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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opose an approach to auto-recognition of office objects using non-professionally taken indoor 

pictures based on the deep learning technique.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AI) has been applied in broad fields of 

industry. Especially, the deep learning-based image recognition and object detection technologies are attaining a high level 

of accuracy close to human capability. In addition, its source technology has been open to the public, allowing people to 

use it according to their own purpose. According to the AI trend, deep-learning also has been actively studied in the 

field of building technology. This paper describes an approach to utilizing image recognition at the phase of facility 

management (FM) and the process for verifying the possibility of adapting up-to-date technologies in FM fields. The 

procedure of this study includes data collection, data preprocessing, deep learning-based model training and office indoor 

image auto-recognition test for detecting office objects. The target office objects include office desks, office chairs and 

electronic devices, which are most commonly seen in the office space. Over 200 indoor images including target office 

objects are collected from the domestic office furniture firms‘ catalog for model training and testing. The results of test 

with new indoor image are analyzed as the factor of accuracy and similarity of detected office objects. This paper also 

depicts the potential to apply the auto-recognition technique with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for supporting 

CAFM (Computer-Aided Faci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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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1)

인간의 학습방식을 자 으로 구 하여 컴퓨터가 

사람처럼 학습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딥러닝(Deep Learning)의 등장과 그 

응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에 띄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과거의 인공지능의 목 이 주어진 로세스의 

자동화  일정 단계의 효율성 향상에 제한되었다면 

* 한양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석사과정

** 한양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학사과정

***한양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조교수, 공학 박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도시건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

(17AUDP-B127891-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재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

습하여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의 구축

을 목표로 하고 있다.1) 딥러닝의 다양한 응용 연구와 

방 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향상된 컴퓨터 

하드웨어 워를 토 로 기보 없이 스스로 바둑을 학

습한 알 고제로와 같은 진일보한 인공지능이 개발

되고 있다.2) 한 딥러닝 학습을 한 임워크와 

라이 러리가 제공되어 의료, 자율주행, 제조업, 

융, 유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응용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궁극 인 목 은 

1) 김병운(2016),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정보화

챙 23(1), p.76.

2) D, Silver, et al(2017).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 Nature, 550(7676), 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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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FM(Architecture,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Facility Management)분야에서의 딥러닝 응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BIM(건물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의 도입을 통해 기설계단계부터 시설물 

유지 리까지  단계에 걸쳐 건물 정보의 디지털화,  

정보 리 시스템, 로세스의 자동화 등을 바탕으로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시설물 유지 리 분야에

서는 건축물의 데이터를 보다 효율 이고 통합 으

로 리하기 해 다양한 컴퓨  기술을 사용하여 

CAFM(Computer Aided Facility Management) 시스

템을 극 으로 활용하고있다. 최근에는 더욱 효과

인 정보 리를 해 BIM의 활용방안이 연구되고 

있다.3)

본 연구의 목 은 시설물 유지 리 분야에서 최신 

컴퓨  기술인 딥러닝의 응용을 한 기 연구로서 

주요 기술인 이미지기반 사물인식의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해 오피스 이미지에 

나타난 사무집기 학습  자동인식을 테스트하고 이

를 활용하여 시설물 유지 리를 한 정보 리 시스

템과의 연계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 다.

1.2 연구의 방법  차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임워크인 구  텐서

로4)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API와 이미지 인식  분

류 그리고 사물자동인식을 한 CNN(합성곱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구조5)와 Fatster 

R-CNN Resnet6) 과 같은 오 소스 라이 러리를 활

용하여 학습  검증 그리고 추론 테스트를 진행하

다. 연구의 방법  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오

피스의 사물의 이미지 인식  자동분류를 테스트하

고 그 결과 정확도를 확인하 다. 그 분류의 상은 

표 이고 형태  특징이 상이한 의자와 책상을 

상으로 한정하 다. 이미지 학습  분류 두 번째, 앞

선 연구를 확장하여 오피스 이미지 내의 사물자동인

식 학습을 테스트하고 결과를 확인하 다. 이미지 내 

3) 고 환, 옥종호(2010). “BIM 기반 CAFM시스템 구축을 한 로
세스 개발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6(5), p. 

