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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e days, architectural projects are becoming larger and more complex. And lots of information occurs

through each phases and areas. For these reason, it is emphasized that collaboration with other parts.

Therefore we need more effectiv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llaborate in early

stage with existing design process and it causes unnecessary spending of time and cost because of 2D-based

working system. For solving these problem, we should introduce BIM-based Integrated Design Process

which makes it possible to collaborate with other parts from early stage. Now the AEC industry in Korea

has been trying to introduce BIM, and promoting variety of related business. However, for actual application

of this system, it is unfortunately necessary to change various system throughout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is will cause lots of effort and expense. It is essential that scientific analysis and evaluation of

efficiency and validity about this investment, because estimation of the investment and accompanying

effects will provide reasonable standard of judgment for investment decision. Thus, this research conducted

Cost-Benefit Analysis about BIM-based Integrated Design Process compared to existing design process.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an be used for preliminary data in the future BIM market.

Key words : Integrated Design Process, BIM, Cost-Benefit Analysis, Cost-Effectiveness Analysis,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산업·경제·생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식정보

가 중요해짐에 따라 건설 산업에서도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건축 프로젝트에서

도 각 단계별, 분야별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발생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타분야간의 원활한 협업이 강조

되고 있다.1) 하지만 기존의 설계프로세스는 초기단계

의 협업이 어려우며 단계별 결과물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2D도면 기반의 작업형태는 설계

변경시 많은 반복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

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설계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국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에서는 통합설계프로세스(Integrated Project Deliver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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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진희, 박종진, 최현아, 전한종, “국내설계사무소를 중

심으로 한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pp.45-48, 2007.10
2)2007년 AIA에서 Integrated Project Delivery의 Working

Definition을 발간하였고, 이후 ENR에서 IPD를 통합프로

젝트발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국내설

계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 적

용사례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 논문에서는 통합설계프

로세스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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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설계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인원, 시스템, 업무와 기술 등으로 확장하여 효율의 극

대화를 위해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를 협력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설계프로세스는 초기단계의 협업과 정

보의 공유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

라에서도 BIM의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지

만 앞으로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건설 산업 전반

에 걸친 각종 시스템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투자를 결

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하

여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는 각각의 당사자들이 인정하

고 설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경제성 분석을

의미한다. 따라서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의 도입

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이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

과의 정량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규격화된 평가기

준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대상의 선정

BIM은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참여 주체들 중 설계사무소에서 이루어

지는 설계프로세스로 범위를 한정하여3)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와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를 비교·분석

을 통해 비용효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국내 설계사무

소를 직원 규모별로 분류하면 직원 규모 10인 미만인

경우를 소규모, 직원 규모 1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를 중규모, 직원 규모 100인 이상인 경우를 대규

모라고 할 수 있다4).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 및 조경설

계 서비스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는 직원 규모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무소가 전체 사업체 수의 87%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의 1.3%에 불과한 대규

모 사무소 중에서 72.2%는 서울·경기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M의 도입·적용 여부

및 활용 업무에 관한 조사에서는 대규모 사무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

울·경기권을 제외한 타지방일 경우 소규모 사무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소규모 사무소에서는 대규모

사무소에 비해 아직 BIM의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타지방의 소

규모사무소 중에서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를 도

입한 사무소를 사례로 선정하여 향후 소규모사무소의

BIM 도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비용과 편익 항목의 설정에 있어서 크게 정량적, 정

성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정량적 비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비용과 편익의

정량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범주의 활

용체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의 유형화를 이용하

였다. 비용은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그리고 편익은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를 도입한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편익으로 업무시간 절감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업무

처리 정확성 향상, 도면 제작 용역 및 구입비용 절감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앞서 선정된 비용과 편

익 항목을 바탕으로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

익률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한 BIM기반 통합설계프

로세스 도입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제시하

고, 마지막으로 실제 사무소의 사례에서 10년 동안의

연차별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편익을 산정하였다. 

