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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has been actively applied to construction industries and to maximize its application through 

the life cycle of structure, various relevant technologies have been proposed. In particular, 4D sequencing management and 5D 

cost-related management were introduced as an improved version of the design review and interface control by 3D information 

design. On the other hand, the virtual construction using virtual construction equipment can sophisticatedly handle capacity, dynamic 

movement, collision boundaries of actual construction machines but it still stays at a low level in a technical sense. In this study, 

simulation systems based on BIM involving virtual construction equipment have been developed; then it is applied to the actual 

construction project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construction equipm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simulation systems 

can be utilized to construct virtual construction site by using an effective 3D library of construction equipment and can plays a key 

role to secure construction safety and economic feasibility. Specifically, the simulation system are very useful for decision making by 

construction managers to select the optimum equipment and construction method with a better understanding for safety and 

cost-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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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토목시설물에 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도입이 활발해 지면서 구조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연속 인 정보의 활용이라는 본래의 목  이외에 다양한 

분야로 그 활용도를 극 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Kim et al., 2011; 2012). 3D 설계 성과품 검토나 시공간섭 

문제의 해결 외에도 4D 공정 리  5D 기성 리에 한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Ding, et al., 2014), 주로 

시간에 따른 상 시설물의 스  계획이나 리, 공사방법의 

시각화에 따른 작업자의 이해도 향상에 주로 이 맞춰져 

있고(Sampaio et al., 2014), 공사  수시로 움직이는 건설

장비, 작업자 등을 고려한 복합 인 검토 방안에 한 근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건설 로젝트가 형화되고 고도의 기술과 함께 효율

인 사업 리가 필요함에 따라 형 건설장비에의 의존도가 

차 높아져 가고 있다. 다만, 건설장비가 작업생산성을 높이기 

해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장비에 한 

작업정보 제공의 부족, 장비 운 자의 부주의 등의 문제 이 

오히려 건설 시공 생산성을 하시키고, 작업  안 사고의 

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Jeon et al., 2013). 2016년 국내 

산업재해 황분석에 따르면, 건설기계 련 사망사고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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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actual(existing) and virtual construction methods

(Construction of lot 1-1, Honam high speed railway(KTX), SK E&C)

산업재해의 27.24%로 가장 높아서 건설 장 내 건설기계와 

련된 사고 방방안 마련이 실 으로 시 하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 

건설 장비의 효율 이고 안 한 사용계획  리를 해 

최근에 시뮬 이션  계획 최 화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 주로 장비들의 최 동선 결정을 한 알고리즘 개발

(AlBhanassi et al., 2012; Hung et al., 2016)에 한 

내용이거나, 3D 시각화에 따른 안 교육(Park et al., 2013)

을 목 으로 한 개발로서 실제 장의 복합 인 문제를 다루

면서 실무에 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BIM 기반으로 가상의 건설 장을 구축하고, 

컨트롤(control)이 가능한 가상 건설장비 모델을 이용하여 

동  가상건설 시뮬 이션 랫폼을 구성하 다. 한, 이를 

실제 토목공사에 용하여 개발된 랫폼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활용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언 하는 개발된 랫폼 용 장은 호남고속철도 

1-1, 3-1, 3-3공구,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제 9공구, 

싱가포르 지하철 TEL T301 등이다.

2. 가상건설 시뮬 이션의 기본 구성

2.1 가상건설 시뮬 이션 개발 개요 

본 장에서는 가상건설 장비를 이용한 가상건설 시뮬 이션의 

효과와 그 활용 략을 제시한다. Fig. 1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

하여 용하고자 하는 시뮬 이션의 주요 기능에 해 설명하기 

해 실제 건설 로젝트와 가상건설을 비교하 다. 건설 로

젝트의 시공계획을 복합 으로 검토하기 한 핵심 인 4가지 

요소는 시공방법, 공사 스 , 한 장비의 선정  운  

그리고 각 단계에서 작업자의 책임과 역할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복합 인 검토가 2D 도면과 문서로 된 보고서를 기반

