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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is rooted in the economic and functional advantages of 

maturing from paper-based 2D drawings. The paper-based design and construction drawings are 

typical production from BIM and using the drawing under BIM environment is needed because 

there is not an alternative media instead of paper-based drawings. However using the 2D drawing 

process based on  2D CAD for BIM environment directly has difficulties becaus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ata structure between CAD and BIM. CAD is based on traditional 

drawings as a whole while BIM is focused on individual objects and providing various levels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objects. It can be an obstacle to move from 2D CAD to BIM that 

we don't have a standard or guideline for BIM. Futhermore, the complexity of drawing in 

representation would be the obstacle too, so the solution is discussed in the research based on the 

case of Samoo Architects and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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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 설계정보의 2차원  표 방식 ( : 수작업 도면, 2D CAD 일)이 갖고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한 안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건축 산 설계 (Computer aided architectural 

design, 통칭 건축 CAD 는 CAAD)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여 세계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업체에서 BIM의 도입을 해 내부 으로 검토 이거나 이를 이용한 일럿 

로젝트를 진행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국내 업체들은 BIM을 정식으로 도입하여 모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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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를 이용해 진행하는 것에 해 아직까지 유보 이거나 심지어 부정 이다. 여기에는 비용과 교육, 

업무 변경 문제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제기되는 통상 인 진입장벽의 문제 외에도 BIM이 도입되

더라도 기존 방식으로 작업한 도면을 장에서 여 히 요구하기 때문에 BIM기반의 작업이 오히려 추가

인 부담이 된다는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BIM 에서는 설계 상물의 정보모델을 시각화 하기 해 3차원 상호반응  컴퓨터그래픽스 

(interactive computer graphics)를 주된 표 양식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지만 수백년에 걸쳐 재의 형

태로 진화한 도면의 경제 , 기능  장 을 존하는 그 어떤 3차원  표 방식과 달매체도 쉽사리 

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한 실이다. 실례로 사실상 지 까지 알려진 모든 BIM 소 트웨어가 3차원

으로 모델링된 정보로부터 2차원 CAD 일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미국 National Building 

Institute 산하 Faculty Information Council(Faculty Information Council, 2007) 에 의하면 BIM을 용한 

로젝트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통해 2차원 기반 설계  시공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 인 행이다. 

BIM에서 정의된 정보를 이용하여 2차원 도면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 시공될 형태로의 

정확한 정의, 오류의 최소화, 업무의 효율화 등 BIM의 장 을 도면작성에도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가지 문제가 있어 BIM의 도입이 늦어지는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재 시 에 나와있는 BIM 소 트웨어들이 국내의 도면작성 행에 맞게 충분히 커스터마이징 되지 않

았다는 , 국내 업계의 행상 설계 상의 복 표   불필요한 복잡한 표기사항 등을 도면에 포함

함으로 인해 BIM 소 트웨어에서 반자동 으로 추출한 도면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수작업으로 수정해야 

하는 , BIM에서 정의한 3차원  정보를 2차원 도면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한 지침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등을 그 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설계사무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면작성 지침  견본도면(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기술연구소, 2007)을 바탕으로 도면 표기의 간략화 방법  BIM 디자인 툴에서의 2차원 도면 추출에 

한 방법의 고찰을 통해 이러한 BIM도입의 항요소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2. CAD 표 과 도면작성 지침

CAD 표   작성 지침은 국가 기 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 최종 사용자인 설계사무실에서 자체용으

로 만들어진 것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NIBS(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 산하

의 NCS(National CAD Standard)의 표 과 이를 바탕으로 국방성 산하의 육군 공병 연구 개발센터에서 

만든 A/E/C CADD standard(The CADD/GIS Technology Center, 2006)와 함께,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CAD 이어 가이드라인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하버드 학의 자체 CAD 표

(Harvard University Planning Office, 2006) 등을 들 수 있다. 설계사무실 자체의 사례로는 HOK 설계사

무소의 Document Assembly Manual CAD Standard (HOK, 2004)가 있다. 국내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 건설 CALS/EC 자도면 작성 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6)과 이를 건축설계용으로 정리한 한국건

