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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시설물에 한 BIM기반 공사 리 기법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Management Method based

on BIM for Civil Engineer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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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원칙 으로 건설  생애주기에 걸쳐 활용되어야 그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으

나, 아직은 계획  설계단계에 비하여 공사단계에서는 그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수 이었다. 최근 형 국책사업이 발주, 

시공되면서 효율 인 공사 리를 한 방법으로 3D 성과품 검토나 4D 공정 리 등 BIM기법  일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목시설물의 공사단계에서 BIM 활용방안에 하여 제시하 다. 토목공사의 종류별, 리 분야별 BIM 활용방

안에 하여 논의하고, 서울 지하철 919공구에 실제로 용하여 그 효용성에 하여 분석하 다. 특히, 장에 구축된 BIM 

기반의 웹 공사 리 시스템은 공사 , 장과 본사를 비롯해 발주처와 감리단 등 다수의 공사 주체들이 BIM을 보다 효과

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BIM의 공사단계 활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지 리 단계까지 확장하여 이용될 수 있다.

핵심용어 : 토목시설물, BIM, 공사단계, 웹 공사 리 시스템, 활용성

Abstract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technologies should be applied for the construction life cycle to maximize its efficiency, but 

the utilization for the construction phase has been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for the planning and design phase. Recently, some 

of BIM　techniques such as 3D design review, 4D schedule management and so on are being introduced for efficient managing to 

the big 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In this study, the utilization plans of BIM are presented for the construction phase of civil 

engineering facilities. The methods of utilization of BIM are discussed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and the techniques applied to 

the Seoul Subway Lot No. 919 are analyzed for checking the applicability and usability. In particular, a web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BIM can help field engineers, headquarters and contractors to use BIM more effectively, and it can 

be extended to maintenance phase for more efficiencies.

Keywords : BIM, civil engineering facilities, construction phase, web-based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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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몇 년간 IT를 이용한 건설기술이 설계, 시공, 유지

리분야에 다양하게 용되어 놀라운 발 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기법

을 이용하여 건설  생애주기 동안 업무효율을 높이고 생산

성을 향상시키기 한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

축분야에서는 이미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2012년부

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500억이상의 공공 시설물에 하여 

BIM 용이 의무화되었으며, 토목분야에서도 2006년 국토

해양부 과제인 가상건설시스템개발연구단이 시작되면서 BIM

용성에 한 구체 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그 용성에 한 검토가 활발하게 

이 지고 있는 토목시설물, 그 에서도 공사단계에서의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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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BIM 용 내용 주요 용 효과

