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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BIM 모델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작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예전의 CAD 작업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점은 BIM의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BIM 모델링 작업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 데스크탑 인터페이스(Virtual Desktop Interface 이

하 VDI)와 가상 사설 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이하 VPN) 플랫폼에

서 음성인식 기능을 구현하여 일부 자동화된 모델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를 통해 BIM과 음성인식 인공지능이 결합된 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자동화

된 BIM 모델링 작업을 통해 업무 효율이 증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으로 알고리즘 기반 BIM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

로서 BIM 설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time taken for the BIM modeling work greatly affects the 

efficiency of the entire work. Particularly, it takes time to 

compare with past CAD work, which is also a factor impeding 

the introduction of BIM. In this research, we implemented some 

speech recognition functions on VDI and VPN platfor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IM modeling work, and proposed 

several automated modeling methods. This showed that the work 

efficiency was increased through proposing a platform combined 

with BIM, speech recogni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ed BIM modeling work. This is expected to play a major 

role i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BIM design as a way that 

future algorithm based BIM can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Keyword)

AI, Algorithm based BIM, A-BIM, BIM, Speech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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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배경�및�목적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 모델링 작업은 다양한 건축정보를 하나의 파일

에 담는 작업이다. 건축정보를 입력, 검토 수정하는 모델링 작업은 기존의 CAD를 이용한 도면 

작업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이와 관련된 김홍수(2014)1)의 연구를 살펴보면 BIM 

사용자를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로 기존의 CAD 워크플로를 사용한 설계 방식보다 BIM을 사용

한 설계 방식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자가 45.6%, 차이가 없다는 응답자가 26.3%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IM 모델링 작업에 비해 설계자가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며, 또한 실무현장에서 BIM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BIM 

모델링 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BIM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BIM 모델링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BIM 설계 도구의 구동 환경 플랫

폼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결합한 BIM 모델링 자동화 알고리즘을 제

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방법�및�범위

본 연구에서는 음성인식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반 BIM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

하였으며, 플랫폼에서는 가상 데스크탑 인터페이스(Virtual Desktop Interface 이하 VDI) 기술

을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를 사용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BIM 모델의 지적재산 보호와 무분별한 서버 접근 통제, 보안성이 확보된 네트워크 연

결을 위하여 가상 사설 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이하 VPN)을 활용하였다. 구축된 플랫

폼은 현재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팀 단위 규모의 업무 진행 방식

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플랫폼 기반 A-BIM을 활용하면서 발생되는 정보 

충돌을 방지하고자 프로젝트 매니저와 업무자의 사용 권한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BIM 모델링은 RC(Reinforced Concrete) 구조체의 내력벽, 비내력벽, 보, 기둥, 바닥의 모델을 

결합하는 정보의 검토, 수정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플랫폼 구축에 필요로 하는 클

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서버 플랫폼은 별도의 서버 환경을 새로 구축하지 않고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서버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되는 음성인식 인공지능 도구

는 국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BIM 도구의 소프트웨어 실행 환경인 OS(Operating System)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2)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2.� 알고리즘�기반� BIM과�음성인식�인공지능

2-1. 알고리즘�기반� BIM의�개념�및�필요성

알고리즘 기반 BIM(Algorithm based BIM, 이하 A-BIM)이란, BIM 환경에서 알고리즘 도구가 

결합되어 건물의 형태생성, 성능 검토, 모델링 자동화 등을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하는 개념이다. 

A-BIM은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생성 및 검토, 필요한 건물 속성 정보를 추출

하여 특정한 역할을 BIM 환경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최근 건축 초기 설계 단계에서 A-BIM의 

1) 김홍수, 김용준, BIM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 CDE학회, 2014, 390-393.