 

2. 기존의 설계프로세스와 통합설계

프로세스의 비교분석

2.1 국내·외 기존 설계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먼저 국내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설계도

3)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의 적용범위는 설계계약, 설

계과정, 발주 및 시공,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건설업의 전

범위에 걸쳐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설계과정에만

한정하였으며 이 후 더 범위를 넓힌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김진욱, “통계로 본 건축설계 산업”, 건축과 사회, 통권

제17호, pp.267-290, 2009.09

Fig. 1. Number of establishments by the staff size (left),

Number of large-scale establishments by regional

groups (right) in architecture and landscape design

service fiel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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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작성기준/기본 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2002)

에 따르면 기획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국의 건축설계프로세

스와 별 차이가 없으나, 실제로는 기획단계부터 완성

후 업무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보다는 심의,

허가 등의 건축행정 업무체계에 맞추어 진행되거나,

계약서에 명기된 체계대로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5). 기존의 국내 건축설계프로세스에서는 협력업체

가 기본설계 단계에 투입되기 시작하므로 초기단계의

협업이 어렵고, 각 단계별 결과물 도출을 중심으로 진

행되므로 반복된 도서작성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2D

기반의 작업형태를 가지므로 설계 변경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기획단계에서 실시단

계로 갈수록 업무의 양이 늘어나고 세분화된다.

국외의 경우 영국 RIBA와 미국 AIA, 호주 AIQS6)

의 설계프로세스 분류에 대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

이 4-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업무내용을

분석하면 설계단계의 명칭이나 형태는 다소 다르지만

업무내용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2.2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통합설계프로세스는 기존설계프로세스와 다르게 3

차원의 BIM모델링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

무의 범위와 그 내용이 달라지므로 그 용어가 달라졌

다고 할 수 있다. 통합설계프로세스의 설계 단계는

Conceptualization, Criteria Design, Detailed Design,

Implementation Documents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

다. 그 중 첫 번째 단계인 Conceptualization 단계는

무엇을, 누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기

존의 기획설계에 해당하며 3차원 디자인 도구의 결정

과 건물의 규모와 공기, 지속가능성이나 친환경성을

고려하고 목표를 세우는 단계이다. 두 번째인 Criteria

Design 단계는 형태를 잡아가는 단계로써 계획설계에

해당하며, 건축분야에서는 BIM모델을 구축하고, 엔지

니어링 분야에서는 BIM모델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보다 여러가지 분석 결과를 기존의 프로세스보다 빠

른 단계에서 얻을 수 있다. 세 번째인 Detailed

Design 단계에서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주요 디자인이 모두 결정되는 기본설계

Table 1. Existing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in domestic7)

and foreign

국내 영국 RIBA 미국 AIA 호주 AIQS

기획
업무

1. Appraisal
2. Design Breif

1. Pre-Design
2. Site Analysis

1. Inception 
Feasibility

계획
설계

3. Concept
3. Schematic 

Design
2. Outline 

Proposals

중간
설계

4. Design 
Development

4. Design 
Development

3. Scheme 
Design

실시
설계

5. Technical 
Design

6. Production 
Information

5. Construction 
Documentation

4. Tender 
Documentation

Table 2. Existing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in domestic8)

기획설계
(P.D : 

Pre Design)

기획설계
(P.D : Pre 

Design)

1. 프로젝트 착수
2. 사전조사
3. Feasibility

계약
(Contract)

1. 계약준비
2. 계약

설계단계
(D.P : Design 

Phase)

계획설계
(S.D : 

Schematic 
Design)

1.계획설계 착수
2. Analysis
3. Programming & 

Planning

4.계획설계 도서작성
5.심의

기본설계
(D.D : Design 
Development)

1.기본설계 착수
2. Design 기본계획
3. Design Development

4.건축기본설계 도서
작성

5.협력업체기본설계
도서작성

6.각종영향평가
7.인허가 업무
8.기본설계단계승인

실시설계
(C.D : 

Construction 
Document)

1.실시설계 착수
2.건축실시설계 도서
작성

3.협력업체 실시설계
도서작성

4.실시설계도서검토
5.심의 및 인허가
6.실시설계도서 보완 
및 수정

7. 실시설계단계승인

시공단계
(C.P : 

Consturuction 
Phase)

현장관리
(S.A : Site 

Administration)

1. 시공 launching
2. 착공
3. 공사진행
4. 준공(사용승인)

5)박진건, “건축설계사무소의 웹기반 설계관리 시스템 개

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6.08
6)RIBA :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AIA :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QS : The Australian

Institute of Quantity Surveyors
7)국토해양부, 설계도서작성기준/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2002
8)KIA 건축설계실무핸드북 - 표준건축설계 업무절차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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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Implementation Documents

