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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사 3

1. 머리말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3차원 기반 BIM 

기술의 활용이 전 세계적으로 건축 분야 뿐 아니라 인프

라 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도 마

찬가지로, 조달청에서는 2016년도부터 건설 프로젝트 공

공 발주 시 BIM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는 2020년까지 SOC 사업의 20%까지 BIM을 적용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내 건설 ‧ 인프라 분야의 발주처에

서도 BIM 도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도로

공사에서는 Ex-BIM (Expressway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구축을 목표로 Ex-BIM 가이드라인 발간, 

Ex-BIM 로드맵 수립,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 BIM 적용 가이드라인, LH BIM 

로드맵, LH BIM 공동주택 BIM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K-water BIM 마스터플랜

을 구축하여 BI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BIM기반 프로젝트 수행 시 발주처의 정

보요구서, BIM 가이드라인 등이 부재하고, 계약자 중심

의 일부 구조물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BIM을 적용하여, 

통합적인 정보관리나 체계적인 모델링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건설인프라분야의 BIM 도입이 기존 도면의 3차원 모

델링 수행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BIM을 도입한 프로젝

트는 3차원 모델링 기반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협업 체

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기사에서는 BIM 도입으로 인

한 건설인프라 분야 생태계 변화의 의의 및 국내 BIM 도

입 현황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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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IM 도입으로 인한 건설 산업 생태계 변화

2.1 BIM 도입으로 인한 건설 산업의 이점

2.1.1 발주자 측면에서의 BIM 도입의 이점

∙ 초기 계획단계에서 3차원 노선정보를 활용한 도로 및 

철도 노선, 정거장 결정, 구조물 계획으로 합리적인 정

책결정을 지원하여 타당한 검토가 가능하다.

∙ 사전검토 및 설계단계에서 생성된 정보의 재활용을 통

해 불필요한 재작업을 예방한다.

∙ 3차원 시각화된 전자도면상에 포함된 시설물 시공정보

를 유지보수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며, 자산관리 시 효과

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이전보다 정확한 개산 견적이 가능하고 상세정보 작성 

전에 개념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시뮬

레이션이 가능하고 이것으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 발주자는 설계, 시공시의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과업지시서에 철도 노선, 시설물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

히 정의할 수 있다.

2.1.2 설계 측면의 BIM 도입의 이점

∙ BIM을 통해 설계작업을 수행한 경우 GIS, 지적정보와 

BIM모델을 중첩하여, 설계초기부터 시각화 및 주변환

<그림 1> 발주단계에서의 BIM 활용 예 - 효율적 설계협의
(출처 : 서영엔지니어링)

<그림 2> 사업 적정성 검토(출처 : 서영엔지니어링)

<그림 3> 설계단계에서의 BIM 활용 예 - 상세검토(출처 : 서영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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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지적상황을 고려한 설계검토가 가능하다.

∙ 3차원 모델로부터 얻어지는 시각화의 혜택과 더불어 설계

변경사항의 자동 반영을 통해 정확성 확보가 가능하다.

∙ BIM 모델을 통해 도면 추출 및 협의 및 검토를 위한 도

서 추출이 가능하다. 시공도면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재

작업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 조기 협업이 가능하여 설계참여자 및 각 기술분야별 인터

페이스 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설계오류를 최소화

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하여 설계 내실화가 가능하다.

∙ 설계 진행단계별로 BIM기반으로 VE를 수행하여, 설계 

및 시공비용의 합리화 및 시공중 수정작업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1.3 시공 측면의 BIM 도입의 이점

∙ BIM 모델로부터 직접 시공도면을 추출하여 사용하여 

도면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시공성향상을 위한 도면의 

수정이 바로 반영 가능하여 비용과 기간의 단축이 가능

하다.

∙ 시공 현장의 장비 및 시공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밀한 공

정계획으로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낭비를 예방하여 린건

설(Lean Construction)이 가능하다.

∙ 다양한 공종이 참여하는 공사현장에 분야별 공종별 협

업을 용이하게 하며 공종간 간섭, 인터페이스 검토 등

이 용이하다.

∙ 설계단계에서 설계 오류가 줄어들어, 재시공 비율이 줄

어들어 공기와 공사비 단축이 가능하다.

