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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2000년  들어서면서 기존의 CAD를 신하여 통합정보모델로서의 심과 
기 를 받아왔다. 건설산업 체 에서 건축분야에서 먼  활용되기 시작한 BIM기술은 토목분야에서는 상 으로 늦게 

도입이 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정부에서 2020년부터 모든 SOC사업의 20%를 용계획을 발표하는 등 토목사업에서의 도
입은 가속화 될 것으로 상된다. BIM을 성공 으로 도입하기 해서는 통합  설계정보에 한 체계 인 구조와 이를 구

하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 건설사업에서 정보화는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얽  있어 정보체계간의 계 정립이 

무엇보다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목사업에 BIM을 도입하기 한 정보 계를 규명하여 통합정보를 구성하기 한 

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교량사업에 용하여 그 효용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앞으로 토목분야에서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BIM에 도입하여 공정  공사비 리를 통합 으로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한 BIM을 도입하기 한 
정보체계의 표 화에 한 방향제시를 통하여 앞으로 토목의 각 분야에서 BIM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has been receiving attention as an integrated information model 
instead of CAD since the 2000s. BIM technology was first used in the architectural field and was later introduced 
to the civil engineering field. However, the government announced a plan for the application of BIM to 20% of all
SOC projects from 2020, so the adoption of BIM technology is expected to accelerate. In order to successfully adopt
BIM, a systematic structure should be supported for integrated design information and implementation technology. 
Al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systems because many complicated factors are
intertwin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study, we propose a framework for constructing integrated information
through identifying the information relations for introducing BIM in the civil engineering industry. We applied this
framework to a bridge project to confirm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costs by introduction of a work breakdown structure (WBS) to BIM.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doption of BIM in the civil engineering field through the proposal of 
information system standardization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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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IM은 2000년  들어서면서 기존 2D도면 업무의 한
계와 문제 을 개선하고 시설물의 형화, 첨단화  복
잡화에 한 응 기술로서 각 을 받고 있다.

BIM의 목 은 3차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통
합 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설계와 시공의 완성도 

제고와 신속 정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사

업의 수행효율을 극 화 하는 것이다. 
도면의 경우 각각의 필요한 정보를 수백장 이상의 도

면에 담는 방식인데 비하여, BIM의 경우는 많은 정보를 
하나의 모델에 통합 으로 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담아야 할 다양한 정보체계에 한 상호 계 정립과 치

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IM 용 업무는 2D도면을 바탕으로 한 업무

에 비하여 근본 으로 다른 근방법이 필요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체계에 한 계획수립과 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 BIM기반 설계정보를 시공에 활용하기 
한 다양한 업무 에서 공정  공사비 리 업무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BIM으로 처리하기 
해서는 시설에 한 공간, 부   공종단 의 모델을 구

성하고 이를 비용정보와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먼  많은 정보를 하나의 모델에 통합 으

로 담기 한 정보의 종류를 규명하고 각각 정보간의 상

호 계를 정리한 후 이에 따라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BIM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정보체계
의 상호구조를 정립하기 한 정보 임워크의 개념도

입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설계·시공의 정보화는 
궁극 으로 장에서 오차 없이 정확한 공정 리와 공사

비를 리하는 것이 핵심이나, 이에 한 많은 노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BIM을 통하여 공정  공사비 
리를 한 정보에 한 체계 인 계정립이 되어있지 

않다. 이에 기존의 공정  공사비 리의 문제  황을 

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방안으로 정보 임워크 

기반의 공정  공사비를 리하기 한 체계와 BIM데
이터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통한 구 사례로 

토목시설  교량시설사업에 도입하여 검증하고 활용방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토목분야의 BIM도입에 필요한 정보체계의 
구성을 정보 임워크의 개념에서 통합 으로 제시하

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정보화의 핵심 인 목표  하나

인 공정·공사비를 BIM과 연계하기 한 정보 임워크 

활용방안 제시를 목 으로 토목시설  교량시설사업을 

상 범 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하여 먼
, 정보 임워크에 한 개념정립과 기존사례연구를 

먼  수행하고, WBS(Work Breakdown Structure)정보
의 구성요소를 검토한다. 이를 토목시설  교량시설물
의 WBS구성요소에 CBS(Cost Breakdown Structure)를 
연계하고 이를 정보 임워크 에서 체계를 정립한

다. 이를 검증하기 해, 교량시설사업을 상으로 구
된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 하여 향후 연구방

