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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에서는 설계단계와 시공
단계에서 아직도 일부의 작업에서만 컴퓨터가 사용
되는 실정인 것이다.
건설산업에서의 정보기술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Ⅰ. 서언

(1) 조직 영역
건설산업의 여러 참여 조직들은 서로간의 정보

컴퓨팅 기술은 우리의 생활 모든 분야에서 영향

교환 및 통합화를 필요로 한다. 소규모의 건설 프로

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ATM, 바코드와 같이

젝트에 참여하는 업체(설계, 엔지니어링 업체)든 대

은행의 자동화, 식료품 가게의 물류관리 등에서 많

규모의 건설업체든 각 사업 주체들간의 정보교환을

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

위해 정보 통합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고 있는 정보기술이지만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다
른 타산업에 비해 정보기술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

(2) 소프트웨어 영역

는 실정이다. 타산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사용자에

건설산업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에

게 직접 영향을 미치며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디지털

쓰이는 새로운 언어, 라이브러리 기능, 교환표준 등

기술 안에서 일하며, 의사전달 방법에 대한 분야를

은 새로운 통합의 도구로써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
다. 이러한 기술들은 소프트웨어가 건설산업에서 정
보기술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시스템 영역
전통적으로 시분할 컴퓨팅 기술(Time-shared computer)은 초기 정보통합의 방법으로써 하나의 프로
세서를 다중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채팅과 SMS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등장한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과 컴퓨터 네트

[그림 1]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설정보의
네가지 영역(Chuck Eastman, 1999)

워킹 기술은 시스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 건설산업에 정보기술

설비/공조·냉동·위생 2007년 11월호

43

건설정보교환및재사용을위한BIM 기술동향

의 도구로써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향후에 미칠

용이 각광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많은 건설

것은 아마도 인터넷 기반의 웹환경일 것이다.

관련 소프트웨어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건설업계
를 이끌어 나가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4) 건설기술 영역
만약에 회사가 다양한 시공기술과 다양한 건축물

BIM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기업들 또한
BIM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을 시공한다면, 그 회사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문서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

Ⅱ. CAD 시스템과 BIM과의 관계

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CAD 시스템을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을
1950년 이래로 건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컴퓨터를

대신하는 도구로 여겨왔다. 그리고 이러한 CAD 시

이용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들

스템은 선과 곡선 그리고 부호들과 같은 요소를 활

이 다수 개발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간단히 초기 디

용하여 2D 평면을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

자인 작업이나 스케줄링의 도구에서부터 자동 디테

다. 과거의 CAD 시스템에서의 벽은 단지 평행한 몇

일 작성이나 건물계획 및 설비, 시공 관련한 각종

개의 선으로 표현될 뿐이다.

시뮬레이션 등의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으며

그 후에 CAD 시스템과 레이어 개념은 CAD 시스

좀더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은 건설기간 동안의 자재

템을 한단계 발전시켰다. 선, 곡선 그리고 부호들과

공급사슬의 추적관리 및 건설기간동안의 장비운영

같은 단순한 요소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된

전략을 위한 장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요소끼리 그룹화하는 레이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

이러한 개별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건설 관련 어

이다. 레이어라는 개념하에 벽을 구성하는 선들을

플리케이션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묶어‘벽 레이어’라고 나타내었고 기둥을 구성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 그에

선들을 묶어‘기둥 레이어’라고 나타내어 서로 다

필요한 정보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른 종류의 부재들을 각각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은 정보를 필요로 하며 그 정보는 건물

이렇게 함으로써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리된

이나 건물의 맥락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

2D 도면을 생성할 수 있었지만, 정보는 더욱 혼란스

나 수동적인 방법 이외의 정보를 일반화하는 간단한

러워졌다. 예를 들어 구성요소들은 구분되어져 있지

방법이 많지 않다. 특정한 용도로 쓰이는 어플리케

만 구성요소들간의 관계는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션에 쓰이는 정보가 있더라도 그 정보를 필요로

초기의 3D CAD는 전적으로 시각화를 돕기 위한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그 후 사

없다. 현재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그들 자신의 자

실적인 렌더링과 조명의 효과를 구현하는 것을 중심

체 파일 포맷의 정보만을 사용하거나 업무 프로세스

으로 발전하였다.