2.1.4 유지관리 측면의 BIM 도입의 이점

∙ BIM 정보를 통해 시설물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얻

을 수 있게 되어 구조물의 유지보수 시기 및 시공단계 

하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지보수비 절감 및 

시스템 활용한 업무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진다.

<그림 4> 시공단계에서의 BIM 활용 예 – 장비시뮬레이션
(출처 : GS건설)

<그림 5>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9공구 - 레이저 스캐닝을 
이용한 실제 현장 상태 검토(출처 : GS건설)

<그림 6>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교량 유지관리의 BIM 활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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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IM 기술의 성숙 수준

BIM의 적용을 기존 도면의 3차원 모델링 작업으로 생

각할 수 있으나, BIM을 도입한 프로젝트는 3차원 모델링 

기반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협업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

로 이를 현실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BIM 기술 수준의 향

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BIM 기술의 성숙도라고 흔

히 표현을 하며, BIM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서 BIM 활용 

수준을 나눌 수 있다. BIM 성숙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

의가 가능하며, 본 기사에는 BIM 기술의 프로젝트 적용

에 있어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영국에서 정의한 

BIM 기술 성숙도(그림 7)에 근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BIM 기술 성숙도는 영국에서 BIM을 도입함에 있어 BIM 

적용단계에 맞는 기술을 정의하고 각 수준에 부합되는 프

로젝트와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기술 성숙도는 Level 0부터 3까지 총 4단

계로 나누어져 있다.

∙ Level 0 : 종이 혹은 전자문서로 된 2D CAD를 활용하

는 단계로 이때에는 BIM을 적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

식의 프로젝트 진행단계이며, 모델링 기반의 데이터 교

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이다. 

∙ Level 1 : 건설정보의 협업 규정(BS 1192:2007)에 근거하

여 2D 도면과 함께 3D 모델을 함게 관리하는 단계이다. 

이때에는 공통된 데이터 환경(common data environ-

ment, CDE)을 정의하여 데이터 구조 및 포맷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며, 프로젝트 참여자간에 원할한 정보 교

환 및 협업이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공통된 데

이터 환경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BIM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고 있다.

∙ Level 2 : 데이터가 연계된 BIM을 활용하여 각각의 공

정에 대하여 3D 환경에서의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전사적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에 의해 관리된다. 데이터 간에 맞춤형 

미들웨어를 통하여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활용하여 

4D 공정 데이터와 5D 비용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

∙ Level 3 : IFC (industry foundation Classes) /IFD 

(international framework for dictionaries)를 활용

하여 완전한 개방형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지며, 협업을 

<그림 7> BIM Maturity Model of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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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모델 서버에 의해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진다. 

IBIM(integrated BIM)을 통해 동시에 엔지니어링 프로

세스를 수행하는 수준이다.

성공적으로 BIM을 적용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평가

받는 영국의 Crossrail 프로젝트는 Level 1 수준의 BIM을 

활용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인 Crossrail 2프로젝트나 영

국의 고속철도 프로젝트 HS2에서는 Level 2의 기술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BIM level 2의 실무적인 프로

세스는 우선 발주처에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BIM에 담겨

야 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요구서(Employer Information 

Requirements, EIR)를 작성하여 발주를 내고, 프로젝트

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발주처의 EIR에 근거하여 

BIM 수행을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는 BIM 수행 계획서

(BIM Execution plan, BEP)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게 된다. 발주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어

야하며, BEP 검토를 통해 최적의 계약자를 선정한다. 이

후 계약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델, 도면, 사양 등 모든 

정보를 리스트화하고 관련 정보의 납품 계획 및 담당자 

등 모든 정보 관리 계획을 정리한 Master Information 

Delivery Plan(MIDP)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서 정보를 COBie기반으로 축적해 가

는 것이다. BIM level 2에서는 BIM Standard Processes, 

Uniclass 2015의 분류체계, Structured Data Format 

(COBie), Common Data Environment(CDE)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3 국내의 BIM 기술 성숙도

국내의 BIM 도입 초기에는 BIM을 활용하나 구조물의 

3D 모델이 마케팅이나 홍보, 보고자료 만들기 등 시각적 

정보활용에 국한되어 소극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때에는 BIM 적용이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데 미흡했으며, 추가적인 업무의 성격을 지녔다.

