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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chitectural design work depends on information made from earlier phases such as feasibility study, 
planning, and conceptual design. This design guideline infonnation includes design objectives, require
ments, and constraints made by decision-making, and has great influence on various works of latter 
phases of design process. Despite of this cognition, however, the lack of design guideline infonnation 
management still remains as one among the critical issues in design area. Design tools with design 
guideline information do not also address the issue of interoperability throughout the life-cycle of build
ing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method for design guideline information manage
ment by using the IFC technology and IFC Property set (Pset) extension mechanism. The method 
comprises defining and mapping the practically used design guideline items and extensible IFC data 
model, and includes the management of relationships that exist between design guideline information 
and design model in the IFC dat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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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 프로젝트는 타당성 분석, 기획, 계획설계와 같 

은 초기 단계로부터 생성된 정보에 의존적이다. 참여 

주체들 간의 합의된 설계 목표, 계획적 요구사항, 제 

약조건 등을 포함하는 설계지침정보는 설계 프로세스 

의 후행단계의 여러 작업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초기 단계에 생성된 정보는 후행 단계에 생성되는 

정보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초기 오류는 이후 프로세 

스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점차 방대하게 되며, 최종적 

으로 이러한 오류 정보는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관 

리 단계에서 건물의 품질을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즉, 초기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주체들 간의 협 

의 및 조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로 인해 생성되는 정 

보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건축설계는 목표의 성취 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행 설계 업무는 설계자 단 

독 또는 지배적 설계 방식에 의해 원활한 커뮤니케이 

션을 어렵게 하고, 설계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 

으며, 팀 리더의 판단 오류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 또한, 수집되는 자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의 미비로 인 

해 건설 프로세스 단계별 의사결정의 오류와 지연을 

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성된 정보의 관리 미비로 

인해 건설 작업의 생산성, 건물의 품질, 유지관리 업 

무의 효율성 향상을 저해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이 기 

종 파일 포맷 간의 비호환성, 종이 문서와 전자 파일 

의 혼용으로 인한 매뉴얼 재입력 등 상호운용성의 부 

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설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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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찰되는 사항들은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에서 

경험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던 여러 관행 

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형식으로 합리적인 

설계 방법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所〕. 즉, 이러한 접근 

은 설계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 

의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구두 형식으로 정보가 전 

달되는 업무 관례에서 벗어나 정형화된 접근 형식을 

취하며, 이러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관 

리체계를 마련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이와 관련된 응 

용도구들의 접근은 단지 최종 설계안을 완성하는데 

있어 참조되는 요구사항, 의도 및 근거를 시스템적으 

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阳七 이러한 분리적 

인 접근은 일부 설계단계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 

으나, 건설 프로세스의 후행단계에서 활용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설계 단계에서 설계지침정보와 설계 

모델은 분리적으로 생성 및 관리되지만, 실시설계, 시 

공, 유지관리와 같은 후행 프로세스 단계에서 설계모 

델 생성의 근거 및 의도가 되는 정보로서 활용될 수 

없다. 즉, 일부 설계 단계에서 설계모델과 설계지침정 

보는 분리적으로 존재하지만, 후행 단계로 유통될 경 

우, 설계모델에 이전 단계의 업무 작업의 중요한 근거 

및 의도를 내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성된 설계지침정보 

와 설계모델은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건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게 참조될 수 있으나, 응용도 

구들 간의 표준화된 정보 형식과 접근 방법의 부재로 

인해 정보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앞서 언급한 표준화된 정보 형식과 접근 방법에 관 

한 국제적인 연구와 개발 노력은 국제산업표준연맹 

(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 이하 IAI) 
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 IAI는 건설 산업에서 활용되 

는 응용도구들 간의 데이터 호환성을 촉진시키기 위 

해 설립된 국제조직이다冋. 특히, iai에 의해 개발되 

는 표준정보모델 (Industry Foundation Classes, 이하 

IFC)은 건설 산업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정보의 효율 

적인 공유, 교환,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 

다. IFC는 실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의 접근방식을 제공하고, 단일화된 정보형식을 제공 

함으로써 정 보흐름의 일관성 과 통합 프로세스의 구축 

을 가능하게 하며, 정보의 체계적인 축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통합적인 관리 및 활용 

에 효과적이다冋. 그러나 현재의 ifc는 설계지침정보 

의 관리 측면에서 극히 기본적인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어 이의 수용을 위한 확장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지침정보의 공유, 교환, 관리

