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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실외  실내 공기의 질에 한 사람들의 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련기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실내 환경의 여러 요소  특히 사람들의 쾌 감에 직  향을 주는 온열 환경과 에 보이지 않는 실내 

공기 환경의 시각화는 그러한 이유로 매우 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거주자가 공기 질 등과 같은 

실내 환경 상태를 기존의 숫자나 그래  등 보다 쉽고 직 으로 악하는 것을 지원하기 하여 기존의 

실내 환경 시각화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한 개선방법을 모색하여 보다 효과 인 웹  건물정

보모델기반 시각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당 실내 환경 시각화 과정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는 건물 모델 데이터 생성, 실내 환경 데이터 생성, 시각화 표  요소 생성, 데이터 

매핑  시각화 결과 생성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생성된 시각화 결과는 다양한 실내 환경 요소의 동시 

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상 공간의 기하학  모델과 측정된 실내 환경 데이터를 연계하여 시각화함으

로써 실내 환경 상태의 악이 직 이며 즉각 이다. 본 논문은 IoT 등의 기술로 즉각 이고 자동화된 

실내 환경 리시스템의 개발방향과는 별개로, 실내 환경 데이터를 히 가공함으로써 사용자  리자 

등에게 련 시각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는 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 중심어 :∣실내 환경 시각화∣실내 환경 데이터∣건물 정보 모델링∣

Abstract

People spend most of their time in the indoor environment. Among the various indoor 

environmental factors, air and thermal environment directly affect human’s health and efficiency 

of work. Therefore, efficient monitoring of indoor environment is highly important. For assisting 

the residents to understand the state of the indoor environment much easier and more intuitive, 

this paper analyze the visualization cases of the conventional indoor environment. Then explor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the visualization method to propose a more effective 

visualization method. The approach of web and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based 

visualization of indoor environment proposed in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major parts: 1) 

the generation of the model data of the building; 2) the generation of indoor environmental data; 

3) the creation of visualization elements; 4) data mapping. Then it realized through the generating 

process of visualization results.

■ keyword :∣Visualization of Indoor Environment∣Indoor Environmental Data∣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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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실내의 온습도나 공기 질 등 측정 가능한 환경요소들

은 재실자의 건강과 작업효율에 히 연 되므로 꾸

한 사람들의 심 상이 되고 있다[1]. 쾌 한 실내 

환경은 생산성을 약 20% 향상시킬 수 있고 연간 400∼

2500억불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

구 결과는 이러한 실내 환경의 요성을 정량 으로 보

여 다[2]. 다양한 실내 환경 요소  특히 실내 공기 질

은 시각 으로 나타나거나 기타 감각으로 확인되기 쉽

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상태 악이 어렵고, 최근의 황

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심이 증 된 실외 공기보다 오

히려 오염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3].

실내 환경을 쾌 하게 리하고 유지하기 해서는 

실내 환경 상태의 악뿐만 아니라, 해당 악된 데이

터의 과 분석이 선행되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련 센서가 내장된 기기들이 가 의 일부

로 출시되어 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센

서를 활용한 실내 환경 데이터   분석 방법 등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4]. 측정을 통해 생

성된 실내 환경 데이터는 정량데이터이므로 부분 표

나 차트로 표  되어 왔는데, 해당 시각화 방법은 효율

인 정보 달에 한계가 존재한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에 한 연구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각화 방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보완하여 보다 효과 인 실내 환

경 데이터 디지털 시각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내 환경 데이터에 한 모니터링  

리를 해 선행되어야 하는 실내 환경 상태의 직  

악을 하여, 기존의 방식 비 효과 인 시각화를 

해 웹과 건물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내 환경 데이터 자체의 의미론  분석이나 

활용 방법에 그 목 을 두는 것이 아닌, 실내 환경 데이

터에 한 시각화에 을 두고 다음과 같은 방법  

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 하 다.

첫째, 실내 환경 데이터의 시각화에 한 선행연구 

사례들의 제한 을 고찰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둘

째, 이로 얻어진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방법의 개선 

 보완의 차  방법을 웹  건물정보모델을 기반으

로 제안한다. 셋째, 제안된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근방법을 검증하고 시연하기 하여 하나의 데모소

트웨어 구   시연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웹  

건물정보모델 기반 시각화 방법의 용 가능성과 결과

의 효용성을 검토한다.