2)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 나 프로그래밍 언어 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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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대한 연구와 비정형 건축물 구현을 위한 A-BIM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A-BIM을 지원하는 도구로는 Vectorworks의 Marionette, Grasshopper, Lyrebird, Dynamo, 

Rhino-Grasshopper-ArchiCAD, GenerativeComponets, RevitPhythonShell, RosettaBIM 등이 

있다.3)

A-BIM의 특징은 한번 구축된 알고리즘을 사용 목적과 알고리즘 내부 스크립트의 구성에 따라

서 동일한 환경 혹은 유사 환경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점이다. BIM 정보와 모델의 수정을 위해 

제작되는 알고리즘은 BIM 모델의 상위 단위에 있는 카테고리 범위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스크

립트를 선택하여 이용할 경우 재사용성이 높은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에 

숙련되지 않은 사용자도 A-BIM 도구를 활용하여 BIM 정보를 추출하여 활용이 가능하고, 데이

터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BIM 모델링 작업 과정 중 단순 반복적인 모델링의 검토와 수정 과정에서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엄미영(2013)4)의 연구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BIM 모델링의 자동화 검토

에 필요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량 감소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델 검토 및 수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모델링 과정에서 결합되어야 할 객

체 간의 결합  여부이다.5) 결합이 필요한 객체는 보, 기둥, 벽체 등 구조체이며 모델링의 완성

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업무 효율성 저하요인은 BIM 정보를 활용한 A-BIM

을 BIM 모델링 검토와 수정에 적용할 경우 단순 반복적인 모델링 검토 및 수정 작업의 단순화

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 

2-2. 음성인식�인공지능의�개념�및�고찰

2017년 2월 인공지능 로봇인 소피아는 인도를 포함하여 총 5개국에서 인권을 인정하는 시민권

이 발급되었다. 소피아는 현재 여러 공개적인 방송을 통해 사람과 대화하며, 미래와 현재의 사

회적 문제들을 분석, 처리하여 질문에 대답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계가 사람의 음성 언어를 

인식하여 자연어 처리과정을 통해 정보로 인식하고, 처리된 도출 결과를 사람에게 전달하며 사

람이 요구한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한다. 이러한 AI의 자연어, 음성인식 기술은 1930년대 

이후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 가능해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증명하는 산물이다. 이처럼 인공

지능의 음성인식은 기계와 사람의 정보전달 체계로 핵심적인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시작과 함께 주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기술을 건축 분야에 도입하고

자 하는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음성인식 인공지능은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하 NLP)6)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음성 데이터를 컴퓨팅 환

경에서 실행이 가능한 명령에 일치시켜 음성명령을 처리하는 기술이다. 또한 기계학습과 신경망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술이며 개인에 대한 작업이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

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인공지능은 그 자체의 기술이 아닌 새로운 업무 환경과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음성인식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축된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실행되며, 프로그래밍을 통해 건축분야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Feist, S., Barreto, G., Ferreira, B. & Leitao, A, Portable Generative Design for 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CAADRIA 2016, 147-156

4) 엄미영, 박영현, 원종성, 이강, BIM 기반 병원 설계 검토 자동화 기술의 개발방향 및 우선순위에 관한연구 대한
건축학회, 2013, 147-155.

5) 송종관, 원지선, 주기범, 국내 BIM 지침의 품질 검토 항목을 활용한 Rule 기반 BIM Model Checker의 Rule 패
턴 개발에 관한연구, 디자인융복합학회, 2012, 103-116

6) NLP : 인간이 발화하는 언어 현상을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자연 언어 
이해 혹은 그러한 형태를 다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제반 기술을 의미한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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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합리적인 개발 방향은 기존에 발생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구조화한 후 기술과의 조

합을 통해 음성인식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7) 따라서 음성인식 인

공지능과 건축분야와의 결합은 업무효율성과 미래의 건축 설계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음성은 사람과 컴퓨터 간의 정보 전달 방법 중 사람 중심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현재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팅 정보 입력 도구는 기본적인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다. 업

