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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많은 건설정보가 전자문서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 작성되고 있는 설계문서는 재난관리를 위 

한 정보의 공유나 교환에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사회기반시설물의 구조계산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 및 관리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한 XML Schema 기반의 문서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계산서에 기술된 다양한 양식 

의 서술방식을 표현하기 위한 5가지의 기본 자료형을 개발하였다.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강교량 구조계산서의 시범 문서 

모텔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방법이 구조계산서의 문서모델을 구축하는데에 효과적으로 사용가능 함을 확인할 

수있었다.‘ 

액심용어 재난관리, 구조계산서, 표준화, 문서모텔, XML Schema 

ABSTRACT Most construction inform ation is being recorded in the fo rm of electronic document. However, design docu

ments generated in current practice are not suitable in share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 r di saster management. Thi s 

study proposes how to develop the XM L Schema based semantic mode l of structural calculation document (SCD) fo r sys

tematic storage and management of SCD information. In addition, 5 bas ic data types are developed for various expres

sion form s appeared in the structura l calculati on documents. A prototype semanti c mode l fo r steel bridge superstructure is 

developed based on the proposed method, and it is observ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be effecti ve ly used to build a 

standardized semantic model of SCD. 

KEYWORDS disaster management, structura l ca lculation document, standardized document model, XML Schema 

1. 서 르르 
‘--

사회기반시설물의 건설사업 단계별로 작성되고 납품되 

는 각종 설계도서 및 시공도서들은 해당 시설물의 재난관 

리를 위한 다%댄f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용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빈번 

히 참조된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건설사업에 

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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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건설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문서작성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에 비하여 계산의 오류를 줄 

이면서 복잡한 공학문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데 큰 도 

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화된 문서를 업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in 등(2008)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설분야에서 문서를 

대상으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효과적인 문서를 검색 

하기 위한 자동화된 문서분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문서검색은 저장된 문서들이 주어진 어떠한 주제에 대 

하여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식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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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검색 주제는 사용자의 키워드에 의해 주어 

지기도 하지만 많은 전문분야의 경우 해당 문서를 일정한 

카태고리에 따라 구분한 지식분류체계를 병행하여 사용한 

다. 특히 전문 영역별로 다%댄f 문서가 존재하는 건설분야 

의 문서의 경우 대량으로 작성된 문서를 건설분야에 적합 

한 지식체계에 따라 저장 및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 

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따라 자동화된 문서분류 및 저장 

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 사례 

로서 C외das 등(2002)과 Caldas 등(2003)은 CSI Masterformat 

의 건설정보분류체계에 따라 문서를 분류하는 기법을 제 

시하였으며, Meziane 퉁(2003), Rezgui(2006)는 문서에서 

색인 정보를 추출하고 건설분야 온톨로지와 맴핑하여 문 

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텀-벡터 

(term-vector)를 이용하여 문서의 특성을 주어진 건설분야 

지식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기법을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한편 McKechnie 등(2001)은 사용자 중심의 문서분류를 위 

한 인터페이스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정성윤 

(2001똥 국내의 건설문서 납품체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연 

구를 수행하였고, 박재원 등(2002)은 건설분야 지식정보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XM마 스키마를 설계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기계적인 방식에 의해 문서를 분 

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한 단점을 줄이고자 

사용자중심으로시스댐이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량의 문서를 문서하나 단 

위로 분류하고 저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 

에 검색된 문서 내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거나 사용자가 

문서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Fidel 등 

(2004) 및 Liu 등(200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 분 

야의 경우 통일한 특정을 가지는 여러 문서의 내용을 제공 

받기 보다는 문서 내에서 특정한 일부분(fragmen잉)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측면 

에서 보다 효과적인 문서의 탐색과 정보추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구조화된(unsσuctured) 엔지니어링 문서의 구 

조를 준구조화(semi-sσuctured) 또는 구조화된(sσuctured) 