단계는 전통적인 프로세스로 보면 실시설계에 해당하

지만 대폭 그 해당 기간과 업무가 축소되어 더 이상

설계의도가 변경되거나 발전되지 않고 디자인 의도가

어떻게 이행되느냐에 대한 결정과 도서작성이 완료된

다. 즉, 전 단계까지 구축된 BIM모델로부터 도면 및

도서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기존의 설계프로세스와 큰 차이점 중의 하나로

Agency의 초기참여를 들 수 있다. Fig. 3에서 보여지

는 것처럼 디자인팀이 상대적으로 일찍 구성됨으로써

디자인 초기에 고려되는 디자인 이슈의 상대적인 크

기가 훨씬 커지게 된다. 또한 시공자까지 설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설계 오류를 감소시키며 건물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서 최종 마감과정을 앞당길 수 있는데,

이는 BIM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다. 왜냐하

면 BIM 시스템에서는 직접적으로 또는 연결되어 있

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건물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분석 소프트웨어는 이

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성능이나 특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초기단계

에서의 정보 교환과 검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사

결정에 관한 관련 분야의 즉각적인 대응이 용이해진다.

3.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의 비용

편익분석 방법론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개념적으로는 아

주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을 단순 비교하여 순편익

을 측정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비용

과 편익을 구체적이고 금전적인 가치로 측정해야 한

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여러 가

지 분석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

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3.1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이란 국

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alternatives) 각각의 비용과 편

익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

하는 기술적 방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11).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효과를 금액과 같은 화폐적, 또는 재무적

가치로 측정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좁은 의미로는 시

스템 도입에 따른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

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용효과분석(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이란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

우, 화폐가치가 아닌 비재무적 측정치로 분석하는 방

법이다. 이는 정량화나 계량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화

폐환산이 어려운 효과나 정성적 또는 기술적(記述的)

인 평가가 가능한 효과도 포함하여 평가를 행한다는

사고에 의거하고 있다12).

Fig. 2. Integrated architectural design process9).

Fig. 3. Design Issue and related consultants of traditional

design process (left), integrated design process

(right)10).

19)AIA California Council, Integrated Project Delivery, A

Working Definition Version 1, 2007.05
10)이병연, 김광현, “친환경건축 통합설계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4호,
pp.55-62, 2009.04

Table 3. Comparison between CBA and CEA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측정
하여 분석

화폐적 단위로 측정하기
어려운 효과를 분석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 모색

투입된 자원의 효과를 분석

정책의 판단에 더 많이 이용 정책의 평가에 더 많이 이용

정책시행 전에 많이 이용 정책시행 후에 많이 이용

11)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서울, p.2, 2008
12)김태윤, 김상봉,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 공공사

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 박영사, 서울, p.8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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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비용편익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여기서 합격된 사업들에 대하

여 비용효과분석을 행하여 최종적인 선택이 이루어지

게 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된다. 

3.2 비용인자와 편익인자의 결정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비용인자와

편익인자의 적절한 설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정확

한 측정이 필요하다. 비용과 편익은 여러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용은 유형적 비용

과 무형적 비용, 일회적 비용과 반복적 비용, 개발 비

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편익은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

익,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2.1 비용인자의 결정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의 도입에 따른 비용의

측정은 일반적인 비용 측정 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Table 4와 같이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 기타경비로 나누어 각각에 따라 구축비용과 유

지관리비용으로 분류하였다. 

하드웨어는 PC 및 주변장치 등의 구입비용과 업그

레이드 비용, 소모품 구입비용, 교체부품 비용, 임차비

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BIM기반 통합

설계프로세스의 운용에 필요한 기본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비용,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입비용, 그리

고 업그레이드 비용 등이 있다. 인적자원은 전문인력

의 교육비용과 훈련비용, 그리고 향후 고용 시 고용비

용이 주요 비용인자가 된다. 기타경비로는 공공요금

및 기자재 비용, 공간 확보 비용 등이 포함된다. 