15.

4) 구 (2016), “An open-source software library for Machine 
Intelligence”, Retrieved November, 15, 2017, from 

www.tensorflow.org/

5) A. Krizhevsky, et al.(2012).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Proceeding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5, pp. 1090-1098.

6) S. Ren,et al(2015). “Faster R-CNN: Towards real-time object 

detection with region proposal network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p.91-99.

사물의 자동인식에 필요한 추가 인 데이터 처리 

과정을 진행하 다. 인식 상은 표 인 상  

캐비닛, 자기기 등 인식하기 더 어려운 상으로 

확장하 다. 새로운 이미지를 상으로 사물자동인

식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 다. 세 번

째, 사물자동인식을 활용한 공간객체 심의 시설물 

유지 리 정보 리시스템 연동 방안을 제시하 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차와 세부 방법에 한 다이어

그램을 나타낸다.

그림 1. 딥러닝 기반 이미지 자동인식기술과 
시설물 유지 리 분야 응용 방안 모색을 한 

연구 과정

2. 선행연구 고찰

2.1 딥러닝과 가용기술

인공지능의 개념은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80년  인공신경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얕은(shallow) 이어에 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90년 를 지나면서 이어

를 활용하여 깊고(deep) 복잡한 구조를 구성함으로

써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연구되었고 고성능 GPU 

 병렬처리 가능 등 하드웨어 성능의 향상으로 딥러

닝의 정확성  고도화 향상이 진되었다.7) 특히 이

미지 분류, 자연어 처리  상처리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진화된 성능으로 높은 정확도

와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인다.8) 

7) 고 은, 심귀보(2017).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인식  검출 기술 
동향”, 제어로 시스템학회지 23(3), p. 18.

8) 이승철 외. (2017). “딥러닝(Deep Learning)”,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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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페이스북  바이두 등 로벌 IT 기업들은 

이미지 인식기술을 이미지 정보화, 정보검색, 자료해

석 등 다분야에서 내외부 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

의 이미지 검색은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하

여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결과값으로 보여 으로써 

련된 정보검색을 가능하게 하 다.9)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 로그램 ‘딥 페이스’를 개발하여 사용자

가 올리는 사진의 얼굴인식을 통해 해당 이용자를 찾

아낼 수 있도록 하 다.10) 한 바이두는 모바일을 

활용한 객체인식 시스템 ‘바이두 아이’를 개발하여 

사람의 이미지 인식 에러율 (5.1%)에 근 한 만큼의 

에러율(5.98%)까지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같이 

이미지 자동인식기술을 생활 속에서 가깝게 사용되

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의 연계활용  

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임 워크 지원 언어 지원 os 환경 활용 분야

텐서 로

Python
C++
Java
Go

Linux
Window
Mac

이미지 인식
사물인식
자연어 처리

티아노 Python
Linux
Window
Mac

이토치 Python
Linux
Mac

라스 Python
Linux
Window
Mac

CNTK
Python
C++
C#

Linux
Window

카페
Python
MATLAB
C++

Linux
Window
Mac

표1. 가용한 딥러닝 임워크

최근 이러한 딥러닝에 필요한 복잡한 행렬연산, 자

동미분, GPU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오 소스들이 

공개되면서 보다 쉽게 딥러닝 모델을 구 할 수 있게 

되었다(표 1).11) 특히 텐서 로는 자동 미분, 분산 컴

퓨 을 지원하며 다양한 이썬 라이 러리 제공  

구 의 지속 인 지원 등으로 사용성이 좋아 많은 사

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의 이

토치, 마이크로소 트에서 만든 CNTK등이 오 소

스로 공개되어있다.12) 이러한 임워크는 다양한 

27(3), p. 20.

