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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0년 이후 국내 ․ 외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은 2D설계

에서 3D 모델을 활용한 BIM설계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

다. 2009년 공공건축 프로젝트인 용인시민체육공원에 최

초로 도입된 BIM 기술은 계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시설물 수명주기 동안 효율성을 극대화를 위한 고효율, 

고부가가치의 기술로, 가상공간상에 3D 정보모델 속성을 

이용하여 도면작성, 수량산출, 공정관리, 공사비산출, 유

지관리 정보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B.I.M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자로 “설

계, 시공, 운영 및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물에 정보가 

내포된 모델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 건축

분야와 구분을 위해 토목분야에서는 C.I.M(Construction 

Information Modeling)란 용어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0년 국토해양부 BIM 적용가이드에 따르면 『“BIM” 

이라 함은 건축, 토목, 플랜트를 포함한 건설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주기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 작성을 위한 업무절차를 포함

하여 지칭한다』는 정의를 내렸다. 이처럼 BIM이란 건축

물(Building)에 한정된 정의가 아니라 건설 전 분야를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프라 BIM 활성화 방

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18

∼2022)은 “Smart Construction 2025” 비전아래 인프라 

BIM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07.11.)에 따르면 국도 설계, 시공, 관리 전 과정에 

3차원 건설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 2개소(입장∼진천 국

도건설, 포항∼안동 1-1국도건설)를 발표하였다. 이외에 

BIM 시범사업은 표 1과 같이 시행 및 계획하고 있다.

BIM을 활용한 터널 설계 및 시공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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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공사를 중심으로 

BIM 설계방식을 일부 시범사업에 적용하고 있으나, 구조

물 중심의 2D기반 전환설계방식(2D설계 선시행 후 3D설

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BIM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그

러나 도로 및 철도와 같은 토목설계는 선형 위주의 계획

으로 노선의 장대화 및 비정형화에 대한 설계검토가 필요

하며, 토공 및 기타분야와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기존 2D 방식으로 완료된 설계자료를 토대

로, 제안설계를 수행하면서 BIM을 활용한 변경설계 내용

을 소개하고, 3D BIM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BIM을 활용한 초장대터널 설계 사례

2.1 공사 개요

<표 2>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9공구) 공사 개요

공사 개요

총 연장 L=6,340m

설계속도 100km/h

구조물

현황

터널

(2개소)

천황산터널(5,503m)

부림1터널(330m)

교량

(3개소)

오산교(110.0m)

권혜1교(35.0m)

권혜2교(35.0m)

사업비 2,148억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2.2 BIM 설계 적용 현황

기본설계의 경우 통상적으로 LOD 200 정도의 상세수

준을 요구하나 본 과업의 경우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를 

고려하여 LOD 350 수준의 상세정도를 반영하여 3D 모델

링을 수행하였다.

본 설계에서는 주요 구조물인 천황산터널을 비롯하여 

노선 내 구조물(터널 2개소 및 교량 3개소)과 토공에 대한 

3D 정보를 포함한 모델링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모델링

을 바탕으로 4D(공정) 및 5D(내역)의 연동까지도 실현하

였다.

본 제안설계시에는 기존 설계시 BIM을 활용한 설계방

식(2D설계 전환방식, 단순 모델링, 시공간섭 검토)과는 다

른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설계내용이 포함되고자 하였다.

