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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거시설의 위생공간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건강과 무장애

생활환경을 위한 인증 방법에 관한 연구
- BIM기반 설계 및 응용을 통한 방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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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moting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s is necessary in residential facilities on which senior citizens rely most of

their lives. Safety of elder people can be reassured by a cert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existing barrier-free

certification program in public facilities. The range of certification does not cover all living area, but is limited to

the bathroom, which is a sanitary space.

Given the nature of BIM modeling, an existing multi-family building was selected and modeled, as the certification

process requires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and various viewport. BIM modeling of the bathroom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ertification for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for a removal of thresholds, larger doors, better selection of finishing materials,

sufficient room for a wheelchair, larger space next to the toilet, and the availability of an emergency bell and grab

bars. Such information supports the potentials of BIM modeling, and it is expected that an automated certification

system would be established in the fore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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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2016년 고령자 통계 결과 발표에 의하면 65

세 이상 인구는 6,624,120명으로 총인구의 13.2%를 차지

하여 이미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

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0%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

또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4년 기준 고령자

10,451명의 설문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가 거주

율 69.2%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노인복지 방향을 노인이 시설에 가지 않고 기존에 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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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즉,1)집과 지역에서 그대로 살게 하는 ‘aging in place

(거택)’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2)

공공시설에서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와 제도적 뒷받침인 무장애 생활환

경을 위한 인증제도는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 고령자 생활이 대부

분 이루어지는 주거시설에서 무장애 생활환경의 추구 또

한 중요한 사안으로,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요건을

기준으로 주거시설을 인증함으로 고령자를 위한 생활공간

의 안전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주거에

건강과 무장애 생활환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무장

애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기준을 공동주택 BIM에 적용해

1) 통계청, 2016년 10월 고령자통계

2) (사)한국주거학회, 미래주거환경 비전 및 전략연구, 건설교통부, 2007.6,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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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증하는 방법의 모색과 노인주거에 무장애 생활환경

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추가적인 요소를 개발해서 새

로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고령화 추세에서 보면 향후 노인주거 시설에 무장애

생활환경의 구축을 위한 신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주거 시설에 무장애 생활환경의 구축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규정된 요건에 의해서 무장

애 생활환경이 구현되어 있는가를 인증하거나, 구현되기

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의 일차적인 범위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형태의 노인주거로 설정한다.

노인주거의 거실 및 주방 등 모든 공간에 대한 무장에

생활환경 추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강과 안

전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많은 설비를 필요로

하는 위생시설인 욕실을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려한다.

노인주거에 무장애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

최근 설계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BIM을 이용하였

으며, BIM이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인증을 시행하여 인증결과를 도출하였다.

인증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과 고령자의 생활환경에서 무장애를 만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와 노인주거를 연구한 자료들을 고찰하고,

2. BIM이 제공하는 체계와 특색을 전개한 후,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체크해야하는

요소들을 추출한다.

4. 추출된 요소들을 BIM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

이터 추출 인증하는 방법을 고찰하며,

5.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BIM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제도 및 문헌 고찰

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1) 개요3)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각종 시설물에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취지로서 교통약

자법, 편의증진법 및 국토해양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의거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http://bf.koddi.or.kr)에

3) http://bf.koddi.or.kr/에서 정리하여 인용

서는 인증제도에 대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

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

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

증하는 제도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법적근거 및 인증기관, 인증대상4)

법적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2015. 1. 28 개정) 제10조의2,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법」(2015. 1. 28 개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5. 8. 3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에 있으며, 인증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증대상은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과 공원이

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

증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3) 인증 구성요소5) 및 인증 절차

인증 구성요소는 표 1과 같다. 각 항목마다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인증에 필요한 평가서가 준비되어 있

다. 인증의 절차와 종류는 도면을 이용한 예비인증과 시

공 후 현장을 심사하는 본 인증이 있다.

분류 내용

매개시설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내부시설
고효율열원설비, 최적 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기술

위생시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

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안내시설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피난구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기타설비 비치용품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

<표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구성요소

(4) 인증제도와 노인주거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제도로서

연구하려는 노인주거에 비해서 큰 범위인 공공건물에 적

용하는 제도로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인증 요소들을 모

두 노인주거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그럴게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노인주거에 건강과 무장애 생활환경을 구

축하기 위한 강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이 연구에서 제

시되거나, 개인적으로 실행하는 현실에서 인증제도 안의

요소들을 정리하여 노인주거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

을 추려내서 노인주거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이 요소들을 적용하여 건강과 무장애 생활환경이 구현되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2. BIM을 이용한 인증에 대한 연구

4) http://bf.koddi.or.kr/에서 정리하여 인용

5) http://bf.koddi.or.kr/에서 정리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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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동향

국내의 BIM을 이용한 인증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 인증과 친환경 인증의 두 가

지 주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사례는 <표 2>와 같다.

연도 연구자 분류 연관 분야

2008 이왕수 外 학술논문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 작업 사례 분석

2008 전승호 학술논문 BIM 기반의 친환경 건축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2008 강훈식 外 학술논문 BIM지원을위한 IFC모델호환성검사방법에관한기초연구

2009 김미경 外 학술논문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BIM 적용 방법

2009 이상헌 外 학술논문
BIM기반 지속가능한 설계를 위한 해외 친환경건축물인

증기준의 비교

2009 한석희 학술논문
건축 정보 모델 표준을 적용한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검증 도구 개발

2010 박수진 外 학술논문 친환경건축물 인증 사전평가의 BIM 적용 방안

2010 최선영 外 학술논문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관리의 BIM 활용방안

2010 이권형 外 학술논문
BIM기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

지표(E.P.I) 검증

2011 민병기 外 학술논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BIM 적용에 대한 기초 연구

2011 신성준 外 학술논문 공동주택의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에 따른 경제성 분석

2011 이권형 外 학술논문
BIM기반 친환경건축물 등급 인증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E.P.I)의 개선방안

2012 안광호 外 학술논문 BIM기반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사용자중심적인개선방안

2012 김가람 外 학술논문 BIM기반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분석 시스템 개발

