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3D객체기반인 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이하 BIM)에 해 심이 증가하

기 시작했다. 하지만 BIM도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실이며 특히 통 인 정보교환 방식에서의 

BIM을 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재 국내에 활용되는 자도면 표 지침에는 BIM도입

에 필요한 2D표 에 한 내용은 없으며, BIM소 트웨어들도 이 부분에 해서 충분히 커스터마이징 되

지 않았다. 이는 BIM과도기에 2D도면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원할한 BIM도입을 해서 반드시 그 안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BIM 도입 시 국내 2D 자도면표 을 고려한 BIM 모델에서의 

원할한 2D도면추출에 해 Template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도면표 의 기 은 “건설CALS/EC 

자도면 작성 표 ”에 근거 하여 표 기   데이터 작성기 을 Template 일에 용 시켰으며, 이 후 

실험을 통해 BIM 도입 시 효율 인 도면 생산의 가능성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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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자도면표 을 고려한 BIM모델에서의 2D도면추출에 한 연구

A study on extracting of 2D Drawings from BIM Model which 

consideration of Korean Standard of the CAD 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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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업 반의 생산성 증가율 하에 한 문제와 설계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설

계(Sustainable Design), 자유로운 디자인의 형태와 환경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

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 3D객체기반인 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이하 BIM)에 해 심이 증가

하기 시작했다. 국내의 업체에서는 이미 내부 으로 검토 이거나 로젝트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 하지

만, 부분의 업체들은 BIM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실이다. 여기에는 비용, 교육, 업무

의 변화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 발생되는 일반 인 문제 외에도 건물의 생애 주기 동안 주요 정보교

환 수단으로 아직까지 2D도면이 사용되고 요구되기 때문에 BIM기반 작업 시 2D도면 산출을 한 추가

인 부담이 발생한다. 

재까지 알려진 BIM소 트웨어들은 3D 형태의 정보모델로부터 2D 자도면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도면 작성에서도 오류의 최소화, 도면작성의 정확성  효율성을 기

하 으나 몇 가지 문제 이 있어 BIM도입이 늦춰지는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해 

재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 이며, 그 사례로 우선 재 국내에서는 3D 모델에 한 제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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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D 정보 모델에서 2D도면 추출에 한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에 해 권오철외 1인은 BIM환

경에서의 2D도면 표  발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 다.(권오철과 조찬원,2008)  그리고 국내 업계의 도

면 작성 행상 복표   불필요한 복잡한 표기 사항등을 도면에 포함함으로 인해 BIM 모델에서 2D

도면 추출 시 도면표 에 상당한 시간이 소비된다는 에 해서 채갑수외 6인은 이를 해 도면 표기의 

간략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한 방안을 사례와 함께 제시 하 다.(채갑수외 6인,2008) 

그 밖에도 재까지 알려진 BIM소 트웨어들이 국내도면 작성 행에 맞게 충분히 커스터마이징 되지 

않아 BIM도입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 국내외 2D도면표  황에 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BIM디자인 

툴에서의 2D 도면추출에 효과 인 방법으로 Template 일을 제안 한다. 한 실험을 통하여 그 가능성 

 문제 을 도출 하고자 한다. 

2. 국내외 도면표 황 

2.1. 국내 도면 표 황

건설CALS/EC 자도면 작성 표 은 국토해양부(前 건설교통부)에서 건설CALS/EC사업으로 1990년

부터 진행 되어 왔으며 재 버  1.2까지 개발, 공표 되어있다. 하지만, BIM도입에 필요한 2D표  요소

를 반 한 내용은 없으며, 다만 제 3차 건설 CALS/EC표  기본 계획안에서는 표 화 부문에 3차원 설

계 정보 등 국제 표 을 기반으로 한 건설 정보 표 모델 개발을 포함하고 있어 추후 이 분야에 한 연

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망된다.

지자체의 경우 국토해양부(前 건설교통부) 주 으로 개발  운  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에 

의해 도면 데이터를 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

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검사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의  과정을 자 으로 처리하고,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 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이며, 사용주체  목 에 따라 “건

축분야 자설계도서 작성기 (안)”과 “건축인허가용 자설계도서 작성  편람(안)”의 자설계도서의 

표 체계를 개발 하 다.(www.eais.go.kr,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여기에서는 건설CALS/EC표 을 기본

으로 사용하 으며 3D 모델에 한 표 은 나와 있지 않으며, 민간의 경우 한국건축가 회에서 건설

CALS/EC 자도면 작성 표 을 근간으로 “건축도면공동표 화지침”을 개발하여 보 하고 있다.(권오철,

조찬원,2008) 재 국내에 알려진 도면표 은 각자 사용목 에 따라 조 씩 다르나 그 근간은 “건설

CALS/EC 자도면 작성 표 ”에 두고 있으며, 아직까진 BIM도입에 필요한 2D표 요소를 반 한 내용

은 없다.

