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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술 및 통신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윤

을 극대화하려는 시스템적 접근에서 시작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건설 프로젝트 Life-cycle 전반의 설

계·시공 관리 전반에 도입되어 설계 프로세스 환경의 변화는 

점차 가속화 되어 가고 있다(Lee 2010). 특히, 그 중심에는 3D 

모델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3차원 객체 정보를 생성, 교환, 활

용하기 위한 제작 플랫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조달청은 2012년을 시작으로 500억 원 이상의 신축 공공

건물 입찰에 BIM설계를 의무화함을 시작으로 2016년 전면 

시행에 들어감을 발표했다. 또한 ‘BIM 발주지침’의 발표를 통

해 설계와 턴키공사에 BIM을 적용하여 건물에너지 효율검토 

및 에너지 시뮬레이션, 기초수량 데이터의 작성 등을 명확히 

요구함으로써 공공부문의 BIM확대와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있다(Kim et al. 2012). 

2000년대에 들어 3D 기반의 객체지향 모델링 개념이 도입

되기 시작하면서 협업 기반 BIM시스템의 정립을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BIM의 확산은 도입 초기

의 높은 기대치와 달리 BIM을 실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다

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기대치가 많이 저하되고 확산이 

미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Kim et al. 2012). 이와 함께 점차 

건물이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중소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BIM 인프라 정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BIM 유도 정책에 반하여 중소기업 설계사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데스크탑 가상화 기반의
BIM 설계 환경 구축에 관한 연구

신중환1·이규협1·권순욱*·최규성1·고형렬1

1성균관대학교 미래도시융합공학과·*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A Study of the Establishment of BIM Design Environment based on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VDI) of Cloud Computing Technology

Shin, Joonghwan1,  Lee, Kyuhyup1,  Kwon, Soonwook*,  Choi, Gyuseong1,  Ko, Hyunglyul

1Department of Convergence Engineering for Future City,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Civil & Architectural Engineering ,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 Recently BIM technology has been expanded for using in construction project. Due to the high-cost of BIM 
infrastructure development, lack of regulations, lack of process and so forth, usage of BIM has been delayed than initial 
expectations. In design phase, especially, collaboration based on BIM system has been a key factor for successful next 
generation building project.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research trends about IT technologies, virtualization and 
BIM service, data exchange such as drawings, 3D model, object data, properties using cloud computing and virtual 
server system is defined as a most successful sol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able the cloud computing 
BIM server to provide several main functions such as editing models, 3D model viewing and checking, mark-up and 
snapshot in high-performance quality by proper design of VDI system. Concurrent client connection performance is a 
main technical index of VDI. Through testing of test-bed server client, developed VDI system’s multi-connect control 
is evaluated. Performance-test result of BIM server VDI effect to development direction of cloud computing BIM service 
for commercialization. 

Keywords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Cloud Computing, Design 
Organization

* Corresponding author: Kwon, Soonwook, School of Civil and 

Achitectural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400-746, Korea

E-mail: swkwon@skku.edu

Received May 19, 2015: revised May 21, 2015

accepted May 27, 2015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6권 제4호 2015년 7월    119

무소의 BIM 도입을 위한 시간·인력·장비·조직력 등의 한

계성은 BIM기반 설계 환경 구축에 여전히 장애가 되고 있으

며, 투자비용·협력업체 및 조직의 체계 부족 등의 현안을 풀

어 나갈 대안 제시가 필요한 점이다. 

BIM 확산의 저해요인 중, BIM 기반 설계 환경을 구축을 위

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인 BIM 관련 소프트웨어, 고

사양의 컴퓨터 및 서버 등과 같은 인프라의 구축은 BIM이 기

존의 건설관리 기법들과 상이하게,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 데이터 관리와 연관성이 깊

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타 산업에서는 서비

스 제공자는 가상화된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사용자

는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을 사용하는 클라

우드 컴퓨팅 기반의 테크놀로지 솔루션이 활성화 되고 있다.

그 중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기술은 클라우

드 컴퓨팅의 핵심기술로 주목 받고 있으며 기술의 요점은 물

리적 서버 위에 다수의 가상머신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하여 CPU와 메모리 등을 포함한 서버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Yoon(2013)은 BIM 서버 기반 뷰어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의 대규모 IT 분야 비용 투자 부담 

저감, IT 인프라의 활용률 저조 문제의 대안으로 VDI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며 Ahn(2013) 역시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BIM

기반 건설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가상

화 네트워크 중심의 모델링을 주장하고 있다.

