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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 교량 박스거더의 종방향 형상 자동조정을 한 

라메트릭 모델링 방법

A Parametric Modeling Method for Automatic Fitting of Longitudinal Geometry of 

Box Girder in FCM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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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변단면을 갖는 FCM(Free Cantilever Method) 교량의 기 설계단계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반복  작업에 한 효율성 

향상을 하여 박스거더의 종방향 형상을 자동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라메트릭 모델링 방법을 연구하 다. FCM 교량의 

종방향 형상을 표 하기 한 매개변수를 정의하 으며, 기존 FCM 교량의 설계 시 용된 매개변수의 통계치 용을 통

해 매개변수들 간의 내재 , 외재  구속조건  함수 계를 정의하 다. 정의한 구속조건  계를 용한 라메트릭 

모델링 구 을 통해 그 용 가능성을 검증하 으며, 기존 설계된 교량을 상으로 라메트릭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로 생

성된 3차원 교량 모델의 콘크리트 물량과 상교량의 설계문서 상의 물량 비교를 통해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 변단면, FCM, 박스거더, 라메트릭 모델링, 구속조건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parametric modeling method for efficient preliminary design of FCM(Free Cantilever Method) bridge. The 

method is capable of automatic fitting of cross section according to variation of span length of box girder which has variational 

section. Parameters for forming longitudinal geometry of box girder are defined, then implicit and explicit constraints, and functional 

relations among them are defined by applying statistics of parameters used in FCM bridge designs. The constraints and relations 

are applied to a sample bridge for verifying applicability of parametric modeling. In addition, material quantity of the sample model 

generated by parametric modeling is estimated and compared to the quantity of the real designed model to check the accuracy of 

the automatically designed parametric model.

Keywords : variational section, FCM, box girder, parametric modeling,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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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D 형상기반 모델링 용을 통해 2D 기반 환경에서 수행하

기 어려운 간섭체크, 물량산출, 가상구 을 통한 설계검토

와 같은 작업이 가능해 지고 있다. 이에 해, Yabuki와 

Shitani(2003)은 콘크리트 슬래  교량을 상으로 하여 철

근  쉬즈 의 공간  간섭체크시스템을 구축하 고, Sacks 

(2004)는 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상으로 3D 모델

링 용을 통한 비용 감소, 공기 단축  에러 감소의 결과를 

통해 경제  효과를 증명하 다. 한, Lee와 Jeong(2006)

은 강교량을 상으로 3차원 형상모델을 통한 구조설계  해

석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Lee 등(2008)은 3차원 

표 기반 정보모델을 활용하여 교량의 물량산출  구조해석

이 가능함을 보 다.

그러나 변단면을 갖는 FCM 교량의 경우 선박충돌 방지 

등과 같은 이유로 기 설계단계에서 교각 치 변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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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박스거더의 종방향 형상 자동조정을 한 라메트릭 모델링 연구방법 

경간길이 수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박스거더의 단면형상, 

형고 등의 3차원 형상을 재생성하는 작업을 반복 으로 수행

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효율 인 

설계를 해 필요한 매개변수를 계식 등을 통해 정의하고, 

소수의 값 변경으로 설계의도에 따라 변경시켜 으로써 다

양한 형상의 설계와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라메트릭 모델

링 방법 용이 필요하다.

라메트릭 모델링은 그 정의가 정립되기 이 , 기존의 설

계를 재사용하기 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Shah & Mantyla, 

1995). Hillyard 등(1978)은 명시 (explicit) 치수를 사용

자 정의의 매개변수  기하학  구속조건으로 용한 DDG 

(Dimension-driven Geometry) 모델링으로써 정의하 다. 

이후, 기하학 모델링에서의 매개변수의 역할에 한 명확한 정

의가 강조됨에 따라 매개변수화는 명시  치수에 한 매개변

수만의 정의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기하학 엔터티(entity) 사이

의 계를 정의하는데 수치방정식  평행 계, 수직 계와 같

은 기술  표 뿐만 아니라 명목값을 용하는 개념으로 그 정

의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라메트릭 모델링의 정의 정립에 따

라 그 기술의 향상을 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표

으로 Bettig 등(2001)은 라메트릭 모델링 시스템에서 제

품설계에 필요한 문지식을 용하여 이를 이행하기 한 연

구를 수행하 다. 

