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기획 Ⅲ -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BIM 활용 전략

해외건축 프로젝트 BIM기술 적용

글 이종상 ＼ R&D팀 차장 ＼ 전화 02-3433-7735 ＼ E-mail lee-js@ssyenc.com

2000년대 들어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술적 이슈로 BIM(Building

그러나 이런 결과를 현실적으로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환경, 기술  

Information Modeling)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로 다양한 적용방

및 경험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BIM 적용 내용으로 볼 때 국내

법과 문제 등을 고찰한 발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는 이제야 간섭 검토를 조금 넘어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있는

새삼스럽게 BIM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BIM에 대

단계이다. 더하여 기존의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한 기본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국내 BIM 환경도

BIM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중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BIM을 적용

단순한 3D 모델링의 적용이나 간섭 검토, 시각자료화 등이 기본

하던 중 약간의 제약이 발생할 경우 BIM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

적 사항으로 인식되어 더 이상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을 단계에

어버리며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르고 있다.

BIM은 초기단계에 많은 분야의 인력이 경험적 Know-How를 3D

이런 BIM의 기본적용을 기반으로 이제는 BIM의 효율적 적용을 위

모델링에 정보로 입력하여 사전에 설계하고, 시공함으로써 최적

한 분류체계, 발주방식의 변화, 설계정보의 적정성, 생산성 향상에

의 건축물을 생성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이다. 이런 도구를 아직은

더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의 검토 및 적용 방법론을 모색

다양하게 다루어보지 못해서 궁극적인 효과를 언급하지 못하는

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기존의 업무프로세스에 BIM을 적용하기

국내 BIM 적용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보다 많은 결

보다는 BIM 적용을 위한 최적의 프로세스를 찾아 혁신해감으로써

과가 발표될 것으로 생각되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으나, 국내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적으로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의 효과를 논

외적으로 BIM을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2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지 질문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2. 누가 BIM을 수행하는가?
1. 왜 BIM을 적용하는가?
BIM은 도구 및 시스템일 뿐이다. 그냥 적용만했다고 모든 것이 자
다양한 분야에서 BIM을 적용하는 목적이 많겠지만, 시공사 입장

동으로 생성되고 가공되어서 자판기처럼 배출해내는 것이 아니

에서 생각해보면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 BIM을 적용한다’

다. 또한 BIM은 인공지능처럼 스스로가 무언가를 생성해내는 도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처음 BIM을 접하며 다양한 해외 자료를 검

구가 아니다.

색하던 중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에서 BIM 사용

BIM은 도구이기에 누군가 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어떤 절

시 공기28%, 공사비 2.9%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차를 거쳐 어떤 결과를 어떻게 생성해낼지를 누군가는 고민하여

것을 보고, BIM 적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

적절한 시기에 도구에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가공하여 다양한 결

하였다.

과로 생성되게끔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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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도구는 누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공공부문선도

BIM 수요 부족

루는 사람이?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2D 제도 관행

방해요소 제거

숙련 BIM 인력준비 부족

BIM 능력 및 수용력 구축

BIM 전문기술 강화 위한
부가적 자원필요

BIM 도입 인센티브 제공

불어 시공 및 설계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인력이 BIM을 수행함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풍부한 경험인력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승인
적용 전략

BIM의 수행을 위해서는 BIM의 기능과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더

적용 문제점

컴퓨터와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사람이? 설계도구인 CAD를 잘다

[그림 1] 싱가포르 BIM Roadmap

다. 기존의 CAD를 대하듯이 ‘지시하면 누군가 만들어 낼 것이고,
그것을 검토할때도 디지털 정보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

높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시하면 누군가 종이로 출력하여 내책상에 올려 놓을 것이다’라는

또한 수주를 위한 단계이므로 아직 미완성인 공법, 시공 세부사항

사고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BIM이라는 신

등에 대해 각 분야의 엔지니어와 다양한 협의를 이루어 완성해 나

기술을 접하고 직접 다루어봄을 두려움 없이 접근해야 하며, 거기

가야 하므로 협업을 위한 프로세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에 이제까지의 경험적 기술을 접목하여 아주 뛰어난 도구인 BIM

이 때문에 아직은 3D 모델링에 의한 검토와 대략적인 시공공정을

을 활용하여 기존의 5~6단계 프로세스를 2~3단계 이하로 단축

시뮬레이션 하는 정도로 적용하고 있으며, 점점 사전 시공성 검

시켜나가는 데 일조해야 하는 것이다.

