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Journal of KIBIM Vol.7, No.4 (2017)

DOI: https://doi.org/10.13161/kibim.2017.7.4.008

채재현1), 이지영2)

Chae, Jae-Hyun1) ·  Lee, Ji-Yeong2)

Received November 15, 2017; Received December 18, 2017 / Accepted December 19, 2017

역설계를 통해 BIM 구축시에 3D 모델링에 대한 
세밀도(LoD) 정립
- 지상 LiDAR 활용한 3D 모델링 연구 중심 - 
Definition of 3D Modeling Level of Detail in BIM Regeneration 
Through Reverse Engineering
- Case Study on 3D Modeling Using Terrestrial LiDAR -

ABSTRACT: When it comes to set up the BIM through the reverse engineering, the level of detail(LoD) required for finalized outcomes 
is different from each purpo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me concrete criteria which describe the definition of LoDs on 3D 
modeling for the purpose of each reverse engineering. This research shows the criteria of the 1) positional accuracy, 2) generalization level 
, 3) scale level, 4) scope of description, and 5) the area available for application by classifying LoD from 1 to 6 on 3D modeling for each 
purpose of reverse engineering. Moreover, through applying those criteria for the 3D point cloud dataset of building made by terrestrial 
LiDAR, this research finds out the working hour of 3D modeling of reverse engineering by each LoDs according to defined LoD criteria for 
each level. It is expected that those findings, how those criteria of LoD on reverse engineering are utilized for modeling-workers to decide 
whether the outcomes can be suitable for their budget, applicable fields or not, would contribute to help them as a bas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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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공용중인 시설물의 노후화와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 그 수요의 증가로 향후 유지관리 시장의 저변은 점차 확대 

되고 있다(한국시설안전공단, 2012). 노후 건축물은 도면이 없고, 

2D 도면만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 유지관리

를 위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역설계 기법이 

각광받고 있으며(Lee et al., 2016) 건축에서 가장 큰 관리 및 운

영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MEP(Mechanical, Electrical, Plumbing) 

설비에 대한 역설계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Kang and 

Kim, 2016). 또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도 도면의 부재나 도면 정보의 부족 등으로 시공에 상당한 어려

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설계 기술을 이

용한 도면화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다(Lee and Kwon, 2014).  

역설계 기술이란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물 또는 시공이 

완료된 시설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토탈스테이션 측량, 

3D 사진측량 또는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술 

등을 이용해 대상물에 형상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3D 모델링하

고 도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Raja and Fernandes(200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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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계 방법을 “스케닝 – 포인트프로세싱 – 적용”으로 나타

내고 있으며, 이는 형상 객체에 3D 스케닝 장비를 이용하여 포

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3D 모델링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최근 건설시장은 BIM이라는 새로운 최신 설계 기법으로 변

해가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기존의 건물 및 대형 구조물의 역설

계 시에도 3차원 공간 속성의 통합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Kim, 

2015). 또 시설물에 대한 BIM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기술이 경제

적/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BIM의 활용을 

일부시설물을 대상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넓은 범위에 적용함으

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2012)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BIM의 

LoD(Level of Detail, 세밀도) 수준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

계시 BIM을 통한 AS-Built 도면을 생성하는 방법으로까지 역설

계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장한 것이다. 

역설계 업무에서 기본적으로 3D 모델링과 BIM 설계의 중요

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활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3D 모델링 수준

은 다르므로 다양한 LoD에 따라서 모델링이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각 기관에서 제시하는 LoD의 기준이나 정의

가 각기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설계시 다양한 활용 

목적에 따른 적정한 3D 모델링 수준을 정의해보고 이를 실제 모

델링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역설계 선행 연구사례

역설계 기술은 토목, 건축, 플랜트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는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기존 시설물/건축물/문화재/지형 등의 

형상을 복원하기 위해 실측을 통해  3D 모델링 또는 도면을 생

성하는데 활용된다. 두 번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시설물이 

설계의 원안대로 시공되었는지 또는 변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자 시설물에 3D 형상을 추출할 때 사용한다.

첫 번째 유형인 역설계를 통해 3D 모델링 또는 도면을 복원하

기 위한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Park et al.(2006)은 육교와 옹

벽 구조물을 역설계 기술을 활용하여 As-Built 도면과 3D 모델

링을 생성하였으며, Hong et al.(2015)은 3D 실내 모델링을 구축

함에 있어 지상 LiDAR와 토탈스테이션의 작업시간 및 위치정확

도를 비교하였다. Kim(2014)은 대상 지반을 역설계 방식으로 3차

원으로 구현하고 종·횡단면도 작성 및 토공량을 산출하였으며, 

Kim(2015)은 건축 구조물을 역설계 기술을 통해 BIM 기반의 3D 

모델을 구현하였다. Bae(2012)는 문화재를 역설계를 통해 모델링

으로 생성하고 측량 방법에 대한 정확도를 파악하였으며, Kang 

and Kim(2016)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으로 배관을 역설

계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유형

인 역설계 기술을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시설물을 검측하는 사례

로는 다음과 같다. Han et al.(2008)는 건축공사 현장의 슬래브 

시공 시 철근배근 상태를 추출하고 기존 설계 도면과 비교·분

석 하였으며, Lee(2011)는 건설현장에 지상 LiDAR로 시계열 자료

를 취득하여 3차원 모델을 생성하고 설계데이터와 중첩 분석함

으로 시공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Park et al.(2009)은 

댐체 표면을 관측하여 스캔 성과와 설계 단면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준공 이후 댐체 변형을 추정하였고, Cho et al.(2008)는 터

