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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attempted that the standardization of the construction, globalization of the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an information oriented construction spread by setting a goal of the advanced 

construction industry and productivity increase of human resources within the country. Hence, it has 

been brought in the information oriented construction of BIM based technology for the field of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Korea.

The current study that examines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3D ; that is  BIM based programs 

of building equipment, and make better the problems of 3D building equipment system through the 

Pilot Test, indicates the way of growth development about the construction of building equipment 

process system.

Keywords: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3D CAD, Automated Building Equipment Design   

           System.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세계 으로 고층 빌딩, 인텔리 트 빌딩, 그린 빌딩 등 의 건축물은 형화, 복합화, 고층화  지능

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비설계의 의존도  비  한 증 되고 있다. 실내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

고, 에 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설계로 친환경 인 건물을 완성하기 한 엔지니어링 설계의 구 에 심이 

집 되고 있다. 국내의 건설산업에서는 건설사업 선진화와 기술인력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건설표 화, 건설

엔지니어링 로벌화, 건설정보화 확산을 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의 건축  설비분야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기반 기술의 건설정보화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다. BIM 기술은 2002년 

Autodesk 사에 의해 소개된 이후로 건축계획,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유지 리, 에 지 등 건설산업의  

분야에 범 하게 용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IM 기반의 3D 건축설비설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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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Test를 통한 3D 용성 여부를 검토하고 건축설비설계 로세스 시스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   방법

3D기반의 건축설비설계 로세스 시스템 개발을 한 선행연구로 BIM과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의 개념고찰과 BIM 기반의 건축설비설계 로그램에 한 3D 용성 검토가 필요하다. BIM 기반의 

3D CAD 건축설비설계 로그램은 표 으로 Autodesk사의 Revit Mep, Graphisoft 사의 ArchiCAD, 

Bentley사의 Microstation등이 있으며, 3D 객체기반으로 개발된 기계, 기설비용 로그램인 Revit Mep를 

선정하 다. Revit MEP는 건축설계 범용이 아닌 건축설비 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앙 공조실, 공조 기계

실 내의 기계설비에 한 3D 가시화를 통해 설계 검토, 배 과 덕트의 간섭체크  가상시공 시뮬 이션이 

가능하다. 한 내장된 계산 기능을 사용하여 덕트  배 에 한 조정/압력 계산 등이 가능하고, 덕트 경

로에 한 자동 라우  등의 일부 자동화 기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ilot test를 한 로그램으로 

Autodesk사의 Revit MEP로 선정하여 Pilot Test를 진행하 다. 

2. BIM

건물의 2D도면 설계는 건축, 구조, 기계설비, 기 등의 다양한 도면을 필요로 한다. 2D 도면은 기본설계

와 실시설계의 도면간 불일치로 인해 불필요한 공사기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단 이 있다. 반면에 BIM은 각

각의 객체 정보들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3D모델뿐만 아니라 빌딩과 련된 넓은 범

의 구체 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한, BIM은 각각의 객체가 물리 인 시설물의 구성요소들과 논리 인 

연 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료와 재질의 속성, 실의 속성, 물량산출, 스  등의 정보와 구조, 에 지, 환경 

등의 분석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BIM은 건물의 라이 사이클 동안에 포함된 모

든 정보를 생산하고 리하며 각종 도서를 즉각 으로 생성할 수 있는 통합도구로써 기하학  형상정보와 

속성정보를 연계하여 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IM을 AEC(architecture, Engeering, Construction) 뿐 만 아니라 자산 리를 포함하는 분야에까지 성공

으로 정착시키려면, 련 분야의 표  업무 차를 BIM에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지

역에서의 서로 다른 문분야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지역과 풍습이 서로 다른 국가간의 합의도 제되어야 

한다.

한편, BIM은 최종 으로 컴퓨터내부에서 구 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 사이에서 BIM의 

데이터가 서로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목 으로 개발된, 재 가장 유력한 데이터 모델이 IFC( 

Industrial Foundation Class이하) 이며, IFC기반의 설비자재  기기류에 상세 라메트릭 정보에 한 연구

도 필요한 실정이다. 

 

3. BIM 기반의 건축설비설계 로그램

BIM의 개념을 도입한 CAD 도구로서 국내에 소개 혹은 판매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ArchiCAD, 

Revit, Microstation 등이 있으며, 이 계열의 건축설비용은 각각 DDS-CAD, RevitMEP, Bentley 

Building Mechanical/Electrical System이 있다.

  각 프로그램의 주요 특성은 프로그램별 자료에 명시된 기능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건축설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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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용

로그램
Revit Mep ArchiCAD Microstation

주요기능

 - Parametric Modeling을 

   채택

 - 업기능 제공

 - 자동 3D 모델 생성

 - 기계 덕트  이  크기

   조정/압력 계산

 - 기계 시스템 검사

 - 건축성능  HVAC에 지

   분석

 - MS Office, Adobe사와 

   데이터 호환

 - 주거환경(일조, 조망, 향

,   통풍) 분석시스템

 - 업기능 제공

 - 자동 3D 모델 생성

 - GDL/API 기술을 이용한 

   솔루션

 - 3D 시공 공정 시뮬 이션

   을 통한 시공성 검토

 - 국제 산업 공조 표  

   라이 러리 내장

 - 자동 3D 모델 생성

 - 업기능 제공 

 - 시공  건물유지 리 기능

 - VBA Script 와 XML을

   이용하여 Customization 가능

 - MS Project등과 같은 

   로젝트 리 툴을 이용

   하여 Construction Simulation   

야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은 다른 설계분야에 비해 많이 정형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여기