2012 정승우 外 학술논문 BIM기반오피스건축물의형태별아트리움에너지성능분석

2012 이제진 外 학술논문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BIM기반 평가를 위한

TEMPLATE 도입 방안

2013 홍성욱 外 학술논문 CO2평가와 친환경건축물인증

2013 노민성 外 학술논문
GBT(Green BIM Template)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의 평가환경 구축

2013 김익성 外 학술논문
BIM 기반 템플릿을 이용한 국내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스

템 활용 방안

2013 고정림 外 학술논문 LEED Energy 분야인증기준(항목)의 BIM기반연계평가방법

2013 박승길 外 학술논문 BIM을 활용한 에너지성능평가 기법

2013 김의성 外 학술논문
BIM기반 템플릿을 통한 국내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 평

가항목의 평가 환경 구축

2013 이권형 外 학술논문
가구변화에 따른 주거부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의 개선방안

2016 김미경外 학술논문 녹색건축 G-SEED 인증평가

2016 이용주 外 학술논문 G-SEED(녹색건축인증제) 인증평가 BIM 시스템 개발

2016 이용주 外 학술논문 국내녹색건축인증제(G-SEED) 평가를위한BIM시스템적용방안

<표 2> 2008년 이후 BIM을 이용한 인증에 관한 연구 동향

(2) 연구의 방법 및 경향

국내의 BIM을 이용한 인증 연구의 특성 및 방법은 초기

에는 인증의 요소 및 평가 방법을 개발하거나, 인증에 필요

한 BIM 요소의 개발을 구성하는 경향에서 시작해서,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거나,

실제 건축물을 BIM 모델로 구성하여 인증을 하여 인증결

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발전하여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2.3. 고령자를 위한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

(1) 연구 동향

국내의 고령자 관련 실내공간의 연구는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최근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는 상황으

로 초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

러 관점에서 연구되었으며, 이후에는 사용자의 요구 및

국내외 비교 등을 통하여 디자인 요소들을 분석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생성하는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

와 관련된 연구사례는 <표 3>6)과 같다.

연도 연구자 분류 특 징

2000 한영호 外 학술논문
노인의 물리적, 사회·심리적 특성을 고려

주거내 안전사고 실태, 구조적 저해요인 파악

2000 천진희 학술논문 국내외 (한국, 스웨덴, 미국) 법규, 지침 분석

2001 정명섭 外 학술논문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 안전성,

편의성과 다양한 생활시설 조성의 2가지 관점의 지침

2003 박미숙 학술논문 노인의 행태적 요구와 디자인적 측면 고려

2004 홍이경 학술논문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요구

2004 권오정 外 학술논문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적용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3개 유형 분류)

2005 정여주 外 학술논문
치매노인 대상의 국내외 시설 사례분석 및 국내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제안

2006 김현지 학술논문 치수 및 사용자 요구사항 보완

2006 권순정 外 학술논문 국내외 기준 비교 분석

2007 송춘의 외 학술논문 시각의 황변과 시력저하에 따른 색지각 특성 분석

2007 이지숙 학술논문 국내외 기준, 지침 비교

2009 이특구 外 학술논문 국내외 고령자주택 가이드라인 비교분석

2010 이지혜 外 학술논문
기존 설계지침의 기본원리와 유사한 특성 분석 설계

지침 치수원칙 도출 및 적용방안 제시

2010 이호숭 外 학술논문 기존 설계지침, 법규에 근거한 사용자 요구 반영

2010 권혜진 학술논문 기존 항목과 국내 아파트 단위공간 비교 분석

2011 김대진 外 학술논문 기존 문헌 분석과 전문가 중요도 평가

2013 이연숙 外 학술논문
의학적 노화 특성에 전 신체기관 전반을 적용하여

각 주거 공간의 필요 항목 개발

2014 윤희철 外 학술논문 노인 생애 주기에 따른 실내공간 분석

<표 3> 2000년 이후 고령자관련 실내공간에 관한 연구 동향

(2) 고령자를 위한 욕실 디자인의 계획 특성

욕실은 고령자의 체력 저하 등으로 욕조의 출입, 샤워,

좌변기에 앉고 일어서는 동작 등 신체적 부담을 많이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에 따라 욕실은 계획단계에서

부터 사용자의 운동과 지각능력을 고려하여 차후에 개조

나 추가적인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

점에서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경제적으로 여

유가 없는 서민과 현재의 주거환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하기를 꺼려하는 노인의 주거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8)

(3) 욕실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노화로 인한 쇠퇴 관계

노화로 인한 쇠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

해 욕실은 신체적 활동이 많은 공간의 배려로 보행․운

동기능과 관련해 근골격계의 기능쇠퇴에 따라 근력저하,

악력저하, 척추후만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의 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안전바 설치, 욕실설비

의 위치 등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변기능쇠퇴와 관련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은 “욕실로

향하는 직접적인 통로가 있는가”와 같은 욕실의 위치, 접근성

등을 고려한 항목으로 나타나며, 욕실 내에서는 배변을 위해 보

행 시 필요한 안전손잡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이연숙 외,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쇠퇴와 고령자를 위한 욕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2013.10, p.189 정리 후 인용

7) 김현지, 노인전용 부엌·욕실공간의 계획 방향, 경희대 석사논문，2006

8) 강정연, 아파트 욕실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 연구, 고려

대 박사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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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능의 쇠퇴와 연계한 가이드라인 항목은 냉·온수

의 조절, 온수 사용 시 화상방지를 고려한 항목으로서

온도감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의 경우 인지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화상을 입거나 체온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들과 시각적 기능 쇠퇴를 고

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으로 나타났다.9)

3. BIM 모델

3.1. BIM 모델 작업 공정

BIM 모델은 3차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실제 건축이

지어지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먼저 모델 구축을 위한 공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

고, 공정을 정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

다. 인증을 위한 공동주택 모델 구축에서의 공정은 <그

림 1>과 같다. 공정은 사전과 사후 작업, 건축 모델링과

인테리어 모델링을 포함한 실제 모델링으로 나누어서 진

행되는데, 마감재 시공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1> 공동주택 BIM 모델링 작업 공정

3.2. BIM 모델 사전 작업

욕실 모델 구축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표 4와 같

이 수직적 기준인 레벨 설정과 수평적 기준인 그리드와 부재

를 정의하고 각 부재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반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프로파일 작성 공정이 구성된다.

