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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obligation of BIM application, the guidelines of energy simulation 

based on BIM are being presented. Although there is the advantage to minimize the 

error in energy analysis using the energy model, there are still issues about 

insufficient standards and the compatibility of the gbXM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cesses to utilize and apply BIM methods for energy simulation. 

This study was examined on the compatibility of data for energy simulation by the 

gbXML schema and energy efficiency by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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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BIM(Building Imformation Modeling)은 

건설프로세스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

인 패러다임(paradigm)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

다. BIM은 컴퓨터 안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운용하여 기획, 설계, 시공, 나아가 유지관리 및 

폐기까지 가상으로 모델링하여 지어보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BIM은 파라메트릭(parametric) 

기술을 적용하여 지능적인 빌딩 객체가 각각의 

속성을 표현하며 서로의 관계를 인지하여 건물

의 변경 요소를 즉시 반영한다. 따라서 BIM은 

모든 빌딩 객체 내에 특성, 관계, 정보가 모델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또는 계산으로 얻

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산업의 프로젝트 진

행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물량, 

비용, 일정 및 자재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조 및 환경을 고려한 데이터 분

석을 가능하게 한다.1)

  최근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산업에서 전반적

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도면 기반 서

류 작업과 단계별 공정에서 디지털 표준 서류 

작업과 협업적 공종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기

존의 도면 기반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

면서 정보 자산의 가치가 손실되고 운용 단계

에서 건물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추가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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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협업적 BIM 기반 발

주 공정을 거친다면 정보 손실이 감소하여 정

보 보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2)

1.1 연구의 배경

  조달청은 2013년 3월 시설사업의 전 공정에 

BIM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기준으로 ‘시설

사업 BIM적용 기본지침서’ V1.2를 공개했다. 

이 지침서에는 V1.1 보다 에너지효율 검토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이에 맞는 에너지 

효율검토 프로세스 및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문현준은 프로그램 상호운영성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했고(2010)3), 정우신은 데이

터구조 및 알고리즘을 개선했다(2010)4). 김민성

은 BIM기반 에너지분석 방식의 적용성을 분석

하고(2011)5), 김진아는 BIM모델에서 에너지성

능평가 입출력 정보 비교분석했다(2011)6).

  본 연구 또한 새로운 지침서에 대한 진단과 

예행의 과정으로 데이터 호환성 파악 및 대책

마련, 지침서에 따른 에너지분석 프로세스 분석 

등을 통해 지침서의 적용 및 향후 개선에 기초

가 될 결과가 예상된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BIM 설계단계 이후 gbXML 데이

터를 활용한 상호호환 및 에너지효율검토 평가

사례를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수

행하기 위해 활용된 Revit 프로그램의 경우 

Architecture와 MEP 등으로 세분화 되어있어 

gbXML파일을 건축 BIM데이터 모델인 Revit 

Architecture 이후 Revit MEP에서 추출하였는

데 건물 형상정보 및 존 설정과 프로파일 등 

보다 많은 정보를 호환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

한 실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Ecotect 

Analysis, IES/VE, Designbuilder 프로그램에서 

건물 형상정보의 호환성을 검토하고, 조달청 지

침에 맞는 Energyplus 기반의 에너지효율검토

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Designbuilder를 최종적

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대상건물을 선정하여 

조달청 지침에 따라 BIM을 활용한 개략적인 

에너지효율검토를 수행하였다.

2. 시설사업 BIM적용 기본지침서

  본 절에서는 에너지효율검토에 관한 요구사

항 및 설계지침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2.1 계획설계 에너지효율 검토

  계획설계시의 에너지효율검토에 관한 요구사

항 및 설계지침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BIM에 의한 개략 에너지효율 검토의 범위는 

건물 외피에 의한 Heat Gain 및 Heat Loss에 

의한 열부하 계산으로 한다. 