널의 역설계 진행시 지상 LiDAR 검측에 대한 정확도와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각 분야의 역설계 기술을 활용한 다수의 연구는 기본적인 실

측은 지상 LiDAR를 통해서 포인터 클라우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링/도면화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토탈스테이션 측량 또는 사진측량을 활용

하여 역설계를 진행 할 수 있다. 즉 역설계 기술은 기존 시설물

을 실측된 자료를 기반으로 3D 모델링, BIM, 준공도면을 산출한

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또는 활용 목적에 따라서 형태만 간단히 

보여주는 모델부터 상세한 도면 제작을 위한 모델까지 3D 모델

링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역설계 시 기준이 되는 

공통된 모델링 수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불필요 실측과 모델링 

작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D 설계의 수준을 정의할 때는 BIM LoD 기준에 따라 대부

분 수행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선행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Bae(2011)와 Cho et al.(2013)는 건축설계 단계별로 BIM LoD를 

건축실무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Park(2015)은 기획설

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관리 및 시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BIM LoI(Level of Information)를 제안하

고 이에 따라 BIM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연구하였다. Jung(2015)

은 건축설계 인허가단계 심의도서의 적정 BIM 모델 정보수준 및 

모델작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Choo et al.(2012)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위한 BIM 모델링 수준을 설정하였다. 시

설안전공단(2012)에서는 교량 구조물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위한 

BIM LoD를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BIM에서 적용했던 LoD의 활용 관련 연구에서는 많

은 기관에서 제안하는 BIM LoD가 불분명하여 각 설계 단계별 또

는 공정별로 명확한 LoD를 다시 정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역설계를 통한 BIM의 3차원 모델 제작 시 사용할 수 

있는 LoD에 대한 구분은 모호하다. 즉 역설계를 통해 As-Built 

도면 및 3D 모델링을 정의하는데 있어 활용 목적에 따른 모델링 

수준을 정의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설계 모델

링 LoD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역설계를 통한 BIM과 As-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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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산출 시 활용 목적에 따른 3D 모델링 수준의 기준을 정의

하고자 한다. 또한 역설계 진행 시 3D 모델의 LoD를 판단할 수 

있도록 활용 목적에 따른 역설계 모델링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

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설계의 선행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역설계 기술을 통한 As-Built 도면 및 3D 

모델링의 산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3D 모델링에 LoD를 적용한 

기존 사례를 검토한다. 둘째, 역설계의 LoD 기준이 되는 항목을 

정의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 값을 도출한다. 셋째, 역설계 LoD별 

수준을 분석하여 역설계 활용에 따른 분야를 구분한다. 넷째, 실

증분석을 위해 역설계 프로세스에 맞게 지상 LiDAR로 건물에 대

한 레이져 스캐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3D 모델링을 진행

한다. 3D 모델링은 LoD별로 모델링을 진행하고 각 LoD별 모델

에 대한 특징을 분석한다. 다섯째, 역설계 LoD별 활용기준을 제

시하여 활용 목적에 따른 3D 모델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가

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Figure 1은 본 연구의 연구 흐름도를 나

타낸다.

2. 3D 모델링 구축시 LoD 적용 사례

2.1 BIM 활용되는 LoD 개념

BIM이란 토목, 플랜트를 포함한 건설 전 분야에서 시설물의 

수명주기 동안의 의사결정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을 

위한 업무절차를 포함해 지칭하는 개념이다(국토해양부, 2010). 

즉 BIM은 건설의 수명주기 동안 각 단계별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들을 통합하여 이행당사자들에게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로서, 프로젝트 전 단

계에서 하나의 통합된 모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BIM

의 목적은 시설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물리적 형상, 속성 및 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

로 생성, 활용, 축적, 유통, 관리 및 재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수준

과 효율을 증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BIM 설계를 통한 3D 공간데이터 구축 시 모든 설계 단

계에서 완벽한 수준의 모델이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각 단계별로 업무 간의 역할 및 요구사항을 수행하고 모

델의 혼선을 막아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LoD가 정의되어 있

다. BIM LoD는 BIM 설계의 프로세스 단계별로 적용되는 모델링

의 LoD 수준이며, 그 의미는 각 발주처별 BIM 가이드라인에 따

라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AIA(2013)에서 정의한 BIM의 LoD는 

Level of Development를  뜻하고 있으며 <Table 1>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BIM LoD를 정의하였다. LoD 100은 개념 모델 

수준, LoD 200은 개략 형상 모델 수준, LoD 300 정밀 형상 모델 

수준, LoD 400은 제작 모델 수준, LoD 500은 준공 모델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2012)의 “BIM 적용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BIM LoD를 LH-LoD(Level of Detail, Level of Development)로 

명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지, 공간, 건축 주요요소, 건축 부

요소의 각 개체요소별로 Table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Figure 1. Workflow of research

LoD Contents

LoD 100

The Model Element may be graphically represented in the Model with a 
symbol or other generic representation, but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LoD 200. Information related to the Model Element (i.e. cost per square 
foot, tonnage of HVAC, etc.) can be derived from other Model Elements.