건설분야에서 라메트릭 모델링은 BIM(Building Infor-

mation Modeling) 개념의 도입으로 건축물의 구성요소인 계

단  창문 등과 같은 객체들의 계 정의의 용을 통해 빌딩

구조물의 설계 시 활발히 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미지역

에서 빌딩구조물을 상으로 리캐스트 콘크리트 생산성  

경제  효과 향상의 목 으로 리캐스트 피스(piece)의 생성

과 이들의 조합에 한 설계의도를 반 한 라메트릭 모델링 

로세스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Sacks 등, 2004).

한편, 토목 시설물의 경우 Weibing 등(2008)이 교량의 

T형 빔에 한 라메트릭 모델링 방법을 용한 연구를 수

행한 이 있으나 건축분야에 비해 그 용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특히 PSC 박스거더를 상으로 한 라메트

릭 모델링에 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SC 박스거더로 구성된 FCM 교

량 상부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을 상으로 하여, 하나 

는 소수의 매개변수 변경으로 종방향 형상을 자동조정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 인 설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라

메트릭 모델링 방법을 연구하 다.

2. 라메트릭 모델링 방법

라메트릭 모델링 방법은 형상을 정의하는 기본단 인 

, 선, 곡선, 면 등과 같은 기하학  요소들 간의 일정한 

계를 치수에 한 함수로 나타내어 형상을 정의하고, 필요한 

부분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변수와 이들 간의 계를 설계

의도에 따라 조정하면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CAD의 한 방법

이다(노상도 등, 2006). 라메트릭 모델링에서의 어떤 매

개변수들은 사용자 정의 값으로 정의되고 어떤 매개변수는 

고정된 값을 갖기도 하며, 어떠한 매개변수는 다른 형상의 

값을 가져 오거나 다른 형상들과 상 인 계로 정의된다. 

즉, 형상에 설계치수를 부여하고 변수들을 지정한 계식 등

을 이용하여 주요 값들만 변경하면 설계자가 원하는 형상으

로 변경시켜 으로 효율 인 형상 설계와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

라메트릭 모델링을 수행하기 해서는 형상 요소들 간의 

계를 구속조건으로 정의해야 하며, 구속조건은 내재  구속

조건, 외재  구속조건, 함수 계로 구분된다. 내재  구속조

건은 기하학  형상간의 계를 나타내는 요소이거나 입력된 

다른 외재  구속조건들로부터 유추될 수 있는 요소로 포함

계(incidence), 평행 계(parallelism), 수직 계(perpen-

dicular), 계(tangency), 칭 계(symmetry) 등이 

있다. 외재  구속조건은 형상의 치수를 정의하는 것에 해당되

며, 함수 계는 사용자  설계자가 내재 , 외재  구속조건 

이외에 함수(규칙) 계를 정의하여 요소들의 계 는 객체

들의 계를 정의해 다(김진호, 1992). 

본 연구에서는 FCM 교량 박스거더의 경간장 변화에 따른 

종방향 형상을 설계자의 설계의도에 따라 자동조정 하기 

하여 라메트릭 모델링 방법을 연구하 으며, 연구방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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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스거더 형고변화함수 (b) 하부 랜지 두께변화함수

그림 3 경간단  매개변화함수

3. 종방향 형상변화를 한 구속조건 정의

3.1 종방향 형상변화 매개변수 

FCM 교량 박스거더의 종방향 형상변화에 한 주요 매개

변수 추출을 해 도로교설계기 ( 한토목학회, 2005), 도로

설계편람(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콘크리트교량 가설 특

수공법 설계·시공·유지 리 지침(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4), 

도로교표 시방서( 한토목학회, 1996)  국내외 도로교의 

계획  설계를 다루는 도서로 교량 설계 시 참고도서가 되는 

교량계획과 설계(오제택, 2003)를 형상변화 매개변수를 상

으로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캔틸 버부의 종방향 형상을 결정

하는데 필요한 매개변수로 경간 심부와 교각부의 형고비, 경

간장에 따른 형고변화함수  하부 랜지 두께변화함수, 세그

먼트길이가 필수  사항임을 확인하 다.