무 중 회의 및 대화가 필요한 시간 이외에 개인의 업무를 진행하는 중에는 음성을 활용하지 않

고 있다. 이러한 업무 중 사용 빈도가 낮은 음성을 활용하여 기존의 업무 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업무효율성을 증대 시키고자한다. 간단한 음성 단어를 통해 검

증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명령이 실행 가능하고, 기존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건축 설계 업무환경에 활용한다면 적용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무환경에서 음성인식 인공지능과 A-BIM을 결합을 통해 BIM 건축 

설계 자동화 방안과 건축 분야 음성인식 인공지능 개인 비서 구현과 활용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3.� VDI의�개념�및�필요성

BIM에 포함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소프트웨어의 크기와 단일 프로젝트의 파일 크기가 

커지고 있으며 모델링 작업 진행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요구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사양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BIM을 도입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초기 투입 비용과 지속

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적인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요소들

로 인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10). 허보라미(2012)8)는 BIM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4곳의 설계사

사무소, 38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BIM을 활용한 설계를 진행하면서 건축사사무소에서 발생되

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문제를 조사하였고 표1과 같이 나타났다.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

Hardware� Problems

- Performance� degradation� of� BIM-based
- Desktop� environment
- Increases� of� initial� investment
� � (Diverted� from� 2D� to� BIM)
- Escalating� costs� of�maintenance� and� update

Sofrtware� Problems
- Lack� of� interoperability� between� data
� � Information� of� different� organizations
- Security� of� important� information� in� BIM� data

<표 1> BIM 설계 진행 중 발생되는 문제점

도출된 결과로는 하드웨어의 성능 한계와 BIM의 데이터 보안이 BIM의 도입 문제점이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 BIM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건축사사무소의 부담 등 공통적으로 하드웨어의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동 환경 문제는 VDI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7) 강장묵, 박정호, 음성인식 기반의 긴공지능 서비스 연구 동향, 한국정보통신학회지, 2016, 50-56

8) 허보라미, 심재현, 김한수, 김동현, BIM 설계 오류의 유형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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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I는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시스템 기술로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을 활용하는 기술이며 클라우

드 컴퓨팅 분야의 핵심 기술이다. VDI 기술의 요점은 하드웨어 인프라에서 가상 소프트웨어 시

스템을 구축하고 다수의 VM(Virtural Machine 이하 VM)9)을 관리가 가능한 점이다. 

또한 Hypervisor10)를 통해 CPU와 Memory 등을 포함한 서버 자원을 할당하고 가상의 데스크

탑 환경을 제공한다.11) 이러한 가상화 기술은 기존의 업무 환경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환경을 

클라우드 서버에 옮겨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웹상에 구축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를 활용하면서 

사무실 책상에서 데스크탑의 하드웨어 성능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기존의 데스크탑 환경과 

함께 인터넷상의 가상 데스크탑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하드웨어 성능이 낮은 컴퓨터

를 통해 작업하지만, 실제 컴퓨팅 환경은 데이터 센터에 구축된 서버의 자원을 통해 작업을 진

행하게 되는 것이다. VDI를 활용하는 경우 태블릿 PC, 노트북과 같은 BIM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기 어려운 하드웨어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PC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BIM 소프트웨어를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대용량

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BIM 모델의 수정과 검토가 직접 원본 파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모델의 수정과 검토가 가능하다.

2-4. VPN의�개념�및�필요성

VPN은 한 회사나 일부 단체가 공유하는 내용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사설 통

신망이다. 가상 사설망에서 데이터는 인터넷과 같은 공공망 위에서 표준 프로토콜을 써서 전달

되거나, 가상 사설망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서비스 수준 계약을 맺은 후 서비스 제공자의 사

설망을 통해 전달된다. 가상 사설망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업무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 하나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존 전용선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비용과 보안성의 한계를 가지며, 전용

선을 이용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새로

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 역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VDI 기반의 

BIM 모델링 작업환경을 구축할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특징으로 

인해  BIM 모델의 정보들이 유출되는 정보 보안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일부 또는 모두를 아웃소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개선사항 중 보안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