LoD 200

 The Model Element is graphically represented within the Model as a generic 
system, object, or assembly with approximate quantities, size, shape, location, 
and orientation. Non-graphic information may also be attached to the Model 

Element.

LoD 300

 The Model Element is graphically represented within the Model as a specific 
system, object or assembly in terms of quantity, size, shape, location, and 
orientation. Non-graphic information may also be attached to the Model 

Element.

LoD 400

The Model Element is graphically represented within the Model as a specific 
system, object or assembly in terms of size, shape, location, quantity, and 

orientation with detailing, fabrication, assembly, and installation information. 
Non-graphic information may also be attached to the Model Element.

LoD 500
The Model Element is a field verified representation in terms of size, shape, 
location, quantity, and orientation. Non-graphic information may also be 

attached to the Model Elements.

Table 1. AIA BIM LoD standard(AI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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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 Ver. 1.3”(조달청, 2015)

에서는 BIM 설계업무를 BIL(Building Information Level)로 구분하

고 있으며 Table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달청 시설사업

의 계획설계 단계, 중간설계 단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BIM 기술

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의 요건을 정의하고, BIM 데이터를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BIM 업무에 대한 기준

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2 GIS에서 활용되는 LoD 개념

GIS분야에서 LoD는 3차원 지도제작에서 3차원 객체를 효율적

으로 구축하거나 렌더링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주로 적용되

고 있다. GIS분야에서 LoD의 기본개념은 멀리 있는 객체는 간략

하게 표현하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며 객

체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도가 낮은 물체는 낮은 정밀도로, 중요

도가 높은 물체는 높은 정밀도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ityGML에서는 지형지물의 효과적인 표현 및 활용을 위하여 

LoD 단계를 Figure 2과 같이 0에서 4까지 총 5단계의 수준으로 

Object Attribute

Planning
task

Design of 
plan

Basic 
design

Working
design

Opera-
tion and 
Maint-
enance

LH-
LoD-1

LH-
LoD-2

LH-
LoD-3

LH-
LoD-4

LH-
LoD-5

Site

function/
location/

coordinates
◆ ◇ ◇ × ×

SOC ◆ ◇ × ×

Buil-
ding

Space
Living room, Bed room, 

Kitchen, Restaurant, 
Bath room

function/
location/

coordinates
◆ ◆ ◇ × ×

Archite-
ctural 

element

<main 
element>
wall, floor, 

stair, EL, roof, 
window, 

door, ceiling, 
foundation, 

beam, column

function/
location/

coordinates
◆ ◇ × ×

physical data ◆ ◇ ×

producing ◆ ×

operation/
maintenance

◆

<sub element>
furniture, 

equipment

function/
location/

coordinates
◆ × ×

physical data ◆ ×

producing ◆ ◇

operation/
maintenance

◆

◆:Choice of Attribute, ◇:Adjustment of Attribute, ×:Fixed Attribute

Table 2.  LH-LoD for each planning process(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2012)

Building
Information

Level
Description level Example of usage

BIL10

●  Topography and surrounding  
 buildings
●  Area, height, volume, location 
and direction

1) mass of building unit 
2) mass of floor unit 
3) block mass of program unit

●  Construction cost is expectable 
by using area, volume and 
estimation method
●  Scheduling and stepping of 
whole period of project using 
model

BIL20

●  Expression of shape needed for 
planning drawing
●  Existence expression of members 
needed for planning
●  Space
●  Existence of main structural 
member
●  Simplified stairs and slope
●  Wall expressed as a single object
●  Opening(windows can be omitted)
●  Shape expression of curtain wall 
mullion

●  Scale examination
●  Examination of rough 
construction cost
●  Examination of planning 
condition
●  Various rough analysis
●  Discussion on 3D
●  Lease management
●  Evacuation management

BIL30

●  Existence expression of all members 
needed for basic design
●  Expression of amount, size, location 

and direction of members
●  Space
●  Standard of all structural 
members
●  Accurate expression of every 
steps in stairs
●  Wall expressed as dual objects
●  Expression of opening (existence 
of frame for window)
●  Standard of mullion for curtain wall
●  Main facilities of MEP and 
pipelines

●  Producing of accurate basic 
drawing
●  Decision making for various 
planning
●  Examination of basic quality
●  Various analysis
●  Discussion on 3D
●  Rough planning for construction
●  Rough analysis of LCC

BIL40

●  Existence expression of 
all members needed for 
enforcement design
●  Expression available to calculate 

amount needed for bidding
●  Space
●  Standard of all structural and 
architectural members
●  Finishing should be done by direct 
modeling or rapid modeling
●  MEP equipment and pipelines 
(which is available to examine 
construction ability)
●  Wires can be omitted

●  clash detection
●  Producing accurate working 
drawings
●  Amount calculation
●  Various detailed analysis
●  Examine of construction ability
●  Preliminary examination of 
construction method
●  Construction planning
●  Analysis of LCC

BIL50

●  Information added according to 
usage(process, construction cost, 
procure, maintenance, Digital 
Mockup, etc)
●  Coordinates of construction and 
materials information
●  Information needed for process 
control
●  Information needed for cost 
control

●  Construction cost control for 
process
●  Material procure control
●  Digital Mockup

BIL60
●  Various expression depends on 
Client’s needs and project

●  Maintenance

Table 3.  Information expression level in BIM of facility  

 business(Public Procurement Servi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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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다. 각 단계는 대단위 도시, 도시 내 지역, 건물(외부), 

건물(실내)로 구분되며 단계별 표현내용, 정밀도, 일반화 등으로 

내용을 분류하고 있다.

