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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옥에 해 건축정보모델링 기반의 설계를 지원하기 한 부재 생성방식을 제안한다. 한옥

건축 산업화를 한 노력은 련 법령 개정에서부터 시공에 이루기까지 반 으로 확 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설계방식에서도 근본 인 한옥건축 목구조 방식에 합한 설계방식이 지원될 필

요성이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와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건축정보모델링에 합한 한옥부재를 개발한다.  

 이를 해 한옥건축물의 구성요소를 체계 으로 악하고 건축정보모델링 기반 설계방식을 고려한 한옥 

부재의 새로운 설계 방식을 제안한다. 최종 으로 구 한 부재를 활용하여 한옥을 설계함으로써 활용도

와 실효성을 검증한다.

1. 서론

    한옥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한반도의 풍토와 인문  여

건에 맞게 진화 발 되어 온 우리의 고유한 문화콘텐츠이

다[1]. 사회 반에서 우리것에 한 문화  정체성이 요

하게 부각되면서 고유의 한옥건축물이 이 보다 훨씬 

요한 연구와 개발의 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옥에 한 

연구는 기존 한옥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문제뿐만 아니

라 실에 맞는 새로운 한옥건축양식과 산업화 방안이 모

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축분야의 디지털 설계 방식 

역시 기존의 단순한 기호  언어(Symbolic Language)  

2차원 기반의 도면 정보 체계를 표 하는 방식에서 건축 

공정 반의 생산성 향상을 한 건축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설계 방식으로 진화

되고 있다. BIM은 실제 형상과 정보를 3차원 기반의 체계

로 구 하여 건축물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에 자동으로 장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로 정보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러한 BIM의 장 으로 인해 건축 설계방식은 기의 

산제도 방식인 CADD(Computer-Aied Design Drafting) 기

반 설계나 형상 주 3차원 모델링 기반 설계 방식에서 

진 으로 BIM 기반 설계 체제로 환하고 있는 시 에 있

다. 이러한 시  흐름에 맞춰 한옥건축 설계 역시 BIM 

체계에 맞는 설계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와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한옥건축물의 구

성요소와 BIM 시스템 체계를 고려하여 변형이 자유로운 

부재 개발방식을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디지털 설계방식

의 장․단 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한옥건축물의 목구조 

분석  시공과정을 바탕으로 한옥설계에 필요한 부재를 

체계 으로 정리하고 4장에서는 BIM 기반 설계 체제로의 

목이 용이한 새로운 한옥부재 개발방식을 설명한다. 5장

에서는 구 결과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2. 디지털 설계방식의 비교 

  건축분야에서의 디지털 설계방식은 <표 2-1>에서처럼 

CADD 기반 설계방식, 외형모델링 기반 설계방식 그리고 

BIM 기반 설계방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계 

방식
정보형태 장  단  

CADD 

기반 

설계

-기호  언어와 

2차원 기반의 도

면 표기를 통해 

설계하는 형태

-짧은 시간에 원하
는 결과물인 도면
화가 가능함.

-도면별로 작성하
므로 일  수정․
보완의 효율성이 
떨어짐.

-도면 이외의 다
양한 콘텐츠 활용
이 불가능 함.

외형 

모델링 

기반 

설계

-형상 아이디어
를 3차원 형상으
로 용하여  설
계 하는 형태

-공간 변환 정보에 
의해서 원하는 공
간  실감을 연
출할 수 있음.

-도면화가 불가능
하고 부재의 치수 

 형태 변경 시
에 수정  보완
이 어려움.

BIM 

기반 

설계

-건축 구성요소
별 객체의 속성 

 계를 용
할 수 있으며, 조
합된 라메트릭 
컴포 트를 처리
하는 형태

-지능 인 건축물 
객체들이 각각의 
속성을 표 하며, 
서로의 계를 인
지하여 건축물의 
변경 요소들을 즉
시 반 함.

- 반 인 지식 
 이해를 통해서

만 제작 가능. 
- 기 설정 시간
이 길어짐.

