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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

최근 건축 분야에서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용은 기술의 발 과 정부 지원, 용 분

야의 확 등으로 자연스러운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BIM 모델링을 통해 생산되는 정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용과 변용이 가능하여 실무

에서 많은 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문분야에서는 주로

설계의 시공 간섭, 품질 리 검토와 물량산출과 견 , 친환

경 건축의 용 등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가 발 하면서 사회 약자에 한 배려를 해서

도입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사회 약자들

이 각종 시설물에 근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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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취지의 제도로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 으로 인증

을 받아야한다.

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건축주의 부담이며 2D도면을 바탕으로 수동검토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정부는 행정에 있어서

서비스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 건축법규 검토에 한 정보화 지원체계를 구축하

여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2D 도면기반

으로서 검토 자동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BIM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 에서, 3D도면에서 2D도

면으로 변환 후 인증은 오히려 재 2D기반의 인증 작업

보다 추가 작업의 요구로 인해 효율이 하되게 된다.

한 BIM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행정, 설계

자동검토에 한 연구와 개발이 미흡한 실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BIM정보를 이용하여 자동검토 되

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자동검토의 효과와 더불어 BIM

정보의 활용을 극 화하는데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자동검토를 한 BIM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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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에서는 BIM정보를 이용한 장애물 없는 생

활환경 인증 자동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정보 분류

체계의 검토와 기 인 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 다.

1.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자동검토 시스

템 개발을 한 기 인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 범 는

BIM 모델링 정보 체계에 맞추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항목 정보의 분석을 통한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이

를 토 로 자동검토 시스템에 바탕이 되는 로세스를

제안하는 것에 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과 공

원이 인증 상이기는 하나 BIM 모델링 정보를 다루는

연구이므로 건축물로 한정한다.

연구의 방법은 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한 검토와 기존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자동검토에 한

필요를 이해하고 유사 연구인 건축법규의 자동검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수렴하여 기 연구에 한 일차

근 방법을 선택한다. 다음 단계로 모델링 정보 활용

로세스를 설정하고, BIM정보의 생성과 분류체계를 추

출하고, 추출된 체계에 맞추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

증의 항목들을 분석하고 추출하여 BIM 생성정보와 비교

배정한다. 그리고 자동검토를 한 룰셋 구조화에 한

비와 추후 연구될 BIM 모델링 가이드라인에 한 기

설정 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류된 정보들 간의

연 성을 기 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자동검토

를 한 기 인 로세스를 제안한다.

<그림 1> 연구의 흐름

2. 자동검토의 필요성

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1) 개요1)

1) 홍사철, 백진경, 김석태, 노인 주거시설의 생공간을 심으로 고

령자의 건강과 무장애 생활환경을 한 인증 방법에 한 연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각종 시설물에 근·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취지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 국토해양

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의거,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법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에 한 법률」(2015. 1. 28 개정) 제10조의2,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법」(2015. 1. 28 개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한 규칙」(2015. 8. 3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에 있으며, 인증

기 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증 상은 개별시설 인증

건축물과 공원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한 법률」제10조의 2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

물(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공 이용시설 에

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은 의무 으로 인

증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2) 인증 차2)

인증의 차와 종류는 도면을 이용한 비인증과 시공

후 장을 심사하는 본 인증이 있다. 각 인증의 세부 사

항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비인증과 본 인증 인증 차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6권, 3호, 2017, p.14

2) 2018년 1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http://bf.koddi.or.kr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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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구성요소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구성요소는 표 1과 같

이 각 항목마다 세부 인 지침을 마련하고 인증에 필요

한 평가서가 비되어 있다.

분류 내용

매개시설 근로, 장애인 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내부시설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생시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근, 변기, 소변기, 세면 ,

욕실, 샤워실 탈의실

안내시설 안내설비, 경보 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 침실, 람석 열람석, 수 안내데스크,

매표소∙ 매기∙음료 , 피난구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비치용품 비치용품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

<표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구성요소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자동검토

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차는 인증을 원하

는 계자가 비인증 본인증을 받기 해서 자체평

가서와 2D도면, 장사진 등을 담당기 에 제출해야 한

다. 이후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 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인증심사단은

자체평가서와 2D도면과 장 실사를 통해서 평가기 에

합당한 가를 수화하여 인증을 하게 된다. 이때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출된 자체평가서

와 2D도면, 사진 등은 심사 원회의 원들을 해서 제

공되는 것으로 사회 약자들이 건축 환경을 사용함

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과 설비, 건축요소들의 유무와 상

태를 주어진 기 에 의해 정량 인 단으로 수화하여

인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량 인 평가는 일반 으

로 보아도 자동검토를 통해서 인증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2. BIM을 이용한 인증에 한 연구

(1) 연구 동향4)

국내의 BIM 데이터를 이용한 인증에 한 연구는

BIM이 도입되던 2000년 후반부터 진행되어 최근까지

연구되어 왔다. 기에는 BIM 모델링 정보의 표 을

한 인증의 연구도 있었으나 표 2와 같이 크게 건물의 에

지 성능 인증과 친환경 인증 두 가지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경향

국내의 BIM 모델링 정보를 이용한 인증 연구의 특성

방법은 기에는 인증의 요소 평가 방법을 개발하

거나 인증에 필요한 BIM 모델 요소의 개발을 구성하는

경향에서 시작해서, 평가방법에 한 문제 을 악하고,

그 개선 을 제시하거나 실제 건축물을 BIM 모델로 구

성하여 인증을 하여 인증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발

3) 홍사철, 상게서, p.14

4) 홍사철, 상게서, p.15

하여 연구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요소 평가 방

법을 개발하거나 인증에 필요한 BIM 모델링 요소의 개

발을 구성하는 기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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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활용 방안

2013 고정림 外 학술논문
LEED Energy 분야 인증기 (항목)의 BIM기반 연계평

가 방법

2013 박승길 外 학술논문 BIM을 활용한 에 지성능평가 기법

2013 김의성 外 학술논문
BIM기반 템 릿을 통한 국내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

평가항목의 평가 환경 구축

2013 이권형 外 학술논문
가구변화에 따른 주거부문 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

증기 의 개선방안

2016 김미경外 학술논문 녹색건축 G-SEED 인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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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용주 外 학술논문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평가를 한 BIM

시스템 용방안

2017 홍사철 外 학술논문
노인 주거시설의 생공간을 심으로 고령자의 건강

과 무장애 생활환경을 한 인증 방법에 한 연구

<표 2> 2008년 이후 BIM을 이용한 인증에 한 연구 동향

2.3. 건축 련 법규 자동검토 사례

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자동검토에 한 직

인 개발이나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유사하

며 공통 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축설계에 련한 법

규에 한 자동검토는 국내외 으로 시도되거나 일부분

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건축 련 법규 자동검토 해외 사례

미국 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는

SMC(Solibri Model Checker)를 기반으로 자체 모듈을

개발하 다. 설계 시 품질 리를 자동으로 체크하기

한 목 으로 공간 로그램, 공간동선 보안 수 , 에

지 소비량, 시공비용 등을 체크하 으며, 건설 산업에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7권 2호 통권127호 _ 2018.04          157

IFC 데이터를 활용할 목 으로 사용하고 있다.5)

SMC는 핀란드 Solibri사의 표 로그램으로 원래

3D 설계 시 건축 로그램의 오류를 검토하기 한 목

으로 개발되었으며, SMC는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 정보 호환 표 포맷)을 지원하기에 BIM 모델

에서 IFC로 자료를 추출하여 SMC로 가져와 검토한다.