향을 도출한다. Fig. 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Fig. 1. Research flow chart

2. 이론적 고찰 

2.1 개념 정리

BIM은 국토부에 의하면 “건축, 토목, 랜트를 포함

한 건설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  혹은 기능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

성을 한 업무 차를 포함하여 지칭”[1]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하나의 3차원 통합모델을 작성하여 도면
이나 수량을 추출하고 각종 분석에 효과 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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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워크(Framework)란, 최근 소 트웨어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개념의 정의로 키백과 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술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개념 구

조”[2]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임워크의 개념을 

BIM에 도입하여 정보통합의 의 BIM 정보 임워

크는“BIM수행환경에서 정보를 공유  교환하기 한 
총체 이고 상호연계 인 표  집합의 골격”[3]으로 정
의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산업의 토목시
설물에 BIM을 도입하기 해 필요한 정보 표 에 한 

목록의 집합체의 개념으로 정보 임워크를 용하고

자 한다.  
이와 련하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의 경우 12006-2에 의해 건설정보를 한 
임워크(Framework for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를 
발표하 으며, 미국에서는 ISO 12006-2 기반의 
Omniclass를 개발하여 2006년 1월 v1.0을 발표하 다. 
국내의 경우, 2006년 시설, 공간, 부 , 공종  자원 5개 
셋으로 구분된 건설정보 분류체계가 공표되었다. 민간
에서는 빌딩스마트 회가 국토부의 R&D사업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정보표  임워크인 KBIMS(Korea BIM 
Standard)를 2016년 11월 제시한 바 있다[4]. 본 연구에
서는 정보 임워크  국토부나 조달청 등의 정보체계

를 그 로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장하여 국내의 실

정을 반 한 KBIMS를 참고모델로 하여 진행한다. 
WBS는 작업분류체계를 말하며 “목 물을 공간별, 부
별로 분류하고 시설물 완성에 필요한 세부공종과 내역을 

결합시키는 정보 분류체계“[5]로 정의된다. CBS는 공사
비분류체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BIM 객체별 WBS
와 CBS연계를 하고 이를  정보 임워크 기반 의 

체계를 정립한다. 

2.2 기존 연구사례 고찰 

토목분야의 반  분야의 BIM 용  정보체계에 

해 연구한 기존 연구로 Kang et al.(2010)은 BIM기반 
도로공사 생애주기 정보체계를 심으로 시뮬 이션 정

보 활용을 통한 시스템 개발사례를 제시하 으며[6], 
Adam Strafaci(2008)는 도로  고속도로의 BIM 용

사례를 통해 토목공사의 BIM활용성을 제시하 다[7]. 
한 문성우(2011)는 3D그래픽 모델을 활용한 교량 구
조물 유지 리 정보 시스템을 제시하여 필요한 설계정보

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조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

다. 교량공사의 BIM 용 연구는 기에는 간섭문제 

해결를 한 시공성 검토, 시공과정 시뮬 이션을 통해 

사업의 이해를 돕는 수 의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최근
에는 공사 리  시공계획의 방안으로 BIM이 도입되
고 있다[9]. 교량공사의 BIM 용 사례를 살펴보면, 청풍
교의 경우 BIM 용을 통해 비용 감과 작업안정성 

확보 사례를 제시하 으며, 강2교는 공정  내역 데
이터를 BIM과 연계한 5D시스템을 통해 공정률  기성
액 확인 기능을 구 하 다. 호남철도 공사의 일부 교
량공사구간에서는 BIM을 활용한 5D, 공사 리, 안
리, 장비운 계획 등 다양한 활용을 시도하 다[10]. 
이와 같은 연구들은 BIM의 시각  도입, BIM 용을 

통한 효과분석, BIM 용의 타당성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정보체계 에서 BIM 용방안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표 에 의한 상호 계  정보체계의 구축이 아

닌 특정분야 는 단일 로젝트별 각기 다른 정보체계

에 근으로 다루어져 표 인 활용이 어렵다. 이러한 
BIM활용 체계는 건설 로젝트의 표  에서 정보

를 통합 으로 리 할 수 없기에, BIM정보의 활용성 
증 를 한 표 정보 리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토목사업에 반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임워크를 제시하고 그에 한 응용사례를 구 한 논문

으로 차별성이 있다.

