가능 길이

          그림 2. 타워크 인 속성정보 Database의 (Libherr사 제품)

3.2. Database 구축 이후, 실제 용 모습  활용 방안  

본 연구를 해 Autodesk사의 Revit2008을 이용하여, 타워크 인의 Database를 토 로 구 하 다. 아래

의 그림 3은 Database의 장비 객체 속성 값을 통해 타워크 인이 구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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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툴로 구 할 경우, 사용자는 기 설계 단계  계획 단계에서 양 계획에 따라 실제 존재하는 타워

크 인을 선정, 배치하고 장의 특성에 맞는 작업 계획을 사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보유 업체의 

정보를 직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TC의 이용가능성에 해서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사업 련 주체들에게 정보의 달이 용이하며,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 역시 직

 운 방식으로 인해, 보다 수월한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그림 3. TC Database를 이용, Revit에서 구 한 모습

4. 결 론

본 연구는 이론  고찰을 통하여 기존 타워크 인 선정 로세스의 문제 을 도출하 다. 기존 로세스

는 객  신뢰자료가 부족하며 2D기반의 문서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지므로 BIM정보 활용 주체와

의 정보 공유 단 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해 장비 계획 시 효율 인 업무 수행  공사과정에

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의 감소와 공기의 지연요소를 일 수 있는 방법으로 BIM환경에서 장비의 

Database구축을 통한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 다. 타워크 인 Database를 

BIM툴에 용할 경우, 가상환경 상에서 실제 타워크 인 기반 모델로 공사를 계획함으로써 장의 제약조건

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 의 타워크 인을 선정, 운용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향후, BIM기반 

시뮬 이션 기법과 장비 Database구축이 발 하여 실과 보다 유사한 가상환경을 구 할 수 있다면, 공사

반의 장비운용계획  시공성 검토, 비용 산출  공기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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