으로 경험 많은 기술자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하나의 가상건설 시뮬

이션에서 통합 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써 기술자가 미처 악하지 못하거나 단 오류에 의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문제 을 사 에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시뮬 이션 랫폼을 개발하고 용하기 해 구축 

차와 랫폼의 임워크를 제시하고 실무에서 활용이 

가능한 로그램 형태로 개발하 다. 한, 구축된 랫폼의 

용효과를 분석하기 해 실제 시공 인 토목건설 로젝트의 

표 인 공종에 용하 다. 가상건설 시뮬 이션의 요 

요소인 3D 모델과 공정 연계에 의한 4D 시스템 구성에 해

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활발하게 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략한다. 한편, 본 연구에 용된 BIM 

작성도구는 Autodesk사의 Revit과 Civil 3D이며, 시뮬 이션 

구축을 한 기본 랫폼은 상용 게임엔진인 Unity 5.0을 

활용하 으며, 로그래  언어는 C#를 사용하 다. 

가상건설 시뮬 이션을 해 실제 장과 같은 형상과 좌표, 

거리를 가지는 가상 장이 필요하다. 한, 컨트롤이 가능하고 

장비의 다양한 정보와 실시간 변화되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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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amework of virtual construction simulation platform

(a) Point cloud by 3D laser scanner 

(b) 3D model based on point cloud

Fig. 3 Construction of virtual site by 3D laser scanner

(Construction of lot 9,  Suseo Pyeongtaek high speed 

railway(SRT), GS E&C)

가상 건설장비 모델이 필요하다. Fig. 2는 가상건설 시뮬 이션 

랫폼의 각 구성 요소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연결하고 3D 형상을 보여주는 뷰어(viewer)

에서 사용자의 컨트롤에 따라 다양한 동작을 만들기 해 상용

화된 게임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하 다. 가상건설 장비와 건설 

아바타(avatar) 그리고 시공안 을 한 다양한 가상 안

시설물을 리하고 호출하기 하여 별도의 DB서버를 구축하여 

연계하 다. 한편, 가상건설 구성요소들의 다양한 동  컨트롤과 

뷰잉(viewing)을 한 소 트웨어가 개발되어 용될 수 있으나, 

다양한 웹,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하기 해서는 이미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상용 게임개발 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다. 

2.2 BIM 기반의 가상건설 장 구축

가상건설 시뮬 이션을 한 가상 장 구축은 설계단계나 

시공단계에서 작성되어 활용되는 BIM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장에서 활용되는 BIM 데이터는 사용목 이나 활용도를 

고려하여 주로 구 구조물이나 주요 가시설 등에 국한되어 

구축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상 장의 일시 인 

지형변화나 임시시설물, 그리고 도면 등의 정보가 제 로 제공

되지 않는 지장물에 해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설계도만으로 표 하기 어려운 상 장의 3D 정보를 

역설계하는 방안으로 이  스캐닝을 통한 Point Cloud 

데이터를 이용하 다. 이  스캐닝은 주로 복잡한 랜트 

시설물의 역설계나 넓은 범 의 항공측량을 해 많이 활용되었

으나, 최근에는 그 활용범 가 BIM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토공사에 의한 지형의 변화를 효율 으로 측량하기 해 사용

되고 있다(Wu et al., 2010).



토목시설물에 한 BIM 기반 가상건설 장비 시뮬 이션 시스템 개발

226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0권 제3호(2017.6)

(a) Original BIM and 3D models

(b) Virtual construction site with digital image

Fig. 4 Construction of virtual site by combining BIM 

model and digital image

(Construction of lot 3-1, Honam high speed 

railway(KTX), Dongbu corporation)

Items Authoring Tools due to

Permanent

structures

- BIM: Autodesk 

Revit

Optimized for 

structural BIM

Planned

earth works

- BIM: Autodesk Civil 

3D

Optimized for 

earthwork BIM

Temporary

structures

- 3D CAD tools: 

