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4호 ■ pp. 344-353 (2015년 8월)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OL.18, NO.4 ■  pp.344-353 (August 2015)

ISSN 1738-6225(Print)

ISSN 2288-2235(Online)

BIM 기능요소 분류체계 도출에 의한 철도시설공사 

BIM 기능발주 구성 방안

A Study of BIM Delivery Model for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using 

BIM Function Breakdown Structure

김영환·김현승·강인석*

Young-Hwan Kim · Hyeon-Seung Kim · Leen-Seok Kang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 후반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한 프로젝트 사업관리가 증대되고 있으며, 생산성

및 비용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 주체들은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변수와 영

향인자들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각적인 기능만을 가진 3D 모델링을 이용하여 BIM을 활용하고 있다[1].

최근에는 BIM을 활용한 기능들이 시각적인 3D모델링 기능 이외에 일정, 비용, 자원관리 시뮬레이션, 공사진도 및 위험작업 요

소관리기능,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기술까지 다양하게 확장되어 기능화 되고 있다. 이처럼 BIM을 활용하는 기능들이 다양

해짐에 따라, 공사 프로젝트의 특성과 부합하는 기능들을 파악하기 위해 명확한 분류기준과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 이외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BIM기능들과 그에 따른 세부기능을 분석한다. 또한 BIM기능의 효

율적인 파악을 위해 분류기준과 코드를 정의하여 BIM기능요소 분류체계를 도출한다. 이후 구성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BIM기능

을 발주할 수 있는 발주모듈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의 발주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건축·토목·

Abstract Recently, the utilization of the BIM system has been extended to cost and resource simulation, visualized man-

agement of construction site information and application of augmented reality including basic 3D modeling. Therefore, var-

ious BIM functions are being developed for practical applications. However, since clear classification criteria and

knowledge information of BIM functions are not sufficient for field engineer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necessary BIM

functions for a construction project. This study suggests a BIM function breakdown structure considering the individual

functional properties and a process model that can be ordered by applying BIM in a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The pro-

posed delivery model is used to obtain a practical utilization of BIM by analyzing features applicable to railway construc-

tion projects; model is verified using a cas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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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BIM의 활용이 시각적인 3D모델링 이외에 일정 및 공사비 시뮬레이션, 시각적 공사현황관리, 증강현실적

용 등으로 확장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BIM기능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되는 기능들에 대해 명확한 분류기준

과 지식정보가 부족하여, 공사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능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BIM기능의 특성을 반영하여 BIM기능요소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BIM기능을 발주할 수 있는 발주모형 구

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철도시설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BIM기능을 분석하여 실무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

였으며, 사례적용을 통해 활용성을 검증하고 있다.

주요어 : BIM기능분류체계, 3차원 모델링, 철도시설공사, IPA분석기법

*Corresponding author. Tel.: +82-55-753-1713, E-mail : lskang@gnu.ac.kr.

© 2015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7782/JKSR.2015.18.4.344



BIM 기능요소 분류체계 도출에 의한 철도시설공사 BIM 기능발주 구성 방안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4호 (2015년 8월) 345

전기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철도시설사업에서 각 분야 간의 통합적인 관리의 방안으로 BIM 기술이 대두됨에 따

라,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철도시설공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BIM기능들을 분류하고, 구성된

모듈에 사례적용을 실시하여 활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1.2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BIM의 분류체계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rk, Kim [2]과 Jo 등 [3]은 한옥과 교량을 대상으로 3D정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객체분류체계를 정의하고, 실제 프로젝트 단

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Lee 등 [4]과 Jung 등 [5]은 건축법규 및 기능적인 고도화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BIM객체 분류체계를 정의하였다. Moon 등 [6]과 Yoon 등 [7]은 국내의 BIM객체 분류체계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

기 위해, 국내 외 분류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BIM 분류체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Lee [8]는 BIM라이브러리 구축 시

표준부재를 제시하기 위해 BIM라이브러리 분류체계를 정립하였다. Ekholm과 Haggstrom [9]은 ISO 12006-2 프레임워크 표준의

이론적인 부족성을 해결하기 위해, BIM기능과 환경, 건물요소, 시스템 등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Lucas 등 [10]은 건물 프

로젝트의 Lifecycle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BIM 도구들과 BIM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정의하였다. Nawari [11]는

건설공사의 자동화된 규칙과 BIM모델에 대한 분류번호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Gao [12]는 실제 프로젝

트 사례분석을 통해, BIM수행에 대한 이점을 크게 3개의 카테고리에 14개요소와 74개의 측정값의 세부수준에 대한 분류체계를 구

성하여, BIM수행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BIM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서에서는 BIM모델을 활

용하여 각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간략하게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기능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13,14].

