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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기반 사회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표준화 가이드라인 연구

A Study on Standardization Guidelines for BIM-based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Civil Infra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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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vides core standardization items and method for the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based maintenance and
management (M&M) of civil infrastructure. Value chain of the M&M and characteristics of BIM technology has been analyzed and
compared. As a result,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initial activity recording damage information is very similar to the BIM-based 
information operation. The core standardization items for generation and operation of BIM data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M&M value chain, The identified items were categorized into common standard item and specialized items for M&M of civil 
infrastructure, and proper government funded organizations for each standardization items were introduced on the basis of the roles 
in th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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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분야에서 먼저 화두가 된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을 토목 시설물 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실무 적

용사례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는 BIM의 용

어가 대두되기 전에 토목분야에서는 이미 제품데이터모델링 

(Product Data Modeling) 개념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모델 

개발 중심의 연구 (Lee and Jeong, 2004; Lee et al., 2005) 
또는 상용 3D CAD 툴을 이용한 모델링 방안을 위한 연구 

(Cho et al., 2004; Lee et al., 2006)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ISO/TC59 (2010)가 BIM을 “A shared digital representation 
of physic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ny built object 
including buildings, bridges, roads, process plants”로 정의

한 사례와 같이 BIM은 토목 시설물을 포함한 전체 시설물의 

생애주기 정보를 다루는 디지털 모델 (model) 또는 프로세스

적 의미를 강조한 모델링 (modeling)의 의미로 현재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토목분야에서 발표되는 많은 

정보모델링에 관한 연구와 실무 적용사례에 BIM이라는 키

워드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된 현황으로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정보모델링 대상이 되는 시설물 범위의 포괄성

에 의해 Construction Information Modeling (CIM)이라는 

용어가 BIM을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토목분야에서 BIM과 관련하여 발표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토목분야에서 BIM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모델링 

방안이나 설계 또는 시공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들 위주였으

며, 유지관리 측면에서 연구된 내용은 아직 많지 않다. BIM
을 유지관리에 적용한 일부의 사례로서, Lee et al. (2006)은 

시설물 유지관리 시 구조화된 디지털 정보를 통해 쉽게 자료

조회를 지원하기 위해 3D 모델과 문서정보의 통합 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Shim et al. (2011)은 BIM 기
반의 지하철 구조물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개념적 연구를 수

행하였다. 단지 구조물 형상을 가시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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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lue chain i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civil infrastructure

Fig. 2 DIKW hierarchy in civil infrastructure management

3D 모델을 안전점검 프로세스에 접목하는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된 사례로는 Samlim Engineering (2011)이 개발한 시범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 패드와 3D 모델을 이용

하여 현장점검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고 사무실에

서 3D 모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도 기 점검이

력을 3D 모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고, 시범 적

용을 끝낸 상태이다. 이와 같이, BIM의 적용영역이 현재까

지는 시설물의 계획, 설계, 시공에 그치고는 있으나 앞으로

는 유지관리까지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표준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시설물인 토목 

시설물에 관하여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화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BIM 기반의 토목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표준

화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한 선행 연구로서 국내외 BIM 가이드라인 고

찰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Kim et al., 2012), 본 논문에서는 

토목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BIM을 도입하기 위해 도출된 핵

심 정보 표준화 항목 및 고려사항과 이들 항목에 대하여 표

준화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담당기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

해 먼저 토목시설물의 유지관리 특성과 BIM의 기술적 특성

을 비교하여 그 적용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지

관리 프로세스에 BIM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표준화 

항목과 표준 개발 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이 도출된 각 항목별로 표준화 추진에 적합한 전담기

관을 법령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2.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와 BIM의 연계성

2.1 시설물 유지관리 가치사슬과 지식구조

시설물 유지관리의 가치사슬 (value chain)을 구성하는 주

요 활동은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보의 생성과 활용 관점에서 재구분하

면 ‘시설물 정보의 납품’, ‘점검 및 계측’,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활동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원시 데이터의 생성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분석 및 평가’는 원시 데이터를 

활용한 가공된 정보의 생성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의사결정 (지원)’은 정보의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업무 단계의 특성에 따른 정보를 다시 정보과학

분야에서 구분하는 ‘데이터-정보-지식 구조 (DIKW Hierarchy)’ 
(이하 ‘지식구조’라 한다)에 매핑하면 Fig. 2와 같다. Fig.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설물 정보의 납품 단계, 점검 및 계

측 단계, 유지보수 공사 단계는 1차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로 매핑할 수 있고, 분석 및 평가단계는 1차 데이터를 활용

