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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countries have been developing BIM-based building code checking system and studies in

the utilization of Industry Foundation Classes (IFC) in building code checking. IFC is the open

standard of BIM format. Currently, there is a disadvantage that could not include all of the attri-

bute for th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nd there is the problem with the interoperability of the

different defined IFC approach between BIM software. This study focus on developing, derived

object and property by comparing through domestic regulation and IFC2x3 specification pro-

vided by the buildingSMART and classified review type depending on the interoperability of

derived information. According to classified review type, the IFC data structure was established

and property mapping contents were developed by including BIM software compatible informa-

tion and creating a type of review plan. When the developed property mapping contents are

applied into BIM-based building code checking system, checking of the BIM data generated

from various fields is made effective and thus improving the interoperability of information.

Key Words: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Code Checking, Industry Foundation Classes

(IFC), Interoperability, Property Mapping

1. 서 론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축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 활용은 건설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1]. 건설산업의 특

성상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단계별, 분야별 정보가

융합되어 구성되며, BIM기반 프로젝트의 경우 이

전 단계에서 산출된 정보와 현재 단계에서 요구되

는 정보가 융합되는 과정은 필수불가결하다. BIM

프로젝트 수행 시 건설산업 각 단계에서 다수의

BIM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며, 산출되는 데이터들

은 각기 다른 형태의 데이터 호환 방식을 갖는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분야별 참여자간

의 정보 교환이 어려우며 BIM 데이터 상호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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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2]. 다양한 BIM 소프트

웨어가 투입됨에 따라 산출되는 BIM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표준 포

맷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프로젝트 성공에 중요

한 요인이 된다.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는 다양한 설계

환경에서 생성되는 BIM 모델의 정보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위해 지정된 국제 표준으로, 특정 프로

그램의 포맷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BIM 소프트

웨어에서 활용이 가능한 포맷이다[3]. buildingSMART

국제연맹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IFC에 포

함할 수 있도록 Pset(Property Set)을 지원하고 있

으며[2], 건설프로세스에서 BIM 소프트웨어의 정

확한 IFC 파일의 상호운용성을 위해 IDM1

(Information Delivery Manual)과 MVD2(Model

View Definition)와 같은 표준 기술들을 개발 및 지

원하고 있다[4].

그러나 IDM, MVD를 포함한 IFC의 데이터 구

조는 미국과 유럽의 주도적으로 개발로 인해 국내

법규로의 데이터 활용이 어려우며[5],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buildingSMART 국제연맹에서

는 Pset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IFC

데이터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6], 표준화

되지 않은 Pset의 사용은 사용자와 BIM모델, 시스

템 사이의 정보호환성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7].

품질검토 연구는 BIM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건설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정보 및 오

류를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시공을 가능하게 하

며, 결과적으로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장 부각되는 연구

라 할 수 있다. 품질검토 연구 중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자국 내 다양한 법규 기준을 반영한

법규검토 연구이며, 해당 연구들은 개방형BIM 데

이터 표준 포맷인 IFC 내의 연계 정보를 활용한

건축법규검토 시스템을 개발하여 법규검토를 진

행하고 있다.

사용자의 법규 자의적 해석, 다양한 분야의 BIM

소프트웨어에서 산출되는 데이터 기준과 프로젝

트 단계별 요구 정보 기준간 연계성 부족, 데이터

변환 시 발생되는 BIM 정보 누락 등 혼재된 문제

로 인해 건축법규검토 시스템의 검토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규 분석을 통해 객체와

속성을 도출하고 도출된 객체와 속성의 IFC의 연

계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 규격 및 입력 방안에 대

한 속성 매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구축된 매

핑 체계를 활용하여 법규검토시스템의 IFC 데이

터 수용성을 높이고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BIM데

이터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적이다.

2. 이론적 고찰

2.1 데이터 호환 연구 분석

현재 BIM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타 소프트웨어

간의 정보 호환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포맷을 국

제 표준 포맷인 IFC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

내외적으로 데이터 호환과 관련하여 진행된 주요

연구는 IFC를 통한 각 BIM 도구 간의 정보 호환

정도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

이다.