를 위해 IFC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으며, 

그 핵심은 IFC 확장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Fig. 1은 

전체 연구에서 본 연구의 범위를 나타낸다. 확장모델 

을 포함하는 IFC의 적용은 설계지침정보와 설계모델 

간의 분리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적용될 수 있 

으며, 이러한 접근은 후행 프로세스 단계에서 이전 단 

계의 설계모델 생성에 대한 주요한 근거 및 의도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IFC 표준 방법론의 적용은 설 

계지침정보와 설계모델의 효율적인 공유 및 교환을 

지원하며, 이러한 접근은 응용도구들 간에 정보의 상 

호운용과 참여주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킴으 

로써 건물의 설계 및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지 

보수 업무를 지원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By prototype j-
噩广

모탈 쌍甘 
(지침考보 포맘)

IFC 표준의 적욘 (본 연구의 벙이)

By prototype

Fig. 1.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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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설계지침정보의 공유, 교환, 관리를 위해 

IFC 표준을 적용한 방법을 제 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계지침요소의 규명 : 관련 분류체계들의 검토 및 

설계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지침서들의 분석으 

로 이루어지며, 이후 제안된 설계지침요소는 설계 

실무자들의 면담과 검토를 통해 재 정 립된다.

• 설계지침요소를 수용하기 위한 IFC 확장모델의 개 

발: 설계지침요소에 관련된 IFC 표현구조 및 확장 

모델의 개발 방법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IFC 
모델에서 설계지침요소의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모델 개발 방법론을 고려한 확장모델을 개발한다.

•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구현을 통한 IFC 확장모델 

의 검증: 정보 교환 체계의 구현을 위해 국제 표 

준(STEP) 방법론을 적용한다. 또한, 설계지침정보 

와 설계모델 간의 분리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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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도록 구현하고, 이를 검증한다.

2. 설계지침요소의 규명

2.1 분류체계의 분석 및 선정

설계지침요소에 관련된 체크리스트 및 요구사항 분 

류체계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며, 주로 성 

능, 기능, 서비스, 환경, 비용 등 관련 영역들을 수용하 

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 기반을 둔 CIB(Intemational 
Counci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in Building and 
Construction) Master Lists, ISO 6241(Performance 

Standards for Buildings), ASTM(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GBC(Green Building Challenge 

Classification), 그리고 VTT Prop와 같은 분류체계들 

은 분류기준의 선정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의 KS F ISO 6241은 ISO 6241을 따르고 있으며, 

건축물이 충족해야 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W

본 연구에서 분류체계의 적용은 건축설계 단계에서 

설계지침요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요구되며, 적 

용 대상은 설계 실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관점의 지 

침요소를 수용할 수 있는 상세한 분류 및 속성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류체계의 적용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핀란드 VTT 연구소에서 

개발된 VTT Prop를 대상으로 한다.

2.2 대상 건물 타입의 선정 및 실무지침요소의 정의

실무지침요소는 건물의 타입, 사용 목적, 특성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건 

물의 타입은 지침요소의 정형화된 형식이 적용 가능 

한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 

고자 한다. 대상 분석 자료는 공동주택을 전문으로 하 

는 5개사 설계사무소를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수집되 

었고, 이러한 자료는 설계사무소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및 설계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계획기 

준 및 설계지침들을 기반으로 한다.

2.3 설계지침요소의정립

앞서 분석된 결과에서 실무지침요소와 VTT Prop 
분류체계는 제안된 설계지침요소의 분류 및 특성을 

정의하는데 활용된다. 최상위 분류 위계는 IFC 분류 

와 동일한 프로젝트, 대지, 건물, 건물층, 공간 순으로 

정의된다. Fig. 2는 제안된 설계지침요소의 분류 및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 참조된 실무지침요소와 VTT 
Prop 분류체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를 기초로 제안 

된 설계지침요소는 5개사 설계사무소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검토되었고, 이후 요구사항들을 수렴하여 재 

정의되었다.

A诳南

他他刪毗W » i臟赣嶙礦飄i

Fig. 2. 설계지 침요소의 분류 및 참조관계

3. IFC의 표현구조 분석

3.1 IFC 모델의 개요

IFC 모델은 IAI에서 수행하고 있는 AEC/FM 분야 

의 정보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의 전 생애 

주기 동안 활용되는 많은 건설관련 응용 프로그램들 

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통 객체 라이브러리이다. 