이와 같이 BIM의 분류체계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BIM 라이브러리와 가이드라인의 구축을 위해 객체와 속성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의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BIM객체 라이브러리 분류체계는 일반적으로 객

체에 대한 다양한 속성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수행할 때는 효율성이 높다. 그러나 모델링 이외의 BIM기능

을 수행할 때는 각 기능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연계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모델링 객체 내의 정

보만을 연계하여 BIM객체에 대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BIM기

능 별 특성에 따른 분류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IM기능에 대한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기

능별 특성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 BIM기능요소 분류체계 도출

2.1 BIM 기능요소 분류체계 도출 절차

본 장에서는 프로젝트의 사업관리 시 공사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BIM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수

행절차를 통하여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먼저, 건설 분야에서 수행 할 수 있는 BIM기능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통하여 BIM기능들을 도출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수행단위, BIM기능, 세부기능에 대한 분류기준과 분류코드

를 정의한다. 이후 각 특성에 따라 분류기준과 코드에 부합되는 기능들을 분류하여 BIM기능요소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Fig. 1. Process model for BIM function breakdow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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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IM기능요소 도출 및 분류체계 구성

2.2.1 BIM문헌분석을 통한 기능요소 도출

먼저, BIM기능요소 도출을 위한 자료로 아래 Fig. 2의 왼쪽과 같이 국내 논문의 문헌조사 및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대상 문헌

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출된 논문으로, 여러 학회에서 발간한 논문집, 학회지, 학술발표논문 등에서 186편의 논문을 수집하

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문헌의 분석결과 470개의 BIM기능들을 도출되었으며, 이들 중 중복되는 기능들을 통합하여 모델링, 시뮬레

이션, 분석기능 등 총 54개의 BIM기능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2.2.2 BIM기능 분류기준 정의

본 절에서는 앞서 도출한 BIM기능을 바탕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세 가지 단계의 분류기준을 정의한다.

첫 번째로, 최상위 단계(Level 1)의 분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앞서 186편의 논문에서 도출된 470개의 BIM기능들을 바탕으로,

공통된 키워드를 분석하여 수행단위를 정의한다. 470개의 BIM기능에 따른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Modeling 32%, 물량 및 비용 산

출 10%, 간섭검토 9%, 시뮬레이션 12%, 공사관리 11%, 분석기능 17%, 유지관리 9%의 비율로 총 7개의 수행단위를 도출하여 최

상위 단계(Level 1)의 분류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상위단계(Level 2)의 분류기준은 최상위단계(Level 1)의 수행단위 별 주요 BIM기능들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앞

서 2.2.1절에서 도출한 54개의 BIM기능들을 최상위단계(Level 1)의 수행단위 정의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

세 번째로, 하위단계(Level 3)의 분류기준은 상위단계(Level 2)에서 구성된 주요 BIM기능들에 대한 세부기능이다. 하위단계

(Level 3)의 세부기능들은 BIM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이며, 각 세부기능들의 수행을 통해 상위단

계(Level 2)의 주요 BIM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Fig. 2. Literature analysis of BIM.

Fig. 3. Criteria of BIM functio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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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BIM기능 분류코드 정의

BIM 분류체계 구성을 하기 앞서, 본 절에서는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분류기준과 코드 구성을 참고하여 각 모델링 기능을 분류할

분류코드를 정의한다.

우선 최상위단계의 분류항목인 7개의 BIM 수행단위에 대한 분류코드로는 각 수행단위의 첫 대문자 스펠링으로 정의를 하였다.

모델링 수행단위는 M(Modeling), 물량 및 비용 산출 수행단위는 T(Takeoff of Quantity and Cost), 간섭검토 수행단위는

I(Interference), 시뮬레이션 수행단위는 S(Simulation), 공사관리 수행단위는 C(Construction Management), 분석기능 수행단위는

A(Analysis Function), 유지관리 수행단위는 F(Facility Maintenance)로 정의한다. 또한 상위단계의 분류항목인 주요 BIM 기능에 대

한 분류코드는 각 기능이 속한 분류코드의 대문자 뒤에 숫자 00~99까지 사용하고, 하위단계의 세부기능에 대한 분류코드는 순서에

맞춰 상위단계 뒤에 숫자 0~9로 표기되어진다.