2010년 전후로 여러 선행 프로젝트를 통하여 2D도면

에서 BIM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설

계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면서, 당시 많

은 BIM 프로젝트가 BIM을 시공전 설계검토에 활용하였

다. 이 시기 BIM 용역사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

히 대부분의 설계사와 시공사가 시공 중 BIM을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BIM 활용은 시공

전 설계검토에 국한 되었다. 

2012년을 전후하여, 프로젝트에 BIM을 보다 적극적이

고 실용적으로 활용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났다. 여

전히 2D 도면의 실무방식이 주도를 하고 있었지만, 기존

의 도면 방식으로는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이 어려운 비

정형 구간, 무주대공간, 설비밀집 구간 등의 공사에 집중

으로 BIM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의 2D 도면 

기반의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건설산업계에서 이러한 기술적 단계

를 기존의 도면중심의 방식과 BIM을 같이 활용한다고 하

여 투트랙 BIM(two-track BIM)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투트랙 BIM으로 많은 효과도 보았으나, 한편으로는 도면

과 BIM의 불일치, 두 가지 정보 출처(source)가 존재함에 

따른 혼선 및 조율로 인한 시간소모 등으로 인하여, BIM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의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하여 2016년을 전후하여, 프로젝트의 모든 주요공

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BIM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시도하

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BIM을 시각적 활

용 혹은 투트랙 BIM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

며, 사실 이러한 경향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국

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4 영국 철도분야의 BIM 도입 현황

철도 프로젝트에 BIM을 적용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영국의 Crossrail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BIM 

도입을 시작하여, 도심지의 불리한 조건 하에서 설계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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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및 시공 과정에 대한 리스크 감소, 다양한 분야의 사

업 참여자 간의 정보 공유 및 협업, 정보 손실 감소 등의 

BIM 도입을 통한 프로젝트 체질 개선으로 성공적인 프로

젝트를 달성해가고 있다. BIM 기반의 프로젝트 수행 시 

핵심적인 항목은 프로젝트 참여자간의 협업이며, 이를 위

해 Crossrail에서는 PAS/BS 1192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BIM기반 데이터 환경 구축을 위해서 Bentley 사와 기술

적인 partnership을 체결하여 BIM 기반의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그림 8).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은 

문서와 자산정보(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EDMS), BIM 모델 및 도면(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EDMS), 공간정보(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의 3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지도의 일정 영역을 클릭하면 시설물

의 3차원 모델을 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면을 클릭하

면 자산 정보를 볼 수 있고, web-map에서의 자산정보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EDMS의 sub 시스템으로

는 Asse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AIMS)이 

구축되어 있으며, AIMS에서는 코디네이팅, 승인, 저장, 

자산 정보 조회 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프

로젝트 생애주기 동안의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보장

하는 것이 목표이다. 구축된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을 바

탕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BIM 성과품 납품, 승인, 협

업 등 일련의 BIM 프로세스가 가능했으며, 이때에는 프

로젝트 참여자간의 데이터의 공유를 위하여 공통 데이터 

환경(Common Data Environment, CDE)을 구축하여, 

작업 성과물에 따른 공유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현재 설계단계 중인 영국의 고속철도 2단계 프로젝트인 

HS2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BIM을 사업 성공

의 핵심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HS2

의 BIM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이를 정리하였다. HS2에서

는 BIM 활용을 위한 전략으로 Leadership, Upskilling, 

Future-proofing을 규정하였다. Leadership은 발주처

의 역할로, 계약자에 요구하는 정보의 명확화, 시방과 기

준의 성숙화, 협업을 위한 BIM 플랫폼(CDE) 구성, 업계

의 BIM 확산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영국에서도 

BIM의 도입은 전통적인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있어 쉽지 

않은 일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upskilling 전략이다. 일반적인 BIM 모델링 교육의 경우 

벤더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나, BIM 기반의 프로

젝트의 수행을 위해서는 모델링 기술 외에도 BIM 기반 협

업, 코디네이트, 승인 등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기술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하다. supply chain에 이러한 기술의 교육

<그림 8> Crossrail’s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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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 HS2에서는 직접 “BIM Upskilling Platform” 

(www.bimupskilling.com)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Future-proofing에서는 BIM 사용 프로그램의 호