Autodesk 3D Max, 

Bentley M/station 

BIM informations are 

not essential for 

temporary structures

Obstacles
- 3D laser scanner + 

BIM/3D CAD tools
irregular object

Table 1 Authoring method of virtual site elements

Fig. 5 Safety facility models in virtual construction

(Construction of lot 3-3,  Honam high speed 

railway(KTX), Daelim)

Fig. 6 Avatars in virtual construction 

Fig. 3은 장내 지장물의 정확한 형상과 복잡한 가설 황을 

가상 장에 3D로 구성하기 해 이 스캐닝을 용한 사례

이다. 인  교각 상단을 포함한 3  이상의 치에서 쟁  부 를 

이  스캐닝하여 Fig. 3(a)와 같이 상체의 Point Cloud

를 획득하고, BIM 는 3D CAD 툴을 이용해 Fig. 3(b)와 

같이 3D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한편, 임시 가설구조물 등에 해 다양한 정보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는 BIM을 모두 구성하는 것은 비효율 이기 때문에 

일시 으로 필요한 3D 형상에 해서는 3D CAD 소 트웨어를 

통해 단순 형상만 구 하 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구축된 

가상 장의 구성요소별 작성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Fig. 4(a)와 같이 BIM과 3D 모델로 구성된 가상 장은 

이미 정확한 형상과 좌표, 거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시공에 한 

다양한 계획과 분석을 해 장상황이 잘 반 된 이미지를 

결합한다. Fig. 4(b)와 같이 장 항공사진이나 성사진을 

결합하여 가상 장 구축을 완성하며, 필요시 주요 주변 시설물

들에 한 개략 인 3D 모델을 추가한다.

2.3 가상 안  시설물과 아바타 모델 구축

가상건설 검토의 주요 목  에 하나인 안 검토를 해 시공 

상 시설물이나 주변 지형이외에 다양한 안  시설물의 반 이 

필요하다. Fig. 5는 가상 장에 추가 으로 용된 주요 안  

시설물들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장에서 표 으로 

용되는 안  시설물들을 조사하고 이를 라이 러리화 하여 

필요시 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한편, 가상건설 아바타는 

실제 작업자 신 가상 장에 배치할 수 있는 작업자를 모델화 

한 것으로서 신호수, 작업자 등 그 업무 역할에 맞는 다양한 

안 장구  기구를 갖도록 구축하 다. 아바타는 사용자의 

컨트롤에 따라 동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설 작업자의 시선

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 을 1인칭 는 3인칭으로 

변경할 수 있다. Fig. 6은 본 연구에서 용된 건설 아바타 

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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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ntents

3D shape
- 3D shape of the equipment with a level 

of detail to be considered

Engineering 

constraint

- Moving points and boundary conditions 

considering the action of equipments

Collision 

boundaries

- Boundary box of equipment for collision 

detection 

Capacity

data

- Unique capacity information according to 

equipment action

Table 2 Analysis of virtual construction equipment model

Fig. 9 Load chart and graphical DB for virtual equipment 

Fig. 7 Engineering constraint conditions of virtual 

equipment model for mobile crane

(a) Mobile crane

(b) Back hoe

(c) Dump truck

Fig. 8 Virtual equipments model with collision 

boundaries box

2.4 가상장비 모델 구축

기존에는 건설장비의 정 치나 작업  간섭문제를 검토

하기 해 주로 단순한 3D 형상 모델을 해당구역에 치시켜 

공간검토를 정 인 수 에서 하거나 주요 동작별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와 같이 

장비를 조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문제 을 검토

하기 해 게임엔진을 이용하 으며, 장비별 3D 형상과 정보를 

라이 러리화 하여 사용자가 즉각 으로 상 장비를 교체

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양한 장비 모델을 구축하기 

해서는 각 장비의 특성을 묘사해야 하는데, 특히, (1)장비의 

정확한 3D 형상, (2)장비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하 각 동작 

자유도 지정, (3)장비의 물리  충돌을 감지하기 한 충돌 박스, 

(4)장비의 용량 산정을 한 해당 DB 구성이 요하며, 련 

내용을 Table 2에 정리하 다.

