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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설계 프로젝트의 BIM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IM Design Process in the Free-form Design Project:
-Focused on the Dongdaemun Design Plaza(DDP) Project-

하승범*

Ha, Seung-Beom*

요 약 21세기에 접어들어 정형화된 건축물에서 비정형 건축물이 눈에 띄게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비정형 건축물이다.’라는 정의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 비정형 건축물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비정형 건축물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 매김한 현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국내 비정형 건축물의 대표인 ‘Zaha Hadid’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의 설계프로세스를 실례로 설계프로세스를 고찰함으로써 컨셉 단계의 설계와 실질적 설계단계에서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비정형 설계프로세스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주요어 : 비정형, 디지털 디자인,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BIM)

Abstract Since the 21st century a free-form building has been noticeably constructed. Now the definition “the 
monumental architecture is a free-form one.” has come to be established. As a free-form building became a 
landmark of the city and a factor rising a value of the building all around the world, it is currently required to 
consider a more efficient design proces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learn approaches of the lasting 
free-form design process by considering the design process of Dongdaemun Design Plaza(DDP) designed by 
‘Zaha Hadid’ that is a typical free-form building of Korea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sign in the 
conceptual stage and the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design in practic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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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대 르코르뷔제로부터 시작하여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은 지금까지도 발전하고 있다. 수십 년간 박스형태

의 건축물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건축물의 형태였다. 물론 ‘콘크리트는 곧 박스형태의 건

물이다.’라는 정의는 성립하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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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은 정형화된 건축물이었으며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물이었다. 국제주의 양식과 기

능주의에 입각한 근대건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박

스 형태의 건축물은 자본주의를 거스르지 않는 가장 효

율적이고 최대의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

태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대 개발과 발

전의 미명하에 최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서의 건축을 지향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박스

형태의 건축물은 세워지고 있다. 하지만 90년대에 접어

들어 국외의 건축가들은 정형화된 디자인에서 비정형

화 디자인으로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2000년에 들어와서는 막대

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두바이에 거대한 마천루를 계획

하고 건설하며 획기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면서 지금까

지 시도되지 못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디자인되고 건설

되고 있다. 이러한 초고층 건물들 건물의 높이로 대표

되는 기존의 규모 경쟁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개성을 지

는 비정형적 형상을 통해 조형미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2D 평면과 입면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3D 형태의 생성, 곡선 및 곡면

의 모델링 등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

겨졌던 자유로운 형상의 디자인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

내고 있다.[1]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적인 건축설

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건축물 중 비정형 건축물이 차지

하는 비율은 10%에서 2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BIM이 소개된 이래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BIM

이 도입 되었고 성공적인 도입 성과가 있었지만 대부분

정형적인 형태를 가진 건축물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디자인 플

라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 비정형 설계프로젝트의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비정

형 설계프로세스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디지털 건축에서 생성되고, 실험하는 많은 복잡하고, 비

정형적인 공간은 전통적인 모델링의 형태로는 실제로구현

하기어려운문제점을가지고있다. 이는디지털설계프로

세스자체가컴퓨터파일에서직접디지털가공으로이루어

지는연속적인프로세스를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1]

본 연구에서는 첫째, 비정형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DDP(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를 사례로 비정형

프로젝트 설계 및 시공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을 검

토하고 설계와 시공업무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사례로 비정형

설계프로젝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제안 사항을 도출

하고자 한다.

Ⅱ. 비정형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

1. 3D 소프트웨어

건축설계 디자인 디지털 툴은 크게 디자인 툴

(design tool)과 엔지니어링 툴(engineering tool)로 분류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툴의 차이는 시공데이터 추출

및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하기에 적합할수록 엔지니어

링 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Design tool Engineering tool→

그림 1. 디자인 툴과 엔지니어링 툴

Figure 1. Design tool and Engineering tool

‘자하 하디드’의 스튜디오에서는 3D 모델링 툴로서

‘Rhino’와 플러그 인(Plug-in)으로서 ‘T-Spline’을 사용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업계에 많이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Rhino’는 디자인 툴과 엔지니어링 툴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률이 높다. 또한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툴인 ‘Digital Project’는 ‘프랭크 게리’ 사무실에서 사용

하는 디지털 툴로서 가격도 매우 고가이지만 대표적인

파라메트릭 설계프로그램인 ‘CATIA’를 기반으로 건축

과 건축시공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툴이기 때문에 대표

적인 엔지니어링 툴로서 사용되고 있다. 다음 표 1.은

대표적인 3D 소프트웨어를 정리한 것이다.