문서로 변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문서정보 

의 구조화에 대한 장점은 문서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여 

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서내의 정보 

추출을 용이하게 해주며(Kosala 등, 2006; Soderland, 1999), 

문서 내에서 특정 정보를 탐색하는 인터페이스 구축이 용 

이해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계산서와 같은 엔지니어 

링 문서는 설계방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서 작성자마다 회사마다 다르게 구 

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서에 누락된 제목이 있는지의 

흔택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제1권 제3호 

여부조차 인력에 의존하여 검토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문서정보를 구조화하여 기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문서구조에 대한 표준화된 모텔이 먼저 구축 

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문서인 구조계산서 

를 대상으로 하여 문서의 구조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법 

론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인 문 

서 정보의 저장과 문서정보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에 건설되는 강교량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문서구조 

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기종 시스템간에 

서도 적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XML Schema를 이용 

하여 문서구조를 모텔링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XML을 이용하여 구조계산서의 의미적 모댈을 표현하 

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3장에서는 구 

조계산서의 문서구조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 

하였다. 4장에서는 제시된 방법론에 따라 개발된 강교량 

의 상부구조 구조계산서에 대한 문서구조에 대하여 설 

명하였으며, 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과 추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 XML을 이용한 구조계산서의 문서모델의 

표현방법 

2.1 XNι 문서의 주요 특성 

W3C에서 전자문서 작성의 표준으로 제안된 언어인 

XML(Bray 등, 1998)은 효과적인 문서작업을 위한 문서구 

조, 문서내용, 문서출력형식이 분리된 구조적 특정을 가진 

다. 이는 문서구조의 재활용 및 출력형식의 유연성, 문서 

구조에 대한 검색기능 등의 문서 구조화에 따른 다음과 같 

은특성을제공한다. 

X1v江은 문서내용을 시맨틱 형태로 정의하는 문서구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검색(semantic retrieval)을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문자열의 나열로서의 전산문서 

가 아닌 문장단위들을 의미 있는 개체로 인식하여, 검색 

시 각 문장간의 상호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 

한 XML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문서내용과 문서 

출력형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정보를 표출하는 

데 있어 문서에 기록된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출력형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동일한 문서정보를 다루면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는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시 문서정보 

의 불일치에 대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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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l ) 
<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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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tt#3_ I •· 

<lele3-1> 
(ele3.」2) , 

contenC l3-2 ι 
<lele3.」Z>

ν'eeS> 
<tee•> 

그림 1. 동일한 문서내용을 독립된 다른 양식에 따라 정보를 
훌력하는 개념도 

2.2 XML Sd올ma2l 표현방법 

a江은 정보를 표현하는 마크업언어일 뿐이며, 문서를 

구성하는 마크업 요소와 마크업된 문서 요소간의 관계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서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이들간의 관계 등을 정의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는 것이 XML 스키마이다. 일반적으로 XML 스키 

마라 하면 XML DTD(Document ηpe Definition)(Bray 등, 

1998)와 XML DTD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한 XML 

Schema(F allside 등, 2004)를 의미한다. 자,fl, Schema는 XSD 

(XML Schema Definition Language)로 정의되는데, XSD는 

자,fl, 문서에서 마크업되는 문서요소 선언과 문서요소의 

유형 및 속성정의와 같은 문서의 구조를 정의를 위해 

갔,fl,로 정의된 요소들의 집합을 제공하고, XML Schema 

는 이러한 문서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XML Schema의 구성요소는 표 l과 같이 세 그룹으로 구별 

되는 총 13개의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XML 스키마의 추 

표 2. XML Schema 구성요소 표현을 위한 기호정의 

Element Symbols Explanation 

괴 Mandatoη single element 

" 

표 1. XML Schema 의 구성요소 

Component Group Components 

- Simple type definitions 
Primary - Complex type definitions 
Component - Attribute declarations 

- Element declarations 

- Attribute group definitions 
Secondary - Identity-Constraint definitions 
Component - Model group definitions 

- Notation declarations 

- Annotations 

Helper 
- Model groups 
- Particles 

Component 
- Wildcards 
- Attribute Uses 

상개녕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자료 모텔은 많은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표 2는 도형 표현의 한 예를 보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XML Schema에 대한 도형을 표 2의 표현기 

법에따라나타낸다. 

