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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attribute data matching between BIM and CFD, this study proposed a BIM attribute 

information matching algorithm based on string similarity using levenshtein distance. 

Considering the versatility of BIM and CFD models, algorithms were developed for IFC and 

OpenFOAM, which are open-source technologies. The algorithm consists of three modules. 

First of all, BIM attribute data extraction algorithm was established to extract attribute 

information from BIM. In addition, in order to input CFD of accurate property information, a 

database of property information on building materials was established. To implement a 

matching algorithm based on string similarity, the levenshtein distance algorithm, which 

calculates the editing distance between two strings, was applied. A matching algorithm was 

designed to convert the edit distance to similarity and input the attribute data of the selected 

optimal material to the CFD model. The attribute data of the material with the highest degree of 

similarity was input into the CFD model. Validation of the developed algorithm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accuracy. As a result of validation, the BIM attribute information extraction 

algorithm was evaluated with an accuracy of about 99.1%. The matching algorithm accurately 

matched all materials belonging to the IFC to the CFD model. Therefore, the accuracy of the 

algorithm proposed in this study was validated. 

주요어 : Levenshtein 거리, 문자열 유사도, 건물정보모델링, 속성정보, 매칭 알고리즘

Keywords: Levenshtein distance, String similarity, Building Information Model, Attribute data, 
Match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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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공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물 분야에서도 공기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CFD는 수치해석을 통

해 유체의 흐름이나 온도, 유속, 압력 등의 물리적 수치를 예측하는 도구이다. CFD는 건축물

의 형상과 규모에 관계없이 건물의 공기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환기 성능, 풍압, 바람길, 온열 환경 분석 등 다양한 공기역학적 문제를 분석

하는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상과 환경 조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여 기존 

분석 방법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Wang and Zhai, 2012). CFD 모델 설계를 위해 

건축물의 형상 모델 설계와 함께 경계면의 유형이나 속성 정보를 입력하는 경계 조건 설정 등

이 포함된다. 각 과정 모두 CFD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과 연산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이며, 많은 작업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CFD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CFD 모델 설계 과정

의 간소화나 기존 자료를 이용한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건축 3차원 모델 설계와 관련하여 최근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은 핵심 모

델링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Porter et al., 2018). BIM은 건축물의 형상과 속성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특성을 제공한다(Eastman et al., 2011). 이러한 

장점으로 3차원 건물 모델 설계가 필요한 시뮬레이션 분야에 BIM을 연계할 경우, 불필요한 

모델 설계 과정을 간소화하여 분석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건물 시뮬레이션 중 Building 

energy simulation (BES)나 CFD의 모델 설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BIM의 정보로 입력할 

수 있다. 특히, BIM은 건물 구성 재료의 물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모델 설계

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데이터의 오기나 누기 등을 줄일 수 있다

(Rahmani Asl, 2013). 이로 인해 BES와 BIM을 연계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BIM에 포함된 형상 및 속성정보 모두 BES 모델에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CFD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와 분석 도구에서 BIM의 형상 정보 연계만 가능하

다. BIM에는 건물 경계면의 유형, 벽면의 구성 재료 및 재료에 대한 물성 정보 등 CFD 모델 

설계의 경계 조건 설정에 활용 가능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모델 설

계에 필요한 작업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BIM에 포함된 건물의 속성 정보를 연

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국외 일부 연구에서 CFD에 BIM 속성정보 연계를 시도

하였으나, 대부분 재료의 유형이나 이름 매칭만 이루어지고 있다. 재료의 물성 정보인 밀도, 

비열, 열관류율 등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CFD 모델 설계에 필요한 정보는 누락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연구자가 도면이나 설계 자료 등을 토대로 직접 물성 정보를 찾

아서 입력해야 하는 불필요한 작업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을 구성하는 벽면의 재료명과 함께 재료의 밀도, 열관류율 등을 모두 포함한 BIM 속성 

정보를 CFD에 연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자열 유사도 기반의 속성정보 매칭 방법을 제

안한다. BIM에서 속성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였으며, 이와 함께 물성 정보