어야 할 과제이다12). 이러한 보안 해결 가능성을 윤호선(2011)13)의 연구에서 VPN을 활용한 

클라우드 서버 보안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모바일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로 접근에 

VPN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정보 보안성을 갖춘 클라우드 서버 운영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3.� 클라우드�컴퓨팅�기반� A-BIM의�구축

3-1.� VDI-VPN�기반�협업�환경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BIM기반 설계 업무환경의 특징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매니저에

9) VM : 컴퓨팅 환경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 즉 컴퓨터를 에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가상머신상에서 운
영 체제나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 및 실행할 수 있다. (위키 백과)

10) Hypervisor : 호스트 컴퓨터에서 다수의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한 논리적 플랫폼
(platform)을 말한다. 가상화 머신 모니터(virtual machine monitor, 줄여서 VMM)라고도 부른다. (위키 백과)

11) 이규협, 신중환, 권순욱, 박재우,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기술을 활용한 중소규모 설계사의 BIM 사용자 별 
데스크탑 자원 할당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16, 78-88.

12) 김승일, 박승섭,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 분석 및 데이터 보안성에 관한 연구,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0, 
367-369.

13) 윤호선, 홍성백, 염흥열, 김인재, 스마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VPN 구조, 한국정보기술학회, 2011, 
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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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VDI 서버에서 A-BIM의 사용 권한 및 허가권을 독자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기존 건축사

사무소의 서버 역할인 BIM 메인 모델 저장 및 공유를 VDI 서버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설

정하였다. VDI 기반 서버는 데이터의 전송 구조가 병렬식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물리적 서버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독립적인 OS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BIM의 팀 구성과 

협업의 구조상 하나의 BIM 모델 파일을 공유하여 작업한 모델 정보는 동기화를 통해 메인 모

델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업 시스템의 변화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 구축된 단일 OS 환경에 다수의 BIM 사용자를 TCP/IP 프

로토콜14)을 통해 연결하였다.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건축 BIM 모델링 협업을 진행할 경우 

메인 BIM 모델파일의 동기화 과정에서 데이터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문

제점은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팀에서 업무의 흐름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의 접

근 제한을 통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를 BIM 업무 환경에 적용한다면 부가적 효과로서 중소기업의 

BIM 협업을 위한 서버 구축비용과 인프라 엔지니어 고용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의 회사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B2B(Business to Business 이하 B2B) 형태의 서

비스를 활용할 경우 회사 업무에 관련된 부가 기능도 서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B2B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를 활용할 경우 전문 인력의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서버 활용과 물리적 

서버를 위한 공간이 사라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VDI를 BIM에 적용하였을 때 효과는 다음 4가지로 기대 할 수 있다.

(1) 모델링 작업 공간의 이동 가능.

(2) 하드웨어 용량 부족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

(3) 회사별 서버관리를 위한 인프라 엔지니어의 고용부담 절하.

(4) 전문 엔지니어의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서버관리와 BIM 모델 지적 자산보호 강도 증가.

본 연구에서 선택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VDI 기술을 활용한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버를 

선택하였으며, 활용된 서비스의 물리적 서버는 일본 도쿄에 위치하며 평균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976.56kbps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통해 물리적 서버를 할당받고 서버를 구축한 후 서버 

컴퓨터에 내부 OS 설정을 통해 TCP/IP 프로토콜 설정과 VPN 터널을 통해 작업자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IP를 설정하였다. IP의 연결 설정은 서버를 이용하는 인원수와 업무 환경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현재 BIM을 활용한 모델링 작성을 위한 정보 교환 중 타 건축 업체와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는 BIM 모델 파일을 공유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모델 

파일을 전달하거나 서버 접근 허용을 불가피하게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분야의 건축 관련 

업체와 협업을 위해 사무소의 기존 협업 시스템을 변화 시키는 것은 경제적 문제와 업무 방식

의 변화로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 보안성의 문제는 VPN터널을 구축하여 

활용할 경우 필요한 작업자에게 VPN 터널의 IP를 제공하고 한정적인 인원에게만 공개할 수 있

도록 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기반 BIM 작업 환경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업무환경을 유지하며, A-BIM의 도구 구동 환경개선과 BIM 데이터 보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VDI-VPN 기반의 업무환경을 <그림 1>과 같이 구축하였다.