IFC의 궁극적인 목표는 AEC/FM 분。!의 관련 소프트 

웨어들에 대한 건물 정보 교환의 상호 호환성을 극대 

화하는 것으로, STEP 표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

Table 1. 설계지침요소의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분류체 계 분류 영역(관점) 적합성

CIB Master List （스웨 덴） 건설 전 영역을 대상 3
ISO 6241 （ISO） 건물의 공간, 부위, 이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능 관점의 분류 O
ASTM（미 국） 전체 건물의 기능, 성능,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정보의 특징 분류 O
GBC(국제협력) 건물의 환경적 성능 및 에너지 영역 3

VTT Prop® （핀란드）
대지조건, 공간 구조, 서비스, 안전성, 적합성, 접근성, 비용, 환경적 특성 

등 구체적인 설계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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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 모델의 개발은 1994년 말경에 초안된 이후 지 

속적인 모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의 IFC 

Release 1.0은 건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 

디자인, 설비 디자인, 시설물 관리 , 비용 산출 등 분야 

별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Release 2.0부터는 건축, 

견적, 시설물 관리, 설비, 법규 등의 도메인 확장이 이 

루어졌다. 그 이후 Release 2x는 코어 (core) 부분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모델 확장을 보증하기 

위해 안정된 플랫폼(platform)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2002년 11월 8일에 IFC 모델은 ISO/PAS 16739로 

ISO에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현재 Release 2x3 버 

전이 출시된 상태이다"J.

3.2 IFC 모델에서 설계지침요소 관련 표현구조

설계 실무에서 지침정보는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이 

를 참고로 설계모델은 완성된다. 즉, IFC에서 설계모 

델과 지침정보는 설계모델이 완성되기 전 단계까지 

분리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서 지침요소에 

관련된 표현구조는 공간구조요소 및 건물 객체에 연 

결되는 프로퍼티 셋, IfcConstraint, IfcControl 객체를 

통해 정의된다. 설계 실무의 관점에서 IFC를 적용하 

는데 있어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 설계모델(공간구조요소, 건물요소 등)과 지침정 

보(목표, 요구사항, 제약조건, 특성 등) 간의 분리 

적인 관리가 어렵다. IFC는 설계 객체에 요구사항 

및 제약조건 객체가 연결되며, 이는 설계 객체가 

완성된 이후 지침정보를 입력하는 표현구조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침정보의 분리적인 관리가 요 

구되며, 이를 참고로 하여 설계 객체가 완성된 이 

후, 지침정보가 연결되는 시스템적인 구현이 요구 

된다.

• 지침요소가 일부에 국한적이고 각각의 객체에 분 

리적으로 존재하며, 의미 (semantic)가 모호하다. 

IFC는 공간구조요소 및 건물요소에 연결되는 프 

로퍼티 셋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퍼티 셋 

내에 정의된 프로퍼티들은 주로 객체의 부가적인 

특성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일부 지침요소도 포함 

하고 있어 의미적인 식별이 요구된다.

•IFC에서 제약조건 객체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IfcControl과 IfcConstraint^： 제약조건 객체로서 

공간구조요소 및 건물요소에 연결되지만, 설계 실 

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지침정보를 관리하는 관 

점보다는 설계 평가를 위해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지침요소의 수용을 위해 1FC 내부에 클래스 기반 

의 추가적 인 확장이 어렵다. 사용자가 공유 및 교 

환하고자 하는 정보들 중에는 현재 IFC 내부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정보가 존재하게 되며, 어 

떤 수준 이상의 상세한 정보를 표현하는 클래스를 

IFC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델의 구현을 어렵게 한 

다. 특히, 지침요소는 상세한 특성을 갖는 네임 

(name)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기반 

의 확장 개발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지침 

요소의 클래스 기반 확장 개발은 복잡한 데이터 

구조로 인한 파일 사이즈의 큰 증대가 우려되고, 

현재의 IFC를 지원하는 응용도구들의 품질을 보 

증하기 어려우며, 건물의 유형별로 존재하는 다양 

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확장 개 

발의 유연성과 실무관점의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 

기 어렵다.

IFC의 개발 원리는 확장모델과 기존 IFC 모델의 개 

념 간에 분리적인 식별 및 통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을 제정하는데 있 

다. 즉, IFC는 국가별 건설 환경에 부합하는 모든 정 

보를 수용하지 않으며,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FC는 최상위 수준인 

IfcRoot 객체 내에 클래스 기반의 확장모델 개발 이외 

에 “프로퍼티 셋” 확장의 원리와 방법을 기초로 정보 

교환을 요구하는 커뮤니티의 개발 동의를 갖고 외부 

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는 특정의 건설 환경에 

부합하는 모델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일반적 인 확장 

모델의 개발, 통합, 인증과 같은 IAI의 규정과는 별도 

로 외부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IFC 모델에서 

지침정보의 관리 및 활용은 현재의 적용 가능한 객체 

및 프로퍼티 셋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프로퍼티 셋과 

프로퍼티의 정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4. IFC 확장모델의 개발

4.1 IFC 프로퍼 티 셋 확장 방법론 분석

IFC 확장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은 기존모델에 확장 

모델을 연결하기 위한 모델링 규칙, 관계 설정, 개념 

적 식별, 기존 클래스의 수정 및 재사용, 프로퍼티와 

프로퍼티 셋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포함한다. 이 중에 

서 본 연구와 관련된 프로퍼티 셋 확장 개발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⑶

4.1.1 프로퍼티, 프로퍼티 셋의 개념

프로퍼티 셋은 프로퍼티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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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상세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된다. 프로 