환성 문제,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잘못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방지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level 2 수준의 BIM 성숙도를 달성하였으

나, 업계 전체에 level 2 수준의 정착이 완료되지는 않았

다고 하며, level 3의 달성보다는 level 2 수준의 BIM 기

술 정착을 우선 목표로 뽑았다. 영국 역시도 BIM 도입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발주처 내의 BIM 도

입에 대한 반발과 기존의 업계의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뽑았다. 이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나, 일단 BIM 기술을 도입한 회사의 경우 초

기 투자기간 이후에는 BIM 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이

루었으며, 어떠한 기업도 이전 체계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고 한다. 또한 BIM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정도를 명

확한 건설비 절감액으로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으나, BIM 

도입으로 인한 설계오류 감소, 프로젝트 참여자간 협업 

증진,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공성 검증,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 등의 효과는 실제 비용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다

고 한다. 마지막으로 BIM 기술이 전통적인 건설 ‧ 토목기

술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IT 관점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것을 어려운 점으로 뽑았다.

3. 국내 BIM 정책 및 도입 현황

3.1 국내 BIM 도입 정책

3.1.1 조달청

조달청은 2016년도부터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모

든 공사에 BIM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50건, 5조 4360억원 규모의 맞춤형 서비

스 사업에 BIM을 적용하였다. 총 공사비 300억원 미만의 

중 ‧ 소규모 공사는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수준의 최소

화된 BIM 수준을 요구하고,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실시

설계 수준의 BIM, 500억 원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

의 BIM에 더하여 사업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건설 정보 입

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0년 시설사업의 

BIM이 갖춰야 할 최소 요건을 명시하고 설계 ‧ 시공자의 

업무 수행 기준의 제공을 통하여, BIM의 품질을 확보하

기 위하여 ‘시설사업 BIM적용 기본지침서’를 발간하였으

며, 2016년 3월 4차 개정을 하여 공표하고 있다. 

3.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제4차 

건설사업정보화기본계획’을 통하여 BIM 도입 계획을 수

<그림 9> BIM기반 철도인프라 한 ‧영 국제 세미나 중 영국 Crossrail 및 HS2 발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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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였으며, 2010년 건축분야 발주자, 건설사, 설계사 등

이 BIM 도입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적 방법을 제시한 ‘건

축분야 BIM 적용가이드’를 배포하였다. 2016년에는 건축

분야 BIM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를 배포하였으며, GIS 활용 BIM기반 설

계지원 시스템, 구조계산서 연동 ‧ 개산 견적 시범 프로그

램 등을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축분야 BIM 설계도

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BIM 설계도서 작

성 기본지침’을 배포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사회기반

시설(SOC) 건설공사의 20%에 BIM을 적용한다고 발표하

였으며, 이를 위해 BIM파일표준개발, 성과품 검사도구 

및 보급시스템 구축 등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및 하천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2017년에

는 국도 설계 ‧ 시공 ‧ 관리 전 과정에 BIM을 도입하는 것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발주되는 국도건설 사업 중 2개 사

업에 BIM을 시범적용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3.2 국내 건설ㆍ인프라 분야 발주처의 BIM 적용 현황

3.2.1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로분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술의 선진화 및 각 단계별 정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 Ex-BIM(Expressway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2014년까지 실시설

계 단계에 BIM을 시범도입하여, 대구~순환(5공구), 함

양~울산(12공구)에 BIM을 도입하였으며, BIM 기반의 수

량산출 결과 검토, BIM 포맷 검토, BIM 적용의 문제점과 

추후 선결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2015년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 BIM 적용에 대한 ‘Ex-BIM 가이드라인’

을 발간하였으며, 2016년 Ex-BIM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Ex-BIM 로드맵에서는 BIM 도입에 대해서 도입, 확장, 

정착의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도입단계(~2017년)에서는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 작성, 

설계단계 BIM 도입을 추진하고 확장단계(2018~2019)에

서는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BIM 적용을 추진하고 전사

적인 Ex-BIM 관리자 육성 및 전담부서 생성을 목표로 하

며, 확장단계(2020년 이후)에서는 BIM의 전사적 활용성 

증대, 신규 고속도로 사업에 BIM 전면 도입 등을 목표로 

하고있다. 

