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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project on developing Finish Drawing Automation 

System. The system aims to improve efficiency of the BIM-based estimation, which is realized by 

automatic derivation of three-dimensional geometry models of the finish details. First, overall workload 

differences between the drawing-based estimation methods and the BIM-based methods are analyzed. 

Second, an automated finish detail design method is proposed as a time-saving measure for the 

BIM-based estimation, as manual modeling accounts for the most time spent in the model-based 

estimation process. Finally, the proposed system is evaluated using a case of washboar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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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마감설계자동화 필요성

정보화 기술의 발 에 따라 건설 산업의 정보화가 지속 으로 발 해 오고 있으며, CAD 분야 한 과거 

2D를 시작으로 3D를 넘어서 최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BIM이란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정보의 사용  재사용과 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건설 로젝트 생애주기 반에 걸

쳐 생성되는 정보를 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이강 2006) 이러한 BIM의 용은 비용 감, 공기단축에 

을 맞추어 연구  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궁극 으로 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건설 

로젝트의 구조, 시공, 설비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연구  상용 로그램들이 출시되고 있다.

견  분야에서도 Vico Software사의 Estimator, TOCOMAN 사의 Tocoman Quantity Manager, 

Nemetschek의 Cost to Design 등 다양한 시스템이 국외의 BIM 선진국을 심으로 개발되어 사용이 확장되

고 있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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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는 국외에서 개발된 시스템  일부를 국내에 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연구 는 pilot 차원

에서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국외에서 개발된 3D 

기반 물량 산출 로그램은 2D 기반 견 보다 정확성  활용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견  방식 

 리 체계를 반 하고 있지 않아 국내 건설 로젝트에 활용되기 어려운 문제 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최철호 2006, 김성아 2007) 즉, 이러한 문제는 국내 견 방법이 국외 견 방법과 달리 부분 시공

되는 각 자재마다 정미량을 산출하는 견 의 방법의 상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모델링 방법, 견  체계 개선, 새로운 로세스의 도출  용 등 다양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국내 용을 한 방안들 에서 기존 로그램들에서 제시한 체계를 활용하기 해서, 우선 으로 고려

될 수 있는 것이 설계단계의 BIM이 아닌 정미량 견 을 고려한 별도 BIM 생성을 하는 것이다. 정미량 산출

을 한 별도의 BIM 모델링 작업은 거의 모든 부재  자재를 모델링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비용

이 발생함으로서 활용에 한계를 가진다. 기존 2D기반 견 보다 정확한 물량 산출  3D 모델링으로 인한 시

공성 검토, 간섭 체크 등의 별도 효과가 있음에도 작업 시간과 비용에 한 한계로 인하여 국내 용이 활발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M 기반 물량 산출을 해 필요한 모델링 작업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서, 

모델링을 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마감자재를 상으로 마감자재의 3D 모델링을 자동화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마감설계자동화 개발

2.1 마감설계자동화의 개념

건축 마감자재 에서 포인트 벽지, 아트월과 같이 공간의 특정 부분에만 설치되는 마감재를 제외하면, 보

통 마감재들은 해당 실을 따라 동일 타입의 마감재로 마무리 된다. 실 는 공간의 성격이 서로 유사한 경우

( 를 들어, 사무실1과 사무실2 는 여자화장실과 남자 화장실 등) 다른 공간이지만 동일한 타입의 마감재

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건축 마감재의 성격을 살펴보면 마감재를 3D로 모델링하는 경우 작업자가 

반복 으로 드로잉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다.

BIM 기반 마감 물량 산출의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기 하여 제안된 마감설계자동화는 작업자가 3D 드로

잉을 함에 있어서 반복되는 작업을 이는 것이다. 작업자가 공간(실)의 형태를 결정 하는 골조나 칸막이벽

을 선택한 후, 마감자재의 속성을 입력하고 모델링 규칙만 정의하면 해당 공간의 마감재 체가 자동으로 모

델링되는 것이다. 기존 BIM 기반 물량 산출에서는 작업자가 마감자재 하나씩 따로 드로잉을 하 다면, 마감

설계자동화를 통하여 작업자가 드로잉 하는 과정에서 반복 작업을 임으로써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단축하

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감설계자동화는 마감 모델링 자동화라고도 할 수 있다.  

건축 마감재 모델링의 경우 다른 객체의 모델링과 마찬가지로 두께, 높이, 단면의 종류 등을 선택해야 하

는데 이러한 입력사항들을 마감자재 속성이라 한다. 한, 모델링 규칙(Drawing Rule)이라 함은 공간의 형태

를 결정하는 골조, 칸막이벽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개구부에 따른 마감재 처리 방법을 말한다. 개구부에 따

른 마감재 처리 방법에는 골조나 칸막이벽의 개구부와 상 없이 마감재를 모델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 로 개구부가 있는 치에 마감재를 모델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마감자재 속성 입력과 모델링 

규칙(Drawing Rule)을 통해 건축 마감자재들의 모델링이 자동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감설계자동화의 

자세한 내용을 그림1에서와 같이 도식화하여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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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감설계자동화 WorkFlow

2.2 마감설계자동화 시스템의 로토 타입 개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마감설계 자동화 시스템의 용 가능성 검토를 해 마감재 에서 걸 받이를 상

으로 로토 타입의 시스템을 개발하 다. 아래 그림2에서부터 그림5까지는 마감설계자동화로 걸 받이를 모

델링하는 화면이다. 걸 받이는 어떤 경우에서든 마감자재의 크기가 동일하며, 모델링 규칙 한 문이 있는 

곳은 걸 받이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본 시스템에서는 마감재속성과 모델링 규칙을 로그램 

내부에 입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마감재 속성과 모델링 규칙을 입력하는 과정은 제외되어 있

다. 