CityGML에 따른 LoD 기준은 Table 4와 같다. 각 단계별 내

용을 살펴보면 LoD 0은 기본적으로 수치지형모델을 표현하며, 

LoD 1에서 건물은 평평한 지붕 구조를 가지는 박스 형태의 단순

한 건물모형을 표현한다. LoD 2의 건물은 지붕, 외관 상세 포함

한 개별적인 지붕 구조를 표현하며 LoD 3은 지붕 및 창문 상세

한 벽면과 건축적 모델을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LoD 4는 LoD 3

의 표현범위에 건물의 실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OGC, 2012).

국토지리정보원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작업규정”에서 LoD

를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위치·기하정보와 텍스처에 대한 표

현 한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LoD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단계

별 표현정보 및 각 분야 기준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객체그룹의 분류를 위해 교통 데이터는 도로, 철도, 도로교통시

설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물 데이터는 주거용 및 주거외 건물, 

수자원 데이터는 댐, 보, 호안, 제방 등으로 구분하여 표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물, 교량, 하천부속물에 대해서는 LoD 및 

그에 따른 가시화 정보 제작기준을 정의하고 있다(NGII, 2016).

2.3 역설계에 모델링에 BIM/GIS LoD 적용에 한계

BIM에서 사용하는 LoD의 경우는 설계/시공 측면에서 계획-

설계-시공-유지관리 프로세스 별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모델 구조이다. 따라서 BIM 모델에서 AIA(2013)의 

LoD는 LoD 100에서는 면적, 높이, 볼륨, 위치 등의 기본 정보만

을, LoD 200에서는 모델 요소의 일반화된 형태와 실제와 근사한 

수준의 물량, 크기, 형태를 보이는 정도를, LoD 300에서는 실제

와 정확한 물량 정보를, LoD 400에서는 조달, 시공에 필요한 모

든 디테일한 정보를, LoD 500은 준공도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는 건축 설계 업무 단계를 기획업무,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

계, 사후설계관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단계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2).

한국토지주택공사 LH-BIM LoD, 미국 AIA BIM LoD, 조달청 BIM 

LoD 단계를 건축설계 업무의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기준으로 비교

하였을 때 Figure 3과 같이 매칭 될 수 있다. 하지만 설계 프로세스

의 세부적인 업무와 국내외 BIM 가이드라인의 LoD별 요구사항 간

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Choo et al., 2012; Cho et al., 2013).

Figure 2. The five levels of detail (LoD) defined by 
CityGML(OGC, 2012)

LoD0 LoD1 LoD2 LoD3 LoD4

Model scale 
description

regional,
landscape

city,
region

city, city 
districts, 
projects

city districts, 
architectural 

models 
(exterior),
landmark

architectural 
models 

(interior), 
landmark

Class of 
accuracy

lowest low middle high very high

Absolute 3D 
point accuracy 
(position / 
height)

lower than 
LoD1

5/5m 2/2m 0.5/0.5m 0.2/0.2m

Generalisation
maximal 

generalisation

object 
blocks as 

generalised 
features;

objects as 
generalised 
features;

object as real 
features;

constructive
elements 

and 
openings 

are 
represented

> 
6*6m/3m

> 
4*4m/2m

> 
2*2m/1m

Building 
installations

no no yes
representative 

exterior 
features

real object 
form

Roof structure/
representation

yes flat
differentiated 

roof 
structures

real object 
form

real object 
form

Roof 
overhanging 
parts

yes no
yes,

if known
yes yes

City
Furniture

no
important 
objects

prototypes, 
generalized 

objects

real object 
form

real object 
form

Solitary
Vegetation
Object

no
important 
objects

prototypes, 
higher 6m

prototypes, 
higher 2m

prototypes, 
real object 

form

Plant
Cover

no >50*50m >5*5m < LoD2 <LoD2

Table 4.  LoD 0-4 of CityGML with their proposed  

 accuracy requirements(OGC, 2012)

Figure 3. Comparison of BIM LoD stage and architectural 
planning task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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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분야에 사용되는 LoD는 보는 시점에서 가까이 있는 객체는 

크고 세밀하게, 멀리 있는 객체는 작고 개략적으로 표현하여 그래

픽 속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각의 LoD 단계별 모델이 연속적으로 표현하도록 Figure 4와 같이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BIM 설계를 통한 3D 공간데이터 구축 시, 설계의 모든 단계에

서 완벽한 수준의 모델링이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업무 및 요구 사항에 따른 LoD 기준이 정의되었다. 따

라서 BIM LoD는 신규 프로젝트 진행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설계를 통한 3D 모델링의 경우, 기존 구조물을 

활용도에 따라 모델링 수준을 다르게 나태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의 BIM LoD 기준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GIS에서 사용하는 

