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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 건축 산업에 있어 리모델링의 수요가 꾸준

히 증가 하고 있으며 최근 유명인 및 연예인이 구입한 노후화된 건축물을 구매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건축물의 경제

적 가치가 상승했다는 기사와 맞물리며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수요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논문에선 국내 리모델링 연구 개발 

및 문제점 해결에 일조 하고자 하며 특히 최근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며 각 산업 별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 이러한 산업에 흐름에 맞춰 4차

산업 혁명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리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키워드: 인공지능, 도면자동화, 자동화, 리모델링설계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리모델링 사업을  입지 선정, 기획, 설계, 시공, 유지 

및 보수 이 5가지의 기준을 분류했을 때 3번째 단계인 설

계 단계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도면 제작을 진행할 때 내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내력벽 및 비내력벽의 위치를 수정하여 

서로 다른 2~4장의 프로토 타입의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당담자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고 수정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하게 될 

경우 도면의 표변이 매우적고 도면을 평가 하는데 있어 최

종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각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도면

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를 만약 컴퓨터로 수 만가

지의 도면을 뽑아내어 이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도면 별로 평가 기존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을 받은 10~20개의 도면을 산출해 내면 좀 더 좋은 도면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자동화 하는 프로그램

을 설계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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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설계 방향 및 방법

프로그램의 설계는 총 3단계로 구성되며 구성은 다음과 같

다.

1. 컴퓨터에게 학습시킬 데이터를 python의 데이터 

수집 라이브러리중 하나인 Beautiful Soup 으로 

네이버 부동산의 도면 자료를 크롤링하여 데이터

를 수집하여 프로그램에 알맞게 수정

2. 인공지능의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 중 하나인 

GAN 을 사용하여 정제한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학습시켜 다량의 도면을 생성

3. 기존에 만들어진 리모델링 도면 구조평가 프로

그램에 컴퓨터가 생성한 다량의 도면을 집어넣어 

도면을 평가 후 고득점을 받은 상위 10개 도면 

추출 



그림.1 최종 프로그램 프로세스 도식화

2.1 데이터 수집

GAN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선 

몇가지 선행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일률적인 데이터

의 형태를 제작하여 학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비지

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한다. 

그림2. 사진은 pix2pix라는 gan의 알고리즘을 차용한 프로그램

윗 사진은 gan의 알고리즘을 차용한 한 프로그램의 종류 

중 하나이다. Gan이 작동을 하기 위해선 Input 값에는 컴퓨

터가 인지 하기 편하도록 윗 사진의 중간 이미지(실제 이

미지)와 매칭되는 라벨링 작업을 한 데이터 셋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 데이터와 같이 학습을 시키게 되면 오른쪽과 이

미지와 같은 결과값이 출력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번 

도면 생성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라벨링 작업을 진행한 

데이터 세트와 실제 도면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학습을 위

해선 일률적인 데이터를 만드는게 중요함으로 이번 프로젝

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면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습을 위해 수 천장의 도면 자

료가 필요 하지만 도면 이미지 자료를 네이버 측에서 제공

하지 않음으로 컴퓨터 언어 중 하나인 python과 데이터 수

집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Beautiful Soup을 사용하여 약 

2800개에 해당하는 도면 이미지를 추출 했으며 이와 대칭

을 이루는 라벨링 데이터를 제작했다

그림.3 pix2pix를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왼 라벨링 이미지, 오 생성된 

이미지)

약 2800개의 아파트 평면도

그림.4 학습에 필요한 dataset(왼 실제 도면 이미지, 오 라벨링이 된 이미지)

2.2 pix2pix에 데이터 적용

최종 프로그램에 사용될 알고리즘은 아니지만GAN 이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도면을 생성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이 있었기 때문에 pix2pix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학습을 위해 만들었었

던 1000개의 dataset으로 진행했으며 학습 결과 진척도에 

따라 데이터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며 실험에 사용

된 컴퓨터 제원과 결과값은 다음과 같다

최종 데이터 개수: 2600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Train data set의 개수: 2400