작업명
BIM 모델링

세부작업 공정수

설정 작업
레벨(Level) 정의 01

그리드(Grid) 구성 02

부재정의 각 부재 정의 03

재료 만들기 필요한 각종 재료 만들기 04

프로파일 만들기 걸레받이, 천장 몰딩 05

<표 4> 욕실 BIM 모델링 사전 작업

(1) 각 부재 정의

욕실에는 구조 부재들과 벽, 바닥, 천장의 바탕재와 마

감재, 문과 창, 가구와 설비까지 많은 부재들이 필요하다.

9) 이연숙 외,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쇠퇴와 고령자를 위한 욕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2013.10, p.194 정리 후 인용

소요 부재들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구분 분류 구성 설명

구조
구조벽 콘크리트벽-200, 150㎜ 외부 구조벽, 내부 구조벽

구조바닥 콘크리트 바닥-120㎜ 욕실 바닥

욕실벽

천장

일반벽

조적벽-90㎜ 실내 욕실 등의 공간구분 조적벽

콘크리트벽-90㎜ 욕실 방수턱

단열재-80㎜ 외기와 면하는 부분에 시공

모르타르-15㎜ 각종 조적벽 마감

석고보드-12.5㎜ 단열재가 시공된 부분(생략 가능)

지정벽지-5㎜ 욕실 외부 벽 마감

천장 경량철골천장틀 19㎜ 욕실 틀

욕실

내부

욕실벽

방수모르타르-10㎜ 복합방수2차용

방수모르타르-22.5㎜ 방수1차용

도기질타일-7.5㎜ 욕실 타일벽 마감

액체방수 방수액

욕실바닥

방수모르타르-10㎜ 복합방수2차용

방수모르타르-22.5㎜ 방수1차용

층간 차음재-30㎜ 층간 차음용(공동주택용)

자기질타일-7.5㎜ 욕실 타일바닥 마감

액체방수 방수액

욕실천장

석고보드-9.5㎜ 욕실천장 시공(벽지 마감 경우)

지정벽지-5㎜ 욕실천장 마감

SMC천장재-12㎜ 욕실천장 마감(천장 벽지 마감 대응)

위생

설비

설비

대변기 욕실(고령자 기준 적용)

세면대 욕실(고령자 기준 적용)

욕조 욕실(고령자 기준 적용)

샤워기 욕실(고령자 기준 적용)

조명 LED조명 원형 욕실(고령자 기준 적용)

기타

커튼박스 커튼박스100㎜×70㎜ 욕실 내부(창이 있는 경우)

걸레받이 걸레받이 10㎜×80㎜ 욕실 외부 벽

천장몰딩 일반 천장몰딩 욕실 내부(천장 벽지 마감 적용 시)

문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 900㎜×2200㎜×141㎜

<표 5> 욕실 관련 부재

(2) 각 부재의 재료 정의

BIM 모델 구축을 하기 위해서 부재들이 확인되면 구

성하기 위한 재료를 정의해야하는데 프로그램 내부에 정

의된 기본 재료를 각 부재에 맞게 조절하여 할당하게 된

다. 기능 분류는 BIM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재료를 할당하기 전에 재료들을 정리해보면 <표 6>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구분 기능 분류 재료명 입면 단면 비고

벽

구조 콘크리트(현장타설) 무 유

하지재

조적벽(시멘트 벽돌) 무 유

시멘트 모르타르 무 무

석고보드 무 무

단열, 공기 층 단열재 무 무 평면도 단면 표시

마감재1(외장) 외부 마감은 생략

마감재2 (내장)

THK 7.5㎜ 도기질 타일 유 무 타일 크기 지정

지정벽지 마감 무 무 욕실 외부 벽

커튼박스 용 목재 무 무

맴브레인 층 액체방수 무 무

바닥

구조 콘크리트(현장타설) 무 유 벽과 중복

하지재
시멘트 모르타르 무 무 벽과 중복

경량기포콘크리트 무 무

단열, 공기 층 층간차음재(스티로폼) 무 무

마감재1(내장) THK 7.5㎜ 자기질 타일 유 무 타일 크기 지정

맴브레인 층 액체방수 무 무 벽과 중복

천장

하지재
경량철골천장틀 무 무

천장판(천장용 석고보드) 무 무

마감재1

(내장)

지정 천장벽지 무 무

SMC천장판 무 무 욕실용

<표 6> 소요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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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명 설 명

일반 뷰

평면도 각 레벨에 제공

천장평면도 평면도와 같이 제공

입면도 동서남북 4개의 입면 제공

단면도 사용자가 평면에서 지정하여 사용

전개도 동서남북 4개의 전개도 제공

창호도 범례로 제공

콜아웃 상세도 사용자가 범위를 지정하여 사용

3D 아이소메트릭 상태의 3D 뷰 제공

카메라 사용자가 지정하여 사용

기타 렌더링, 보행시선

특수 뷰

범례

창호도 문과 창을 설명하는 도면

가구도 가구들을 설명하는 도면

설비도 배관설비들을 설명하는 도면

일람표
문, 창 문과 창 일람표

재료견적 바닥, 벽, 천장, 지붕 등의 재료 견적표

시트 각종 뷰를 도면으로 가져 옴

<표 10> BIM 모델링에서 제공하는 뷰

3.3. BIM 모델 건축 작업

욕실의 건축 모델링 공정은 <표 7>과 같이 구조 모델

링과 조적벽 모델링을 시작으로 각종 벽, 단열재, 바닥,

천장과 구성요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한다.