3.2.2 편익인자의 결정

편익은 크게 신속성이나 비용절감과 같이 화폐적

단위로 측정 가능한 정량적 기능성과 그렇지 않은 정

성적 기능성으로 분류하였다. 정량적 기능성은 업무

처리 시간의 절감, 자료검색 및 조회능력의 향상, 의

사결정시간의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적인 편익

과 인력비용이나 문서비용, 외부용역 비용의 절감으

로 인한 직접적 편익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성적 기능

성은 업무처리 내용과 자료 관리, 부처간 정보공유의

정확성과 업무처리나 부처간 정보활용의 편의성, 그

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다

양한 정보의 활용능력과 같은 적응성으로 분류하였

다. 이 중 화폐의 가치로 변환 가능한 편익은 Table

6과 같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측정지

Table 4. The set of cost factor

구축비용 유지관리비용

하드웨어 기기도입
기기보수

(업그레이드, 소모품)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도입

시스템 보수 
(업그레이드)

인적자원 교육 운용관리

기타경비
공공요금 및 기자재 비용

공간확보비용

Table 5. The set of benefit factor 

정량적 
기능성

간
접
적

도서작성 및 
편집능력

·도서작성 및 편집시간
·업무처리의 신속성

자료검색 및 
조회능력

·자료검색 및 조회시간
·타부처의 자료검색 및 조회

의사결정의 
개선

·의사결정 정보제공의 신속성
·의사결정시간의 단축

직
접
적

인력비용 절감 ·필요 인력의 감소

문서비용 절감 ·문서량의 감소

외부비용 절감 ·외주 비용의 절감

정성적 
기능성

정
확
성

업무처리 내용
·업무활용정보의 정확성
·업무처리내용의 일관성

자료의 관리
·시스템내 저장자료의 정확성
·정보가공 및 처리의 정확성

부처간 
정보공유

·부처간 정보의 오류발생정도

편
의
성

업무처리의
 편의성

·문서/도서작성의 편의성
·업무처리의 편의성

부처간 
정보활용

·부처간 정보활용의 편의성

적
응
성

업무변화에 
대한 대처

·업무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시스템간의 자료교환 능력

정보의 
활용능력

·다양한 정보의 처리능력

Table 6. Concrete benefit factors for measurement

평가항목 측정지표

업무처리 시간 
절감

·문서(도서)작성 시간 절감
·문서(도서)관리 시간 절감
·문서(도서)의 수정 작업 시간 절감
·자료 검색 및 출력 작업 시간 절감
·자료 분석 및 통계 작업 시간 절감
·타기관과의 자료 교환 시간의 절감

업무처리 정확성 
향상

·오류 발생의 절감을 통한 비용 절감

직접 비용의 
절감

·필요 인력의 감소
·문서량의 감소
·외주 용역 비용의 절감

대기시간 절감 ·민원 신청 후 대기시간의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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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설정하였다.

3.3 비용편익분석의 기법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을 정확

하게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측정치를 가지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서 설정된 비용, 편

익의 인자들을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최종적인 결

론을 유도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경제성 평가지표

로는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등이 있다.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

들 중 어느 한 가지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

지의 방법을 함께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비교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3.3.1 편익비용비 (B/C, Benefit-Cost Ratio)

(1)

Bi: 기간 i에서의 편익,   i: 기간(year)

Ci: 기간 i에서의 비용, r: 할인율

편익비용비는 비용의 현재 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

재가치의 비율로써 편익비용비가 1보다 작으면 비용

에 비해 낮은 편익이 발생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사업성

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계산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모두 환산하여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6.5%로 계산하였다13).

3.3.2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2)

일반적으로 사업의 투자효과는 시간대별로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평가의 기준 시점으

로 정해야 하는데, 이 중 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정하

는 방법이 순현재가치법이다. 따라서 순현재가치법은

투자사업의 전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순편익의 합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차로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시점으로 환산된 편익이 총 비용보다 크면, 즉 순현재

가치가 (+)이면 그 사업은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3.3 내부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

(3)

내부수익률은 투자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기대되는 예상수익률로써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

다. 따라서 내부수익률(R)이 사회적 할인율(r)보다 크

면 그 투자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BIM도입에 따른 국내 설계사무소 

비용효과 분석

실제 국내 설계사무소의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

스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을 위한 사례로 선정된

A건축사사무소는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

장 1명, 실장 1명, 직원 4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설계사무소이다. A건축사사무소는 1997년에

개설되어 약 8년간 기존의 설계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나 2005년부터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약 6년간 운

영하고 있다. BIM 적용 경험이 비교적 짧은 편이지

만, 국내의 도입 현황을 고려할 때 소규모 설계사무소

가운데 상당이 빨리 도입한 사무소라고 할 수 있다. 