① 원지형 및 토공부를 포함한 전 노선 BIM 모델링

② 모델링에 속성(단위공정, 단위단가 등)정보 포함

③ 사토장 규모(용량산정) 및 배수 유역면적의 적정성

④ 3D 모델링을 통한 4D(Schedule) & 5D(Cost) 자동연동

<표 3> BIM데이터 상세수준

LOD 100 개념모델수준(그래픽표현만 가능한 수준)

LOD 200 개략형상 모델수준(개략적인 수량, 크기, 형상, 위치 포함)

LOD 300 정밀형상 모델수준(치수정보 모두 반영)

LOD 350 정밀형상과 연계정보 모델수준(LOD 300 + 연계정보 추가)

LOD 400 제작모델수준(상세나 조합, 설치정보가 포함)

LOD 500 준공모델

<표 1> 발주처별 시범사업 계획

과업명 과업기간 과업내용

한국도로공사

안성∼구리 고속도로 2017∼ 10∼15공구 시공 중 BIM시범사업

양평∼이천 고속도로(2공구) 2017∼ 전 공종 BIM 적용

입장∼진천 국도건설 시범사업 2017∼ 2차로 개량, 5.1km

한국철도시설공단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2018∼ 설계, 시공 BIM 시범사업

LH공사 세종5-1 생활권 2018∼ 설계, 시공 BIM 시범사업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2단계 4공구 2018∼ 전 공종 BI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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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차원 정보 모델링

2.3.1 BIM Workflow

BIM은 3차원 입체모델링으로 구현한 설계 Data에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를 더함으로써 공사 생애주기(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걸쳐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 ․ 관리하고, 

수정된 정보의 갱신에 따라 연관된 프로세스 정보들이 일

괄적으로 재생산, 공유, 교환, 재배포 될 수 있는 3차원 

기반의 정보 운용 환경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현재 설계방식인 2D 도면정보를 

3D로 시각화한 모델링에 시간요소가 더해지면 4D(공정)

가 표현되며 여기에 가격적인 요소가 더해지면 5D(내역)

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3은 본 프로젝트에 반영한 BIM Workflow이며 각 

공정별 사용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형데이터

를 통한 3D 원지반 작성 및 암층 구성, 계획지반 및 터널, 

구조물 계획에는 Autodesk Civil3D를 사용하였으며 구

조물 모델링은 Revit을 통해 작업 하였고 개념설계 검토

<그림 1>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9공구) 현황도(2018년 제안설계 입찰사례)

<그림 2> BIM 단계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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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Infraworks를 활용하고 시각화와 간섭체크에는 

Navisworks를 통해 표현하였다. 수량추출 및 4D와 5D를 

위한 작업에는 Trimble Vico Office를 사용하였다.

2.3.2 토공 모델링

그림 4에서 보듯이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지형, 기존

시설물, 지장물 등을 포함하여 3D로 원지반을 구성하였

고 생성된 지표면에 시추주상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3D 

지층조건을 구성하였다. 작성된 지형데이터는 볼륨정보

를 포함하고 있기에 토공 깎기 및 터널 굴착에 따른 5D

(수량 및 내역) 구현시 정보의 연동이 자동으로 이루어지

게 된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토공 도로구간에 대한 모델

링을 수행하여 도로를 구성하는 부재별로 작성하여 포장 

및 측구의 수량이 자동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림 6과 같이 원지형과 함께 3D 모델링을 수행하여 당초 

설계시 산정된 배수유역면적과 그에 따른 배수설계의 적

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그림 7과 같이 위치별 사토장에 

대한 용량검토 및 가능 여부 판단을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2D 횡단을 이용한 사토장 용량은 곡선

부 및 계곡부 등에서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 3D 모델

을 통한 임의의 위치에서의 좌표 도출 및 관련 정보 확인

이 실시간으로 가능하여 설계시 정보 획득 및 판단에 유

리함이 있었다.

<그림 3> BIM Workflow

<그림 4> 3D 지표면 및 암층 구성(Civil 3D)

<그림 5> 도로 3D 모델링(Civil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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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터널 모델링

천황산 터널은 전체 연장 5,503m의 초장대터널로 기

존의 2D설계를 가지고 효율적 시공계획을 수립하기엔 한

계가 있다. 기존에 진행되어온 국내의 터널 설계기법은 

선형설계와 단면설계에 대한 성과도면이 별도로 구성되

어 전체 노선을 따라 터널의 단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충분한 도면으로 시공

현장에서 본선과 접속되는 기타 시설물들의 간섭으로 설

계변경이 되는 사례는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본 설

계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BIM 터널 모델링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적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공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

록 터널 모델링 범위를 확장 적용하였다. 전체 구간에 대

하여 2D설계를 3D모델링으로 구현하는 전환설계를 기본

으로 하고, 상세 부재별 속성정보를 포함하여 시공 중 선

행검토 혹은 변경이 용이하도록 시공효율성 향상에 초점

을 두었다.