3. BIM 기반 WBS 구축 및 구현방안

3.1 WBS의 정보 구성요소

건설산업에서 WBS는 작업분류체계로, 기본 으로 

공정 리에 활용되며 건설 로젝트의 최종결과물을 

한 모든 상과 작업 등을 체계 으로 분류하여 리하

도록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 WBS는 시
설물 는 로젝트 별로 상이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자신에 필요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까지 표 화

된 분류체계가 정립되어있지 않다. 이에 하여 최근 국
토부는 지방국토청 건설공사의 투명한 공사비 집행과 실

시간 공정 리를 해 WBS기반의 공사 리체계 도입을 

하여 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을 
개정 다.[4]본 개정본에는 작업분류체계를 6 벨에서 7
벨로 세분화 하고 이를 도로분야는 2016.10.1부터 하
천분야는 2017.10.1부터 발주되는 신규설계용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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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국가 도로하천분야의 사업
에는 7 벨의 작업분류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상된다.

WBS가 일반 으로 분류에서 소분류의 순서로 정

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건설정보분류체계 셋기 으

로 시설-공간-부 의 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를 토 로 장에서는 CBS와 연계되어 공사비가 리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을 구성하는 WBS의 근
간이 되는 물리  부 의 에서는 3단계의 분류이며 
이를 얼마나 세분화 할 것인가에 따라가 벨의 수 인 

달라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에 따라 7 벨을 용하는 경우, 도로나 하천 뿐 아니라 
부속 건축물의 경우도 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하천, 
도로  건축의 시설에 한 통합  용 벨의 사례는 

Fig. 2와 같다.

Fig. 2. Construction industry WBS integration 
        application level case

3.2 BIM기반의 WBS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BIM기반의 WBS구성을 해서는 BIM모델의 작성
을 한 각종 객체구성의 기 과 각 객체별 요구 조건에 

따른 WBS 분류체계에 한 정보가 기본 으로 정립되

어야 한다. 한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 연계를 한 CBS
구성 방법과 BIM모델에 입하기 한 데이터 포맷이 
필요하다. 

(1) BIM의 요구조건  기

BIM 객체에 한 모델 분류체계와 객체별 정보부여
를 한 속성 스키마가 정립되어야 한다. 한 해당 스키
마에 정보를 표 하기 한 속성표 사 이 정의되어 정

보표 방법의 통일을 한 표 화 작업이 함께 수반되어

야 한다. 이러한 기 들의 정립을 바탕으로 BIM라이
러리 제작기 과 BIM 작도구에서 모델을 제작하기 

한 실무자용 BIM데이터 작성 기 이 필요하다. 이를 정

리하면 BIM 객체구성을 한 기 에는 모델분류체계, 
속성스키마, 속성표 사 , BIM라이 러리 제작기 , 
BIM데이터 작성기  등 5가지의 표 이 필요하다. 

(2) BIM기반 WBS구성을 한 체계 분석

WBS분류체계는 3.1에서 제시한 시설, 공간, 부  등 

3가지의 분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BIM객체구성에 필요한 5종과 WBS분류체계 3종을 
임워크 에서 검토하기 하여 빌딩스마트 회

가 제시한 KBIMS에 의한 정보 임워크와 비교하

다. 정부 임워크는 빌딩스마트 회에서 제시한 KBIMS
에 의한 체 임워크의 구성은 9개 부문에 53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모델분류체계의 경우 모듈 41 객체분류체계와, 속성

스키마는 모듈 42 BIM객체별 속성규격 그리고 속성표
사 은 모듈 43 속성사 과 표 은 다르나 동일개념

을 용할 수 있다. 한 BIM라이 러리 제작기 과 

BIM데이터 작성기 은 모듈 31, 모듈32와 각각 응된
다. 한 WBS를 구성하는 시설, 공간, 부 역시 모듈 

61, 62, 63과 각각 응한다.
KBIMS에서는 국토부가 건설정보분류체계를 통하여 

시설, 공간, 부 . 공종, 자원 등의 셋으로 고시한 분류
체계를 수정없이 인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 

KBIMS 모듈의 용은 곧 국토부의 건설정보분류체계
를 따르게 되므로 정보체계의 복이나 혼선요인을 없을 

것으로 단된다.

