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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축설계 실무에서 디자인 통합설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BIM(건축정보모델링) 교육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축학교육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60개 대학 건축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의 대학에서는 BIM교육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단 1개의 정규교과목만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IM
교과목 수강과 비교과 활동을 수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규교과목보다 비교과 활동을 통해 유효한
교육성과를 더 많이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국내 교육기관의 BIM 교육 프로그램 분석결과, 그리
고 대학의 현실적인 제약사항을 모두 고려하고 교육 공급자인 대학교수와 사용 주체인 실무 건축가의 평가 및 의견수렴
을 거쳐 건축설계 과정에서 융합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 및 비교과활동으로 구성된 대학의 BIM 교육 전략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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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integrated design process in architect industry,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education in university is urgently needed. However, the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BIM education at 60 universities shows that most universities do not offer BIM 
education at all, or opened only one regular course for BIM education. The survey on BIM education 
for students shows that non-curricular activities brought bigger educational achievements than regular 
courses. Considering these findings and the practical restrictions of the universities, and through 
evaluation and feedback from professors as educational providers and working architects as 
professional users, the desirable strategy for BIM education in architect design was able to be 
suggested, which is consisted of regular curriculum of two courses and 40 hours non-curricula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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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축사를 양성하는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교육
기관은 졸업 후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실무능
력을 갖춘 건축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
으며, 따라서 대학의 건축학 전공교육은 건축현장의 요구
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전공 및 진로역량을 개발해야 한
다. 건축설계 과정에서 융합적 사고능력이란 구조, 시공, 
설비에 대한 공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3D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물의 생애 주기 전반의 관점에서 
건축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편 건축정
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이란 
시공자, 건축주, 설계자, 기술 엔지니어 등 각 분업 주체
들 사이에서 전체 건설 과정(기획, 설계, 공정 및 물량 산
출, 시공, 유지관리) 동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공유
하여 각 단계별 의사 결정 과정을 빠르게 도와주는 3차
원의 디지털 통합 도구이다[1]. 최근의 건축현장은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에 기반을 두고 건설
공정을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디지털 툴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BIM을 이용하여 다양한 엔지
니어와 설계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건축 환경 조성에 대
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6년 기준, 미
국의  건축사무소와 건축 시공사의 70%이상, 덴마크 
78%와 영국 48%가 BIM을  사용하고 있다[2]. 국내에서
는 2006년부터 BIM을 건설 현장에 도입하기 시작했으
며, 각종 공공과 민간투자 사업에서 BIM 적용이 급증하
고 있다. 조달청은 2016년부터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건축 발주 프로젝트에 있어서 BIM을 의무적으로 적용하
기로 하였다[3]. 대학의 건축교육은 건설 실무 분야의 이
러한 요구들을 적절히 대응해야 하지만, 전공교수의 부족
과 물리적 환경 및 예산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BIM 
관련 교육과정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당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60개 대학 건축학과의 BIM 교육 운영 실
태를 분석하고, 교육의 수요자인 재학생과 교육 공급자인 
대학교수, 그리고 실사용주체인 실무건축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설계과정에서의 융합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교과-비교과 연계 BIM 교육전략을 제안
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대학의 건축학 교육에 있어서 BIM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선행 연구를 분
석하였다. 먼저 윤명철 등은 AEC CAD 및 BIM 이론과 
기존의 교육 과정을 비교하고 재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건축 표현 능력과 모델링에서 효율성을 비교하였으며 단
순 설계 디지털 프로그램 교육이 아닌 전반적인 BIM의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4]. 김용일 
등은 피실험자가 BIM을 이용하여 실제 프로젝트 작업을 
실시할 때 파라메트릭 모델링과 BIM을 각각 적용하여 
설계교육을 시행하였을 때 미국의 NAAB(건축학 인증위
원회)가 요구하는 학생수행평가기준(SPC)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5]. 고인룡 등은 외국 
대학의 BIM을 활용한 설계과정 사례를 분석한 후에 이
를 토대로 국내 5년제 건축학 설계 스튜디오 과정에서 
학년별 BIM교육을 적용한 설계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6]. 신규철 등은 국내 K대학의 교육
생을 대상으로 BIM 교육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작업 
도면, CAD 도면, BIM 도면을 비교 분석하였고, BIM 교
육 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7]. 서정호 등은 
산업체와 공공기관의 BIM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고 BIM 전문 인력 역량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
다[8]. 고인룡 등은 설계스튜디오 교육과 디지털 프로그
램 교육이 서로 연관되어지지 않고 교육되어지는 현실에 
대응하여 BIM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건축설계 실험적 교
육과정을 도출하였다[9]. 