Kwon(2012)의 중소규모 설계사무소 BIM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건축 설계에서 97% 이상이 중소기

업 건축사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3%

인 100인 이상의 건축사 사무소의 매출의 전체 매출의 40%

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 및 매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행 BIM 설계 환경 및 설계 조직 체계의 특성을 규명하고 

CPU,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고려한 데스크탑 가

상화 인프라(VDI)기반의 BIM 환경 설정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IT 분야의 대규모 이용 투자에 부담을 가지는 중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기반의 BIM설계 및 BIM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 프로젝

트 관리 환경 구축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IM 설계 수

행체계 내 BIM tool 사용자의 활용 만족도에 적합한 VDI기반 

BIM서비스 구축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데스크탑 가상화 

기반 BIM 설계환경의 활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BIM을 활용한 설계용역의 발주 및 수주 프로젝

트의 현행 BIM 설계 프로세스 및 수행 체계의 분석이 필요하

며 국내 중소규모 설계사의 여건 및 활용성 접근 용이성에 근

거한 BIM 지원 데스크탑 가상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 절차는 Fig. 1과 같다.

첫째, 국내 BIM 기반 설계 환경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고찰

을 실시하고, BIM tool기반 사용자 접속환경을 설정하기 위

한 중점 영역을 정의하였다.

둘째, 접속자의 사용 만족도 충족을 위한 가상화 기반 BIM 

설계 환경의 요구 성능을 분석하고, 기존의 환경과 VDI 리소

스 배분 환경의 BIM tool 활용 테스트를 통해 가상화 설정 방

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셋째, VDI 활용 테스트를 반영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

에 적합한 데스크탑 가상화 기반의 BIM 환경 구축 방안을 제

안하였다.

Fig. 1. Research method and flow

2. 선행 연구 고찰

2.1 클라우드 기반의 BIM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은 통합된 대량의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을 통해 인프라 자원과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을 다양한 

서비스형태로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방식이다. 건설사업 영

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활용 기대치가 상승함에 따

라 건축물 혹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의 의사결정체계인 

BIM과 연계되면서 클라우드 BIM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으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상용되고 있는 BIM 클라우드는 기업이나 프로젝트 조직 

내 Private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향하는 가상화 솔루션 기반

의 BIM 클라우드 서비스, 다수의 사용자 또는 주체들이 활용 

가능한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BIM기반 프로젝

트 협업 지원 서비스, 부가 애플리케이션 지원 서비스 등으로 

나뉜다(Ahn et al. 2014). 이와 같은 BIM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데스크탑 가상화 기반의 BIM 설계 환경 구축에 관한 연구



120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6권 제4호 2015년 7월

신중환·이규협·권순욱·최규성·고형렬

BIM 정보 모델의 저장 및 컨트롤 및 원격 협업 기능의 사용

자 필요성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사용 BIM 정보 제작 tool과 

쉽게 결합하여 기존 개인 PC환경의 BIM tool 사용자의 활용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상용화 서비스 활용 기반 BIM 설계 환

경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Table 1과 같이 국내 중소규모 설계

사무소의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및 BIM 활용 수준의 현황을 

고려했을 때 중앙 집중화된 컴퓨팅 환경을 통하여 수준 높은 

서버 활용을 지원하는 기술 지원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BIM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서버 자원을 프로젝트 환경에 맞게 배분하고 

활용 가능한 VDI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BIM 클라우

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업무 환경 대응 설정가변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Table 1. Current state of BIM software possession by company 

size(BuildingSMART Korea, 2012)  

Possession

Size
Don’t have it

Have it/

still not use it

Have it/

use it 

sometimes

Have it/

Use it for work

over 100

employees
11% 4% 11% 75%

over 50

employees
25% 25% 0% 50%

over 10

employees
37% 16% 5% 42%

under 9

employees
74% 10% 3% 13%

2.2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의 설정 및 고려사항

VDI는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로 데스크탑 클라우

드 라고도 불리며, 사용자별 독립적인 OS를 가진 가상의 데

스크탑과 데이터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기술이다(Jang et al. 