- 개략 에너지 효율검토의 방법

(1) 에너지 분석 소프트웨어는 미국 에너지성에

서 개발한 Energyplus 또는 DOE-2 기반의 소

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때 BIM 데이터 활용의 

최소범위는 건물의 형상정보로 한다.

(2) 건물 BIM데이터 중 건물의 형태, 방향, 창

호면적 비율을 근거로 한다.

(3) 개별적인 건물재료의 성능 및 설비시스템은 

검토에 반영하지 않는다.

(4) 기후데이터의 입력기준은 별도 공지

(5) 벽, 문, 창에 대한 작성기준은 별도 공지

-개략 에너지 효율 분석을 위한 BIM 데이터

의 조건 확인

(1) 외기에 직접적으로 면한 건물의 외피(외벽 

및 외벽에 속한 문, 창, 지붕) 및 각 층의 바닥

슬래브 요소객체는 빠짐없이 작성

(2) 외피 BIM데이터는 건물 BIM데이터의 외피

와 정확히 일치

(3) 외피 BIM데이터는 공간 BIM데이터 포함

2.2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에너지효율 검토

  에너지효율 검토의 수행건물 에너지 해석을 

위해서, ‘동적’에너지 시뮬레이션 툴(1년 8,760시

간에 대한 에너지 해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 BIM은 동적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

다. 에너지 효율검토 활용의 대상을 동적 에너

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부하 해석(loads analysis)

으로 한다. 에너지 분석 소프트웨어는 미국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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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성에서 개발한 Energyplus 또는 DOE-2 기

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되 구체적인 소프트

웨어의 종류와 버전은 발주자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에너지 해석의 수행 방법

(1) BIM데이터의 활용의 최소범위는 건물 형상

정보의 활용으로 하며 BIM데이터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들은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한다. 이

때 부하해석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활용하되 

구체적인 사안은 협의에 의한다.

(2) 건물위치 정보, 위도, 경도, 해발고도 등

(3) 건물 3차원 기하 정보

(4) 건물 외피 정보(창, 벽체, 바닥, 지붕): 외피

를 통한 열전달(전도, 대류, 복사) 계산을 위해 

필요한 각 재료별 열적 물성치를 활용할 수 있

다. 창의 경우, 직달일사 및 산란일사에 의한 

열 취득 계산(반사, 흡수, 투과)과 자연채광 해

석에 필요한 정보와 물성치를 활용할 수 있다.

(5) 열적 존(Thermal Zones): 에너지 해석에 필

요한 열적 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하나의 실을 하나의 존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하나의 실을 다수의 열적 존으로 설정할 수도 

있으며, 부하패턴이 동일한 여러 개의 실을 하

나의 열적 존으로 설정할 수 있다.

(6) 내부발열요소 : 정의된 각 열적 존의 내부

발열요소(인체, 조명, 기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인체의 경우 스케줄, 

사람, 활동(사무, 수업, 운동 등) 등과 같은 정

보. 조명의 경우, 조명기구 종류와 와트수, 귀환 

공기(return air)와의 관계, 조명기구에 설치된 

안정기 종류와 관련 정보, 조명 스케줄 등과 같

은 정보. 기기의 경우, 스케줄, 와트수 등과 같

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7) 건물 사용 프로파일(Usage profiles): 각 열

적 존의 설정온도(계절별, 주간/야간, 시간별), 

건물의 운영 스케줄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8) 환기/침기 : 외기도입량 및 침기에 관한 정

보를 활용할 수 있다.