2.2.4 BIM기능요소 분류체계 구성

본 절에서는 앞서 정의한 BIM기능의 분류기준과 분류코드에 따라 총 7개의 수행단위에 대한 54개의 BIM기능들을 분류하고, 그

에 따른 세부기능들을 분류하였다. 아래 Fig. 4는 본 연구에서 구성한 BIM기능요소 분류체계에 대한 그림이다.

Table 1. Classification code of BIM function

Division
BIM 

performance unit

Main

function

Detail 

function
Division

BIM 

performance unit

Main 

function

Detail 

function

Modeling M M01~M99 M00.1~M00.9
Construction 

management
C C01~C99 C00.1~C00.9

Takeoff of quantity 

and cost
T T01~T99 T00.1~T00.9 Analysis function A A01~A99 A00.1~A00.9

Interference check I I01~I99 I00.1~I00.9 Facility maintenance F F01~F99 F00.1~F00.9

Simulation S S01~S99 S00.1~S00.9

Fig. 4. BIM function breakdow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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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A분석기법에 의한 BIM기능의 철도시설 적용성 분석

3.1 설문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BIM기능요소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철도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BIM기능을 판별하여 적용성을 분석하

기 위해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IPA분석을 위하여 각 기능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 5점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2014년 9월 4일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간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E-mail 및 우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65부 중 42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사항을 포함하여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설문하였

고, IPA모델 적용을 위해 54개의 BIM기능에 대한 설문항목의 중요도 및 만족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

항목들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표면타당성 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항목을 검

토하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BIM전문가에게 설문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표면타당성을 높이고

자 노력하였다. 설문의 일반사항은 Fig. 5와 같다.

설문조사 후, 설문을 실시한 결과 값에 대해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측정된 결과의 일관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안정성, 예측가능성과 관련된 개념

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되풀이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8이상이면 분석 접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본 연구에서의 설문 결과 값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Table 2와 같이 중요도는 0.888, 만족도는 0.932로써, 설문 결과 값을 활용한 통계적 분석은 적합하다고 판

단할 수 있다.

3.2 철도시설 BIM기능의 IPA모델 평가

철도시설분야에 BIM기능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시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설문 결과 값은 아래 Table 3과 같으며, 54개의

기능 항목에 대하여 IPA모델을 적용 및 분석한 결과는 Fig. 6과 같은 분포도가 도출되었다.

Table 2. Importance-performance cronbach alpha coefficient.

Classification BIM fucntion

Number of item 54

Cronbach’s alpha
Importance 0.888

Performance 0.932

Fig. 5. General questions of BIM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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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PA analysis of BIM function for railroad project.

Table 3.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BIM function.

No. BIM Function
Impor-

tance

Perfor-

mance
No. BIM Function

Impor-

tance

Perfor-

mance
No. BIM Function

Impor-

tance

Perfor-

mance

1 Terrain modeling 4.2500 2.8750 19
Interference check of 

steel
3.9583 2.7917 37

Augmented reality 

function
3.6667 1.5417 

2 Object modeling 4.7500 3.0000 20
Interference check of 

equipment
4.0417 2.2083 38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0417 2.1667 