토, 다양한 대안공법 제시, 시각적 이해증진 자료화, 환경성능 분

BIM의 가장 궁극적인 적용체계는 3D 모델링을 구현해내는 BIM

석 등의 다양한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Modeler와 모델링 기반 조정자 역할의 BIM Coordinator, 여기에

본고에서는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적용을 모두 기술할 수는 없기에

프로젝트 전반의 협업을 BIM을 통해 구현하고 실현하며 BIM을

BIM을 적용하는데 검토되어야 할 주안점과 수주단계에서의 발주

다루는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의 가교역할까지 수행하는 BIM

처 BIM 적용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Manager의 구축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BIM
Manager는 풍부한 엔지니어링 경험을 바탕으로 BIM의 도구적 시
스템적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직함이

4. 해외 프로젝트 BIM 적용 주안점

라고 생각한다.

1) BIM 적용 목적의 명확화

해외프로젝트의 경우 수주단계부터 이런 BIM Manager의 참여를

2) BIM 적용 범위의 규정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력 검증 또한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는

3) BIM 설계 모델자료의 적정성 검토(기간, Feedback 절차 및 방법)

실정이다.

4) BIM DB의 적정성 검토(속성정보의 범위 및 활용)
5) B
 IM Coordinator 전문인력의 활용 및 양성 : 계획, 실무운영,

3. 해외 프로젝트 BIM 적용

조율, Feedback 관리, 문제해결 절차 및 문서화
6) 설
 계에서 시공, 현장 및 협력업체까지의 Collaboration 방법 및 범위

해외 프로젝트에서 근래에는 입찰서 상에 BIM을 명시하고 BIM 적
용 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BIM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적으로 BIM Fund를 기획하여 BIM 적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
에서 주도하여 BIM의 적용을 확대하고, 단순적용을 넘어 생산성
향상을 이룰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해외에서 BIM을 적용한 프로젝트의 발주가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공사 수주를 위한 BIM의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수주단계에서의 BIM 적용은 아직 설계가 미비
한 점, 다양한 대안을 모델링해야 하는점 등 시공단계 BIM보다 짧
은기간에 다양한 내용을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BIM의 완성도를

[그림 2]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Process - R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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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BIM 적용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

계, S/W, H/W, On-Line Collaboration, BIM Team 정보, FM 적용

은 사항을 사전에 검토 및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프로젝트 수

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행 후 As-Built 제출에 따른 별도의 추가적인 작업을 사전에 방지

이에 근래 해외 프로젝트 BIM 적용 시 발주처의 BIM 요구사항을

할 수 있으며, BIM 적용에 따른 혼란을 조금이나마 사전에 걸러내

간략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BIM 운영은 모델링이 시작단계일 뿐이며, 경험적 Know-

Project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Requirements

How의 DB화가 중간단계이고, 이루어진 DB의 활용 및 유지관리

1) Objectives of Using BIM : BIM 사용 목적 - 설계의도를 이해, 	

가 완성단계이다. 그러므로 한 두가지 아이템만을 BIM으로 수행

시공 가능성의 사전 검토, 시공순서와 방법의 조정, 오류 최소

하고 마치 전체를 BIM으로 수행한 듯 전시행정하는 행위를 해서
는 않될 것이다. 초기 해외프로젝트에서는 발주처의 BIM 미숙지
로 수용되어졌으나 근래는 전혀 허용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화, 최상의 건설사업 관리
2) BIM Software Requirements : 모델링 구현 도구의 목록화, 상
호 호환방안 및 데이터 운영방안 제시

물론 한 두가지 아이템만이라도 실제 엔지니어와 협업에 의해 3D

3) BIM Hardware Requirements : H/W 종류, RAM, Graphic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모델링 자료를 기반으로 협의와 조정을

Card 명시, BIM Server(데이터 관리, 접근관리, 보안 유지방안)

거쳐 3D 모델 및 부가정보를 업데이트 해나가며 최종적으로 이런

4) BIM Requirements & Eexpectations : 제공 데이터의 수준, 	

모든 정보가 As-Built로 귀결된다면 비록 작은 아이템의 BIM 적용

BIM 제출 및 승인 방법, 협업 미팅, 모델링 수준

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BIM의 적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Contractor BIM Team : BIM Team 요건, 권한 및 책임, 모델러 수준

