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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can-to-BIM automation depends on the entire process from scanning of buildings, 
including indoor facilities and furniture, to generating BIM models. However, the conventional Scan-to-BIM process requires a lot of time, 
manpower, and cost for the manual generation of BIM models including indoor objects.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applied a Scan-
to-BIM automation process using a deep learning model and parametric algorithm to an existing building, Kangwon Fire Service Academy.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BIM model, after object data was extracted from the scan data, the data was corrected according to actual 
object-specific conditions. As a result, the accuracy of the BIM model created by the proposed Scan-to-BIM automation process was 91% 
compared to the actual area of the construction drawing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BIM objects were automatically generated 
for 10 object classes.
KEYWORDS: Scan-to-BIM, Automation, Deep Learning, Parametric Algorithm, Dynamo, Spati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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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물은 준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리모델링, 증축 

등 다양한 건축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최초 설

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된 도면 등이 지속적으로 갱신되지 못

해,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도면을 통한 현황 정보를 정확히 파

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확한 현황

이 반영된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Scan-to-BIM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Mill et al., 2013; Xu 

et al., 2017).

기존에 수행되어 온 Scan-to-BIM은 2단계로 구성된다

(Pătrăucean et al., 2015). 첫째, 건축물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는 3D 레이저 스캐너

(Laser scanner)를 사용한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 데이

터, 이미지의 재조합 혹은 깊이 추정 기술 등으로 생성한 3D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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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Mesh) 데이터 등이 있다. 둘째, 생성한 3D 데이터를 활용하

여 모델링을 수행한다. 하지만 Scan-to-BIM 프로세스를 활용한 

BIM 모델 제작 과정은 기존 건축물의 형상 실측 및 모델링 과정

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

다(Jung et al., 2014; Huber et al., 2011; Volk et al., 2014). 이

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can-to-BIM 프로세스를 자동

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anfi et al., 2017; Cheng 

et al., 2019; Yang et al., 2020). 

기존 연구의 경우, 건축물의 공간을 차지하는 객체를 제외하

고 공간 구성 요소인 벽, 천장, 바닥 등의 객체에 한하여 수행

되었다(Ma et al., 2018). 또는, 다양한 객체를 고려한 semantic 

segmentation 연구의 경우 BIM 모델 생성에 필요한 객체정보 도

출 및 BIM 모델링까지의 자동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건축물의 3D 스캔 데이터로부터 다수의 객체를 인

식하여 도출하고, 객체정보를 토대로 BIM 모델을 생성하고자 한

다. 또한, 실제 건축물(강원소방학교)의 스캔 데이터를 BIM 모델

로 자동 생성하여 연구의 유효성을 실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시설물인 강원소방

학교를 대상으로 Scan-to-BIM 자동화 기술의 실증을 진행하였

다(Table 1). 이를 위해, 3D 레이저 스캐닝을 통하여 9개 실과 1

개의 목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류 객체 항목은 학

습 데이터에 포함된 총 10가지(바닥, 벽, 천장, 문, 창문, 의자, 테

이블, 소파, 책장, 그 외 객체)로 한정하였으며, BIM 객체 생성 시 

객체에 대한 방향성 및 회전 각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2. Scan-to-BIM 자동화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딥러닝 기반 Scan-to-BIM 자동화 프로

세스는 5단계로 구성된다(Figure 1). 첫째,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획득한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각 포인트의 x, y, z 좌표와 색상값(RGB)으로 이루어진

다. 둘째, 3D semantic segmentation 기술을 활용하여 스캔 데

이터를 객체 항목에 따라 분류한다. 분류된 데이터는 좌표와 색

상값 뿐만 아니라, 포인트 별 항목 번호(Label)가 추가된다. 셋째, 

각 객체 항목 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추출하고 clustering

하여 단일 객체에 해당하는 데이터 군집을 도출한다. 항목 번호

가 같은 포인트로부터, 밀도에 따라 군집을 나누어 객체 하나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넷째, 객체 

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BIM 객체 생성이 가능한 직육면체 

형태의 경계상자 데이터로 변환한다. 경계상자 데이터는 Excel 

기반으로 객체의 종류, 위치, 크기 정보는 포함한다. 다섯째, 객체

정보를 기반으로 BIM 객체를 생성한다. 이를 위해, BIM 소프트웨

어 내에서 모델을 제어할 수 있는 parametric algorithm을 개발

한다.