하여 가공된 의미있는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지원 체계는 분석 및 평가단계에서 

생성한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 시설물의 서비스 상태를 예측

하여 여러 대안에 대한 지식체계를 지원하며, 최종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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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example of bridge component aggregation using IFC-based bridge data model (Kim, 2009)

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식구조에서 기존의 시설물 유

지관리를 위해 구축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Information’
과 ‘Knowledge’에 해당되며, BIM에 의해 관리되는 정보의 

영역은 ‘Data’와 ‘Information’중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BIM에 의한 시설물 정보 표현 방식

BIM은 그 기술기반을 객체지향 CAD에 두고 있다. 따라

서 BIM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객체라고 불리우는 정보체

계로 다루어진다. 실제 객체지향 CAD 프로그램은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들의 집합인 형상객체가 있으며, 각 형

상객체들은 업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다. 업무

에 필요한 정보는 제조산업이나 건설산업과 같이 각 산업분

야에 특화된 정보들이 반영되며, 건설분야에서 다루는 기본

적인 정보의 종류를 규정한 것이 건설정보분류체계이다. 국

내외 건설정보분류체계의 기반이 되는 국제표준으로는 ISO 
12006-2 (ISO TC59/SC13, 2001)이 있으며, 이 표준에서 건

설정보는 크게 건설자원, 업무, 그리고 물리적으로 생성되는 

시설물 (공간, 부위 포함)로 구분되며, 이들은 모두 정보체계

에서 각각 객체로 다루어진다. 
최종 산출물로 여길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BIM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물의 구성체계와 

함께 표현된다 (Kim, 2009). 즉, 여러 구성요소들이 모여 하

나의 시설물 부위를 이루고, 시설물 부위들이 모여 하나의 

시설물이 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3D 형상으로 표현된 각 

시설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객체들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속성정보를 가질 수 있다. 

2.3 BIM과 시설물 유지관리의 연계성

현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0)에 의한 구조

물의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구성요소별로 손상을 점검하여 

평가하고, 각 구성요소별로 평가된 결과는 다시 각 구성요소

가 조합되는 상위 부위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따라서 시설물의 구성요소별로 정보를 관리하는 BIM과 

안전점검 정보운영 방식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 

3. 핵심 표준화 대상

3.1 핵심 표준화 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BIM 도입 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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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 핵심 표준화 대상으로 시설물의 구성체계 표현 

방식, 시설물별 BIM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서, 그리고 토목 

시설물 BIM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포맷을 선

정하였으며, 그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물 유지관리 가치사

슬은 시설물을 구성하는 각 부위에 대하여 손상 정보를 기록

하며, 기록된 손상 정보를 분석하여 노후화 정도 또는 안전

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수에 대

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연속적인 업무로 진행된다. 가치사

슬을 시작하는 점검업무에서 조사된 손상정보는 시설물 구

성체계에 따라 기록되므로 시설물 구성체계에 대한 정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체 가치사슬 상에서 기본이 되는 인벤

토리 정보라 할 수 있다. 시설물의 구성체계를 표현하는 정

보항목들은 시설물 구성요소에 대한 분류체계, 구성요소의 

조합체계, 구성요소의 명명체계,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형식

에 관한 정보가 있으며, 이들 각 항목에 대하여 표준화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3.2절에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시설물의 안전성의 평가는 각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그 방식

이 다르다.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 (2010)’ 또한 각 시설물별로 별도의 평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시설물의 구성체계

를 기반으로 추가될 정보들은 각 시설물별 평가방법에 적합

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표준은 각 시설물별 BIM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 선행 연구 

(Kim et al., 2012)에서 조사된 국내외 BIM 가이드라인의 

사례를 살펴볼 때에 BIM 데이터의 활용목적, 응용모델에 포

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의 종류와 상세수준, 그리고 속성정

보체계가 요구사항 정의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세부 고려

사항은 3.3절에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가치사슬 상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여러 기관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한다. 여러 기관에서 조사 및 평가된 결과에 대한 

BIM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지원 시

스템을 위한 별도의 DB 구축 및 업데이트 체계가 마련되어

야하며, 이는 가치사슬의 연속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보다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서는 프로그램에 의해 다양한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에 납품되는 BIM 데이터 포맷이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표준화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

한 사항은 3.4절에 설명하였다. 