의 매칭을 위해 건축 자재의 표준 물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문자열 유사도 판단

을 위해 두 문자열 사이의 편집거리를 산정하는 Levenshtein distance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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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에서 추출한 재료명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재료명의 유사도를 판단하여 가장 유사한 

재료의 물성 정보를 CFD 모델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문자열 유사도를 활용한 BIM 속성정보 매칭 연구 사례 분석

BIM 속성정보 매칭 관련 기존 연구 분석

BIM 모델에는 건물에 관한 형상 정보와 속성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기존 CFD 분

석 도구에서는 BIM 파일을 입력 확장자로 지원하지 않아 직접적인 연계가 불가능하였다. 형

상 정보의 경우,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OBJ, SAT 포맷 등으로 형상 정보를 변환하여 CFD 모

델에 활용하는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Spearpoint and Dimyadi, 2007; Ismail et al., 2016; 

Utkucu and Sözer, 2020). 한편, 속성 정보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CFD 모델 경계조

건 입력에 여전히 불필요한 수작업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많은 작업시간이 소요되어 CFD 분

석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CFD 모델에 설정해야 할 속성 정보의 

양도 늘어난다. 이러한 경우에는 CFD 모델 입력 과정에서 건물에 관한 속성정보의 오기나 누

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IM에 포함된 속성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 Lee and Song (2010)은 gbXML 포맷의 BIM 파일을 간단한 CFD 분석에 활용하였

다. 다만, 해당 연구는 기초적인 CFD 분석을 지원하는 Building energy simulation 도구인 

Design Builder를 사용하여 CFD 분석의 한계가 있다. Xu et al. (2018)은 BIM 모델을 연계할 

수 있는 화재 시뮬레이션(Fire Dynamic Simulator, FDS) 모델을 설계하여, 형상정보와 속성정

보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속성정보의 경우, BIM 모델 내 재료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모듈을 개

발하여 재료 정보를 FDS 모델에 입력하였다. Gan et al. (2019)은 BIM 모델의 정보를 이용하여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BIM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 대상의 

형상과 재료 종류, 그리고 연산 영역을 추출하여 CFD 모델 설계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의 연

구들은 BIM에 속한 재료 종류와 유형만 불러왔으며, 재료의 물성 정보인 밀도, 열관류율, 비열 

등의 정보는 매칭하지 않았다. 속성 정보의 완전한 연계와 CFD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위해 

각 벽면의 물성 정보를 정확하게 CFD 모델에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BIM에 포함된 

각 객체의 재료의 이름, 유형과 함께 물성 정보를 함께 매칭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문자열 유사도를 활용한 연구 분석

문자열 유사도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유사도 판단,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통한 매칭 등의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자열 유사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 중 편집 기반 유사도 측정 방

법이 주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편집 기반 유사도 측정 방법은 두 개의 문자열이 같아지기 

위한 최소 수정 연산 횟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Levenshtein distance 

알고리즘이 있다(Yang and Lee, 2019). Levenshtein distance 알고리즘은 거리함수가 갖춰

야 할 속성을 모두 충족하여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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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2010)은 Levenshtein distanc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몽골어파의 16개의 언어, 방언

들 사이의 유거리를 측정하고 유사도를 분류하였다. Yang and Lee (2019)는 상품 구매 이력 

유사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구매이력 시퀀스의 유사도를 Levenshtein distance로 평가하였다. 

Lee and Oh (2013)은 기존의 Levenshtein distance 알고리즘이 탐색 작업의 중요도를 구분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어휘들의 사용빈도에 따른 가중치를 배분한 개선된 Levenshtein 

distance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문자열의 유사도를 산정하는 연구에서 나아가 Levenshtein distance 알고리즘을 미리 구

축한 데이터베이스에 결합하여 최적의 데이터를 매칭하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Chong 

(2019)는 국내 도로표지 안내지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OCR 기술을 통해 인식한 단어

와 데이터베이스에 속한 단어의 Levenshtein distance를 계산하여 가장 최소의 편집거리를 

갖는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Lee et al. (2019)은 국내 130만개의 상호명을 데이터베이

스로 구축한 후,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미지에서 상호명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상호명

과 편집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유사한 상호명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미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대상이 되는 단어의 편집 거리를 계산하여 최적의 

데이터를 매칭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건축 모델링 기술과 연계한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 모델의 속성정보 중 재료명을 표준화하

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물성정보를 매칭하는 기술을 문자열 유사도를 활용하

여 구현하고자 하였다.