2011). 기존의 개인 PC에 저장하던 기업 정보를 보안기능이 

강화된 서버에서 일괄관리 할 수 있으며 컴퓨팅 환경의 가상

화를 통하여 효율적 자원 사용 및 관리를 보장할 수 있고 다

양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Fig.2는 기존의 개인 작업 서버 환경과 VDI

환경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VDI 시스템 기반의 업무환경은 가상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함에 따라 유휴 자원을 최소화하고 지속

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패치와 업그레이드가 수행됨으로써 사용자들이 개

별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지 않아도 최신화

된 tool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사용자가 생겨도 즉각 

개인용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데이터와 애플리케

이션이 데이터센터 내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성이 우수하다(Kim 2013).

Fig. 2. As-is PC and To-be VDI environment 

그러나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은 높은 사양의 가상 서버를 

대량으로 개인당 하나씩 배분할 경우 서버와 스토리지, 라이

센스 비용 등의 문제로 구축비용이 절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버 가상화보다 관리와 운영이 다소 복잡하며 사용자별 고

유 데스크탑 환경을 유지해야 할 경우 패치 및 업그레이드 관

리가 어려워 질 수 있다.

Fig. 3. XenDesktop Structure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Fig. 3과 같은 

XenDesktop 솔루션에 기반을 두고 있다. Xen은 2003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기반 VMM(Virtual 

Machine Monitor)이며 하이퍼바이저 위에 가상머신이 동

작하는 형식이며 하이퍼바이저가 제공하는 가상의 CPU인 

VCPU를 할당받아 작업을 수행한다. 비용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호스트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3D 그래픽

을 지원하기 위한 PC 블래이드와 GPU 지원 하이퍼바이저를 

제공한다. Xen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Window OS기반 가상

화 환경 설계가 용이하고 다양한 운영체제 상의 Xen관리 프

로그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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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M기반 설계 환경 분석과 문제현황

3.1 BIM 기반 설계 프로세스와 특성

2D CAD에 의한 설계방식은 설계 프로세스 간 프로세스 분

절 및 정보 제작 및 공유의 어려움 보였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BIM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는 

3D 객체 모델링 정보를 바탕으로 다자간 업무 수행 환경의 

조성과 디자인 DB 및 프로세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와 차이점을 보인다.

BIM기반의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 상

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소모되는 업무의 양이 현저하게 줄고, 

축소한 일련이 과업이 계획설계 단계와 기본설계 단계로 이

동하게 되므로 BIM 모델링 및 설계를 수행하는 인원의 서버 

사용 분배를 설계 단계 투입인원 비중에 맞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획설계 단계에서도 Schematic Model을 바탕

으로 발주자 및 엔지니어링 협력업체를 설계 초기 의사결정

에 끌어옴으로 인하여 가상화 모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경우 BIM설계 작업과 동시에 모델 정보를 빠르게 배포 및 공

유할 수 있게 된다.

Table 2. Businesses by design step using BIM 

Design Process Major Business

Pre-Design
• Design work for oder is required - building scale, 

survey, design guide.

Schematic Design

• Design goal for scale, budget, function and quality 

is decided and possible solution is presented. In 

this stage, set up a design concept and draw up 

the plan which contains review on basic system of 

related filed(Mechanical, electrical, civil, structural, 

landscaping, etc.) 

Design Development

• Main designs of all filed are decided. Most of 

contents are arranged and decided in this stage 

but in BIM based process, contents are decided in 

schematic design stage.

• Design development stage requires considerably 

more effort than the current basic design stage.

• For setting up the advanced plan, schematic 

design is fleshed out and is reviewed multilaterally 

to minimize change. In this stage, confirmation of 

system can flesh out materials and equipment size 

and capacity. Finally, 3D model in which the main 

design decisions are reflected is generated. 

Construction Document

• In this stage, The process and period are reduced 

from design development stage.

• In principle, detailed construction drawings are 

included in this stage.

3.2 BIM 기반 설계 수행 체계

일반적인 설계사무소의 조직 형태는 구성에 따라 Fig. 4와 

같이 프로젝트 팀 조직, 스튜디오 조직, 부 단위 조직, 프로젝

트 매니저 중심 조직 등으로 구분된다.