Class Contents

Target 
building

Gangwon Fire Service Academy

Address 289-48, Dongtaebaek-ro, Taebaek-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Scale 1st basement to 3rd floor

Purpose Educational Facilites

Table 1. Overview of target building

Figure 1. Automated Scan-to-BI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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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원 데이터 기반 객체정보 추출 

3.1 객체분류를 위한 semantic segmentation

Scan-to-BIM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서, 스캔 데이터에 존재

하는 객체를 사람이 직접 인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 대한 자동화

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의 경우 Scan-to-BIM을 구현하

기 위하여 스캔 데이터로부터 기하 정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공

간에 대한 BIM 구현에 유리하지만, 실내 설비, 가구 등 다른 객체

가 있을 경우 모델링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딥러닝 모델로 

구현 가능한 semantic segmentation 기술은 다른 설비, 가구가 

존재하는 데이터의 분류가 가능하다. Semantic segmentation

은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통하여 라벨링 된 객체정보를 학습하

고, 하나의 스캔 데이터에서 다수의 객체 항목을 분류할 수 있다. 

3D semantic segmentation은 스캐닝으로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

드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며, 포인트 좌표 간 연관성 및 색상값

(RGB)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포인트의 라벨을 예측한다. 본 연구는 

3D semantic segmentation을 수행하기 위하여 PointNet 모델을 

활용하였다(Qi et al., 2017).

3.1.1 데이터 전처리 

본 연구는 PointNet S3DIS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

시켰다(Armeni et al., 2017). 데이터셋은 272개의 실내 공간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이며, 객체 class 별로 분류되어 저

장되어있다. 객체 class는 천장, 바닥, 벽, 보, 기둥, 창문, 문, 책

상, 의자, 소파, 책장, 보드로 12가지 객체 항목으로 구성하였으

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객체의 경우 clutter로 분류되어 총 13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강원소방학교의 스

캔 데이터에서 나타나지 않는 보, 기둥, 보드 세 항목을 제외한 

10개 항목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Figure 2는 PointNet 모델을 사용하여 강원소방학교 스캔 데

이터의 semantic segmentaiton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객

체분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포인트와 예측된 포인

트의 교집합 영역을 합집합 영역으로 나눈 값인 mIoU(Mean 

Intersection of Union)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47%로 나타났

다. 이러한 낮은 객체분류 정확도는 bookcase가 clutter와 door

로, door가 clutter로 분류되는 등 잘못 예측되거나 clutter의 인

식 영역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객체정보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객체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원소방학교의 스캔 

데이터와 S3DIS 학습 데이터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Figure 3). 

강원소방학교 스캔 데이터의 경우 학습 데이터보다 복잡한 구

조, 더 넓은 음영지역, 균일하지 못한 포인트 분포, 노이즈 등 객

체분류 정확도가 저하될 요인을 확인하였다. 데이터의 품질이 

semantic segmentation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원소방학교 스캐너 데이터 중 9개 방과 1개 복도의 스캔 데이

터 전처리를 진행하였다(Figure 4). 또한, 분류 정확도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해당 데이터의 라벨링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전처리로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포인트 간 최소 거리를 1mm로 설

정하였다.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semantic segmentation 정확

도와 clustering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포인트 간 거

리를 제한할 경우 과도하게 밀집된 포인트를 제거하여 공간 당 

포인트 밀도를 일정하게 보정할 수 있다.

3.1.2 PointNet 학습

데이터 전처리 이후, 객체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

인 데이터 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습 데이터 전체를 반복 

Figure 2. Scan data(L) and segmentation result(R)

Figure 3. S3DIS learning data(L) and scan data of Gangwon fire 
service academy(R)

Figure 4. Result of data p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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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횟수(epoch)와 학습 간격에 따라 학습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learning rate 값을 조정하여, 위 데이터에서 가장 높

은 정확도를 보이는 최적의 값을 도출하였다. Epoch는 100회, 

learning rate는 0.001로 조정하였으며, 학습 결과 mIoU 정확도

는 84%로 향상되었다(Figure 5).

3.1.3 Semantic segmentation 결과

F igure 6은 실증 데이터 전처리 전과 후의 semant ic 

segmentation 수행 경과를 이미지로 출력한 결과를 나타낸다. 

데이터 전처리 전에 bookcase, door, clutter가 잘못 분류된 것

과 달리, 데이터 전처리 후에는 올바르게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 전처리 전 모델

의 예측값과 라벨의 실제값의 차이(Loss)는 2.51, 전처리 후 0.24

로 PointNet 학습 모델의 객체분류 성능이 개선되었다. 또한, 데

이터 전처리 후의 객체분류 정확도(mIoU)는 91%로, 데이터 전처

리 전(47%)보다 객체분류 성능이 약 44% 향상되었다.