3.2.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08년부터 공동주택 공사에 

BIM 시범적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2012년 공동주

택 BIM 활성화 방안 및 지침관련 연구를 통하여 LH BIM 

로드맵, ‘LH BIM 적용 가이드라인’, LH BIM 공동주택 

BIM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단지, 도시, Infra시설에 대한 3차원 정보화 계획 ‧ 

정밀설계 ‧ 시공 ‧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LH Civil-BIM 

구축을 추진하여, 2016년에는 단지분야 BIM 도입 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입단계(2017)에서는 설계를 중심으로 LH 

Civil-BIM 체계 구축, 3D 정밀지형 확보, 단지 공종별 

BIM 메뉴얼 확보, 라이브러리 제작, BIM 가이드라인 및 

발주지침서 마련, BIM 연계 상세수량 및 공사비 산출 기

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확장 단계(2018년 이후)에서는 

계획 및 설계의 BIM 고도화, 시공단계의 BIM 체계구축 

및 선별 적용, 유지관리단계의 BIM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에는 현행 LH의 BIM 관련 5개의 가이드라인을 

국가 BIM 정책(조달청, 국토부)에 맞춰 일관성 있는 기준 

제시, 구체적인 BIM 활용 목표 및 활용 수준 설정, 제출

물 명칭, 작성규격 등 표준화 제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BIM 설계 가이드라인’ 및 ‘BIM 활용 계획 가이드라인’의 

2개로의 통합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사를 조기 선정하여 시공사의 시공노하우 및 선진 기술 

요소를 설계 단계에 선 반영하고, 시공성 향상, 설계최적

화, 설계-시공 연계를 통한 공사기간 단축, 사업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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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공책임형CM BIM’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설계 및 시공단계 주요 

검토 도구로 BIM(설계 ‧ 시공)을 적용하도록 하고 시공사

가 BIM 수행 주체를 맡아 설계 및 시공단계 BIM 적용을 

통한 BIM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주택 품질 향상을 달

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BIM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배점을 반영함으로써 사업

자의 BIM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사업자 선정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하였다. 

3.2.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외 건설산업 정책과 방향성에 

맞춰 전사적 BIM 다차원 설계기밥 도입을 목표로 

‘K-water 설계 ‧ 시공 선진화방안(BIM도입) 컨설팅 용역’

을 통해 BIM 도입 로드맵인 ‘K-water BIM 마스터플랜’

을 구축하였으며, 도입단계 (2013~2014년)에서는 댐 사

업부문 선적용, 확장단계 (2015~2016년)에는 수도 ‧녹색

사업 확대 적용, 정착단계 (2017이후)에는 전사적 건설기

술 지원체계 통합 및 정착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괄입찰

공사 입찰안내서 표준안 3차개정(2010.01.08)부터 각 사

업별 3D 시공계획 및 3D 시뮬레이션을 명시하여, 설계변

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지출과 작업시간의 낭비를 방

지하고, 도면간의 불일치 및 설계오류 최소화를 통한 공

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

러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지의 3차원 설계정보화, 3차원 

표준객체모델 생성 및 라이브러리화, 객체속성정보와 연

계된 수량/비용 산출 자동화 시스템 구축 BIM 발주가이

드라인 등 BIM 도입을 위해 힘쓰고 있다.

4. 맺음말

건설분야 BIM 도입의 의미는 단순히 기존의 도면을 

3D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프로젝트의 전생애주

기동안 설계오류 감소 및 시공 과정에 대한 리스크 감소, 

다양한 분야의 사업 참여자 간의 정보 공유 및 협업, 정보 

손실 감소 등의 편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산업 전반의 체

계 변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처의 성과품 납

품에 대한 정보의 명확한 요구, 시방과 기준의 제정, 협업

을 위한 전사적인 BIM 플랫폼 구성, 업계의 BIM 확산 추

진 전략 수립, 3D 모델링 기술 수준 향상, BIM 기반 협업 

및 코디네이트 프로세스 정착 등의 프로젝트 참여하는 모

든 기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BIM의 도입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향후 국내외 모든 

프로젝트는 BIM으로 발주될 것이다. 높은 수준의 BIM 기

술의 달성은 곧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의미하며, 국

내의 성공적인 BIM기술의 정착을 기대한다.

[본 기사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