그림 2. 드로잉에 기준이 되는 벽체 선택

 

그림 3. 내부기준점을 설정하는 메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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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내부 기준점 선택 후

 

그림 5. 3D 상에서 걸레받이 모델링 확인 

개발된 로토 타입 시스템은 작동 방식은, 먼  그림 2에서처럼 마감설계자동화의 첫 단계는 작업자가 

마감재 드로잉에 기 이 되는 벽체(골조나 칸막이벽 등)를 선택하고 (마감재 드로잉에 기 이 되는 벽체가 

없는 경우 골조나 칸막이벽 등을 모델링하여 선택하거나 마감재 드로잉에 기 이 되는 선을 모델링하여 해

당 선을 선택하면 됨), 마감재 드로잉에 기 이 되는 벽체를 선택하고 걸 받이 마감설계자동화를 실행하면 

그림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공간의 내부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개발되었다. 이 때 작업자는 선

택한 벽체가 이루는 내부 공간 에서 임의의 지 을 클릭하면 내부 공간의 벽을 따라 걸 받이가 모델링 

되는 것이다.(그림4) 모델링된 걸 받이를 3D에서 확인해보면(그림5), 문이 있는 곳에는 자동으로 걸 받이가 

모델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감설계자동화가 실 되기 에는 걸 받이를 모델링하기 해서 작업자가 마감재 드로잉에 기 이 되는 

벽을 따라 하나씩 모델링해야 했으며,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문이 있는 곳은 걸 받이를 모델링하지 않거나 

모델링한 후 제거하는 수정작업을 해야 했다. 하지만 마감설계자동화는 기존의 차를 간소화 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걸 받이를 모델링하 다. 따라서 마감설계자동화는 건축 마감재 모델링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것이다.

4 . 마감설계자동화 시스템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마감설계자동화 시스템 검증을 하여 24평형 아 트 단 세 에서 걸 받이를 모델

링하는데 소요되는 작업 시간을 비교 하 으며, 이를 토 로 24평형 단 세  체 마감재의 모델링을 자동

화할 경우 작업시간을 추정해 보았다. (표1) 24평형 단 세 에서 마감 물량 산출을 해 모델링한 마감재의 

개수는 총 428개이고 이 에서 걸 받이 모델은 42개이다. 즉, 24평형 아 트 단 세  마감재 모델링에서 

걸 받이 모델이 차지하는 비 이 9.81%(42/428*100=9.81)인 것이다. 

기존 BIM 기반 마감 모델링에서는 작업자가 모델링할 마감재의 기 이 되는 벽체를 따라 하나씩 모델링

하 으며, 이러한 기존의 모델링 방식으로 걸 받이를 모델링할 경우 작업시간이 30분 소요되었다. 그러나 

로토 타입 시스템으로 개발한 마감설계자동화를 이용하여 걸 받이를 모델링한 경우 작업시간은 10분이 

걸렸으며, 걸 받이를 모델링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드로잉에 기 이 되는 벽체를 선정하는 시간과 모델링 

된 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부분이었다. 걸 받이를 모델링하는데 마감설계자동화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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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델링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작업시간이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존 모델링 방식으로 24평형 단 세 의 마감 물량 산출을 해 단 세  내 모든 마감재를 모델

링하는데 소요된 작업시간은 25시간이었다. 만약 모든 마감재를 상으로 마감설계자동화가 실  된다면, 24

평형 단 세  마감 물량 산출을 한 모델링 작업시간은 10시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걸 받이 모델링 

시간이 기존 모델링방식보다 마감설계자동화를 이용한 방식이 3배가량 차이가 남에 따라 단 세  내 모든 

마감재를 모델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작업시간이 3배가량 차이가 나겠지만, 걸 받이와 같이 하나의 공간에 

동일한 패턴으로 모델링되지 않는 마감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경우를 반 하여 마감설계자동화를 이

용한 단 세  내 모든 마감재를 모델링하는 경우의 작업시간을 10시간으로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BIM 모델링 방법보다 마감설계자동화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이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단축

시킴에 있어서 더 효율 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걸레받이 단위세대 내 모든 마감재

모델링한 객체의 개수 42개 428개

작업시간

기존 모델링 방법 30분 25시간

마감설계자동화를 

이용한 방법
10분 10시간

표 1. 24평형 아파트 단위세대를 모델링한 경우 작업시간 비교

5. 결론

 

상용화된 국외의 BIM 기반 견  로그램은 2D 기반 견 보다 정확성  활용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견  방식에 맞는 정미량 산출을 한 별도의 BIM 모델링 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함으로서 

활용에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정미량 산출을 한 BIM 모델링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해 건축 마감재 모델을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마감설계자동화 시스템을 제안하 다. 한 마감설계자동화의 

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해 건축 마감재 에서 걸 받이를 상으로 마감설계자동화 로토 타입 시스템

을 개발하 다. 이 로토 타입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 트 단 세  사례를 통해 기존 BIM 기반 물량 산출

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마감설계자동화 시스템의 작업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체 마감설계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되었을 때의 작업시간을 추정하여 마감설계자동화의 효과를 검증하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마감설계자동화 시스템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토 로 국내 견  방

식에 합한 BIM 기반 마감 물량 산출시 요구되어지는 별도의 BIM 모델링 작업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감설계자동화의 범 를 넓 야 할 것이다. 모든 건축 마감재의 BIM 모델링 자동화가 이루어질 때 

국내 건설 로젝트에서도 BIM 기반 물량 산출이 극 활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견  분야도 건설 산업의 

정보화에 맞추어 발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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