즉 BIM의 적용은 위의 적용 주안점을 기반으로 목적과 적용범위

6) Sub-Contractor BIM Team : BIM Coordinator, 권한 및 책임, 	

를 설정하고 3D를 형상화하고, 모델러와 기술적 Know-How를
갖춘 엔지니어가 협의에 의해 Feedback하고 3D 모델과 속성정

모델러 수준
7) Contractor BIM Responsibilities : BIM 실행계획(BIM Execution 	

보를 구축하며, 구축된 정보를 기반으로 발주처, 현장 및 하도업

Plan), 조직, 목표, 모델링, 데이터관리, 시공 전 조정, 협업계획,

체간 3D 기반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실시간으로 모델 및 정보를

데이터 보안 계획, BIM 컨텐츠 품질 보증방안, As-Built 모델의

수정 및 업데이트 해나가는 방법을 구축해 협의해나가는 업무 흐

제출 및 승인

름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가 주요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 Sub-Contractor BIM Responsibilities
9) Contractor & Sub-Contractor BIM Deliverables : 제출대상
(Shop, CSD 등), 제출방법
10) Project BIM Model Deliverables : 제출 단계별 모델 수준 및 종류
11) FM BIM : 각종 장비 파라미터 관리체계, Cobie Data  

[그림 3] Coordination Meeting at Site BIM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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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프로젝트 BIM 적용 요구사항

Contacts

Coordinates

Documents

Attributes

S/W, 경험인력 등을 질의하는 수준에서 모델링의 수준, 설계 승

Issues

Connections

인을 위한 조정방법, 협업방법 등을 넘어 Template 구성, 분류체

[그림 4] 설계, 시공 및 준공 단계의 FM정보

초기 해외 BIM 적용 프로젝트에는 시공사의 BIM 적용실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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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상기와 같이 근래의 해외 BIM 적용 프로젝트는 다양한 요구조건
을 명시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추상적인 의미에서 실질적인 수행

Tag

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는 이전에 수건이상의 BIM 적용 프로젝트를 수행하

철골관리 모니터링

생산         출고         입고         설치   

여 경험적 Know-How를 갖추고 있어야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RFID
Scan

또한 BIM 프로젝트를 경험하였어도 전체를 BIM 외부 용역사에 의
존하여 수행할 경우, 경험적 인력도 육성할 수 없고, 다음 프로젝

WIFI

WIFI
Wireless
LAN

트에서 적용 방법론을 제시할 수도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DB 서버

국내의 경우도 같겠지만, 이런 해외 BIM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먼저 아주 일반적인 아이템인 H/W의 경우 왜 64Bit 체계

유선 네트워크

를 사용해야 하는지? BIM의 S/W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의 특

[그림 6] RFID+4D 철골 자재관리 시스템

징이나 장점은 무엇인지?와 같은 작은 아이템도 상당히 폭넓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맺음말

건축, 구조, 설비 및 전기 각 분야에서는 3D 모델링 누가 어떻게
생성하며, 내부적인 조정과 협의 및 발주처와의 조정과 협의는 어

무엇보다 BIM을 적용함에 있어 꼭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BIM은

떻게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결과물 및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

단순 3D 모델이 아닌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지 등을 구현하고 설정해야 한다.

것이며, 경험을 해보지 않고 이론적 고찰만으로는 그 효율성을 느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낄 수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검색, 협의 및 RFID Tag를 활용한 주요 자재관리 시스템

또한 BIM은 단순한 S/W의 적용이 아니라 유기적인 시스템인 것

등 다양한 활용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어, 이런 새로운 방법에 대한

이다. 이 시스템은 풍부한 경험 기반을 갖춘 사람에 의해 운영되

검토도 필요하다.

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기존의 방식에 그대로 적
용해서는 이중작업이 되거나 부가적인 업무로 평가절하될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무경험과 BIM 경험을 갖춘 고급인력
의 육성 및 확보가 중요하며, 기존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혁신적
인 마인드와 방법론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BIM의 적용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BIM이 어떤 방식으로든 건설 프로세스의 생산성 향상에 기
여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그림 5] 시공단계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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