II.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 1]에서와 같이 기존의 실

내 환경 데이터 디지털 시각화에 한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형민[6]의 연구에서는 3차원 그래픽 소 트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웹상에서의 3차원 환경 정보 시각화 시

스템을 개발 하 다. 그러나 시각화 결과는 비교  간

단하며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시각화 정보의 가독성은 

떨어진다. 

장진엽[7]과 유성 [8]의 두 연구에서는 수집된 실내 

환경 데이터와 데이터의 측정 치 정보를 함께 시각화 

하 다. 장진엽의 연구에서는 온도센서를 상공간의 

여러 치에 상, , 하 세 높이로 설치하여 수집한 데이

터를 공간의 좌표 에 막 차트로 표 하 다. 유성

의 연구에서는 실내 환경 데이터를 상 공간의 개요도 

상에 막  차트로 표  하 다. 두 연구에서의 시각화 

방법은 상 공간과 측정 치가 많아질수록 정보의 직

 악이 어려워진다.

이 태[9]의 연구에서는 상공간의 건물정보모델을 

생성하고 이로부터 추출된 평면도상에 실내공기질 상

태를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 하 다. 이러한 시도는 수

집된 데이터와 상 공간의 계를 함께 반 하여 보다 

쉽게 실내 환경 상태를 악할 수 있으나 다양한 실내 

환경 요소의 종합 인 악은 어렵다. 

신민규[10]와 이상익[11]의 두 연구는 실내 환경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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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평면도상 3차원 시각화 방법에 해 소개 하 다. 

신민규의 연구에서는 실내 환경 데이터를 상 공간의 

평면도상에 3차원 으로 시각화하여 실내 환경의 격

한 변화의 악이 가능하게 하 다. 이상익의 연구에서

는 여러 공간을 상으로 공간의 평면도상에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값을 3차원 으로 표 하 다. 해당 방법은 

공간별 미세먼지 농도의 비교가 가능하여 실내 환경 상

태를 상 으로 악하는데 용이하다. 그러나 의 두 

연구에서는 모두 한 가지 실내 환경 요소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으며 다양한 실내 환경요소들의 시각

화에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 다. 

제목  시각화 방법 시각화 결과
Java 3D를 이용한 웹기반 3차원 환경정보 

시각화 시스템의 개발

- Java와  Java 3D를 이용하여 웹기반의 

3차원 영상 지원

- Shape, Sound, Behavior,Light 등을 

이용하여 시각화 결과 생성

그린 빌딩을 위한 무선 센서 기반 실내 환경 

모니터링

- 창가에서 먼 곳, 가까운 곳, 중간거리에 있

는 곳에 수평 지점에서 상/중/하 세 높이

로 센서를 설치하여 수집한 데이터들을 공

간 분포에 따라 3차원 막대 차트로 시각화 

BIM을 이용한 실내 공기 질 모니터링 시스

템에 관한 연구

-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2D, 3D로 모델링

하고 실내 공기 질 상태를 색상으로 구분

하여 2D 모델링 도면상에 시각화 

CFD 해석을 이용한 소규모 인쇄 작업장의 

환기방식 및 환기 량에 따른 환기효율 평가

에 관한 연구

- 톨루엔 농도의 현장 측정 결과를 측정 지

점 위치상에 3차원 막대 차트로 시각화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의 통합적 접근방법 

구현 - 온도 변화에 대한 평면도상 3차원 시

각화 -

- 실내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건물평면도 상

에 3차원적으로 시각화

실내 공간별 미세먼지 농도 비교 데이터의 

시각화

- 여러 개의 공간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

의 비교 데이터를 건물 평면도상에 3차원

적으로 시각화

표 1. 실내 환경 데이터 디지털 시각화 선행연구 사례

이상의 선행연구에 한 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기존 연구들에서의 디지털 시각화 방법들은 제한 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한 발 된 시각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개선방법 모색

실내 환경이란 “실내에 있어서의 생활 활동의 목 에 

걸맞도록 조정된 실내 기후나 기타의 생리 , 감각  

환경  행동  환경 등의 총칭”을 말한다. 실내 환경이 

의미하는 바로부터 알 수 있듯이 쾌 한 실내 환경은 

다양한 실내 환경 요소들의 종합 인 작용에 의해 결정

된다. 