3.1.1 박스거더 형고비

박스거더의 형고비는 그림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경

간 앙부의 형고() 는 교각부의 형고()에 한 경간

장()의 비로 표 될 수 있으며, 를 앙부형고비, 를 

교각부형고비라 할 때, 와 는 각각 식 (1)과 식 (2)로 표

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1)

   (2)

형고비가 증가하면 콘크리트 물량이 증가하고 PS강재 물

량이 감소하며, 형고비가 감소하면 콘크리트 물량이 감소하

고 PS강재 물량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최 의 형고비를 

설정하기 해서 기존의 유사한 교량의 형고를 참고로 하여 

경험치를 기반으로 용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4)은 

기존 교량의 경간장과 형고의 계를 분석하여 통계치를 통

해 나타냈으며, 분석한 형고비는 표 1  표 2와 같다. 이

때, 형고비의 범 는 박스거더의 횡단면 형상이 1실, 다실, 

 다주형인 경우를 모두 고려한 범 다.

그림 2 경간단  구성매개변수 

유형
형고비

일반범 상용범

변단면
경간 앙 30~60 40~50

교각 치 16~24 18~20

등단면 15~30 18~22

표 1 외국의 용 형고비(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4)

공법 치 형고비

FSM  MSS
경간 앙 17~23

교각 치 17~23

ILM
경간 앙 16~21

교각 치 16~21

FCM
경간 앙 42~53

교각 치 17~18

표 2 국내 공법별 용 형고비(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4)

3.1.2 박스거더의 형고변화함수

FCM 교량의 경우 일반 으로 경간의 길이가 길고, 구조

계가 캔틸 버 형식이므로 시공  주두부에 큰 부모멘트가 

작용하게 된다. 한, 활하 에 한 사하 의 비가 약 10배

가 되므로 사하 을 작게 하는 것이 경제 이며, 이를 만족

하기 해 그림 3(a)의 박스거더 형고변화함수인  용

을 통해 거더의 높이를 변화시켜 설계하고 있다(한국건설기

술연구원, 2001). 

형고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일반 으로 설계자가 시공성과 

미 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식 (3)과 같은 포물선 식을 용

한다.

 ∙ (3)

여기서, 은 그림 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주두부를 포

함한 단면변화구간길이이며, 는 경간 심부를 시작으로 단

면변화구간이 끝나는 지 까지의 축으로 증가해가는 변수이

다. 한, 는 형고변화함수의 차수로 1.4차, 2차, 3차식이 

용되는데 단 항력에 해 유리하게 용하고자 할 경우 

1.4차식을 용하며, 물량감소  하부슬래  리스트 스 

분력 감소에 유리하게 용하고자 할 경우 고차식인 3차식을 

용하나, 경제성과 구조물의 사용성 측면을 둘 다 만족시키

기 해 차식과 고차식의 간 형태인 2차식을 용한다.



FCM 교량 박스거더의 종방향 형상 자동조정을 한 라메트릭 모델링 방법

420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3권 제4호(2010.8)

구분 구속조건

체형상 

단

(Ks B Ms)

(Cs S), (Cs E)

(F1 F F2), (F7 F F8), (F13 F F14)

경간단
(Cp B Pt)

(F3 F F4), (F5 F F6), (F9 F F10), (F11 F F12)

표 3 내재  구속조건

그림 4 FCM 교량 상부구조 주요 구성요소 

3.1.3 박스거더 하부 랜지 두께변화함수

PSC 박스거더 랜지의 최소두께는 복부 는 헌치 사이 

순경간의 1/30로 해야 하며, 최소 규정인 14c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부 랜지의 경우 일반 으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나, 하부 랜지의 경우 그림 3(b)에서 

나타내는 하부 랜지 두께변화함수인  용을 통해 형고

변화와 함께 경간 앙부에서 주두부로 갈수록 증가하도록 변

화시키며 설계한다( 한토목학회, 2005). 하부 랜지 두께

는 일반 으로 식 (4)를 용하여 변화하도록 한다(한국건설

기술연구원, 2001).

 ∙ (4)

여기서, 과 는 각각 경간 앙부  교각부에서의 하

부 랜지두께를 의미한다.