3. BIM 기반 에너지 효율검토 프로세스

BIM 기반 데이터의 호환으로 에너지 효율검토

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은 다수 있으나, 국내

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Ecotect 

Analysis, IES/VE, EcoDesigner, Designbuilder 

정도가 될 것이다. BIM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호환성을 위한 표준 포맷으로는 IFC가 가장 일

반적이며, 에너지 해석분야에서는 gbXML이 많

이 사용된다. gbXML은 green Building XML 

스키마로서, BIM에서 건물 정보를 에너지해석 

분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gbXML 파일에 포함된 데이터의 구조는 익히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프로젝트

에서의 에너지 효율검토를 위한 데이터의 호환

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1) BIM을 활용한 설계단계에서는 조달청의 

BIM 적용 기본지침서에서 제시하는 공통데이

터 작성 기준, 공간/건물/대지 등의 건축 BIM

데이터, 구조/기계/전기 BIM데이터 작성기준과 

함께 디자인 검토 및 설계 품질확보, 수량 데이

터 산출, 도면 산출, 에너지효율 검토 등의 

BIM활용 기준에 맞도록 BIM 설계 모델을 구

축한다. 이때 에너지 효율검토를 고려한 설계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며, BIM활용 최소 범위인 

건물형상정보 뿐만 아니라 건물 구성 및 공간 

정보와 건물 외피의 열적 물성, 열적 존, 내부

발열요소, 건물 사용 프로파일 등의 정보를 입

력하고 데이터 간의 상호호환을 위한 gbXML 

형식의 데이터 포맷으로 추출하여야 한다. 

현재 gbXML에 대한 호환성능은 BIM 프로그

램 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

에서 활용된 Revit 프로그램의 경우 

Architecture와 MEP 등으로 세분화 되어있어 

gbXML파일은 건축 BIM데이터 모델인 Revit 

Architecture 이후 Revit MEP에서 추출하는 것

이 건물 형상정보 및 존 설정과 프로파일 등 

보다 많은 정보를 호환하기 위한 방법이다.

(2) gbXML을 이용한 상호호환 단계에서 앞서 

언급한 Ecotect Analysis, IES/VE, Eco 

Designer, Designbuilder 등의 프로그램에서 동

일하게 gbXML 형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데이

터 호환성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물의 형상정보 중 특히 비정형 형태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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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정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Ecotect Analysis, IES/VE, Design builder 프

로그램에서 건물 형상정보의 호환성을 검토하

고, 조달청 지침에 맞는 Energy plus 기반의 에

너지효율검토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Design 

builder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3) 에너지효율 검토 단계에서 gbXML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BIM에서 입력된 일

부 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로 대체되거나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건물의 형상정보, 

건물 구성 및 공간 정보, 건물 외피의 열적 물

성, 열적 존, 내부발열요소, 건물 사용 프로파일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정 및 

입력해 주어야 한다. 설비시스템 등의 정보는 

현재 데이터 호환이 되지 않고 있으며, 조달청

의 BIM 적용 지침서 상의 에너지 효율검토에

서는 검토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추가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 

4. BIM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검토 사례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물을 대상으로 

조달청 지침에 따라 BIM을 활용한 개략적인 

에너지효율검토를 수행하였다.

(1) 건물 개요

- 사업명 : ○○청사 신축공사

- 용  도 : 업무시설

- 대지면적 : 32,800.05㎡

- 용적률 : 146.96%

- 건폐율 : 22.72%

-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17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외장재 : 로이복층유리, 화강석, AL 복합판넬

대상건물은 계획 초기단계부터 미기후 분석 및 

에너지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건물의 배치, 최

적 단열성능 계획, 에너지 절약적 입면 계획 등

을 통해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에서 더 나아

가 1등급 기준 15%이상 절감하도록 계획하였

다. 또한 에너지성능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BIM을 활용한 건물 에너지성능분석을 추가적

으로 수행하였다.

Fig. 1. 대상건물 BIM 모델.