건축 공정
BIM 모델링

분류 작업명 세부작업 공정수

구조 공사 구조 구조모델링

기둥(생략 가능) 01

콘크리트 벽 02

콘크리트 바닥 03

내부 칸막이벽 공사 일반벽 일반벽 모델링 01
욕실하부방수턱(콘크리트벽) 04

조적벽 05

내부 벽 공사 일반벽 일반벽 모델링 02

단열재 06

석고보드(생략 가능) 07

모르타르 벽(방수 포함) 08

바닥 공사 바닥 바닥 모델링 욕실 바닥(방수 포함) 09

천장 공사 천장 천장 모델링 경량철골천장틀 10

창호 공사
구성

요소
구성요소 01

문 구성 11

창 구성(공동주택 생략) 12

<표 7> 욕실 BIM 모델 건축 작업 공정

3.4. BIM 모델 인테리어 작업

욕실의 인테리어 모델링 공정은 <표 8>과 같이 벽과,

바닥, 천장의 마감재를 모델링하는 것과 천장 몰딩, 걸레

받이와 같은 특수 모델링이 필요한 공정도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조명, 위생설비 등을 공정에 포함한다.

건축 공정
BIM 모델링

분류 작업명 세부작업 공정수

욕실 내부

마감 공사
욕실

바닥 마감 욕실(자기질타일) 바닥 13

벽 마감 욕실 타일 벽 14

천장 마감01 욕실 SMC 천장

15
천장 마감02

석고보드 공사

천장 벽지 마감(몰딩 포함)

조명 공사 구성

요소

구성요소 02 LED조명 원형 16

위생설비 공사 구성요소 03 욕실 설비(위생기구) 17

마감 공사 벽마감 욕실 외부 벽 마감
벽지 마감(걸레받이 및 천

장 몰딩 포함)
18

<표 8> 욕실 BIM 모델 인테리어 작업 공정

3.5. BIM 모델 사후 작업

<표 9>와 같이 사후 작업에는 완성된 모델을 이용해

서 실무에 필요한 도면을 만들기 위한 공정이 포함된다.

주석(치수, 문자, 태그, 단면표시) 작업과 도면(평면도, 입

면도, 단면도, 창호도)작업과 재료 견적작업 등이 공정에

포함된다. 위의 표를 확인하면 사전 작업과 사후 작업을

제외하고 약 18개의 공정이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욕실이라는 단위공간의 BIM 모델 구축 공정이지만 비교적 많

은 공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건축이 시공되는 공정과 BIM

모델 구축 공정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작업공정
BIM 모델링

작업명 세부작업 공정수

사후

작업

설정 설정 축척, 단위, 그리드, 안목치수 01

주석

작업

치수 작성 치수 작성 02

문자 및 기호

작성

실명기입, 레벨 기입, 단열재 표시,

문 창 태그 작성, 문자 기입
03

도면

작업

도면 만들기 단면도, 창호도, 입면도(전개도) 04

견적서 만들기 벽, 바닥, 천장 견적서 05

시트 만들기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창호도 06

<표 9> 욕실 BIM 모델링 사후 작업

3.6. BIM 모델의 뷰 특성

BIM 욕실 모델을 통해서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생활

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BIM이 가지고 있는 매

개변수 특성과 다양하게 제공되는 뷰를 통해서 인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0>과 같이 BIM의 매개변수를 인증에 필요한 형

태로 추출하거나, 욕실의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창호도를

통해서 인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 무장애 생활환경을 위한 인증 데이터

4.1. 인증제도 중 욕실관련 평가 항목

(1)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제도 자체평가서의 항목별 점수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제도 중 위생시설 항목에서 화장

실과 욕실에 관련된 자체평가서의 평가항목별 점수표와

데이터 추출 가능성은 <표 11>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내용
데이터

추출

위생

시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10 다목적 화장실 설치 불필요

안내표지판 5 장애인을 위한 안내판 설치 불필요

화장실의

접근

유효폭 및 단차 6 화장실 접근통로의 폭과 기울기 필요

바닥마감 4 바닥 마감 재료 필요

출입구(문) 3 출입구 폭 필요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5
대변기 칸막이 문의 폭, 형태,

사용여부, 잠금장치
불필요

활동공간 3 화장실 내 공간의 크기 필요

형태 3 대변기의 형태, 좌대 높이 필요

손잡이 3 대변기 손잡이재질,굵기, 설치 높이 필요

기타설비 3
화장지 걸이, 세정장치,

비상 호출벨, 등받이 등의 설치
필요

소변기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6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

이 굵기, 설치 높이
불필요

세면대

형태 3 세면대 형태, 상하단 높이 필요

거울 3 거울의 형태, 크기 필요

수도꼭지 3 수도꼭지 형태 필요

욕실
구조 및 마감 3 욕조의높이,바닥표면마감, 활동공간 필요

기타설비 3 비상용벨, 수도꼭지,샤워기,좌대,손잡이 필요

샤워실 및

탈의실

구조 및 마감 3 샤워실 단차, 면적, 표면 마감 불필요

기타설비 3
비상용 벨, 수도꼭지, 샤워기,

샤워용 접이식 의자, 손잡이
필요

<표 11> 인증제도의 평가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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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항목 데이터 추출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안내표지판 항목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므로 생략한다.

(3) 화장실의 접근 항목 데이터 추출

<표 12>와 같이 화장실 접근 항목 중 유효 폭 및 단

차항목은 통로의 유효폭과 단차 혹은 경사로 기울기로

데이터로 추출이 가능하다. 바닥마감은 통로의 마감 재

료를 판단하는 항목과 출입구(문)항목은 형태와 폭으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표 13>

구분 기 준 점수

유효폭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우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일반 0.9m이상 통로폭 확보

단차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3.0

우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2.4

일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2.1

마감

재료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타일이나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0.5cm이하인 경우
4.0

우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1cm이하인 경우임
3.2

출입구

(문)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2.4

일반 유효폭 0.8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2.1

<표 12> 화장실의 접근 항목

구분 형태 및 유효폭

출입구

형태

여닫이문
바깥쪽으로 개폐되어야 함.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 가능

접이문 유효폭 0.8m이상

미닫이문 유효폭 0.8m이상

자동문 유효폭 0.8m이상

문 없음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

<표 13> 화장실 출입구 형태에 대한 조건

(4) 대변기 항목 데이터 추출

본 연구는 개인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변기

항목 중 칸막이 출입문 항목은 데이터 추출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활동공간항목은 휠체어가 회전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