퍼티 셋은 정적 클래스로 정의되는 EXPRESS 데이터 

정의 언어를 갖는 IFC 모델의 외부에서 정의되는 메 

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프로퍼티 정의의 목적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표준을 확립하 

는 것으로, 즉 객체 타입에 따른 일정한 프로퍼티 셋 

의 정의를 통해 표준 타입을 활용하는데 있다. 또한, 

정의된 프로퍼티 셋을 요구하는 공간구조요소 및 건 

물요소에 대한 활용 방식과 목적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확장모델의 개발은 프로젝트 및 공 

간구조요소에 연결되는 프로퍼티 셋과 프로퍼티를 확 

장하는데 있다.

4.1.2 프로퍼티 및 프로퍼티 셋의 개발 절차

프로퍼티 셋의 개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활용 가능한 기 정의된 프로퍼티 셋의 탐색: 확 

장 개발의 경우, 재활용 가능한 프로퍼티 셋과 프 

로퍼티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개체들은 재활용되 

어야 한다.

• 프로퍼티 셋의 명세 수준을 정의 : 어떠한 IFC 클래 

스 또는 타입 객체에 연결되는지를 정의해야 한다.

• 새로운 프로퍼티 및 프로퍼티 셋의 정의: 프로퍼 

티에 대한 이름과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어야 한다. 

즉, 해석 가능하고, 의미적으로 다른 이름(name) 
속성을 가져야 한다.

4.1.3 프로퍼티 타입

프로퍼티의 데이터 타입은 단일 값, 열거 값, 경계 

값, 리스트 값, 테이블 값, 참조 값, 그리고 복합 특성 

값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확장모델 개발에 활용 

되는 프로퍼티 타입은 사용자의 정보 입력 방법을 고 

려하여 단일 값을 갖는 成:Proper(ySingleH血e와 리스 

트 값을 갖는 IfcPropertyListValue^： 적용한다.

4.2 확장모델의 적용 개념

본 연구에서 IFC 확장모델의 개발은 지침요소에 대 

한 존재하는 IFC의 객체, 프로퍼티 셋, 프로퍼티를 식 

별 및 활용하고, 확장이 요구되는 프로퍼티 셋과 프로 

퍼티를 추가적으로 정의하는데 있다. 즉, “2.3 설계지 

침요소의 정립”에서 제안된 지침요소의 분류 및 하위 

특성들은 IFC 확장모델의 프로퍼티 셋과 프로퍼티로 

정의 된다.

Fig. 3은 IFC 확장모델의 적용 개념을 나타낸다. 

IfcRelDefinesByProperties 관계 객체는 설계모델과 지 

침요소를 연결하며, 이러한 구조는 IFC에서 설계 실 

무의 정보관리(즉, 설계모델과 지침정보의 분리적인 

관리) 방식을 지원한다. 즉, 구현 관점에서 지침정보 

의 인스턴스 파일은 프로젝트(/RWect) 및 공간구조 

요소 (IfcSite, IfcBuilding, IfcBuildingStorey, IfcSpace) 

별로 IfcRelDefinesByProperties 관계 객체에 의해 프 

로퍼티 셋과 프로퍼티가 연결됨으로써 독립적으로 생 

성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IFC의 구조는 통합적인 

정보관리(즉, 지침정보를 포함하는 설계모델) 및 활 

용을 지원한다. 즉, 형상정보를 포함하는 IFC 설계모 

델은 프로젝트 및 공간구조요소별로 연결되는 지침 

정보(프라퍼티)를 포함함으로써 이후 설계 프로세스 

에서 설계모델 생성의 의도 및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Fig. 3. IFC 확장모델의 적용 개념.