특히 온습도와 같은 재실자의 쾌 감에 직  향을 

주는 실내 환경 요소나 인체의 건강과 히 연 되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실내 공기 질 요소들

에 한 리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12]. 

실내 환경 요소의 다양성과 앞 에서의 실내 환경 

데이터 디지털 시각화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다음의 [표 2]에서와 같이 기존 디지털 시각화 방

법의 제한 을 정리하고 이를 보완하기 한 개선 방향

을 분석하 다. 

제한 개선방향

- 한 가지 실내 환경 요소를 대

상으로 시각화 방법을 제안

- 다양한 실내 환경 요소의 동시 파

악을 대상으로 시각화 방법을 모

색

특정된 소프트웨어 환경에 종속

적

- 시각화 결과를 웹기반으로 구현하

여 사용자 접근성을 높임

- 평면도와 측정된 실내 환경 데

이터를 함께 시각화 

- 대상 공간의 모델과 측정된 실내 

환경 데이터를 함께 시각화 

- 대상 공간의 실내 환경 상태의 

쾌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시

각화 

- 관리가 필요한 공간만 시각화 하여 

보다 쉽게 여러 공간을 대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 

표 2. 기존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방법의 제한점 및 개선

방향 제시

III. 웹 및 건물정보모델기반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접근방법

기존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방법의 제한 을 보완

하기 한 방법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웹  건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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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델기반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근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각화 방법의 

로세스는 다음의 [그림 1]에서와 같이 크게 네 개 부분

으로 구성된다. 1) 건물 모델 데이터 생성. 2) 실내 환경 

데이터 생성. 3) 시각화 표  요소 생성. 4) 데이터 매핑 

 시각화 결과 생성.

그림 1. 웹 및 건물정보모델기반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

1. 건물모델 데이터 생성

본 연구는 실내 환경 상태의 직  악을 지원하기 

해 상공간의 건축 환경과 수집된 데이터를 함께 시

각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서는 상 공간

의 모델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웹기반 시각화에 용

이한 데이터 형식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상 공간의 모델링은 사용자가 원하는 모델링 결과

의 생성에 용이한 다양한 소 트웨어의 사용이 가능하

다. 3차원 객체 모델링 소 트웨어는 공 분야별로 다

양하다. 건물 모델링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소 트웨어

는 Revit, Sketch Up, Rhino등이 있다. 이  본 연구에

서는 건물정보모델링(BIM) 작 도구  하나인 Revit

을 사용하여 상공간의 건물정보모델을 생성하며, 원

하는 데이터 형식으로의 환을 해 Revit 러그인 

OBJ Exporter를 이용한다.

2. 실내 환경 데이터 생성

실내 환경 데이터 측정을 한 다양한 방법  본 연

구에서는 최근 들어 가격이 비교  렴해지고 사용이 

간편해짐에 따라 많이 활용하고 있는[9] 센서와 아두이

노(Arduino)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 한다.

센서는 직  피 측정 상에 하거나 가까이서 데

이터를 알아내어 필요한 정보를 신호로 달하는 장치

이다. 센서  실내 환경 측정을 한 센서로는 주요하

게 온습도 센서, 조도 센서, 미세먼지 센서, 각종 기체의 

량을 측정하기 한 센서 등이 있다. 

아두이노(Arduino)는 오  소스 기반의 단일 보드 마

이크로컨트롤러로 완성 된 보드와 련 개발 도구  

환경을 말하는데 다양한 센서를 연결하여 실내 환경 데

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 한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IDE)를 통해 실내 환경 데이터 측정을 한 시간 간격, 

측정된 데이터의 출력 값의 단  등을 설정할 수 있으

며 필요한 코드는 아두이노 스 치(Sketch)에서 작성

한다. 측정을 통해 얻어진 실내 환경 데이터는 IDE 어

리 이션의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

력된 데이터를 컴퓨터에 장하는 방법은 DOS 명령어

를 이용하는 방법, 이선(Python)을 이용해 스크립트

를 작성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아두이노 보드  사용이 간편

한 UNO 보드를 이용하며 온습도 센서(RHT03), 미세

먼지 센서 (P2Y1010AU0F)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측정

한다. 한 측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엑셀 러그

인(PLX-DAQ)을 이용하는 방법[10]을 통해 컴퓨터에 

자동 장한다.