장

학습된 데이터를 컴퓨터가 실제 도면과 비슷한지 확인하는 

data set의 개수: 200개

CPU: i7-6700

GPU: 1080ti 1ea

1번 반복학습 소요시간: 평균 43초

400번 반복학습 소요시간: 286분= 4시간 46분

출력 이미지 픽셀: 256*256 pixel



그림.5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도식화

2.3  pix2pix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성한 이미지 결과값 

그림.6 pix2pix를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왼 라벨링 이미지, 오 생성된 

이미지)

그림.5 pix2pix를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왼 라벨링 이미지, 오 생성된 

이미지)

그림.6 도면의 용도별 채색 분류

2.3  pix2pix 알고리즘 모델의 한계점

pix2pix를 사용했을 때 도면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었으며 결

과값도 좋게 나왔으나 크게 2가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2.3.1 이미지 생성 화질의 한계

Pix2pix가 최대로 생성해낼 수 있는 픽셀 크기가 

256*256pixel이며 이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리모델링 평가 프로그램에 이

미지를 삽입하기엔 품질이 매우 떨어진다.

2.3.2 다량의 도면 생성 불가

알고리즘 자체가 이미지를 하나만 생성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 불가

능하다.

2.4 pix2pixHD 알고리즘 적용

기존의 pix2pix 방식은 낮은 화질과 하나의 이미지만 출력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래픽 카드 

개발사인 NVIDIA 사에서 개발한 Pix2pixHD 알고리즘을 적

용하기로 했다. 기존 pix2pix와 다르게 2K(1920*1048 pixel)

까지 지원하며 다중 이미지 생성까지 할 수 있어 pix2pix 

때 사용했던 컴퓨터와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종 데이터 개수: 2600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Train data set의 개수: 2400

장

학습된 데이터를 컴퓨터가 실제 도면과 비슷한지 확인하는 

data set의 개수: 200개

CPU: i7-6700

GPU: 1080ti 1ea

1번 반복학습 소요시간: 평균 1600초

400번 반복학습 소요시간: 10620분= 177.7시간 =7.4일

출력 이미지 픽셀= 1024*1024 pixel 

그림.7 pix2pixhd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생성한 이미지

그림.8 pix2pixhd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생성한 이미지

2.4.1 pix2pixHD의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한계점

출력된 이미지의 상태는 정상적으로 출력되었으며 화질 또

한 1024*1024 pixel 로 출력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도면 

평가 프로그램에 대입하여 작업할 수 있는 품질을 생성할 

수 있으나 컴퓨터 제원 성능의 한계로 다량의 도면을 뽑아

내는데 무리가 있다.

2.5 Bicycle gan 알고리즘을 적용

pix2pixhd는 도면을 출력하는데 있어 준수한 성능 보여줬으

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성능 한계상 다량의 도면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pix2pixhd 보다 화질은 어지지만 

좀 더 다양한 도면을 생성하는 bicycle gan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했으며 사용한 컴퓨터 제원과 결과값

은 다음과 같다.

CPU: i7-6700

GPU: 1080ti 1ea

1번 반복학습 소요시간: 평균 860초

400번 반복학습 소요시간: 8666분= 95.5시간 =약 3일

출력 이미지 픽셀= 256*256  pixel 



그림.7

그림.7

2.5.1 bicycle gan의 한계점

이미지를 출력 하는데 있어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그

림8에서 보는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약간 다른 모습으로 출

력이 되지만 대부분의 도면이 미슷한 이미지로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0장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초기 테스트를 진행했고 200장을 생성 했을때도 이

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 코드를 수정하여 작업해도 동

일한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없어 다른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2.6 MS GAN의 알고리즘을 적용

MSGAN은 pix2pixhd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여러장의 이

미지를 생성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를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컴퓨터의 제원은 기존의 

사용했던 것과 같으며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종 데이터 개수: 2600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Train data set의 개수: 2400