아래 표 1.에서 정리한 소프트웨어 중에서 디자인 툴

인 ‘Rhino’에 대한 설명과 엔지니어링 툴인 ‘Digital

Project’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구조분야에 있어서 초고층

분야에 쓰이고 있는 ‘Tekla Structures’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대표적 소프트웨어인 ‘Revit’

제품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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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정형 3D 소프트웨어

Table 1. Free-form 3D Software

Rhino CATIA Digital Project
Bentley

(Generative Component)

개발사 Mcneel Dassault Gehry Technology Bentley

개발국가 미국 프랑스 미국 미국

개발연도 1992년
1977년

2008년 V6 발표
2003년 2003년

강세지역 전세계 전세계 미국, 유럽 영국, 미국

설계사무소 대부분의 설계사 보유
-SAMWOO

-Withworks

-Frank Gehry

-SOM

-AEDAS

-Arup

-DMP

-Arup

-Grimshaw

-HOK

-UN Studio

-Morphosis

특 징

-가격대비 높은 수준의 모델

링이가능하며전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음

-BIM툴은 아님

-다양한 플러그인 존재

-파라메트릭 툴인

Grasshopper로 디자인 보강

가능

-항공, 조선, 자동차설계

에 주로 사용

-고가의 가격

-기술습득이 어렵고 운

용이 어려움

-CATIA를 건축과 건축시공에

맞도록 개발한 프로그램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

-가격이 고가이며 기술 습득이

어려움

-도면화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

에 편집프로그램을 같이 운용

해야 함

-파라메트릭 디자인 도구

-다수의세계적건축상수

장 작품에 사용

-기술습득과 운용이 어려

움

-2010년 3월부터 무료배

포

1) Rhino 3D

Rhino 3D는 1992년 미국 Robert McNeel사에서 개발

한 윈도우 기반의 3D NURBS Modeling 전문 소프트웨

어이다. 현재 고품질의 서페이스와 치수정밀도를 고도

로 요구하는 산업디자인, 주얼리 디자인, 건축 디자인,

신발 디자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 신속조형(Rapid

Protype) 제작 및 엔지니어링, 금형 등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쓰이고 있으며 현재 많은 설계사에서 비정형 설

계에 쓰이고 있다. 장점은 성능대비 가격이 매우 저렴

한 편이며 고가의 모델링 도구에서 가능한 기능을 구현

해주는 제약 없는 자유형식의 3D 모델링 툴이다. 또한

정밀도가 높아 엔지니어링 툴로서 손색이 없다. 스크립

드, 플러그 인을 지원하여 확장성이 뛰어나며 프러그인

을 통한 파라메트릭 디자인도 가능한 것이 매우 큰 장

점이다. 단점으로는 시공 및 부재 제작을 위한 정보를

생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히스토리 기능, 파라메

트릭 기능이 약해 설계변경 시 재작업을 해야 하는 단

점이 있다. 이런 단점으로 인해 실시설계용 툴로서는

부적합하다.[2]

2) Digital Project (DP)

Digital Project는 건축가인 Frank O’Gehry가 자신의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 CATIA를 건축에 도입하면서

개발한 제품이다. Digital Project는 Gehry

Technologies에서 개발한 CATIA의 건축용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CATIA의 수많은 기능 중 건축과 관련된