4.3 확장모델의 명세

기 정의된 지침요소에 대한 IFC 모델의 수용 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용 가능한 객체 및 프로퍼티를 

제외한 확장모델은 Fig. 4와 같이 정의된다. 확장모델 

은 프로젝트 및 공간구조요소별 정의된 프로퍼티 셋 

과 프로퍼티로 구성된다. IFC2x3에서 프로퍼티 스키 

마는 도메인, 상호운용, 코어 레이어에 존재하며, 프로 

젝트 ^Project) 및 공간구조 요소 (giSte, IfcBuilding, 

IfcBuildingStorey, IjbSpace、)의 확장 프로퍼티 및 프로 

퍼티 셋은 각각의 레이어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IfcProject 객체에 연결되는 확장 프로퍼티 및 프로퍼 

티 셋은 IfcKemd 레이어 내에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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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FC 확장모델.

5. 구현 및 검증

본 연구에서 지침정보는 정보의 공유, 교환, 관리를 

지원하는 IFC 표준 환경에서 운용된다. 본 연구의 

Prototype 시스템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침 

정보의 입력 모듈, 설계모델과 지침정보 간의 연계 모 

듈, 그리고 IFC 정보 변환 모듈로 구성된다. 기능별 

모듈의 설명은 디음고卜 같다.

• 입력 모듈: 지침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해 DB 템플릿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제 

안된 지침요소별 입력된 정보는 DB 목록에 저장 

되며, MDB 파일 형식으로 생성된다.

• 연계 모듈: 분리적으로 존재하는 설계모델과 지침 

정보 간의 연결 기능을 갖는다. 즉, 후행 설계단계 

에 대해 이전 설계단계의 설계모델 생성에 대한 

주요한 근거 및 의도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모델에 

지침정보를 주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 IFC 정보 변환 모듈: 지침정보에 대한 1FC 데이터 

파일의 생성과 한글 변환을 지원한다.

Prototype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표준 입출력 도구 

는 EPM Technology사의 EDNfM이며, 이 도구는 

IFC EXPRESS 스키 마의 입출력과 표준 교환을 지원 

한다. 또한, 기능별 모듈의 구현은 MS사의 Visual 
Basic"을 기반으로 한다

Fig. 6은 Prototype 시스템에서 지침정보의 입력 모 

듈을 나타낸다. 입력 모듈은 지침정보의 체계적인 기 

록 및 관리를 위해 템플릿(teniplete mdb)을 제공한다. 

지침요소별 입력된 정보는 DB 목록에 저장되며, 

MDB 파일 형식으로 생성된다. 또힌-, 기록된 지침정

曾*주졈긴의 익사흫쯩!

卩1자; 건축주 요구사항, 蛊규, 외뿌% 요구사항, 

지침 号 정토

Fig. 5. Prototype의 구조.

보는 확장모델을 포함하는 LFC 모델에 매핑된다. 프 

로젝트 단위별 공간 위계는 대지, 주거동, 주거동 증,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접근은 공간구조요소의 위 

계를 식별하기 위함이며 , IFC와 동일한 위계구조를 갖 

는다. 공간구조요소별 지침정보는 본 연구에서 제안 

된 지침요소(특성)에 입력된 값이며, 이러한 지침요소 

는 템플릿 형태로 제공된다. 여기에서 각각의 탭들은 

IFC의 프로퍼티 셋들이며, 각각의 탭 내에 존재하는 

특성들은 프로퍼티 셋 내에 정의된 프로퍼티들이다.

Fig. 6. Prototype 시 스템

5.1 IFC 확장모델의 검증: 설계지침정보의 변환

Fig. 7은 Prototype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된 지 

침정보가 IFC 데이터로 변환된 결과의 일부를 나타 

낸다. 여기에서 굵은 문자는 확장 프로퍼티를 나타내 

며, 프로퍼티는 사용자의 정보 입력 방식을 고려하여 

단일 ^(IfcPropertySignleValue) 또는 리스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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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CPERSON($,$,'대한주택공사',$,$,$,(#3),(#5));
#3= IFCACTORROLE(.OWNER.,$,$)；
#5= IFCTELECOMADDRESSf?^^,('031-738-4172'),(，031-7384138,)/$,('bongchun@jugong.co.kr'),$)；
#12= IFCORGANIZATION($，'창조 건축사 사무소$(#16),(#18));
#16= IFCACTORROLE(.ARCHITECT.,$,$)；
#18= IFCTELECOMADDRESS($,$,$,('031-201-4958'),('031-201-4959'),$,('architan@korea.com*), $);

#25= IFCPERSONANDORGANIZATION(#1,#12,$);
#26= IFCOWNERHISTORY(#25,$,$,-NOCHANGE.
#27느 IFCCALENDARDATE(9,8,2006)；
#28= IFCCALENDARDATE( 12,11,2007);
#29= IFCPROJECT(轧#26,광명소하지구 설계 경기 프로젝트',$,$,$)；