상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컴포넌트 기반 CAD 시스템에

프로젝트 참여자간의 시스템 통합은 정보의 접근

서는 일반적인 건물의 요소(보, 기둥, 벽 등)를 대표

용이성과 정확한 데이터의 통합, 다른 생애주기 업

하는 컴포넌트들이 2D 심볼을 대체하고 있다. 컴포

무 참여자 사이의 분석, 설계결과의 반복적인 사용

넌트 기반 CAD 시스템에서는 이들 요소들을 다양한

및 교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호환을 요구한다.

각도에서 볼 수 있으며, 시각적이지 않은 요소까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에서는 BIM(Building Inforamtion Model) 개념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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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라메트릭 3D 지오메트리는 컴포넌트 개체를

성된 설계도서 때문에 컴퓨터로 자동화 할 수 없으

지능적으로 만드는 요소로서 각광받고 있다. 파라메

며 이러한 정보의 재생성 및 추가작업으로 인한 막

트릭 3D CAD 시스템은 개체간의 복잡한 기하학적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계나 기능적인 관계를 정의해 준다. 예를 들어 벽

[그림 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BIM은 건물을 구성

체는 단순한 8개 선의 모임이 아닌 높이를 갖고 서

하는 지능화된 모든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프로젝트

로 교차하는 벽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데이터 베이스 혹은 가상 건물안에 담을 수 있는

모델에서의 컴포넌트는 실제 부재의 속성을 가지며

최신 컴포넌트 기반 CAD 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방화계수(Fire Rating) 혹은 단열계수 ( I n s u l a t i o n

있다.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BIM은 하나의 모델에 건

Value)등과 같이 관련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문과

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다.

창문은 벽체와 관련된 컴포넌트로서 벽체라는 컴포
넌트 내에 생성되며 이와 연계되어 움직인다. 더 중

Ⅲ. BIM 시스템의 종류

요한 개념은 물리적인 건물 요소간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공간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런 추

현재 BIM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는

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컴포넌트는 방의 번호 혹은

많이 있으며 각각의 업체마다 BIM을 보는 관점은

방의 이름과 같이 구분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능적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BIM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인 행위들은 과거의 CAD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목표는 건설산업에서 표준 BIM의 개념이 정착되는

건물은 정보의 집합체라는 개념이 BIM을 정의하

것이다. IAI는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표준 BIM의 개

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구조해석, 부하계

념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IFC(Industry

산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2D 도면으로 작

Foundation Class) 모델을 개발하여 BIM에 대한 의

[그림 2] BIM을 이용한 건물 생애주기 프로세스의 개선전략(가상건설연구단(V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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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보여주고 있다.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는 이러한 IFC를 국제표준으로 지정하
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표준 모델을 수
용하기보다 자신만의 B I M을 개발하여 경쟁업체의
BIM보다 상업적인 우위에 서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
은 BIM solution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서로 다른
BIM 접근방법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Autodesk社의 Architectural Desktop(ADT)는 BIM에
대한 과도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ADT가 생성

[그림 4] ADT에서 생성한 건물의 3차원 모델

한 Building model은 도면들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도면들의 집합은 완벽한 BIM을 생성할 수는 없지만

잡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가 ADT에서 생성한

과도기적으로 부분적인 BIM의 역할을 한다. ADT는

도면파일은 관리영역을 벗어나서 수정할 경우 오류

취합된 도면들을 다양한 메카니즘을 통해 추가적인

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view와 보고서 혹은 스케줄 등을 만들어내어 마치