싱가포르는 1995년에 CORENET이라는 자동도면 체

크 시스템을 갖추고, 법규에 해 BIM 모델링 자동검토

승인 로세스를 구축하여 공공 행정업무의 검토

승인 차에서의 효율을 경험한 바 있다. 싱가포르의

로젝트는 크게 기업과 정부 간에 업무와 련된 문서를

공유하기 한 웹 기반 시스템과 정부행정부서와 기타

조직으로부터 생성된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

능, lFC포맷으로 건물에 한 자동화 법규 검토를 수행

컴퓨터를 통해 해석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6)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 은 공공기 에서 자

동검토를 개발 용을 추진하는 것과 개방형 BIM 모델

링 데이터의 사용이다. 공공기 의 주체 이유는 업무 효

율을 높이는 것과 민원인에 한 배려를 목 으로 하고

있으며, BIM 데이터는 여러 가지 로그램에서 생산되

므로 이를 공통 으로 처리하기 해서 IFC의 사용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부분

설계 후나 시공 후에 용되고 있는 것으로 용범 에

명확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2) 건축 련 법규 자동검토 국내 사례 동향

표 3의 연구 동향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2008년도 정

지용의 방재 피난 련 법규 자동검토 연구에서 시작

된 국내 연구는 재까지 소수지만 꾸 하게 연구되고

시도되어 왔다. 국내 연구의 동향은 일 되게 BIM 정보

를 IFC 일로 추출한 후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SMC 등

의 검토 로그램을 이용하기 해서 룰셋을 용하여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법규의

범 성으로 인해 일부 특정 분야에 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7)와 같이 사용되는 로그램이 외국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법규 기 에 따른 새로운 검토 항목

의 변수를 변경하고 조정하는 수 은 가능하지만,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완 히 새로운 법규체계로 재

구성하는 것은 작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국내

련 연구에서도 SMC를 이용해 국내 법규에 용하고자

하 지만 소 트웨어의 작권 때문에 힘든 것으로 나타

5) 서종철, 김한 , 김인한, 건축설계 단계에서 설계품질 향상을 한

개방형 BIM기반 품질 리 방안, 한국건설 리학회 논문집, 13권, 4

호, 2012, p.6

6) 이창윤, 심운 , 안용선, 2012, 건축법규 자동검토를 한 BIM정보

의 분류체계 검토 로세스에 한 기 연구, 한국건설 리학회

논문집, 13권, 4호, p.46

7) 게서, p.46

났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소 트웨어 회사의 력을 유

도하거나, 공식 인 계약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소 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러한 이유로 인증의 자동검토 로세스에 한 기 연

구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도 연구자 분류 연 분야

2008 정지용 外 학술논문
BIM을 이용한 형 건축물 방재 피난 련 법규
자동검토 가능성 연구

2012 김유리 外 학술논문 BIM 기반의 건축법규검토를 한 룰셋 정의서 개발

2012 서종철 外 학술논문
건축설계 단계에서 설계품질 향상을 한 개방형 BIM
기반 품질 리 방안

2012 이창윤 外 학술논문
건축법규 자동검토를 한 BIM정보의 분류체계 검토

로세스에 한 기 연구

2013 강주석 학 논문
개방형 BIM 환경에서의 건축행정 법규검토지원체계
구축에 한 연구

2013 송종 外 학술논문
덕트설비의 BIM 기반 자동검토를 한 규칙개발에
한 연구

2013 이상화 外 학술논문
BIM 기반의 건축법규검토를 한 K-BIM Model
Checker 구

2013 이윤정 外 학술논문
건축설계 지원을 한 BIM기반 법규검토 요구정보
도출에 한 연구

2015 배종윤 外 학술논문
BIM 기반 법규검토시스템 구축을 한 법규정보 사
정의서 제안

2015 최 식 外 학술논문 개방형BIM기반 법규검토를 한 기 용 연구

2016 고종호 外 학술논문 BIM을 활용한 건설안 법규 자동검토 방안 연구

2016 김하얀 外 학술논문
설계품질검토 자동화를 한 인허가 련 건축법규문
장의 논리규칙화에 한 연구

2016 최 식 外 학술논문 개방형BIM기반의 품질검토 자동화 시스템 개발 연구

<표 3> 2008년 이후 국내 BIM을 이용한 법규 자동검토에 한 연구 동향

Organizations Product Website

AEC3UK XABIO Octaga Player www.aec3.com

Corenet ePlan Foxmax Viewer www.corenet.ess.gov.sg/

Doe COMcheck www.doe.gov

Solibri Solibri Model Checker www.solibri.com

<표 4> BIM모델링 검토 로그램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자동검토

를 한 분류체계

3.1. BIM 모델링 활용 로세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자동검토하려면 인증에

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증 시스템에 달해야 하는데

재 제출되거나, 심사 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2D 도

면이다. 2D 도면은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으로 필요

한 정보가 도면별로 기능이 구분되어 나타나며, 2D 도면

의 요소는 벽, 기둥, 문, 창문, 계단 등 속성이 포함된 객

체가 아니라 선, 원, 호 등, 2차원의 기하학 개체로 표

되므로, 2D기반의 도면정보로서는 자동검토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자동검토를 해서는 객체정보와 속성정보

로 구성된 3차원 BIM 모델 정보가 필요하다.