#35= IFCSCHEDULETIMECONTROL(轧#26,$,$,$,$,#27,$,$,$,#28,$,$,$,$,$,$,$, $,$, $,$,$)；
#솨3= IFCPROPERTYSET($,#26/'Pset„ProjectCommon',$,(#49));
#47= IFCRELDEFINESBYPROPERTIES($,#26,$,$,(#29),#43)；
#49- IFCPROPERTYLISTVALUE(轧'Designobjectives',(IFCTEXT('중정을 매개로 한 커异니티 공간의 집약화와 

생활가로에 대응하는 가로형 공동주택을 적용한다「),IFCTEXT('생활공간 및 영역간의 개방적인 관계률 구축한다.'), 

IFCTEXT ('개 별적 생활공간을 확장되도록 한다.')),$);

#204= IFCSITE(轧#26「하안똥, 소하동 및 A 흉동 일원',轧轧$,$,#21사);

#214드 IFCPOSTALADDRESS($,$,$,$,$,$，'광명','경기도','423-070',$);
#217= IFCPROPERTYSET($,#26,,Pset_SiteCommon',$/(#223,#228,#232,#236));
#221= IFCRELDEFINESBYPROPERTIES($,#26,$,$,(#204),#217);
#223= IFCPROPERTYSINGLEVALUE($；TotalArea',IFCAREAMEASURE(50761.)4)；
#228= IFCPROPERTYSINGLEVALUE($,'BuildableArea',IFCAREAMEASURE(45000.),$)；
#232= IFCPROPERTYSINGLEVALUE($,'FloorArea Ratio',IFCRATIOMEASURE(279.)Z$)；
#236= IFCPROPERTYSINGLEVALUE($,'BuildingCoverage',IFCRATIOMEASURE(15.88),$)；

#310= KCBUfLDING(轧 #26,'4。5돔',轧
#320= IFCPROPERTYSET($,#26,,Pset„BuildingCommon,,$,(#326,#331,#335/));
#324= IFCRELDEFINESBYPROPERTIES($,#26,$,$X#310)(#320);
#326= IFCPROPERTYSINGLEVALUE($,'BuHdlngCircu}atk>nAcc:ess',IFCTEXT('계단실형 평연'),$)；
#331= IFCPROPERTYSINGLEVALUE($,,HandicapCirculationAccess',IFCTEXT(,e^H 설치'),$)；

#335= IFCPROPERTYSINGLEVALUE($,'B니MllngExte비。rView/FCTEXT('최상층은 경사지붕으로 적용'),$)；

#595= IFCBI月LD 회'IGSTOREY($,#26,'기준쯩',，$,$,$,$,$,$)；

#605= IFCPROPERTrSEr($,#26,,Pset_BuildingStoreyCommon',$,(#611,#616,#620,#624,#628));

#609= IFCRELDEFINESBYPROPERTIES($,#26,$4/(#595),#605);

#611- IFCPROPERTYSINGLEVALUE($,'StairAccess',IFCTEXTC§^ 코어에서 접근 갸능하고 댠위세대는 일방형 

접근 가능함'),$)；

#616= IFCPROPERTYSINGLEVALUE($,,ShelterStairAccess'/IFCTEXT(,^^ 코어어}서 접근'),$)；

#620= IFCPROPERTYSINGLEVALUE($,,ElevatorAccess,,IFCTEXT('s& 코어에서 접근'),$)；

#633= WCSPACE(轧#26「침싦，轧참실，$,$,$);

#645= IFCPROPERTYSET($,#26,,Pset„SpaceProgramCommon',$,(#651,#656,#660,#664,#668));

#651= IFCRELDEFINESBYPROPERTIES($,#26,$,$,(#833),#M5);

#656= IFCPROPERTYSINGLEVALUE($,'LightingRequirement',IFCTEXT(,^LHg, 참실!.개' 인접 발코U

1 개'),$)；
#660= IFCPROPERTYSINGLE\/ALUE($,'FlreSafetyl臨quirement/FCTEXT('스프링쿨러 적용'),$)；

Fig. 7. IFC 데 이 터 파일의 생 성 (지 침 정 보의 일 부).

(IfcPropertyListValue)^: 갖는 타입으로 정의된다. 검 

증은 본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IFC 데이터 파일의 내 

부 데이터 구조가 확장모델을 포함하는 IFC 스키마의 

표현구조에 적합한 형식으로 정의되었는지를 판단하 

는데 있다. 생성된 IFC 데이터 파일을 분석한 결과, 프 

로젝트(与하F■切ect) 및 공간구조요소(歐:Site, IfcBuilding, 

IfcBuildingStorey, 烫湖ace)에 연결되는 프로퍼티 셋 

은 IfcRelDefinesByProperties 객체에 의해 관계 설정 

이 정의되었으며, IFC 표현구조에 적합한 형태로 생 

성되 었다.