건설장비의 정확한 3D 모델 구성시 무 상세한 모델은 

메모리 용량을 필요이상으로 증 시켜 시뮬 이션 과정에서 

원활한 동작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에 정한 수 의 

상세도를 결정해야 한다. 한, 장비의 동작을 구 하기 해 

각 부재별 연결과 이동조건을 분석해야 한다. Fig. 7은 표 인 

250톤 이동식 크 인(Demag, 2016)에 한 모델로서 각 

부재별 움직임과 주요 변수를 보여 다. 부재간의 각 은 

수직, 수평 변형과 회 에 한 구속조건이 부여되며, 이동시

에는 각각의 제한값이 용되도록 하 다.

가상 장 내의 타 요소와의 충돌을 감지하기 해 충돌 경계

박스를 추가로 구성하 다. 충돌 경계박스 활용시 안 성을 

평가하기 한 최소 허용 이격거리에 한 별도기 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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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osition of virtual construction system

(Construction of lot 3-1, Honam high speed 

railway(KTX), Dongbu corporation)

Type Effects

Planning of 

equipment 

operation

- Checking limitation of equipment work 

range 

- Checking accessibility of equipment 

and intrusion of temporary facilities

Review of 

complicated 

equipment input 

plan

- Checking plan to use huge equipment 

in narrow space

- Checking correct placement of equipment 

and facilities in narrow space 

Review of 

alternative 

construction 

method

- Analyzing problems of schedule process

- Checking validity of scheduled process

Better 

understanding of 

construction 

method

- Simulating construction process step by 

step to find potential problems at 

pre-construction stage

- Checking validity of scheduled process

Safety

management

- Inspection of worker’s location and 

equipment location according to schedule 

process 

- Each worker’s confirmation of their role 

and responsibility on construction site 

Table 3 Effects of virtual construction simulation

때문에 사용자가 직  값을 입력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

하 다. Fig. 8은 본 연구에서 용된 주요 장비인 이동식 

크 인과 백호우, 덤 트럭의 3D 형상에 충돌박스가 추가 용된 

모델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장비별로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고유의 허용용량에 

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장비의 동작에 따른 용량 련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9는 이동식 크 인의 

인양하  산정표와 그래 를 나타낸 것으로서 크 인 붐 의 

길이와 반경에 따라 인양허용 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조건에 한 허용인양 량값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범  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는 기존에 

장에서 사용하는 용량산정 방식을 용하 다. 를 들어 

크 인 붐 길이가 44m고, 반경이 27m로 동작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최소값인 16.2 ton이 선택되며, 이때, 실제 인양 량을 

고려하여 안 율을 표시하도록 모델을 구축하 다. 

2.5 가상건설 시뮬 이션 랫폼 

앞서 기술한 가상건설의 각 구성 요소들이 비되면 Fig. 

10과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랫폼 내에서 통합될 수 있다. 

가상건설 시뮬 이션 랫폼은 크게 3D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뷰어와 공사 스 쥴을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나  수 있으며, 

건설장비와 아바타, 안  시설물들을 라이 러리 DB 서버에서 

호출하여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랫폼 내의 뷰어는 게임엔진인 Unity의 뷰잉 엔진을 이용

하며, BIM의 공통 표  포맷인 IFC 포맷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 으로 개발하 다. 그 외에도 FBX 포맷과 Collada의 

DAE 일 등 다양한 형식의 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 다. 

가상 장의 범 가 무 넓은 경우에는 뷰어에 로딩되는 장

모델의 크기 문제로 컨트롤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델의 메쉬를 경량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가상건설 시뮬 이션의 용

본 장에서는 가상건설 시뮬 이션 랫폼을 표 인 토목 

공종이 수행되고 있는 실제 장에 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

하 다. Table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가상건설 시뮬 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1)장비의 운 계획 검토, (2)복잡

한 장비조합 검토, (3) 안공법 검토, (4)공법의 이해도 증진, 

(5)안  리를 들 수 있다. 