프로젝트 팀 중심의 조직은 특정 전략과제를 수행하기 위

한 임시조직의 형태로 업무추진의 신속성, 유연성에 용이하

나 팀 간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다. 반면 매트릭스와 프로젝

트 매니저 중심의 조직은 팀 조직의 장점과 부단위 조직의 장

점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에 있으나 최상위 의사

결정자의 혼선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BIM을 이미 도입하여 설계 조직을 수립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스튜디오 체

계를 중심으로 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데 Table 3은 사무소

들의 여건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스튜디오 체계를 중심

으로 한 스튜디오 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Fig. 4. Classification of Design organization 

Table 3. Studio team type of design organization

Studio Team Design Organization & Operating Method

Consolidated studio

• IMember - Architect(design & technical) / Interior 

designer / Planner / Engineer(structure & MEP) / 

Project manager

• ICharacteristic - It’s operated with sharing 

common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f human, 

technology like a small company

Departmentalized 

studio

• IMember - Architectural Design / Interior Design / 

Technical & Engineering / Management Department

• ICharacteristic - It’s operated independently each 

other team and classified clearly by task 

Core team

• IMember - Architect / Interior designer / Planner / 

Engineer(structure & MEP) / Project Manager

• ICharacteristic - This team take charge of all course 

from step of basic plan in, working design stage 

until construction management

Fig. 5는 실제 전문 BIM 설계팀 구성을 바탕으로 진행 중

인 The Grand Egyptian Museum의 BIM설계 조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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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 구성은 프로젝트 매니저 기반 설

계 조직에서 시작되며 팀은 건축, 구조, 전기, 소방, 설비

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 구조 설계팀과 엔지니어링 설계

팀 간에는 Cross Trade Coordinator가 투입되어 모델 정보 

간 호환성 지원 및 검토를 수행한다. 엔지니어링 팀 간에는 

Coordination Drawing 팀을 추가로 배치하여 MEP 사이에 

설계 정보를 조정한다.

Fig. 5. The Case of BIM Organization(BESIX) 

3.3 중소 규모 BIM 설계 조직 내 운영 문제점

중소규모 설계사무소의 기존 조직은 이전의 건설 사업 환

경에 적합한 조직을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관리자의 경험적 

지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는 향후 업무 환경의 상황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BIM기반의 설계 환경을 도입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BIM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는 전통적인 조직의 형태와 달리 

비 계층적·비선형적으로 행해지므로 BIM 설계를 위한 고사

양의 서버를 프로세스 별 서버사용량 및 사용자별로 고려하

여 활용 가능할 때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및 다자간 설계 정보 

공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는 BIM기반 설계 프

로세스가 기존의 설계와는 달리 실시설계에서 실시되는 업무

의 양이 현저히 줄고 축소된 일련의 과업이 계획 설계와 기본 

설계 단계로 이동한다는 점과 연관되며 각 단계별 서버 사용

량을 예측하여 가상의 서버환경을 제공할 때 BIM 설계를 위

한 구축비용면에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의 설계회사의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다르게 

중소설계 사무소의 설계 정보는 보안 체계 및 공유체계를 사

내에 별도로 갖추기 곤란하고 Fig. 5에서 보는바와 같이 팀 

간 Cross Trade Coordinator를 두고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데스크탑 가상화 기반의 솔루션은 교환 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 및 보안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상 서

버 접근자에 대한 서버 사용량에 대한 설정을 통해 효율적인 

서버 사용량 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4. 클라우드 BIM과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 구축

4.1 중소 규모 BIM 설계 조직 VDI 활용 특성

BIM기반의 설계 프로젝트는 다양한 각 분야의 참여자가 

협력적 목표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모델 및 기술 정보에 대

한 지속적 공유를 수행하여 목표 성능을 도출하는 일회성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는 고비용의 초고속네트워크/

서버 망을 프로젝트의 개시 상황에 맞춰 구축하는 것이 어

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공급 주도 시장에서 라이센

스 문제 발생 문제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단순히 클라우드 컴퓨팅 장비 및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기존의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구축사례를 참조할 

때, 약 100~500명이상의 병원, 기업, 공공기관 사용자를 대

상으로 가상화가 진행될 때 경제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협

업 BIM 설계 프로젝트 환경에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4.2 VDI기반의 BIM 업무 환경

Fig. 6. Estimation for design process’s resource 

신중환·이규협·권순욱·최규성·고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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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프로젝트 내 Private BIM 환경을 VDI 서버 네트

워크 기반으로 제공하는 BIM9(http://bim9.com/)은 BIM 인

프라 구축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서비스를 개시하

였으나,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구축을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일체를 구입해야하며 다수의 사용자가 접속권한을 갖지 않는 

폐쇄적 성향을 띄고 있다.