외피의 단열성능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상의 중

부지역 법적기준 이상의 열관류율을 적용하였

으며, 창호의 유리구성은 로이복층유리를 설계

에 반영하였다. 주요 단열기준 및 입력조건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항목 입력조건

건축

외벽의 열관류율 0.26 W/㎡‧K
지붕의 열관류율 0.13 W/㎡‧K
바닥의 열관류율 0.19 W/㎡‧K
창호의 열관류율

1.75 W/㎡‧K
(로이복층유리)

침입외기량 1 ㎥/h㎡ 미만

전기 평균 조명밀도 평균 11.41 W/㎡

(2) 에너지 효율검토 프로세스

‘시설사업 BIM적용 기본지침서’(조달청)의 데이

터 작성기준에 준하여 공간, 건물, 대지에 대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Revit Architecture의 

건축(구조 포함)모델을 활용하여 실 면적 계산 

및 공간의 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Revit MEP

를 활용한다. 이때 실 면적은 태그가 아닌 면적 

계산까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MEP에서 

space 및 zone 설정 작업까지 완료한 후 Fig. 2

와 같이 진행하여 gbXML 데이터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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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uilding/space Type ② Energy Data 설정

③ 공간(Space) 설정 ④ Space Properties

⑤ zone group 설정 ⑥ 존(Zone) 특성 설정

Fig. 2. gbXML 데이터 추출 전 작업.

  변환된 gbXML 데이터는 입력되는 에너지분

석 프로그램에 따라 데이터의 호환성에 차이가 

있으며, 대상건물 분석의 경우에 있어서도 

Ecotect Analysis, IES/VE 및 Design builder 

프로그램에서 건물 형상정보를 구현하는 과정

에서 일부 Zone 데이터가 유실되는 현상이 발

생하였다. Ecotect Analysis가 데이터 처리 속

도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IES/VE는 형상정보 

및 Zone(또는 Room) 데이터 호환성이 가장 뛰

어났으며, Design builder는 데이터 로딩시 에

러가 발생할 확률이 있으나, 기상데이터 적용 

및 Energy plus 기반의 에너지분석 작업에 효

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입력된 gbXML 데이터의 건물 형상정보, 건물 

구성 및 공간 정보, 건물 외피의 열적 물성, 열

적 존, 내부발열요소, 건물 사용 프로파일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유실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정 및 입력해 주어야 한다. 

gbXML 파일 추출 gbXML 입력 및 보완

Ecotect Analysis IES/VE Designbuilder

Fig. 3 gbXML 데이터 추출 및 입력 작업

gbXML 모델 검토 지역 및 기상데이터

Fig. 4. gbXML 데이터 확인 및 보완 작업.

이후 추가적으로 냉난방 및 조명에 대한 조건 

입력 후 연간 냉난방부하 계산을 수행하게 되

면 ‘시설사업 BIM적용 기본지침서’에서 요구하

는 ‘개략적인 에너지 효율검토’ 작업이 완료된

다.

연간 냉난방부하 계산결과는 Fig. 6과 같다. 

BIM적용 기본지침서 v1.2에서는 계획설계시 

‘건물 외피에 의한 Heat Gain 및 Heat Loss에 

의한 열부하 계산’,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시 

‘동적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부하 해석

(loads analysis)’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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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하요소별 분류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외피 구성 및

외벽 열관류율 설정

지붕/바닥

열관류율 설정

실별 특성 입력 냉방 설정

난방 설정 조명 설정

Fig. 5. 에너지 효율검토 조건 입력.

난방부하 냉방부하

Fig. 6. 에너지 효율검토 시뮬레이션 결과.

5. 결 론

  본 연구는 조달청 BIM 적용지침에 따른 

BIM을 활용한 개략적인 건물 에너지효율 검토

를 바탕으로 에너지 성능평가 프로세스 및 방

법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프로젝트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BIM을 활용한 에너지효율검토를 수행하면 

에너지 분석 모델을 구성하는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고, 모델의 형상정보를 활용하여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2) 현재까지의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에서 지원

하는 gbXML 데이터의 호환성은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정형 형상에서 특히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3) 조달청 BIM 적용 지침서에 따른 에너지효

율 검토 기준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는 프로세

스 및 방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4) BIM적용 지침서 상의 개략적인 에너지효율 

검토 시 부하계산을 위한 내부발열요소 및 건

물 사용 프로파일 등에 대한 건축물 용도별 입

력조건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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