[그림 3], [그림 4]는 ADT의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하나의 BIM에 의한 결과물처럼 느껴지게 한다. 하지

화면들이다. ADT는 기본적으로 AutoCAD를 바탕으로

만 연동되지 않은 도면들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복

하기 때문에 도면을 표현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그림 3] ADT의 User Interface

46

한국설비기술협회

건설정보교환및재사용을위한BIM 기술동향

Autodesk社의 REVIT은 초기 출시될 때는 BIM의

Bentley Structure, Bentley HVAC 등 여러 개의 어플

근본적인 정의인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모

리케이션 모듈들로 나눔으로써 BIM을 하나의 데이

델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제품이었다. REVIT은 초기

터 베이스로 묶지 않았다. Bentley는 BIM의 이런 접

버전부터 내부적으로 정의한 BIM을 단일한 데이터

근을 발전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Micro

베이스로 구성했다. 어떤 건물의 요소든간에 하나의

station을 사용하는 각 분야(설계, 구조, 설비 등)에

데이터 베이스 내에서 구성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 특화된 CAD로 설

다. 그렇기 때문에 REVIT을 사용하게 될 경우 모델

계된 모델(혹은 도면)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런 모델

이 수정되었을 때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수

(혹은 도면)은 서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의

정된 내용이 모든 view(도면 포함) 혹은 분석에 적

교환 혹은 이동이 원활해질 수 있다. 프로젝트 내에

용되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의 데이터들은 DWG나 IFC 파일을 모두 지원한다.

[그림 5 ]는 R E V I T의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화면

하지만 궁극적으로 각 주체(설계, 구조, 설비 등)간

이다.

의 호환성을 갖추려면 모든 주체가 Bentley 제품을
활용해야만 한다는 단점이 있다.

Bentley社는 BIM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B e n t l e y는 Bentley Architecture(원래 이름인 M i c r o

Graphisoft社의 BIM은 가상현실에서 만들어진 건

station Triforma로 전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다)와

물이다. 다시 말해 Graphisoft의 ArchiCAD에서 BIM은

[그림 5] REVIT에서 생성한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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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icrostation Triforma에서 생성한 BIM

[그림 7] ArchiCAD에서 생성한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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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저장소라기보다 가상현실

Ⅳ. 데이터 교환 표준현황

에서 만들어진 건물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20년 전
부터 초기의 BIM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Archi

현재 국제적인 데이터 교환표준으로는 STEP, IFC

CAD를 개발, 판매해온 Graphisoft는 근래 가상현실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2D 기반의 도면 표준 교환체

의 건물 저장소로서 EPM Technology의 기술을 라이

계인 KOSDIC가 있다.

센스하여 IFC 기반의 모델 서버를 개발하고 있다.
아마도 이 서버는 BIM에 대한 가장 혁신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기술인 듯 하다.

4.1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STEP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제정한 표준이

Nemetschek社에서 개발한 AllPlan의 데이터 베이

다. 일반적인 명칭은 ISO 10303(산업 자동화 체계

스는 NOI(Nemetschek Object Interface) 레이어를 사

통합과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으로, ISO 산하

용함으로써 다른 software의 호환성을 높였다. NOI

TC184/SC4 (Industrial data)에서 개발되었다.

레이어는 IFC 모델을 지원하는 API로 만들어졌다.

STEP은 다양한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의

독일과 유럽국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신버

생애주기 모든 단계에서 제품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을

전의 AllPlan은 혁신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위한 기초이자 이를 정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된 표준 정보 모델이다. STEP의 개발은 PDES
(stands for Product Data Exchange using STEP), 상
업적인 소프트웨어 벤더, 대학을 포함한 수많은 국
가, 기업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데이터 공유를 위한 교환 데이터 파일 기준에 대
한 연구는 최근까지 수행되었으며 현재 그러한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더 정밀한 수준의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진
행되고 있다.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STEP은 실행 단
계에 의해 구분된다.
- level 1 : 중립적 교환 파일에 의해 공유하기
- level 2 : 표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

