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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

[학습 목표 1] 이미 구축된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학습 목표 2] 3D Scanning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구현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

[학습 목표 3] 건축물의 자동 성능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설명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사례 연구입니다. 다양한 재난 종류 중 특히
화재재난에 대응하는 건축물의 성능평가를 목표로 합니다. 본 사례는 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3D scan data 로부터 BIM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BIM 모델의
화재 관련 객체들을 분석하여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얼리티 캡쳐 기반 건축물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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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이재욱 교수는 현재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교수이며
건축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인공지능 기반 건축 설계 및 시공,
건설정보모델링(BIM), 건물재난대응시스템, 지능형건물관리,
스마트시티 등을 포함한다. 그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건축학석사를,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학사졸업 후, 대림산업에서
현장기술자로서 다수의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정보통신기업인
KT 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건설 IT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현재 한국 BIM 학회 부회장과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동섭 팀장은 현재 KT 융합기술원 플랫폼연구소의 팀장으로
안전분야 지능화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 분야로는 Smart City 통합플랫폼, 재난정보공유플랫폼
기술, 5G 기반 재난안전서비스, SOC 디지털트윈 기술, 재난안전 3D
공간정보 포맷, 화재안전 지능화 기술 등이 있다.

박준우 연구원은 현재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건설 IT
연구실(지도교수 이재욱)에서 박사과정을 밟고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딥러닝 기반 3 차원 객체분류 및 Scan-to-BIM 자동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설계도면 자동생성 등이다. 박연구원은
다양한 기계학습 기술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다양한 건축분야에
활용 가능한 강화학습 기반의 응용 기술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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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연구원은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건설 IT 연구실(지도교수
이재욱)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BIM, 3D 스캐닝,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다수의 연구과제와 특허개발에 참여하였다. 김연구원은
특히, 높은 수준의 Dynamo 코딩 능력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평가 전과정을 자동화하였으며, 그가 구현한 자동화
알고리즘은 BIM 모델링, 객체속성정보 도출, 물량산출, 평가결과
시각화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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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Learing-based Automatic Scan-to-BIM
Deep Learing 기반 Scan-to-BIM 프로세스는 크게 스캔 데이터를 객체정보 데이터로 변환하는
딥러닝 기반 객체정보 생성 단계와, 객체정보로 BIM 모델을 생성하는 다이나모 기반 BIM 모델
생성 단계로 구분된다.

딥러닝 기반 객체정보 생성 단계
객체정보 생성은 point clouds 형태의 스캔 데이터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스캔 데이터의
인식과 객체 별 분류는 PointNet(Qi, 2017)의 semantic segmentation 으로 수행된다. Case
study 는 S3DIS dataset 으로 수행되며, 학습 데이터의 분류항목은 12 개(천장, 바닥, 벽, 보, 기둥,
창문, 문, 책상, 의자, 소파, 책장)와 이외 객체(clutter)로 구성된다.

PointNet 학습 진행 코드 일부(왼쪽) 및 학습 결과(오른쪽)

본 과제에서는 Clustering 부터 객체정보 생성까지의 단계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객체정보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알고리즘은 Clustering, Bounding boxing 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객체
영역을 엑셀 데이터로 자동 출력한다.
Clustering 에는 포인트 밀도에 따라 객체를 분류하기 위해 DBSCAN(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기법을 응용했으며, 분류 항목 별로 e 와 m 값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e 는 포인트 하나로부터의 영역 거리, m 은 e 범위 안의 최소 포인트 개수로, 최소
포인트 개수를 만족하면 하나의 cluster 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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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CAN 항목 별 입력 값

Clustering 을 통해 나누어진 객체들은 BIM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영역정보로 변환된다. 변환된 룸
별 영역 정보는 실제 건축물의 좌표와 동기화 한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절대 좌표에 따라, 룸의
bounding box 좌표값을 동기화하고 excel 데이터로 출력하면, 건물의 BIM 객체 정보 생성이
완료된다.