Fig. 3. KBIMS review information framework relevance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1호, 2017

774

한 공사비정보와 연계하기 한 CBS의 경우 재 
분야마다 개별 인 CBS를 사용하고 있어 개별 인 분

류체계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산업 반에 

공통 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달청 공사분류체계를 용

한다. 조달청 공사분류를 사용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사
용되고 있는 개별  CBS와 매핑하여 사용함으로써 다
양한 CBS간 상호호환에 의한 표 의 효과를 볼 수 있다. 
KBIMS에서는 모듈 64-2의 조달청 공사분류체계를 변
경 없이 채택하고 있어 이를 용한다. 마지막으로 제작
된 BIM모델을 표 하기 한 데이터 포맷은 특정한 상

용 작도구에 독립 이며 국제표 인 ISO-16739, 즉 
IFC (Industry Foundation Classes)를 용한다. 이는 
KBIMS 모듈 73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이 토목분야에서 BIM기반의 WBS구성을 

한 임워크를 빌딩스마트 회가 제시한 KBIMS에 
입하여 검토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4. CBS information organization system according 
to WBS

한 WBS의 최 하단에 속하는 작업단 의 부 별로 

단가체계를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공정과 공사비의 연

계 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앞서 검토한 
WBS의 계에 입하고 CBS와 연동하여 활용하는 정
보의 구성체계는 Fig 4와 같다.

3.3 BIM프레임워크기반의 WBS 구현사례분석

건설산업의 토목분야  교량시설사업을 해 개발된 

WBS 3D 구 사례를 통해 BIM 정보 임워크기반 건

설분야 통합 용성을 분석하 다.

3.3.1 BIM데이터 작성방법

(1) BIM데이터 작성 환경
교량시설사업 WBS구  시스템은 Autodesk Revit으

로 BIM모델을 작성하 으며, 데이터 호환성 확보를 

해 IFC 4 일로 구성하여 3D view를 구축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WBS 7단계를 기 으로  BIM라이 러

리를 구성하 으며, WBS정보와 CBS정보를 연계하여 
교량시설사업의 건설공정 리에 실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활용이 가능하다. 

(2) BIM 라이 러리 목록  속성 구성

BIM 라이 러리 목록의 일부는 Table 1과 같으며, 
WBS에 따라 명칭과 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BIM라이
러리의 분류체계는 공종, 작업분류1, 작업분류2로 구분
하여 교량공사 공사단계와 순서에 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를 3D형상화 하여 객체별 속성정보를 Fig 5와 
같이 구성하여 BIM라이 러리를 제작하여 용하 다. 

Classification
Model Name Model Code

Work Level1 Level2
Bridge SEG N SEG N Slab S16140NN-

010101-BA001

BEAM_Base BEAM_Base PSC BEAM E13220NN-
010101-OA001

Upper Line Packing LMC E13900NN-
010301-BC001

Handrail Wall E13900NN-
030101-OA001

Steel pile Subbase Pile E13120NN-
020203-CC001

Wall Concrete 
Wall

E13120NN-
040101-OA001

Steel pile column Pier Column E13130NN-
040101-CA001

Copping Copping(T) E13130NN-
050101-OA001

Table 1. Bridge BIM Library List case

BIM 라이 러리 목록의 일부는 Table 1과 같으며, 
WBS에 따라 명칭과 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BIM라이
러리의 분류체계는 공종, 작업분류1, 작업분류2로 구분
하여 교량공사 공사단계와 순서에 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를 3D형상화 하여 객체별 속성정보를 Fig 5와 
같이 구성하여 BIM라이 러리를 제작하여 용하 다. 

BIM라이 러리 속성은 공통, 모델, 분류, 규격, 특성, 
수량, 시공, 유지, 연동으로 구분하여 각 객체별 요구되
는 값을 입력하 으며, WBS구성 체계를 추가 확장 개
발되어 건설분야의 통합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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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ridge BIM Library property caes

3.3.2 BIM기반 WBS 정보구현 방법

(1) WBS 정보구  시스템 화면구성

WBS기반으로 공정·공사비 통합 리체계를 정립하여 

정공정표 비 교량시설물 공사진척 황, 부 별 공사

비 등의 악이 가능 할 수 있도록 IFC기반 공정정보 뷰
어를 구축하 다. 본 시스템의 화면구성은 BIM객체기반
으로 WBS와 CBS체계가 연계되어 있으며, Fig 6과 같
이 객체별 속성정보, 3D View, 공정정보, 진도정보 화면
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6. WBS 3D Viewer

(2) BIM객체별 WBS 구조
WBS 7단계를 기 으로 BIM객체와 WBS가 연계되

어 있어 WBS각 단계별 객체정보 확인을 통해 객체별 
속성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7은 WBS7 Level에 해
당되는 기 부재로 IFC기반의 객체 ID를 통해 사업정보
와 시설물정보가 제공된다. 한 WBS단계별 속성정보
로 공통정보, 모델정보, 분류정보, 규격정보, 특성정보, 
수량정보가 제공되어 교량 공사 리에 활용 될 수 있다.