[그림 8] Allplan의 User Interface

하여 데이터 공유하기
- level 3 : 데이터의 저장과 접근에 의한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데이터
공유하기
이처럼 각기 다른 기준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하
고도 정교한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STEP
을 사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
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9] Allplan에서의 구조 detail

-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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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안에서 원하는 정보의 접근을 허용하고
그 외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
- 공유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를 위치시키는 방법
-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시스템으로 STEP 데이터
모델을 통합하는 법
이것들은 STEP 개발 커뮤니티에 의해 제시된 고
려사항이며 이밖에도 고려되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림 10] IFC 연차별 개발현황

자료교환의 방법으로는 2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첫번째로 STEP과 다른 정부 또는 국제기구 주도의

분야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도적으

표준 교환기준에 따른 접근방법이고, 두번째 방식은

로 개발한 국제 건설정보 표준모델이다.

어플리케이션 업체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는 솔루션

IFC는 STEP에서 정의된 기본개념을 확장 적용하

을 따르는 방식이다. 두 가지 접근방식 모두 완벽하

여 건설산업 전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

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라 전반

로 개발되고 있다. 계획, 설비, 시공관리, 시설물관리

적으로 모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 확

4개의 사업분야만을 포함하는 1997년 1월 IFC Re-

립이 필요하다. 이처럼 각기 다른 기준에 대응하기

lease 1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IFC Release 3가 개발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메카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고 있으며, 현재 공개된 IFC 버전으로는 2006년 2

현재 STEP의 역할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수많은

월에 IFC 2x Edition 3가 있다. IFC의 연차별 개발현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다.

황은 [그림 10]과 같으며, 연차별로 개발된 IFC의 특
징은 [표 1]과 같다.

4.2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최근 국제표준기구( I S O )에서 ISO/PAS 16739라고

IFC는 1994년 정보통신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

승인을 얻은 IFC 2x3는 STEP 표준 정의 언어인

하여 건설과 FM(Facilityes Management) 산업의 효율

EXPRESS와 이에 상응하는 다이어그램 표현방식인

성과 생성을 높이기 위해 결성된 I A I ( I n t e r n a t i o n a l

EXPRESS-G를 채택하고 있으며 ifcXML을 통해 웹기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가 설계/건설/유지관리

반의 개발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IFC2x3는 [그림 11]

[표 1] IFC 개발 연차별 특징
버

전

개발시기

특

징

IFC Release 1.0

1997. 1

- 4개의 사업분야 포함(계획, 설비, 시공관리, 시설물관리)

IFC Release 2.0

1999. 4

- Resource layer, Core layer의 추가 없이 각 Layer의 특성을 추가하는 등 분야범위의 확장

IFC 2X

2000. 10

- 모듈화 방식으로 IFC의 범위와 성능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틀 개발
- ifcXML 지원
- ISO 10303-11의 Express 언어 정의를 포함
- EXPRESS-G으로 표현

IFC 2X Edition 3

2006. 2

- IFC 객체 모델의 문서화가 가능
- ifcXML 지원
- 설비요소의 추가 및 구조분석 가능
- 전기 및 자재부분의 표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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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건축, 설비, 구조 등 9개의

각각의 CAD 시스템들은 2차원 CAD 엔티티의 구

코어 레이어와 26개의 리소스 레이어의 구조를 가지

조차이 문제로 완전한 호환성을 제공하지 못하며,

고 있고 또한 설비 및 구조 분석요소가 추가되었으

동일한 CAD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버전별로 제공하

며, 전기 및 자재부분의 표현이 가능해졌다.

는 기능 및 성능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CAD 도면의

현재 IFC2X3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용 3D CAD
로는 GraphiSoft사의 ArchiCAD, Auto Desk사의 Revit,
Bently사의 MicroStation 등이 있다.