축가 회의 건축도면 공동표 화 지침(한국건축가 회 실무표 화 원회, 2006)이 기  사례이며, 설계사

무소 자체의 사례로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도면 작성 지침(삼우건축사사무소 기술연구소, 2007)

등 이 있다. 주로 2차원 CAD에 기 한 이어(layer)와 도면 sheet 기 , 도면번호, 출력, 심볼 등에 한 

표  제시에 그치고 있다. 다만 미국 HOK의 Document Assembly Manual CAD Standard는 일반 인 

CAD Standard 이외에 CAD와 BIM 디자인 툴에 한 지침도 일부 포함한다. 그리고 로젝트 일 

리를 한 폴더구조 제시를 통해, BIM을 한 도면 번호체계에 한 지침을 제시하는 은 일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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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분으로 평가 할 수 있다.  

BIM에서 제작된 3D 모델에 기존 CAD 표 을 그 로 용하기는 어렵다. Kwan(2007)은 CAD 표 을 

BIM 환경에 용하기 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BIM 표 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1. 기존의 표 안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물량산출과 일람표 등 건축 로젝트를 한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이를 한 일명(국내에서는 도면 번호와 일치)과  이어명 규정이 만들어 져야 한다.

여기서 제안된 BIM을 한 일과 이어의 명명 규칙은 표1 과 같다. 표1에서 사용된 기존의 일명 

표 은 NCS의 표 이며, 이어명은 미 육군 공병 연구개발센터의 A/E/C CADD Standard가 표 이 된

다. 제안된 일명을 보면 로젝트 코드, 빌딩 코드, 건설 산업분류, 모델종류, 건물층 번호, 사용자정의

로 되어 있다. 이어명의 규칙은 마이  그룹과 2번째 마이 그룹에 한 부분을 요소, 기능, 재료로 명

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들은 국내의 규칙과는 다른 면을 보인다. 따라서 국내 용을 해서

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고려해야 한다. 즉 앞서 제시한 BIM을 한 표 안의 고려사항 1번을 따

라야 한다. 이러한 제안사항 용에 한 미국 공병단의 이스 스터디를 통한 연구결과를 보면, 제안된 

규정이 존 CAD 표 과 90%정도 부합되며, 제안된 도면번호, 즉 일명 규칙을 이용한 결과 3차원 모

델에서 물량을 산출하고 시공 시뮬 이션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결국 제안된 규칙들은 

모델링된 정보가 모두 표 될 수 있는 효율 인 방법이라고 주장 되었다.  

표1. 일과 이어 구조 비교 - 기존과 제안(Kwan, 2007)

기존 제안

일명

이어

명

   

3. 도면 작성 로세스

2차원 CAD에서의 작업 로세스는 1:1 스 일의 2차원 모델을 Model space 라는 작업공간에서 만드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이 게 만들어진 모델은 Paper space 라는 작업공간에서 수행된 시트(Sheet) 작업에

서 참조 되어져 한 스 일로 배치를 한 후 출력을 통해 도면이 완성되는 로세스이다(Grabowski, 

2002; Mcmorrough, 2006) 이 시트 작업이 요한 이유는 도면출력을 한 모든 정보(축척에 맞는 선 두

께, 축척, 도면번호 리, sheet style)를 체계 으로 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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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에서는 Paper Space를 이용한 시트 작업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제도 에서 수작

업으로 도면을 그리는 방법고수, 납품체계, 작업의 복잡성, 업, 기존 작업방법에서의 변화에 한 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Model Space에서 모델링(2차원) 작업과 시트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바로 출

력을 하는 도면 작성 로세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BIM 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BIM

에서는 기본 으로 이러한 Paper Space의 시트화 작업을 요구 하고 있기 때문이다. BIM 환경에서는 도

면 로세스 과정  BIM 모델에서 도면을 추출하는 과정이 추가되며, 2D CAD에서의 수작업으로 진행

되던 도면을 한 모델이 BIM 모델에서 자동 추출되는 차이 을 가지고 있다. 그림1은 BIM, 2D CAD, 

일부 국내 상황의 도면 작성 로세스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 BIM, 2D CAD 그리고 일부 국내 도면 작성 로세스

 

4. 도면 표 의 간략화

복잡하고 복된 도면의 표 은 각각의 도면특징을 잘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 인 정보의 

리와 정보 달의 효율성을 하한다. 표 2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기술연구소에서 말하는 몇 가지 지침

은 도면의 복표기  간략화를 한 요한 근거가 된다(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기술연구소, 2007). 