고 있는 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며,

형태항목은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는 것

으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

손잡이 항목은 대변기 손잡이 재질과 굵기, 높이를 판

단하는 것으로 데이터로 추출이 가능하며, 기타설비 항

목은 적절한 형태의 세정장치 설치 유무 판단을 통해 데

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표 14>

구분 형태 및 유효폭 점수

활동

공간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

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 확보
2.4

일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1.4m이상, 깊이1.8m이상이 되도

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2.1

형태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2.4

일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

터 0.4m~0.45m
2.1

예외

항목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

손잡이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3.0

우수

-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

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 수직손잡이는 수평과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설치

-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2.4

기타

설비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 설치 3.0

우수 광감지식 및 누름 버튼 세정장치 설치 2.4

일반

-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 세정장치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2.1

<표 14> 대변기관련 활동공간 평가점수

(5) 소변기 항목 데이터 추출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항목은 개인주거를 대상하는

본 연구와 사실상 관계가 없으므로 생략한다.

(6) 세면대 항목 데이터 추출

세면대 항목 중 형태항목은 세면대 형태와 설치 높이

를 평가하는 것으로 데이터추출이 가능하며, 거울항목은

세면대 거울의 설치 높이와 크기를 평가하는 것으로 데

이터로 추출이 가능하다. 수도꼭지항목은 수도꼭지의 형

식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추출이 가능하다.<표 15>

구분 세면대 형태 점수

형태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2.4

일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2.1

거울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3.0

우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2.4

수도

꼭지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3.0

우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
2.4

<표 15> 세면대 항목 평가점수

(7) 욕실 항목 데이터 추출

욕실 항목 중 구조 및 마감항목은 욕조의 높이 및 바

닥 마감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데이터로 추출이 가능하

며, 기타설비 항목은 욕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의 형태

를 평가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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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면대 형태 점수

구조

및

마감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탈의실 바닥면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3.0

우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로 설치하고,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2.4

기타

설비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욕조주위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2.4

일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비상용 벨을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설치
2.1

<표 16> 구조 및 마감 평가점수

(8) 샤워실 및 탈의실 데이터 추출

구조 및 마감항목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데이터

추출과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된다.

<표 17>과 같이 기타설비항목은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의 설치 위치, 형식, 손잡이 설치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데이터로 추출이 가능하다.

구분 수도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수전을 높낮이 조절형으로 설치,

비상호출벨 설치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실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2.4

일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비상용 벨을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설치
2.1

<표 17> 샤워실 기타설비 평가점수

4.2.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제도 데이터 추출

앞에서 고찰한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요소들을

노인주거의 욕실의 상황과 BIM 모델링의 변수와 맞추기

위해 정리하면 다음 <표 18>, <표 19>와 같다.

평가항목 데이터 형태 조건 비고

접

근

로

폭 수치 1,500㎜이상, 1,200㎜이상, 900m이상

기울기 수치 0, 1/18이하, 1/12이하

마감재료 재료명 미끄럽지 않은 재료

욕

실

내

부

면적
장변길이 수치 최소 2,400㎜ 이상

단변길이 수치 최소 1,400㎜ 이상

연결 통로와 화장실

내부 바닥 단차
수치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차가

없어야 함
권장

바닥 기울기 수치 1/30 이하

마감재

료

타일, 판석 재료명 미끄럽지 않은 재료

줄눈 크기 수치 10㎜이하, 5㎜이하

출

입

구

폭 수치 1,200㎜ 이상, 1,000㎜ 이상, 800㎜ 이상

형태

여닫이문 유무 욕실 외부 방향으로 열려야 함

택1

접이문 유무

미닫이문 유무

자동문 유무

문 없음 유무

<표 18> 건축 및 인테리어 부분 평가항목별 데이터 추출

평가항목
데이터

형태
조건 비고

대

변

기

관

련

대

변

기

유효

바닥면적

폭 수치 2,000㎜ 이상, 1,400㎜ 이상

깊이 수치 2,100㎜ 이상, 1,800㎜ 이상

전면 공간 면적 수치 1,400㎜X1,400㎜ 이상 확보

측면 공간 길이 수치 750㎜ 이상 확보

대변기의

형태

일반양변기 유무
택1

벽걸이 유무

비데 유무 추가

좌대 높이 수치 400㎜~450㎜

세정장치

스위치

바닥 및 벽 누름 유무
택1

광감지식 유무

기

타

화장지 걸이 설치 높이 수치 800㎜~1,200㎜

조명스위치 설치 높이 수치 800㎜~1,200㎜

비상호출벨 유무

등받이 유무

손

잡

이

손잡이 재질 재료명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굵기 수치 지름 32㎜~38㎜

손잡이 사이 거리 수치 변기 중심에서 400㎜이내

수평손잡이 설치 높이 수치 600㎜~700㎜

회전식

손잡이
길이 수치 600㎜내외

수직손잡이 길이 수치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900㎜이상

세

면

대

형태
카운터형 유무

단독형 유무

높이

상단 수치 850㎜

하

단

깊이 수치 450㎜

높이 수치 650㎜

거울

형

태

전면거울 유무

각도조절 유무

세로길이 수치 650㎜

하단높이 수치 900㎜

기울기 수치 상단부분 15°

수도꼭지
형

태

버튼식 유무

택1레버식 유무

광감지식 유무

욕

조

관

련

욕

조

높이 상단 수치 400㎜~450㎜

활동공간 면적 수치 휠체어 사용 가능 면적 권장

기

타

수도꼭지, 샤워기, 비상용 벨 유무

수평·수직손잡이 유무

좌대 유무

샤

워

기

관

련

샤

워

기

단차 수치 0, 20㎜이하

유효바닥면적 수치
900㎜X900㎜ 또는

750㎜X1,300㎜이상

기

타

샤워수전 형태 높낮이 조절형

비상용 벨 유무

수평·수직손잡이 유무

수도꼭지, 샤워기 형태 레버식

샤워용

접이식 의자

유무

높이 수치 400㎜~450㎜

<표 19> 위생설비 평가항목별 데이터 추출

5. BIM 모델에서 인증

5.1. 인증을 위한 BIM 모델 선정

기존의 일반 공동주택 욕실의 BIM 모델을 선정하여

전장에서 추출한 인증 데이터를 적용하여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을 시행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결

과를 가지고 기존 공동주택에서 고령자의 건강을 고려하

고 무장애 생활환경이 이루어진 위생시설을 만들기 위해

서 수리하거나 추가해야 하는 가를 찾아내고자 한다.