3 Steel frame modeling 1.7917 1.9167 21
Interference check of 

schedule
1.9583 1.3750 39

Telepresence 

management
3.6250 1.5417 

4
Steel reinforcement 

modeling
3.9583 3.2500 22

Interference check of 

workspace
4.4167 2.0833 40 Law analysis 2.2917 2.0417 

5 MEP modeling 3.1250 2.0000 23
Schedule simulation 

(4D)
4.3750 3.1667 41

VE/LCC/LCA 

analysis
4.0417 1.9167 

6 Linear modeling 4.4167 3.3333 24 Cost simulation(5D) 4.4583 2.7500 42 Terrain analysis 4.4167 2.2083 

7 Landscape modeling 2.8333 2.9583 25
Resource simulation 

(6D)
4.3750 2.2917 43 Design analysis 3.3750 2.5417 

8 Energy modeling 2.1667 2.6667 26 MEP simulation 4.0833 2.5833 44 Structure analysis 4.7500 2.5000 

9 Rendering 3.3750 3.0417 27 Energy simulation 3.4583 2.0417 45 MEP analysis 4.1667 2.2917 

Takeoff of material 

quantity
4.8333 2.6667 28

Train running 

simulation
4.1250  2.4167  46 Resource analysis 1.8333  2.291710

Takeoff of MEP 

quantity
4.1250 2.8750 29

Aerial view 

simulation
3.0417 2.2917 47 Equipment analysis 3.6250 1.708311

Takeoff of 

soil quantity
4.4167 2.0000 30

Illumination analysis 

simulation
1.5000 2.0000 48

Schedule progress 

analysis
2.2917 1.958312

Takeoff of 

material cost
4.8333 2.6667 31

Electric load 

simulation
3.8750 1.7083 49 Risk analysis 1.9583 1.375013

Takeoff of MEP cost 4.1250 2.8750 32 Earthwork simulation 3.7083 1.9583 50 Environment analysis 3.5833 1.916714

Takeoff of soil cost 4.4167 2.0000 33
Noise impact 

simulation
3.5833 1.3750 51 Energy analysis 3.4167 1.916715

Takeoff of 

construction cost
2.8750 2.2083 34

Schedule 

optimization
4.4167 2.5833 52

 Maintenance based 

BIM
4.7500 1.000016

Interference check 

of object
4.2500 2.9167 35 Cost optimization 1.8333 1.3750 53

Asset management 

based BIM
3.0417 1.291717

Interference check 

of MEP
4.1667 2.6667 36

Resource 

optimization
4.3333 1.6250 54

Maintenance based 

augmented-reality
3.9167 1.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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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철도시설 BIM기능에 대한 중요도 평균은 3.6304, 만족도는 2.2176이며,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치에 따라 교차점을 지정

하여 4분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사분면에는 지형, 객체, 철근, MEP(Mechanical Electrical and

Plumbing), 선형에 관한 모델링 기능과 자재와 MEP에 대한 물량 및 비용 산출 기능, 객체, MEP, 철근 간 간섭검토 기능, 4D, 5D,

6D시뮬레이션 기능과 MEP, 열차주행 시뮬레이션 기능, 일정최적화, 구조분석, MEP분석 기능이 있다. 1사분면의 BIM기능들은 중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기 때문에 철도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기능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토공 물량 및 비용 산출 기능, 장비 및 작업공간 간섭검토 기능, 전기부하 분석, 토공사 시뮬레이션, 증강현실 연계기능, VE/LCC/

LCA 분석, 지형 및 공간분석 기능, BIM기반 유지관리, 증강현실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능들은 2사분면에 분포해 있으며, 중요도가

낮지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히 BIM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현재의 수행업무 만으로 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3사분면은 철골모델링, 공사비용 산출, 일정 간섭검토, 조도분석 시뮬레이션, 소음영향도 분석 시뮬레이션, 비용최적화, 프로젝트

사업관리(PMIS), Telepresence 협업관리, 장비분석, 진도 분석, 리스크 분석, 환경성 분석, 에너지 분석, BIM기반 자산관리의 기능

들이 분포해 있다. 3사분면에 분포된 기능들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기 때문에 철도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낮은 우

선순위가 될 수 있으며,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BIM기능을 수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사분면에 분포되어 있는 조경모델링, 에너지모델링, 랜더링, 항공뷰 시뮬레이션, 디자인 분석, 자원분석 기능들은 응답자들에게

중요도는 높게 평가되지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으로써 철도공사에 BIM기능을 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요인임을 판별할 수 있다.

4. BIM발주를 위한 BIM발주기능 구축방안

4.1 BIM기능 발주를 위한 발주모듈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 구성한 BIM기능의 발주모형은 Fig. 7과 같으며, 모형 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

이스에는 발주자가 원하는 BIM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기능에 대한 분류체계와 IPA분석을 통해 도출한 데이터를 입력시켜 둔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정보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LOD(Level of Development) 수준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켜 두었다.

LOD 수준 값을 연구에 활용한 이유는 3D모델의 정보수준에 따라 각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3D

모델들의 정보수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서 적용한 LOD 수준은 미국의 AIA, NIBS 등 다양한 기관과 협

력하여 BIM의 적용을 위해 연구하고 있는 BIM FORUM에서 제시한 LOD를 적용하였다. BIM FORUM의 LOD는 각각의 객체에

따른 상세 LOD수준까지 제시하며, BIM기능을 활용할 때 필요한 모델링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이를 적용하였다.

앞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능검색 모듈, 기능선택 모듈, LOD 수준 설정 모듈, 발주보고서 확인 모듈을 구성하여, 각 모듈

간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BIM기능을 발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또한 본 장에서는 구축한 BIM기능 발주 프로세서

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여 적용성을 검증한다.