14) TCP/IP : 패킷 통신 방식의 인터넷 프로토콜인 IP (인터넷 프로토콜)와 전송 조절 프로토콜인 TCP (전송 제어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다. TCP는 IP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로, 데이터의 전달을 보증하고 보낸 순서대로 
받게 해준다.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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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DI-VPN 기반 A-BIM 협업 환경

3-2. 음성인식�인공지능과�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BIM 모델 작성에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A-BIM 도구인 Dynamo

를 활용하여 BIM 정보를 수정, 검토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또한 A-BIM과 BIM

과 음성인식 인공지능의 결합을 위해 Windows 기반의 프로그래밍 도구인 Visual Studio를 활

용하였다. Cortana15)의 API와 Revit, Dynamo의 API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였으며, 

Revit의 Add-on인 Dynamo와 연계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A-BIM 

도구는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Visual Programming Language 이하 VPL)16)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래밍에 능숙하지 못한 비전문가들의 데이터 활용과 자율성을 지원한다. 따라

서 A-BIM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구축한 건축가의 개념으로서 제작된 다양한 알고리즘은 음성

인식 인공지능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범용성 있는 데이터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A-BIM으로 구축한 알고리즘은 BIM 카테고리 중 구조 기둥, 프레임, 바닥, 벽을 선택하여 객체

로 인식하도록 스크립트를 구성하였다. 이후 각 객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하였고, 

Hot_gear 패키지17)의 결합 스크립트를 통해 각 구조를 결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작하였으며 

<그림 2>와 같다.

<그림 2> BIM 모델 구조 결합 알고리즘

15) Cortana :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폰 8.1, 마이크로소프트 밴드, 윈도우 10 용으로 제작한 인공지능 소프트웨
어이다.(위키 백과)

16) VPL :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 (VPL)는 사용자가 프로그램 요소를 텍스트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그래픽으로 
조작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위키 백과)

17) 패키지 : Dynamo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고 기존의 스크립트와 결합
하여 공유하는 시스템을 패키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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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BIM�플랫폼

본 연구에서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VDI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구축되어 있는 Windows

의 Cortana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운드의 입출력이 가능한 하드웨어 성능을 가진 

서버 컴퓨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입력된 음성 정보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

버에 전달, 입력, 인식을 위해 VDI-VPN 서버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도구에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가상 사운드카드를 활용하여 환경을 구축하였다. VDI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의 하드

웨어 성능은 CPU 쿼드코어 2.4Ghz, RAM 8GB, SSD 100GB이며, 선택한 사설 서비스에서 제

공하는 선택 가능 하드웨어 사양 중 중간 사양에 해당하고 할당된 서버 자원을 활용하여 

Windows 10 OS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는 Revit 2017과 Dynamo 1.3.0를 활용하였다.

소프트웨어 구동환경 설정은 VDI 기반 클라우드 서버와 작업자의 컴퓨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

는 파일을 공유하고 동시에 다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Revit의 Workset과 

Collraboration을 설정하여 서버 컴퓨터에 메인 모델 파일인 .rte 확장자 파일을 저장하고, 작업

자의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에 동일한 파일을 활용하여 모델이 작성될 수 있도록 협업의 환경을 

구축하였다. 

음성인식 인공지능인 Cortan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정이 필요한데, 원하는 형식의 

소프트웨어 혹은 파일을 OS 내부 표 2의 경로에 바로가기 형식을 만들고 음성인식으로서 인식

하고 실행하도록 파일명을 설정한다.

