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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ormation on the planar figure of the building envelope is commonly required in various 

criteria related to the energy performance of the building. However, since the method of creating 

varies depending on each criterion, the information displayed in the planar figure of the building 

envelope differs considerably according to the person making the figure. In this regard, this study 

sought to derive the commonly required inform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e planar figure of the building envelope, and thus examine the standardization of the 

planar figure of the building envelope based on BIM. Towards this end, 1) the required 

information about the planar figure of the building envelope was deriv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results submitted to the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agencies, and 2) 

the standardized output technology using IFC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required inform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help to create a general-purpose planar 

figure for the building envelope, and this study can serve as the preliminary research for 

automatically extracting the information on the planar figure of the building envelope.

주요어 : 건축물 에너지성능평가, 에너지 시뮬레이션, 외피전개도, 자동화, 표준화

Keywords: Building energy performance assessment, Energy simulation, Planar figure of the 
building envelope, Automation, Standardization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국내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다. 각각의 기

준들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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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외피전개도는 모든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로서, 외

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외벽, 창호, 지붕, 바닥에 대한 부위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열관

류율, 부위별 면적 등을 포함한 외피전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평균열관류율 산출하거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하 에너지효율등

급 인증기준)의 연간 1차에너지 소요량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외피전

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필수

적인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외피전개도를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성능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저에너지 건물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최준우와 박철수, 2016). 이

에 따라 저에너지 건물설계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가 설계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

행되고 있다. 반복적인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BIM을 설계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에너지 건물설계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를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가람과 유정호, 2012; 최중식과 김인한, 

2014; 김창민 외, 2017). BIM을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공유 및 재사용으로 인해 외피전개도

의 작성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설계 변경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건축 

재료의 물성치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BIM을 활용한 외피전개도 자동추출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예상된다. 첫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관련된 기준들 중에서 외피전개도 작성방법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에

너지절약설계기준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두 가

지 뿐이고, 외벽의 길이 산정방식 등 서로 다른 작성조건을 가지고 있다. 둘째, 외피전개도 작성 

기준이 최소한의 설명과 예시만을 나타내고 있어 평가기관 및 검토자가 요구하는 정보에서 차

이점이 발생하고 작성자에 따라서도 요구정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외피

전개도의 요구정보가 표준화되지 못하고 작성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피전개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외피전개도의 요구정보를 도출하고,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IFC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외피전개도 출력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하여 BIM기반의 외피전개도 자동추출에 앞서 외피전개도의 요구정보를 분석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국내 현행기준들을 분석하여 각 기준에서의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방법 

및 외피전개도의 제출근거와 작성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외피전개도

에 표현되는 정보들을 도출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해당 정보들을 IFC에서 바로 추출 가능

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현행기준에서의 에너지성능평가 프로그램인 

ECO2 및 ECO2-OD에 필요한 외피전개도에 대한 표준화된 출력기술을 개발하였다.

연구의 기초자료는 친환경건축물 컨설팅사(이하 컨설팅사), 설계사무소,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의 외피전개도로, 총 10개 업체로부터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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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입수한 것이다. 5개의 컨설팅사와 3개의 설계사무소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공 받

았으며, 2개의 평가기관 자료는 간접적으로 수집하였다. 3개 기관을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컨

설팅사의 경우 발주처 혹은 건축주 등으로부터 친환경건축물 계획 및 인증 등에 관한 용역을 받

아 외피전개도 가장 많이 작성하는 곳이다. 두 번째, 설계사무소의 경우 컨설팅사 다음으로 외

피전개도를 많이 작성하는 곳으로서 입면도 또는 단열계획도 등에 표현하여 작성한다. 마지막

으로 평가기관은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로부터 에너지성능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실제 외피전개도를 검토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평가기관에서는 외피전개도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공개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례만 발췌하여 공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업체별로 3개씩의 사례를 수집하여, 총 

30개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Figure 1과 같으며, 구체적인 단계별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를 위한 기준들의 현황분석을 하여 각 기준에서의 평가

방법과 외피전개도의 작성근거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사례분석을 통해 외피전개도에 표현되

는 정보들을 도출하고 해당 정보의 작성방법을 분석한다. 셋째, IFC에서의 추출 방안에 대한 기

준을 정립하고 요구정보별 IFC 포함여부를 검토한다. 넷째, 외피전개도의 표준화 출력기술을 

개발한다.