<표 2-1> 디지털 설계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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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구성요소 부 재 명

기 부
기단

자연석기단

장 석기단

석 석

축부

기둥
평주

고주

보아지/

익공

보아지

익공

소로 소로

장여
평장여

귀장여

주두 주두

주심

도리

굴도리(마구리)

평주도리

왕 도리(귀)

창방
평창방

귀창방

지붕가구

보

들보

종량

측량_ 량

도리 양귀도리

장여

평 장여

귀 장여

양귀 장여

동자주 동자주

공 공

추녀 추녀

서까래
장연 서까래

단연 서까래

평고 평고

개 지붕개

지붕부

지붕

마루

용마루

내림마루

기와

잇기

수키와

암기와

연함

수장부

벽 인방, 문선

창호 창호

머름 머름

마루 마루

난간
계자난간

불자난간

  CADD 기반 설계방식은 이 의 수작업 방식 로 기호

 언어, 색상별 선 종류 그리고 이어 구분으로만 설계

의 내용을 표 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방식의 장 으로

는 단순한 명령어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에 설계내용의 결

과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해당 내용을 개별 으

로 작도하므로 일  수정․보완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비

정형 3차원 형상은 표 할 수 없다. 3차원 형상 주의 외

형모델링 기반 설계방식은 설계자의 형상 아이디어를 즉

시 용하여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식의 장

으로는 짧은 시간에 효과 으로 3차원 형상을 생성하여 

설계의 기본 내용을 표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3차원 

형상 주의 시각 인 데이터만 제공하여 속성  도면정

보(기호  언어)가 배제되어 있어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BIM 기반 설계방식은 기능 인 빌딩 객체들

(벽, 슬래 , 창, 문, 지붕, 계단 등)이 각각의 속성(기능, 

구조, 용도)을 표 하며, 서로의 계를 인지하여 건축물

의 변경 요소들을 즉시 반 한다. 따라서 BIM은 모든 건

축물 객체들 내의 특성, 계, 정보가 모델 데이터를 이용

한 시뮬 이션 는 계산에 의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풍

부한 모델(Rich Model)로서 간주된다[2]. BIM의 주요 장

은 그래픽 요소와 데이터 리 환경을 지원하는데 있다. 

BIM은 신속한 의사 결정을 돕기 해서 물량, 비용, 일정 

 자재 목록에 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조  

환경을 고려한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한옥 

건축물에 해서도 BIM의 표 방식에 따라 라미터에 

의한 변형이 가능하도록 부재를 표 한다. 이를 해 건축

물을 객체별로 속성을 정의하고 정의된 정보를 이용하여 

형상  정보를 처리한다. 

3. 한옥건축을 한 부재의 정의

3.1 조립  시공순서

  한옥건축물의 설계에 필요한 부재들을 정의하기 해 

먼  한옥의 조립  시공순서를 살펴보고 시공순서에 따

라 필요한 부재들을 정리한다.

한옥건축 목구조의 특징은 력방향에 하여 각 부재를 

층시켜 시공하므로 해당 부재끼리 맞춤과 이음의 결구

방식을 취한다[3]. 따라서 조립  시공의 순서를 잘 악

하여야만 한옥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한옥 주요부분에 

한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기 부(지정, 기단, 석)는 건축물의 기 가 되는 

지반을 다진 후에 기단을 쌓는다. 다음으로 석을 배치한

다. 

  ② 축부(기둥, 벽체, 공포 )는 기둥 상부에 창방이 짜이

고 보아지가 직각으로 끼이면서 주두를 잡아 다. 창방 상

부에는 소로가 놓이고 그 에 장 가 설치된다. 여기서 

축부는 기둥, 창방 그리고 보아지이며, 공포 에 해당하는 

것이 주두, 소로가 된다. 구조 으로 포가 있는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기둥와 공포 를 합쳐 축부로 산정할 수 있다. 

한 창방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여만 설치되는데 

장여가 창방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둥에 도리와 보가 직  

사괘맞춤 되는 경우에는 주두가 설치되지 않는다. 

  ③ 지붕가구는 보·도리 상부의 모든 부재를 칭한다. 즉, 

추녀, 사래, 서까래, 선자연, 부연, 동자주, 공, 합각부(목

기연, 박공), 평고 , 산자 혹은 지붕개  부재를 말한다.  

 구조 으로 한국 통건축물의 지붕가구는 서양의 트러스 

구조처럼 축부 상부에 경사부재인 서까래로 하 을 축부

로 진달하므로 지붕부의 하부와는 큰 연 성을 가지지 않

는다. 

3.2 구성요소의 분류체계

한옥 조립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한옥구성에 필요한 부

재들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공정별  한옥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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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IM 기반의 한옥 부재 개발

  3장의 한옥건축의 구성요소별 분류체계를 토 로 본 장

에서는 BIM 기반 설계방식에 활용할 수 있는 변형이 용

이한 한옥 부재를 개발한다.

4.1 라메트릭 부재 설계 과정

  한옥 부재에 한 설계요소는 부재별 속성, 조립 방식 

 부재간의 연계성을 악하여 (그림 4-1)에서와 같이 

부재 생성방법을 스크립트로 기술한다[4].