Levenshtein distance를 이용한 속성정보 매칭 방법 개발

BIM 속성정보 매칭 방법 정의

본 연구에서 적용한 BIM 속성정보 매칭 방법은 Figrue 1과 같다. 개방형 BIM 파일인 IFC 

(Industry Foundation Classes) 파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CFD 분석 도구 또한 개방형 기술

인 OpenFOAM을 대상으로 하였다. BIM 속성정보 매칭을 위해 첫번째로 CFD 모델 설계에 

필요한 요구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BIM 속성정보 추출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BIM 모델에 

입력된 속성정보 중 재료정보의 경우, 대부분 재료의 명칭 정보만 입력되고 재료의 비열, 열

관류율 등의 속성정보는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CFD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경계면을 

이루는 벽에 대한 물성 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재료의 물성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별도

의 물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에 재료명과 BIM 모델에 속한 재

료명을 탐색하여 대응되는 물성치 정보를 CFD 모델에 입력하였다.

한편, BIM 모델 설계자에 따라 같은 재료명도 띄어쓰기나 단어의 배열 등을 다르게 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BIM 모델에 입력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물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내에 재료

명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 힘들고, 속성 정보의 매칭이 어려워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

존 선행 연구에서 적용한 유사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탐색 기술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Levenshtein distanc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BIM 모델에 저장된 재료명과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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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명과의 편집거리를 계산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데이터베이스의 재료명을 탐색하고, 

이를 CFD 모델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Figure 1. The proposed method of BIM attribute data matching

BIM 속성정보 추출 알고리즘 설계

건물의 형상과 속성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IFC는 건물 각 요소의 좌표, 형태, 재료 등의 정

보를 개별 데이터베이스 저장 형태인 엔티티(entity) 단위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CFD 모

델 설계에 필요한 속성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IFC의 entity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

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fcOpenShell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IFC의 구조를 분석

하였다. IFC 파일에는 구조물 재료의 물성치에 관한 속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CFD 

모델의 벽체 재료 정보와 열관류율 입력에 활용하였다. 속성 정보 추출은 각 구조체의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IfcMaterial entity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속성정보 추출 알고리즘은 벽 객체(IfcWall), 슬라브 객체(IfcSlab)와 같은 속성 객체로부

터 재료의 정보가 포함된 Material Layer을 탐색하여 재료의 이름과 두께 그리고 열전도율을 

추출한다. IfcWall 과 IfcSlab는 Figure 2와 같이 구성층의 정보를 참조하고 있으며, 각 객체

에서 재료 구성 정보가 포함된 IfcRelAssociatesMaterial, IfcMaterialLayerSetUsage 객체를 

거쳐 재료 층을 구성하는 정보(IfcMaterialLayerSet 또는 IfcMaterialLayer)를 확인할 수 있

다. IfcMaterialLayer는 단일 재료로 구성된 층의 정보를 담는 객체이며, 재료의 이름과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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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추출 가능하다. 벽 혹은 슬라브를 구성하는 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재료층의 목록

을 담는 IfcMaterialLayerSet을 참조하여 정보를 추출하였다. BIM으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OpenFOAM CFD 모델의 속성정보로 입력하기 위하여 데이터 변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설정 파일을 생성한다.