3.1.4 세그먼트 분할

FCM 교량 상부의 캔틸 버부는 여러 세그먼트로(sege-

ment)로 분할되어 구성된다. 하나의 세그먼트의 길이는 일

반 으로 2~5m를 용하며, 동일한 길이의 세그먼트를 사

용할 경우 제작 등의 용이성으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세그먼트 길이는 작업차의 종류에 의해서 최  

길이가 결정되며, 그 최  길이 이내에서 계획된다(한국건설

기술연구원, 2001).

3.2 종방향 형상변화를 한 구속조건 정의

3.1 에서 추출한 박스거더의 종방향 형상변화 매개변수 

 매개변수의 통계치를 통해 라메트릭 모델링 수행을 

한 구속조건을 정의하 다. 구속조건은 구성요소들 간의 

치 계를 정의할 수 있는 내재  구속조건, 함수 계 정의를 

해 필요로 하는 매개변수인 외재  구속조건, 그리고 형상

변화에 계되는 변수들 간의 계를 정의하는 함수 계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

3.2.1 구성요소들의 내재  구속조건 정의

FCM 교량의 상부구조는 그림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경간부(Span: Sp), 경간부를 이어주는 키 세그먼트부(Key 

segment: Ks)와 교량 상부구조의 양 의 조정구간

(Control Segment: Cs)으로 구분했으며, 경간부는 캔틸

버부(Cantilever part: Cp)와 주두부(Pier table: Pt)로 

구분하 다. 각각의 요소들을 치 계를 통해 내재  구속

조건으로 정의하 으며, 기호 (‘구성요소1’ 계 ‘구성요소2’) 

는 (‘구성요소’ 계)를 통해 정의하 다. 여기서, 계는 

두 구성요소의 계를 정의할 때 계를 정의하고자 하는 두 

구성요소의 사이에 치하도록 하며, 계를 나타내는 첫 

자를 통해 표 한다. 즉, ‘구성요소1’이 ‘구성요소2’ 사이

(Between)에 치할 경우 (‘구성요소1’ B ‘구성요소2’)로 표

하며, ‘구성요소1’과 ‘구성요소2’가 부합(Fix)해야 할 경우 

(‘구성요소1’ F ‘구성요소2’)로 표 한다. 한, 하나의 구성

요소의 치 계를 정의할 때 계를 정의하고자 하는 구성

요소의 우측에 계를 치하도록 하여 정의하 다. 즉, ‘구

성요소’가 교량의 시작 (Start) 는 끝 (End)에 치할 

경우 각각 (‘구성요소’ S)  (‘구성요소’ E)로 표 한다. 

FCM 교량의 상부구조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간의 내재  

구속조건을 정의한 것은 표 3과 같다.

여기서, F1~F14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들 간의 연결되는 

면(Face: F)을 의미하며, 서로 다른 구성요소들 간의 연결 

시 모서리(Edge: E) 는 (Point: P)의 부합을 통해 정

의할 수 있다. 면을 부합시켰을 경우 모서리와 의 일치는 

자동으로 만족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면을 부합하는 방법을 

용하 다. 이 때, 부합해야 하는 면은 하나의 교량을 구성

하는 경간 수에 의해 달라지므로 그에 따라 추가하여 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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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속조건 용을 통한 경간구간 형성 로세스 그림 6 FCM 교량 박스거더 설계 로세스 

3.2.2 외재  구속조건 정의 

외재  구속조건은 함수 계 정의를 해 필요한 매개변수

로 라메트릭 모델링 수행 시 설계자로부터 입력받는 변수

이다. 경간장(), 주두부폭(), 교각폭(), 하부 랜

지 두께(, ), 세그먼트 길이(), 경간 앙부  

교각부에서의 형고비(, ), 형고변화함수의 차수()를 외

재  구속조건으로 정의하 다. 여기서, 주두부폭은 경간장 

길이가 주어졌을 때, 캔틸 버부길이()를 자동 산출하기 

해 필요하며, 교각폭은 주두부를 포함하여 단면변화 구간

의 길이()를 산출하기 해 필요하다. 한, 형고의 경우 

경간장과 기존 FCM 교량의 설계에 용된 형고비 통계치 

용을 통해 산출될 수 있으나, 하부 랜지 두께의 경우 경

간장 길이와의 계를 통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하부 랜

지의 두께변화함수에 용하기 해 필요하다.