인증 자동검토를 비롯한 BIM 모델 정보를 활용하기

해서는 가장 먼 BIM 활용 목 에 해당하는 모델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BIM 모델링 담당자는 BIM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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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을 해야 한다. 발주자, 건설사 등이 이 게 제작된

BIM 모델링을 목 에 맞게 활용하기 해서는 모델링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내용 로 BIM 모델이 작성되었

는지 여부를 단하기 한 룰셋 구조화와 품질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품질검토를 마친 BIM 모델링 정보는 분야별 목 즉

공정 리, 수량산출, 운 유지 리를 비롯한 에 지

분석 등의 문 소 트웨어에서 활용되며, 문 소 트

웨어는 용 분석모듈에 의해 계산 분석결과를 출력

하여 연구나 개발에 사용된다.8) BIM 모델링 정보 활용

로세스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BIM 모델링 정보 활용 로세스

3.2. BIM 모델링 정보의 활용 로세스에서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

앞에서 정의한 BIM 모델링 정보 활용 로세스에 장

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용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반 인 과정은 BIM 모델링 정보를 룰셋 구조화 과

정을 거쳐 자동검토를 통한 인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모델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 과정

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4> BIM 모델링 정보 활용 로세스 자동 인증 용

첫 번째는 BIM 모델 정보를 좀 더 용이하게 얻기

해서는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용하는 것과 BIM 모델

정보에 맞추어 인증 항목의 정보들을 분석하여 룰셋 구

8) 강주석, 개방형 BIM 환경에서의 건축행정 법규검토지원체계 구축

에 한 연구, 경희 박사논문, 2013, p.4

조화에 필요한 기 을 만드는 것이다. 이 때 인증 항목

의 정보를 분석한 자료는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도 기 이 될 수 있다.

3.3. BIM 정보 분류체계9)

BIM 모델링 정보 분류체계는 구성하고 있는 객체

속성을 체계 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분류를 하는 목 은 모델데이터를 체계 으로 공유

교환하기 해서 이며 필요에 따라 국제, 국가 회사

의 정보 분류체계와 연계성을 확보하여 수량 공사비

산출, 공정 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BIM 정보 분류체

계는 객체 분류체계와 속성 분류체계로 나 어진다.

객체분류체계는 물리 객체단 를 체계 으로 분류하

는 것을 말하며, 크게 공간객체와 부 객체로 분류한다.

공간객체는 건물의 층, 구역, 실 등 각종 공간의 치

범 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객체로서, 개념 으로 공간

을 구성하기 하여 사용한다. 부 객체는 기둥, 벽, 문,

창 등과 같이 물리 으로 시설을 구성하기 하여 사용

한다. 이 때 부 객체의 분류는 기 이 사용하는 기술

분류체계에 의하되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소 트웨어

가 제공하는 목록을 사용할 수 있다.

속성분류체계는 개개의 객체분류단 가 공통 으로 가

진 내부 특성의 집합을 말한다. 객체별 속성은 식별,

형상, 물성, 참고 등의 특성을 부여하기 하여 사용한

다. 객체별 속성의 분류 한 기 이 사용하는 기술

분류체계에 의하되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소 트웨어

가 제공하는 목록의 사용이 가능하다.

모델데이터의 객체별 속성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입력

하도록 계획할 수 있으며, BIM 정보 분류체계는 표 5와

같다.

객체 분류체계 속성 분류체계

공간객체 부 객체

식별속성, 형상속성, 물성속

성, 참고속성
건물의 층, 구역, 실 등 각종

공간의 치 범 를정의

기둥, 벽, 문, 창 등과 같이

물리 으로 시설을 구성하

기 하여 사용

<표 5> BIM 정보 분류체계

3.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항목 체계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항목 분류체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용되는 상과 범 에

한 분류는 그림 5와 같다. 인증에 한 분류는 먼

건축물의 시설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시설은 1.매개시설,

2.내부시설, 3. 생시설, 4.안내시설, 5.기타시설, 6.비치용

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 분류체계는 근로, 주차장, 주출입구, 일반출입

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화장실

9) 국토해양부, 건축분야 BIM 용가이드, 2010, pp.20-21 정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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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변기, 소변기, 세면 , 욕실, 샤워실 탈의실, 안내

설비, 경보 피난설비, 객실 침실, 람석 열람석,

수 안내데스크, 매표소․ 매기․ 음료 , 피난구

설치, 임산부 휴게 시설, 비치용품 등으로 나 어져 있으며,

좀 더 세부 인 구성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의 세부 항목

은 각 공간 설비에 한 장애인의 편의를 한 설비의

유무, 높이, 폭 등의 수치와 재료, 마감, 연결 방법 등을 정

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1호, 국토교통부 고

시 제2015-599호의 건축물자체평가서에서 정리한 것이다.

<그림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본 분류체계

건축물자체평가서와 매뉴얼(건축편)에서 제시하고 있

는 자료의 는 그림 7과 같다.

평가를 한 정보의 확인은 모두 2D 도면과 장사진

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 7에서 제시한 사례인 주출입

구의 유효 폭에 한 건축물자체평가서를 로 보면,

비인증에서는 1층 평면도, 주출입구 평면도, 주출입구 단

면도, 주출입구상세도, 창호 상세도가 필요하고 본인증에서

는 비인증 시와 동일한 도면과 주출입구 사진이 필요하다.

<그림 7> 건축물자체평가서와 매뉴얼 주출입문의 유효폭 항목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분류 체계의 특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항목의 특징은 장애인이

건물을 방문하는 목 을 달성하기 해 사용하는 공간과

건축요소, 설비 등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규 을 정하고

이를 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한 항목과 수치, 속

성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범주 평가항목
데이터

형태
규

화장실

의 근

유효폭

단차

폭 수치
최우수 1.5m이상, 우수 1.2m이상, 일반
0.9m이상

단차 수치
최우수 단차없음, 우수 1/18(5.56%/3.18°)
이하, 일반1/12(8.33%/4.76°) 이하

바닥

마감

타일

수치 최우수 1cm이하, 우수 0.5cm이하

재료 마감재료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석

마감

수치 최우수 1cm이하, 우수 0.5cm이하

재료 마감재료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출입구

문

폭 수치 최우수 1.2m, 우수 1.0m, 일반 0.8m

미닫이 형태 유무

여닫이 형태 유무

변기

칸막이

출입문

폭 수치 최우수 1.0m, 우수 0.9m, 일반 0.8m

자동문 형태 유무, 최우수

밖여닫이 형태 유무, 우수

미닫이 형태 유무, 우수

잠

장치

버튼식 형태 유무, 최우수 버튼식

기능 속성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우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일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

활동

공간

유효바

닥면

폭 수치 유무, 우수 1.4m이상, 최우수 2.0m이상

깊이 수치 유무, 우수 1.8m이상, 최우수 2.1m이상

측면 수치 유무, 일반 0.75m이상

면 수치 유무, 우수 1.4m×1.4m이상

형태

좌 높이 수치 유무, 바닥면에서 0.4m~0.45m

벽걸이형 형태 유무 우수

양변기 형태 유무 일반

비데 형태 유무 최우수

기타

설비

세정장

치버튼

감지식 유무 유무 우수

벽면 유무 유무 일반

바닥 유무 유무 일반

비상호출벨 유무 유무 최우수

등받이 유무 유무 최우수

화장지걸이 수치 유무, 바닥면에서 0.8m ~ 1.2m

<표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항목별 데이터 용 – 생시설 일부

<그림 6> 세부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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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제시의 목 이 장애 없는 환경을 만들기

한 것으로, 이질 인 정보들을 구분 없이 한꺼번에 제시

하고 검증을 하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를 들면 건축공간인 화장실을 평가하기 해서 화장

실 근복도, 화장실의 문, 변기, 소변기, 손잡이, 휠체

어의 활동 공간 크기, 화장지걸이, 비상호출벨 등에 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시공되었는지 단하는 것이다. 한

요구하는 정보도 유무, 수치, 형태, 기능, 마감상태, 재료

등으로 복합 이다. 그 는 표 6에 나타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체계

는 객체분류, 속성분류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 BIM 정보

분류체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동검

토를 해서는 인증 항목 정보를 BIM 정보 분류체계에

맞추어 재정리하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동검토 로세스

4.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IM 정보 용

앞서 분류된 BIM 정보 분류체계에서 장애물 없는 생

활환경 인증에 용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우선 BIM

생성정보와 외부 입력정보로 구분하며, 표 7과 같다.