구조

/교량

ㆍ복잡부 간섭  시공성 검토

ㆍ장비운  계획 검토

ㆍ주요 가시설 계획

ㆍ거푸집  철근조립 검토

ㆍMock-up 비용 감

ㆍ철근량 최 화

도로

/철도

ㆍ토공량 정  검토  유동계획

ㆍ교통처리 검토

ㆍ부 공 계획

ㆍ장비운   조합 최 화 

ㆍ토공 유동 최 화

ㆍ장비 최  운

지하철

ㆍ지하 가시설 검토 

ㆍ출입구  환기구 등 돌출물 

검토

ㆍ기존 구조물 연결  지장물 

간섭 검토

ㆍ가시설 계획 최 화

ㆍ지장물 이설 계획

터

ㆍ갱구부 상세 검토 

ㆍ터 내 장비운 (공간) 검토

ㆍ발 암  버럭처리 계획

ㆍ터 내 계측 리

ㆍ주요 합부 시공 계획

ㆍ장비 최  운

수자원

ㆍ하천 설량 검토 

ㆍ기계 설비 간섭 검토

ㆍ수자원 구조물 배치  시공성 

검토 

ㆍ 설량 최 화

ㆍ설비간섭 사  해결

항만

ㆍ 형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조립 검토  철근 VE

ㆍ유틸리티 망 시설 검토

ㆍ 설량 검토

ㆍ철근량 최 화

ㆍ토공 유동 최 화

단지

ㆍ토공량 정  검토  유동계획 

ㆍ추가 도면 추출

ㆍ지하 유틸리티 망 검토

ㆍ토공 유동 최 화

ㆍ 망간섭 사  해결

※  분야 3D 모델에 의한 설계 성과품 검토

4D, 5D 시스템에 의한 공정  기성 리 용

표 1 토목공사의 종류별 BIM 활용 효과

공무

ㆍ공정 리  기성 리

ㆍ 발주처  민 설명자료 작성 

ㆍBIM과 연계한 각종 공사문서 리

ㆍ자재 조달 계획 

공사
ㆍ공사  3차원 모델로부터 좌표  제원 확인

ㆍ부족한 공사용 도면 추출 ㆍ지장물 사  검토

설계

ㆍ3차원 모델을 이용한 설계도면 사 검토

ㆍ가시설 계획  설계

ㆍ3차원 철근 모델을 이용한 샵드로잉 작성  검토

안 리

ㆍ안 교육(안 교육장), 사  안 사항 검토

ㆍ장비운 시 안 사항 검토

ㆍBIM과 연계한 각종 계측자료 리

품질 리 ㆍ자재 조달 계획ㆍBP장 리방안

표 2 토목 장내 각 별 BIM 활용 분야

활용방안 도출  용성 검토 등이 수행되었다. 이를 해 

토목 BIM의 특징과 장내 별 활용성에 하여 분석하

으며, 서울 지하철 919공구에 실제로 용하여 그 효용성과 

향후 이용방안에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토목 장에 한 BIM 기술의 용 방안

2.1 토목 BIM의 특징

토목이라는 분야는 건축에 비해 공간  범 가 넓을 뿐만 아

니라, 그 분야도 다양해 3차원 정보 모델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

은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지 해 왔다(김용한 등, 2008).

창기 토목분야의 BIM은 주로 구조분야, 그 에도 교량

분야에 집 되어 있었다. 교량의 3차원 상세 모델링을 통해 

이블과 정착구의 간섭문제 해결과 같은 시공성 검토나 시

공단계 시뮬 이션을 통한 사업의 이해를 돕는 수 이었다

(김한도, 2008). 2009년 말, 4 강 살리기 등 형 국가사

업이 동시 다발 으로 진행되면서 발주처와 시공사는 효과

인 공사 리  시공계획의 방안으로 BIM을 도입하기 시작

했다(조병구 등, 2010; 김인원 등, 2010). 3차원 토공모델

을 이용하여 설량을 검토하고, 3차원 철근모델을 이용하여 

복잡부  비정형 구조물의 배근상세를 검토하 다. 이러한 

몇몇 사례가 알려지고 그에 따른 심이 증 되면서, 다양한 

분야로의 용성이 검토되기 시작하 는데 최근에는 교량이

나 수자원분야 외에 지하철, 철도분야는 물론, 도로, 단지, 

터 , 항만분야 등 거의 모든 토목분야로 확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호남고속철도 4-2공구( 용건설)에서는 일

반 인 BIM기법 뿐만 아니라, 가상 실기법을 이용한 아바

타 안 리나 장비운 리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3차원 정보모델의 용분야를 확 하고 그 효용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었다(이송헌 등, 2010a; 2010b; 조  등, 

2011). 표 1은 최근에 용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토목

분야별 BIM이 용된 내용과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2.2 BIM을 활용한 토목분야 공사 리

공사단계에서의 BIM의 용을 통해 리스크  공사비, 공사

기간에 한 감소 효과를 가장 직 으로 얻을 수 있으나

(Kymmell, 2008), 그동안 BIM이 상 으로 많이 활용되어 

온 건축 장에서도 3D 도면을 토 로 한 사  설계오류와 시공

시의 간섭체크 정도가 부분이었다( 웅 등, 2010).