Figure 2. Reference between wall and slab objects and material layer objects

표준 물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료 이름으로부터 BIM 모델에 누락된 물성 정보를 추정하고 CFD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 

표준 물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건축 자재의 재료명, 

밀도, 비열, 열전도율 정보를 수집하였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ht에서 제공하는 재료의 물

성치 정보와 문헌를 조사하여 물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에 활용하였다. 또한, 건축재료

의 열성능에 관한 기준인 DIN, ASHRAE Standard 등을 참조하여 재료별 열관류율, 밀도, 비

열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단위는 OpenFOAM CFD 모델의 입력 단위로 변환하였다. 다음 Table 1은 

재료의 열적 성능 정보를 구축한 예시이며, Figure 3은 구축된 표준 물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예시이다. 열적 성능과 함께 추가적으로 표면 거칠기에 관한 정보도 함께 데이터베이스로 

Table 1. Example of heat-related material property information database

Material name
Density

(kg/m3)

Specific heat

(J/kgK)

Thermal Transmittance

(W/mK)

Metals, stainless steel 7900 460 17.0

Metals, iron, cast 7500 450 50.0

Plastics, polycarbonates 1200 1200 0.2

Rubber, natural 910 1100 0.13

Gypsum, 600 kg/m3 600 1000 0.18

Concrete, high density 2400 1000 2.0

Metals, stainless steel 7900 46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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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다. 재료 이름으로부터 유체 거동에 영향을 주는 표면 거칠기를 설정하기 위해,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인 fluid와 관련 문헌을 통해 재료별 조도 길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Figure 3. Example of standard property information database

Levenshtein distance 기반 BIM 속성정보 매칭 알고리즘 개발

BIM에서 추출한 재료 명칭과 별도로 구축한 표준 물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BIM 

속성정보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BIM에 포함된 재료의 명칭과 두께 정보는 추출과 동

시에 CFD 모델에 매칭하였다. IFC 객체의 Material layer로부터 재료의 이름과 두께로 구성

된 tuple 자료형(선언된 변수와 그에 대한 요소 값에 대한 자료 형태)을 추출하여 CFD 모델에 

매칭하였다. 밀도, 열관류율, 비열 등의 물성 정보는 표준 물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이

용하도록 하였다. IFC 모델에 입력된 재료 명칭을 표준 물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하

고 가장 유사한 재료의 열관류율을 해당 재료의 열관류율로 지정하였다.

IFC와 데이터베이스 간 재료 매칭 알고리즘은 Levenshtein distance를 통한 문자열 간 유

사도를 기준으로 구현하였다. Levenshtein distance는 하나의 문자열에 수정연산을 하여 다

른 문자열과 같게 할 때 가장 적은 수정 연산 횟수를 계산한다. 수정 연산은 삽입(insertion), 

삭제(deletion), 치환(substitution)이 있으며, 문자의 수정 횟수를 편집거리로 표현한다. 문자 

a와 b에 대한 Levenshtein distance를 산정하는 식 (1)과 같다. 

≤  i j  (1)













max    min   

min











≤      

≤      

≤        ≠ 



여기서, ≤  i j 는 문자열 와 의 Levenshtein distanc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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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shtein distanc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편집거리를 계산한 예시는 Table 2와 같다. 두 

문자열 간의 일치하지 않는 위치(붉은색 칸)의 개수가 편집 거리와 동일하다.

Table 2. Calculation example of levenshtein distance

String Comparison result Levenshtein distance

aluminum

alumina brick
7

polystyrene

polypropylene
5

한편, 건축재료의 이름은 대부분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IFC 모델, 데이터

베이스의 출처에 따라 띄어쓰기와 단어 순서 등이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재료라도 

재료 명칭의 띄어쓰기, 구분 기호의 차이와 단어 순서에 따라 편집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를 고려하여 개별 구성 단어의 유사도를 평가할 수 있는 Token Set ratio 함수를 적용하여 알

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입력된 재료명을 단어열로 분리한 후, 개별 단어의 최대 유사도를 통해 

전체 문자열을 평가하였다. 만약, 한국어 재료명이 입력된 경우, 사전 설정한 한국어-영어 재

료명 데이터를 통해 영문 재료명으로 변환하도록 하였다. 

Levenshtein distance를 통해 유사도를 계산하여 최적 단어를 매칭하도록 하였다. 유사도 

산정식은 다음 식 (2)와 같다.

s  
max  

≤  
(2)

여기서, 는 문자열 와 의 유사도, 는 문자열 의 길이, ≤  는 문자열 와 의 

Levenshtein distance임.