정보 분류 상세 분류 표시

BIM 생성정보 객체, 속성 정보 ●

외부 입력정보 건물명, 소재지, 용도 건축 외 인 주변 내부 정보 ○

<표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용하기 한 정보 분류

분류항목 세부분류 세부내용 표시
인증

상

건물

개요

건물명 건물명 ○
지주소 건물 소재지 ○

용도 건축물(공공건물, 공 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

층수 층수(지상 지하) ●

매개

시설

근로, 장애인 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문)

보행로(폭, 단차, 기울기, 바닥 마감) 보행 장애물,
덮개, 주차면 수 확보, 주차구역 크기, 보행 안 통
로, 안내 유도 표시, 주출입구(단차, 형태, 폭)
면유효거리, 손잡이, 경고 블록

●,○

혼재

내부

시설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출입문(단차, 유효 폭, 후면 유효 거리), 손잡이
자 표지 , 복도(폭, 단차, 바닥 마감), 보행

장애물, 연속 손잡이 계단(형태 폭, 챌면, 디딤 ,
바닥 마감), 손잡이, 형 블록, 경사로(폭, 기울기,
바닥 마감, 활동공간, 휴식참), 손잡이, 승강기(활동
공간, 폭, 바닥면 , 이용자 조작설비, 시각, 청각장
애인 안내 장치, 수평 손잡이, 자블록

●

생

시설

장애인화장실, 화장

실 근, 변기, 소변

기, 세면 , 욕실, 샤워

실 탈의실

장애유형별 응 방법, 안내표지 , 화장실(폭, 단
차, 바닥마감), 출입구(문), 칸막이 출입문, 활동공
간, 형태, 손잡이, 기타설비, 소변기 형태 손잡이,
형태, 거울, 수도꼭지, 구조 마감, 기타설비, 구조
마감, 기타설비

●

안내

시설

안내 설비

경보 피난설비

안내 , 자블록, 시각장애인 안내 설비, 청각장
애인 안내 설비,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피난
설비

●

기타

시설

객실 침실

람석 열람석,

수 안내데스크,

매표소․ 매기․ 음

료

피난구 설치

임산부 휴게 시설

설치율, 설치 치, 통과 유효 폭, 활동공간, 침
구조, 객실 바닥, 유효 폭 단차(화장실), 유효
바닥면(화장실), 손잡이(화장실), 자 표지 (기타
설비), 설치 높이(기타 설비), 인등(기타 설비)
설치율, 설치 치, 람석 무 의 구조, 열람석
의 구조, 설치 치, 설치 높이 하부 공간, 매표소
의 구조 설비, 매기의 구조 설비, 음료 의
구조 설비, 피난 방법 설치 치, 피난의 구조,
근 유효 폭 단차, 내부 구조

●,○

혼재

비치용품 비치용품 비치하여야 할 용품 ○

<표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BIM 정보 분석

BIM 생성정보는 BIM 모델링에서 획득 가능 정보로

식별, 속성, 치수 등이다. 외부입력정보는 BIM에서 가져

올 수 없는 정보 를 들면 인증 상 건물명, 용도,

치 등과 건축외 인 주변 내부 정보들을 의미한다.

이 게 구분지어지는 정보 분류를 실제 장애물 없는 생

활환경 인증 분류체계에 용하여 보면 표 8과 같다.

그 후 기 인증 항목 BIM 모델링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정보는 건물명, 치, 용도 등 건물의 개요와 피

난매뉴얼, 비치용품 등의 건축 외 인 주변 사물과 내부

정보며, 그 내용은 표 9와 같다.

분류

항목
세부분류 세부내용

인증 상

건물개요

건물명 건물명

지주소 건물 소재지

용도 건축물(공공건물, 공 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매개시설
장애인 용

주차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비율

기타시설 피난구 설치 피난훈련시행을 한 매뉴얼 구비

비치용품 비치용품
통신 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음성계산기 시력용독서기, 시각장애인을 한 자
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 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표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항목 외부 입력정보

4.2. BIM 모델링 정보의 용 가능한 항목 분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각 항목에 한 BIM 생

성정보는 앞에서 언 한 객체분류 체계정보와 속성분류

체계정보 2가지로 나눠지게 된다.

객체분류 체계정보는 공간개체와 부 개체 정보로 분

류되며, 공간개체 정보는 공간의 치나 범 를, 그리고

부 객체는 각 객체의 부 별 분류를 한 정보로 활용

된다.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객체분류 정보는 BIM 로그

램의 자체 분류항목으로 분류가 되므로 인증의 자동검토

를 한 기본 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정보 분류의

완결성을 인정해야 한다.

속성 분류체계 정보는 표 10에서처럼 분류하여 나타낼

수 있다. 식별 속성은 그 객체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나

타내고, 형상 속성은 객체의 치수나 면 과 같은 형상에

련된 정보를, 물성 속성은 객체 재료에 한 특성정보

를, 참고 속성은 객체의 기타 속성을 정의할 수 있다.

정보 분류 내용 내용 표시

객체분류

체계정보

공간개체 치 BIM 분류

인정부 개체 세부 치, 객체 명

속성분류

체계정보

식별 속성 유무 ◇

형상 속성 크기, 면 , 길이, 기울기 등 ◆

물성 속성 재료 ▷

참고 속성 기타 참고 속성 ▶

<표 10> BIM 생성정보 분류

속성 분류체계 정보들 식별속성은 단독으로 분류되

기도 하지만 부분의 정보들은 식별 속성과 결합되거나

다른 속성들과 결합되거나 연 되어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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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분류의 원칙은 먼 객체의 유무에 해서 단

하는 식별속성을 정의하고 객체의 유무 단 후 그 객체

에 추가 인 정보를 단하는 과정으로 객체의 식별속성

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었다.10) 이 외의 항목 유형들은

각 속성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의 특징에 해

정의하 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을 단할 수 있는 내용을 용하면 매개시설을 로 해

서 표 11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한 수치 조건

정보에 있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 일반, 우

수, 최우수로 차등 수화에 한 조건은 룰셋의 조건을

통해서 일반, 우수, 최우수의 차등 수화를 설정하여 처

리하도록 하 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에서는 생략한다.