5.2 IFC 확장모델의 검증: 설계모델과 설계지침정 

보의 연계

Fig. 8은 IFC 설계모델의 프로젝트 및 공간구조요 

소에 각각의 지침정보를 추가하는 모듈을 나타낸다. 

연계 모듈은 분리적으로 존재하는 설계모델과 지침정 

보 간의 연결 기능을 제공하며, 후행 프로세스 단계에 

서 이전단계의 설계모델 생성에 대한 주요한 근거 및 

의도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된다.

검증에 활용된 설계모델은 "K지구 설계 경기 프로 

젝트，，를 위해 계획된 43평형 도면을 기초로 ArchiCAD 
모델링 도구에서 3차원 모델로 작성한 후, 이를 IFC 

Add-on 기능을 통해 변환한 IFC 데이터 파일이며, 지 

침정보는 Fig. 7의 전체 IFC 데이터 파일을 대상으로 

한다.

설계모델과 지침정보 간의 연계는 각각의 프로젝트 

및 공간구조요소에서 설계모델에 지침정보의 프로퍼 

티를 추가하는데 있다. 설계모델에 추가될 수 있는 지 

침정보는 프로젝트 및 공간구조요소에 연결되는 모든 

프로퍼티를 대상으로 한다.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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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 \ -------------------------- 禁계모變어t 추가된 视계■지建저보 n 
#50416 = \------\------------------ 、、
IFCPROPER.\fSET（$,#\3/Pset_SpaceProgramCorrKnon,/$,（#50422,#50427,#50431,#50435,#50
439,#50443,\ \ 、、

#50447,#5045\#50455,#50459））； 、一、
#50420= IFCR£KDEFINESBVPROPERTIES（$,# 13,$（$,C^288^）, #50416）;
#50422= IFCPRC^RTYSING^VA니JE〈$「Outck>orN。^seRequirement',IFCTEXT（'차음재 적용 '）,$）；

#50427= IFCPROPBRTYSINGLEVALUECS/LightmgRequirementMFCTEXTC^U]®, 침실丄개, 인잠 발
코니 1가!）$）; \ \
#50431= IFCPROPERT¥SINGLEVA^\E（^'ExtensionReAtii''ement',IFCTEXT（'W^L| °J 鑑용으로 확장 
刀岩'）,$）； \ \

#50435= IFCPROPERTYSiNGLEVALUEC®,'SolarAvailabilityReqi.HrementMFCTCXT（'fefSS',걍뽀'）舟）;
#50439= IFCPROPER7YSIIiiGLEVALUE（^rivacyReqLiirement,!IFCTEXTCQ.-^^（^^U 부醫 가己!개
설치 ）'）,$）； \ \

#50443= IFCPROPERTYSING歧VALUE（轧'\2冲0内00。「1^011汁£171£111：',1『0_£><丁（'전신 0!닫이 창'）,$）；
#50447= IFCPROPERTYSINGLEVALUE（$J'CircblationRequirement,,IFCTEXT（'ffi-2U^ 인접，）,$）;
#50451= IFCPROPERTYSINGLE访이JJE（，‘Finish娘ReqWrement*,IFCTEXT （'불연재 포夸된 벽지>$）； 
#50455= 11=（：1冷。卩£曰丁丫$2\|（31王¥庄〈定（$,'曰伦$带以壮9<13伦011玲氓',11=<：1^><丁（'스프링쿮러 적용'）,$）； 
幷SQ사59= IFCPROPeRTYSINGLEVALb£（$,'SecLirityRhnuirementMFCTEXT（'^^ 잠%장幻 적悬'）,$）;
#50735= \ \
IFCPROPERTYSET（$,# 13,'Pset. Spacep\grarnCommor\$,（^50741, #50746, #50750（#50754, #50
758,#50762））; \ .'一
#50739= IFCRELOEFINESBYPROPERTIESU,# 13,$,$,（<2971^）,#50735）;
#507사1= IFCPR。PERT¥SINGLEVALUE（$,'니切也ngRequh忠merit',[FCTEXT（'실나^등 ]가I 설치'）,$）；
#50746= IFCPROPERTYSINGLEVALUE（$,'Fui\tionRequiremenf,IFCTEXT（'^S, 변기 冬치'）,$）;
#50750= IFCPROPERTYSINGLEVALUE（$,,So!ar»vaitabilityReqti!rement,,IFCTEXT（I^^'）,$）;
#50754= IFCPROPER丁¥SINGI_EVALUE（轧'Qrc너如onR免qciirem@nt',IFCTEXT（'침싪과 현관 인접'）,$）;
#50758= IFCPROPERTYSINGLEVALUE（轧Finismn*equirern 어W',IRCTEXT（'내수성 曰食'）才）;