3. 시각화 표현요소 및 범위설정

사람은 오감(시각, 청각, 각, 후각, 미각)을 통해 받

아들인 외부의 정보를 머릿속에서 그림의 형태로 바꾸

어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시각화 

된 정보는 인지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13][14]. 정보 

시각화 표  요소에 하여 랑스의 정보 표  문가 

자크 베르탱(Jacques Bertin)은 명도, 색상, 질감, 형태, 

치, 방향, 크기를 포함한 일곱 가지 요소를 제시하

다[15]. 명도는 단계  특성이나 상태의 표 에 용이하

고, 색상은 정보의 구분이나 계 계를 표 하거나 특

정 정보의 강조에 많이 사용된다[16]. 이와 같이 각 표

요소의 특징에 따라 합한 표  요소를 사용하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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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과 인 시각화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화 표 요소들의 특징을 바탕으

로 각 요소에 따른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다

음의 [표 3]과 같이 정리 하 다. 여러 가지 시각화 표  

요소를 종합 으로 활용하면 실내 환경 정보를 보다 효

과 으로 달할 수 있는데 자크 베르탱이 제안한 7가

지 시각화 표 요소 외에도 다양한 시각화 표 요소의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색상과 크기를 이용하

여 온도와 습도를 시각화 하고 이외 작은 입자들의 개

수 변화로 미세먼지 농도를 시각화 한다.

명도: 공간 밝기 변화 

색상: 공간 바닥 색 변화

질감: 공간 이미지 질감 변화

형태: 공간상 객체 형태 변화

치: 공간속 객체 치 변화

방향: 공간속 객체 방향 구분

크기: 공간속 객체 크기 변화

표 3. 시각화 표현 요소 별 시각화 방법 제시

시각화 결과의 시각  효과의 극 화를 해서는 시

각화 표 요소의 범  설정이 필요하다. 이상익[11]의 

연구에서는 시각화 표  요소의 해당 범 의 최댓값/최

솟값과 측정된 데이터의 최댓값/최솟값을 매핑 하는 방

법을 제안하 다. 시각화 표  요소의 종류에 따라 시

각화 범  설정방법은 다르게 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습도는 정 기  이상일 경우, 정 기  이하일 경

우, 정 기 범 에 속할 경우로 나 어 범 를 설정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실내공기질법에서 규정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 을 기 으로 기 치 이하일 경우와 기

치 이상일 경우로 나 어 범 를 설정한다. 

4. 데이터 매핑 및 시각화 결과 생성

컴퓨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이미지와 텍스가 주

던 웹 페이지는 사용자 교류 심의 정보 달 방식

으로 변화하고 있다. Web3D는 인터 티 한 웹 환경

을 제공해 주는 표 인 기술로 특히 웹상에서의 3차

원 객체의 구 에 탁월하다[17]. 다양한 Web3D기술  

Unity, O3D, WebGL, JAVA 3D, Three.js 등 3차원 시

각화 라이 러리는 상 공간 모델을 반 한 웹기반 실

내 환경 시각화에 용 가능하다. 이  본 연구에서는 

구 의 복잡성이 비교  낮은 자바스크립트기반의 

Three.js를 사용 한다.

웹기반 3차원 객체 시각화 라이 러리를 이용하기 

해서는 앞서 생성한 건물 모델 데이터, 실내 환경 데이

터, 시각화 표 요소의 매핑 작업이 수요 된다. 시각화 

결과는 실내 환경 데이터와 사 에 설정한 시각화 표

요소의 범 에 따라 달라지며 상 공간의 좌표와의 매

핑을 통해 시각화 결과가 생성될 치가 결정된다.   