기능만 모으고, 건축 라이브러리 및 4D 기능, 견적 기

능 등의 몇몇 기능을 추가하고 필요한 기능만을 선택하

여 재구성한 소프트웨어이다. 장점은 대형프로젝트 수

행이 용이하고 비정형을 포함한 객체(custom

parametric object) 정의 기능이 뛰어나다. 또한 환경분

석 프로그램인 Ecotec과 연계하여 에너지 분석을 할 수

있다. 단점은 고가이며 MEP 부분에서 계산서 및 문서

화 지원능력이 떨어진다.[3]

3) Tekla Structures

대표적인 골조 모델링 시스템으로 핀란드의 Tekla사

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잠실 제2롯데월드 구조 설계에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도 알려져 있다. 철골조 디

테일링 소프트웨어인 xSteel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

조 모델링, 철근 콘크리트 구조 모델링 기능을 추가한

제품이다. 따라서 철골접합부와 철근배근 자동화 기능

과 구조해석 시스템과의 연계에서 상대적으로 탁월하

다.

4) Revit 제품군

오토데스크(Autodesk)에서 생산되고 있는 Revit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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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군은 Revit Architecture, Revit Structure, Rvit MEP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건설

산업에서 점유율이 매우 높다. 장점은 gbXML을 에너

지 및 친환경 분석을 위한 데이터 포맷으로 사용하고

디자인 툴인 Sketch-Up으로부터 모델을 받을 수 있으

며, DXF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다. 2010 버전부터

비정형 디자인 기능이 포함되었으나 경쟁제품에 비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2.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비정형 설계프로젝트 실시설계의 단계에서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상호 호환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디자

인 툴과 엔지니어링 툴과의 상호 파일의 호환이 적절하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

게 될 것이다. 아래의 그림 2는 실시설계(Construction

Document) 단계에서의 각 협력사 간의 소프트웨어 간

의 정보교환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그림 2. 실시설계단계에서의 정보교환 방법

Figure 2. How to exchange information in working design

stage

기획설계는 디자인 툴인 ‘Rhino 3D’의 *.3dm형태의

파일로 디자인 이루어졌으며 이를 PM 설계사는 실시

설계 도면화 작업을 위해 BIM협력사의 CATIA(DP)와

AutoCAD의 호환성을 위해 각각*.IGS화일과 *.dwg 파

일의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진다.

그림 3. 시공단계에서의 정보교환 방법

Figure 3. How to exchange information in construction

stage

시공단계에서의 상호 파일 호환 방식은 그림 3과 같

다. 그림에서 보듯이 현재 시공단계에서의 도면의 상호

교환은 크게 *.dwg, *.iges, *.ifc, *.CATPart로 이루어

진다. 이처럼 각각의 도면은 시공단계에서 여러 포맷으

로 호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100% 이

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 설계

에 있어서 복잡한 파일 체계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본다.

3. 비정형 실시설계 및 시공에서의 문제점

앞에서 서술한 각 협력사 간의 도면 호환에 있어서

는 비정형 설계 특성상 복잡한 ‘3D 모델’ 도면을 2D화

하여 제공해야 하므로 2중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번

거로움이 있다. 또한, 비정형 건축설계는 기본설계

(Planing Design)부터 CATIA (Digital Project)를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짧은 설계기간, 낮

은 설계단가, 빈번한 설계변경 그리고 고가의 운용 소

프트웨어 유지와 고가의 운용 인건비 등으로 인해 비정

형 전문 설계사나 비정형 전문 업체가 아닌 일반 설계

사가 이를 수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

기 때문에 설계 계약 시 기존의 설계 방식에 의한 계약

에서 보다 현실적인 설계비를 반영한 계약이 이루어져

야 한다. 향후 비정형 설계의 프로그램 호환성의 문제가

비약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비정형 측면이 강한 외장 부

분은 CATIA(DP)를 운용하고, 비정형 구조물이 비교적

적은 지하부분의 골조 등은 레빗 스트럭쳐(Revit

Structure)와 같이 사용이 용이한 BIM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설계의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Ⅲ. 비정형설계 프로젝트 업무