공동주택 욕실의 BIM 모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기존의 공동주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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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개의 욕실을 갖고 있으며 각 욕실에 하나는 욕조

를 다른 하나는 샤워기를 설치한 예를 선정한다.

3D 뷰 평면도

<그림 2> 선정된 공동주택 BIM 모델링

5.2. BIM 모델에서 인증 요소 추출

(1) 평면도에서 인증 결과 데이터 추출

평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위한 자료는 <표

20>과 <그림 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평가항목 욕실1(욕조) 욕실2(샤워기) 비고

건축

및

인테

리어

접근로
폭 1,202㎜ 958㎜

단차 -100㎜ -100㎜ 레벨 확인

욕실

내부
면적

장변길이 2,098㎜ 2,113㎜

단변길이 1,598㎜ 1,604㎜

출입구

(문)

폭 610㎜ 610㎜

형태
종류 여닫이문 여닫이문

문방향 욕실방향 욕실방향

위생

설비

대변기

관련

유효바닥면적
폭 602㎜ 609㎜

깊이 1,598㎜ 1,604㎜

전면공간 면적 794㎜X602㎜ 804㎜X609㎜

측면공간 길이 0㎜ 0㎜ 측면공간없음

욕조 활동공간 판단
휠체어 사용

불가능
반지름600㎜

휠체어 사용

반경샤워기 유효바닥면적 면적
814㎜X1,604

㎜

<표 20> 평면도에서 확인 가능한 인증 자료

욕실1 욕실2

<그림 3> BIM 모델링의 평면도 욕실 부분

위의 표와 욕실 평면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인증을 위

한 많은 수치 자료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의 폭과 개

폐 방향, 레벨로 나타나는 복도와 욕실 내부의 단차, 욕실

내부 공간의 크기 등 많은 자료가 확인된다. 확인된 자료로

만 판단해도 기존의 욕실은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생활환경

을 구현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단면도에서 인증 결과 데이터 추출

단면도에서 인증을 위한 자료는 <표 21>과 같으며,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단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단차와 기울기의 확인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차는 평면도에 표시된 레벨과 중복되어 확인할 수 있다.

평가항목 욕실1(욕조) 욕실2(샤워기) 비고

건축 및

인테리어

접근로
기울기 0㎜ 0㎜ 평탄함

단차 -100㎜ -100㎜

욕실 내부 바닥 기울기 0㎜ 0㎜ 평탄함

위생설비 샤워기 단차 - 0㎜ 없음

<표 21> 단면도에서 확인 가능한 인증 자료

욕실1 욕실2

<그림 4> BIM 모델링의 단면도 욕실 부분

(3) 입면도(욕실 전개도)에서 인증 결과 데이터 추출

욕실 전개도에서 인증을 위한 자료는 <표 22>와 <그림

5>와 같은 기준자료와 도면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다.

평가항목 욕실1(욕조) 욕실2(샤워기) 비고

건축 및

인테리어

출입구

(문)

폭 710㎜ 710㎜

형태 종류 여닫이문 여닫이문

위생설비

대변기 좌대 높이 400㎜ 400㎜

세면대

관련

상단 높이 760㎜ 760㎜

하단
깊이 450㎜ 453㎜

높이 590㎜ 590㎜

욕조 욕조 상단 높이 425㎜ -

<표 22> 욕실 전개도에서 확인 가능한 인증 자료

분류 설비 전개도

욕실1

욕실2

<그림 5> BIM 모델링의 전개도 욕실 부분

위의 표와 욕실 전개도에서 알 수 있듯이 BIM 모델에서는 화

장지걸이, 조명스위치, 수평손잡이, 회전식 손잡이, 수직 손잡이,

거울 등 기타 많은 보조 기구들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 BIM 모델에서는 위의 모든 설비들을

세밀하게 모델링하지 않는다. 이는 패밀리라는 외부 파일로

지원 받는 체계로 좀 더 많은 모델링 자료가 준비되어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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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 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비가 모두 설치된다면 좀

더 인증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범례(창호도)에서 인증 결과 데이터 추출

범례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창호도에서 인증을 위한 자

료는 <표 23>과 <그림 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평가항목 욕실1(욕조) 욕실2(샤워기) 비고

건축 및

인테리어

출입구

(문)

폭 610㎜ 610㎜

형태
종류 여닫이문 여닫이문

문방향 욕실방향 욕실방향

<표 23> 창호도에서 확인 가능한 인증 자료

<그림 6> BIM 모델링의 창호도 욕실 목재문 부분

(5) 범례(배관설비)에서 인증 결과 데이터 추출

범례를 이용해서 욕실에 필요한 배관 설비들의 크기와

길이, 높이 부속들의 상세한 재료와 장치를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24>와 <그림 7>은 배관 설비의 인증을

위한 자료를 보여 주고 있다.