LoD는 그래픽적으로 보이는 정보의 수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것 또한 역설계를 위한 LoD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 장

에서는 역설계 업무에서 모델링 결과물의 활용 목적에 따라 3D 모

델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역설계 LoD 기준을 정의하고, 각 LoD

별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역설계에서의 LoD 선정 과정

3.1 역설계 활용 구분

Randall(2011)은 역설계 활용 시 “Rapid Urban-Scale 

Modeling,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Construction Site 

Monitoring, Structural Analysis and Inspection”의 4가지 분야

로 구분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Kang(2015)은 AEC 역설계 지침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 도출로써 

GSA와 NCHRP 역설계 지침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역설계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언급하고 있다. Kwon(2015)은 건설 산업

에서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역설계 활용 기술 및 BIM 적

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역설계 관련 선행연구 및 실무 

사례를 통해 역설계가 건설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구분

하고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3.2 역설계 LoD 기준 정의

역설계를 통한 3D 모델링에 있어 LoD 구분은 모델링 수준을 정

의하기 위한 기준이 되므로 필요하다. 우선 Randall(2011)은 역설

계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레이져 스캐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활용 분야를 4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정확도와 타겟까지

의 거리, 정밀도로 구분하여 Table 6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도

시계획과 같이 낮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부터 

구조물 시공과 같이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분야까

지 각 활용분야별로 취득해야 될 데이터 요소를 구분하였다.

Figure 4. Relations between LoDs in GIS(Bae, 2011) 

Architecture/Construction structure Plant/Facilities

Building Extension, Remodeling, Decorating Interiors
As-built Drawing of Buildings which are undrawn
Linkage the plans of Facilities to Buildings’ information 
on BIM
Management of MEP(Mechanical, Electrical, 
Plumbing) process
Evaluation of existed structures, renovation
Analyzing the view of Buildings, Natural Light, Energy 
Effectiveness
Structure Measurement of indoor, Structure-safety 
Test
3D-Rendering, Space-Modeling
Historical Building Restoration

As-built Drawing of Facilities which 
are undrawn
Investigating displacement of 
Facilities/Reviewing Error
Expansion/ Revamping of Facilities
Simulating replacement of Facilities
Construct-Ability Examination of 
Plant

Civil engineering/Geometry GIS/Spatial analysis

Topographic survey
Reviewing structures of Bridges/ Tunnels/ Dam 
Structure, and Checking their displacement 
Checking Slope plane
Measuring the ground subsidence

Shape of the face on Building
Information of inside Building 

Table 5.  Classification for applicable fields by level of  

 utilization through reverse engineering

ENGINEERING AND 
MANAGEMENT 
APPLICATIONS

ACCURACY
REQUIRED

DISTANCE
TO TARGET

POINT DENSITY

Rapid Urban-Scale Mapping/
Modeling

> 1m > 100m ≥ 1.0 pt/m²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10-100cm 25-100m 1.0-5.0 pt/m²

Construction Site 
Monitoring

< 10cm < 25m ≥ 5.0 pt/m²

Structural Analysis and 
Inspection

< 1cm < 10m ≥ 25.0 pt/m²

Table 6.  Classification and metrics for laser-scanning  

 applications (Randal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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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Randall(2011)이 구분한 활용도 측면을 이용하

여 역설계 모델링 적용 시 LoD를 각 활용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활용도별로 분류된 LoD 기준에 축척 개념을 도입하여 

모델링 수준을 개념화 하였다. LoD 1, 2 는 빠른 도시 규모 모델

링으로  LoD 1은 개략적인 지형/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계

획이나 지도 작성 분야로 구분하였다. LoD 2는 시설물/건축물의 

개략적인 외부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

를 축척에 개념으로 나타내면 LoD 1은 축척 1:5000 ~ 1:2500 수

준으로, LoD 2는 축척 1:2500 ~ 1:1000 구분할 수 있다. LoD 3, 

4는 인프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모델링으로 LoD 3은 

실내공간정보 및 실내 내비게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정도의 수

준으로 구분하였으며, LoD 4는 시설물관리 운영까지 적용할 수 

있는 모델링으로 구분하였다. LoD 3은 1:1000~1:500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LoD 4는 축척 1:500 ~ 1:100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LoD 5는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분하

였으며, LoD 6은 구조해석과 안전점검을 위한 상세한 모델링 수

준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이는 LoD 5를 축척 1:100 ~ 1:50 

수준으로 LoD 6은 1:50이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LoD 1~6 활용에 따라 위와 같이 축척에 개념을 도입

할 수 있는 이유는 Park et al.(2014)의 연구와 같이 1:5000 수치

지도 측면에서는 다양한 도시계획 업무와 전반적인 기초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고, 도시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다양한 공간분석

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1/1,000 수

치지도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LoD 1, 2, 3에 대한 축척을 구

분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2012)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설

계도서 작성 기준”을 살펴보면 축척 1/2 ~ 1/50까지 상세도면, 

1/30~1/200 기본도면이 설계되도록 정의되어 있고 공정별로 보

았을 때 배치도는 1/200 이상의 도면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

다. 따라서 LoD 4에서는 배치도 수준의 모델링이 필요하고 LoD 

5는 기본도면을 정의할 수 있는 수준이 필요하며, LoD 6은 상세

한 도면을 산출할 수 있는 수준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축척 개념

으로 구분을 하였다.