데이터 호환의 이슈는 크게 BIM 소프트웨어 간

의 IFC 호환성과 IFC내 Property Set(이하 Pset) 확

장을 통한 호환성으로 나눠지며 해당 연구에 대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IFC 기반 BIM 소프트웨어

환경을 살펴보면 3D 객체 정보의 손실, 부정확한

정보전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2].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행연

구들은 기존 건축프로세스의 BIM 설계 프로세스

로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BIM 프로

그램들을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기존 프로그램들

간의 이슈를 조정한 IDM을 작성하여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IFC를 통한 개방형BIM 데이터들은 특정

소프트웨어에 한정되지 않고 상호운용이 가능하

지만 일부 형상정보 및 속성정보에 국한되어 IFC

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만으로 정보 호환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

해 선행연구들은 IFC 프레임워크 내에서 외부 속

1IDM: 건설 프로세스 상에서 일어나는 정보교환 방식 및 체계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
2MVD: IDM을 통해 도출된 IFC 정보 교환 방식을 프로그램 개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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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추가할 수 있게 사용자 정의 속성 집합(user-

defined property set)을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13].

2.2 법규검토 연구 분석

품질검토연구 중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자국 내 다양한 법규기준을 반영한 법규검토연구

이며, 해당 연구들은 개방형 BIM 데이터 교환 표

준인 IFC의 연계정보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을 통

해 법규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자국의 급배수설비 법규검토를

위해 LicA시스템을 활용하는데, Revit MEP와 같

이 다른 BIM소프트웨어와의 데이터 호환을 위해

IFC의 Pset과 추가 속성 정보 활용이 가능한

LicAXML 포맷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15]를 진행하였다.

또한 시공과정 중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검토를

위해 Revit, Navisworks, SMC, Tekla를 활용하여

작성된 BIM 모델을 통해 설계단계에서 고려되지

않는 안전장치와 비계 설치 규정 검토와 해당 장

치들에 대한 BIM 모델 자동화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16]. 

초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피난 법규에 대한 법

규검토를 위해 SMC(Solibri Model Checker)의 API

를 활용하여 룰셋을 개발하였고 피난법규 중 비상

용승강기와 피난안전구역 부문에서 IFC의 Pset을

활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17]. 또한 인허가법규

의 체크리스트 사례분석을 통해 검토할 항목을 도

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IFC의 Pset을 이용

하였고, 거실 판단에 사용된 부분의 경우는 임의

로 정의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으며[18], 자연어 형태

의 건축법규문장을 분석하여 건축법규의 객체 및

속성, 연관 기능을 분류하고 분류된 항목들을 시

스템 함수의 직전 단계인 Pseudo Code로 변환하

였다. 항목과 변환된 코드의 Web 기반 Database를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법규 검토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19].

2.3 현황 종합

현재 상용되고 있는 BIM 소프트웨어들은 소프

트웨어 간의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IFC포맷을 지원, 개발하였으나 각 소프트웨어별로

서로 다른 객체 및 속성 정의 방식, 라이브러리 구

성 방식 등으로 인해 IFC를 통한 정보교환 이후에

도 정보 손실 및 변경, 물량 변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량 구조물과 같이 IFC2x3

에서 지원하지 않는 정보모델을 구현하기에는 역

부족이며, 각기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구축된 BIM

데이터의 호환성 증진을 위해서는 모델링 작업 시

동일한 정의 방식, IFC 포맷 방식에 대한 사전 정

의가 필요하다.

법규검토 시스템에는 다양한 분야의 BIM 소프

트웨어에서 구축된 BIM 데이터-IFC파일을 기반

으로 운용되는 시스템이므로 검토에 활용되는 데

이터의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나 선행연구들

은 법규검토 시 대상에 대한 범위가 한정되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검토 대상에 대한 검토

기준이 IFC의 Pset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용자

Table 1 Research on IFC interoperability issues

구분 주요연구내용

BIM S/W와의

IFC 호환 분석

건축설계단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ArchiCAD와 Revit을 대상으로 생성된 BIM 모델의

IFC 뷰어 호환 여부 테스트[9].