번호 지침

1 보기 쉽게 하라 - 작은 스 일에 모든 것을 다 보이려 하지 말 것

2 표 의도를 정확하게 하라 - 도면의 성격  특성에 맞게 표 할 것

3 반복하여 표 하지 마라 - 같은 내용을 도면마다 반복하여 표 하지 말 것

4 평면방향과 확 도면의 방향 일치 - 90°, 180° 등 임의로 방향 환 하지 말 것

5 체가 보여지기 힘들 경우는 도면분할을 하라(주기에 Key Plan 표시)

6 입면에는 그림자를 넣지 말라 (실시설계도면 한정)

7 기존과 신축, 주차동선계획 등 표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강하게, 그 외 부분은 약하게

8 해당도면에 연 된 도면은 주기사항에 기록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함

9 정확하게 의도를 달하고자 하면 부분 으로 3D를 사용할 것

표 2.  도면표  간략화를 한 지침

도면에 표기 사항을 다소 복하더라도 최 한 많은 정보를 표 해야 완성도 있고 잘 그린 도면이라는 

일부의 선입 을 고치는 것이 도면 표  간략화의 핵심 의도이다. 잘못된 례를 제거하고 도면을 잘 이

해하게 만들어 정보 달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삼우 기술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07년의 실시설계 

납품 상인 96건  이러한 간략화 원칙을 수한 것은 70%선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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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지속 인 계도와 홍보와 함께, 간략화 도면의 필요성에 한 구성원 모두의 인식과 동의가 있었

기 때문에 단기간에 활용비율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변경전 변경후

배

치

도

평

면

도

단

면

도

화

장

실

전

개

도

표 3. 도면 표  간략화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기술연구소, 2007)

표3 은 기존의 행  도면과 도면의 간략화 지침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도면의 를 비교해서 보여 

다. 간략화 지침에 따른 배치도의 에서 볼 수 있듯이 배치의도 표 과 무 한 정보 표기는 모두 배제

하고 설계자의 의도를 달할 필수 인 정보만 표 한다면, 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

게 달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면표 의 간략화는 BIM 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 BIM모델에 이 듯 복

되고 비효율 인 도면 표 을 용한다면, 시트화 작업을 할 경우에 상당한 후속 작업이 수반될 것이다. 

이는 BIM이 추구하는 효율 인 정보 리에도 배된다. 한 이러한 후속작업을 BIM 환경에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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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면 효율성과 생산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5. 결론 

도면정보의 효율 인 리  유통을 해 국내외 모두 나름의 표 이나 지침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

러나 기본 으로 부분의 표 이나 지침은 2D CAD 환경을 한 것이며, BIM환경에 바로 용하는 것

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BIM의 본격 인 시행을 해서는 BIM환경에 합한 도면 표 안이 필요하며 

이에 한 방법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BIM이 일  도입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를 한 표

이나 지침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다. 특히 국내는 도면 표 의 복잡성과 복 문제는 BIM의 본격  도입

을 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분석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도면표기의 간략화와 효

율성을 높이기 한 방안을 사례와 함께 제시 하 다. 

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내 BIM 용의 장애요인으로는 1) 국내 2D CAD 도면 작성 로세스의 

비 구조화로 인한 BIM 환경에서의 용 문제, 2) 도면표기  표 의 복잡성으로 인한 구조화된 도면 작

성 로세스 구축의 어려움, 3) BIM기반 도면작성 로세스를 한 표   지침의 부재 등을 들 수 있

다. 앞으로 BIM 툴의 도면작성을 한 Template와 도면작성 지침에 한 후속 연구를 통해 새로운 BIM 

패러다임이 국내 환경에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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