자본금 여유가 많지 않는 중소규모 설계사가 BIM기반의 

설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계 

초기에 확립하고 설계 프로세스 전 단계에 일관된 시스템 성

능을 갖는 서버환경을 큰 초기투자비용으로 감당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내 중소규모 설계사무소의 이러한 BIM 인프라 

구축문제를 VDI서비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는 Fig. 6과 같이 설계 및 건설 프로젝트 현장의 서버 사용자 

조직 구성 형태 및 소프트웨어 사용 분석을 통해 해당 운영 

시점에 필요한 시스템 리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Fig. 7. Framework of BIM VDI

Fig. 7은 VDI기반의 BIM 작업 서버 운영 방법을 도식화 

한 것으로 설계팀 내 각 사용자들이 자신의 IP를 통해 원격으

로 접속을 하고 Xen 하이퍼바이저 및 Active Directory를 통

해 부여받은 자신의 접근 권한을 바탕으로 가상 BIM 작업 환

경에 접근한다. 이때 BIM VDI 매니저는 Master OS의 Xen 

studio를 통해 각 사용자의 자원 할당량, 네트워크 프로토콜, 

접속자 Grouping을 수행하는 역할로써 투입된다. VDI 워

크스테이션 내에 혹은 외부에 클라우드 망으로 연결된 BIM 

DBMS를 통해 BIM모델 관리 모듈 혹은 3D 뷰어를 연결할 

수 있으며 부가 API 소프트웨어를 Master에 설치함으로써 

기본 제공 tool외에 사용자에 맞는 최적화 환경을 갖출 수 있

다. Master에 설정된 설치 소프트웨어는 Virtual Machine 

분배 설정을 통해 서버 사용자 개개인에게 즉각적으로 업데

이트 된 소프트웨어를 일괄 제공되며, 스냅샷(일정 시점으로

의 서버 환경 복구 기능) 설정을 통해 작업 환경을 통합화 할 

수 있다.

5. VDI 기반의 BIM 설계 환경 구축 방안

5.1 VDI기반의 설계 환경 구축 테스트 시나리오

건축 설계 프로젝트는 다양한 참여주체를 바탕으로 수행되

며 아래와 같은 VDI 접속 환경 중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

로 한 VM AVI Agent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 환경이 적합하다.

■ Direct VDI Client Model : Thick/Thin Client 구분 없이 

VDI Client 역할로서 VDI Server와 1:N 통신을 통해 서비

스를 제공

■ Physical VDI Agent Model : 사용자 단말 중 하나가 VDI 

Client 를 관리하는 VDI Agent 역할을 수행

■ VM VDI Agent Model : 클라우드에서 VM 을 생성하여 

VDI Client 를 관리하는 VDI Agent 역할을 수행

VDI는 하이퍼바이저 분배 및 서버 매니저를 통해 사용자

의 디스플레이 환경을 지원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서버와 VM서버 그리고 VDI 마스터 서

버 간에 딜레이를 고려한 설계환경을 설정해야 한다. 

즉, 사용자의 입력 명령이 VM서버를 거쳐서 사용자의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는데 대한 Delay를 고려해야하며 

Delay의 종류는 Network Delay Time(ND), System Delay 

Time(SD), Total Delay Time(SD)가 있다.

TD = NDuser→Agent + NDAgent→client + SDAgent

VDI접속자가 Delay로 인한 불만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스템 성능을 사용자 VM마다 구축하기 위해 VM성능 테스트

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설계 조직에 전체 투입되는 사

용자의 효율적인 BIM 업무지원을 통한 VDI 인프라의 리소스 

량을 도출할 수 있다. 본 테스트에서는 지하 3층, 지상 7층 규

모의 BIM 모델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BIM작업을 위한 개

인PC 시스템 성능과 가상화 VM을 비교하고 BIM작업의 원

활함을 만족시키는 VM시스템 성능을 도출하고자 한다. 

5.2 VDI기반 BIM 구현을 위한 성능 시스템 테스트

Table 4에 기재된 Autodesk社 Revit 요구 시스템 권장사

양을 만족하기 위해 Table 5와 같이 BIM 설계를 위한 기존 

유저 서버 환경 기준을 설정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데스크탑 가상화 기반의 BIM 설계 환경 구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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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기존 유저 서버 환경에서 Revit과 2개의 BIM 

Viewer 제작 회사 S/W를 테스트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접속, 

Loading, 조작 속도 시간을 선 측정하여 기존 유저 서버 성능

을 Table 8과 같이 도출된 Time값을 역으로 VM 시스템 성능

을 설정하여 기존 유저 서버 성능 대비 VM 시스템 퍼포먼스

를 Table 6과 같이 도출 하였다.