Fig. 7. Providing IFC-based object information according 
to WBS level

(3) BIM기반 WBS와 CBS연계
BIM 객체 기반으로 부 별 단가체계를 맵핑하여 Fig 

8과 같이 WBS 단계에 해당하는 수량을 요약에서 보여
주며, 단계별 CBS집계에 한 내역계산 정보가 제공된
다. 

Fig. 8. Provide CBS link information to WBS stage

(4) 공정 리 활용 

공사진행에 따른 정일정과 실제일정 입이 가능하

여 공사 리  황 악에 실질 으로 활용 될 수 있다. 
Fig 9와 같이 정공정에 한 3D View와 객체별 정보
가 제공되며 공정률에 따른 객체정보와 비용정보가 연계

되어 공사 진행  공정률 리에 활용 될 수 있도록 4D 
시뮬 이션 기능이 있으며 상부, 교 , 교각 등이 공정률
에 따른 색상 변화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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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BS and CBS-linked process simulation function

이와 같이 토목시설물의 교량시설사업을 심으로 교

량시설의 객체별 BIM라이 러리 형상과 속성정보를 구

축하고 WBS 7단계별 정보를 구성하여 CBS와 연계를 
통해 공정 리에 활용 될 수 있는 표 임워크 개발

의 시범  시스템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건축분야와 토목분야의 공통 인 WBS 단

계별 체계를 표  정보 임워크가 구축 될 수 있을 것

이다.  

4. 결론

토목사업의 설계시공 과정에서는 다양하고 방 한 정

보가 작성되어 활용되며 BIM기술은 이러한 정보들을 
통합 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공정·공사비 리를 한 시스템들은 정보체

계에 의한 연계성 이 아닌, 개별 로젝트 진행에 따
른 분류체계 설정과 이를 통한 공사비 연계로 정보

임워크 의 통합 리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의 해결을 해 다양한 정보들간의 

복과 혼선을 피할 수 있도록 계정립을 통한 체계 인 

정보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보 임워크

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토목사업에 필요한 정보 임워크를 

검토하기 하여 정보화 항목  요한 비 을 차지하

는 공정  공사비 리를 BIM기반으로 수행하기 한 
토목시설물의 WBS 정보체계를 상으로 교량시설물 구
성요소에 따른 분류체계를 Level7 단계로 구분하여 분
석하 으며, 이를 구체 으로 BIM모델의 작성을 한 
각종 시설물 객체구성의 기 과 각 객체의 정보에 부여

되어야 할 속성을 정립하 다. 이를 바탕으로 WBS 분
류체계에 따라 객체와 CBS를 연계하고 제작된 BIM모
델을 표 하기 한 데이터 포맷을 IFC 4기반의 시스템 

개발을 통한 검증과정을 실시하여  정보체계 구성의 타

당성을 확인하 다. 확인결과 구체 으로 WBS분류체계
나 CBS분류체계의 경우 국토부의 건설정보분류체계나 
조달청의 공사분류체계 등 기존 정부차원에서 발표된 분

류체계가 BIM에 의한 통합  활용에 상호 문제없이 작

동할 수 있도록 검증과 개선발 이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한 BIM 모델과 련된 객체분류나 속성분류  
속성사  등은 아직 개발된 분야가 아니므로 이에 한 

구체 인 분류체계의 개발과 보 이 함께 진행되어야 

BIM기반의 공정  공사비 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정보 임워크의 에

서 BIM데이터에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를 규명하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당 정보체계에 한 구체

인 분류체계의 연구와 토목분야의 반  보 을 해 

도로, 하천 등의 타 시설물에 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 임워크 기반의 WBS
와 CBS연계를 통해 객체별 일정 리와 개략공사비 

리는 가능하나 진도 리, 자재 리, 기성 리, 노무 리 

등의 업무활용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확장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토목분야의 BIM도입이 활성화 되
어 건설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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