ArchiCAD, Revit, Bentley를 기준으로 BIM 모델링 프로세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IFC2x3을

활용하여 각 프로그램 물량정보 교환체계를 분석[10].

BIM S/W를 통해 건축부재 BIM 모델을 생성하여 속성정보를 중심으로 호환성을 분석[2].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를 위한 IFC 속성정보 파악 및 해당 데이터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11].

도로분야의 BIM-IFC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도로 분야 IFC 변환기 소프트웨어 개발[12].

IFC내 P set 확장을 

통한 호환 분석

한옥부재 라이브러리 작성을 위해 IFC 내 Pset에 추가 속성 정보를 입력하고, 작성된 Pset 정

보의 ArchiCAD, Revit, Digital Project 간 정보 호환성 테스트[14].

강박스교의 정보모델링을 위해 교량 구조물의 구성요소에 따라 추가 Pset 정의를 하고, 정의

된 Pset에 따라 Revit 환경에서 데이터 호환 검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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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입력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BIM데이터와

법규검토 시스템 간의 데이터 호환성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게다가 법규검토 시스템의 개발에 있

어 각기 다른 포맷과 정보 표현방식의 상이로 프

로그램 사용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간의 혼란을 주

어 데이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프로

세스는 다른 설계 프로젝트나 타 분야로의 활용을

보장할 수 없으며 건축 전반의 법규검토와 BIM

정보의 호환성을 위해서는 개방형BIM 표준인 IFC

기반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FC국제표준에 따른 IDM,

MVD와 같이 개방형 BIM 데이터와 법규검토 시

스템 간의 속성 매핑 체계를 구축하여, 법규검토

시스템에 활용되는 BIM 데이터의 적용 방안과 시

스템 구축 시 사용되는 검토 기준을 정의하여 개

방형BIM 데이터와 법규검토 시스템간의 상호운

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3. 속성 매핑 체계 개발

3.1 정의

본 연구에서는 법규검토 시스템에 활용되는 속

성 매핑 체계의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련 건축인

허가 법규를 다루었다. 이는 건축인허가 법규를

대상으로 법규검토 시스템에 적용 시 기존에 발

생하던 설계 오류 및 불필요한 정보가 개선되며

이에 따라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공사비용 및 공기가 단축되는 이점이 발생한다.

또한 기존 인허가 과정의 복잡함으로 인해 발생

하는 민원을 법규검토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프

로세스를 단축시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

게 된다.

속성 매핑 체계는 BIM 모델 작성자와 법규검토

시스템 개발자 사이의 정보 규격을 정의해주며,

IFC 포맷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되는

포맷 간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또한 법규검토 시

스템에 사용되기 위한 BIM 모델에서 추출해야 할

데이터 정보와 해당되는 BIM 모델의 데이터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IFC 정보에 따른 BIM 모델

링 작성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PSet의 사용자 추가 속성 정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기준이 모호했던 대상의 객체와 속성을 매

핑하여 최종적으로 법규검토 시스템의 검토 신뢰

성과 개방형 BIM 데이터와의 상호운용성을 높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내 건축법규에는

존재하지만 IFC2x3 구조상 존재하지 않는 객체 및

속성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BIM 저작도구인 Revit을 바탕으로

샘플 검토 모델의 객체 및 속성에 대한 모델링 방

안을 제시하여 속성 매핑 체계에 따른 IFC 도출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검증

하였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objects and properties (ex.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81)

 (※객체, 속성, 매개변수, 외부조건, 「연관법규」)

항목
내용

항 호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법 제59조 제1항 제

2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

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 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

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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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성

3.2.1 대상 법규 분석을 통한 객체 및 속성

이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IFC2x3 데이터 구조와 국내 건축법규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로 건축과 관련된 객체와 속성을 정의하

고 있다. 또한 국내 건축법규의 경우 법규체계 특

성상 참조 관련법이 많아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도출된 기준으로 인해 객관적인 법규검토 시

스템의 활용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

내 건축법규의 구조 파악을 통해 객체와 속성을

분류하여 해당 분류에 대한 속성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예: Table 2). 