Figure 1. Research process

건축물의 에너지성능평가 기준 현황분석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에서는 건축주가 연면적의 합계가 500

㎡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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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말한다.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는 의무사항, 에너지성능지표(Energy Performance 

Index, 이하 EPI),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EPI 평가항목 중에 건축부문 1~3번 항목은 외벽, 지붕 및 바닥의 평균 열관류율을 산출하여 

해당하는 범위에 만족하는 경우 배점을 취득하게 된다. 여기서의 평균열관류율은 세부 부위별

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해당 평균열관류

율을 계산하기위한 근거서류로 외피전개도를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기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42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

는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 주택의 설계조건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제

7조 제1항 또는 제2항 두 가지 평가방식 중에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평가방식 중에서 제1항의 설계조건은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평

균전용면적에 따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총 에너지절감률은 단지단위로 평가하

고 평가항목에 대한 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 평가는 친환경주택 성능평

가 프로그램(이하 ECO2-OD)을 활용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건축주 등은 ECO2-OD

의 정보입력을 위해 외피전개도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부문에 필요한 부위 및 방위에 따른 열관

류율과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6호)에서는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

㎡ 이상인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건축주 등이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물 에

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기준은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냉방설비

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

어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 구분되어 있고 종합평가 프로그램(이하 ECO2)

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ECO2 분석을 위해 열관류율 및 면적, 방위 등이 표현된 외피

전개도 등을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건축인증(G-SEED) 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에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건축

물을 대상으로 건축주 등이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녹색건축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녹색건축인증의 기준은 7개의 전문분야와 40개의 인증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에

너지성능분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은 “2.1 에너지 성능” 항목이고 세 가지 평가방법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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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1 : 에너지성능지표(EPI)를 적용한 경우

⋅평가방법2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적용한 경우

⋅평가방법3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적용한 경우

건축주 등은 세 가지 평가방식 중 선택하여 해당 평가방법의 근거자료로 외피전개도를 제출

해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평가 기준 현황분석

기준에 따라서 평가방식과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값은 다르지만 근거서류로서 외피전개도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사항을 확인하였다. Table 1은 기준별로 평가방식 및 결과값, 외

피전개도의 필요 유무에 대해 비교한 표이다.

Table 1. Comparison table by standard

Standard Evaluation method Result Need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for buildings

Obligation Applicability
○

Energy performance index Grade

Construction criteria 

of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Method 1

Obligation Applicability

○
ECO2-OD

Primary energy 

consumption : savings

Method 2
Obligation Applicability

✕
Requirement Suitability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ECO2

Primary energy 

consumption : rating
○

G-SEED

Method 1 Energy performance Index Grade ○

Method 2
Construction criteria of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Primary energy 

consumption : savings
○

Method 3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Primary energy 

consumption : rating
○

공통적으로 네 가지 기준 모두에서 에너지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외피전개도를 요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건축인증은 다른 세 가지의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의 사례를 조

사하여 요구정보를 검토하도록 한다.

사례사업의 선정 및 외피전개도 요구정보 도출

사례사업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외피전개도의 사례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세 가지에 대해서 주거 5개, 비주거 5개로 구분하여 선정

하였다. 다만,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주택법의 하위법령으로서 주거시설에만 해당하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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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문만 10개를 선정하여 총 주거 20개, 비주거 10개를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녹

색건축인증 기준은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므로 별도의 사례를 수집하지 않았

다. Table 2는 사례사업에 대해 주거 및 비주거로 구분한 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 Case numbers based on criteria

Standard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for buildings

Construction criteria of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Total

Housing 5 10 5 20

Non-Residential 5 - 5 10

Total 10 10 10 30

외피전개도 요구정보 도출

Figure 2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에 예시로 나온 외피전개도의 형태이다. 해당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예시와 같이 외피전개도에 표현된 모든 정보들을 리스트화 시켰고, 해당 정보에 

대해 각 사례에서 표현된 빈도수를 파악하였다. 