특히, 건설정보의 흐름상 기 정보를 생성해내는 엔지니어

링 단계의 설계사 역할도 매우 요하지만, 우리나라 건설업 시

장규모나 건설 산업구조상 건설사(시공사, 감리사 등)들의 참

여가 없으면 건설분야의 신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극 인 참여가 필요하다(이태식 등, 2007). 그러나 공정계획 

조차 체계 으로 리되지 않는 국내 토목 장의 여건을 고려

하면 BIM 활용은 어려운 이 많은 실이다.

장에 BIM 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요한 차  

하나가 장 기술진과의 아이디어 회의인데, 이 경우 각 

별 심분야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구축된 BI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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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하철 구조물 3D 정보모델 구축

그림 3 지하철 구조물 3D를 통한 2D 도면 검토

그림 4 지하철 구조물 3D 설계검토

그림 5 3D 지반모델

장에서 극 활용되기 해서는 장을 구성하는 별 업

무의 특성을 악하고, 해당 분야별로 BIM을 극 활용하기 

한 아이템의 발굴  련 솔루션의 개발이 요하다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착공시 설계도서 검토나 샵드로잉 비를 해 

설계 에서 BIM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

정  기성 리를 한 공무 의 활용이나 3차원 시공계획을 

한 공사 의 활용이 상당히 늘었으며, 이를 해 장 내 

BIM 교육과 련 기술진의 장상주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표 2는 일반 인 토목 장에서의 각 별 BIM 활용 분야

를 분석한 것이다.

3. 토목 장 공사 리를 한 BIM 용  분석

앞서 분석된 토목 장 내 BIM 활용 분야에 따라 서울 

지하철 919공구 장에 실제 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표 3  그림 1은 서울 지하철 919공구에 한 주요 

황으로 2015년에 완공될 정이다.

공사구간 송 구 삼 동 잠실병원 ∼ 석 역 사거리

사업규모

총연장 1,560m 정거장 2개소(932, 933)

본선(단선병렬 쉴드 TBM 1,134m)

본선환기구 7개소

표 3 서울 지하철 919공구 황

그림 1 서울 지하철 919공구 공사구간

3.1 BIM을 이용한 설계 검토

라이 러리 등이 잘 구축되어 있는 건축분야와 달리, 토목

분야는 2D 도면을 기반으로 3D 모델을 신규로 구축하는 경

우가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설계검토를 동시에 진

행하게 되는데 그림 2와 그림 3은 이 과정을 거쳐 구축된 

3D 모델과 도면 검토를 나타낸 것이다. 

엔지니어의 직 에 의존해 작성되는 일반도  상세도는 

그 정확성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공사  도면 오류에 의한 

시공품질 하나 설계 A/S로 인한 공기지연, 심한 경우에는 

재시공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 로젝트의 경우에도 정거

장 출입구와 환기구의 구조물 간섭 등 미처 설계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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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거장 구조물 3D 상세 가시설 모델

그림 7 3D 상세 가시설모델

(a) 체 철근 상세모델

(b) 상세 모델 검토

그림 8 3D 철근 체 모델 구축

그림 9 지하철8호선과 933정거장 합부 시공계획 검토

그림 10 TBM 장비 운  검토

악되지 못한 사항이 착공 비 에 악되어 신속히 도면 수

정이 이루어졌으며, 공사  발생가능한 설계변경 등을 사

에 제거할 수 있었다(그림 4).

한편, 지하구조물의 특성상 본 구조물 외에도 지반 여건이 

공사  주요 검토 상이 되기 때문에 보링데이터를 이용한 

상세 3D 모델을 구축 후 시공 계획시 이용하 다(그림 5). 

3.2 BIM을 이용한 시공성 검토

BIM을 이용한 시공성 검토는 장의 여건을 잘 반 하여

야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장 공사 과의 의가 필요하

다. 그림 6은 상 구조물  932 정거장 구조물에 소요되

는  가시설을 모델링하여 검토한 것이며, 그림 7은 지하구

조물 내 유틸리티 시설과 가시설의 상세계획을 검토한 것으

로, 지하구조물에서는 특히 지하 가시설의 시공성이나 간섭

이 요하다.