Fig. 7. Architecture of project delivery model with BIM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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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BIM기능 발주 프로세서 모듈

본 연구에서 구축한 BIM기능 발주 프로세서의 모듈은 Fig. 8과 같이 기능검색, 기능선택, LOD수준 설정, 발주보고서 확인의 총

4가지 모듈이며,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코드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먼저 기능검색 모듈은 발주하고자 하는 BIM기능

을 파악하기 위한 모듈이며, 앞서 도출한 BIM기능의 수행단위별로 분류된 기능을 클릭을 하거나, 검색어를 입력하여 일치하는

BIM기능들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발주자가 BIM기능검색을 통하여 기능을 파악한 후, 발주하고자 하는 기능들에 대하여 선

택하는 모듈이다. BIM기능 선택 후 선택완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다음 모듈인 LOD수준 설정 모듈로 선택한 기능들이 연계

되도록 구성하였다. 세 번째 모듈인 LOD수준 설정 모듈에서는 발주하고자 하는 기능들에 대한 정보수준을 설정하는 모듈이다. 발

주자는 선택했던 각각의 모델링 기능에 대해 LOD수준을 100~500사이에서 설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LOD수준 연계데이터에 따

라 모델링 이외의 타 기능들의 LOD수준이 설정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적용버튼을 눌러 최종적인 LOD수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설정완료버튼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네 번째 모듈인 발주보고서 확인모듈로 연계되어 최종적인 발주내역을 확인하고 출력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3 사례적용 및 검토

앞서 구축한 BIM기능 발주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Fig. 9와 같이 사례적용을 실시하였다. 앞

서 IPA기법을 통해 철도시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1사분면의 BIM기능들을 발주모형에 적용하였다. 먼저, 각 기능들을 검색모듈

을 통해 파악하고, 선택모듈에서 발주하기 위한 BIM기능들을 선택하였다. 또한 LOD수준 설정창과 연계시켜, 각 모델링 기능에 대

한 LOD수준을 설정하여 LOD수준을 확인하였으며, 발주보고서 모듈에서 선택 및 설정했던 BIM기능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발

주보고서를 출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BIM기능 발주 프로세서의 사례적용을 통해 BIM기능을 확인하여 발주보고서까지 출력하였다. 또한, 검색

기능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 BIM기능에 대한 설명을 참고로 하여, BIM관련 지식이 전무한 사용자들이라도 실무와 관련된 내용으

로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BIM기능의 발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LOD수준 설정 모듈에서 모델링 이

외의 다른 기능을 발주할 때, 설정되어야 하는 모델링의 최소 LOD수준을 경고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발주자가 원하는 기

능을 발주하여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할 때, LOD수준이 각 기능의 최소 수준 이하에 설정 때문에 야기되는 모델링의 재작업 오류

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 8. Contents of main modules for BIM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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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건설 프로젝트에 BIM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프로젝트 발주단계에 BIM의 기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특성에 적

합한 기능으로 체계적으로 BIM을 적용할 수 있는 발주과정의 절차모형의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BIM의 기능분류체계에

의한 BIM의 발주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는 BIM기능들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국내외 BIM관련 연구문헌들을 분석하여 470개의 세부 항목과 54개

의 주요 항목을 분류하였고,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기준 및 분류코드를 활용하여 실무 활용이 가능한 BIM기능요소 분류체계를 구

성하였다. BIM기능요소 분류체계는 BIM기능의 체계적 분류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프로젝트별 BIM기능 구성을 위한 다양한 용

도로 활용성을 갖을 수 있다. 

둘째, 구성된 BIM기능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BIM기능에 대한 발주프로세서를 구축하기 위해 BIM기능 검색, BIM기능 선택,

LOD수준 설정, 발주보고서 확인 모듈을 구성하였다.

셋째, 구축한 BIM기능 발주프로세서를 IPA분석을 통해 도출한 철도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 BIM기능을 대상으로 가상의 시나리

오를 작성하여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BIM기능요소 분류체계를 활용하면 BIM기능을 발주하고자 하는 여러 기관들이 필요한 기능을 파악하여 프

로젝트 특성에 적합한 기능들을 추출할 수 있으며, 구축한 BIM 발주모형의 프로세서 순서에 따라 발주를 진행하여 필요한 BIM기

능을 구현할 수 있다. 단순한 3D 간섭관리 외에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BIM이 갖는 다양한 기능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BIM

의 실무적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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