3.2 객체정보 제어 알고리즘 

BIM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semantic segmentation 결과

를 BIM 객체정보로 변환, 출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clustering 기술을 사용하여 라벨링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객체 영역 정보로 도출할 수 있는 객체정보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객체정보 제어 알고리즘으

로부터 공간별로 독립적으로 도출되는 객체정보를 건축물 단위

로 통합하기 위하여 실 간 관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실 간 관계조

건은 방이나 복도 공간 전체의 절대 좌표를 저장하고, semantic 

segmentation 및 객체정보 도출 이후 절대 좌표로 공간 내 객체

정보를 이동시키도록 box-shifting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스캔 

데이터의 방, 복도 등의 공간 별 경계상자를 추가적으로 도출하

였다. Clustering, bounding box 생성, box-shifting을 수행하여 

도출된 객체정보는 excel 데이터로 출력하였다.

3.2.1 Clustering

Semantic segmentation 결과는 포인트에 클래스별 라벨 정

보가 추가된 것으로, 본 연구는 단일 객체정보를 얻기 위하여 

clustering을 수행한다. Clustering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

여, 비슷한 데이터끼리 군집을 나누는 기법으로, 포인트의 좌표

를 기준으로 clustering을 수행하여 단일 객체정보를 얻을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객체 수를 지정하지 않고 clustering이 가능

한 DBSCAN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 

Figure 6. Before(L) and after(R) data preprocessing

Figure 5. Log of learning results

Class Kangwon (before) Kangwon (After)

Loss 2.51 0.24

Acc 46% 91%

Table 2. Loss value and classification accuracy by data

Class Epsilon(e) Minimum points(m)

Ceiling 0.5 50

Floor 0.5 100

Wall 1.0 100

Beam 0.5 50

Column 0.3 40

Window 0.5 30

Door 0.18 40

Table 0.2 100

Chair 0.19 40

Sofa 0.3 50

Bookcase 0.4 30

Board 0.4 50

Clutter 0.1 20

Table 3. Input value for eac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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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noise)를 기반으로 객체정보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DBSCAN의 경우 군집 수(K)를 지정하지 않아도 clustering이 가

능하며, 군집을 생성하는 기준으로 epsilon(e) 값과 minimum 

point(m)를 지정한다. 이 때, e는 기준 포인트로부터의 거리, m

은 최소 포인트 수이며, e 값 내에 m이 기준 이상일 때 같은 군

집으로 판단한다. 객체 항목 별 e, m 값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

여 clustering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13개의 객체 항목 별 e, m

의 값은 Table 3와 같다. 지정된 값에 따라 clustering한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3.2.2 Bounding box 생성

Clustering을 수행하면 하나의 객체를 표현할 수 있지만, 데이

터는 점의 형태이기 때문에 객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표현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BIM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객

체가 점유하는 3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 객체가 점유하는 영역을 직육

면체의 경계상자 형태로 표현하였다. 객체정보는 객체 별 경계상

자 좌표, 경계상자의 크기, 객체 라벨 정보를 포함하여 생성된다.

Figure 8는 공간별 bounding box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Bounding box 정보는 excel 데이터로 출력하기 위하여, 직육면

체에서 대각선을 이루는 두 개의 점(Top point, bottom Point)을 

도출한다. 각 포인트는 경계상자에서 절대 좌표가 최소, 최대인 

포인트로 경계상자의 위치 기준은 bottom point로 설정하였다. 

두 포인트의 좌표를 이용하여 객체의 크기 및 위치 정보를 도출

하고 Excel 데이터로 출력하였다.

3.2.3 Box-shifting

Clustering 및 bounding box 생성을 통하여 BIM 모델 생성

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였지만, 실 별 객체정보 데이터는 공간 

전체에 대한 절대 좌표가 수정된 상태이다(Figure 9). Semantic 

segmentation 과정에서 객체분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좌

표를 원점으로 모두 수정되기 때문에, 절대 좌표를 다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공간의 좌표를 실제 스캔 된 건축물 전체

를 기준으로 한 절대 좌표로 수정할 수 있도록 실 별 관계조건 기

반 box-shifting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공간의 원본 데이터

로부터 공간 전체의 bounding box 좌표를 저장하고 객체정보 생

성 이후 공간 별로 저장된 좌표로 이동시킨다(Figure 10). Box-

shifting 수행 결과를 강원소방학교 스캔 데이터 원본과 비교한 결

과, 모든 객체정보가 지정된 위치로 이동되었다(Figure 11).