3D 정보모델 구축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사항은 

각 부재별 모델링 구성에 대한 부분이다. 생성된 BIM 모델

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지침인 EX-BIM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모델링 부재를 구성하였다. EX-BIM 

가이드라인에서는 WBS(Work Breakdown Structure)체

계인 작업공종별 모델링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천

<표 4> 구조물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시설물명 천황산 터널

시설규모 L=5,503m / 일방향 2차로

시설물 현황

∙경사갱 2개소, 지하환기소 2개소

∙대인용 피난연결통로 26개소

∙차량용 피난연결통로 4개소

∙대형차량용 피난연결통로 5개소

<표 5> 터널 모델링 적용 범위

구분 적용 내용

3D 모델링

∙패턴별 단면 모델링

∙주요 구조물 상세 모델링

∙지형 및 지반정보 입력

간섭검토 주요지장물 간섭 검토

장비운영 검토 굴착 및 운송장비 운영검토<그림 6> 배수유역 검토(Civil 3D)

<그림 7> 사토장 검토(Civil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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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터널의 모델링은 각 지보패턴과 시공시 각 공종별로 

아래 그림 8과 같이 구성하였다.

전 구간에 대하여 작성된 패턴별 모델링을 기초로 주요 

부위에 대한 상세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갱문, 지하환기

소, 피난연결통로 등 간섭이 우려되고 시각적인 정보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모델링으로 각 설계분야별 

원활한 의견반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9와 같이 주요구간 상세모델링은 2D도면으로는 

직관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시공이 곤란한 구간에 대하여 

사전 검토로 설계시 발생한 오차를 감소시키고 현실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시

설물 간의 접합부분이나 지하에 매설되는 구조물의 위치

를 사전에 파악하여 3D모델링으로 검토하면 시공중 설계 

변경 최소화 및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

량 누락 및 시공간섭 여부 등의 사항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다.

<그림 8> 각 지보패턴별 터널 모델링 부재(Revit)

[지하환기소 모델링]

[터널 갱문 및 옥외공동구 모델링]

[본선-피난연결통로 모델링]

<그림 9> 환기소/갱문/피난연결통로 상세모델링(Revit)

<그림 10> 지하 구조물 간섭검토(Re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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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터널 갱구부 지층조건을 고려하여 비탈면이 포함

된 갱구부 설계적정성을 검토하였다. 터널의 시 ․종점부 

갱문과 비탈면은 실제지형을 반영한 모델링 데이터로 갱

문 구조물의 단면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고, 비탈면 구간

의 지층별 굴착량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한 

토공부에 대한 수량과 공정계획도 반영할 수 있었다.

경사갱의 경우 협소한 단면으로 장비운영의 검토를 통

한 공정계획의 반영이 필요했다. 장비 작업 반경을 고려

하여 굴착 및 버럭 운반에 대한 페이로더와 덤프트럭의 

동선계획을 통한 최종적인 최적 단면계획을 수립할 수 있

었다.

2.3.4 기타 3D를 활용한 사전 설계

기존의 2차원 평면 설계방식은 각종 오류와 문제점이 

발생하여 기획, 설계, 시공까지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BIM은 이러한 평면 모델링을 입체화하여 3차원 설계 및 

공사관리 기법으로 기존 2D설계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존 2D설계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접속되는 구조

물간의 정확한 공제물량 산출이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접

속구간의 형상 표현에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3D모델

링을 통해 접속되는 구조물의 형상 모델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접속부 보강 락볼트 설치 등 시공 중 고려해야할 사

항에 대하여 사전 시뮬레이션 검토가 가능했다.