BIM, GIS 분야 LoD 제시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3D 모델링을 

위한 LoD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형상 정확도와 일반화, 표현범

위가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정확도 기준은 

LoD 축척 정도에 따라 수준을 부여하였다. 그 기준이 되는 값은 

수치지도 작업 시 사용되는 위치정확도 값을 사용하였다(NGII, 

2015; Park, 2013). 일반화는 평면과 높이 차원에서 형상의 일반

화, 객체의 간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표현해야 하는 

부분을 단순화시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도 축척 개념

을 적용하여 일반화의 단순화 정도를 설정하였다. 그 기준은 수

치지도의 축척별 점간입력간격을 기준을 참고 하였다. 또한 GIS 

LoD에 사용하는 일반화 기준도 동시에 참고하였으며, 일반화 값

이 위치정확도 값 안에서 단순화 할 수 있도록 값을 설정하였다. 

정밀도는 기초데이터를 실측하여 얻는 정밀한 정도를 의미하며 

Randall(2011)이 제시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장비

개발 상황이나 후처리를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정밀도 수준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oD

별 일반화 기준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본 후, 정밀도를 상향하

는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표현수준으로는 BIM 모델

링에서 LoD를 구분하는 표현수준 개념을 도입하여 각 LoD별 구

현되는 기준을 정의하였다. Cho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BIM 

LoD에 따른 모델링 범위와 항목을 건축(외부, 내부, 창호, 계단, 

기타) 구조(RC, SC),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 구체

적으로 항목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현범위를 외부, 실

내, 층, 실, 개구부, 계단, 주요 건물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

였다.

이렇게 정의된 역설계 모델링을 위한 LoD별 기준은 Table 7과 

같다.

LoD1 LoD2 LoD3 LoD4 LoD5 LoD6

Positional 
accuracy

3.5-1.7m 1.7-0.7m 0.7-0.25m 25-5cm 5-2.5cm 2.5cm-

Point 
density ≥ 1 pt/m² ≥ 4 pt/m² ≥ 9 pt/m² ≥ 45 pt/m² ≥ 625  pt/m² ≥ 2500 

pt/m²

Generalization 
level 

(minimum 
istance of 
points)

2.5m 1m 0.5m 0.15m 4cm 2cm

Scale level
1:5000

~
1:2500

1:2500
 ~

1:1000

1:1000
~

1:500

1:500
~

1:100

1:100
~

1:50

1:50
~

Scope of 
description

Outside
Outside, 
opening

Outside, 
inside, 

opening, 
floor, room

Outside, 
inside, 

opening, floor, 
room, main 
architectural 

factors

Outside, 
inside, 

opening, 
floor, 

room, main 
architectural 

factors

Outside, 
inside, 

opening, 
floor, 

room, main 
architectural 

factors

Drawing
rough ground plan, 
rough elevation of 
outside of building

ground plan, front view, 
cross-section, elevation of 
inside/outside of building

ground plan, front view, 
cross-section, elevation of 
inside/ outside of building, 
detailed drawing for part

Application 
field

Urban 
design, 
drawing 
maps

Analysis 
and design 
of outside 
of building

Management 
of lease for 

indoor space, 
indoor 

navig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detailed 
information 
for purchase 

history, 
simulation of 

disaster

modeling 
for field 

construction 
review, 
process 

control for 
Interior/re-

modeling/re-
construction

3D modeling 
for structure 
review/safety 
inspection, 

displacement 
review, 

check of 
interference 
by extension

Characteristics
Modeling expression by 
rapid data processing

Modeling level for enabling 
maintenance

Precise modeling for 
enabling construction/

safety inspection

Table 7.  Standard of each LoD for reverse engineering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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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적용 및 고찰

4.1 역설계 연구 대상 선정 및 측량 방법

본 연구는 역설계에서의 LoD 별 3D 모델링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건축물을 대상으로 Table 7과 같이 실질적인 역설계  모형

을 구축하여 산출된 역설계 모델링 LoD를 검증하였다. 역설계 

3D 모델링을 위한 건축물의 기초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

진측량, 토탈스테이션 측량, LiDAR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

중 LiDAR는 센서에서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대상물에 비추

고 센서로 반사된 레이저 펄스의 반사 시간과 파장의 차이를 관

측함으로써 대상물의 3차원 좌표를 측정하는 측량 방법이다.  

LiDAR 장비는 일반적으로 인공위성, 항공기 및 차량 등의 탑재

체에 설치하여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항공 LiDAR와 휴대용 지상 

LiDAR가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Yu et al., 2013). 또한 LiDAR 

기술은 3D 모델링 및 도시계획, 지도제작, 측량, 자동차량항법, 

안전 분야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Lee et al., 2009). 본 연구

에서는 건축물을 역설계 진행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작업 효율

성이 높은 지상 LiDAR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건축

물의 외부와 실내를 대상으로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3차원 포

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3차원 모델링

을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인 건축물의 다양한 조건에 따른 모델링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건축물을 외부 전체와 실내 일부분 두 곳으로 구

분하였다. 특히 실내는 벽체, 기둥, 보, 파이프, 전기설비 등이 

있는 구조/설비 요소가 주로 있는 부분을 선정하여 대상을 모

델링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 LiDAR로 Trimble TX8 Laser 

Scanner를 사용하였으며, 제원은 Table 8 , 9와 같다.