C:\Users\admin(데스크탑�사용자명)\AppData\Roaming\Microsoft\Windows\
Start�Menu\Programs

<표 2> Cortana 명령인식을 위한 파일 저장 위치

먼저 표 2의 경로의 폴더 안에 실행하고자 하는 Dynamo 알고리즘의 바로가기 파일을 생성하고 

음성인식을 통해 인식할 이름을 새로 지정한다. 상황에 맞는 알고리즘을 별도로 제작한 후 파일

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이름이 비슷할 경우 실행의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applaunch_번

호”와 같이 파일에 번호를 입력하여 구분한다. 이 과정을 통해 비슷한 형식 혹은 이름의 파일과 

서로 구분 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BIM 프로젝트 파일과 

A-BIM 알고리즘 파일을 등록하여 사용한다. 구축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은 프로젝트 매니

저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의 운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A-BIM

을 실행한다.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 실행으로 BIM 모델링 파일의 동기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

이터 충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매니저를 제외한 업무자는 맡은 모델링 업무에 

A-BIM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일련의 A-BIM 플랫폼 기반 음성인식 인공지능의 데이터 전송 및 프로

세스는 <그림 3>과 같다. 프로세스는 먼저, 서버 컴퓨터의 A-BIM 도구인 Dynamo를 Cortana가 

메인 컴퓨터에서 전달받은 음성 정보를 인식하여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Revit 모델의 정보를 수정하

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VPN 터널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컴퓨터와 연결하여 외부와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OS에서 1차로 제공하고 있는 방화벽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기본 설정에

서는 다중 접속이 가능하며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워 VPN을 통해 서버컴퓨터에 저장

되어 있는 IP 주소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협업을 진행하는 업무자의 인원이 늘어날 경

우 접근 인원을 최대 8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BIM 모델의 수정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 초기

에 구축된 BIM 템플릿을 통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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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M 플랫폼 활용을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와 각 업무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VPN터

널을 통해 접근한다. 이후 서버에 저장된 BIM 모델링 파일을 BIM 템플릿에 구축한 협업시스템

을 통해 BIM 모델링을 진행한다. 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정보 입력과 불규칙적인 

모델링 작업을 제외한 단순 반복적인 모델링 작업을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가 음성인식 인공지

능에 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음성인식 인공지능은 A-BIM을 통해 구축된 알고리즘을 실행하

여 BIM 데이터의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수정된 데이터는 서버에 메인 모델파일에 동기화를 통

해 저장되며 이는 각 작업자에게 변화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며 작업을 완료한다.

<그림 3> A-BIM 플랫폼 기반 음성인식 인공지능의 명령 처리과정

A-BIM 플랫폼은 가상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하드웨어 성능 업그레이드의 경제적 부담

이 적고, 하드웨어의 성능 변경 역시 사용자의 입장에서 간편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많은 양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며, BIM의 작업에 필요한 요구 성능이 증가하여도 업

무를 진행하는 것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VPN을 통해 장

소에 제한 없이 BIM 원본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보안을 유지함과 동시에 업무진행 및 

활용이 가능하다.

구축된 A-BIM 플랫폼에서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BIM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음성 입력을 통해 “Hey Cortana, Open the BIM Sampleproject(프로젝트 

파일명)”라는 음성명령을 내리게 되면 BIM 모델링 파일을 실행한다. 두 번째, BIM 모델링을 진

행하면서 모델의 수정 혹은 새로운 작성으로 인해 벽, 기둥, 바닥, 보의 결합이 필요하거나 모델

의 정보 수정이 필요할 때 “Hey Cortanan, open the joinstructure(알고리즘 파일명)”이라는 음

성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서는 알고리즘을 실행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

의 명령을 서버 컴퓨터의 Cortana가 진행하는 동안 작업자는 기존의 데스크탑 환경에서 모델링

을 진행한다.