유사도가 가장 높은 재료를 IFC 파일의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동

일하다고 판단된 재료의 물성정보를 반환하고 IFC에서 추출한 재료 명칭, 두께 정보와 함께 

OpenFOAM CFD 모델에 속성 정보로 입력하였다. 

BIM 속성정보 매칭 알고리즘 정확도 검증

정확도 검증 방법 및 대상 선정

Levenshtein distance를 활용한 BIM 속성정보 매칭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은 BIM 속성정보 추출 알고리즘과 Levenshtein distance 기반 BIM 

속성정보 매칭 알고리즘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BIM 속성정보 추출 알고리즘은 BIM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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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재료 정보가 IFC 모델 내 정보와 동일한가를 기준으로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BIM 속성

정보 매칭 알고리즘은 미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추출한 재료명의 유사도 평가 결과를 바

탕으로 선정된 재료명을 CFD 모델에 입력하고, 해당 정보가 IFC 모델의 정보와 일치하는가

를 기준으로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검증을 위한 대상 선정을 위해 웹에서 공개된 BIM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Table 3과 

같이 총 3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8개의 BIM 모델을 대상으로 검증을 수행하였다. 

BIM 속성 추출 알고리즘은 8개의 BIM 모델에 포함된 모든 객체(IfcWall, IfcSlab)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BIM 속성 매칭 알고리즘은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개의 BIM 모델을 추

출하여 총 3개의 BIM 모델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Table 3. Validation model for accuracy evaluation of proposed method

Database BIM model Description

DURAARK

Academic Advanced House model for education

DDB Kingo Country house

Hasu30 Mansion located in Munich, Germany

NIBS

Medical Clinic Hospital building in the southwestern USA

Duplex Apartment Apartment

Office Building Two-story office building

UA

OTC Conference Center Conference center in Boston, USA

West Riverside Hospital 
Parking Garage

Parking lot model provided by Autodesk Inc.
for research purposes

BIM 속성정보 추출 정확도 평가

BIM에서 속성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검증 대상 모델에 포함

된 모든 벽(IfcWall)과 슬라브(IfcSlab) 객체를 대상으로 재료 구성 정보를 추출하였다. 추출

된 재료 정보가 BIM 모델의 재료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추출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단, IfcSlab 객체로 저장된 계단의 경우 공간의 경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

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추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NIBS 데이터베이스의

Medical Clinic 모델과 NIBS 데이터베이스의 Office Building 모델의 경우 슬라브 객체

를 포함하지 않아 추출 정확도 평가가 불가능하였다. 모든 검증 대상의 벽, 슬라브 객체

를 대상으로 산정한 추출 정확도는 약 99.1%로 평가되었다(Table 4의 각 모델의 추출 정

확도의 평균 값). 일부 조건에서 추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차가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BIM 데이터의 표준 교환 형식인 IFC2×3은 IfcRelAssociatesMaterial과 

IfcMaterialLayerSetUsage 객체를 통해 벽 또는 슬라브를 구성하는 객체를 참조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한편, 추출 오차가 발생한 NIBS 데이터베이스의 Duplex Apartment 모델과 

UA의 West Riverside Hospital Parking Garage 모델은 표준 IFC 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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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PropertySingleValue 객체로 재료 정보를 저장하였다. 또한, 두께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속성정보 추출이 불가능하였다. 표준 규약을 따르는 BIM 모델에 대해서는 

오차 없이 추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발 알고리즘은 BIM의 속성정보를 오차 없이 매우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Table 4. Validation result of BIM attribute data extraction

Database BIM model
Extraction accuracy of attribute data

Wall (IfcWall) Slab (IfcSlab)

DURAARK

Academic Advanced 100 100

DDB Kingo 100 100

Hasu30 99 100

NIBS

Medical Clinic 100 -

Duplex Apartment 100 95

Office Building 100 -

UA
OTC Conference Center 99 100

West Riverside Hospital Parking Garage 100 94

BIM 속성정보 매칭 검증 결과

문자열 유사도 기반의 BIM 속성정보 매칭 알고리즘 검증은 Table 4의 대상 BIM 모델과 

Figure 2의 표준 물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단, Haus30 모델의 경우 