범주 평가항목
데이터

형태
조건 비고 표시

근

로

근로와 차도 분리
수치,

치
유무, 50%이상 ◇◆

폭 수치 1.5m이상, 1.2m이상, 0.9m이상 ◇◆

단차 수치 2cm이하 ◇◆

기울기 수치 0, 1/18이하, 1/12이하 ◇◆

마감재료

재료

성질
미끄럽지 않은 재료 ◇▷

수치 0.5cm이하 ◇◆

덮개 수치 유무, 단차2cm이하 ◇◆

장애인

용

주차

구역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경사로

수치
경사로 유무, 1/12(8.33%/4.76°)

이하로 설치
◇◆

주차면 수 확보 수치 유무, 100% 과(각 지방 조례) ◇◆

주차구역 크기
폭 수치 3.3m, 3.5m

◇◆
길이 수치 5.0m

보행 안 통로 수치 유무, 1.8m, 1.5m, 1.2m ◇◆

안내

유도

표시

안내
재료

성질
유무,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

유도표시
재료성

질
유무, 연속 인 유도표시 설치 ◇▷

주출입

구 (문)

주출입구 높이 차이 수치 유무, 0.75m이하 ◇◆

형태

자동문 유무 유무

택1 ◇◆▶여닫이문 유무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

크 등) 여닫이문 설치

문 유무 유무

유효 폭 수치 유무, 1.2m, 1.0m, 0.8m ◇◆

단차 수치 유무, 단차 2cm이하 ◇◆

면 유효거리 수치 유무, 1.8m, 1.5m, 1.2m ◇◆

손

잡

이

자동문 유무 유무

택1 ◇◆▶

수평

수직막 형
유무 유무

0.8m~0.9m에 치버형 유무 유무

수직막 형 유무 유무

수평막 형 유무 유무

경고

블록

손끼임 방지설비 유무 유무

0.3m 후면 택1 ◇◆▷표 형 형블록 유무 유무

색상 재질 유무 유무

<표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항목별 데이터 용 - 매개시설

4.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항목의 재정리

(1) BIM 모델링 로그램 기 에 맞춘 객체의 분류

자동검토를 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각 항목

정보를 BIM 모델링 생성정보에 맞추어 재정리하면 아래

10) 이창윤, 심운 , 안용선, 2012, 건축법규 자동검토를 한 BIM정보

의 분류체계 검토 로세스에 한 기 연구, 한국건설 리학회

논문집, v.13 n.4, pp. 50 발췌 정리하여 인용

와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때 인증 항목 에서 기타

시설, 비치용품은 제외하고 건축시설이 주가 되는 매개시

설, 내부시설, 생시설, 안내시설의 항목들을 분석하 다.

분류의 기 은 먼 BIM 모델을 시스템 객체와 외부

객체로 나 어 구분하 다.

시스템 객체에는 벽, 기둥, 기 , 바닥, 문, 창, 계단,

경사로 등으로 구성되며, 나머지 객체는 외부 객체로 구

분할 수 있다.

인증 항목의 구성에서 시스템 객체에 포함되는 항목은

표 12에 보이는 것처럼 36개로 나타난다. 하지만 객체

하나에 같이 표 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서 항목의 개수

는 어들 수 있다.

객체명 포함 항목 개수

경사로 경사로 체, 추락방지턱, 휴식참, 손잡이, 2단 손잡이 5

계단
계단 체, 추락방지턱, 휴식참(계단참), 챌면, 디딤 , 계단코,
손잡이, 2단 손잡이, 어린이용 손잡이

9

문

출입구/자동문, 출입구/여닫이문, 출입구 손잡이, 출입구 손끼임
방지설비, 일반출입문/자동문, 일반출입문/미닫이문, 일반
출입문/여닫이문, 일반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입구문, 화장실 칸막이
자동문, 화장실 칸막이 밖여닫이 문, 화장실 칸막이 미닫이 문

12

바닥
보도, 차도, 근로, 보행 안 통로, 일반복도, 화장실 근 복도,
욕실바닥, 샤워실바닥

8

벽 복도 벽, 측벽 2

계 36

<표 12> BIM정보 분류체계에 의한 인증 항목 분류–BIM 시스템 객체

외부 객체로 분류되는 항목들은 표 13과 같이 85개로

나타난다. 많은 항목들이 제작회사가 있는 설비 제품들

로 주문과 납품 단계에서의 과정으로 인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분류 객체 명 개수

도로경계 울타리, 경계석, 배수로 덮개 3

실외 보행 장애물 가로등, 간 , 이동식 화분, 근방지용 난간, 보호벽, 가로수 6

주차 련시설 장애인용 주차면, 외부주차장지붕, 안내표시, 유도표시 4

주출입구(문) 련 경고표시, 표 형 형블록 2

일반출입문 련 자표지 1

복도 련 킥 이트, 연속손잡이, 벽면 돌출물 3

계단 련 자표지 , 계단 조명, 경고표시, 표 형 형블록 4

경사로 련 충격방지용 매트, 자표지 2

승강기 련

승강기, 승강기 문, 되열림장치, 내부조작가로설비, 내부가
로 자표시, 내부조작세로설비, 내부세로 자표시, 외부조
작설비, 외부 자표시, 시각 청각장애인 안내 장치, 손잡
이, 경고표시, 외부 형블록

13

장애인 용 화장실
장애인 변기/남자, 장애인 변기/여자, 안내표지, 경고표
시, 외부 형블록

5

변기 련
변기, 비데, 세정장치버튼, 수평손잡이, 수직손잡이, 회

식손잡이, 비상호출벨, 화장지걸이, 유아용 거치 , 조명스
치

10

소변기 련 소변기, 수평손잡이, 수직손잡이 3

세면 련
세면 /단독형, 카운터형, 거울, 수도꼭지/ 감지식, 름버
튼식, 버식

6

욕실 련
욕조, 수평․수직손잡이, 수도꼭지와 샤워기, 비상용 벨, 좌

5

샤워실 련
샤워수 (수도꼭지와 샤워기)/높낮이 조 형, 버식 , 수
평․수직손잡이, 샤워용 이식의자, 수납공간, 비상호출벨

6

안내시설 련

안내 , 음성안내장치, 안내 용 조명, 자블록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형블록, 선형블록, 음성안내장치,
청각장애인 안내설비/안내표지, 시각장애인용/문자안내설
비, 경 등, 청각장애인용/음성안내 시스템, 비상벨

12

계 85

<표 13> BIM정보 분류체계에 의한 인증 항목 분류 – BIM 외부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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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요구 객체 정보의 분류

인증에서 객체에 해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20개의 항목에 요구되는 정보는 우선

앞에서 제시된 BIM 모델링 분류에 따라 크게 객체분류

체계정보와 속성분류 체계정보로 나 고 다시 세분하여

정리한다.