 

<그림 11> 갱문 법면 및 지층별 굴착(Revit & Civil 3D)

<그림 12> 경사갱 장비운영 검토(Navis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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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피난연결통로 접속부(2D &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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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동구와 횡배수관 등의 소규모 구조물은 2D설계

시 설치되는 위치나 연장 등의 오류가 다수 존재하였다. 

관로 규격 및 연장이 일반도와 단면도가 불일치하거나 일

부 수량이 누락되어있는 등 설계도서의 미흡한 부분이 존

재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2D 터널설계의 물량 산출방법은 패턴

별 단면의 단위수량을 산출하여 해당 구간의 연장에 동일

한 단위수량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물량 산출방법

은 선형과 지반조건이 급변하는 구간에 대하여 정확한 물

량산출이 어렵다. 특히 공제물량이나 마감물량의 경우 시

공물량과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락볼트 등의 보강

재의 경우에도 설계물량과 시공물량이 많은 오차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BIM 모델 속성을 활용한 4D(Schedule)와 5D

(Cost)의 자동연동

2.4.1 4D&5D 설계의 기본개념

3D 모델링의 체적, 면적, 길이, 개수의 속성을 수량산출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된 수량에 단위당 작업량과 단가를 

맵핑하면 4D(Schedule)와 5D(Cost) 설계내용이 자동적

으로 산출되는 것이 BIM을 활용한 설계의 기본개념이다.

하지만 현재 토목분야 설계시 BIM을 활용한 3D 모델

링과 4D와 5D를 통합적으로 자동 연동한 프로젝트는 전

무하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토목BIM분야에서 처음으로 3D

모델링과 4D, 5D가 통합관리프로그램(Vico Office)에서 

자동 연동되도록 구현하였다.

이처럼 3D, 4D, 5D의 자동 연동을 구현하면 최초 맵핑 

후, 3D 모델링 수정만으로 공정(4D)과 비용(5D)이 자동 

수정되므로 설계 변경시 매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2.4.2 4D(Schedule, 공정) 연동

국내외 토목BIM분야에서 4D(Schedule)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델링 변경에 

따른 4D(Schedule)의 자동 연동을 구현한 적은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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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시점부 갱부구 옥외공동구(2D & 3D)

<그림 15> 단위수량 산출 및 보강재 모델링(Re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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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통합관리프로그램(Vico Office)

을 사용하여 모델링 변경이 되면 4D(Schedule)에 자동연

동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사업은 그 특성상 선형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공정계획이 필요하므로 공정계획을 위해 사전에 공사구

간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림 16과 같이 

공사구간을 설정한다.

건축의 수직적이고 일방향적 공정계획과 달리 다양한 

토목의 공정 계획시 구간선정 작업이 가장 공사적인 측면

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두 번째 작업은 그림 17과 같이 작업공정(Activity)을 

계획하고 각 공정에 맞는 작업량(Q)을 입력하여 기간을 

산정하고, 작업공정간의 선․후행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공

정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위 단계를 거처 4D(Schedule) 연동을 한 결과 그림 18, 

19와 같은 공정표가 생성된다.

생성된 공정표를 확인하여 작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

며, 모델링 변경 시에는 상기의 공정표가 자동으로 변경

된다. 또한, 그림 20과 같이 공정 시뮬레이션으로 작업공

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공중 공사 실적관리

도 가능하다.