2.3 구조계산서의 XML Schema 표현방법 

같은 시설물형식에 대하여 동일한 설계방법이 적용된 

경우 구조계산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거의 같게 나타 

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정한 강거더교 구조계산서를 

예로 들면, 구조계산서에서 기술되는 내용들은 ‘행위 이름’, 

‘부위 이름’ 그리고 ‘변수 이름’으로 크게 3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행위 이름’은 구조계산을 수행하는데 수반 

되는 세부 행위를 나타낸 것으로서 ‘슬래브 설계’, ‘주형 

Details 

MinOcc= 1, MaxOcc= I 

|를bridge_name D 
Mandatory single element, containing Parsed Character Data MinOcc=l, MaxOcc=l, type=xsd:string, 
(#PC-Data) content=simple 

;를en The context menu option Optional, converts a mandatory element into 
gineer _name I an optional one 

MinOcc=O, MaxOcc= I 

I upper_ch。rd 밸 Mandatory multiple element containing chi ld elements 
MinOcc-1, MaxOcc-unbounded, 

1 ""' 
type=DivisionType, content=complex 

얻~ Sequence composi tor defining an ordered sequence of chi ld elements 

닫돋j Choice compositor 

웰l All compositor 

같댈 Closed condition content=complex 

결了 Opened condition content=complex 

그l Non-sequence of child elements content=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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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이음부 설계’, ‘단면 검토’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며, 

주로 ‘부위 이름’과 함께 사용되거나 ‘부위 이름’ 하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부위 이름’은 해당 구조물을 물리 

적으로 이루는 요소들이나 공간 또는 타입을 지칭하는 것 

으로서 ‘켄틸레버부’, ‘제 I 지간 중앙부’, ‘splice - l ’과 같 

은 요소들을 나타내며, 이들은 적어도 한번이상 반복적으 

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변수 이름’은 액티비티를 수행 

하는데 있어 주어진 조건을 설명하거나 수행이후 최종적 

인 결과를 설명할 때 주로 나타나며, ‘교량제원’, ‘사용재 

료’, ‘고정하중’, ‘활하중’ 등이 이에 포함되고, 이들은 동일 

한 타입의 부위에 해당되는 경우 ‘부위 이름’ 이하에 반복 

적으로나타난다, 

문서의 구조는 어떠한 관점에 따라 정의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국내에서 구조계산서를 대상으 

로 개발된 표준문서모델(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4)의 경 

우 구조계산서를 구성하는 문서정보의 의미적 구성요소를 

정의하기 보다는 문서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구성요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구 

조계산서에 기록되는 텍스트 정보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 

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적 요소에 대한 구조를 정의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구조계산서의 본문 내에 나타나는 

제목이 나타내는 의미를 XML 문서의 요소의 이름으로 할 

당하고, 해당 제목에 속하는 각 내용은 해당 요소의 내용 

(content)으로 할당하는 XML 문서를 생성하기 위한 XML 

Schema를 구축한다. 

3. 구조계산서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문서모델 

개발방법 

문서모델을 포함하여 정보모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 

당 모댈이 대상으로 하는 프로세스 분석과정이 일반적으 

로 수반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기반시설물의 경우 표준 

화된 설계방법을 따라 구조계산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가 구조계산서에 작성된다 따라서 해당 시설물 

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세스 모댈이 존재한다면 새로이 구 

조계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문서구조를 도출하 

는 것 보다는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잘 정의된 표본 

구조계산서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표준화된 문서모벨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2는 이와 같은 

방안에 따라 표본 문서로부터 표준화된 구조계산서의 문 

서모텔을 도출하고 XML Schema로 모넬링하는 절차를 나 

타낸 것이며, 각 단계별 수행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설 

명은다음과같다 

흔F국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제1권 제3호 

프모셰스 샅석 

구조게산 프로셰 
스에 앗는 요본문 

서 수집잊분석 

-짝사항욕에 대" 
기싣 논리적 구 
도층 

용이 잊 기호으l 
웅인화 

소 정의 

-자료형 정의 
-문서모웰 겁중 

그림 2. 구조계산서에 대한 표준화된 문서구조 모델 개발 짙차 

먼저 표본문서의 수집 및 문서구조를 분석하는 단계에 

서는 해당 시설물의 표준화된 설계방법에 따른 구조계산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잘 작성된 구조계산서의 표본 