평가항목 욕실1(욕조) 욕실2(샤워기) 비고

위생

설비

대변기 좌대 높이 362㎜ 362㎜

세면대

관련

상단 높이 760㎜ 760㎜

하단
깊이 450㎜ 453㎜

높이 590㎜ 590㎜

욕조 욕조 상단 높이 425㎜ -

<표 24> 범례의 배관 설비 모음에서 확인 가능한 인증 자료

<그림 7> 범례 배관설비 모음 부분

(6) 일람표/수량 배관설비일람표에서 인증 결과 데이터 추출

<표 25>와 <그림 8>과 같이 일람표/수량의 배관 설

비 일람표에서 배관설비의 설치장소와 개수, 제조업체

등의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평가항목 욕실1(욕조) 욕실2(샤워기) 비고

위생

설비

대변기 유무 유 유

세면대 유무 유 유

욕조 유무 유 -

샤워기 유무 - 유

<표 25> 일람표/수량 배관 설비 일람표에서 확인 가능한 인증 자료

<그림 8> 일람표/수량 배관 설비 일람표에서 확인 가능한 인증 자료

(7) 일람표/수량 룸 일람표에서 인증 결과 데이터 추출

<표 26>, <그림 9>와 같이 일람표/수량의 룸 일람표

를 통하여 각 실의 면적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평가항목 욕실1(욕조) 욕실2(샤워기) 비고

위생설비 욕실내부 면적 3.55m² 3.59m²

<표 26> 일람표/수량 배관 설비 일람표에서 확인 가능한 인증 자료

<그림 9> 일람표/수량 룸 일람표에서 확인

가능한 인증 자료

(8) 일람표/수량 바닥 재료 견적에서 인증 결과 데이터 추출

일람표/수량의 바닥 재료 견적에서 욕실 바닥에 사용

된 타일의 면적과 체적을 확인할 수 있다.<표 27>

평가항목 욕실1(욕조) 욕실2(샤워기) 비고

위생설비 욕실내부 면적 3.55m² 3.59m²

<표 27> 일람표/수량 배관 설비 일람표에서 확인 가능한 인증 자료

또한 <그림 10>과 같이 재료 탐색기에서 타일 재료의

여러 가지 변수 즉, 재료의 크기나 색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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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일람표/수량의 바닥재료 견적 부분과 재료 탐색기

5.3. 선정된 공동주택의 인증 결과

(1) BIM 모델에서 확인된 인증 결과

공동주택 BIM 모델 욕실의 인증 평가는 <표 28>에서

보이는 것처럼 낮은 평가 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공동주택의 욕실에 인증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일상생활에서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는 건강한 성인들을 기준으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

진 상황으로 일반 주거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생활환

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비의 설치와 시공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평가 점수

욕실1 욕실2
욕실

1

욕실

2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10 - - 10 10

안내표지판 5 - - 5 5

화장실의

접근

유효폭 및

단차
6
유효폭 : 1,202㎜ 유효폭 : 958㎜ 2.4 2.1

단차 : -100㎜ 단차 : -100㎜ 0 0

바닥마감 4
타일바닥 경우 최우
수로 인정

타일바닥 경우 최우
수로 인정

4.0 4.0

출입구(문) 3
폭 610㎜
문 방향 : 욕실

폭 610㎜
문 방향 : 욕실

0 0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5 - - 5 5

활동공간 3
602㎜X1,598㎜
측면공간 없음

609㎜X1,604㎜
측면공간 없음

0 0

형태 3
양변기, 비데 설치
좌대높이 : 400㎜

양변기, 비데 설치
좌대높이 : 400㎜

2.1 2.1

손잡이 3 손잡이 없음 손잡이 없음 0 0

기타설비 3
세정장치 : 누름
화장지 걸이 : 있음

세정장치 : 누름
화장지 걸이 : 있음

2.1 2.1

소변기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6 - - 6 6

세면대

형태 3
상단 높이 : 760㎜
하단 높이 : 590㎜
하단 깊이 : 450㎜

상단 높이 : 760㎜
하단 높이 : 590㎜
하단 깊이 : 450㎜

0 0

거울 3 경사진 거울이 아님 경사진 거울이 아님 0 0

수도꼭지 3 레버식 수도꼭지 레버식 수도꼭지 2.4 2.4

욕실

구조 및 마감 3
욕조의 높이 : 425㎜
휠체어 공간이 없음

욕조의 높이 : 425㎜
휠체어 공간이 없음

0 0

기타설비 3
비상용 벨 없음
손잡이 없음

비상용 벨 없음
손잡이 없음

0 0

샤워실 및

탈의실

구조 및 마감 3 - 3 3

기타설비 3
비상용 벨, 샤워용
접이식 의자, 손잡
이 없음

비상용 벨, 샤워용
접이식 의자, 손잡
이 없음

0 0

총점 69 42 41.7

<표 28> 공동주택 BIM 모델 욕실의 인증 평가항목별 점수

(2) 건축이나 인테리어 공정이 필요한 부분

다음 <표 28>과 같이 노인주거 욕실에 무장애 생활환

경을 만들기 위한 건축이나 인테리어적 공정이 필요한

부분은 화장실의 접근 부분의 욕실 바닥과 연결 통로와

의 단차, 문의 크기, 문의 방향, 미끄럼 없는 바닥 마감

타일의 선정 등으로 나타난다.

건축 공정 세부항목 공사 내용 비고

바닥공사
화장실 바닥 단차 제거 공사

바닥 타일 미끄럼 없는 타일 사용 및 줄눈의 폭 5㎜ 이하

벽공사
화장실

출입구
출입구 확폭 900㎜ 이상

창호공사 문 새로운 문 설치 문 열리는 방향 통로 쪽으로 변경

특이 사항
화장실 활동

공간 크기

공동주택의 화장실 크기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령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간의 크기가 협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장실 내 설비의 위치를

재배치하거나 욕조를 샤워기로 변경해야 한다.

<표 29> 공동주택 욕실에 무장애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 공정

<그림 11>은 휠체어 사용 가능 욕실의 평면이다.10)

욕조 샤워기

<그림 11> 휠체어 사용 가능 욕실의 예

(3) 위생설비 추가 공정이 필요한 부분

위의 결과에서 나타난 위생설비에 대한 추가 공정을

정리하면 <표 30>과 같다.