3.2 시설물 구성체계 표현을 위한 표준

시설물 구성체계 표현이란 시설물을 구성하는 부위와 여

러 부위의 조합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부위 

또는 공간 사이의 연관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의 

결과로 시설물이 어떠한 구성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시설물 구성요소는 부위요소와 공

간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구성체계 표현에 관한 표준화 대상

과 표준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먼

저 구성체계 표현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BIM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이후 기존의 표준들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물 평가방식과 부합되는

지를 검토를 통하여 기존의 표준들이 부족한 면들을 조사하

였다. 이와 같이 검토된 내용에 따라 시설물 구성체계 표현

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표준화 대상과 표준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3.2.1 시설물 구성요소 분류체계

시설물 구성요소에 대한 분류체계는 국내외로 이미 표준

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각 표준들에서 제공하는 구성요소

가 토목 시설물 유지관리 실무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교량에서는 경간이라는 개념이 

영구적으로 남는 중요한 공간요소 중 하나로서 의미를 가지

는 반면 기존에 제정된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9)의 경우 이

러한 개념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분류체계에 

관한 표준의 개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표준의 개정 시 시설

물의 유지관리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른 상태등급 

평가 시 구분하는 구성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 공간객체와 부위객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하나의 

분류트리 안에서 공간적 개념과 부위 개념이 혼재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 구성요소의 유형 (Type)은 여러 관점 (재질, 시공법, 기하

형태 등)에서 정의될 수 있는 또 다른 큰 부류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유형의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성요소를 분류하는 분류트리 안에서 구성요소의 유형

에 대한 개념을 혼재하여 표기 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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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시설물 구성요소의 조합체계

시설물의 구성체계는 BIM 데이터의 뼈대라 할 수 있다. 
BIM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있어 작성자 마다 서로 다른 뼈대

를 구축한다면 전체 시설물을 아우르는 시설물 정보체계에

서 BIM 데이터의 운용성은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인 발전 단계로 볼 때 BIM 데이터를 여러 의사결정지

원체계에 재활용하기 위한 전략 또는 업무개선을 위한 응용

체계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 
시설물 구성요소의 조합체계 표준은 모델 데이터의 뼈대

를 구축하는데 있어 기본 골격구조를 나타내는 표준으로서 

시설물의 구성요소 간의 위상체계를 정의한 것이다. 시설물

의 구성체계는 각 시설물별로 다르므로 시설물 구성요소의 

조합체계 표준 또한 각 시설물별로 개발되어야 하며, 표준을 

개발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시설물 구성요소 분류체계 표준과 연계성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LoD (Level of Detail) 구분기

준과의 일관성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른 상태등급 

평가와 연계성

￭ 유지관리를 위한 BIM 데이터의 응용영역별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보수 및 보강물량산정, 보수 및 보강 계획 

수립 등) 모델작성 시 일관성 유지 가능성

3.2.3 시설물 구성요소의 명명체계

시설물 구성요소 명명체계는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각 구성요소에 대한 인스턴스 (Instance)의 고유 아

이디 (Global Unique Identifier : GUID)와 함께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해당 인스턴스에 연계된 다양한 정보를 추적‧
관리하기 위한 아이디 부여 체계이다. 이는 사람이 구성요소

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GUID와 차별점이 있다. 
따라서 시설물 구성요소에 대한 명명체계는 설계도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생성되

는 다양한 문서와 2D 도면 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으

며, 이를 통하여 3D 모델 정보에서 여러 문서 및 도면 정보

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시설물 구성요소의 

번호체계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 시설물 구성요소에 대한 분류체계 표준과 연계성

￭ 시설물 구성요소 조합체계와 연계성

￭ 사람에 의한 식별 및 사용의 용이성

￭ 명명체계의 확장성

3.2.4 시설물 및 구성요소의 유형

시설물 또는 시설물 구성요소 형식의 구분은 용도, 기능, 
재료, 공법, 구조물의 구성체계 그리고 형상과 같이 매우 다

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들은 해당 유

형에 대한 통계자료의 축적이나 각 유형별로 일반화된 기준

을 적용하기 위해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형은 통

계자료로서 의미가 큰 관점들과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시 일

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점들에 대하여 표준화되어야 하며, 
유형에 대한 표준화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설정보 분류체계와의 연계성

￭ 시설물 구성요소 조합체계와 연계성

￭ 상태등급 평가를 위한 가중치와의 연계성

￭ 보수⋅보강 단가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와 같은 유형별 

통계정보 추출 시 의미부여 가능성

￭ 새로운 유형에 대한 확장성

3.3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정의서는 BIM 데이터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의 종류와 정보의 작성 방법을 정의한 명세서를 의미한다. 
요구사항 정의서에 명시되는 상세 내용은 BIM 데이터의 활

용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외 BIM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사항들이 공통의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 모델 데이터의 활용 목적