Table 4. System performance criteria for Revit

User Server

OS Microsoft® Windows® 7 SP1 64bit

CPU Multi-core Intel® Xeon® or i-Series Processor 

Memory 8GB RAM

Video Display 1680×1050(TRUE COLOR)

Disk Space 5GB available

Browser Microsoft® Internet Explorer® 7.0

Table 5. Simulation condition - User Server

User Server

Sortware Revit and 2 model viewer

CPU Intel® Core(TM)2 Duo CPU E7400 

GPU ATI Radeon HD 4800Series

Momory 8GB RAM

OS Microsoft® Windows® 7 SP1 64bit

Table 6. Simulation condition - Virtual Machine

Virtual Machine

Software Revit and 2 model viewer

CPU
Intel® Xeon Processor E5-2620v2 2sockets with 1core 

per socket

GPU GRID K160Q vGPU(2 per GPU, 2560x1600, 4 displays)

Memory 8GB RAM

OS Microsoft® Windows® 7 SP1 64bit

Table 7. Simulation condition - VDI Client

VDI Client

Software Revit and 2 model viewer

CPU Intel® Xeon® processor E5-2600/1600v2 Core i7 Extreme

GPU Nvidia GRID K1 4 low-end Kepler 16GB GDDR5 (4GB/GPU)

Memory 8GB RAM

OS Microsoft® Windows® 7 SP1 64bit

Table 8. Processing Time by standard PC

Revit IFC viewer A BIM viewer

Connection 

Image

Access Time 00 :00 :24.72 00 :00 :19.84 00 :00 :22.48

Loading Time 00 :02 :46.30 00 :00 :07.46 00 :00 :38.72

Control Speed 00 :00 :04.37 - -

Rendering Time 00 :02 :23.30 - -

Table 9. Processing Time by Virtual Machine

Revit IFC viewer A BIM viewer

Connection 

Image

Access Time 00 :00 :15.72 00 :00 :13.59 00 :00 :18.67

Loading Time 00 :02 :54.48 00 :00 :08.04 00 :00 :42.45

Control Speed 00 :00 :04.48 - -

Rendering Time 00 :02 :18.30 - -

Table 6과 같이 CPU와 GPU, 메모리 등이 설정된 VM 환

경에서 다시 Revit과 BIM Viewer S/W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Table 8과 같은 Time값을 얻었다. 

Fig. 8. Standard PC Disk Performance Time

Fig. 9. Virtual Machine Disk Performance Time

동일한 명령 처리 Disk Performance Time값을 얻는 과

정으로 인하여 산출된 값은 기존 Disk 성능PC와 VM 퍼포먼

스가 Table 5, 6의 H/W 성능 기준으로 비등하게 나왔지만, 

Fig. 8, 9와 같이 기존 유저 서버의 퍼포먼스가 데이터 처리 

초반부에 VM Disk Performance 보다 순간적으로 더 높은 

부하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VM Disk Performance 성능이 

기존 유저의 퍼포먼스 성능에 비하여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Standard PC CPU View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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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tandard PC CPU Loading Time

Fig. 12. Standard PC CPU Rendering Time

Fig. 13. Standard PC Memory Viewer Time

Fig. 14. Standard PC Memory Loading Time

Fig. 15. Standard PC Memory Rendering Time

Fig. 16. Virtual Machine CPU Viewer Time

Fig. 17. Virtual Machine CPU Loading Time

Fig. 18. Virtual Machine CPU Rendering Time

Fig. 19. Standard PC Memory Viewer Time

Fig. 20. Virtual Machine Memory Loading Time 

Fig. 21. Virtual Machine Memory Rendering Time 

Fig. 10~21의 명령 처리 시간 측정 그래프를 통해 Table 8, 

9와 같이 기존 사용자 서버 대비 VM서버간의 데이터 처리 

Time을 충족시켰다.