그림 8은 정거장 구조물의 철근 3D 모델을 통해 복잡부의 

시공성을 사 에 검토한 것으로, 이러한 3D 검토를 통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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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통합 리 시스템 운  차

그림 12 IPMS 화면

그림 13 매트릭스 구조형식의 내역조합 화면

경된 철근배근과 기타장치 모델은 2D 샵드로잉시 반 되게 

된다.

그림 9는 기존 지하철 8호선과 신규 건설 정거장과의 간

섭부에 한 시공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가설 막음벽의 설치 

정성  규모와 벽체부 철거시 시공성 검토가 이루어 졌

다. 그림 10은 TBM 장비의 운 을 검토한 것으로 TBM 장

비의 U-턴 방식 시공시 가시설과의 간섭 등 다양한 문제

이 발생하게 되어 장비의 직선 운용을 결정하게 되었다. 

3.3 BIM을 이용한 공정  내역 검토

3D 모델에 공정을 연계한 이른바 4D 시스템의 개발  

활용은 여러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미 다수의 토목

장에도 용 사례가 있다(강인석 등, 2006; 강인석 등, 

2007). 최근에는 여기에 수량  단가를 포함하여 기성 리

를 수행할 수 있는 5D 시스템에 한 용이 시범 으로 이

지고 있다. 

이 때, BIM 기반 물량산출은 모든 물량정보를 3D 모델을 

통해 추출하는 것이 이상 이긴 하나 실 으로 건설 로

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로그램

은 재 존재하지 않는다(이창희, 2010). 따라서 내역 데이

터는 BIM으로부터 구한 일부 수량에 해당 단가를 사용하거

나, 설계 내역서 상의 값을 이용하 다. 공정데이터는 장에

서 실제 공정 리를 해 활용 인 리마베라 P6데이터를 

직  이용하 으며, 공정  내역 데이터 자료는 모두 간 

리 로그램인 IPMS를 통해 온라인 DB화함으로써, 모델

에 모든 정보를 직  담는 방법에 비해 훨씬 효율 으로 데

이터를 리할 수 있으며, 추후 데이터 확장성도 우수하게 

개발, 용하 다(그림 11, 그림 12). 

한, 공정과 내역데이터를 손쉽게 연계하기 해 매트릭

스 구조의 조합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온라인 DB  동

시 속 작업이 가능하여 분야별로 업을 통해 단시간 내에 

공정과 내역 데이터가 연계되도록 하 다(그림 13). 

기 구축된 3D 모델을 웹기반에서 검토가 가능하도록 

BIM 온라인 뷰어인 Virtools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변환한 

후, 공정  내역 데이터 온라인 DB와 연계함으로써 기본

인 BIM 기반 웹 공사 리 시스템을 구축하 다. 한CCTV

와 계측, 각종 문서 자료를 모두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연결

하여 모델의 특정 요소를 선택시 필요한 데이터를 호출하여 

확인 가능토록 하 다.

그림 14는 최종 완성된 BIM 기반 공사 리 통합시스템의 

화면이다. 구축된 상세 BIM을 확인할 수 있는 3D 화면창과 

해당모델에 한 정보(모델정보, 기성정보, 문서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해당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그리고 공정 확인  시뮬 이션 컨트롤 창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한, 공사  발생되는 문서나 사진, 동 상 등의 모든 

자료를 3차원 모델 심으로 리할 수 있으며, BIM 데이터

를 온라인상에서 리함으로써, 어디서나 모델을 직  다운

로드 받아 다양한 시공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인터넷이 연결된 어느 곳에서나 확인이 가능하