활용이 제한적이다.
CAD 도면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환
방법에는 중립포맷(Neutral format)을 사용하는 방법
과 직접 번역기(Direct translator)를 사용하는 방법이

4.3 KOSDIC(KOrea Standard of Drawing Information in Construction)

포맷이 있다. 그러나 DXF 포맷은 특정 CAD 시스템

KOSDIC은 건설사업에서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

에서 개발한 포맷으로 개발업체가 업그레이드 등의

리 단계까지 방대한 분량의 도면을 유지관리단계에

문제로 중립포맷의 데이터 구조를 수정할 경우,

서 재사용, 정보의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제안

DXF를 중립포맷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 CAD 시스템

된 2D 기반의 도면 표준교환 체계이다.

에서도 수정된 데이터 구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

있다. 대표적인 중립포맷으로는 AutoDesk사의 DXF

[그림 11] IFC 2X3 구조(출처 : http://www.iai-international.org/Model/R2X2_final/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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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적 낭비가

는) 공정관리가 가능해지며 설계변경에 대한 최

발생하고 있다.

신정보가 모델에 반영됨으로써 효과적인 공정관

이에 따라 장기적인 CAD 도면정보의 보존과 재활

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용을 보장하고 동시에 앞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

- BIM을 생성함으로써 설계, 시공시 추가적인 정

하며, 국제 표준의 개발과 정보화 흐름에 부합하는

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건물의 유지관리에도 큰

중립 CAD 파일 포맷으로 개발된 것이 KOSDIC이다.

도움을 줄 수 있다.

K O S D I C은 국제 건설정보 표준연맹 ( I A I )의 표준
(IFC)에 2차원 CAD 데이터를 확장하기 위한 프로젝

그러나 현재까지 BIM의 행보를 살펴보면 BIM이

트(XM-9)에 이용되고 있으며, 독일 STEP-CDS 표준,

위에서 언급된 장점을 실제 상황에서도 보여주는 것

일본 SCADEC 표준과의 연계 작업 및 국제표준 개

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작업에 활용되고 있다.
- 건설 프로젝트는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4.4 현 데이터 교환 표준체계의 한계점

각각의 주체들은 그들에게 생소한 BIM을 활용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교환 표준체계인 STEP,

기 위해 새로운 프로세스와 기술을 배우고 활용

IFC, KOSDIC 등과 같은 표준체계의 문제점은 각 상

하기 보다 이제껏 자신들이 활용해 온 프로세스

용 Application에서만 지원되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

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

각기 다른 Application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경우 데

- 각각의 주체들은 BIM을 활용하더라고 각 주체들

이터 용량의 문제, 호환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 선호하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활용하려 하기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이

때문에 호환성에 문제가 생긴다. 호환성의 문제

요청되고 있다.

는 정보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재작
업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Ⅴ. BIM의 장점과 단점

- 짧은 공기를 가진 프로젝트에서는 복잡한 BIM
프로세스보다 반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필요

BIM은 다수의 도면 및 문서를 이용해 건물의 정
보를 관리했던 과거와 달리 근본적으로 하나의 모델
이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도면을

로 한다.
- 수많은 프로젝트 수행방법은 BIM이 프로젝트에
개입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통한 정보교환시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 BIM은 앞서 언급한 대로 근본적으로 하나의 모
델이기 때문에 항상 통일성 있고 정확한 평면과

위에 언급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BIM이 실제로 활
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Ⅵ. BIM이 활용된 대규모 프로젝트 및 세계
동향

단면 그리고 입면 등을 생성할 수 있다.
- 각기 다른 도면에 나타내지던 요소들을 하나의

BIM에 대한 현재와 과거 견해의 가장 중요한 차

모델에 나타냄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할

이점은 과거의 우려와는 달리 BIM이 대규모 프로젝

수 있게끔 해준다.

트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BIM에

- 광범위한(문, 창문, 실,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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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수행하는데 활용되었거나 활용중에 있으며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IFC를 이용하여 구조분야, 설

BIM의 가능성과 장점 그리고 한계가 드러났다.