건축법규 문장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는 객

체, 속성, 매개변수, 연관관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때 분류기준은 2010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

부)에서 제시한 “건축분야 BIM 적용 가이드”의 기

준을 활용하였다. 해당 가이드에 따라 Fig. 1과 같

이 객체는 분야별로 건축객체, 공간객체, 설비객

체로 분류가 되고 객체 내의 속성에 따라 세부 분

류가 된다. 

건축객체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기초, 경사

로, 천장 등이 해당되며 공간객체는 구역, 특정실

에 대한 각종 공간의 범위를 뜻한다. 설비객체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활용되는 모든 공작물을 뜻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인허가 법규 중 화재안전기준

을 중점으로 다뤘으며 Revit2015의 MEP 라이브

러리 활용가능성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속성은 연관된 객체에 따라 형상속성, 물성속

성, 참고속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형상속성은 너

비, 높이와 같은 수치에 대한 매개변수와 관련된

속성을 뜻하며, 물성속성은 열관류율, 방화구조,

불연재료 등과 같은 객체가 지닌 성질과 관련된

속성을 뜻한다. 참고속성은 객체간의 관계에서 나

타나는 속성을 뜻하는데 개구부의 외기관계, 창의

조명설비 설치유무 등이 해당된다.

3.2.2 IFC2x3 데이터 구조와의 매핑

IFC 데이터 모델은 ISO-STEP 표준 데이터 모델

기술 언어인 EXPRESS로 정의하기 때문에

EXPRESS가 포함하고 있는 객체 지향의 개념을

그대로 따르며, 따라서 서브 타이핑을 통하여 하

위 객체들을 추가하여 모델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특화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IFC 데이터 모델은

정보모델에 기본 단위화 된 구조 및 건설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를 제공한다[6]. 이러한 IFC 데이터 구조 특성에 따

라 분류된 객체와 속성을 매핑한다.

매핑 시에는 3가지 Case가 발생하며, Case에 따

라 법규검토 시스템의 검토 시나리오가 생성된

다. 우선, Case 1는 법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객체

와 속성에 대하여 BIM 저작도구 Revit으로 작성

된 BIM 모델의 IFC 데이터 구조가 IFC2x3 데이

터 규격과 일치하는 경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가

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건

축객체들이 Case 1에 속하며, 검토시스템에서 검

토되는 BIM 모델은 IFC2x3 정보규격에 따라 데

이터 구조가 정의되어야 한다.

Case 2는 BIM 모델의 IFC 데이터 구조와 IFC

2x3 데이터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IFC2x3 데이터 규격은 존재하나 BIM 저

작도구의 IFC Export 기능 문제 등으로 데이터 변

환 시 검토에 필요한 객체와 속성 데이터가 호환

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BIM 모델 작성 방안 제시를 통해 검토에 필요

한 IFC 데이터 구조에 대한 사전 정의가 필요하

Fig. 1 Number of objects and properties by regulation

analysis Fig. 2 Mapping table about case 1 (ex.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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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se 2의 예시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불연재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하는 불연재료의 기준에 대

해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Revit에서 재료

를 뜻하는 Material 정보를 IFC 파일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IFC Parameters

Upgrade를 통해 생성되는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불

연재료 속성정보를 기입한다. Fig. 3은 Revit의 벽

에 대한 속성정보 창이며, 벽의 재질에 대한 불

연재료 여부에 대한 속성 기입 화면을 보여준다.