2번 디스플레이에서는 VDI 서버를 활용한 A-BIM을 실시간으로 실행하고 확인한다. 1번 디스

플레이에서는 A-BIM의 실행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BIM 모델링 업무를 진행한다. 

작업 상황 A의 VDI 서버에서는 알고리즘을 실행시켜 BIM 모델의 구조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 상황 B로 진행이 완료되면 BIM 모델의 구조 결합이 완료되며, 검토와 

수정된 사항을 보여준다. 이후 BIM 모델의 정보 동기화를 통해 메인 BIM 모델 파일에 작업한 

내용을 저장한다. 결과적으로 VDI-VPN 기반 환경에서 음성인식 인공지능과 A-BIM을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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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플랫폼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구조 결합을 실시

하였으며 실제 적용한 작업 상황의 흐름에 따른 BIM 모델링 업무의 진행은 <그림 4>와 같이 나타

난다. 

<그림 4> A-BIM 플랫폼 기반 BIM 모델링 진행 과정

4.� A-BIM�플랫폼�기반�음성인식�인공지능의�적용

하드웨어 성능과 A-BIM 도구의 구동환경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중 하나인 VDI를 

활용한 서버를 선택하였고, VPN을 통해 BIM 데이터의 보안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BIM과의 융합을 통해 A-BIM 플랫폼 기반 음성인식 인공지능의 BIM 적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A-BIM 플랫폼 기반의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활용한 

BIM 모델링의 검증을 위하여, BIM 모델 파일의 구조 검토 및 결합, 수정 과정을 위하여 

LOD(Level Of Detail 이하 LOD)300의 모델을 제작하여 구조 객체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 모델을 작성하면서 결합이 실행되는 구조부가 존재하지만, 구조의 세부정보, 재료, 구조의 

사용 목적에 따라 카테고리가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중 내부의 

상세 정보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어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업무자가 

직접 객체의 결합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업무효율성 증대 여부를 정량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총 3가지의 BIM 모델링 작업 환경에 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구축한 플

랫폼과 프로세스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4-1� BIM�정형�구조�모델

첫 번째 정형 구조의 건축 모델에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후 모델의 변화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난

다. 결합이 필요하며 정보의 중첩 현상이 이루어지는 곳은 기둥과 벽체, 기둥과 보, 슬라브와 보이며 

크게 3가지의 범위에서 결합이 필요한 모델이다. 구조 결합 알고리즘 실행 전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객체 간의 중첩 부분이 사라졌음을 객체 간의 접합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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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형 구조 모델의 알고리즘 실행에 따른 BIM 모델 구조결합 정보의 변화

<그림 5>의 과정에서 실행된 명령은 Dynamo를 통해 모델의 구조 결합을 검토하고 모델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를 결합하기 이전 구조체로 인식되는 객체는 52개로 산정되었다. 

알고리즘을 실행한 이후 구조 결합을 실행하기 위해 검토된 경우의 수는 962개이며 구조결합이 필

요하며, 결합을 실행한 객체 간의 조합은 488개이다. 따라서 488번의 명령을 실행하여 구조 결합이 

완료되었음을 <그림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정형 구조 모델의 구조결합 알고리즘 실행 및 검토 

4-2� BIM�경사�구조�모델

두 번째, 경사슬라브와 경사보가 있는 BIM 모델에 적용하였다. 경사보와 경사 슬라브의 경우 

일반적인 정형의 구조와 달리 각도와 각 구조체의 높이 값을 모델과 도면에 맞추어 작성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정형 구조의 모델보다 더욱 자세한 치수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경사보를 포함한 모델에서는 경사부분 하단에 접한 1층의 벽체와 경사보에서 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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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그 외에 벽체와 보가 접하는 부분 역시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그림 7>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7> 경사 슬라브 구조 모델의 알고리즘 실행에 따른 BIM 모델 구조결합의 변화