문서를 수집한다. 이때 구조물의 특성이나 문서작성자에 

따라 그 작성형태나 문서의 목차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되도록 동일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다 

%댄f 구조형태에 대하여 여러 회사에서 작성된 문서를 표 

본문서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량을 예로 들면 곡 

선형태의 교량의 경우 직선교에 나타나지 않는 원심하중 

에 대한 고려가 펼수적으로 요구되며, 단경간의 I개 거더 

가 존재하는 경우보다 여러 경간에 걸쳐 여러 거더가 존재 

하는 구조물의 경우 검토부위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통일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구조 시스템이 복잡 

한 구조계산서가 다%댄f 구조물 형태에 적용이 가능한 문 

서 요소들의 추출에 보다 도움이 된다. 또한 수집된 표본 

문서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만 다르게 표기된 용어와 

기호들은 표준화된 용어집이나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통일 

화시킨다. 

세부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자료형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는 세분화에 대한 목표 수준을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정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계산서는 특성상 문서의 목차구 

조뿐만 아니라 해당 목차 내에서 다양한 기호와 변수 및 

이들이 조합된 함수에 대한 내용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문서작성 기술이 

나 문서변환 기술을 고려하여 적정한 목표 수준을 정할 수 

있다. 문서구조의 세분화 수준은 크게 딘순 목차의 논리적 

구조까지 세분화하는 수준, 설계검토 시 중요하게 검토되 

어야 하는 변수까지 세분화하는 수준, 그리고 전체 사용되 

는 변수와 수학식을 모두 구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궐 

수 있다. 세분화 목표를 수립한 이후에는 목차항목에 따라 

구축한 기본 논리적 구조에서 통일한 의미를 지니는 요소 

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를 식별하고, 전제문서에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필수 요소와 특이한 상황에서만 나타 

날 수 있는 특이 요소를 구분한다. 또한 상기한 바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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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분화 수준이 단순히 문서목차에 국한되지 않고 세부 

변수까지를 목표로 설정한다면, 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추가적으로 정의한다. 자료형 

정의에 관한 예는 다음 장의 강교량을 대상으로 문서모델 

을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였다. 

상기한 바에 따라 추출된 정보는 테이블 형식으로 정리 

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기 개발된 표준 문서항목과 비교하 

고 필요시 표준 문서항목에 따라 임시로 정한 문서의 논리 

적 구조나 문서 요소명을 수정한다. 이후 표준 문서항목 이 

외 새로이 도출된 문서 요소들에 대한 명명규칙을 세우고 

XSD에서 정한 문법에 따라 XML Schema를 모댈링한다. 

4. 강교량 구조계산서의 문서모델 구축 사례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서술된 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대 

상인 도로 강교량 상부구조 구조계산서에 대한 XML Schema 

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교량의 길이나 규 

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강교의 구조계산서에 기록되 

는 문서항목은 수집된 문서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약 500 

여개에서 3000여개로 나타나 매우 방대한 양의 문서 요소 

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교량 상부구 

조 구조계산서의 문서모댈을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중요 문서 요소들의 일부를 사례로 설명한다 

4.1 표본 문서의 수집 및 문서구조 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강교의 구조계산 프로세스로 

건설교통부(200 I )의 도로설계편람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 

한 실무에서 작성된 구조계산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로부터 협조를 받아 강교 상부구조 

에 대한 구조계산서 파일을 수집하였다 회사마다 사용하 

는 프로그램이나 문서 작성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 

여 대표적인 6개 엔지니어링 회사로부터 기 설계되었던 

자료 20개의 문서를 표본 문서로 설정하였다 그림 3은 도 

로설계편람에서 제시하는 목차순서와 연구대상이 된 구조 

계산서의 대분류 항목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 

서 음영처리가 된 항목은 ‘특이항목’으로서 각 구조계산서 

에서 동일하게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나타낸다. ‘특이항목’ 