2.2. 국외 도면 표  황

ISO의 도면 정보표 련 내용은 ISO 13567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 Organization and 

naming of layer for CAD로서 이어 코드체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IBS에서 

Construction Specification Institute(이하 CSI), Department of Defence(이하 DOD), AIA등의 표 을 통

합하여 US National CAD Standard(이하 NCS)를 만들어 보 이며 2008년 1월 v4.0을 공표하 다. 내

용으로는 도면번호 목록, 이어 목록, 심벌 목록, 선 종류, 테이블, 도면 약어등을 포함하고 있다. GSA의 

경우 3차원 BIM에 한 지침으로 GSA BIM Guide (2006.11)와 2차원 도면 지침으로 PBS CAD 

Standards (2004.3)을 사용하고 있어 2차원  3차원 지침을 모두 용한 사례이다. 여기서 2D 표 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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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도면 정보 

작성 표

표 기
도면양식, 표제란, 폰트, 

선 스타일, 선 패턴, 선 두께

데이터 작성기 이어 체계, 도면번호체계

 표 1 건설CALS-EC 자도면 작성 표   검토 상내용

본 으로 NCS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권오철,조찬원,2008)  

3. BIM모델에서의 2D 도면을 추출 방안(Template)

3.1. Template 일의 작성 기   범

  BIM의 효과 으로 도입하려면 3D모델과 2D모델간의 역할을 규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표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동시에 아직 BIM도입을 한 제도  장치, 특히 도면에 한 표 이 마련되지 않은 상

태에서는 BIM모델에서 추출한 도면을 자도면 표 에 부합된 일로 최 한 자동생성 될 수 있도록 그

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IM도입 단계에서 원할한 2D도면 추출을 한 

Template 일을 제안한다. Template 일을 작성하기 한 기 은 재 국내의 2D 자도면의 표 은 

부분 “건설CALS-EC 자도면 작성표 ”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건설CALS-EC 자

도면 작성표 ”의 도면 정보 작성 표   표 기 과 데이터 작성 기 을 기 데이터로 하고 사용된 

BIM 소 트웨어는 Autodesk사의 Revit Architecture2009(이하 Revit)를 사용하 다.   

  

3.2. Template 일 작성  검토.

그림 1 Template을 이용한 BIM모델에서 2D도면 추출 로세스 

Template 일을 작성하기 해 표 기 은 크게 개체(Entity)와 객체(Object)로 분류 하여 검토 하도록 

한다. “개체(Entity)라 함은 도면상의 물리  표 을 한 , 선, 면 등으로 구성된 CAD 는 데이터요소

를 말하며, 객체(Object)라 함은 하나이상의 개체와 그 내부  속성 등으로 구성된 CAD데이터 요소로서 

단지 물리  형상뿐 아니라 시설물에 한 기획, 설계, 시공, 유지 리, 련 업무에 활용 목 에 부합하

는 의미 있는 정보를 내포한다.”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2008,건설CALS/EC 자도면 작성 표  V1.2)  

즉, 폰트, 선 스타일, 선 패턴, 선 두께는 개체로 분류하여 용하고 도면양식과 표제란은 객체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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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용한다. 객체부분 즉, 도면 양식과 표제란 부분은(이하 타이틀 블록) 가로포맷(H)과 세로포맷(V)과 

용지크기(A0∼A3)조합에 따라 총 8개의 객체라이 러리(패 리)로 작성 하 다. 개체부분의 폰트는 도면 

일 용 꼴인 SHX 꼴과 건설기술연구원의 KOSDIC.SHX 꼴을 도면 일 표  꼴인 ‘돋움’으로 맵

핑하 으며,  선두께는2D 자도면 표 과 Revit에서의 최소단 가 다른 문제 이 있었다. 즉, 2D 자도

면 표 에서의 가장 작은 선 두께 값은 0.06mm이며, Revit에서의 0.075mm이다. 따라서 표 에서의 최소

값 0.06mm에 한 Revit에서의 0.075mm의 비율로 용하 다. 

BIM은 기본 으로 3D객체기반 심이며, 이러한 3D객체기반은 2D도면 추출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부

분은 에 하나로 데이터 작성기 에 한 부분이다. 특히 Revit에서는 이어체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

며, 2D 도면(DWG 일)추출 시 해당 객체들의 이어 이름을 설정 할 수 있는 방법만 마련되어 있다. 따

라서 객체와 이어의 계에 해 분석이 선행 으며, 이에 맞추어 건설CALS/EC 자도면 작성 표

의 이어 목록(부속서2)  일부를 검토하 다. Template을 이용한 2D 도면추출에 한 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4. 결론 

Template 일을 이용한 2D 도면 추출 결과 국내 자도면 표 에 부합하는 이어 이름  색상의 추

출이 가능하 으며, 타이틀블록 작성  도면 목록을 탑재 한 것은 실무 용 시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BIM 툴의 도면 작성을 한 Template을 작성하여 BIM도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부분

 2D 도면추출에 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한 원할한 2D 도면추출을 하려면 객체 라이 러리 제

작에 필요한 지침이 선행되어야 하는 을 악하 다. 를 들어 BIM에서의 객체 라이 러리(특히 창, 

문등) 제작 시 상세수 을 고려하여야하며 객체를 이루는 각각의 선들은 2D 도면 추출 시 이어와 직

인 계를 맺고 있어 지침을 통해 효과 으로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BIM 객체에 한 지침을 

통해 다양한 객체들이 축척되고 이를 토 로 템 릿을 작성하여 2D 도면추출에 효율 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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