9) JIA, Yangqing, et al(2014)..“ Caffe: Convolutional architecture 

for fast feature embedding”. Proceedings of the 22nd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media, p. 677.

10) OM, ParkhI, et al(2015) “Deep Face Recognition”. BMVC. p. 6. 

11) 정여진 외(2017), “딥러닝 임워크의 비교: 티아노, 텐서 로, 

CNTK를 심으로, 지능정보 연구소 23(2), p.7

12) 키피디아(2017). “Comparison of deep learning software”, 

Retrieved November, 15, 2017 from en.wikipedia.org/wiki/Com- 

API와 라이 러리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딥

러닝 모델을 구 하고 학습  검증, 그리고 추론 할 

수 있게 도와 다. 이와함께 잘 훈련된 모델이 제공

되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데이터로 추가 인 학습

을 진행하여 빠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학

습이 가능하다. 이미지 인식의 경우 기존 연구를 통

해 속도와 정확도 별 특징이 다양한 학습된 모델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 인식 모델 학습

이 비교  쉽게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텐서 로기반의 다양한 API와 이미지 인식  사물

자동인식 라이 러리를 활용하 다.

2.2 시설물 유지 리 단계에서의 정보 리 

시설물 유지 리 분야는 건물의 수명주기  가장 

장기간을 담당하며 총 생애주기비용  85% 이상을 

차지하므로 단순 안 성 확보뿐만 아니라 경제  손

실을 막기 해 체계 으로 리되어야 한다.13) 리 

상 건물의 종류와 용도가 다양해지고 건물환경에 

한 입주자의 심이 증 됨에 따라 시설물의 다차

원 인 리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축물

의 생애주기  정보를 하고 해당 데이터를 분

석하여 효율 이고 집약 인 시설물 유지 리 로

세스가 연구되어야 한다.

건축물 시설의 유지  리를 한 정보 수집은 

리자 혹은 소유주체가 수작업으로 시설 황을 살

펴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많

이 소요되며 최신 정보의 획득과 데이터 리가 어렵

다.14) 따라서 CAFM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의 수집

-통합- 리를 아우르는 단계  리 로세스의 

수립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BIM은 이와 같

은 정보의 통합 리체계를 한 효율 인 정보 리 

랫폼으로 효율 인 시설물 유지 리를 한 안

으로 평가받고 있다.15) BIM 기반 시설물 유지 리 

련 연구는 BIM을 이용한 정보 리 방안을 제안하

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로 주어진 데이터에 

한 효율 인 활용  리방안을 제안하는 데 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거시 인 에서의 

BIM과 시설물 유지 리의 연계가능성  방안을 논

의하고 있으며 결국 유지 리 단계의 시설물 황  

parison_of_deep_learning_software

13) E. Teicholz(2004), “Bridging the AEC/FM technology gap“, 

IFMA Facility Management Journal,  p.589.

14) 강동화 외(2003). “ 학시설 리를 한 CAFM 시스템 구축방안

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발표 회 논문집–계획계 23(2), p. 
975.

15) 문성우, 박미경(2010), “BIM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유지 리 시

스템의 개발”, 한토목학회 정기학술 회, p.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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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딥러닝 기반 이미지의 특징 인식을 한 CNN 구조(15)

최신의 정보를 획득하기 해서 리자의 실사 악 

과정을 요구한다. 

리자가 실사 악을 해 공간을 둘러보고 분석

하는 과정은 시각 인 정보에 의존하는 과정으로 

를 들면 건축물의 유지보수 과정  담당자와 사진을 

어 유지보수과정의 진행상황  결과를 논의하는 

사례도 시각 인 정보 기반의 의사소통 방식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물 유지 리를 한 

공간정보 악에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반기술인 이

미지 자동인식기술과 BIM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실내이미지로부터 기자재  자산 악을 해 필요

한 정보를 자동 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를 데이터화

하여 통합 BIM 모델로 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 

황 악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약할 수 있으며 

추후 리를 한 통합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효

율 인 시설물 유지 리 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다. 