3.2.3 함수 계의 정의 

3.2.2 에서 정의한 외재  구속조건을 포함하는 함수

계는 식 (1)~식 (4)를 포함하여 식 (5)~식 (7)로 정의하

다. 경간 앙부의 형고()  교각부의 형고()는 사

용자가 입력한 경간장()과 형고비(, )를 이용해 식 (1) 

 식 (2)에 의해 계산된다. 와 는 국내의 통계치를 용

하며,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42~53, 17~18의 범

를 가지나 엔지니어의 단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 로 입

력가능하다. 단면변화구간길이()는 식 (5)에 의해 경간장

()  교각폭()을 이용해 산정되며, 단면변화구간길이

와 형고(, )는 식 (3)의 를 형성하는데 이용된다. 

한, 는 식 (4)에서 경간 앙부  교각부의 하부 랜

지두께(, )의 입력과 단면변화구간길이() 산정을 

통해 형성된다. 식 (6)은 그림 2의 캔틸 버부길이()를 

산출하기 한 것으로 경간장()과 주두부폭()을 이용해 

산정되며, 캔틸 버부길이와 세그먼트길이()를 이용하여 

세그먼트의 수()를 결정한다.

    (5)

   (6)

 (7)

이러한 함수 계와 외재  구속조건인 사용자입력 값을 이

용하여 하나의 경간(Span)이 형성되며, 그 형성과정을 활동

다이어그램(Activity diagram)으로 표 하면 그림 5와 같다.

3.3 라메트릭 모델링을 용한 설계 로세스

FCM 교량 박스거더의 라메트릭 모델링 용을 통한 설

계 로세스는 박스거더 형상 템 릿(template) 작성을 시작

으로 수행되며 템 릿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구속조건을 

라메트릭 시스템 내에 입력하며, 그림 5의 경간구간 형성 

로세스를 통해 하나의 경간구간이 생성됨으로써 작성된다. 

완성된 템 릿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해

당 매개변수를 변경해 으로써 모델의 형상이 재생성된다. 

생성된 모델에 한 물량산출을 수행하여 최종 으로 설계변

경이 필요할 경우 다시 해당 매개변수의 수정을 통해 최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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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면형상 

(b) 종방향 형상

그림 7 상교량의 형상(삼부토건, 2005) 그림 8 경간장에 따른 형고변화 

상을 생성한다. 이러한 차는 그림 6의 순서도와 같다. 

라메트릭 모델링을 용한 설계 로세스를 통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하나의 해당 매개변수의 수정으로 련된 매개변수의 

변경작업 없이 설계의도에 맞게 형상이 자동조정되어 설계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유사한 교량설계 시 형상의 재

생성작업 없이 작성된 템 릿의 재사용을 통해 필요한 소수

의 매개변수 수정만으로 형상설계가 가능하다.

4. 라메트릭 모델링 구   용성 검증

3장에서 정의한 구속조건에 한 용가능성을 검증하기 

해 라메트릭 모델링을 수행하 다. 제시한 방법의 수행

은 라메트릭 모델링 기능 지원이 가능한 CATIA V5 R17

의 환경에서 수행하 으며, 함수 계의 용을 해 공식기

능  Knowledge advisor의 법칙(Rule) 기능을 사용하

다. 모델링 제는 삼부토건(2005)에서 작성한 FCM 설계 

제집(2 차로)의 교량을 상교량으로 하 다. 상교량의 

형상은 그림 7과 같으며 총 길이가 300m인 직선교이다. 주

두부폭  교각폭은 각각 14m와 6m, 경간 앙부  교각부

의 하부 랜지두께는 각각 0.25m, 0.55m이며, 교각폭은 

6m이다. 형고변화함수()를 나타내는 식 (3)에서  = 

2를 용하 으며, 하부 랜지 두께변화함수()는 식 (4)

와 같이 직선변화식을 용하 다. 한, 박스거더의 단면은 

상교량의 단면형상을 용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라메트릭 모델링 방법의 용 가능성