IFC Parameters Upgrade를 적용 시 Fig. 3의 박

스처럼 벽의 “매개변수(Parameter)” 항목이 추가

된다. 이 때, 항목 중 불연재료 사용여부를 뜻하

는 “Combustible” 속성의 체크박스를 해제하여

불연재료임을 나타낸다. Case 2의 BIM 모델 작

성 방안에 따라 작성된 IFC 데이터를 IFC 뷰어

프로그램인 IfcQuickBrower를 사용하여 변환된

IFC 데이터의 호환성을 검토하였고 “#227=

IFCPROPERTYSINGLEVALUE(‘Combustible’,

$,IFCBOOLEAN(.F.),$)” 값으로 IFC2x3 규격에 따

라 불연재료 속성에 해당하는 BIM 정보가 제대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대부분의 설비객체는 IFC Parameter

Upgrade를 Revit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BIM 모델

정보가 IFC2x3 규격과 다른 데이터 구조로 변환

이 된다. Fig. 4를 보면 설비 객체의 예시로 수조

(Tank)에 대한 BIM 모델의 IFC 데이터는 객체를

“IfcBuildingElementProxyType”으로 변환하지만,

실제 IFC2x3 데이터 규격에서는 “IfcTankType”이

라는 정의가 존재한다. 이 경우, 수조 객체의 속성

창에서 매개변수 “IfcExportAs” 혹은 “IfcExportType”

란에 “IfcTankType”을 기입하면 데이터 구조가 변

환되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주차장의 경우 “IfcSpace” 객체 내 “Pset_

SpaceParking”이라는 속성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IFC Parameter Upgrade를 활용한 데이터 변환이

나 “IfcExportAs”, “IfcExportType”의 데이터 변환

을 활용하여도 “IfcBuildingElementProxyType”으

로 변환 출력이 된다. 이 경우는 주차장의 공간명

을 “주차장(Parking)”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BIM

모델 방안을 제시하고 법규검토 시스템에서 주차

장 검토 시 공간명의 이름을 뜻하는 IFC2x3 데이

터 값 “주차장(Parking)”인 것을 검토하는 방안을

구축하였다.

Case 3은 법규에서 제시하는 객체 및 속성에 대

한 IFC2x3 데이터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Case 3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이 IFC 데이터 규격의 개발이 미국과 영국 중심의

주도적인 개발로 인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부

분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Pset을 통

한 일종의 IFC 규격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을 buildingSMART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

나 표준화되지 않은 Pset의 사용은 법규검토 시스

템에 있어 정보 호환성의 문제 야기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으며 법규검토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이 결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규 검토에 활

용되는 Pset의 명칭을 “Pset_KBIMS(본 연구의 명

칭)+□□□(상위속성명칭)”으로 정의하여 법규검

토에 활용되는 속성의 Pset명의 기준을 제시하여

추후 법규 기준이 추가될 지라도 데이터 명칭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Table 3은 Case 3에 해당하

는 속성들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Fig. 3 Noncombustible property input method 

Fig. 4 Different IFC data structures for th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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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성 매핑 체계 활용

4.1 시스템 검토 시나리오

법규검토 시스템은 다양한 BIM 저작도구에서

작성되어 추출된 IFC 파일을 기반으로 제시된 법

규에 따라 검토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법규검토 시

스템의 검토 시나리오는 제시된 속성 매핑 체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4가지의 Type으로 구

분된다.

Type 1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속성이 IFC2x3 데

이터 규격에 따른 변환이 가능하여 직접적 검토

시나리오를 뜻한다. 법규에서 제시하는 객체와 속

성은 일반적으로 IFC2x3 데이터 규격에 따라

“IfcElement”의 하위 Entity “IfcBuildingElement”

에 속한다. 반면, Type 2는 Type 1과 동일한 형태

이나 간접적인 검토 시나리오를 뜻하는 데, 데이

터 규격이 존재하는 단일 속성을 기반으로 프로그

램에 산식을 적용하여 검토를 진행한다. Table 4와

같이 해당 속성이 산식에 따른 Type 3는 Case 3에

따라 작성된 “Pset_KBIMS□□□”에 속하는 추가

된 속성을 검토하는 것을 뜻하며, 추가 생성된 데

이터 구조를 확인 후 Type 1과 Type 2로 재분류되

어 검토되는 시나리오를 뜻한다. 