계분야, FM분야, 토목분야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고

한 예로, Autodesk의 REVIT은 뉴욕시의 Freedom

있으며, 싱가폴의 CORENET 프로젝트에 자극을 받아

Tower에 대규모로 활용되었다. Freedom Tower는 총

일본 정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JACIC(일본건설정보연

1,776ft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며 내부

합센터) 등에서 여러 연구 프로젝트가 수행중이다.

공간은 약 2600,000ft 에 달한다. SOM은 그들이 수행

한편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으로 구성된 IAI 북

한 콘크리트 기초에 대한 BIM 적용을 기반으로

유럽지구는 얼마전 IFC를 이용한 협업체계 구축에

REVIT의 활용을 점점 넓혀가며 프로젝트 전체에 이

관한 실험인 HUT-600 사례 완료 후 현재는 HITOS라

를 적용하려 하였다.

는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IFC를 토목분야에 적용

2

BIM에 대한 해외 주요 기관들의 관심은 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IFC-R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다양하게 현실화 되고 있으며 미국, 싱가폴 및 유럽

특히 덴마크 정부는“Digital Construction Develop-

선진국을 중심으로 I A I의 I F C를 기반으로 한 B I M

ment Program”의 결과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중심의 설계 및 엔지

5,300,000유로 이상의 관공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니어링 정보 통합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IFC 포맷으로 BIM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

NIST(2004)는 미국산업에서 부정확한 정보의 호환

켰다.

성으로 인하여 약 15.8억불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의
해결을 통해 비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

Ⅶ. 결어

근 정보 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
적으로 정보 모델의 표준화가 추진 중이며 미국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BIM은 설계용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NIBS(National

으로 혹은 정보를 종합하는 도구로써 탁월하다는 것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 Coast Guard를 중심으

이 입증된 반면 앞서 언급한 한계들은 BIM이 전반

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building SMART

적인 프로젝트 내에서 활용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Alliance를 조직하여, 최근 BIM Standards Ver 1.0을

보여준다.

발표하는 등 BIM 기술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증가

한 분석에 의하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들은

하고 있으며, 특히 GSA는 2007년부터 최종 계획승

메타모델로서의 단일한 BIM보다는 각각의 주체들이

인을 위해 제출되는 주요 공공 건물의 납품체계를

가진 목적에 맞는 모델을 선호한다. 이 모델들은 다

BIM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권의 경우 싱가폴은 BIM 기반의 e-Info, eCheck, e-Submission으로 구성되는 CORENET라는 이
름의 프로젝트를 1995년부터 12년간 수행하면서 공
공건물의 수주과정 및 정보 전산화, 법규검토 자동
화, 설계 및 엔지니어링 과정 통합을 꾀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의 성과로 개발된 e-Submission은 실무에
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IAI의
IFC를 BIM의 국가표준으로 채택함과 동시에 IFC 기
반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연구내용 중에는
BIM을 통한 협업설계와 건축 CAD의 표준화 작업이

- SketchUP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개념
모델
- Bentley Architecture, Structural 버전 등에서 만들
어진 디자인 모델
- STAAD 혹은 Midas 등으로 만들어진 구조해석
모델
- Tekla의 Xsteel과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특정 부재만 위한 모델
-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된 디자인을 NavisWork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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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프트웨어로 결합한 모델
- Graphisoft의 Virtual Construction 제품에서 생성
된 4D 모델
- Codebook과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장
비 모델(Codebook은 병원의 장비들과 같이 특

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지만 결국 정보의 손실 및
재작업을 위해서 들이는 비용이 이러한 BIM을 사용
했을 때의 비용보다 더욱 크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
라서 BIM은 우리가 건설산업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맺고 싶다.

정한 장비들의 3D 모델을 가지고 있다)
- 에너지 분석 모델(DOE-2, Energy Plus 등에서 생
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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