<그림 16> 구간별 섹션계획(Vico office)

<그림 17> 작업량 및 작업공정 설정(Vico office)

<그림 18> 공정표(플로우라인뷰)(Vico office)

<그림 19> 공정표(간트뷰)(Vico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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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5D(Cost) 연동

국내외 토목BIM분야에서 5D(Cost)을 구현한 프로젝트

를 조사한 결과 3D 모델링을 통해 개체의 체적 및 면적을 

추출하여 2D설계와 같이 Excel로 변환 후 단위단가를 곱

하는 방식의 5D를 구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방식은 3D

모델링과의 자동연동은 아니므로 모델링 변경시 똑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수동적 방식이다. 이번 프로젝트

는 3D모델링과 5D(Cost)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방식을 구

현하였다. 다음은 5D(Cost)를 구현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첫번째 작업은 그림 21과 같이 부재별로 프로그램(Revit)

에서 작성된 모델링을 통합관리프로그램(Vico Office) 

DB에 등록함으로써 모델링이 변경될 때마다 각 버전별로 

관리가 가능하므로 설계 변경시 모델링 변경 전ㆍ후에 대

한 수정사항을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두번째 작업은 그림 22와 같이 기존에 Excel로 작성된 

발주처 공사비 내역서를 통합관리프로그램(Vico Office)

<그림 20> 공정 시뮬레이션 및 진도관리(Vico office)

<그림 21> 3D 모델링 DB 등록(Vico office)

<그림 22> 공사비내역서 DB 등록(Vico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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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B에 등록한다. 이 작업으로 단가가 입력된 내역서가 

통합 관리프로그램 내에서 등록되었으므로 공사비 산출

이 가능하게 된다.

세번째 작업은 그림 23과 같이 부재별 모델링의 속성

값을 산식에 적용하여 내역서에 수량을 맵핑하는 작업으

로서 모델링의 체적, 면적, 길이, 개수 등의 속성값을 수

량산출 산식에 대입하여 내역서에 수량을 입력한다.

그 결과로 그림 24와 같은 수량입력이 완료된 전체 공

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위 단계를 거쳐 5D(Cost) 연동을 

구현하였고, 설계 변경시 모델링의 수정만으로 공사비의 

자동산출이 가능하다.

추후 이 데이터를 시공시에 운용한다면 설계변경에 대

한 이력 및 변동 공사비 관리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5 기존 2D설계와 비교 및 활용

2.5.1 수량산출 검증

기존 2D 설계기반의 수량과 3D BIM 기반의 수량을 비

교하여 수량산출에 대한 오차를 검증해 보았다. 동일한 

조건으로 수량을 비교하여 검증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기

존 2D설계의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량 비

교 공종을 결정했다. 표6은 원안설계의 도면 및 수량을 

기반으로 주요 공종별 수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터널의 

총굴착량, 라이닝, 숏크리트, 락볼트 수량을 검토한 결과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다. 이는 갱구부, 피난연결통로 접

속구간, 지하환기소 등의 복잡한 구간에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검토에서는 시간상의 사유로 전체 수량 중 일부 항

목에 대해서만 검토하였으나 실제 모델링된 전체 항목에 

대해 BIM 기법을 활용하여 산정된 수량산출로 접합부 공

제수량을 제대로 반영한 공종별 수량이 산출된다면 각 공

정별 공사비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비의 오차도 줄이면서 

중복수량 및 누락, 공제 수량에 대한 설계의 정확도를 매

우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 내역서 수량 맵핑(Vico office)

<그림 24> 공사비 산출 내역서(Vico office)



Vol. 20, No. 3
    65

2.5.2 2D설계와 시간적 효율성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매

우 잦은 편인데 2D 기반의 설계는 도면 생성 후 수량산출

서 작성을 해야만 물량 산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의 

물량산출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공종별, 규격별 모델링으로 구성된 3D 기반의 

설계는 기존 2D 설계에 비해 시간적 효율성이 매우 향상

된다. 예를 들어 터널 굴착 중 지반조건이 변경되어 시공

패턴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을 할 경우 기존 2D 설계에서

는 도면, 수량 등의 작업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으

나 BIM을 활용한다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모델링 데이터

를 변경하여 단시간에 정확한 물량산출을 할 수 있게 되

며, 그 정확도 또한 높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각 구간별로, 각 공정별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에 대한 수량, 