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 프로그램이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군다나, 

BIM의 표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또 현시점에서 건축 설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세 프로그램

이 너무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들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표 1 BIM 기반 로그램의 주요 특성

4. Pilot Test

 4.1.  생배  자동연결 시연

그림 1은 K회  생기구의 오수 횡지 에 한 자동연결기능을 모델링 한 것이다. 메뉴 바에서 Pipe를 

선택하고 생기구의 심 과 속할 배 의 심 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배 이 형성되며, 연결될 배 에 

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자동연결에러  Show가 테이블에 출력되었고, Show의 자동에러검출을 통해 

문제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vit MEP의 2D 평면 Revit MEP의 3D 평면

  

 그림 1  생배  자동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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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배  간섭

그림 2는 K회  생설비도면의 화장실 부분에서 배 간섭을 3D로 나타낸 것이다. 2D 기반의 도면은 배

의 간섭이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3D 기반의 도면은 가상 시공화를 통하여 쉽게 확인 하

여 수정이 가능하 다. 이는 공사 에 배 의 간섭을 해결하여 시공율을 높이고 설계변경 감소로 인한 경비

와 시간에 한 감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었다. 

위생배관 간섭체크 수정 전 위생배관 간섭체크 수정 후

   그림 2 생배  Collision

4.3. Check Pipe Systems

그림 3은 K회  생설비도면에서 가상 시공화한 화장실 부분을 Check Pipe Systems을 통해 배 의 연

결상태를 검한 것이다. 컴퓨터 상에서 2D 기반의 도면은 여러개의 선으로 조합된 그림으로, 선의 연결에 

한 확인이 복잡했던 반면에, 3D 기반의 도면은 각각의 선 하나가 객체로 인식되어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

어 Check Pipe Systems과 같은 배 의 속성에 따라 유기 인 연결을 검하는 기능으로 복잡한 배  시스

템에 한 검이 가능하 다. 

재 국내에 용 가능한 Revit MEP의 라이 러리가 구축되지 않아 로그램 활용 기에는 각각의 객체

에 속성을 직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2D에 비해 많은 작업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한국형 

라이 러리 구축이 진행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단된다.

 

 

그림 3 생배 에 한 Check Pip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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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Inspecting Piping & Air Systems

그림 4는 3D 난방  덕트설비 도면에서 배   덕트계통에 한 Inspecting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D 기반의 도면은 배   덕트의 물리  흐름, 공학  계산에 한 속성을 나타낼 수 없었던 반면, 3D 

기반의 도면은 각 객체의 특정 속성을 통해 유체의 흐름과 유량, 풍속, 정압, 압력 손실에 한 정보의 확인

이 가능하 다. 이를 통해 덕트와 배 에 해 풍량  유속의 부하계산이 3D 모델링과 동시에 확인이 가능

하여 실제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체크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4 Inspecting Piping & Air Systems

  

에너지 분석 table 에너지 분석 Report 

그림 5 건물 에 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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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건물 에 지 분석

2D 기반의 도면은 공기조화장비의 선정에서 각 실의 부하계산을 통하여 용량을 결정했던 반면, 3D기반의 

도면은 입력된 각각의 속성에 따라 에 지 분석을 통하여 부하계산이 이루어진다.

그림 5는 가상건물의 에 지 분석을 나타낸 것으로 건물용도, 형태, 설비시스템, 지역에 따른 부하 값을 

용하여 분석하며, 포트 기능을 통해 각각의 실에 한 풍량  냉․난방부하의 확인이 가능하 다. 이를 

통해 에 지 효율 인 설계  시공이 가능한 반면, 에 지 분석용 데이터가 ASHRAE 설계 기 과 미국 환

경기 으로 작성되어 국내 부하계산용으로는 용이 국한될 것으로 단되며, 국내형 건축설비데이터에 한 

라이 러리 구축에 따른 용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5. 결 론

본 연구는 3D 기반의 건축설비설계 로세스 시스템 개발을 한 기 연구로서 BIM 기반의 3D CAD 

로그램을 용하여 Pilot Test를 진행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행된 건축설비설계의 3D 용에 한 Pliot Test 진행을 통하여 3D 활용분야 추가기능에 한 검

토가 필요하며, 기타 로그램의 특성에 해 정확한 비교  분석이 요구되었다. 

둘째, Pliot Test를 통한 자동연결, Check Pipe Systems, Inspecting Piping & Air Systems, 에 지 분석 

등의 기능에 한 용성 여부를 확인하 다. 이에 따라 형화, 복합화되고 있는 설비시스템에 한 시공율

을 높이고, 설계변경 감소로 인한 경비와 시간이 감될 것으로 단된다.

한, BIM 데이터를 이용한 엔지니어링 해석/시뮬 이션 기능 개발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한국형 설비장

비 라이 러리 구축을 통해 BIM기반의 건축설비설계 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건축설비 환경(열환경, 음환경, 공기환경, 빛 환경)에 한 시뮬 이션을 통한 건물 에 지 분

석을 해 건축설비설계 모듈에 한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나타났다. 향후 구체 인 계획수립을 통해 우

리나라 건설 산업뿐만이 아닌, 세계 인 기술 산업과의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해서는 요소기술의 개발도 함

께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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