4.1 비용의 측정

기존의 설계프로세스에서 BIM기반 통합설계프로

세스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만을

산정하였다. 앞서 설정한 비용인자를 기본으로 각각

에 대하여 A건축사사무소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항목

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면 Table 7과

같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A건축사사무소의 경우 PC의

주변 기기(모니터 등)는 기존의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

B/C
B

i

1 r+( )i
----------------  

C
i

1 r+( )i
----------------

i 1=

n

∑
i 1=

n

∑=

NPV
B

i
C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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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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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모든 사업의 비용과 편익은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서 나

타나므로 할인율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한국의 사회적 할인율은 13%의 할인율이 일률적으

로 적용되다가 대략 9%내외로 하향조정(2000, 공공투

자관리센터) 되었으며, 현재 실질 사회적 할인율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시킨 6.5%

로 하향조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투자

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분석(송병록)에서 제시하는

6.5%를 인용하였다. 실제 계산시에는 할인계수가 사용

된다. (할인계수=(1/(1+r)n, r=0.065)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15권 제4호 2010년 8월

국내 설계사무소의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67

였고 사양의 업그레이드에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

며,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BIM 소프트웨어 가운데

GraphiSoft사의 ArchiCAD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용

하고 있었다. 인력교육은 ArchiCAD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3개월 교육

후 실무에 투입이 가능하였으며, 별도의 전문인력을

고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A건축사사무소의 총 비용

산정 결과 구축비용은 약 17,205,000원이고, 연간 유

지관리(업그레이드) 비용은 약 1,640,500원으로 나타

났다.

4.2 편익의 측정

편익의 측정은 우선 앞서 설정한 편익인자에 대하

여 예상처리시간 절감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의 도입 전과 도입 후

로 나누어 일 8시간, 월 22일 근무 기준으로 월간 처

리시간 절감량을 산정한 후, 절감량에 시간당 평균 인

건비와 투입인원 수를 곱하여 연간 총 절감 비용을 산

정하였다. 산정 결과에 따르면 처리시간 절감률이 가

장 높은 단계는 문서(도서)수정 단계였으며, 이는 오

류발생의 감소와 오류수정시간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Table 7. Actual value of the cost (example)

구축비용 연간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비용세부항목 비고 한 대당 구입가 필요대수

H/W

서버 기존 서버 사용

PC Pentium D 940 (3.2GHz) 1,040,000원 4대 104,000원×4

프린터
한국HP, LaserJet 5200L, 

A3 흑백 25ppm
616,000원 1대 61,600원×1

스캐너
한국 HP, ScanJet 5590C, 
디지털평판형 스캐너

429,000원 1대 42,900원×1

플로터 기존 플로터 사용

S/W

운영체제 PC 구입비용에 포함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구입

Graphisoft ArchiCAD 13 2,800,000원 4대 280,000원×4

인적자원 인력교육
1인당 월교육비

×교육기간 3개월
200,000원
× 3개월

4명 -

기타경비
공공요금 및 기자재 기존 경비와 동일

공간확보 기존 공간 사용

소계 17,205,000원 1,640,500원

합계 18,845,500원

*물품 가격은 조달청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2007)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유지관리(업그레이드) 비용은 구축비용의 10%
로 산정하였음.

Table 8. Reducing business hours (example)

업무단계
기존 처리시간
(hour/month)

예상처리시간 절감률
평균값/(최빈값)

처리시간 절감량
(hour/month)

1. 문서(도서) 작성 38.72 30% 11.62

2. 문서(도서) 관리 7.04 8% 0.56

3. 문서(도서) 수정 19.36
-오류발생 90% 감소
-오류수정시간 30%
 총 절감률 93%

18.00

4. 자료검색 및 출력 27.28
-문서량 50% 감소
-자료검색 및 출력시간 20%
 총 절감률 60%

16.37

5. 자료분석 및 통계 7.04 10% 0.70

6. 타기관과의 자료교환 27.28 10% 2.73

총 절감시간(hour/month) 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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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월간 처리시간 절감량을 바탕으로 A건축사

사무소의 연간 총 절감비용을 산정한 결과 Table 9와

같이 7,472,076원으로 나타났다.