은 다시 ‘종속항목’과 ‘독립항목’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때 

‘종속항목’은 다른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지칭 하 

며, ‘독립항목’은 다른 항목과의 종속관계가 없이 독립적 

으로 나타나는 항목을 지칭한다. 분석결과 ‘브라켓설계’, 

‘세로보설계’, ‘부재설계’, ‘브레이싱설계’, ‘반력집계’ 항목 

이 특이항목으로 산출되었다. 각 항목의 세부내용을 분석 

E공E호==그 

딩호끓필도=그 
도필끊할==그 

E표략E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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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필필꿇호=그 
딘필혈헬현二그 

E도평필꿇표그 
[!;:::J젤힐===그 

다필필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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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표힐호二二그 
딛호꿇필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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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흐==:J 
E고효꿇二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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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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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로설계편람 및 표본 문서의 대분류 할목 비교도 

해본 결과 ‘브라켓설계’ 및 ‘세로보설계’는 ‘가로보설계’의 

종속항목으로 파악되었으며, ‘부재설계’는 ‘주형설계’의 종 

속항목으로 ‘반력집계’는 ‘교좌장치설계’의 종속항목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브레이싱설계’의 경우 2거더 플레이 

트거더교에서만 나타나는 형태로서 특정 구조계산서에서 

만 나타나는 ‘독립항목’임을 알 수 있다. 최종 적인 대분류 

항목에 대한 표준안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의 우측 항목 

은 동일한 의미이지만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2000)과 도로설계편람(건설교통부, 2001)에 나타난 용어를 

기준으로 통일화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대분류 

항목 이하 중분류 및 세분류에 해당되는 주요 목차항목에 

대한 논리적 구조의 초안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후 단계 

에서 문서의 구조를 어느 정도까지를 세분화 할 것인지에 

롱일화된대문류 

I 얼계조건 

2. 표준딘언가정 

3. 비닥판g계 

4. 주형영계 

5. 기로보힐계 

6. 셰로보얼계 

7. 이옹잊계 

8. 보강재설계 

9. 날레이스영겨| 

10. 전딘연걸재g계 

11 처짐검토 

12. m로검토 

13. 슷융영껴1 

14. 싣축이용얼계 

l [ 
l [ 
l [ 
l [ 
l [ 

g온 운서에서 디르게 나타난 주요 용어올 

영계조건 설계개요, 영계기훈 

표준단연가정‘ 단연기징 

바닥판칠계 상판슬래브검토, 바닥판, 을래브싫계 

주횡설계 거더영계 주형의힐계 

기로보힐 계 , CROSS BEAM 설 계 

세로보얼계 Strine er 샘계 

이응설계 SPLICE~ 계 

보강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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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질검토 

m로겁토 

슷융~계, 슷융형산정 , 슷음 CAMBER 

심축이용셜계, 신축링신정 싣혹이응링 

그림 4. 강교량 상부구조 구조계산서 목차의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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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목표 수준을 정의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목차 항 

목들을식별하여 정규화하는과정을거치게 된다. 이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절에 기술하였다. 

4.2 세부 구성요소 추출 

문서모댈의 핵심요소는 목적에 따른 의미요소의 도출에 

있다. 전자문서 납품을 통하여 설계 값을 검토기 위한 목 

적이라면 매우 세분화된 설계변수 및 계산 값을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세분화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문 

서의 목차에서 누락여부를 검토하는 정도라면 설계변수나 

계산 값까지 식별하기 보다는 이러한 텍스트 정보는 하나 

의 문자열 데이터로 처리하는 것이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즉, 문서모델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실무에서 적용되기까지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비되므로 

단계적으로 세분화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계산서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지니는 문서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데 이러한 원인은 검토대상이 되는 부위가 여러 개 존재하 

기 때문이다. 그림 5는 표본 구조계산서에서 반복적으로 

출현되는 요소들의 사례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림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좌측-캔틸레버부’나 ‘우측-캔틸례버부’의 

경우 하위 요소들이 동일한 구조를 이루면서 나타나게 된 

다. 또한 보다 세부적으로는 ‘단면 검토’에 대한 요소는 바 

닥판의 캔틸레버부와 중앙지간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볼수있다. 