2F

Bounding box 결과(왼쪽) 및 Box-shifting 결과(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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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항목

단일객체
Room/Floor

Top point 좌표

Bottom point 좌표

Excel 출력

다이나모 기반 BIM 모델 생성 단계

Label

Excel 데이터는 Revit 의 다이나모를 통해 입력된다. 다이나모 스크립트는 입력된 excel
데이터로부터 객체정보를 나누어 분류한다.
Room/Floor

Top
Top Point
Point

Label

Bottom
Bottom Point
Point

Cluster

데이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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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데이터는 호스트 객체, 종속 객체, 공간점유 객체를 차례로 생성한다. 이 때, 객체의
공간관계(Spatial relationship)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벽의 좌표는 천장과 바닥 좌표에 따라
영역을 수정하여 모델이 맞물리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Wall

Celling

Floor

호스트 객체 생성

공간관계 적용

종속 객체는 가장 가까운 호스트 객체를 탐색한 후, 호스트 객체 내에서 객체 좌표를 적용하여
생성하도록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다이나모 스크립트에서 호스트 객체를 탐색하기
위하여, 종속 객체의 bounding box 에서 장변과 단변을 구분하고 장변과 수직이 되는 가상의
기준선을 만들었다. 종속 객체는 기준선과 맞닿는 호스트 객체 중 가장 가까운 객체에 종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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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객체 생성 및 위치 결정

공간점유 객체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생성이 가능하다. 공간점유 객체 또한, 다른
객체들과 같이 공간관계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객체는 벽이나, 바닥에 붙어있지만 스캔 과정이나
품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객체의 좌표를 벽이나 바닥에 맞닿을 수 있도록 객체 정보를
수정하는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또한, 객체의 크기 조건이나 위치에 따라 잘못
분류되거나 생성된 객체를 구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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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점유 객체 생성 및 공간관계 적용

모든 과정은 다이나모 플레이어로 수행 가능하다. Case study 로 사용한 강원소방학교 스캔
데이터는 BIM 모델로 자동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소방학교 데이터 및 BIM 모델

9페이지

Automatic Fire Safety Performance Evaluation
화재안전 성능평가의 case study 는 평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하지만, BIM 모델
생성을 위한 case study 의 경우 건물의 일부만을 구현하였으며, 설계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안전 성능평가의 case study 는 365 세이프타운의 BIM 모델로
진행하였다. CAD 도면을 제공받아 BIM 모델로 전환설계를 수행했고, 바닥, 문, 창문 등의
구조물을 실제 건축물과 동일한 수치로 설계했으며, 소방시설 요소를 추가하였다.
성능평가는 BIM 모델의 공간과 객체를 기반으로 성능평가하는 단계와, 평가 결과를 시각화하여
출력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구분

내용

사진

주소

강원도 태백시 평화길 15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층수

지상 3 층 지하 1 층

용도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20116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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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요소를 포함한 BIM 모델 생성

다이나모 기반 BIM 화재안전 성능평가 단계
화재안전 성능평가 단계는 가장 먼저 층, 룸, 구획 등 공간을 구분하여 인식한다. 공간을
인식하면,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 요소가 격리된 다른 공간의 성능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나눌 수 있다.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통하여, 공간을 인식하기 위해 바닥 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을 생성하고, 공간의 높이에 따라 정보를 인식하였다. 구분된 공간 별 모든 평가
요소는 매스화되며, 영역정보로 다시 치환된다. 객체 매스와 공간 정보를 매칭하여 평가 요소인
객체들이 어떤 공간에 위치했는지 파악한다.

평가요소 매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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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성능평가의 평가요소는 10 가지(문, 스프링클러, 비상알람설비, 계단, 소화기,
화재감지기, 피난유도등, 비상방송설비, 창문, 배연창)로 구분하였다. 전체 객체(평가요소)는
1020 개이며, A 동에 284 개, B 동에 736 개로 구분되었다.
평가요소 별 공간 인식이 끝나면, 다이나모 스크립트에 입력되어있는 평가 조건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정량적인 결과로 산출한다. 평가요소들은 각 요소에 따라 유효 폭, 최대유효 너비,
Lux(조명도), dB, 소화능력, 살수 범위, 감지 범위 등의 요소 별로 서로다른 정보를 포함한다.
평가항목 별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Python 스크립트로 평가산출식을 작성하였다. 평가산출식을
통해 공간 별 평가를 수행한 후, 산출값은 선형보간에 따라 0 점부터 4 점까지 점수로 환산된다.

성능평가 점수 문서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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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성능평가 문서화 및 시각화 단계
성능평가 결과는 Excel 문서로 출력이 가능하며,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가
가능하다. 문서화 및 시각화는 모두 다이나모 스크립트로 이루어지며,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성능평가 시각화 결과(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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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간 평가 시각화

시각화 결과는 BIM 모델을 통해 평가요소와 평가결과를 함께 볼 수 있으며, 평가요소 별로
출력된다. 작성된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시각화 결과는 평가요소 별 결과와 공간 별
피난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피난시간의 경우, 다이나모를 통해 모델에서 피난 거리를 도출하고,
평균보행속도에 따라 시간을 산출한다.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체계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요소와 평가 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면, 본 과제는 건축물을 자동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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