4.3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경제성 평가

앞서 측정된 비용과 편익에 할인계수(1/(1+r)n,

r=0.065)를 곱하여 각 연도별 할인된 비용, 할인된 편

익을 산정한 후 누적비용, 누적편익을 산정하였다. 그

리고 각각에 따라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

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편익비용비는 1보다 큰

값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4년

차에서 처음으로 1보다 큰 값인 1.121로 나타났다. 둘

째, 순현재가치는 (+) 값일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는데, 편익비용비와 마찬가지로 4년

차에서 처음으로 (+)값인 2,772,805원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수익률은 사회적할인율인 6.5%보다 큰 값

일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7년

차에서 처음으로 6.5%보다 큰 13.50%가 처음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구축 후 4-7년 후부터

비용에 비해 편익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었고, 향후 해

가 거듭할수록 그 편익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A건축사사무소의 경우 BIM기반 통합설

계프로세스의 도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의 도

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투자비용에 대한 투

자효과를 개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

다. 비용편익분석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 투자되는 비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분

석하여 그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비용

과 편익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소규모사무소의

정확한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BIM기반 통합설계프로

세스의 도입 여부를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국

내 소규모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

과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의 도입 후 4-7년 이후

부터 편익이 발생하며 그 편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

차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9. Actual value of the benefit (example)

업무단계
연간 절감시간

(hour/year)
투입인원

(인)
시간당 평균인건비

(원/hour)
연간 절감비용

(원/year)

1. 문서(도서) 작성 139.44 2 7,915 2,207,335

2. 문서(도서) 관리   6.72 1 7,915 53,189

3. 문서(도서) 수정 216.00 1 7,915 1,709,640

4. 자료검색 및 출력 196.44 2 7,915 3,109,645

5. 자료분석 및 통계   8.4 2 7,915 132,972

6. 타기관과의 자료교환  32.76 1 7,915 259,295

연간 총 절감비용(원/year) 7,472,076

*경제인구의 월 평균임금액은 1,393,059원(통계청,2001)으로 22일 8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시간당 인건비로 계산하
면 약 7,915원이 된다. 

Fig. 4. The graph of B/C, NPV and IRR i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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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st-benefit Analysis of BIM-based integrated design process in A architectural design office (example)

평가
항목

구축
단계

구축 이후
비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

할인
계수

1 0.9390 0.8817 0.8278 0.7773 0.7299 0.6853 0.6435 0.6042 0.5674 0.5327 …

비용 17,205,000 1,640,500 1,640,500 1,640,500 1,640,500 1,640,500 1,640,500 1,640,500 1,640,500 1,640,500 1,640,500 … ②

편익 0 7,472,076 7,472,076 7,472,076 7,472,076 7,472,076 7,472,076 7,472,076 7,472,076 7,472,076 7,472,076 … ③

할인된
비용

17,205,000 1,540,376 1,446,362 1,358,086 1,275,199 1,197,370 1,124,291 1,055,672 991,241 930,743 873,937 … ④=①×②

할인된
편익

0 7,016,034 6,587,825 6,185,751 5,808,217 5,453,725 5,120,869 4,808,327 4,514,861 4,239,306 3,980,569 … ⑤=①×③

할인된
순편익

-17,205,000 5,475,658 5,141,463 4,827,665 4,533,019 4,256,356 3,996,578 3,752,665 3,523,620 3,308,563 3,106,632 … ⑤-④

누적
비용

17,205,000 18,745,376 20,191,738 21,549,824 22,825,023 24,022,392 25,146,683 26,202,355 27,193,596 28,124,339 28,998,276 … Σ④

누적
편익

0 7,016,034 13,603,859 19,789,610 25,597,828 31,051,553 36,172,421 40,980,749 45,495,610 49,734,916 53,715,486 … Σ⑤

편익
비용비

0 0.3743 0.6737 0.9183 1.1215 1.2926 1.4385 1.5640 1.6730 1.7684 1.8524 … Σ⑤/Σ④

순현재
가치

-17,205,000 -11,729,342 -6,587,879 -1,760,214 2,772,805 7,029,160 11,025,738 14,778,394 18,302,014 21,610,577 24,717,210 … Σ⑤-Σ④

내부
수익률

- - - - - - 0.0095 0.1350 0.2132 0.2639 0.2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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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편익의 측정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

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을 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의

사결정 유도 등의 정성적인 편익을 다루지 못하였다

는 점과 사례로 선정된 사무소가 짧은 경험에 기반하

고 있어 앞으로의 분석내용이나 적용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는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에 알맞은 개량화

된 분석 틀의 개발과 실제 업무에서 원활히 적용될 때

를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는 소규모 사무소로 그 범위를 한정지었으나 향후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서는 중규모, 대규모 사무소에 대한 분석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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