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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건설사업의 복합화, 대형화, 첨단화에 따라 3차원 설계와 정보모델 작성에 필수적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소프트

웨어 활용을 확대하고 도입과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방식의 개발방안을 제안

한다.

I. 서론

  건설산업은 2011년 4분기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업 생산비중이 5.3%(65조원), 건설투자비중이 

15.9%(196조원)에 이르는 등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산업이다[1]. 최근 건설산업계

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

다. 그 중 3차원 설계와 정보 모델과 관련된 BIM과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가 산업계와 학계에서 어느 분야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BIM 소프트웨어는 

비교적 고가이며, 도입 초기 단계로 인한 제한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확장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측면에서 보면 차세대 인터넷 환경

인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모바일 기술의 

보편화에 따라 어디에서나 손쉽게 발주자와 수주자간, 설

계자와 시공자간 3차원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검토, 작업할 

수 있는 가상 협업(Virtual Collaboration) 환경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컬환경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BIM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환경으로 개

발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소개하고 BIM 모델 개발을 위한 

주요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1. 클라우드 컴퓨팅의 형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형태는 표 1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2]. 미국국립표준기술원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은 클라우드의 형태를 구별할 때 기준이 되는 

요소로 IT(Information Technology)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1.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

Private 

클라우드

직접 소유한 IT자산으로 서비스를 구축

하여 사용

Public 

클라우드

IT자산 소유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공하는 회사에 있음

Hybrid 

클라우드
Private과 Public 클라우드를 혼합

  최근 Private 클라우드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외부 Private 클라우드로 확장되고 

있고, Public 클라우드도 여러 조직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되어 공통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집중된 

Community 클라우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의 형

태에 따라  ① 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 ② 

Platform as a Service(PaaS), ③ Software as a 

Service(SaaS)로 구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환경 중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의 BIM 

소프트웨어 개발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2. BIM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다차원 건

설설계(VDC:Virtual Design Construction)라고도 표현되

는 가상공간에서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구조설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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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시공, 유지관리 및 폐기까지의 과정을 가상으로 시설

물을 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3]. BIM을 활용하여 시설물

을 시공하기 전 가상으로 만들어 시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확인할 수 있고, 각 시설물의 객체정보를 통하여 견적, 공

정관리, 구조계산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으며 3차원 기반

으로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여 참여자간의 시각적 협업이 

가능하게 된다.

Ⅲ.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BIM 모델 
개발 방안

  본 연구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BIM 모델 개

발 진행중인 연구 추진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BIM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절차

  BIM의 핵심인 3차원 정보모델에 적합한 클라우드 컴퓨

팅 요소기술을 조사하고, 건설업체 사용자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주요 단계별로 BIM 

적용가능 세부 업무분야별 요소기술의 활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과제의 결과물인 주요 업무분야의 BIM 모

델과 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와 프로토타입은 클라우드 컴

퓨팅기반의 BIM 소프트웨어 개발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현재 IT 응용업무 중 클라우드 컴퓨팅의  형태로 구분

하면 표2와 같다.

표 2.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에 따른 IT응용업무 

구분

Private 

클라우드
설계도면과 기술문서관리 등

Public 

클라우드

건설사업관리(PMIS), 3D 모델링/렌더링, 

간섭체크, 물량산출 등

Hybrid 

클라우드
업무지식관리 등

  Private 클라우드 형태의 업무분야는 기업정보 보안이 

필요한 업무, Public 클라우드 형태의 업무분야는 공통 서

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참여자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한 

업무, Hybrid 클라우드 형태의 업무분야는 보안이 필요하

나 정보 공유가 요구되는 업무에 적합할 것이다. 현재 

BIM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의 기능은 Public 클라우드 형태

로 서비스형 소프트에 적합하다. 따라서 서비스형 소프트 

방식의 BIM 모델 개발을 진행하되 정보보안 고도화, 전문

적인 서비스 기능 강화 등 고려해야 한다. 또한 Private 

클라우드는 내부 IT자산의 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적합하며 모바

일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안을 강화한 외부 Private 

클라우드 활용이 적합하다.

Ⅳ. 결론

  최근 건설산업계에서는 건설사업의 복합화, 대형화, 첨

단화에 따라 디지털화된 3차원 정보로 설계, 물량산출, 구

조해석, 시뮬레이션, 자동화 시공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3차원 정보모델로서의 BIM과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

한 연구가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

컬환경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초기단계의 BIM 소프트

웨어를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환경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요소들의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

로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서 BIM 모델과 시스템 프레임워

크를 개발할 예정이다. 3차원 설계와 정보모델을 위한 

BIM으로의 전환은 기존 2차원 업무처리 정보시스템의 커

다란 변화를 의미하므로 정보시스템의 대폭 변경과 재구

축이 수반된다. 이때 최신 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사용자 

중심의 기능제공과 초기 도입비용과 향후 운용비용의 최

소화가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핵심적인 BIM 서비스를 클

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여 사용기간과 수준 및 범위에 맞

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방식이 최

적의 BIM 소프트웨어 개발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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