Figure 2. Planar figure of the building envelope sample of energy saving design guide

모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외피전개도에 표현되는 정보들은 외벽 면적, 창 및 문 면적, 지붕 면

적, 바닥 면적, 실명, 부위별 성능내역서 부호, 치수선, 방위, 부위별 면적집계표로 총 9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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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Table 3은 각 사례에서의 항목별 표현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사례에서 표현되고 있는 정보는 외벽 면적, 창 및 문 면적, 지붕 면적, 바닥 면적, 부위별 성

능내역서 부호이고 실명, 치수선, 방위, 부위별 면적집계표의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표현되고 

있지 않았다. 사례에서 표현되지 않았던 요구정보들은 일부 실이나 부위에서 누락된 정보들이 

아닌 건물 전체에서 누락된 경우를 의미한다.

Table 3. Case survey amount based on criteria

Category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for buildings

Construction criteria 

of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Total

Housing
Non-

Residential
Housing Housing

Non

-Residential

Wall Area 5 5 10 5 5 30

Windows and doors area 5 5 10 5 5 30

Roof area 5 5 10 5 5 30

Floor area 5 5 10 5 5 30

Sign of function 

specification per part
5 5 10 5 5 30

Room name 1 5 3 3 5 17

Dimension line 5 4 7 4 5 25

Azimuth 0 1 10 5 5 21

Tabulation of area per part 3 5 7 2 4 21

일부 사례에서 빈도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들은 세 가지 이유로 분석하였다. 첫째, 실명

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의 용도별 특성 때문이다. 주거는 대부분 단위세대 타입에 따라 조닝을 

구분하여 에너지성능분석을 실시하고 비주거의 경우 실명에 따라 조닝을 구분하여 에너지성능

분석을 실시한다. 비주거에서 실명에 따른 조닝은 모든 실에 대해서 필수적이지만, 주거의 경우 

단위세대 타입 명을 도면명에서 표기하기 때문에 일부 사례에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방위의 경우 외피전개도의 활용성이 기준에 따라서 달랐다.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서는 외피전개도를 평균열관류율 산정하는데 활용하는데, 평균열관류율 산출 시 방위

에 대한 조건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서의 사례가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서는 ECO2 또는 ECO2-OD를 활

용하여 에너지요구량을 분석하므로 방위정보가 필수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치수선 

및 부위별 면적집계표는 평가자의 검토방식에 따라 달랐다. 평기기관에 질의답변에 따르면 추

출한 외피전개도의 면적을 검토하기 위해 치수선을 표현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평가자의 경우 면적집계표 등을 통해 검토방안을 대체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례에서 조사된 모

든 정보들은 특정 사례에서 조금씩의 차이를 갖지만, 각각의 기준에서 필요에 의해 작성되는 자

료이므로 모두 필수적인 요구정보로 판단하였다. 본 자료를 통하여 외피전개도 자동추출에 앞

서 외피전개도 요구정보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함을 제안하고 외피전개도의 필수정보를 추출하

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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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정보에 따른 외피전개도 작성방법

(1) 외벽 면적 

Table 4, 5에서는 기준 및 사례에서 나타난 외벽의 높이와 폭에 대한 작성방법을 나타낸 것이

다. 우선 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성방법으로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경우 외벽 높이는 

층고를 기준으로 하였고, 폭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서

는 높이는 천장고, 폭은 안목치수에 벽체두께를 포함한다고 나와 있으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에서는 별도의 작성방법이 있지 않았다. 사례에 나타난 작성방법을 보면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및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은 기준에서 제시하는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나타났고, 에너지효

율등급에서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동일한 형태의 작성방법으로 표현되었다.

Table 4. Guide for wall height

Category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for buildings

Construction criteria of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tandard Story Height Ceiling Height -

Case Story Height Ceiling Height Story Height 

Table 5. Guide for wall width

Category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for buildings

Construction criteria of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tandard Centerline Inside Dimension + Wall Thickness -

Case Centerline Inside Dimension + Wall Thickness Centerline

 

(2) 창 및 문 면적

Table 6은 창 및 문의 면적에 대한 작성방법을 기준 및 사례에서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만 “창 및 문 전개도의 경우에는 창틀 외각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작성기준이 있

었고, 이외의 기준들에서는 작성방법이 나와 있지 않았다. 사례에서는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창 프레임을 포함한 면적으로 확인 되었다.

