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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설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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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기반
BIM 라이브러리작성



Lorem Ipsum Dolor Sit슬릿케이슨 모델링 자동화
슬릿케이슨이란?

슬릿및무공케이슨, 철근 콘크리트로제작된상자

모양의것으로서부양식독(dock)이나육상에서제작되고
해상에서는예항선을또는 기준기선에의해 현장에운반되는
구조물로써방파제또는 안벽 본체로활용된다.

슬릿케이슨 (Slit caisson)

무공케이슨< 출처 : 부산항만공사, 항만건설교육용자료집>

케이슨방파제 케이슨식안벽



Lorem Ipsum Dolor  Si t슬릿케이슨 모델링 자동화
Revit을 통한 슬릿케이슨모델링

Revit, 구조물의형상이복잡할수록매개변수적용이어렵고, 
현장에맞게 다양한조건을충족하기곤란함



Lorem Ipsum Dolor Sit슬릿케이슨 모델링 자동화
Dynamo와 엑셀을통한 슬릿케이슨모델링

Dynamo, 격실 폭, 너비, 개수, 헌치 크기 등 다양한형상의
케이슨모델을자동으로생성할수 있음

케이슨형상정보
데이터로딩

구조물 3D 모델링

Dynamo 스크립트

작업순서
1) 케이슨 격실 모델링
2) 슬릿 모델링
3) 연결부 모델링
4) Solid 및 Void 객체 결합
5) 속채움재모델링



Lorem Ipsum Dolor Sit슬릿케이슨 모델링 자동화
Dynamo와 엑셀을통한 슬릿케이슨모델링

케이슨형상정보
데이터로딩

구조물 3D 모델링

1) 엑셀 데이터 불러오기 및 정리 2) 케이슨의 형상 데이터를 통한 모델링



Lorem Ipsum Dolor Sit슬릿케이슨 모델링 자동화
Dynamo와 엑셀을통한 슬릿케이슨모델링

케이슨형상정보
데이터로딩

구조물 3D 모델링

Python 노드를활용한케이슨모델링

Revit API

경로, 상단 프로파일, 하단 프로파일

헌치보이드(Void) 모델

격실보이드(Void) 모델 케이슨외형모델

2D profile 1 2D profile 2Sketch path



Lorem Ipsum Dolor Sit슬릿케이슨 모델링 자동화
Dynamo와 엑셀을통한 슬릿케이슨모델링

엑셀데이터관리

Main Sheet Report Sheet

input Sheet



Lorem Ipsum Dolor Sit슬릿케이슨 모델링 자동화
Dynamo와 엑셀을통한 슬릿케이슨모델링

엑셀기반 Data

• 매개변수입력
• 데이터정리
• UI활용 ( Dynamo node, Dynamoplayer
또는 Python기반 Window form)

엑셀의실무활용도반영
- 데이터 정리, 보관 등 데이터

관리의 엑셀 기능 활용
- 다량의 매개변수에 대한 입력, 

검토, 수정 용이
- 기존 엑셀기반 설계 성과품

활용 및 작성 가능

엑셀 VBA를통한 UI 개선
- 기존 Dynamo,  DynamoPlayer및

Python를 통한 UI의 제한적인
활용성을 극복 가능

-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UI 생성에 용이함

입력정보 (예, 구조물 제원 등)

출력정보
(예, 케이슨 수량산출)

1

2

BIM 라이브러리 생성

유형별 케이슨 라이브러리 제공

유형별 케이슨 라이브러리 개발 패키지 제공

케이슨유형별
라이브러리 Data Sheet 제공



BIM 라이브러리 유형 자동 생성 및 속성정보 입력
라이브러리규격별유형 자동 생성

 제품규격

테트라포드, 방파제또는 방조제의침식을
방지하기위해 사용하는다리 네 개 달린
콘크리트블록

.



BIM 라이브러리 유형 자동 생성 및 속성정보 입력
Revit에서객체의회전

Dynamo의 Importinstance.geometry 노드 객체의 좌우, 상하 회전 가능

테트라포드를 구성하는 객체를
결합하면 모델 깨짐 현상 발생

Family 편집기에서작성된 모델은
회전에 대한 제약 존재



BIM 라이브러리 속성정보 및 유형 자동 생성
라이브러리속성정보자동 입력(공유매개변수및 사용자정의매개변수)



BIM 라이브러리 속성정보 및 유형 자동 생성
라이브러리속성정보자동 입력(공유매개변수및 사용자정의매개변수)

공유매개변수 – 항만속성분류정보

사용자정의속성정보



Dynamo기반
BIM 라이브러리배치



BIM 라이브러리 배치 자동화
블록(Tetrapod) 자동 배열 – 경사단면에 2단 배치

테트라포드, 지형 조건에따라 규칙적인배열 형태를갖는다.

제체사석

<출처 : 해양수산부, 2014 항만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



BIM 라이브러리 배치 자동화
블록(Tetrapod) 자동 배열 – 경사단면에 2단 배치

테트라포드 라이브러리 배치 패키지1

수직 기준선(index = 0)

수평 기준선(index = 3)

Step1_배치 기준선 위치 확인.dyn



BIM 라이브러리 배치 자동화
블록(Tetrapod) 자동 배열 – 경사단면에 2단 배치

테트라포드 라이브러리 배치 패키지

수평 및 수직 기준선

2 Step2_경사면에 테트라포드 2단 배치.dyn



BIM 라이브러리 배치 자동화
블록(Tetrapod) 자동 배열 – 경사단면에 2단 배치



BIM 라이브러리 배치 자동화
블록(Tetrapod) 자동 배열 – 곡면에배치

테트라포드 라이브러리 배치 패키지

1 곡면에 테트라포드 배치하기.dyn

2D프로파일 스윕



BIM 라이브러리 배치 자동화
블록(Tetrapod) 자동 배열 – 곡면에 2단 배치



BIM 라이브러리 배치 자동화
지형 단면의높낮이에따라 말뚝 길이 자동 설정 및 배치

BoudingBox

수직, 수평 그리드의 교차점 교차점에서상,하단 BoudingBox를
관통하는 교차선

교차선과 상단 및 하단면과의교차점 상단 및 하단면 교차점의 거리값으로말뚝길이 설정 및 배치



BIM 라이브러리 배치 자동화
지형 단면의높낮이에따라 말뚝 길이 자동 설정 및 배치



BIM 라이브러리 조합을 통한 BIM 설계
항만 BIM 라이브러리를활용한안벽 모델링

CAD 및 선형 importing
( 기술콘텐츠 활용)

준설 및 사석 모델링
(기술콘텐츠 활용)

라이브러리배열
(케이슨, 콘크리트 블록 등)

안벽 모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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