프로세스

1. 비정형 BIM 설계단계별 업무량의 변화

비정형이 아닌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있어서

BIM 적용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업무량과 시간의 투자

가 대부분 이루어진다. 아래 그림4는 비정형 BIM적용

설계단계와 일반적인 건축물의 BIM적용 설계단계의

업무량 및 시간에 대한 내용을 시각화시킨 내용으로서

비정형 설계 프로세스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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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IM 설계 단계별 업무량 변화

Figure 4. Workload Changes for BIM design stage

위의 그림을 보면 일반 건축물 설계의 경우 실시설

계단계에서 많은 업무량이 발생하는 반면 비정형 건물

설계에 있어서는 계획에서 기본설계 단계에서 많은 양

의 업무량이 발생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정형

건물의 경우 BIM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2D를

이용한 일반건물보다 모델 구축 초기에 더 많은 시간,

인력 그리고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건축의 모든 분야에 BIM을 완벽하게 적용하기 위해

서는 투자 대비 성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된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BIM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즉 건축, 구조/설비, 공간구축에 집중적

으로 BIM을 적용하는 선택적인 BIM 구축이 필요하다.

아래의 그림은 건축설계에 있어서 각 공종별 BIM의 활

용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건축설계에 있어서 BIM의 활용도

Figure 5. Utilization of BIM in architectural design

위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BIM의 활용도는

MEP(Mechanical, Electrical, Plumbing) 분야에서 활용

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4]

2. DDP 설계단계 업무 프로세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설계업무 프로세스 사례

에서 보면 초기 기획설계(Planning Design)에서 기본설

계(Design Development) 단계까지 BIM의 활용도가 매

우 높았다. 초기 기획설계단계에서 3D 프로그램을 이용

한 컨셉디자인 목업(Mock-up) 과정을 시작으로 BIM과

의 연계가 시작된다. 아래 그림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

자 설계의 건축구조와 건축외장 부문에 대한 개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도식화하였다.

▶ ▶

1.설계사:외장

설계,구조/패널

링업체 외장

3D모델전달

2.패널링 컨설

팅 업체:

Panelization/R

ationalization

3.좌표점 추출

▶ ▶

4.구조업체: 구

조시스템 작성

5.외장디테일/패널제작업체 : 시스템설

계, 도면작성

6 설계사 간섭

체크
▶

7.부재 공장제

작
▶ 8.현장조립

그림 6. 비정형 설계업무 프로세스(구조/외장)

Figure 6. Free-form design business process

(structure/exterior)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 각각의 패널의 조합과 패널을 지지하는 건축구

조의 조합은 매우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직관적

인 디자인을 도면으로 표현하고 이를 3차원 모델링 하

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디자인 단계

시작부터 BIM 기반의 디자인 업무 프로세스가 도입되

어야 한다. 아래의 그림은 초기 외관 디자인부터 구조,

설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설계업무 프로세스와 각

프로세스 사이의 유기적인 디자인툴(Design Tool)의 상

관관계를 도식화하였다. 아래의 그림을 디자인 프로세

스와 각 단계별 사용된 디자인 툴의 연관성에 기반을

두어 설명하면 초기 디자인에 Rhino 3D를 이용한 설계

와 이를 Revit Structure, Catia 3D를 활용하여 외부패

널과 구조체 모델링을 생성하고 Inventor를 활용하여

2D화 된 도면을 추출한다. 이후에 현장에서 실질적인

시공에 관련한 도면을 AutoCAD 2D를 활용하여 도면

화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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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정형설계 프로젝트의 설계업무 프로세스 DDP

Figure 7. design process of free-form design project, DDP

3. DDP 시공단계 업무 프로세스

시공단계의 BIM 업무 프로세스는 크게 사업 주체 관

리감독, CM(Construction Management), CA(Construction

Assistant), BIM Tea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현장 시공팀으로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시공단계의 관리

감독은 시설사업단에서 진행이 이루어지며 세부적으로

CM과 CA의 협업으로 공사의 전반적인 시공과정과 현장

에서의 도면,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승인이 이루어진다.

