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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제언

1. 서 론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에 표현

된시공방법및자재를별도의프로그램과관리

기법으로사업계획및시공관리를해왔다. 그러

나그동안사용한설계도면을작성하기위한툴

인 2D(CAD)나 단순 3D 모델링으로는 복잡해지

고 고층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기획하고 설계, 관

리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따르게되었다.

이러한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건축

물의전생애주기즉기획단계부터설계시공및

유지관리까지를정보화할수있는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또는 Building

Information Model)을활용하고있다.

BIM은특정종류의소프트웨어를칭하는것이

아니라건설과정의절차변화를말한다.

BIM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아키캐드

(ArchiCAD), 래빗(Revit), 마이크로스테이션

(MicroStation) 등이있다. 

BIM을활용하면건축물의정 한가상모델을

디지털화 할 수 있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을

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서공기를단축하고공사비를절감할수

있는역할을할수있게된다.

2. 2D캐드와 BIM의 차이점

기존 캐드의 경우 2차원 화면에 주로 선과 벡

터, 레이어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좀 더

발전된단계가3D 모델링으로2D에서작업된도

면을 3D프로그램으로 불러와 그래픽화 하는 작

업으로이루어진다.

BIM이 3D와 차별화되는 것은 객체 기반 모델

BIM 소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To construct buildings methods and materials written on
the book have been operated and managed with additional
program as well as management techniques. 

However with 2D, a tool which has been used to design a
plan, or simple 3D modeling weren't competent enough to
plan, design and manage the buildings that are getting
complex and higher

To solve these problems BIM that enable steps(from
planning, designing to maintenance management) to be used
as a information is being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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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기법이라는데 있다. BIM은3D모델링에서는

기둥, 벽, 창등을각객체로미리선정하여인식

함으로서 예를 들면 보와 덕트를 구분함으로서

보와보가만나는것은문제가없으나보와덕트

가간섭되면오류로알려줌으로서미리문제점을

해결하여현장에서의재시공이나설계변경의부

담에서벗어날수있다는것이다.

또한 설계과정이나 시공 중 평면 또는 입면의

설계 변경을 가정하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2D 상황에서는 설계변경을 하고자하는 각각의

도면즉평면, 입면, 상세도면을찾아수정작업

을실시하여야하지만BIM 상에서는설계변경을

원하는 부분을 평면 또는 입면을 수정함으로서

그에해당되는각해당도면이자동으로연동되어

수정이완료되는장점이있다. 

또한BIM의기술의대표적특징은자동물량산

출과앞서언급한간섭부분의검토기술이다.

3. BIM의 특징 및 장점

3.1  특징1)

BIM의 여섯 가지의 핵심적인 특징을 M.A. 몰

튼슨사에서는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①디지털(digital)이다.

②3차원공간적(spatia)이다.

③ 측정가능(measurable)하다. 즉 정량화가

가능하고 칫수화가 가능하며 질의가능

(query-able)하다.

④ 포괄적(comprehensive)이다. 즉 설계의

도, 건물성능, 그리고 시공성에 대한 정보

가포함되어야하고, 교환이가능하여야한

다. 또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절차

적인 측면과 재무적인 측면의 정보도 포함

해야한다.

⑤ 접근가능(accessible)하여야 한다. 즉 정보

호환성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건축주 전체 팀이

접근가능하여야한다.

⑥ 오래가야(durable) 한다. 즉 시설물의 전체

수명주기동안사용가능하여야한다.

그러나 현재 BIM 소프트웨어 중 이 모든

기술을 충족하는 것은 없으나 점차 이러한

욕구를충족하는방향으로발전할것이다.

3.2 장점

BIM은 설계부터 건설 및 유지관리부분에서 많

은장점을가지고있으며점차활용법위가증가하

고있으며이러한장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①건축주의입장

- 건축주에게BIM의기능을통해건축물의형

태에대한결정즉3D투시도를활용한설계

진행 상황을 이해시키는데 3D는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다. 공

기및개산견적을통한공사비에대한정보,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

공받아효율적인판단의자료로활용된다.

- 건축주는BIM에서제공되는정보를통하여

건물 성능과 품질의 향상에 필요한 요구조

건및지속가능한부분의기술에대하여판

단하고결정할수있다.

1) BIM, 건축주, 건축가, 엔지니어 그리고 건설인을 위한 BIM 가이드 이강외 5인공저, WILEY Spac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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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설계자입장

- BIM 소프트웨어는 2D를거치지않고바로

3D 모델로 생성되며 시각화가 가능하고,

모든 도면(평면 및 입면 등)에서 치수가 일

치한다.

-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어느 한곳의 도면을

수정하면 관련된 모든 도면이 자동 개선되

는편리성을제공한다.

- 초기부터3D화되어건축주와의협의및마

감 선택 및 견적 등의 업무의 편리성을 제

공한다.

③시공자입장

- 설계시공분리발주형태의제도에서정확

하고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비용

증가, 공기지연등의문제점을최소화하는

데활용될수있다.

- BIM은3D뿐아나라시간적정보를포함(공

정관리)한정보를제공함으로서4D를구현

해준다. 

이러한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건축

물이 시공되는 과정을 시각화하여 잠재적

문제점을파악하는데정보를제공한다.

- 설계의오류및문제점파악이빠르고정확

하게이루어진다. 

④유지관리자의입장

- BIM이제공하는 3D의그래픽과시방서정

보, 수정된설계도면의정보등을건축물의

운 관리에제공하게된다.

4. BIM의 활용상 문제점 및 발전 방안

4.1 활용상의 문제점

BIM의 도입은 많은 장점과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건설 관계자들에게 건설활동에 많

은도움을제공하고있으나효율적인활용을위하

여 해결되어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3D 캐드의사용자부족으로2D에익숙한사용자

들이 3D캐드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 둘째는<그림 3-1> 3D CAD + Time2)

<그림 3-2> BIM사례3)

2) produced by ArchiCAD, (주)두올테크 제공
3) 두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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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견적자동화, 시공 시

뮬레이션, 구조 해석, 원가 계산 등이 상호 연계

되어자동계산및구동화가늦어지고있다.

4.2 발전 방안

우리건설현장에서BIM의활성화를위한발전

방안으로 각 시스템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데이

터호환표준화, 통합화할수있는환경구축으로

국재 표준화 규격인 IFC를 사용, 시스템 구축

BIM의 교육, BIM의 업무 프로세스의 매뉴얼화

및 데이터화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면 BIM의 사용

편리성이 구축되어 건설산업에 있어 원가의 절

감, 공정관리의편리성, 건설이해관계자들의의

사 소통의 합리성 및 신속성, 신뢰성이 확보되어

새로운건설환경이구축될것으로판단된다.

선진 외국의 경우 BIM을 이용한 견적시스템,

4D, 5D 시스템구축, 공정및시공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있는상황으로우리나라의경우에도향

후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구조의 해

석, 원가관리, 공정관리, 유지관리까지건설생애

주기 전반에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같이BIM은건설시장에서새로운분야

로참여자간의의사소통의원활한관계유지및

각묘듈의표준화그리고가장중요한것이우수

한 인력의 육성이라 생각한다. 우수한 인력은 프

로그램을다루는인력뿐아니라프로그램에서나

온 결과물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잘 가공하고

판단하여여러이해관계자들이활용할수있도

록하는전문적지식을갖춘전문가의양성이필

요하다고판단된다.

<원고접수일 2010년 8월 19일>

<그림 4-1> BIM의 역4)

4) 가상건설시스템개발연구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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