그림 6은 도로설계편람을 기준으로 정리된 ‘바닥판설계 

항목’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그림 5의 표본문서의 구 

조와 다르기만 바닥판 설계검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기 위해 간략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바닥판 설계 검토를 위해 구조계산서에 반영되어 

그림 5. 반복적 출현 요소 사례 

효F국재난관리표준학희 논문집 저¥1권제3호 

그립 6. 바닥판 설계검토 과정에 필요한 설계변수에 대한 세부 
요소의 일부 사례 

야 하는 내용은 크게 바닥판의 두께검토 부분과 하중산정 

및 단면력 검토부분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바닥판 두 

께검토에서는 바닥판두꺼](D_used) 인자의 적정성 여부 판 

단을 위한 계산식이 나열된다. 이때 지간의 길이(L)와 두 

께의 최소요구량0〕_req)이 필수 인자로 정의되어 의미요 

소로 도출하였다. 하중산정 및 단면력 검토의 경우 다시 

고정하중, 활하중, 단면검토, 사용성검토, 배력근산정의 5 

개의 세부 분야로 구분되는데, 이때 고정하중 및 활하중은 

하중에 의한 모멘트력 산정이 중요 검토요소이며, 단면검 

토 및 사용성검토는 정의된 하중값을 통해 적절성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식이 중요 검토요소이다. 따라서 세분화 목 

표 수준에 따라서는 각 조건식의 펼수 인자까지를 의미요 

소로 추출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 설계값이나 

그림 5에 나타낸바와 같은 세분화 목표로 정의할 수 있다. 

4.3 공통된 구성 요소에 대한 자료형 선언 

구조계산서의 의미요소는 크게 일반텍스트, 수식, 변수 

값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구조계산서에 표 

시된 수식들은 이러한 3가지 요소들을 복잡하게 조합하였 

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표현을 위해 

5개의 기본 자료형을 선언하였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정 

의한 자료형을 나타낸 것이다‘ 표 3에서 ‘TextType’은 교량 

의 일반적인 개요정보를 수용하거나 문서의 세분화를 목 

차수준에서 정의할 때 이하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Variable Type’은 구조계산서 수식전개 

이전에 선언하는 변수정보의 처리를 위해 정의되었다. 

‘Variable Type’의 경우 단순한 변수값 뿐만 아니 라 단위, 약 

칭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형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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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바닥판 캔틸레버부에 대한 복합형의 자료형 구축 사례 

‘FunctionType’은 수식정의를 위해 정의되었으며, 단순히 

대등관계뿐만 아니라 조건관계처리를 위해 Condition 항목 

을 구성하였다. ‘Template Type’은 강재와 같이 규격화된 재 

료의 물성치 정보 처리를 위해 정의 되었다. 규격화된 재 

료의 경우 재료명칭 자체가 해당 재료의 물성치를 대표하 

는 것이므로 재료의 명칭만을 저장하는 자료형으로 독립 

하여 정의하였다. ‘CheckFunctionType’은 ‘Function Type’과 

유사하나 수식의 결과값 자체가 또 다른 ‘V때ableType’이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CheckFunctionType’은 실제 조건 

식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 

우 수식의 결과 값이 아닌 합리적인 새로운 값을 지칭하는 

표현식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와 같이 정의된 기본 자료형은 각 문서구조의 최하위 

에 위치하는 요소의 자료형으로 사용되는데 그림 7은 그 

림 5를 통해 설명한 캔틸레버부에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의한 복합형(comp lex type)의 자료형을 나타낸 것 

이다. 4.2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단면검토는 캔틸레버부 

나 중앙지간부의 바닥판 검토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바닥판 단면검토에 대한 복합형 

의 자료형을 ‘바닥판-단면검토요소Type’으로 정의하였으 

며,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또한 그림 7에서 주철근비 

검토 이하에 나타낸 ‘P’와 ‘P max’는 구조계산서에서 각 

각 ‘P=As/1φ × d)=값’와 ‘Pmax = 0.75 × pb=값’로 표현되므 

로 앞서 표 3에서 정의한 기본 자료형의 ‘F unction Type’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분화가 필요없는 경우 ‘P’ 

와 ‘P_max’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 요소인 ‘주철근비검토’ 

표 3. 강교량 구조계산서의 문서요소에 대한 5 가지 기본 자료형 

자료형의명 4;-λ 。A 데이터의예 

Name 교량형식 
TextType 

String Value 플레이트거더교 
(일반텍스트형) 