설계단계에서 작성된 BIM 도면은 현장 내 BIM 팀과

시공사의 현장 시공팀과의 긴밀한 협업에서 건축시공이

이루어진다. 다음의 그림은 DDP 시공과정에 있어서

BIM 업무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BIM Model화 되어있는 도면은 시공단계에서

현장 시공팀과 BIM 팀에 의해 크로스체크(cross check)

되어 시공상의 간섭과 Modeling 오류에 의한 잘못된 도

면을 확인 피드백(feedback)되어 CM과 CA 단계로 순

환 시공상의 오류를 체크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림 8. 비정형설계 프로젝트의 시공 업무 프로세스 DDP

Figure 8. construction process of free-form design project,

DDP

4. 비정형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업무 프로세스

이번 절에서는 앞서 서술한 비정형 설계단계와 시공

단계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상호 연계하여 정

리하고자 한다.

그림 9. 비정형설계프로젝트의설계/엔지니어링업무프로세

스 DDP

Figure 9. design/engineering proess of free-form design

project, DDP

기획설계와 계획설계 단계를 1단계로 정의하면 설계

분야에서는 초기 디자인을 완성하고 엔지니어링 분야

에서는 실질적인 모델링을 통한 디자인의 품질 개선과

도면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진다. 1단

계에서는 설계사 자체 도면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

고 볼 수 있다. 기본과 실시설계단계를 2단계로 정의하

면 설계분야는 비정형 설계의 기하학적 정의와 시공성

을 검토하고 곡률(curvature)분석에 따른 마감과 구조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와 2방향 곡면을 1방향 곡

면 또는 평면으로 재정의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각 공종별 간섭체크를 통

한 설계오류를 개선하고 성능분석의 반영으로 설계품

질을 개선할 수 있다. 2단계는 전 공종의 설계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시공과 현

장 단계를 3단계로 정의하면 설계분야에서는 각 패널,

커튼월 전개도, 단면, 3D 좌표도, 공사비 내역 등을 산

출하고 건축구조에 있어 구조 단면과 3D 구조 좌표도

를 도출하여 시공의 용이성을 도모 할 수 있다. 엔지니

어링 분야는 완성도 높은 BIM도면을 제공하고 통합

BIM 모델을 이용하여 시공성과 유지관리의 효과를 극

대화 할 수 있다. 3단계는 통합적인 BIM 모델을 제공

하여 시공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Ⅳ. 결론

위에서 서술한 비정형 설계 프로젝트의 업무 프로세

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설계와 엔지니어

링 그리고 시공단계에서 BIM 적용이 유기적 네트워크

가 상호 연결되어야 비정형 건축물에 대한 현실화가 이

루어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기획설계와 계획설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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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의 BIM 구현 소프트웨어와 기본설계와 실시설

계 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의 운용 그리고 시공 제작 단

계에서의 소프트웨어 운용까지 유기적인 BIM 설계가

진행되어야 초기 디자인 구현에 효과적이라 결론 지 을

수 있다. 본 논문의 실례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의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업무 프로세스의 단계별 과정

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초기 형태 결정과 계획 설계 단계까지는 건물의

형태와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 상호 호환 가능하며 직관

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운용이 효과적이

다. 둘째, 건축물의 외부형태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공

학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운용해야 한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실례에서 외피의 패널 제작과 건축구조 구현

이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시공단계에서 각 공

종별 간섭체크에 용이한 소프트웨어의 운용이 필수적

이다.

그림 10. 비정형설계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DDP

초기형태 결정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비정형 설계

프로세스에는 효율적인 BIM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획, 계획 설계단계에서 RP(Rapid Prototype)모델을

통한 초기형태 결정은 BIM 호환이 가능하고 편리성에

입각한 소프트웨어의 운용 그리고 기본설계에서 시공

까지는 초기 디자인 설계와 호환성이 보장된 일괄적인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운용이 효과적이라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투자 대비 성과를 높

이려면 반드시 BIM이 필요한 분야인 건축구조, 건축설

비 분야에 집중적인 BIM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향후 선택적 BIM의 적용이 비

정형 설계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축설계 활

동에서 비용, 기간 면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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