3.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자동 분류 

3.1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분류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학습에는 기본 으로 

CNN 신경망 구조가 사용된다. CNN 구조에서는 일

반 으로 3종류의 계층을 가진다(그림 216)).

(1)컨볼루션 계층(Convloustion layers): 2D이미지

를 3 by 3 혹은 그 이상 크기의 컨볼루션 필터와 활

성함수를 통해 이미지를 더 작은 여러장으로 나 고 

특징맵을 추출함   

(2)서 샘 링 계층(Subsampling layers): 컨볼루

션 특징맵을 더욱 단순하고 특징 으로 만들기 해 

x by x 필터를 거치여 값들의 평균이나 최 값으로 

특징맵을 추출함

(3) 풀리커넥티드 계층(Fully connected layers): 

16) 키피디아(2017),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etrieved 
November, 15, en.wikipedia.org/wiki/Convolutional 

_neural_network

추출된 특징 값을 인공신경망에 넣어 다차원 벡터 공

간에 올려 행렬연산을 통해 분류함

본 논문에서는 지도학습 방식 딥러닝 학습을 진행

하 다. 이는 이미지 분류학습의 가장 기본 인 방식

으로 사람이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컴퓨터

가 학습한 뒤 새롭게 주어진 이미지가 어떤 카테고리

의 인스턴스인지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술이다. 이미

지 분류학습은 이미지 내 사물인식에도 활용되는 기

술로 이미지 내에서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고 분류하

기 해 선행되어야하는 기술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미지 내 사물인식 학습에 앞서 

사무집기의 이미지 분류학습이 가능한 지 확인하 다. 

분류학습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이미지 데이터를 수

집하고 각 이미지에 해당하는 라벨을 부여하는 처리 

과정을 거친다. 2)CNN모델을 통해 이미지의 픽셀단  

특징을 추출한 하고 이 값을 바탕으로 분류학습을 진행

한다. 3)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새로운 입력 이미지에 

한 카테고리 추론을 진행한다. 구 에서 공개한 이미지 

분류 모델인 Inception V317)모델의 이학습을 통해 사

무집기  의자와 책상을 상으로 하여 분류학습을 진

행하 다.

3.2 이미지 인식 학습  자동분류 테스트 

이미지 학습  자동 분류의 상은 오피스 공간에

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의자와 책상으로 한정

한다. 각 카테고리에 따라 구  이미지서치, F사18), 

H사19) 등 국내 가구회사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데이

터의 수집을 진행하 다. 결과 으로 196개의 의자이

미지와 187개의 테이블 이미지를 확보하 다.

학습은 텐서 로의 이미지분류학습 API20)를 활용

17) 구 (2015) Inception v3, Retrieved November, 15, 2017 

github.com/tensorflow/models/tree/master/research/inception

18) 퍼시스(2017), 제품 카탈로그, Retrieved November, 15, 2017 

from www.fursys.com/

19) 한샘오피스(2017), 제품 카탈로그, Retrieved November, 15, 

2017 from hanssemoffi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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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학습이 완료된 이미지의 유사성에 따른 분포도

하 으며, 학습 모델은 Inception v3를 사용하 다. 

카테고리 수가 고 학습 이미지 데이터의 양이 방

하지 않아 개인 컴퓨터 상에서 학습을 진행 할 수 있

었다. 학습과정은 카테고리 별 표성을 띄는 특징 

값을 찾아나가며 진행된다. 개별 이미지들의 특징을 

추출해내가면서 유의미한 특징에 가 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표 인 특징을 수정해나간다. 학습이 완

료된 이미지들의 유사도를 시각 으로 악할 수 있

다(그림 3). 카테고리 별 분류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

별 이미지의 특징이 유사한 경우 가까운 곳에 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을 통해 얻은 이미지 

분류 모델을 통해 새로운 입력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

하고 그 값이 카테고리와의 유사도에 따라 분류한다. 