#50762= IFCPROPERTYSINGLEVALUE（$,'SecurityRhquirernenf,IFCT£XT（'^.S 자끔장为 저毎'）,$）;
#50684= \
IFCPROPERTYSET（$,# 13,'Pset_SpaceProgramCommo\,$, （#50690, #50695, #50699, #50703,#50
707））； △二-

#50688= IFCRELDEFINESBYP 痍。PERTZES（轧#£3,$,$,密0禮列,#50684）;
#50690= IFCPROPERTYSINGLEVALUE（轧'니ghthigReqDTi宅7K&彳t',IFCTEX丁（'실내등 1개' 보조등 4
•가「）,$）；
#50695= IFCPROPERTYSINGLBVALUE（争,'ExtenslonRequirem玲nt'"FCTEKT（'战코니의 蠹長으로 瓣장

/备'）,$）；
#50699= IFCPROPERTYSINGLEVALUEC^/SolarAvailabilityRequiremenfJFCTeXTf'g^^'J^）；
#50703= IFCPROPERT¥SENGl_EVALUE[$,'WindowDODrRequirement',iFCTEXT（'禮신 印닫이창'）,$）；

#50707= IFCPROPER1YSINGLB/ALUE（轧'FinishingReq티irement',IFCTEXT（'물연 마감재 적용'）,$};
ENDSEC;
END-IS610303-21;   

Fig. 9. IFC 데이터 파일의 생성（설계모델에 추가된 지침정보의 일부）

는 공간의 침실, 욕실, 거실이 갖는 프로퍼티를 대상 

으로 한다.

Fig. 9는 Fig. 8의 연계 괴-정을 통해 생성된 IFC 

데이터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다. Prototype 시스템은 

연계 파일 생성 시 지침정보에서 #키 값을 설계모델 

의 데이터 구조에 맞게 재정의하고, 관련 엔티티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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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여기에서 #키 값의 

재정의는 EDM 라이브러리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 

며, 공간 별 프로퍼티의 연결은 해당 IfcSpac*  #키 

값, 車Ow爬rHistwy의 #키 값의 검색을 통해 이루어 

진다. 설계모델의 프로젝트 및 공간구조 요소에 연결 

되는 지침정보（프로퍼티）는 엔티티별 관계 및 #번호 

의 설정에 있어서도 적합하게 추가되었으며, #번호의 

설정은 데이터 모델링 도구로서 인증되는 EPM사의 

EDM 라이브러리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침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방안으 

로 IFC를 적용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전체 연구의 범 

위에서 핵심이 되는 IFC 확장모델의 개발, 구현, 검증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 및 논의하였다. 전체 범위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IFC의 적용을 통해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주요 성과를 논의할 수 

있다.

기존 응용도구들은 지침정보의 공유 및 교환에 제 

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 응용도구들의 정보관리 

방식과는 달리 IFC 기반의 정보관리 및 활용을 통해 

응용도구들 간의 지속적인 공유 및 교환의 접근을 가 

능하게 하였다. 또한, IFC 확장모델（즉, 프로퍼티 셋과 

프로퍼티）은 기존 IFC기반 BIM 도구들의 변경을 요 

구하지 않으며, 이는 이러한 도구들에서 읽어들인 IFC 
설계모델（즉, 지침정보를 포함하는）의 지침정보를 추 

출 및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구현만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IFC 확장모델은 구현 관점에서 

설계모델과 지침정보 간의 분리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를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설계모델에 참여주체들 

간의 경험, 지각 능력, 판단에 근거한 가치 정보를 부 

여함으로써 프로세스 단계별로 공유, 교환, 관리되면 

서 건설 업무의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적 

인 대안 중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보완과 실무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지침요소는 분류 

체계, 표준 지침, 프로젝트 지침서 등을 기반으로 제 

안되었고,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통해 정의되었다. 그 

러나 지침요소는 좀 더 다양한 지침들과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무적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 

으며, IFC 확장모델은 이러한 요소와 함께 보완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Fig. 1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여 IFC기반 BIM 
도구에서 구현되도록 추진 중이며, 이후 결과는 국제 

표준의 적합성 시험과 실무적인 유용성 등 검증의 신 

뢰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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