Table 6. Guide for windows and doors area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for buildings

Construction criteria of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tandard Area including Frames - -

Case Same Area including Frames
Area including 

Frames

(3) 지붕 및 바닥 면적

Table 7은 지붕 및 바닥 면적에 대한 작성방법을 기준 및 사례에서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절

약설계기준에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친환경주택건설기준에서는 안목치수가 기준이었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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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효율등급 기준에서는 별도의 조건이 없었다. 사례에서는 기준에서의 작성방법을 따랐고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 Guide for roof and floor area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for buildings

Construction criteria of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tandard Centerline Inside Dimension -

Case Centerline Inside Dimension Centerline

(4) 부위별 성능내역서 부호

Table 8은 부위별 성능내역서 부호의 작성방법을 기준 및 사례에서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절

약설계기준에서는 벽체, 창 및 문의 종류는 부위별 성능내역서의 기호로 구분하게 나타나있었

고 이오의 기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사례에서는 세 가지 모든 기준에서 성능에 따라 부호로 

구분하여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8. Guide for sign of function specification per part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for buildings

Construction criteria of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tandard According to performance - -

Case According to performance According to performance According to performance

(5) 실명

Table 9은 부위별 성능내역서 부호의 작성방법을 기준 및 사례에서 나타낸 것이다. 각 기준

에서 실명을 작성하는 방식은 없었지만, 사례를 통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서는 존에 따라서 실명을 작성하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서는 타입에 따라 실명을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9. Guide for room name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for buildings

Construction criteria of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tandard According to zone According to type According to zone

Case - - -

(6) 치수선

외피전개도의 치수선도 작성방식에 관한 기준은 없었고, 사례분석을 통해 약 80%이상에서 

치수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수적인 요구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례에서 확인되진 않았

지만, 외벽과 창 및 문의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정보로 유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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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위

각 방위의 범위는 정북방향을 0도 기준으로 북향은 337.5° 이상 22.5° 미만, 북동향은 22.5° 

이상 67.5 미만, 동향은 67.5° 이상 112.5° 미만, 남동향은 112.5° 이상 157.5° 미만, 남향은 

157.5° 이상 202.5° 미만, 남서향은 202.5° 이상 247.5° 미만, 서향은 247.5° 이상 292.5° 미만, 

북서향은 292.5° 이상 337.5° 미만으로 구분하여 8방위 형태로 구성한다. 

(8) 부위별 면적산출표

부위별 면적산출표는 부위별 성능내역서의 부호에 따른 면적의 합계를 나타낸 표이다. 기준

별로 구분하거나 주거 및 비주거로 분류하여 비율을 확인해보아도 큰 특징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평가자의 검토사항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작업자의 선택적인 요구보로 유추 할 수 있었다.

기준별 외피전개도 작성방법

외피전개도의 요구정보에 따라 작성방법을 알아보았다.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친환경주택건

설기준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벽, 지붕, 바닥 면적의 작성기준이었고,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기준은 모두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기준을 인용하여 작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사례사업에서 조사된 모든 요구정보를 필수정보로 판단하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

경주택 건설기준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만 BIM을 활용한 자동추출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개방형 BIM에서의 정보 추출 가능 여부 분석

IFC의 정의 및 버전 설정

현재 건설 분야에서는 다양한 BI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BIM 소프트웨어는 

고유의 저장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간의 정보호환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BIM 소프트웨어 간의 정보 호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uildingSMART에서 IFC를 

개발하였다. IFC는 개방형 BIM의 표준포맷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BIM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이 가능하다. IFC는 1994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2016년 7월 15일에 

공개된 ‘IFC4 Addendum 2’버전까지 출시됐다. 본 연구에서는 IFC의 최신 버전인 ‘IFC4 

Addendum 2’를 기반으로 외피전개도 정보관리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기준별 외피전개도 요구정보 IFC 포함여부 검토

Table 10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서의 외피전개도 요구정보를 

IFC에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 표이다. 검토 결과 공통적으로 부위별 성능내역