을 악하기 해 상교량의 캔틸 버부를 상으로 총 3가

지의 방법을 용하 다. 첫 번째로, 동일한 형고비를 용하

여 경간장에 따른 형고변화를 검토하고, 두 번째로, 형고를 동

일하게 구속하여 경간장에 따른 형고변화함수의 변화를 검토

하 으며, 세 번째로, 경간장 구속을 통한 세그먼트길이에 

한 세그먼트 분할을 검토하 다. 한, 라메트릭 모델링 수

행을 통해 생성된 모델에 한 정확성을 검토하기 해 콘크리

트를 상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이를 상교량의 설계 제집

의 결과 값과 비교하 다.

4.1 경간장에 따른 형고변화

경간장에 따른 형고변화는 동일한 형고비 용을 통해 경간

장과 형고의 계를 구속하여 식 (1)  식 (2)에 의해 경간장 

변화에 따른 형고변화를 검토하 다. 이 때, 형고비는 상교

량에 용한 경간 앙부() 48, 교각부() 18을 용했으며, 

경간장()은 FCM 교량의 용범 인 60m~ 140m 용을 

통해 60m부터 140m까지 20m씩 증가하도록 하여 총 5번의 

실험을 통한 형고변화를 검토하 다. 검토결과는 그림 8에서 

보여 다. 경간장 60m 용 시 경간 앙부의 형고()는 식 

(1)에 의해 1.25m가 되며, 교각부의 형고()는 식 (2)에 

의해 3.33m가 된다. 한, 경간장 140m 용 시 경간 앙부

의 형고()는 2.97m가 되며, 교각부의 형고() 7.77m가 

된다. 즉, 그림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경간장이 증가함에 

따라 형고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라메트릭 

모델링 용을 통해 FCM 교량 상부구조물 설계 시 경간장에 

변화를 주었을 때, 박스거더의 높이와 함께 박스거더의 형상을 

자동조정하여 유연한 설계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4.2. 경간장에 따른 형고변화함수의 변화

형고변화함수()의 변화는 경간 앙부 형고()  교

각부 형고()를 각각 동일한 값으로 구속하여 경간장()이 

증가함에 따라 식 (3)이 나타내는 형고변화함수의 변화를 검

토하 다. 이 때, 형고는 상교량에서 용하는 경간 앙부 

2.7m, 교각부 7m로 구속하 으며, 경간장은 4.1 과 같이 

60m∼140m의 범 를 용하여 경간장을 20m 증가시키며 

총 5번의 실험을 하 다. 검토결과는 그림 9에서 보여 다. 식 



이상호․안 정․김 근․엄인수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3권 제4호(2010.8) 423

그림 9 경간장에 따른 형고변화함수의 변화 그림 10 세그먼트길이에 따른 분할 

그림 11 상교량 체형상 모델링 수행 결과

Component 부피(m
3
) 질량(kg)

part_1 524.737 1,3118.431

part_2 524.737 13,118.431

part_3 524.737 13,118.431

part_4 524.737 13,118.431

top_1 668.974 16,724.35

top_2 668.974 16,724.35

key_1 37.480 937.000

cl_1 393.540 9,838.500

cl_2 393.540 9,838.500

Total 3861.119 96,527.975

표 4 상교량 모델 물량산출 결과

(3)에서 단면변화구간에 해당하는 은 식 (5)를 통해 산출되

는 것으로 경간장 60m 용 시 교각폭()이 6m 이므로 

27m의 이 산출되어 용되며, 경간장 140m 용 시 67m

의 이 산출되어 용된다. 즉, 경간장이 증가함에 따라 단면

변화구간이 27m∼67m로 변화하게 되며, 이를 용한 형고변

화함수가 완만한 기울기를 갖으며 변화하게 된다. 즉, 형고변

화함수가 형고  경간장에 해 자동조정되어 설계변경 발생 

시 박스거더 형상에 용이하게 반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세그먼트 분할

동일한 경간장()에 해 세그먼트길이()를 변화시켰

을 때, 식 (7)에 의해 분할되는 세그먼트수() 변화를 검토

하 다. 용한 경간장은 60m와 140m이며, 세그먼트길이는 

세그먼트길이의 용범 인 2m∼5m에 해당하는 값  용 

가능한 최소값과 최 값을 용하 다. 즉, 경간장 60m 용 

시 세그먼트길이는 2.09m, 4.60m를 용했으며, 경간장 

140m 용 시 세그먼트길이는 2.25m와 4.50m를 용하여 

총 4번의 실험을 수행하 다. 식 (7)에서의 캔틸 버부길이 

는 식 (6)에 의해 산출되며, 산출된 의 용을 통한 세

그먼트 수 결정으로 캔틸 버부가 여러 세그먼트로 분할된다. 