작성된 검토 시나리오에 따라 법규검토 시스템

은 시스템 내 검토에 활용되는 매개변수 값과 검

토를 위한 산식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IFC 파일의

Table 3 PropertySet mapping table according to case 3

속성명 PropertySet Name Property Name Applicable Entities

불연재료

Pset_KBIMSMaterial

Combustible
IfcBuilding, IfcStair, IfcColumn,

IfcBeam, IfcSlab, IfcRoof

준불연재료 Semi-noncombustible IfcWall, IfcBuildingStorey

열관류율 ThermalTransmittance IfcRoof

단열재 Insulation IfcWall

난열재료 Retardant IfcWall

피난계단

Pset_KBIMSStair

EvacuationStair IfcStair

직통계단 DirectStair IfcStair

특별피난계단 SpecialEvacuationStair IfcStair

내화구조

Pset_KBIMSStructure

FireProof
IfcStair, IfcColumn, IfcSlab,

IfcBeam, IfcWall, IfcRoof

불연구조 Noncombustible IfcRoof

주출입구 IsMainEntrance IfcDoor

경계벽 PartyWall IfcWall

공기누설여부 AirLeakage IfcWall

과압방지장치
Pset_KBIMSEquipment

PreventOverpressure IfcDoor

야간단열장치 NightInsulation IfcWindow

경사도 Pset_KBIMSParameter Inclination IfcRamp

지구단위계획구역 PSet_KBIMSZone DistrictPlanning IfcZone

Fig. 5 Diagram of utilization of property mapping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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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4.2 BIM 모델 가이드

IFC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 전달 과정에서 데이

터의 누락 및 손실은 대체로 BIM 저작도구에서

나타나며, 다양한 참여자들이 BIM 모델 구축 방

법을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프로젝트 진

행 시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BIM 데이터

들의 원활한 상호운용성을 위해서는 BIM 모델 작

성 시 모델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조건 및 제약조

건에 대한 설정과 이슈에 대한 해결들이 포함된

BIM 모델 가이드가 필요하다[8].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모델 가이드는 BIM 데

이터 입력 기준과 BIM 모델 작성에 있어서 법규

검토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와 조건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BIM 모델의 공통적 요건

을 정의하여 제공하고 BIM 모델의 일관성을 확보

함으로써 BIM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한다.

BIM 모델 작성 환경이 되는 BIM 저작도구는 실

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Revit과 ArchiCAD

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BIM 모델 작성 공통

기준과 객체별 BIM 모델 작성 시 필요한 일반사

항과 특별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BIM 데이터 포

맷은 IFC2x3 포맷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BIM 저

작도구가 IFC4를 지원할 경우, 개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속성 매핑 체계는 이 가이드의 특

별사항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데 이는 가이드에서

는 사용자의 가이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객체를

우선 분류하고 해당 객체에 대한 속성 작성을 제

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4.3 법규검토 자동화 시스템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법규검토 자동화 시스템

인 KBim Assess-Lite는 BIM 저작도구에서 생성

한 개방형 BIM 모델(IFC)의 품질에 대한 규칙기

반 검토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법규 준수여부를 검토한다. 인허가 신청 이

전의 건축설계 과정에서 설계 중인 BIM 모델의

적법성을 사용자가 직접 수시로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인허가 단계

에서 법규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사전

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 

KBim Assess-Lite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속성

매핑 체계를 통해 제시된 검토 시나리오를 바탕으

로 구축되었으며, BIM 모델 가이드에 따라 작성

된 BIM 모델을 통해 검토가 진행되었다. KBim

Assess-Lite는 인허가법규 체크리스트를 검토 기준

으로 사용하며, 프로그램에서 검토 규칙을 반영하

여 해당 설정에 대한 규칙 스크립트를 대상으로

BIM 모델의 검토가 진행된다. Fig. 7은 KBim

Assess-Lite의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Fig. 7

의 가운데 화면은 실제 작성된 속성 매핑 체계에

따라 구축된 검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스프링클

러 헤드의 유효범위에 대한 법규검토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법규 체크리스트를 통해 헤드에 대한

관련 법규인 화재안전 10조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Fig. 6 Example of door according to guide (ver.