공사비 등이 즉시 산출가능하고, 그에 따른 공정 Schedule

까지 검토하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한번 구성된 모델링 데이터는 2D설계에서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필요했던 작업을 획기적으로 간소

화 시킬 수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BIM 

설계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설계 계획단계에서부터 3D 

기반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시공중, 시공완료 후 유지관리

까지 연계되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그렇게 

변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6> 주요 공종별 수량 비교

구분

총굴착(m3) 라이닝(m3) 숏크리트(m3) 락볼트(EA) 오차율(%)

2D 3D 2D 3D 2D 3D 2D 3D
총굴착

(m3)

라이닝

(m3)

숏크리트

(m3)

락볼트

(EA)

A패턴 61,906 61,162 4,894 4,856 1,590 1,590 662 676 -1.20 -0.78 - 2.11

B1패턴 161,748 162,090 12,755 12,652 4,561 4,506 3,237 3,247 0.21 -0.81 -1.21 0.31

B2패턴 1,311 1,314 103 102 36 36 30 30 0.23 -0.97 - -

C1패턴 63,380 63,529 5,242 5,203 2,644 2,640 2,982 3,145 0.24 -0.74 -0.15 2.47

C2패턴 5,295 5,271 435 431 219 219 297 297 -0.45 -0.92 - -

D1패턴 6,197 6,213 535 531 339 340 492 496 0.26 -0.75 0.29 0.81

D2패턴 21,180 21,233 1,831 1,817 1,162 1,166 2,242 2,402 0.25 -0.76 0.34 2.14

원안 설계 변경전 패턴

패턴 변경

설계 변경 변경후 패턴

<그림 25> 설계변경 활용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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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을 활용한 터널 설계 및 시공사례(1) - 고속도로 터널을 중심으로 -

3. 맺은말

본 고에서는 BIM을 활용한 초장대터널의 설계를 수행

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2010년대 초반 BIM이 설계에 도

입된 이후 시공중 간섭검토와 현장 시뮬레이션 정도의 시

각적인 요소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 2D 설계에서 부재

별 속성을 활용한 수량산출, 공정과 내역의 자동 연동, 

대안선형에 대한 신속한 설계변경, 토공 물량 검토

(사토장 용량, 갱구 비탈면 토공량 등), 접속구조물에 

대한 인터페이스 등 정보중심의 BIM설계가 가능한 사

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설계에서의 시도는 기존에 

수행된 적이 없는 시도였으나,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

러운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2D 기반의 설계에서 찾기 어려운 문제점을 BIM

으로 검토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

하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양단면 평균법으로 산정하던 절 ․ 성토량을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3D 지층모델링을 구성하면, 설계

변경 시에도 빠르고 정확한 수량산출을 할 수 있었고, 

WBS(Work Breakdown Structure)체계로 모델링한 3D

정보모델을 패턴별 라이브러리화 함으로써 빠른 설계변

경에 대처가 가능한 점에서는 시공분야에서도 충분히 사

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토목분야에서 BIM 설계는 Viewing, Showing

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이다. 이제는 위 설계사례와 같이 

3D모델의 정보속성을 바탕으로 3D(도면, 수량산출), 4D

(공정관리, 시뮬레이션), 5D(공사비산출, 실적관리)등 상

호 연동이 가능한 고도화의 BIM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국내 발주기관에서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BIM 시범사업들을 더욱 활성화할 필

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적 차원에서의 표준화된 WBS체계의 도입이 절실한 부분

이다.

BIM을 활용한 설계는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은 미지의 

분야이기 때문에 시도하여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무궁무

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설계변경을 통한 시공중 현

장관리에 있어서는 현장 공무와 발주처의 업무를 매우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관리 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설계사례를 바탕으로 시공 중 BIM 활용방안에 대

하여도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