객체정보는 box-shifting 이후 Excel 데이터로 재생성되어, 객

체 항목과 항목 별 객체의 위치가 절대좌표로 출력된다(Figure 

12). 이 때, 공간 별로 객체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류해야 하기 때

문에 공간 정보가 추가되며, Excel 내 sheet로 구분된다.

Figure 7. DBSCAN results

Figure 8. Result of creating bounding box by space

Figure 9. Coordinate change after semantic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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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rametric algorithm 적용

3장에서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BIM 모델에 필요한 객체정보를 

도출하여 건축물 단위의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데이터를 기반으

로 건축물 단위의 BIM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Revit의 

add-in 툴인 Dynamo를 사용하여 parametric algorithm을 개발

하였다. 

Parametric algorithm은 객체정보를 기반으로 BIM 모델을 생

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연구와 달리 영역 정보를 활용하여 

BIM 모델을 생성한다. 기존 Scan-to-BIM 자동화 연구의 경우, 

표면의 위치 및 기하정보를 토대로 BIM 모델링을 진행하였기 때

문에 실내 설비, 가구등을 배제하였다. Parametric algorithm은 

bounding box를 사용하여 객체 별 영역에 따라 BIM 객체를 생

성하기 때문에, 실내 설비, 가구등을 모두 포함하여 BIM 모델링

이 가능하다.

Figure 13은 parametric algorithm 기반 BIM 모델 자동 생성 

단계를 나타내며, 데이터 분류, 호스트 객체 생성, 종속객체 생성, 

공간점유 객체 생성 단계를 거쳐 Revit 모델을 생성한다.

4.1 데이터 분류

객체정보는 모든 객체들이 점유하는 영역의 절대좌표를 포함

하기 때문에 건축물 단위의 모델링이 가능하다. 객체정보를 기반

으로 건축물에 존재하는 다양한 객체들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

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연산과정이 복잡해지고 오류

Figure 10. Process of applying spatial relationship for each room

Figure 13. Automatic creation of BIM model based on 
parametric algorithm

Figure 11. Box-shifting result

Figure 12. Excel output data: Objec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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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실 별 데이터 분류를 통하여 

BIM 모델 생성 시 실 별 구현 및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딥

러닝을 활용해 도출된 객체정보는 실별 데이터 분류 과정을 거쳐 

Excel 파일에 입력된다(Figure 14와 Figure 15). Figure 15의 A

열은 실을 구분하는 정보, B-C열은 객체를 구분하는 정보, D-I

열은 객체의 좌표값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실별 데이터를 

분류하였지만 BIM 모델 생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객체정보로 분

류하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객체정보를 각 객

체들의 종류, 좌표, 크기 정보로 분류한다. 복도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실이 존재하고, 분류 결과 각각의 실은 57, 74, 59, 114, 

48, 26, 209, 50, 79, 60개의 객체를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Dynamo를 통해 객체별 정보 분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4.2 호스트 객체 생성

호스트 객체는 벽, 바닥, 천장 등과 같이 건축물의 물리적인 공

간을 구성하는 객체를 의미한다. 4.1에서 객체정보를 분류한 후, 

호스트 객체의 생성을 우선으로 진행한다. 이는 건축물의 물리적

인 공간인 구조 및 형상을 먼저 구현한 이후, 호스트 객체와 종속

객체 및 공간점유 객체와의 결합 관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스캔 데이터는 실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호스트 객체의 두

께를 측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바닥, 

벽, 천장의 두께를 각각 400mm, 150mm, 400mm로 가정하였

다. 또한, 벽 객체를 생성할 시에는 바닥의 z축 좌표로부터 천장

의 끝점까지의 거리를 벽 높이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건축

물은 층과 층 사이의 공간이 존재하므로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의 벽은 해당 층의 윗층의 바닥과 연결되도록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Figure 16). 마지막으로, 실별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Figure 17과 같이 두 실이 하나의 벽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벽을 하나의 벽 객체로 결합하도록 설정하였다.

4.3 종속객체 생성

종속객체는 문, 창문과 같이 호스트 객체에 종속되는 객체를 

의미한다. 종속객체는 호스트 객체의 생성을 선행한 후 종속객

체의 모델링 과정을 진행한다.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추출된 

객체정보는 위치 정보, 라벨, 크기를 포함하지만 종속할 호스트 

객체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Dynamo를 활용해 종속객

체와 가장 가까운 호스트 객체를 결정해 종속하도록 설정하였다

(Figure 18). 일반적으로 종속객체는 객체의 장변이 호스트 객체

와 종속되기 때문에 장변과 평행한 벽 중 객체와 가장 가까운 벽

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객체의 장변을 통과하는 가

상의 연장선을 생성하였으며, 해당 연장선과 접하는 호스트 객

체를 인식하고 가장 가까운 호스트 객체를 선택하였다(Figure 

19). 또한, 일반적인 문 객체는 객체가 바닥에 접하는 형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링이 완료된 종속객체 중 문 객체가 바닥

과 접하지 않을 경우 바닥의 z축 좌표까지 객체의 높이를 연장

하였다.