Fig. 11은 토목 시설물 공사  표  공종인 교량 장에서 

가상 크 인 장비에 의해 교량 거더의 거치 과정을 시뮬 이션

한 사례를 나타낸다. Fig. 12는 기존에 운행 인 철도에 인

하여 교량기 를 시공하는 경우를 보여주며, Fig. 13은 규모 

토공사 장에서 덤 트럭과 백호우에 의한 가상건설 시뮬

이션을 수행한 사례이다. Fig. 11의 크 인 가설 시뮬 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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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irtual election simulation of bridge beam

(Construction of lot 3-1, Honam high speed 

railway(KTX), Dongbu corporation)

Fig. 12 Virtual excavation simulation in the vicinity of 

the existing rail road

(Construction of lot 3-3, Honam high speed 

railway(KTX), Daelim)

Fig. 13 Virtual earth work for large scale footing

(Construction of T301, tel, Singapore metro, GS E&C)

경우, 크 인의 작업 높이와 반경에 따른 허용 인양 량을 동  

시뮬 이션에 용하여 검토하고, 실제 인양 량을 고려하여 

안 율을 확인함으로써 장비 선정의 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Fig. 12의 경우, 험한 기존 철도시설물 인근의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장비조합으로 공사시, 작업을 한 공간이나 주변 시설

물과의 공사시 사항을 확인하면서 시공계획의 정성과 

장비운 의 안 성을 검토할 수 있다. Fig. 13은 효율 인 

토공작업을 해 백호우와 덤 트럭의 작업시간, 운행속도를 

고려한 시뮬 이션을 통해 공기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한 

최 의 장비투입 시기와 그 조합을 선정할 수 있음을 보여 다. 

본 장에서 제시된 세 가지 사례는 공통 으로 3D 가상 장 

구 과 공사방법에 한 동  시뮬 이션을 통해 공사 계자의 

시공방법에 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건설장비와 안 시설물 

라이 러리를 활용하여 안공법을 검토하고 상세한 안 책 

수립하는 데에 효과 으로 활용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IM 기반으로 구축한 가상 장 내에서 동  

시뮬 이션이 가능한 가상장비 모델을 이용하여 공사단계에서 

평가해야 하는 장비운용의 안 성,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뮬 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표 인 토목 

공사에 용하고 그 효용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 토목공사의 가상 장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구축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하

으며, 개발된 시뮬 이션 시스템은 건설장비에 한 

효과 인 3D 라이 러리를 구축하므로 써 공사 리자가 

최 의 장비를 선정하고 경제 인 공사를 실 하기 한 

계획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한, 개발 시스템을 통해 

시공자는 공사 안 성을 확보하기 한 다각도의 분석을 

할 수 있다. 

2) 건설장비 시뮬 이션을 해 장비별로 3D 형상, 동작에 

한 구속조건, 충돌 감지를 한 경계조건, 장비 고유의 

용량 데이터를 악하고 모델을 구축하여 시뮬 이션 

시스템에 반 해야 한다.

3) 가상건설 시뮬 이션 용결과, 건설장비의 3D 간섭

검토, 배치공간 검토, 장비 라이 러리를 활용한 안

검토, 공법에 한 신속하고 직 인 이해, 안 시설물 

 건설 아바타와 연계한 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토목공사는 공종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과 사용되는 

장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통합 랫폼에 

향후 다양한 장비 라이 러리를 추가하여 용 범 를 보다 폭

넓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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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토목시설물 건설사업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극 으로 도입되면서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의 활용도

를 극 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그 , 시설물 공사  건설장비의 동  거동을 반 한 검토 사례는 드물고 

련 기술 수 도 낮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BIM 기반으로 구성된 가상 장 내에서 동 인 가상건설 장비 모델을 이용

하여 공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장비운용의 안 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뮬 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토목

장에 용하여 그 효용성을 분석하 다. 개발된 시뮬 이션 시스템이 건설장비에 한 효과 인 3D 라이 러리 구축을 통

해 공사 리자가 최 의 장비를 선정하고 경제 인 공사를 실 하기 한 계획수립을 지원할 뿐 아니라 안 한 공사가 수행

되도록 다각도의 분석을 가능  해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토목시설물, BIM, 가상건설, 가상건설장비, 시뮬 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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