4.2 역설계 기초 데이터 취득

연구대상인 건물에 대해 역설계를 위한 기초데이터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여러 차

례 스캐닝 작업을 진행하였다. 스캐닝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의 색상은 스캐닝 작업과 동시에 영상센서로부터 취득된 이미지 

정보를 활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True Color 정보를 

매핑하였다. 정합을 통해 여러 스테이션 위치에서 작업했던 스캐

닝 데이터를 각각의 위치에 맞게 배치시켜 전체적인 건물 형상

을 3D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스캐닝 – 이미지매핑 – 정합을 통

해 작업구역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스

캐닝 작업 정보는 외부/실내로 구분하여 Table 10, 11로 나타내

었으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3D 형태는 Figure 5, 6과 같

이 산출을 하였다. 참고로 Trimble TX8의 레이저 스캐닝 수준

은 LoD 구분 없이 모두 Level2 단계로 적용하였으며 회당 스

캐닝 시간은 3분, 30M별 거리 간격은 11.3mm로 포인트 클라우

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1회의 레이저 스캐닝 점 개수는 외부는 

약 60,000,000 ~ 100,000,000 개, 실내는 약 130,000,000 ~ 

150,000,000 개 정도였다. 이와 같이 TX8 레이저 스캐닝 수준을 

Level2로 하였을 때에는 Table 7의에 LoD 1~6단계 모두 위치정

확도와 정밀도 기준을 만족하는 모델링 결과를 도출하였다.

Contents Value

Scanning speed 1,000,000 point / sec

Scanning range horizontal 360° / vertical 317°

Scanning distance 0.6 m - 340 m

Scanning time 2 - 14 min

Range systematic error  < 2 mm

Table 8.  Specification of trimble TX8 laser scanner

Scan  parameters Level 1 Level 2 Level 3 Extended

Max range 120 m 120 m 120 m 340 m

Scan duration (minutes) 02:00 3:00 10:00 14:00

Point spacing at 30 m 22.6 mm 11.3 mm 5.7 mm -

Point spacing at 300 m - -  -  75.4 mm

Number of points 34 Mpts  138 Mpts 555Mpts 312 Mpts

Table 9.  Scanning level of trimble TX8 laser scanner

Contents Values

Architectural factors Including outside, opening, main architectural factors

Building area(m2) 580m2

Building height(m) 19m

Number of times of scanning 15 times

Working hours of scanning 6 hr

Working hours of coordinate/
image mapping/extraction of 
point cloud data

10 hr

Number of point cloud data
Total scanning points: 1,204,000,000

Extracted points for modeling: 126,000,000 

Scanning position

Table 10.  Laser scanning of outside of building and data  

 process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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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역설계 LoD별 3D 모델링

본 실험에서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Autodesk사의 Revit 

제품을 사용하였다. 역설계 3D 모델링은 건물 외부/내부에서 

추출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면, 평면, 정면도

를 중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3D 모델링은 Table 7의 LoD별 

기준에 따라 작업하였으며, 그에 따른 작업 시간도 비교하였다. 

작업시간은 중급기술자가 3D 모델링을 작업하는 기준으로 산출

하였다.

데이터의 구축 범위를 고려하여 건물 외부에 대한 역설계 모

델링은 LoD 1~4단계로 적용하였고, 건물 실내에 대한 역설계 

모델링은 LoD 3~6단계로 적용하였다. 즉, 실외 모델에서 LoD 

5, 6은 모델링하기에 형상의 상세함이 높아, 작업시간이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므로 비교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고, 실내 모

델에서의 LoD 1, 2는 형상이 단순하여 실내 공간 모델링에는 적

합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모델링 범위에는 생략하였다. 건

물 외부의 역설계 LoD별 모델링 작업시간으로는 Table 12와 같

으며, 모델링 수준은 Table 13과 같다.

건물 실내에 대한 역설계 모델링도 Table 7의 LoD별 기준에 

따라 LoD 3~6 수준의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모델링 수

준은 Table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 표현범위를 고려하여 

LoD 3에서는 구조보 및 기둥, 시설물 등의 모델링은 배제하였으

며, LoD 4에서는 구조보 및 기둥 형상을 추가하고, LoD 5에서는 

시설물(전등, 배관, 전기트레이등) 형상까지도 모델링에 추가하

였다. LoD 6에서는 실제 건축물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모델링

을 진행하였다. LoD 5와 LoD 6은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Table 14의 구조보와 같이 뷰를 확대하여 상세도면으로 살펴보

아야 구분을 할 수 있었다. 건물 실내의 역설계 LoD별 모델링 작

업시간으로는 Table 15와 같다.