객체분류 체계의 정보는 BIM 모델링 로그램에서 제

공하는 정보를 그 로 인정하여 사용한다. 그에 한

는 다음 표 14와 같다. 공간개체는 패 리가 존재하는

층( 벨) 정보이며, 부 개체는 앞에서 분류한 패 리 분

류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증 항목명 공간개체 부 개체 비고

보도 지반층( 벨) 바닥

출입구 자동문 1층( 벨) 문

복도 바닥 모든 층( 벨) 바닥

복도 벽 모든 층( 벨) 벽

경사로 모든 층( 벨) 경사로

계단 모든 층( 벨) 계단

승강기 모든 층( 벨) 외부 패 리

비데 모든 층( 벨) 외부 패 리

자블록 모든 층( 벨) 외부 패 리

세면 /단독형 모든 층( 벨) 외부 패 리

<표 14> BIM정보 객체 분류체계 정보에 의한 인증 항목 분류

속성분류 체계의 정보들을 식별 속성, 형상 속성, 물성

속성, 참고 속성으로 세분하여 정리한 결과에 한 는

표 15와 같다.

식별속성의 유무 단은 모든 객체에 용하며 개수를

악하는 사례도 있다. 형상속성에 한 정보들은 부

분 수치 정보들로 이루어지며, 물성속성은 재료나 마감,

색상에 한 정보이며 참고속성들에 한 정보 요구도

많은 사례가 있다.

각 속성별 정보는 항목에 복합 으로 요구되며 서로

연 되어 요구되기도 한다.

인증 항목명

식별속성 형상속성 물성속성 참고속성

유무 개수 폭 깊이
높이

길이
면 단차

기울

기
격자

구멍

문턱
지름

크기
마감 색상

기능

치

설치

기타

보도 ○ ○ ○ ○ ○ ○ ○ ○

출입구

자동문
○ ○ ○ ○ ○ ○ ○ ○

복도 바닥 ○ ○ ○ ○

복도 벽 ○ ○

경사로 ○ ○ ○ ○ ○ ○

계단 ○ ○ ○ ○

승강기 ○ ○ ○ ○ ○ ○

장애인용

주차
○ ○ ○ ○ ○

자블록 ○ ○ ○ ○

세면 /

단독형
○ ○ ○ ○ ○

샤워실 바닥 ○ ○ ○ ○ ○

<표 15> BIM정보 속성 분류체계 정보에 의한 인증 항목 분류

(3) 인증 항목 속성 분류체계 요구 정보 특성

인증에서 요구하고 있는 속성분류 체계정보들의 특성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속성분류 체계정보 식별속성은 유무만을 단하는

항목과 개수를 악하여 설치율을 도출하는 항목들로 나

타나는데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 16과 같다. 식별속성의

유무 단과 개수를 통한 비율의 단은 룰셋 구조화 과

정에서 수화로 변환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식별속성 인증 항목명 목

유무

울타리, 경계석, 가로등, 간 , 이동식 화분, 근방지용 난간,

보호벽, 가로수, 외부 주차장 지붕, 출입구 손끼임 방지설비, 계단

조명, 경사로 충격방지용 매트, 승강기 되열림장치, 승강기

외부 자표시, 승강기 내부가로 자표시, 승강기

내부세로 자표시, 샤워실 수평․수직손잡이, 샤워실

비상호출벨, 시각장애인용/문자안내설비, 시각장애인용/경 등,

청각장애인용/음성안내 시스템, 청각장애인용/비상벨,

음성안내장치 안내 용 조명, 샤워수 (수도꼭지와

샤워기)/높낮이 조 형, 샤워수 (수도꼭지와 샤워기)/ 버식 /

26항목

항목의 존재

를 단

개수
장애인용주차, 장애인용 변기 남자, 장애인용 변기 여자

/ 3항목

개수 악후

설치율 도출

<표 16> BIM정보 식별속성 정보 요구 항목과 목

속성분류 체계정보 형상속성은 폭과 깊이, 높이 혹

은 길이, 면 , 단차, 기울기, , 격자구멍, 문턱, 지름,

크기 등으로 구분되어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정보별 분

류 사례는 다음 표 17과 같다.

형상

속성
인증 항목명 목

폭

깊이

보도, 보행 안 통로, 장애인용 주차, 출입구/자동문,

출입구/여닫이문, 일반출입문/자동문, 일반출입문/미닫이문,

일반출입문/여닫이문, 복도 바닥, 계단 체, 챌면, 디딤 , 계단코,

경사로 체, 승강기, 승강기 문, 화장실 입구문, 화장실 칸막이 자동문,

화장실 칸막이 밖여닫이 문, 화장실 칸막이 미닫이 문, 복도, 변기,

세면 /단독형, 세면 /카운터형, 세면 /거울/ 25항목

당한 폭과

길이 확보

높이

길이

출입구 손잡이, 일반출입문 자표지 , 일반출입문 손잡이,

킥 이트, 계단 추락방지턱, 계단 손잡이, 계단 2단 손잡이, 계단

어린이용 손잡이, 경사로 추락방지턱, 경사로 손잡이, 경사로 손잡이,

경사로 측벽, 승강기 내부조작가로설비, 승강기 내부조작세로설비,

승강기 외부조작설비, 승강기 손잡이, 화장실 안내표지, 변기,

변기 수평손잡이, 변기 회 식손잡이, 화장지걸이, 조명스 치,

소변기 수평손잡이, 소변기 수직손잡이, 세면 /단독형,

세면 /카운터형, 세면 /거울, 욕조, 욕조 좌 , 샤워용 이식의자,

수납공간, 안내 / 32항목

당한 높이

확보

면 샤워실바닥 / 1항목
당한 면

확보

단차 보도, 출입구/자동문, 출입구/여닫이문, 복도, 샤워실바닥 / 5항목
당한 단차

유무확인

기울기
보도, 근로, 출입구/자동문, 출입구/여닫이문, 복도 바닥, 계단

챌면, 경사로 체, 복도 / 8항목, 세면 거울

당한

기울기

유무 확인

보도, 복도 / 2항목
당한 치수

확보

격자

구멍
배수로 덮개 / 1항목

당한 치수

확보

문턱
출입구/자동문, 출입구/여닫이문, 일반출입문/자동문, 일반출입

문/미닫이문, 일반출입문/여닫이문 / 5항목

당한

문턱높이

유무 확인

지름

계단 손잡이, 계단 2단 손잡이, 계단 어린이용 손잡이, 경사로 손잡이,

경사로 2단 손잡이, 승강기 손잡이, 변기 수평손잡이, 변기

수직손잡이, 변기 회 식손잡이, 소변기 수평손잡이, 소변기

수직손잡이 / 11항목

당한

손잡이 지름

확보

크기 자블록 / 1항목
당한 크기

확보

<표 17> BIM정보 형상속성 정보 요구 항목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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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속성에서 요구되는 정보들은 부분 수치로 나타

나는데 수치 정보의 특징은 표 18과 같이 여러 가지

에서 하나의 정보를 정하는 선택과 정해진 수치의 기

으로 평가하는 지정, 일정구간을 정하는 범 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룰셋 구조화 과정에서 쉽게 수

화 평가로 변환이 가능하다.