장

학습된 데이터를 컴퓨터가 실제 도면과 비슷한지 확인하는 

data set의 개수: 200개

CPU: i7-6700

GPU: 1080ti 1ea

1번 반복학습 소요시간: 평균 1300초

400번 반복학습 소요시간: 8666분= 144.4시간 =6일

출력 이미지 픽셀= 256*256  pixel 

그림.9 왼쪽의 검정색으로 라벨링된 이미지를 입력시 서로 다른 다양한 

도면을 출력 

그림.10 검정색으로 라벨링된 이미지를 입력시 다수의 도면을 생성(200개의 

도면을 생성)

그림.11 생성된 다수의 이미지 중 한 장의 이미지 

2.6.1 MSGAN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한계점

하나의 아웃라인의 이미지(검정색 라벨링)을 집어 넣었을 

때 다량의 이미지를 생산이 가능했으나 생성된 도면의 품

질의 기존 pix2pix와 pix2pixhd의 수준에 한참 떨어지는 수

준이다.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pix2pix와 pix2pixhd는 벽

체를 완벽하게 구현해 냈으나 msgan을 사용했을 때 벽체

가 일그러지며 정확히 산출되지 않으며 벽체가 끊겨서 생

성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6.2 MSGAN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제시



MSGAN에서 생성한 이미지의 화질은 256*256 pixel로 생성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구조 평가프로그램에 도입할 수 없

기 때문에 이미지 후처리 작업을 하여 도면을 삽입해야 하

며 2가지 단계로 나눠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업스케일링

최근에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 분야 중 하나인 컨볼루션 신

경망(CNN) 시스템을 통한 딥러닝으로 2차원의 이미지를 업

스케일링을 하여 256*256pixel 에서 2k~3k까지 이미지를 확

대 및 개선이 가능하다.

그림.12 full hd 화질에서 4K로 업스케일링을 진행하는 과정을 도식화

2) python 이미지 후처리 라이브러리인 open cv를 활용하

여 벽체 수정

Msgan을 사용하여 만든 도면의 벽체 부분이 끊어져 출력되

거나 직선의 형태가 아니 곡선의 형태로 출력된 이미지를 

벽체가 생성된 곳에 그리드 선을 그려 그림을 분해하고 다

시 적합한 이미지로 재생성한다.

그림.13 OPEN CV를 활용한 이미지 후처리 과정 도식화

3. 프로그램의 사용 시 기대효과

1)도면 설계시 비약적인 시간 단축

설계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수주를 받고 도면을 그리는 작업

을 진행하게 될 경우 평균적으로 프로토 타입의 도면을 그

려 내는데 1일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해

서 도면을 제작하게 되면 1초당 38.4개의 도면을 생성할 

수 있으며 도면을 20000개를 생성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

분도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2)무한히 생성할 수 있는 도면

학습된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도면의 형태를 뽑아 내

는 것이기 때문에 뽑아낼 수 있는 도면의 숫자의 제한이 

없으며 각 도면마다 다른 구조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를 

구조 평가 프로그램에 적용 시 수만장의 도면을 평가함으

로서 기존의 재래식 방식보다 도면을 선택 하는데 있어 좋

은 도면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3)정량적 평가 

기존의 방식은 설계의 최종 책임자가 설계자가 설계한 도

면을 평가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방식

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간다. 만약 컴퓨

터로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경우 체계화된 점수표에 따라 도

면별로 점수를 매겨 보다 객관적으로 도면을 평가할 수 있

다.



그림.14 도면의 구조 및 공간별 점수 기준표 

그림.15 합산된 도면의 점수표

2.7 향후 계획 및 발전 방향 

Msgan에서 나온 이미지를 python을 통해 후처리를 하여 구

조 평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을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검정색 outline에 내력 벽체를 설

정하고 학습을 시켜 도면을 생성 하는 수준까지 하는게 최

종 목표이다.

그림.16 프로그램의 최종 형태 input 값

그림.17 프로그램의 최종형태 output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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