경사 슬라브를 포함한 구조 모델은 결합하기 이전 구조체로 인식되는 객체는 117개로 산정되었

다. 알고리즘을 실행한 이후 구조 결합을 실행하기 위해 검토된 경우의 수는 5175개이며 구조

결합이 필요하며, 결합을 실행한 객체 간의 조합은 2272개이다. 따라서 2272번의 명령을 실행하여 

구조 결합이 완료되었음을 <그림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경사 슬라브 구조 모델의 구조결합 알고리즘 실행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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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BIM�곡선�구조�모델

세 번째는 곡선 슬라브와 곡선보가 있는 BIM 모델에 적용하였다. 곡선보의 경우 휘어진 보의 

각도와 주변의 다른 구조체와의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와 다른 구조체의 결합

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모델링 과정에서는 작업자가 직접 수정을 하여야 

한다. 곡선보와 곡선 슬라브를 통해 작성된 모델링에서는 곡선보와 근접한 보의 결합이 이루어졌으

며, 곡선보와 건축벽의 접합부분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그림 9>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9> 곡선보 구조 모델의 알고리즘 실행에 따른 BIM 모델 구조결합의 변화

곡선보를 포함한 구조 모델은 결합하기 이전 구조체로 인식되는 객체는 89개로 산정되었다. 알

고리즘을 실행한 이후 구조 결합을 실행하기 위해 검토된 경우의 수는 3122개이며 구조결합이 

필요하며, 결합을 실행한 객체 간의 조합은 700개이다. 따라서 700번의 명령을 실행하여 구조 결합

이 완료되었음을 <그림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곡선보 구조 모델의 구조결합 알고리즘 실행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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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본 연구에서 구축한 플랫폼 기반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활용한 BIM 설계 프로세스의 적용 결과

로 BIM 모델의 단순, 반복적 모델링 검토, 수정이 이루어짐을 검증하였다. 3가지의 적용 사례

는 다른 정보와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고려해야하는 BIM 데이터 결합 검토사항이 다르다. 하지

만 A-BIM을 활용하여 BIM의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여 업무자가 고려해야할 다양한 검토 사항

들을 통합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였다. 이를 위해 구축된 플랫폼의 활용은 세부 구성, 정보처리 

그리고 음성인식 인공지능의 명령 처리과정을 하나의 가상 컴퓨팅 환경으로 구축하여 실행되었

다. 이러한 전반적인 구성과 검증내용은 A-BIM을 활용한 BIM 모델링과 음성인식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론�및�향후�연구진행�방향

본 연구에는 BIM 모델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BIM 활용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항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문제로 드러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VD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협업 환경을 제시하였고, 데이터 보안문

제의 해결을 위해 VPN과 결합하여 A-BIM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BIM 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충돌의 해결과 플랫폼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프로젝트 매니저의 서버 권한 부여를 

해결방법으로서 제시하였다. 구축된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구동은 음성인식 인공지능과 A-BIM

의 결합을 통해 BIM 모델링에 활용하였다. 그중 BIM 모델링 작업 중 단순 반복적인 모델의 검

토 및 수정작업을 진행하여 기존의 모델 검토 및 수정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BIM 모델링 작업

을 진행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A-BIM과 음성인식 인공지능의 결합을 통

해 BIM 모델링 업무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건축 BIM 분야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개인비

서의 초기 모습을 제안하였다.  

현재 연구에서는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과 달리 실제 업무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

는 하드웨어 성능과 OS 환경을 기반으로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 환

경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이 높은 성능과 비용의 투자 없이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업무환경의 큰 변화 없이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건축분야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 BIM 모델링 검토 및 수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관한 검증을 정량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BIM 건축 실시설계 단계에 A-BIM과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적

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를 위해 BIM 정보를 작성하는 알고리즘을 구축, 적용 그리고 검증할 

것이며, 실시설계 단계의 건축 BIM 설계 자동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구축되어 

있는 A-BIM 플랫폼의 정보 보안을 위한 보안성 증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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