(그림 4-1) 라메트릭 모델 개발의 내부구조

  라메트릭 모델 개발의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부재의 속성에 맞도록 변수를 선언하는 변수 

역이 존재한다. 두 번째, 속성 정보의 연산 수행의 조건  

 정의 선언 역이 존재한다. 세 번째, 기호  언어  

도면 정보를 제공하는 2차원  3차원 객체 생성 역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설계시스템에 출력할 수 있도록 인

터페이스 역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유형은 객체지향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설계시스템의 속성 값을 갖는 라이 러리 용 계는 

(그림 4-2)와 같다. 즉, 설계시스템에서 부재생성 요청이 

일어나면 해당되는 부재에 한 라메트릭 템 릿이 호

출된다. 호출된 라메트릭 템 릿에 정보가 맵핑되고 사

용자 설정 창에서 속성값을 설정하게 되면 설정한 매개변

수에 한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호출한 설계 시스템에 

달한다. 이미 생성된 2차원  3차원 객체라도  템 릿으

로 멤버변수에 새로운 정보 값을 맵핑함으로써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그림 4-2) 설계시스템과 라이 러리 계

4.2 라메트릭 부재 개발 

  한옥건축 구성요소 에서 가장 기본 인 부재인 기둥

을 개발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옥의 부재는 같은 부

재라도 치에 따라서 부재명칭과 모양에 차이가 있다.[5] 

기둥은 (그림 4-3)에서처럼 모서리에 치하는지 그 지 

않은지에 따라서 귀기둥과 평기둥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

어진다. 따라서 객체의 생성 시에 속성 값에 기본  상

세 역으로 유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형에 따라

서 (그림4-4)와 같이 객체생성방법을 다르게 용함으로

써 부재 설계의 효율성을 높 다.

           

         a) 귀기둥 평면         b) 평기둥 평면

(그림 4-3) 부재 치에 따른 명칭과 속성의 차이

(그림 4-4) 기둥 부재 흐름도

5. 구   결과

  구 을 해 도우즈 XP상에서 Visual Studio 2005를 

사용하 으며 부재의 설계를 해 시장 유율이 높은 

ArchiCAD 시스템의 기하학 스크립트 기술 언어인 GDL( 

Geometric Description Language)을 사용하 다. 

한옥의 부재들은 BIM 기반 설계방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속성값들을 맴버 변수로 갖는 템 릿으로 정의하

고 한옥 설계 수행 시 부재별로 실제 속성값을 용하여

야 때문에 속성값에 따라 같은 부재라도 기능에 맞는 변

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표 5-1>은 부재의 속

성값이나 유형정보 설정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부재생성 

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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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명 속성 변화 부재 연계

창방

소로
  

  

<표 5-1> 라메트릭 부재의 속성 변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재와 부재에 한 구 방

법에 한 유효성 검증을 해 한옥을 설계하 다. 한옥 

부재는 속성 값의 변화에 해서 자유롭게 형태를 조 할 

수 있다. (그림 5-1)은 제안한 방식으로 구 한 부재를 활

용하여 한옥 축조방식에 따라 한옥을 모델링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제안된 부재 구  방식은 BIM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

므로 설계결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2)는 한옥설계물의 활용도를 보이기 한 로서 한옥

건축물의 외부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한옥 구성요소별 구

조  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 라메트릭 부재를 활용한 한옥 건축물

(그림 5-2) 건축정보모델링 방식의 한옥 건축물의 활용 

6. 결 론

  한옥건축의 산업화를 해서 부재별 표 화  첨단 IT 

기술 목을 극 으로 도입함으로써 산업화의 기본 인 

틀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기호  언어  2차

원 기반의 도면 정보 체계를 표 하는 방식에서 건축 공

정 반에 한 생산성 향상을 한 BIM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라메트릭 객체 개발  활용이 으로 필요

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옥건축물을 상으로 한옥 산업화를 

한 구성요소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 로 BIM 

시스템의 라메트릭 한옥 부재를 개발하 다. 연구과정에

서 한옥건축물 구성요소를 체계 으로 악함으로써 합리

인 한옥건축 부재별 속성 변화를 한 계성을 악할 

수 있었다.  BIM 기반 설계방식을 고려한 한옥설계 지원

을 해서 한옥 부재에 한 새로운 설계 방식을 제안하

으며 구 한 부재를 활용하여 한옥을 설계함으로써 활

용도와 실효성을 검증하 다.  본 부재들은 BIM 설계체계

를 따르고 있으므로 제안한 부재를 이용한 설계물을 

CAM(Computer-Aided Manufacturing) 시스템에 활용하

게 된다면 계산된 수치와 수량을 이용한 부재의 량생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옥 건축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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