￭ 모델 공간의 기준 정의

￭ 필수 구성요소의 종류

￭ 모델의 상세수준

￭ 속성정보

상기 항목 중 모델 데이터의 활용 목적은 BIM 데이터를 

적용하는 기관이 가지는 비전, 전략 및 목표에 따라 매우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모델 공간의 기준을 표기하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Supply Administration, 2012;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2011) 시설물 유지관

리와 관련하여 공통적인 표준이 정해져야 하는 항목은 필수 

구성요소의 종류, 모델의 상세수준, 그리고 속성정보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각 항목의 표준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앞서 3.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전진단 실무 측

면에서 기존의 표준들이 반영하지 못한 면을 추가적으로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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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필수 구성요소 종류

시설물 구성요소에 대한 명세는 BIM 데이터에 어떠한 시

설물 구성요소가 컴퓨터에 의해 식별 가능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명세이다. 따라서 BIM 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비추

어 동일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요구되는 구성요소의 상세

수준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유지관리 가치사슬 상

에서 영속성을 가진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태등급 평가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명세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수 구성요소에 대한 명세는 BIM 데
이터를 작성하거나 납품된 BIM 데이터를 검토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 및 구성체계에 대한 정보 작성

은 앞서 3.2절에 언급된 표준을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필수 

구성요소 선정을 위한 상세수준은 다음의 3.3.2절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3.3.2 모델의 상세수준

시설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될 수 있는 

BIM 모델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모

델이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그 점검시기와 업무범위 

상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각 업무에서 요구되는 구성요소

의 상세수준과 입력되는 속성정보의 범위 또한 다르게 구분

되므로 모델의 상세수준 또한 다르게 정의될 수도 있다. 그
러나 동일한 시설물에 대하여 발견된 각종 손상정보는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추적되어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은 정기점검을 대체하여 실시될 수 있는 점검

이므로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부류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정기 및 정밀점검을 위한 모델과 정밀안전진단

을 위한 모델의 상세수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보다 동일한 구

성요소에 발생된 손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표

준화된 하나의 상세수준에서 BIM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BIM 데이터의 관리에 혼잡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BIM 데이터의 상세수준은 업무의 범위가 보다 많은 정밀안

전진단 수준에서 정의하는 것이 공용 중인 시설물의 BIM 데
이터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상세수준 정의와 관련하여 일부 국내외 기준들에서는 도

면의 축척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Kim et al., 2012). 그러나 

축척을 이용하여 상세수준을 정의하는 것은 BIM 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구성요소 중 기준 축척보다 

작은 치수를 가진 요소가 있는 경우 기준과 배치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많은 예외 사항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설

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수준을 정의하는데 있어 축척은 

보조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표준 개발 시 다음의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 필수적인 부위와 해당 부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요소 

및 그 외 다차원 모델 데이터에 참고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세 리스트 작성

￭ 각 구성요소별로 BIM 데이터의 활용목적에 따른 필수 

구성요소의 상세수준과 형상의 상세수준 정의

￭ 필수 구성요소를 제외한 구성요소에 대한 축척 기준 정의

3.3.3 속성정보

속성정보는 모델 데이터를 특정 응용목적에 맞게 분석⋅
처리하거나 3D 형상 정보 외에 어떠한 객체 (공간 및 부위)
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집합

이다. 각 속성정보는 시설물의 구성체계와 함께 모델 데이터

가 활용되는 목적에 따라 필수 여부가 구분된다. 현재까지 

사회기반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모델기반 유지관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 관련 연구 (Lee et al., 2008)와 기존 유지관리에 관

한 기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0) 및 기 수행되었던 여러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서 찾

아볼 수 있는 세부 표준화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실험 및 계측에 대한 속성정보 : 실험 및 계측의 종류 

및 코드, 실험 및 계측 결과 값의 단위

￭ 손상에 대한 속성정보 : 손상 종류 및 코드, 손상 종류

별 물량의 단위 (면적, 체적, 길이 등), 손상 원인에 대

한 종류 및 코드, 상태등급 등

￭ 보수⋅보강에 대한 속성정보 : 공법 종류 및 코드, 공법

별 물량의 단위 (면적, 체적, 길이) 등

￭ 관리를 위한 속성정보 : 손상이력, 보수⋅보강 이력, 모
델 수정 이력, 프로젝트 참여자 등 

￭ 시설물의 부재별 수명주기 표현을 위한 속성정보의 표

기방법

3.4 BIM 데이터 표준 포맷

현재 빌딩구조물 분야 BIM 데이터 포맷의 표준으로는 

IFC 2×3 파일이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차기 버전

인 IFC4는 ISO 16739로 국제 표준화가 완료된 상태이며 

(ISO TC 184/SC4, 2013), 주요 BIM 툴 벤더들은 이미 IFC4
를 지원하기 위한 검증 및 인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