BIM에서 속성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Table 5는 속성정보 매칭 

결과로, 제안한 매칭 알고리즘이 BIM에 포함된 모든 재료 정보를 오류 없이 CFD 모델에 매

Table 5. Validation result of BIM attribute data matching using Levenshtein distance

BIM model
Material name

Similarity
IFC Database

Academic

Advanced

Carpet (1) Carpet- 1/2 in. 1.00

Concrete - Cast In Situ concrete cinder 0.70

Concrete - Cast-in-Place Concrete concrete cinder 0.70

Metal - Sunscreen Metal Surface- 1/16 in. 0.56

Plasterboard Gypsum / PlasterBoard 1.00

Conference

Gypsum Wall Board Gypsum Board- 1/2 in. 0.83

Metal - Furring brass muntz metal 0.56

Cast-in-Place Lightweight Concrete concrete lightweight 1.00

Masonry - Brick brick masonry medium 1.00

Wood - Flooring Entry Wood 1.00

Medical 

Clinic

Metal - Stud Layer brass muntz metal 0.55

plasterboard Gypsum / PlasterBoard 1.00

Type-X Plasterboard Gypsum / PlasterBoard 0.79

Wood - Sheathing - plywood Plywoo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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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명 중 핵심적인 단어가 IFC 모델과 물성정보 데이터베이스 재료

명 모두 동시에 속한 경우, 유사도는 1로 판단하였다. 재료명의 유사도는 평균 0.84, 최소 유

사도는 0.55로 도출되었다. 유사도가 낮게 나온 3개의 재료명은 공통적으로 모두 metal 단어

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구축한 표준 물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metal 관련 

재료가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사료된다. Metal 관련 재료를 데이터베이스 추가하여 

유사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IFC 모델에 속한 재료

명과 유사한 재료명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하였고, 해당 재료의 열관류율, 밀도, 비열 등을 

추출하여 CFD 모델에 성공적으로 매칭하였다. 

결 론

BIM에 포함된 건축물 속성정보의 활용과 이를 통한 CFD 모델 설계 효율성 향상을 위

해 본 연구에서는 Levenshtein distance를 활용한 문자열 유사도 기반 BIM 속성정보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기술 개발의 확장성을 위해 BIM은 개방형 BIM 포맷인 IFC 파일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CFD 역시 개방형 분석 도구인 OpenFOAM을 대상으로 하였다. 

IFC 파일에서 속성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BIM 속성정보 추출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속성정보는 경계면의 명칭, 유형과 함께 경계면을 구성하는 재료의 종류와 재료의 물성정

보(열관류율, 밀도, 비열 등)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문자열 유사도 기반의 매칭 알고리즘 

구현을 위하여 두 문자열 간의 편집 거리를 계산하는 Levenshtein distance 알고리즘을 적

용하였다. 정확한 물성정보의 CFD 입력을 위하여 건축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표준 물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IFC에서 추출한 재료명과 물성정보 데이터베

이스 내의 재료들과의 편집거리를 계산하였다. 편집거리를 유사도로 변환하고 이를 기반

으로 선정된 최적 재료의 물성정보를 CFD 모델에 입력하는 매칭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유사도가 가장 높은 재료를 탐색하고 이의 열관류율 등의 물성정보를 CFD 모델에 입력하

도록 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의 검증을 수행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웹 공개 BIM 라이브러리를 활

용하여 총 8개의 BIM 모델에 대하여 개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BIM 속성정보 

추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약 99.1%의 정확도로 평가되었다. 일부 모델에서는 

추출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해당 BIM 모델이 표준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BIM 표준 규약을 준수하는 BIM 모델의 경우 해당 알고리즘이 정확하

게 IFC 재료 정보를 추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매칭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도

도 평가하였다. 유사도 평가 결과는 평균 0.84로 나왔으며, IFC에 속한 재료를 모두 정확하게 

CFD 모델에 매칭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물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Metal 재료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유사도 점수가 일부 낮게 도출되었다. 향후에 이를 보

완하여 유사도 점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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