Description 

Name 콘크리트 fck 

Value 270 

Variable Type Unit kgf/cm2 

(변수선언형) Symbol fck 

Description 콘크리트설계기준 
강도 

Name 충격계수 

LeftV ariableString 

Function Type RightVariableString l 5/(40+L) 

(함수선언형) Condition 

Value 0.3 

Description 충격계수산정식 

Name 철근 

Value SD40 
TemplateType 

Option fy 
(랩플릿 형) 

Description 규격철근의 
항복응력 

Name 바닥판두께 

Left Variable D 

RightV ariableString (3*L)+l3=20.5 
CheckFunctionType CalculatedValue 20.5 
(식을포함한 

Condition > 
조건식형) 

Determined Value 25.0 

Unit cm 

Description Duse= 2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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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를 표 3의 ‘TextType’으로 정의한다면 문서의 목차 

수준으로 세분화된 문서모벨이 구축될 수 있다 이상과 같 

은 방법에 따라 구조계산서의 세부 요소에 대한 공통의 자 

료형을 구축한 이후에는 기 표준화된 문서항목과 비교하 

여 정합성을 유지시키고 최종적으로 XSD에 따라 구조계 

산서의 문서모텔에 대한 XML Schema를 구축하는 과정을 

수행하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다음절에 설명하였다. 

4..4 전자문서 표준항목과 병합 및 XM... 닮lefTla 모델링 시례 

건설산업의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교환을 위한 건설CALS/ 

EC 사업(건설교통부, 2003)의 일환으로 건설CALS/EC 전 

자문서 단체표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4)으로 제정되 

었다 여기에는 약 2200여개의 전자문서 구성항목이 제공 

되며, 이들을 조합한 220종의 문서 구조에 관한 자,fL 스키 

마가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구조계산 

--]경괴를-앙부구초-구조끼.쳐 

| 교앙-흩.조건요소Type 

서의 경우 발주기관명, 문서작성기관명, 제출일과 같은 문 

서관리를 위한 마크업이 존재하며, 문서의 트리 구조를 나 

타내기 위한 요소로는 면, 장, 절 및 항의 4단계에 대한 요 

소들이 존재한다. 교량과 관련하여서는 구조계산서 외에 

교량유지관리시스댐에 기본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정보항 

목을 별도로 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앞서 구축된 임시의 문서모댈은 도로설계면람이나 도 

로교설계기준과 같은 설계 실무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식 문서에 기반하여 그 용어들을 통일화 하였지만, 

실제 전자문서 개발을 위해 표준으로 정의된 문서요소의 

이름은 다른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문서모델 

을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요소의 명명규칙에 기인한다. 따 

라서 기존에 개발된 전자문서와 관련한 표준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요구조건에 맞추어 문서 

모댈이 개발되어야한다 

그림 8. 강교량 구조계산서 문서모델의 대분류 및 중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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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이와 같은 병합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축 

된 문서모댈의 주요 구성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종적인 문서모댈은 크게 7개의 요소 

로 구성되었다. 그림 4과 비교하여 그림 8에 나타낸 최종 

적인 문서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형, 가로보, 세로보 

및 브레이스 설계 부분을 ‘부재-설계요소Type’의 공통된 

자료형으로 정의하여 ‘부재-설계 ’ 하위에 위치시킨 것이 

다. ‘부재-설계요소Type’에는 그림 4의 이음부, 보강재, 다 

이아프램 및 전단연결재 설계부분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 

였으며, 각 하위 요소는 주형의 설계이외 타 부재의 설계 

항목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MinOcc=O으로 설정하 

여 불필요한 요소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5 . 결 론
 

본 연구는 사회기반시설물의 긴 공용기간동안 수행되는 

재난관리 업무수행 시 공학적인 관점에서 멸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수 

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계산서의 문서정보를 구조 

화하여 저장 및 관리기 위해 펼요한 표준화된 문서모댈의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방법을 기반으로 도로 

강교량 상부구조 구조계산서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문서모 

댈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발된 

문서모델이 실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분야 문 

서정보의 공유와 교환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 

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며,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구조화된 

문서작성하거나 변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기

적으로 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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