정보특징 비고

선택

폭 1.8m이상, 1.5m이상, 1.2m이상 기울기 1/ 24

(4.17%/2.39°)이하, 1/18 (5.56%/3.18°)이하, 0.5cm이하,

1cm이하, 체층수의 30%이상, 50%이상, 유효바닥면

0.9m×0.9m, 0.75m×1.3m이상

배 차등

지정

기울기 1/12 (8.33%/4.76°)이하, 단차 2cm이하, 0.5cm이하,

격자구멍 양방향 모두 2cm이하, 규정비율의 100%확보, 폭

3.3m, 3.5m, 길이 5.0m, 폭 2cm이상, 디딤 수평면부터

60°이상, 후면 2개

기 제시

범
높이 0.8m~0.9m, 지름 3.2cm~3.8cm, 1.8m이내마다 설치,

0.75m이내마다 설치
범 제시

<표 18> BIM정보 형상속성 수치 정보 특징

속성분류 체계정보 물상속성은 마감과 색상으로 분

류할 수 있으며, 각 정보별 분류 사례는 표 19와 같다.

물성속성 인증 항목명 목

마감

보도, 장애인용주차, 주출입구 경고표시, 복도 바닥, 복도

연속손잡이, 계단 체, 계단 디딤 , 계단 손잡이, 계단

경고표시, 경사로 체, 경사로 손잡이, 승강기, 승강기 손잡이,

승강기 경고표시, 화장실 경고표시, 복도, 변기 수평손잡이,

변기 수직손잡이, 변기 회 식손잡이, 소변기

수평손잡이, 소변기 수직손잡이, 욕실바닥, 샤워실바닥,

안내 , 자블록,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형블록 26항목

사용에

불편이

없는 마감

확보

색상

보도, 주차장 안내표시, 계단 챌면, 계단 디딤 , 계단 손잡이,

경사로 손잡이, 안내 , 자블록,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형블록, 청각장애인 안내설비/안내표지 / 10항목

색상차이로

명확한

식별 확보

<표 19> BIM정보 물성속성 정보 요구 항목과 목

물성속성에서 요구되는 정보들은 재료의 마감에 한

요구들과 색상을 구분함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요구하

는 조건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는 표 20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룰셋 구조화 과정에서 조건들을 분류하여 체계화하고 조

건을 수화로 변환하면 수화 평가가 가능하다.

정보특징 비고

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료, 바닥 재질 변화, 충격 흡수 울림 은,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각,

시각 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것, 충격은 흡수, 울림이 은

재료,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걸려 넘어질 염려 없는,

평탄하게 마감

마감상태

주문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타일 석마감
마감지정

색상

색 달리 식별,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색상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조건제시

황색, 바닥재와 구별하기 쉬운색 색지정

<표 20> BIM정보 물성속성 정보 특징

속성분류 체계정보 참고속성은 다양한 조건들로 분

류할 수 있으며, 각 정보별 분류 사례는 표 21과 같다.

참고속성 인증 항목명 목

병행설치
음성안내장치, 안내 용 조명, 안내 , 변기 수직손잡이,

출입구/자동문 / 5항목

타 항목과

같이 설치

설치 치

경사로 체, 계단 경고표시, 계단 챌면, 계단 표 형 형블록,

변기 수평손잡이, 경사로 휴식참, 화장실 경고표시, 화장실

외부 형블록, 출입구 경고표시, 출입구 표 형 형블록,

휴식참(계단참),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형블록, 승강기

경고표시, 승강기 외부 형블록, 근로, 일반출입문

자표지 , 승강기 손잡이, 소변기 수평손잡이, 소변기

수직손잡이, 욕실 비상용 벨, 욕실 수평․수직손잡이,

세면 /단독형 / 22항목

설치 치

지정

기능 설비

세면 /거울, 계단코, 청각장애인 안내설비/안내표지,

출입구/여닫이문, 승강기 시각 청각장애인 안내 장치, 욕실

수도꼭지와 샤워기, 출입구 손잡이, 일반출입문 손잡이,

변기 세정장치버튼, 주차장 안내표시, 소변기, 화장실

칸막이 자동문, 승강기 내부조작가로, 승강기 내부조작세로,

계단 체, 계단 자표지 , 경사로 자표지 , 샤워실

수납공간, 안내 / 19항목

필요 기능

지정

연속으로

설치

계단 손잡이, 계단 2단 손잡이, 계단 어린이용 손잡이, 경사로

손잡이, 경사로 2단 손잡이, 보행 안 통로, 주차장 유도표시,

시각장애인용/문자안내설비, 시각장애인용/경 등,

청각장애인용/음성안내 시스템, 청각장애인용/비상벨,

안내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선형블록 / 13항목

연속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활동 공간

확보
경사로 체, 변기, 일반출입문/여닫이문 / 3항목

활동공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유효거리
출입구/여닫이문, 출입구/자동문, 일반출입문/여닫이문,

일반출입문/자동문, 일반출입문/미닫이문 / 5항목

유효거리가

확보되었는지

확인

자표시

화장실 안내표지, 세면 수도꼭지/ 름버튼식, 세면

수도꼭지/ 버식, 샤워수 (수도꼭지와 샤워기)/높낮이

조 형, 샤워수 (수도꼭지와 샤워기)/ 버식, 계단 손잡이

경사로 손잡이 / 7항목

자표시가

있는지 확인

버튼
화장실 칸막이 자동문, 승강기 내부조작가로, 승강기

내부조작세로 / 3항목

버튼의 형식

크기 확인

기타

경사로 체, 계단코, 청각장애인 안내설비/안내표지, 승강기

시각 청각장애인 안내 장치, 소변기 수직손잡이,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음성안내장치, 화장실 칸막이 자동문,

승강기, 변기, 가로수, 복도 벽, 승강기 문, 화장실 칸막이

밖여닫이 문, 화장실 칸막이 미닫이 문 / 14항목

각 항목에 필요한

조건 제시 확인

<표 21> BIM정보 참고속성 정보 요구 항목과 목

참고속성에서 요구되는 정보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는 표 22와 같다. 이러한 참고속의 정보는 앞의 세

가지 속성 정보와 마찬가지로 유무, 수치, 조건으로 변환

하여 룰셋 구조화 과정을 거치면 쉽게 수화 평가로 변

환이 가능하다.