Figure 14. Data extrcat

Figure 16. Wall object creation process

Figure 17. Enter the height of the wall object(L) and the result of 
joining between the wall objects

Figure 15. Object data output result for each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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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간점유 객체 생성

공간점유 객체는 호스트 객체와 종속객체를 제외한 모든 객

체를 의미하며, 의자, 책장, 책상, 전등 등과 같이 건축물의 물리

적 공간을 점유하는 객체를 의미한다. 공간점유 객체는 일반적으

로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바닥과 같은 호스트 객체와 접하는 형

태로 존재한다. 공간점유 객체도 앞서 도출된 객체정보를 활용하

여 BIM 객체로 생성된다. 하지만 스캔한 객체가 다른 객체에 가

려지거나 세장한 객체인 경우, 객체의 일부분만 표현되는 한계점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조건을 적용하여 객체

의 위치 및 크기를 타 객체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한

다. 예를 들어, 의자의 일부만 스캔된 경우, bounding box 크기

와 동일한 객체를 우선으로 생성한 후, bounding box 밑면의 좌

표를 바닥 레벨(바닥의 z축 좌표)로 수정하여 실제 객체와의 유사

하게 조정하였다(Figure 20). 단, 공간점유 객체의 경우 방향성과 

회전 각도를 고려하지 않고 객체가 생성됨을 중점적으로 확인하

였다.

Figure 19. Recognize host object(L) and create dependent object(R)

Figure 20. The process of creating a space-occupying object

Figure 18. Create dependent object

Figure 21. Developed Dynamo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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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증 결과 

Figure 21은 분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호스트 객체, 종속객

체, 공간점유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개발한 parametric algorithm

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강원소방학교‘를 대상으로 Scan-to-

BIM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으며, BIM 모델이 생성됨을 확

인하였다(Figure 22). 

실증 결과는 실제 건축물의 실내 설비, 가구등을 포함한 BIM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상 건축

물에 대한 스캔 데이터의 취득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었

으며, 스캔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에 비해 노이즈와 음영지역이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

다. 기술 발전에 따라, 스캔 데이터 취득에 소모되는 시간과 데이

터 품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 취득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처리가 완료된 강원소방학교의 스캔 데이터로 생성된 BIM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2D 도면과 BIM 모델을 비교했을 

때 면적 대비 91%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스트 객체와 공

간점유 객체 생성 시 객체 생성 조건에 따라 bounding box의 좌

표를 수정하여 부정확한 객체 정보를 보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특히, 의자나 테이블과 같이 세장한 지지구조를 가진 객체의 

경우 지지구조가 스캔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응하

여 경계상자 생성 영역을 객체 조건에 따라 수정함으로써 부정확

한 객체 생성을 방지하였다. 이와 같이, 객체 간 관계조건에 따라 

BIM 객체 생성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본 연구는 강원소방학교를 대상으로, 딥러닝 기반 BIM 모델

링 자동화 프로세스를 실증하였다. 딥러닝을 활용하여 객체정

보를 도출하고, BIM 객체의 매개변수를 제어하는 parametric 

algorithm을 적용함으로써 스캔 데이터, 즉 포인트 클라우드 데

이터로부터 BIM 모델링 자동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다양한 객체가 존재할 때 BIM 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객체정보

를 도출하고, Scan-to-BIM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기존 연구

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였다. 또한, 실 단위 BIM 모델 

생성 후 box-shifting을 통하여 실 별 좌표를 적용함으로써, 건

축물 전체 스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일괄 생성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

서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물 스캔 데이터를 내·외부를 모

두 고려할 수 있는 유기적인 데이터 생성이 필요하다. 둘째, 밀

도 기반 clustering 방법은 분류해야 하는 객체가 인접해있을 시, 

객체 단위로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추가적인 객체분

류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항목 별 객체 생성 시 형상의 다양성

과 방향을 고려할 수 있는 형상인식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

계점들을 해결함으로써, 건축물 단위의 모델뿐만 아니라 단지 및 

도시 범위로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를 통해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 건설 등 여러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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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can data and generated BI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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