기 때문에, 장내부에서의 리용 뿐만 아니라, 본사나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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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M 기반 공사 리 통합시스템 화면 (b) 주요 요소에 한 확 화면 

그림 14 BIM 기반 공사 리 통합시스템 화면

그림 15 장 심의 건설정보 리화면

그림 16 통합 리 시스템 활용 방안

그림 17 네트워크 구성  보안

처에서도 실시간으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주요 의나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외부 문가와 온라인 미 을 통해 빠르게 

황을 악하고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그림 16), 최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바일 BIM 공사 리시스템에도 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이종호 등, 2011)

한편, 공사에 련한 데이터는 보안문제가 요하기 때문

에 담당자별로 각각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정보

의 공개를 구분하 으며, 방화벽 등 다양한 보안장치가 설정

된 BIM 서버에서 리되고 있다(그림 17).

4. 결    론

BIM은 그 자체가 솔루션이 아니라 BIM을 사용하는 기술

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Hardin, 2009). 값비싼 비

용을 들여 방 한 BIM을 구축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BIM 련 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용되는 장의 여건을 반 하지 못하거나 기술자들이 제 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본 연구에서는 BIM의 많은 이론 인 장 에도 불구하고, 

부분 계획  설계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BIM, 그 에서

도 토목 시설물의 공사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 실제 장에 용하여 그 효용성을 분석하 다. 표 4

는 서울 지하철 919 장의 공사단계에서 용된 BIM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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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검토

(설계 )

ㆍ실시설계 후반  착공 비  설계도서 3차원 

검토로 완벽한 공사도면 비

ㆍ3차원 지반모델을 이용하여 시공 정성 검토

ㆍ공사진행  설계 AS에 따른 공기지연 방

ㆍ부실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 증가요인 제거 

시공성검토

(공사 )

ㆍ3차원 상세 가시설 모델에 의해 사  시공계획 마련

ㆍ지하 유틸리티 시설과 구조물의 간섭사항 사  검토 

ㆍTBM 장비의 운용계획 검토

ㆍ3차원 철근 모델에 의해 복잡부 사  배근검토

ㆍ부족한 공사용 도면 작성 

공정 리

(공무 )

ㆍ 장 이용 공정 로그램과 연계된 3차원 시각  

웹기반 공정 리

ㆍ공정의 진척도  계획, 공종간 간섭사항 검토

ㆍ본사  외부기 과의 회의용 자료로 이용

기성 리

(공무 )
ㆍ공정과 연계된 내역 데이터를 이용 기성계획  리

자료 리

( 분야 )

ㆍ 장 작업일지, 참고자료, 사진, 동 상을 BIM기반 

공사 리 통합시스템에서 일 으로 리

안 리

(안 리 )

ㆍ3차원 가상 공사 장과 CCTV 연계를 통해 

작업자의 안  교육에 이용

외

기술자문

ㆍBIM 기반 웹 공사 리 시스템을 통해 외 기술 

자문시 보다 효과 인 이해  의 자료로 활용 

표 4 서울 지하철 919공구 BIM 용 효과

과를 정리한 것이다. 

번에 개발되어 용된 BIM 기반의 웹 공사 리 통합 시

스템은 기존 PMIS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목  외에도, BIM을 

공사 에 보다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는 특정 기술자의 개인 컴퓨터와 특정 소 트웨어에 

국한되어 활용되어 온 little bim에서 개방형의 BIG BIM 

(Jernigan, 2008)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한 지원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본다. 

BIM으로부터 공사 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얻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으나, 3D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된 가상 장

을 심으로 공정이나 실 리를 비롯해 CCTV, 계측, 각

종 문서를 통합 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사  뿐만 아

니라 완공 후 유지 리 단계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에서 BIM 도입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지하철구조물을 상으로 한 BIM 기반 데이터의 운용  

공사 리 통합시스템 구축에 있어 BIM 이론  표 기술의 

지원에 많은 도움을  연세 학교 사회기반시설자산 리연

구센터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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