4.4 역설계 활용에 따른 LoD별 산출물 분석

실험을 통하여 역설계 LoD 단계별로 모델링 수준 및 작업시간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 Point cloud data of outside of building

Contents Values

Architectural factors
Including main architectural factors such as wall, pillar, 

beam, facilities

Building area(m2) 384m2

Building height(m) 4.4m

Number of times of scanning 3 times

Working hours of scanning 1 hr

Working hours of coordinate/
image mapping/extraction of 
point cloud data

2 hr

Number of point cloud data
Total scanning points: 410,000,000

Extracted points for modeling: 317,000,000

Scanning position

Table 11.  Laser scanning of inside of building and data  

 processing information

Figure 6. Point cloud data of inside of building

LoD
Working hours of 3D 

modeling
Working hours per unit 

area(1m3)

LoD1 2 hr 0.65 sec

LoD2 5 hr 1.63 sec

LoD3 9 hr 2.94 sec

LoD4 15 hr 4.90 sec

Table 12.  Working hours of 3d modeling for each LoD of  

 outside of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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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view Front view Ground plan Cross-sectional diagram

Point cloud 
data

LoD1

LoD2

LoD3

LoD4

Table 13.  3D modeling and drawing for each LoD of outside of building

3D view Magnified view of 3d cross-section Detailed 3d view of structural beam Cross-section of structural beam

Point cloud 
data

LoD3 - -

LoD4

LoD5

LoD6

Table 14.  3D modeling and drawing for each LoD of inside of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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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범위 측면에서, LoD 1에서는 단순하게 건물의 형태 정도

만 표현이 가능하며 LoD 2에서는 건물 형태에 개구부 위치만 확

인할 수 있었다. LoD 3에서는 건물 형태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

할 수 있고 개구부 형태도 개략적으로 표현되었다. LoD 4에서는 

건물 및 개구부 형태를 보다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건

물 내부 구조 기둥, 보 위치를 알 수 있었다. LoD 5, 6 단계에서

는 주요 시설물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한 모델 형태에 따라 

LoD 5, 6을 구분할 수 있었다.

작업시간은 건물 외부/내부의 LoD별로 3D 모델링의 단위면

적당 시간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역설계 3D 모델링 진

행시 조합하여 적용하면 모델링 수준에 따른 작업시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기술자 임금을 적용하면 역설계 모델

링 단가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LoD별  모델링 기준은 역설계 초기단계에

서 과업 목적에 맞게 모델링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

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프로젝트의 목

적,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델링 대상지역 내

에서도 주요한 구조물에 대한 모델링은 LoD 4~6을, 중요도가 

낮은 구조물은 LoD 1~3 단계로 적절하게 조정해서 3D 모델링

을 적용하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5.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역설계에 As-Built 도면의 3D 모델링 표현 수

준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연구 고찰을 통하여 역설계 LoD 기

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3D 모델링 검증 실험을 건축물

에 대하여 적용해 보았다. LoD 1은 단순 모델링으로 3D 작업시

간이 빠르고 개략 형상에 적합한 모델링 작업이다. LoD 2는 개

략적 형상모델링에 개구부 형상까지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LoD 1, 2에서는 모델형상이 단순하여 실내공간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LoD 3에서부터 건물형태를 구분할 수 있고 개구부 형

태도 개략적으로 표현되며 LoD 4에서는 실내공간에 구조 형상 

위치도 알 수 있었다. LoD 5, 6 단계에서는 주요 시설물까지도 

구분이 가능하였다. 

역설계를 통해서 기존 시설물에 모든 객체를 높은 정밀도로 

As-Built 도면을 제작하면 그만큼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

라서 역설계 LoD 기준 정의를 통해 활용 목적별로 3D 모델링의 

적정 수준을 판단해서 As-Built 도면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 내부에서 보았을 때 LoD 5, 6에 대한 작업 시간

은 LoD 3, 4의 작업 시간보다 3~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 따라

서 높은 LoD의 역설계 모델이 필요할 경우, 모든 객체의 LoD를 

높여서 모델링 작업을 하기 보다는  단순객체는 LoD가 낮은 단

계로, 일반적 객체는 LoD가 중간인 단계로, 중요 객체는 LoD가 

높은 단계로 조절하여 표현하면 역설계 As-Built 도면 제작 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역설계에 있어 LoD 기준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특

히 BIM 설계와 GIS에서 활용되는 LoD 기준과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역설계 LoD를 BIM과 GIS의 융합 모델링 측면에서

도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IS와 BIM분야 간의 일관성 없

는 LoD 기준을 하나의 통합된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설계 업무에 대한 3D 모델링 수준을 정량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어 모델링 데이터 품질의 일관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LoD별 단위면적당 모델링 작업시간의 경

우에는 건물(내부 또는 외부)의 형상의 복잡도 또는 부재의 밀집

도 등의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LoD별 작업

시간의 상대적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사항들은 보다 다양한 건물에 대해 본 연구의 모델링 LoD 기

준을 적용해 봄으로써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차후의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

과를 토목 구조물, 플랜트 설비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해봄으

로써 역설계 LoD 기준의 효용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

어 본 연구에서는 역설계 시의 기초데이터를 지상 LiDAR로 국한

해 취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역설계의 기초데이터 취득 방법을 

드론 또는 차량 LiDAR, 사진측량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LoD
Working hours of 3D 

modeling
Working hours per unit 

area(1m3)

LoD3 2.5 hr 5.33 sec

LoD4 6 hr 12.78 sec

LoD5 18 hr 38.35 sec

LoD6 24 hr 51.14 sec

Table 15.  Working hours of 3D modeling for each LoD of  

 inside of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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