ArchiCAD 18)

Table 4 Examples of scenarios by type

Type Property Scenario

1
건축물

높이
① Ifcbuilding – NominalHeight 검토

2 건폐율

① Ifcbuilding – NominalArea 검토

(건축면적)

② Ifcsite – NominalArea 검토 (대지

면적)

③ 산식데이터검토 (건축면적/대지

면적x100)

3
내화

구조

① Pset_KBIMSStructure – FireProof

검토

4 단열재

①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

(KBIMS 라이브러리) “성능-단열재

사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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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객체와 속성은 속성 매

핑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법규검토 시스템 내의

알고리즘을 통해 객체 ‘헤드’와 속성 ‘유효범위 최

대값 2,300 mm’를 검토한다. 이 때 검토에 사용되

는 BIM 모델은 IFC 데이터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되었던 BIM 모델 가이드를 기준으로 작성하

였다. 법규검토 시스템과 검토에 사용되는 BIM 모

델은 동일한 IFC 데이터인 IfcFireSuppression

TerminalType (Applicable Entity)-Pset_Fire

SuppressionTerminalTypeSprinkler (Pset_Name)-

CoverageArea (Property Name)를 가지며 검토를

통하여 BIM 모델의 CoverageArea 값이 2,300 mm

초과인 경우에는 “F”, 2,300 mm 이하인 경우에는

“T”로 평가되어 최종적으로 Fig. 7의 오른쪽 하단

에 위치한 선택된 법규항목의 검토결과 목록에 적

합(T), 부적합(F)를 나타낸다.

5. 결 론

현재 건설산업의 BIM 도입기를 거쳐 BIM 활용

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BIM 모델의 설계품질검

토의 당위성과 필연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인허가 단계의 BIM 모델 활용 적용으로 인

해 법규검토는 필수적인 행정 요소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와 검증 결과의 신

뢰성 확보가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BIM

데이터와 법규검토 시스템 간의 객관성과 신뢰성

을 위해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IDM/

MVD와 같이 IFC에 따른 속성 매핑 체계를 제시

하였다. 국내 화재안전 중심의 인허가 법규를 분

석하여 국제표준 데이터 규격인 IFC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객체와 속성을 매핑하고 매핑되는 Case를

분류하였다. Case 별로 법규검토에 활용되는 IFC

데이터 구조를 정리하고 IFC 속성 확장 기능을 사

용하여 국내 인허가 법규에 해당하는 객체와 속성

에 대한 IFC 확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인허가 법규에 대한 속성 매핑 체계를 구축

하고 이를 토대로 법규검토 시스템 내의 검토 Type

별 시나리오, BIM 모델 작성 가이드를 제시하였

고 법규검토 자동화 시스템인 KBim Assess-Lite

를 통해 법규검토 검증을 하였다. 국내 인허가 법

규에 적합화 된 속성 매핑 체계는 법규 검토 시스

템과 BIM 모델간의 데이터 기준에 대한 사전 약

속을 통해 기존에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을 줄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

게 된다. 이에 따라 법규 검토에 대한 객관적인 결

과를 도출하여 설계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속성 매핑 체계는 국가 법령정

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축 인허가 법규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개정되는 법규에 대

한 대응이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간

접적으로 인허가 법규와 관련성을 가진 자치법규

및 조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방향

으로는 현재 제시된 속성 매핑 체계를 데이터베이

스화하여 법제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을 통해

변경 및 추가되는 법규에 대한 개발과 이에 대한

검토 시나리오 및 BIM 모델 가이드 작성이 고려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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