따라서 계산 결과를 통해 추론의 결과는 유사도 확률

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오피스 가구 이

미지21)에 한 추론 테스트를 진행하 으며 표

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4. 이미지 추론 결과

3.3 자동분류 학습 결과 요약

196개의 의자이미지와 187개의 테이블 이미지를 

20) 구 (2016), Image Recognition, Retrieved November, 15, 2017 
from www.tensorflow.org/tutorials/image_recognition

21) 한샘오피스(2017), Op. cit.

사용하여 분류학습을 진행한 결과, 정확도는 97.1%

로 측정되었다. 이학습의 경우 이 의 다른 학습을 

통해 얻은 가 치와 라미터를 새로운 학습 데이터

에 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테스트의 경우 

14만장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학습을 한 Inception모

델을 사용하여 은 학습 데이터로 빠른 시간에 학습

이 가능하 다. 한 학습과 새로운 이미지 추론의 

정확도 역시 높은 수 을 보여주었다. 추론의 결과는 

확률 으로 제시된다. 이는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이 완료된 이미지들의 특징을 기 으로 유

사도를 추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  

추론 특징으로 인하여 학습되지 않은 독특한 형태를 

가진 사물이라도 그 핵심  특징을 공유한다면 비슷

한 사물로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다.  

4. 딥러닝 기반 사무집기 학습  자동인식 

4.1. 딥러닝 기반 사물 자동인식

3장에서 설명한 이미지의 인식과 자동분류는 2차

원 이미지 픽셀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이미지가 어떤 

카테고리의 인스턴스인지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활

용하여 단일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분류하는 

것이다. 사물 자동인식은 이미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것으로 단순 자동분류 보

다는 조  더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미지 내 

특정 역의 존재하는 것이 사물인지 아닌지에 한 

단 과정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해 YOLO,22) 

R-CNN 23)계열의 모델이 주로 활용된다. 본 논문에

서는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어 그 리소스가 풍부하

여 기 연구에 한 R-CNN계열의 모델   속도

와 정확도가 향상된 Faster R-CNN resnet모델을 활

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물 자동인식을 한 학습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과정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비한다. 

2)Faster-RCNN Resnet 모델을 활용하여 해당 데이

터를 학습한다. 3)학습된 모델을 활용한 사물자동인

식을 테스트한다.

4.2 사무집기 학습 데이터 수집  처리

자동인식의 상은 오피스의 실내이미지에서 나타

22) J. Redmon(2017). “YOLO: Real-Time Object Detection“, Retr 
-ieved November, 15, 2017  form pjreddie.com/darknet/yolo/

23) R. Girshick, et al(2014). “Rich feature hierarchies for accurate 

object detection and semantic segmentatio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58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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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표 인 사무집기  일부로 한정하 다. 효과

인 연구를 해서 3장에서 테스트한 사무용 의자, 

책상외에 형태  특성이 어 인식이 어려운 캐비닛 

그리고 자기기로 확장하여 진행하 다. 학습의 좋

은 결과를 해서는 상 사물이 잘 드러난 오피스 

실내이미지가 필요하며, 이는 유명 국내 사무용 가구

회사인 F사24), H사25) 등의 웹사이트에서 수집하

다. 제품 카탈로그와 사례이미지 등 총 200여장의 이

미지가 학습에 사용되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

는 이미지는 해상도가 높고, 이미지 내에 사람 등의 

노이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그림5. 이미지 주석정보 입력 도구 인터페이스

딥러닝의 사물인식 학습을 해서는 이미지 데이

터와 함께 주석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한 처리과

정을 거쳐야한다. 주석정보는 이미지 내 특정한 사물

의 치좌표 정보, 카테고리 분류이름 정보를 포함한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효율 이고 빠른 이미

지의 주석정보 입력을 지원하는 오 소스 GUI인터

페이스 어 리 이션을 활용하 다(그림 5).26) 이를 

통해 이미지데이터와 그 주석정보가 담긴 XML 일

이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딥러닝 임워크인 텐서

로우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이미지 픽셀정보, 이미지 

내 사물의 치 좌표와 카테고리 정보를 담고있는 데

이터포맷인 TFRecord27)가 사용된다. 이러한 데이터

포맷으로의 손쉬운 변환을 지원하는 일련의 라이

24) 퍼시스(2017), Op. cit. 