서와 부위별 면적집계표 및 치수선이 포함 되지 않았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서의 외벽 높이

와 길이가 IFC 정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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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 of review of planar figure of the building envelope requirement information 

by criteria including IFC

Category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for buildings

Construction criteria of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Wall height ○ ✕

Wall width ○ ✕

Windows and doors area ○ ○

Roof area ○ ○

Floor area ○ ○

Sign of function 

specification per part
✕ ✕

Room name ○ ○

Dimension line ✕ ✕

Azimuth ○ ○

Tabulation of area per part ✕ ✕

○ : Include IFC

✕ : Without IFC

외피전개도 표준화 출력기술 개발

외피전개도 표준화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외피전개도 요구정보는 작성방법에 따라 상이하며 각 기준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값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정보들의 빈도수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외피전개도 요구정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분석, 외피전개도 자동추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외피전개도 요구정보의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은 표준화를제안하고자 한다.

(1) 사례사업에서 조사된 9가지 요구정보는 모두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정보이므로 모두 표준

화 모형에 반영한다. 요구정보에 따른 세부 정의는 Table 11과 같이 구성하였다.

(2) 외피전개도 작성기준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두가지로 구분하고 

외벽, 지붕, 바닥면적 세 가지 요구정보는 기준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창 및 문의 면적은 창틀을 포함한 면적으로 산출한다. 실명은 타입 및 존에 따라서 작성되

도록 한다. 부위별 성능내역서 부호는 서로 다른 재료의 특성을 갖는 단면형상에 따라 구분

된 부호로 정하여 사용한다. 치수선은 작성된 외피전개도의 부위별 성능내역서 부호에 맞

춰 기입한다. 방위는 대지 내에서의 도면의 방향을 고려해 표현한다. 부위별 면적집계표는 

부위별 성능내역서 부호에 따라 해당 외피전개도의 모든 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표로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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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tandardization of planar figure of the building envelope requirement information 

Category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for buildings

Construction criteria of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Wall height Story height Ceiling height 

Wall width Centerline Inside dimension + Wall thickness

Windows and doors area Area including frames

Roof area Centerline Inside dimension

Floor area Centerline Inside dimension

Room name Type & Zoning

Sign of function specification per part -

Dimension line -

Azimuth -

Tabulation of area per part -

외피전개도 표준화 모형 및 출력기술 제안

사례분석을 통해서 외피전개도의 요구정보 뿐만 아니라 출력방식이 사례마다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외피전개도를 작성하는 기관 또는 작성자에 따라서 출력방식이 다르다 보니 작성자 

이외의 사람이 외피전개도를 파악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고, 평가기관에서도 검토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외피전개도 표준화 출력기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 번째로 외벽 면적의 출력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IFC에서 부위별 성능내역서의 부

호에 따른 외벽 좌표 X,Y값을 추출하고, X좌표의 최대 및 최솟값과 Y좌표의 최대 및 최솟값을 

이용하여 외벽의 길이를 산출한다. 부위별 성능내역서의 부호마다 가지고 있는 좌표들 중 

(Xmin, Ymin), (Xmax, Ymin), (Xmin, Ymax), (Xmax, Ymax) 4개의 좌표를 설정 후 외피전

개도의 기본 라인을 작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마다 다르게 나타는 외피전개도의 표준화를 

위해 도면에서 반드시 표기하는 A3 용지 크기의 스케일을 활용하기로 한다. Table 12에서는 외

벽라인과 외피전개도의 거리를 해당 도면 A3 스케일로 나눈 값들을 분류하였다. 외벽라인에 

붙여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 없이 외피전개도를 작성한 형태도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

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범위는 계산 값이 15초과 20이하인 경우로 확인 되었다. 다시 말

해서 외피전개도의 위치가 A3 스케일의 역수에 20배를 한 값만큼의 간격을 띄워서 작성한 경

우가 가장 일반적이었고 가독성이 좋은 형태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이드라인1을 A3 스케일

의 역수에 20배를 한 값에 천장고 또는 층고 높이를 합산하여 외피전개도가 표현될 위치로 작성

한다. 그리고 외벽 좌표 및 길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이드라인1에 맞춘 외벽면적을 작성한다. 