H/W Infra 중에서 주요 부품인 CPU를 기존 유저 성능환

경과 VM CPU 환경을 유사한 조건으로 조성하여 측정한 테

스트에서는 CPU에 발생하는 부하와 Time값 모두(기존 유저 

서버의 CPU 퍼포먼스 테스트 Fig. 10~12과 VM CPU 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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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스 테스트 Fig. 14-17) 비등하게 도출되었으나, VM CPU

성능은 각 PC에 융통성있는 할당량을 제공하므로, 기존 유저 

시스템과는 달리 사용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5.3 성능 테스트 기반의 VDI 구축 환경 예측

VDI접속을 통해 BIM 작업을 하는 모든 인원이 자신이 수

행하고 있는 업무 영역 내에서 특정 소프트웨어 tool을 활용

할 때, 데이터 처리 및 Display Delay로 인한 불만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성능을 산정하는 과정은 Fig. 21과 같

다. 첫째, 총괄 VDI 시스템 설계자는 VDI에 접속하는 전체 

인원수를 공사규모 및 금액에 근거하여 산출해야 한다. 둘째, 

사업 진행 프로세스 내 접속자의 각 팀 업무에 따른 사용 프

로그램 tool을 정의한다. 셋째, 사용 프로그램 tool분석을 통

해 각 접속자의 요구 시스템 성능 지수를 도출하고 접속자

가 활용할 최대 자원 사용량 등급을 설정하여 접속권한을 부

여한다. KIM(2013)은 VDI 성능 최적화를 위한 병렬 처리 기

법에 관한 연구에서 VDI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를 Browser, 

Word, Video, Game으로 등급화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BIM 설계를 위한 VDI 환경은 이와 비슷한 개념을 BIM

관리의 측면에서 가져와 Heavy BIM user, BIM Analysis 

user, Light BIM user, Video application user, Word 

application user, Browser application user 6가지의 사용자 

등급을 설정하고 접속자 요구 시스템 성능 지수에 맞춰 접속 

권한을 부여한다. 사용자 등급 별 요구 시스템 성능은 해당 

등급 작업자 수의 전체 시스템 성능을 전체 등급의 시스템 성

능 지수로 나누어 환산된다. 

[등급 해당 인원 구성 비율×해당 등급 작업 시스템 성능 지수]×100

∑[등급별 전체 인원 구성 비율×전체 등급 작업 시스템 성능 지수]

6.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환경에서 사용되는 Application을 기준

으로 분류한 6단계 등급중에 3,4 등급을 기존 유저의 서버 성

능 대비 VM 시스템 퍼포먼스로 도출한 Table 5의 기준으로 

선정하고, VDI System Hypervisor에서 1,2 등급의 RAM 리

소스를 각각2GB 씩, CPU성능은 한단계 씩 높은 성능으로 추

가하여 Heavy 유저로 지정하고, 5,6 등급의 RAM 리소스를 

각각 2GB 씩, CPU성능은 한단계 낮은 성능으로 씩 줄여서 

light 유저로 지정하였다.

지정된 등급에서 건설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구성원의 비율

을 선정하고, BIM 기반 건설환경에서 조직구성원의 업무 별

로 도출된 시스템 요구성능 값을 6단계 등급으로 적용 함으

로써 해당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각 등급 별로 비율

을 파악 할 수 있다.

VDI 시스템을 BIM 기반 건축환경에 적용 시, VDI 시스템

의 가상화 서비스 혜택을 받으면서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를 

줄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현

장을 대상으로 한 세분화 된 사용자 분류 및 시스템분석과 요

구 성능분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가상화 

작업 환경 기반 BIM 활용 시스템의 효용성 검증을 실시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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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lassification of User’s System Performance for Construc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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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BIM 기술은 현재 빠르게 건설 산업 전반에 적용 및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비용의 BIM 인프라, 법령의 부재, 운영 프로
세스 등의 문제로 도입 초기의 기대와 달리 그 활용도면에서 만족할 만한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는 
BIM 기술 기반의 협업 설계 인프라 구축은 성공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필수 요소로 볼 수 있다. 현재 BIM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결합하여 드로잉, 3D 모델링, 객체 데이터, 속성 정보 등을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 들이 파생되고 있으며 설계 인프라를 위
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은 VDI 시스템 환경 설정 및 구축을 통해 BIM 모델링, Viewing, 모델 체크, 마크업 등 BIM을 
수행할 수 있는 서버 인프라 서비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VDI 성능 시스템 테스트를 통하여 BIM 설계 환경에 필요한 가상 머신 
리소스를 산정하고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BIM 설계 및 BIM 설계정보를 활용 프로젝트 운영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BIM, 데스크탑 가상화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설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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