25) 한샘오피스(2017), Op. cit.

26) T, Lin(2016), labelImg,  Retrieved November, 15, 2017 from 
github.com/tzutalin/labelImg

27) 구 (2016), Consuming TFRecord data, Retrieved November, 

15, 2017 from 
www.tensorflow.org/programmers_guide/datasets# 

consuming_tfrecord_data

러리가 제공되며 그 과정은 그림 6과 같다. 결과 으

로 학습  검증을 한 데이터는 의자의 경우 300여

개, 책상과 캐비닛은 각각 100여개 자기기는 50여

개로 총 550여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a)이미지 내 사물 정보 입력

b)텐서 로 용 학습데이터로 변환

그림6. 학습 데이터 처리 로세스

4.3 사무집기 이미지 학습  자동인식 테스트

이미지의 학습은 텐서 로의 사물인식 API를 활용

하 으며, 학습 모델은 Faster R-CNN Resnet v1를 

사용하 다. 학습을 한 데이터는 450여개, 검증을 

한 데이터는 100여개가 사용되었다. 학습  검증

의 진행은 구  클라우드 머신러닝 환경에서 이루어

졌으며 약 6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앞선 차를 통해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실내 이미지를 상

으로 사물자동인식 테스트를 진행하 다. 자동인식 

결과는 인식된 사무집기에 바인딩 박스와 카테고리 

그리고 정확도가 함께 나타난다(그림 7).

a)회의공간 이미지 내 사물 인식

b)사무공간 이미지 내 사물 인식

그림7. 사물자동인식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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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의 카테고리 별 자동인식률과 평균 인 정확도 결

과를 정리하 다(표 2).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가 가장 많고 

형태 인 특징이 확연한 사무용의자가 인식의 상  가장 

높은 인식률과 평균정확도를 보 다. 특히 면에 나타난 경

우 인식율과 정확도가 높았지만, 다른 사물에 가려져서 일부

분만 보이는 경우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 다. 한, 멀리에 

있어 작게 나타나는 경우도 인식을 잘 해내지 못하 다. 사

무용책상의 경우 특정한 사물에 의해 가려진 경우가 많아 

학습  추론의 정확도가 가장 낮았다. 스크린, 컴퓨터의 경

우 실제 사물들이 붙어있는 경우 그 경계를 구분하여 인식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인식 상
테스트
이미지 

추론사물/
실제사물
(개수)

자동인식률 평균정확도

사무용의자
a 8/12 66.6% 82.2%

b 5/5 100% 97.4%

오피스책상
a 0/1 0% 0%

b 1/5 20.0% 95.0%

캐비닛
a - - -

b 1/3 33.3% 50.0%

스크린
a 1/1 100% 89.0%

b 5/13 38.4% 59.0%

컴퓨터
a - - -

b 5/7 71.4% 72.6%

표2. 사물자동인식 테스트 결과 분석

4.4 사무집기 자동인식 학습  결과 요약

결론 으로 학습과 추론은 사용 데이터의 품질과 

숫자에 따라 차이를 보 고, 사무용 의자의 경우 유

의미한 인식결과를 볼 수 있었다. 추후 학습 데이터

의 질  향상과 체계 인 정확도 검증 방법을 통해 

성능의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스마트

폰으로 보는 실내 사진 혹은 CCTV 등 상장치와 

결합하여 실내의 사물에 한 인식을 빠르고 효과

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 공간객체 심 건물정보시스템 연동

5.1 공간객체 심 CAFM 시스템

공간객체는 형상정보 심의 기존 CAD모델과 달

리, BIM 모델에서 상기하학  정보를 포함한 건물

정보의 효과 인 생성과 리를 해 요하므로 모

델 작성 과정  필수 으로 작성되어야 한다.28) 공

간객체 정보의 락은 BIM 련 정보  객체를 

악하기 한 호스트 정보의 락을 의미하며 건물단

에서만 정보 악이 가능할 뿐 실 별, 공간 별 정보

악은 불가능하다. 특히 시설물 유지 리 분야에서 

28) 고 환, 옥종호(2010), Op. cit.  pp. 15.