Table 12. Distance form wall line to Planar figure of the building envelope 

Category

Distance form wall line to Planar figure of the building envelope ÷ A3 Scale 

Total
Less than 5

Bigger than 5

Less Than 10

Bigger than 10

Less Than 15

Bigger than 15

Less Than 20
No criteria

Frequency 0 1 6 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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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창호 면적 출력방법은 외벽 면적 추출과 동일하게 IFC에서 부위별 성능내역서의 

부호에 따른 창호(창 및 문)의 좌표 X,Y값을 산출하고, 가이드라인1에 맞춰 외벽면적과 중첩되

게 창호면적을 작성한다. 이때 외벽면적은 창호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추출한다.

지붕 및 바닥 면적의 추출은 동일한 부위별 성능내역서 부호를 갖는 각 좌표를 연결한 폐곡선 

형태의 다각형을 작성하여 면적을 산출한다. 

치수선은 외피전개도 바깥라인이 되는 가이드라인1에서 스케일의 역수에 5배를 한 값만큼

의 간격을 띄워 가이드라인2를 작성한다. 가이드라인2에 맞춰 외벽의 부위별 성능내역서 부호

에 맞춰 각각의 치수선을 추출한다. 방위는 도면의 우측 상단에 출력하도록 구성하고, 부위별 

면접집계표는 좌측 상단에 출력할 수 있도록 출력한다. Figure 3은 해당 출력기술의 방식을 반

영하여 나타낸 표준화된 외피전개도 형태이다. 해당 자료에는 부위별 성능내역서 부호에 따른 

외벽 및 창호의 면적과 방위, 치수선, 부위별 면적집계표 등을 포함한다.

Figure 3은 해당 출력기술의 방식을 반영하여 나타낸 표준화된 외피전개도 형태이다. 해당 

자료에는 부위별 성능내역서 부호에 따른 외벽 및 창호의 면적과 방위, 치수선, 부위별 면적집

계표 등을 포함한다.

Figure 3. Standardized model of planar figure of the building envelope requirement information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한 기준 분석과 평가기관에 제출 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하여 BIM 

기반의 외피전개도를 자동추출 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서

술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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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의 건축물 에너지성능평가와 관련된 기준들은 총 네 가지 기준이 있다. 각 기준들에서 

요구하는 외피전개도의 작성기준을 분석한 결과, 외피전개도의 작성기준은 에너지절약설

계기준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피전개도 작성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총 아홉 가지의 요구정보들이 표현되었고, 그 중에

서 외벽, 지붕, 바닥, 창호의 면적과 부위별 성능내역서 부호는 모든 사례에서 표현되었지

만 실명, 치수선, 방위, 부위별 면적집계표는 사례마다 다른 경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

보들은 외피전개도 작성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항목들이지만 기준에서 요구하는 결과값

을 얻기 위한 필요정보이므로 외피전개도 자동추출 시 포함해야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3)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의 외피전개도 작성방식은 일부 항목

에서 차이를 보였다. 외벽의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중심선으로 작성하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서는 안목치수에 벽체두께를 더한 길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지붕 및 바닥은 에

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중심선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서는 안목치수로 작성한다.

(4) 외피전개도에 표현되는 아홉 가지 정보들 중에서 IFC를 포함하고 있어서 바로 추출이 가

능한 엔티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존재하였다. 부위별 성능내역서 부호, 지붕 

면적, 치수선, 부위별 면적집계표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외벽 높이와 길이는 IFC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바로 추출이 불가능하였다.

(5) 외벽 등의 최대 및 최소 좌표값 등을 이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기준에 맞는 높이로 

외피전개도를 추출하여 표준화된 외피전개도를 작성할 수 있다.

현재수준에서는 BIM 파일만으로 외피전개도를 자동추출 하는 것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에너지성능분석에 필요한 외피전개도를 자동 추출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서로 

다른 두 가지 평가방식에서 외피전개도를 자동추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례에서 표

현된 모든 항목들을 필수정보로 판단하여 자동추출에 필요한 항목들로 정의한다. 셋째, IFC에

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엔티티들에 대한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IM으로부터 외피전개도 작성에 요구되는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고려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IFC로부터 외피전

개도의 요구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안 및 알고리즘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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