위생설비

공정
세부항목 공사 내용 비고

대변기

관련

대변기 대변기 위치 변경 : 측면 공간 확보

비데 설치 비데 설치

수평손잡이 수평손잡이 설치

회전손잡이 회전손잡이 설치

비상벨 설치 비상벨 설치

세면대

관련

세면대
상단 높이 : 850㎜, 하단 높이 : 650㎜, 하단

깊이 : 450㎜

거울 상단 경사진 거울 설치

욕조

욕조 앞 공간 활동 공간 확보

비상벨 설치 비상벨 설치

수평․수직손잡이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샤워기

관련

비상벨 설치 비상벨 설치

수평손잡이 수평손잡이 설치

샤워용 접이의자 샤워용 접이의자 설치

특이

사항
설비의 설치

개인의 사용 공간이므로 모든 장애에 대응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닌 사용자에 맞

는 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

<표 30> 공동주택 욕실에 무장애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 공정

대부분 설비의 추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10)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수정

판), 2012.12, pp.89-90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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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상벨과 보조손잡이의 설치이

다. 또한 개인 사용공간이므로 모든 장애에 대응하는 디

자인이 아닌 사용자의 현실에 맞는 설비의 설치가 필요

하다. 다음 <표 31>은 욕실의 욕조와 샤워기에 대한 각

설비 전개도이다.11)

분류 설비 전개도

욕

조

샤

워

기

<표 31> 욕조와 샤워기의 설비 예

5.4. BIM 모델 사용의 장단점

(1) BIM 모델의 장점

앞에서 BIM 모델을 이용해서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BIM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2차원 도면으로 이루어지던 건축설계가 3차원

설계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1개의 모델링이 가질 수 있

는 정보의 양이 늘어서 실제 건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BIM 모델이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물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

며,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BIM 모델에서 제공한 다양한 뷰를 가

지고 인증에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인증 방법은 실제 지어진 건물을 실사하거나

각각 그려진 평면도나 입면도 등의 허가 도면을 검토하

는 것에 반해 BIM 모델을 이용해서 1개의 모델링을 가

지고 원하는 부분의 뷰와 범례, 일람표를 가지고 건물이

지어지기 전, 즉 사전에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이 가능하

다는 것이 BIM 모델의 장점이다.

BIM 모델의 단점

BIM 모델을 이용해서 도출한 인증의 결과는 공동주택

에서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그 원인은 건축설계의 주

대상이 일반적인 성인을 위한 것으로 고령자를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설비의 미설치 부분에서는 실제 설비의 설치가 부

11)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수정

판), 2012.12, pp.89-90에서 발췌

족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BIM 모델이 인증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세밀한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해 확인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많은 이유가 있기도 하다.

BIM 모델은 문, 창, 가구, 설비 등은 외부에서 제작된

패밀리라는 모델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다. 패밀리를

가져와 사용할 때 이 패밀리 모델링이 세밀한 표현을 하

지 못하면 인증 규정에서 정의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BIM 모델은 그 분

야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설계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

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외

부 모델이 세밀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발생되는 이러

한 문제는 BIM 모델의 단점이라 할 수 있다.

6. 결론

건축 환경에 무장애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설계와 시공 측면에서 계속 시도되고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와 시대에 맞추어서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관련 단체에서 인증 제도를 통해서 무장애 생활

환경을 독려하고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령

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에 대한 무장

애 생활환경의 구현은 개인의 몫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고령자의 건강과 무장애 생활환경을 위

한 노인주거의 연구와 시행하기 위한 규준의 제시는 매

우 중요한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노인주거에 건강과 무장애 생활환경을 추구하

고 이를 인증하는 방법에 BIM 모델의 데이터 추출을 통

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현재 기존 공동주택의 평면을 선

택하여 BIM을 이용하여 모델을 만들고 현재 무장애 인

증제도에서 적용하는 인증의 요소들을 수치 및 변수로

적용하여 실제 공동주택의 욕실에서 무장애 환경의 적용

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기존의 공동주택 BIM

모델을 이용한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 결과로 나타나는

인증 총점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공동주택

에 대한 무장애 생활환경의 구현은 단위평면의 기획과

설계에서의 반영도가 매우 낮으며, 그 낮은 반영은 시공

및 실현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의 공동주택은 일반인들을 위한 설계와 시공이 주를 이

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 새로운 분양이나 리모델링 시 무장애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옵션의 개발(모델하우스 개발이나

가상현실의 개발)을 건설 회사나 설계사무소가 자발적으

로 적용하거나 정부나 관련단체에서 적용 격려나 강제할

필요한 시점이 다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3호 통권122호 _ 2017.0624

세부적으로 필요한 건축 공정의 조치는 욕실 바닥과

통로와의 단차 해결, 문의 크기 확대, 문의 방향의 전환,

미끄럼 없는 바닥 마감 타일의 선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무장애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적

으로 필요한 공정은 구조적인 변화 없이 간단한 실내 공

사 정도의 비교적 간단한 공정과 비용으로 구현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설비에 대한 조치는 휠체어가 필요한 대상을 위해

서는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대변기 측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변기의 위치 이동이 필요하며, 비상

벨의 설치와 보조손잡이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설비에 대한 무장애 생활환경의 구현은 대변기를 이

동해야 하는 공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리모델링 시 비교

적 많은 비용과 공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설계시 반

영하거나 옵션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욕실공간의 크기가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이

무장애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위생설비 설치에 유리하다

고 판단된다.

인증의 결과로 요구되는 연구와 디자인은 노인주거는

개인의 사용 공간이므로 인증에서 요구하는 모든 장애에

대응하는 디자인이 아닌 사용자의 현실에 맞는 설비의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위해서는 고령

자의 노화 유형을 분류하거나 연구하여 그 유형에 따라

각각의 무장애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의 제시가

필요할 것을 판단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인증의 결과는 실제 공동주택의 답사 없

이 BIM 모델만을 이용해서 도출한 것으로 시공 공정 없

이 건물의 실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

다는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BIM 모델은 실

제 건물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를 이용

해 원하는 부분의 뷰와 범례, 일람표를 가지고 건물시공

전, 즉 사전에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BIM 모델의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은 외부 모델의 부족 및 세밀한 표현이 되지 않아 발생

하는 문제는 BIM 모델의 단점이라 할 것이다.

BIM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고령자

나 장애인의 무장애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건축 환경에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BIM의 중요한 기능이

기도 하다. 나아가서 빠른 시일에 BIM 프로그램 내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자동

으로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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