검토결과는 그림 10에서 보여 다. 경간장 60m 용 시 

는 23m가 되며 이 때, 세그먼트길이 2.09m를 용했을 경우 

11개의 세그먼트로 분할되고 세그먼트길이 4.5m를 용했을 

경우 5개의 세그먼트로 분할된다. 한, 경간장 140m 용 

시 는 63m가 되며 이 때, 세그먼트길이 2.25m  4.5m를 

용했을 경우 각각 28개  14개의 세그먼트로 분할된다. 따

라서, 라메트릭 모델링을 용하여 경간장에 따른 세그먼트

길이 입력으로 세그먼트를 자동분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사한 교량 설계 시 시공상 는 경제  이유로 세그먼트의 길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쉽게 변경하여 설계에 반 할 수 있다.

4.4 물량산출을 통한 모델의 정확성 검토

라메트릭 모델링 방법을 용한 생성모델의 정확도를 검

토하기 해 상교량에 한 체 형상을 모델링하여 그에 

한 물량산출을 수행했으며, 산출한 물량을 상교량의 구조계

산서에서의 물량산출 결과와 비교하 다. 본 연구는 FCM 교

량의 상부구조를 상으로 하나 형상변화에 따른 철근량 계산

은 용하 에 따른 역학  계산과 시방기 에 따른 배근방식 

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계로 자동화가 어려워 콘크리트

의 물량만을 고려하고 철근에 한 물량산출은 포함시키지 않

았다. 그림 11은 상교량에 한 체 형상 모델링 결과로 

3.2 에서 정의한 내재  구속조건, 외재  구속조건  함수

계를 용하여 라메트릭 모델링화 한 결과이다. 이 결과모

델에 한 물량은 CATIA의 성 측정 기능을 이용하여 산출

하 으며, 표 4에는 구성요소별 산출 결과  체 물량을 나

타내었다. 상교량 구조계산서에서 산출된 콘크리트의 총 

부피는 3755.952m3, 총 물량은 93,898.800kg으로 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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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 모델링 결과모델의 계산물량인 표 4와 비교할 때 결과모

델로부터 산정된 물량이 약 2.8%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무 엔지니어가 설계한 실제 교량 형상과 본 

연구의 라메트릭 모델링 방법으로 구 된 교량 형상간의 근

소한 차이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

한 FCM 교량 박스거더를 상으로 한 라메트릭 모델링 방

법은 기 설계단계에서 경간길이 변화에 따른 상부구조 형상

결정  물량산정 등의 작업에 용할 수 있으며, 모델링의 정

확성이 입증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CM 공법이 용된 교량의 기 설계단계

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 이고 복잡한 매개변

수 변경작업을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한 라메트릭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해 설계지침서 분석을 토 로 박스

거더의 종방향 형상변화에 한 매개변수를 추출하여 이들의 

계를 구속조건으로 정의하 으며, 정의한 구속조건을 용

한 라메트릭 모델링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경간장의 길이 

 매개변수의 변경에 따라 교량의 종방향 형상이 자동조정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모델에 한 물량산출 결과

와 상교량의 설계문서 상의 물량과의 비교를 통해 모델의 정

확성을 검토하 다. 본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필요 시 라메트

릭 모델링 기능을 확장한다면, FCM 교량의 기 설계단계에

서 설계변경 발생 시 는 유사한 교량에 한 설계 시 소수의 

변수 변경으로 련된 정보를 자동 수정함으로써 기존의 련

된 정보를 일일이 변경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는데 소요

되었던 시간과 노력을 여 기 설계단계에서의 설계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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