나 IFC4는 토목 시설물을 구성하는 공간 및 부위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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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ganizations for standardization

Level 1 Level 2 Core items Purpose
Related standards

(Proper organization)
Action

Modeling

Representation of 
element structure

Element classification Common
Classific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informat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Revision of existing standard

Element aggregation rule

Maintenance & 
Management

Regulations for operation of facility 
management system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Development of new standard 
specifications / 

Revision of existing standard

Element naming rule

Element type

Requirement 
document

Mandatory elements

Level of detail

Attributes

Share and 
Delivery

Data format BIM data format Common
IFC, LandXML

(Experts in product data modeling)
Participation in global 

standardization activites

는 엔티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교량 및 터널 등 토목 시설물

의 BIM 데이터를 그 구성체계에 맞게 수용하는데 있어 제약사

항이 있다. 토목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다차원 모델 데이터의 

또 다른 중립파일 표준으로는 LandXML이 있다. LandXML은 

토목분야 시설물 계획 정보 특히 도로모델과 측량 데이터의 

교환을 위한 표준포맷으로 개발되었으며, 도로 또는 GIS 기
반 응용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LandXML은 구조물의 세부 구성체계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 BIM 데이터 포맷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목 시설물의 구성체계를 표현할 수 있

는 합리적인 데이터 포맷의 표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4. 표준화 추진 담당 기관

앞서 3장에서 언급된 핵심 표준화 대상들은 토목 시설물 

BIM에 대한 공통 표준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서 BIM 데이

터를 활용하기 위해 특화된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통 

표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뿐 만 아니라 설계 및 시공 단계

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항목을 의미한다. 이와 같

은 표준화 대상의 성격에 따라 표준화 추진에 적합한 담당기

관은 Table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Table 1에서 표준화 추진 담당은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정의한 법령을 참조하여 정하였다. 시설물 정보화와 

관련하여 공통적인 표준화를 다루는 건설 CALS/EC 표준화

는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a)
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해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b)에 의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중요 기

반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시설물 구성요소 분류

체계는 기존 건설정보분류체계 표준의 개발 주체이면서 건

설CALS/EC 표준화 전담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

이 되어 수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앞서 3.2절에 언급

한 바와 같이 구성요소의 분류체계에 관한 표준화 추진 시 

시설물의 유지관리 관점에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전문가의 참여가 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개정 추진 시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또 다른 공통 표준이라 할 수 있는 BIM 데이터 포맷의 경

우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는 국제적 교류가 표준 포맷의 

개발에 비하여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3.4절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표준 포맷을 개발하였다 하더라

도 국제적으로 협의된 표준 데이터 포맷이 아닌 경우 상용 

S/W에 의한 지원이 미비하게 되고, 이는 표준의 활용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목 시설분야의 

BIM 데이터 포맷은 어느 한 기관에서 개발하여 정하기보다 

관련 전문가들과의 공동 개발 방식을 취하고,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buildingSMART에서 추진하고 있는 

OpenInfra 미팅에 참여하여 국제 표준 포맷에 개발된 결과

를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물 유지관리 가치사슬에서 1차 생산 데이터인 손상정

보의 기록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널리 적용

되는 기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꼽을 

수 있다. 이는 1⋅2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며, BIM 데이터 또한 이러한 

안정된 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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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개발과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목적에 맞

도록 시설물의 구성체계 표현 방식, 그리고 시설물별 BIM 
데이터 작성 및 납품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서에 대한 표준화

를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발된 표준은 ‘시설물정보관

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의 개정 시 반영되어 추후 시설물의 

준공 후 설계도서 및 종합안전점검보고서 제출과 공용 중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제출 시 BIM 데이터가 함

께 납품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가치사슬을 정의

하였고 정의된 가치사슬 상에서 BIM 기반 정보의 운영 시 

필요한 핵심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표준화 항목

을 도출하는데 있어 BIM의 기술적 특성과 국내외 BIM 가

이드라인 고찰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개정이 필

요한 기존의 공통적 정보 표준과 토목 시설물 유지관리 목적

에 맞추어 신규로 정의되어야 하는 표준화 항목을 구분하였

다. 또한 구분된 표준화 항목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전담 기

관을 법령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된 본 연구의 결과는 토목 시설물 유지관리

에 BIM을 도입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에 참고될 수 있으며, 
토목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 상에서 BIM 데이터 활용도를 높

이고 시설물 유지관리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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