정보특징 비고

요구

조건

연속 으로 설치, 손잡이와 연결, 닫힘 기능 있는(도어체크 등),

버형, 수직막 형, 수평막 형, 설치 치, 활동 공간 확보, 출입구

벽면, 손잡이 끝부분에 자 표기, 계단참, 계단의 시작, 끝, 돌출물

유무, 경질고무류, 등 미끄럼방지, 층수· 치 등을 나타내는,

멸등, 음성 층수 안내, 손잡이에 연결 설치, 면 각, 벽 이격,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색상, 문자 사용여부 알림, 남⦁여구분

다양한

주문

요구

수치

높이 2.1m 가지치기, 면 유효거리 1.8m이상, 1.5m이상, 1.2m이상,

주출입구(문) 0.3m 후면, 1.8m이내마다 설치, 돌출물 0.1m이내,

0.75m이내마다 설치,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버튼 크기

2cm이상, 면 25° 들어올림, 모서리부터 최소 0.4m 이격

다양한

수치요구

<표 22> BIM정보 참고속성 정보 특징

(4) 인증 항목 분석의 가능성

무장애 생황환경 인증의 자동검토를 해서는 항목들

을 분류하여 자동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인증 항목들의 분

류 분석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항목별로 룰

셋 구조화를 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기 이 되기 때

문이며, 자동검토를 용이하게 이루기 한 BIM 모델링

의 가이드라인 설정에 연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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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자동검토를 해서는 BIM

모델링의 정보를 IFC로 변환해서 룰셋 구조화를 통해서

인증 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룰셋 구조화에서

필요한 정보의 수를 평가하기 한 기 은 앞에서 분

석한 항목 분석 내용을 통해서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식별속성의 유무에 한 수화, 형상속성의 수치에

한 선택, 지정, 범 를 평가하여 수화, 물성 속성의

재료의 상태를 각각 수로 치환하여 평가, 바닥이나 주

변 색상의 비교로 식별에 한 수화, 참조 속성의 항

목 특성 유무, 수치, 조건에 한 정보, 모두 구조화

를 통해서 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 다.

다음 그림 8은 인증 항목 분석정보가 룰셋 구조화

모델링 가이드라인의 기 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 8> 인증 항목 분석의 룰셋 구조화 모델링 가이드 기 가능성

4.4. 연구의 활용 제안

우선 BIM 모델링의 정보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

증에 용시키기 해서 인증 분류체계에서 외부입력이

필요한 정보 항목들을 구분하 다. 이 범주의 정보들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다. 이 정보는 BIM 모델에서 가져

오는 정보와는 계가 없는 일반 인 건축의 개요와 외

부 자료에 련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BIM 모델링에서 IFC 변환 과정을 통해서 가

져올 수 있는 정보들은 먼 BIM 정보 분류체계를 통해

용 가능한 항목들을 도출하고, 그 정보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항목에 용시켜 분석과정을 통해 모델

링 가이드라인의 기 을 만들어 그에 따라 BIM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생성하 다.

<그림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자동검토 로세스 제안

그림 9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정보 입력은 외부정보

인 사용자 입력정보, BIM모델링 정보 2가지로 구분되며

BIM 모델링 정보는 모델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

을 통해서 인증을 좀 더 효율 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

델링 작업 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들을 IFC 변환

과정을 통해 인증 검토 시스템에서 실행시키면 각 BIM

모델에 해당하는 인증이 검토되어 결과가 도출되게 된

다. 이 때 룰셋 구조화를 통해 인증에 필요한 조건들이

모두 로그램에 입력되어 자동으로 인증을 완료하게 되

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BIM 모델링의 정보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자동검토에 용하기 해서 선행되어져 야 할 기

인 로세스 제안과 BIM 분류체계 검토와 인증항목

이 자동으로 검토가 가능한지를 악하기 하여 분류

작업과 이에 한 이론 분석을 수행하 다.

BIM 분류체계 검토에 해서는 BIM 분류체계에 의해

속성분류체계와 객체분류체계로 나뉘는데, 속성정보에

해당하는 공간, 부 객체정보는 BIM 모델에서 제공하

는 정보를 수용하 고, 객체분류체계에서 다시 식별, 형

상, 물성, 참고의 속성으로 분류하 다. 이 게 분류된

각 속성을 BIM 모델 정보가 용 가능한 인증 항목들에

용시켜 그 항목들이 자동검토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로세스에 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 번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자동검토에서 요

구되는 정보는 BIM 모델 정보와 함께 일반 인 건축의

개요, 용도 정보 등과 같은 외부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모델링의 BIM 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외부정보를 입력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 번째, BIM 모델링의 객체정보를 인증 자동검토가

가능한 체계에 용하기 해 BIM 객체정보를 기존의

외부 기 을 용하여 분류하면 객체 분류체계와 속성

분류체계로 나 어지며 객체 분류는 다시 공간 객체와

부 개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속성 분류는 식별, 형상,

물성, 참조 속성으로 세분화된다. 개체분류의 정보는

BIM 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 로 인정하여 사용

되며, 속성 분류의 식별, 형상, 물성, 참조 4가지 속성은

식별속성과 같이 복합 으로 용되어 나타낼 수 있다.

세 번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자동검토를 해

서는 BIM 모델링의 정보를 IFC로 변환해서 룰셋 구조

화를 통해서 인증 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속성

별 정보에 해서 식별속성의 유무에 한 수화,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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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의 수치에 한 선택, 지정, 범 를 평가하여 수

화, 물성 속성의 재료의 상태를 각각 수로 치환하여

평가, 바닥이나 주변 색상의 비교로 식별에 한 수화,

참조 속성의 항목 특성 유무, 수치, 조건에 한 정보

도 모두 구조화를 통해서 수 평가를 할 수 있음을 인

식하 다. 따라서 BIM 모델의 정보를 통해서 장애물 없

는 생활환경 인증의 자동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네 번째,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인증 자동검토를

한 로세스를 도출하 으며 이 로세스는 정보입력,

정보처리, 검토, 결과의 과정의 기본 단계에서 인증을

한 BIM 모델링 가이드라인, BIM 모델링 작업, IFC 변

환, 외부자료 입력, 룰셋 로그램, 인증 자동검토, 인증

수추출 후 인증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제안하 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내용이 용되어 룰셋

구조화를 한 기 과 BIM 모델링 가이드라인 기 에

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BIM 속성 정보에 한 정의 분류를 선

행연구에서 차용하여 사용하 고, 실제 장이나 인증

자동검토에 용하여 실험을 하지 못한 기 연구이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한 실험연구(case study)를

진행하여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로세스를 발 시키기 하여 장애물 없는 생

활환경 인증 자동검토를 한 BIM 모델링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한 기 연구와, 속성정보에 한 표 화, 룰셋

의 구조화, 자동검토 인증 로그램의 개발 등의 후속연

구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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