공간객체는 시설물에 한 치정보  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BIM 모델을 작성할 때 요하게 

모델링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CAFM 내 공간정보는 주로 정보 체계화  정보

구축을 한 연구와 정보의 시각 인 표 에 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실시간 정보의 연동방안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시간 정보연동과 

련한 최근의 IoT  센서네트워크 등의 연구  개

발과는 별도로, 본 논문에서는 실내 사진이미지만으

로 간단한 오피스용 사무집기 인식을 테스트함으로

써 시설물 유지 리목 의 공간객체 심의 CAFM 

시스템 등과 같은 건물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의 가능

성을 확인하 으며 공간객체 심의 건물정보연동시

스템을 제안한다.(그림 8)

그림 8. 본 논문에서 제시한 딥러닝기반 오피스 이미지 
인식방안과 공간객체 심의 정보 리시스템 연동 방안 

개요

5.2 공간객체 심의 정보 리시스템 연동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시설물 유지 리를 한 정보 

업데이트 체계는 사람의 카메라나 상기기 등을 통

해 얻어진 공간과 련된 이미지 정보를 이미지 인식 

 사물자동인식 모델을 거쳐 사무집기에 한 항목, 

수량 등의 정보를 얻다.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가 효

율 으로 리되기 하여 공간객체의 층, 용도, 면

 등 다양한 기  별로 구분될 수 있는 공간정보 체

계를 활용하여 공간객체별 사무집기의 종류  수량

을 리할 수 있다. 

BIM 모델에서 공간객체 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공

간에 한 이름, 면 , 공간객체가 치한 층, 볼륨, 

수량 등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일람표(schedule)를 

추출 할수 있다. 이때 사무집기의 종류  수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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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께 추출된 일람표는 시설물 유지 리를 한 스

드시트 정보로 리될 수 있으며 추가 인 시설

물 유지 리 정보와 연계되어 업데이트 가능하다. 

한 이미지 자동인식기술의 확장으로 사무집기의 

치, 각도 등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BIM 

모델 내 사무집기 패 리 일의 치  형상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실시간 건물정보를 반 한 통합 BIM 

모델을 구축한다.

6. 결론

본 논문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되고 있는 

딥러닝의 가용기술을 알아보고 이미지인식과 사물자

동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딥러닝 학습  테스트를 진

행하 다. 이릁 통해 AEC-FM분야에서의 응용가능

성을 살펴보고 그 용 방안으로서 시설물 유지 리 

분야와의 연동 방안을 제안하 다. 학습에 사용된 데

이터의 수집과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학습과 자동

인식 테스트를 진행하 다. 그 결과 사무용 의자, 책

상 등의 이미지 면에 등장하며 형태  특징이 비교

 명확한 상의 경우 빠르고 유의미한 확률로 인

식, 분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캐비닛, 자기기 등 

형태  특징이 불명확한 사물에 한 인식 정확도는 

상 으로 낮았다. 이러한 사물자동인식기술을 활

용하여 개인 카메라, CCTV 등에서 확보된 이미지에

서 오피스의 사무집기 인식  카테고리 정보 획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시설물 유지 리를 

한 자산 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객체 기

반 시설물 정보 리 로그램과의 연동 방안을 제안

하 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시설물 

유지 리 연구의 기 자료로서 최신 컴퓨  기술의 

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후속으

로 인식 가능한 상의 확장과 그 정확도 검증이 필

요하다. 이와 함께 실제 연동을 한 구체 인 개발 

근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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