IV.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구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안한 웹  건물정보모델기반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근방법의 구  가능성과 시

각화 결과의 효용성의 검증을 해 재실자의 쾌 감 조

성에 직  향을 주는 온도  습도와 최근 몇 년간 

요한 환경 문제로 강조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상

으로 시각화 구 을 진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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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공간 모델링 및 데이터형식 전환

본 연구에서는 모 학교 단과 학의 5층에 치한 

13개 공간을 상공간으로 선정하 으며 모델링 작업

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BIM 작도구  하나인 Revit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실내 환경 시각화 

근방법은 건물 모델 데이터를 웹기반 3차원 시각화 

라이 러리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환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웹기반 3차원 

객체 시각화 라이 러리 Three.js는 OBJ, VTK, JSON, 

PDB 등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

는 다음의 [그림 2]에서와 같이 Revit 러그인 OBJ 

Exporter를 이용하여 상 공간의 건물정보모델 데이

터를 OBJ 형식으로 환 하 다.

그림 2. 대상 공간 정보모델에서 시각화를 위한 형상정보 추출

2. 온습도, 미세먼지 농도 측정 및 수집

온습도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은 아두이노 통합 개

발 환경(IDE)에서 이루어 졌는데 1분 간격으로 총 13개 

공간을 상으로 측정  수집하 다. 측정을 통해 얻

어진 온습도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시각

화 결과 생성에 사용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엑셀 

러그인 PLX-DAQ를 사용 하여 측정 결과를 엑셀 형

식으로 자동 수집 하 다. 엑셀에 장된 온습도 데이

터는 측정 값 뿐만 아니라 측정 날짜, 측정 시각, 측정 

공간 정보를 함께 포함한다.

다음의 [그림 3]과 [그림 4]는 각 온습도와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의 측정  수집 시를 보여 다. 두 시

에서의 실내 환경 데이터 측정을 한 디바이스 연결과 

코드 작성은 차이가 존재하나 엑셀 러그인을 이용한 

데이터 자동 수집을 포함한 반 인 작업의 흐름은 동

일하게 용하 다.

그림 3. 온습도 데이터 측정 및 수집

그림 4. 미세먼지 농도 측정 및 수집

3. 온습도, 미세먼지 농도 시각화 표현요소 및 범

위 설정

실내 온도 데이터는 상 공간의 바닥 색으로 표  

하 다. 온도의 측정값이 기상청에서 정한 정 기

(18∼22°C) 범 에 속하지 않는 공간을 상으로 정 

기  범  이상일 경우 빨간색으로, 정 기  범  이

하일 경우 란색으로 표 하 다. 한 시각화 결과의 

시각  효과를 극 화하기 하여 다음의 [그림 5]에서

와 같이 정 기  이상과 이하 두 방향으로 각 5°C 범

 내에서 온도의 차이에 따른 바닥 색의 변화를 구체

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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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현된 웹기반 시각화 도구 결과 화면

그림 5. 온도에 대한 시각화 표현 요소 및 범위

실내 습도 데이터는 상 공간을 채우는 반투명한 박

스로 표  하 다. 습도의 측정값이 기상청에서 정한 

정 기 (40∼60%) 범 에 속하지 않는 공간을 상

으로 정 기  범  이상일 경우 빨간색의 반투명한 

박스로 표 하고, 정 기  범  이하일 경우 란색

의 반투명한 박스로 표 하 다. 한 시각화 결과의 

시각  효과를 극 화하기 하여 다음의 [그림 6]에서

와 같이 정 기  이상과 이하 두 방향으로 각 10% 범

 내에서 습도 차이에 따른 공간을 채우는 반투명한 

박스의 높이 변화를 구체화 하 다.

그림 6. 습도에 대한 시각화 표현 요소 및 범위

실내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는 다음의 [그림 7]에서와 

같이 상 공간상의 작은 입자로 표  하 다. 미세먼

지 농도의 측정값이 실내공기질법에서 제정한 기

(150㎍/㎥) 이상인 공간을 상으로 과된 1㎍/㎥ 마

다 입자 개수를 1개 씩 추가하도록 설정 하 다. 한 

작은 입자들의 치 좌표는 상 공간의 좌표 범  안

에서 무작 로 생성 하도록 하 다.

그림 7.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시각화 표현 요소 및 범위

4. 데이터 매핑 및 시각화 결과 생성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방법은 

다음의 [그림 8]에서와 같은 사용자 설정 인터페이스를 

통해 측정된 시간, 실내 환경 요소  상 공간을 선택

할 수 있다.

측정을 통해 수집된 실내 환경 데이터는 두 가지 방

식을 통해 사용자에게 달되는데 측정된 데이터의 정

확한 수치 악을 원할 경우 데이터 보기(Show data) 

버튼을 통해 원하는 공간의 측정값을 쉽게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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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별 데이터 시각화 

있다. 건물 리자와 같은 많은 공간을 상으로 리

가 필요한 사용자는 시각화(Visualize) 버튼을 통해 

리가 필요한 공간들만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시각화 표  요소  범  정보를 참고하여 온습도 조

이나 공기청정기 가동 등 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한 시각화 결과 생성 역의 상 공간 모델의 회

, 확 /축소, 이동을 이용하여 원하는 공간의 실내 환

경 상태를 보다 효율 으로 찰 할 수 있다. [그림 9]는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별 시각화 시이다.

다음의 [그림 10]은 2016년 3월 22일 오  10시 22분

의 실내 환경 상태를 시각화한 결과의 시이다. 시각

화 결과로부터 쉽게 악할 수 있듯이 부분 공간은 

실내 환경 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바닥 색이 빨간색

으로 표 된 공간은 실내 온도가 정 기 보다 높고 

란색 반투명 박스로 표 된 두 공간은 상  습도가 

정 기 보다 낮으며 작은 입자들이 표 된 세 공간은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공기질 유지기 을 과하 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건물 리자나 여러 공간을 동시

에 리해야 되는 사용자는 각 공간의 측정 데이터를 

직  읽지 않고도 리가 필요한 공간  리 요소(온

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악하여 그에 한 

환경 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10. 건물 모델 상 온습도,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 등 종

합 시각화 결과 예시

V. 결 론

본 연구는 실내 환경 리를 해 선행되어야 하는 

실내 환경 상태의 직  악을 지원함을 목 으로 기

존의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사례들의 제한 을 다음

과 같이 네 가지로 분석하고 개선방법을 모색하 다. 

첫째, 실내 환경 시각화에 한 선행 연구사례들은 

부분 한 가지 실내 환경 요소를 상으로 시각화 방

법을 제안하 다. 실내 환경 상태의 쾌  여부는 다양

한 실내 환경 요소의 종합 인 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실내 환경 요

소의 상태를 동시에 직 으로 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실내 환경의 직  

악을 지원하기 하여 데이터의 측정 치와 수집된 

데이터의 계를 평면도를 이용하여 함께 표 하 다. 

보다 효과 으로 실내공간과 측정된 데이터의 계를 

표 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물 모델을 활용 하

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실내 환경 상태의 쾌  

여부와 상 없이 측정을 통해 얻어진 모든 데이터를 시

각화 하 다. 건물 리자와 같은 여러 공간에 한 실

내 환경 상태의 리를 목 으로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리가 필요한 공간만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지원 가

능한 시각화 방법을 모색하 다. 넷째, 부분의 선행연

구의 시각화 결과는 특정된 소 트웨어 환경이나 로

그래  언어에 종속  이 다. 사용자 근성을 고려하

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 환경에 제한되지 않도록 웹기반

으로 시각화 결과를 구  하 다. 

한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 인 실내 환경 데이터 

시각화 방법  하나로 웹  건물정보모델기반 실내 

환경 시각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은 건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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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데이터 생성, 실내 환경 데이터 생성, 실내 환경 요소 

생성, 데이터 매핑  시각화 결과 생성을 포함한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안된 시각화 방법은 실제 용 

가능성과 시각화 결과의 효용성 검증을 하여 온습도

와 미세먼지 농도를 상으로 구 을 진행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웹  건물정보모델기반 실내 환

경 시각화 근 방법은 온습도와 미세먼지 농도뿐만 아

니라 향후 다양한 실내 환경 요소의 동시 악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동시에 수많은 공간을 

리해야 하는 건물 리자와 같은 사람이 특히 병원의 입

원실, 노인 복지 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거주 집단의 

면역력이 낮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여러 공간에 한 

종합 인 리에 활용하면 거주자의 건강과 생활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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