이상과 같은 BIM과 관련되어진 선례 연구들을 종합하
면 설계 교육에서 실무와 연계한 BIM교육을 위해선 ①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제공, ② 기본 BIM관련 프로
그램 사용 인지, ③ 협력 엔지니어분야(구조, 환경, 기계, 
시공, 재료)에 대한 기본 원리와 실제 프로젝트의 적용에 
대한 이해, ④ 설계와 엔지니어 분야에 대한 통합적 접근
이 가능하도록 건축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대학에서의 BIM 교육은 3차원 모
델링 툴 위주의 비교과 혹은 단기 교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통합설계 도구로서의 BIM의 이해와 적용이 가능한 
융합적 교육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3. 통합 건축설계 도구(TOOL)로서의 BIM

현재 국내 5년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에서는 2D & 
3D CAD, 3D max, Sketch up, Rhino, 그리고 REVIT 
등의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학년별로 교과목으로 편



건축설계 과정에서 융합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 대학의 BIM 교육과정 운영실태 분석과 교육전략 제안 265

성하여 공간 모델링 능력과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
다. 특히 2차원 CAD 설계가 끝난 후 3차원 공간의 시각
화를 위하여 주로 3ds Max과 Sketch up를 활용하였으
나[10], 점점 복잡해지는 건물 형태와 시스템에 대응하는 
구조 및 시공, 그리고 새로운 건축 재료 등을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설계도구로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Rhino와 REVIT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Table 1. Functional comparisons of commercial architecture 
digital programs 

Functions 3D 
CAD

3D 
max

Sketch 
Up Rhino BIM

REVIT

․3D modelling
․Scope and legal review

․Alternatives review
○ ○ ○ ○ ○

Automatic design change by 
parametric methodology × × × ○ ○

Energy efficiency analysis × × × △ ○

Quantity output & 
Schedule management × × × △ ○

Interference check × × × × ○

Automatic creation of design 
documents × × × × ○

○: Able, ×: Disable, △: Conditional able (pluged)

BIM 소프트웨어로는 Bentley社의 Bentley 
Architecture, Gehry Tech.社의 Digital Project 등이 
있으나,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Autodesk社의 REVIT과 Graphisoft社의 ArchiCAD이
다. Table 1은 BIM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들을 기존 상용 프로그램들과 비교한 것이다. BIM을 이
용하여 평면, 입면, 단면과 디테일, 내외부의 투시도 및 
조감도 등의 도면의 생성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어지므로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에서 전체 작업 소요시간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설계도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건축 통합 도구로
서의 BIM은 기존의 설계 디지털 프로그램들이 개별적으
로 가지고 있는 기능, 즉 공간모델 작업, 대안검토, 친환
경영향 분석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 
구조, 기계 등 엔지니어 분야와 간섭 검토, 대표부재에 대
한 물량산출 및 견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설계 단계
에서 설계 대안에 대한 금액 검토 작업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대학에서 BIM교육을 제공할 때 단순히 3D 모
델링을 통해 도면들을 작성하고 가상공간을 시각화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BIM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통합 건축설계 도구로서의 모든 기능을 교육하여 건축설
계 과정에서 융합적 사고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하다. 

4. 연구방법 및 결과

4.1 국내대학 BIM 교육과정 현황 및 결과 분석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Korea Architectural 

Accreditation Board)은 건축사 자격의 최소 교육요건
에 필요한 건축학 교육을 인증해주는 기관으로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KAAB으로부터 건축학 교육 프로그
램을 인증 받은 5년제 대학의 수는 60개이며[11], 이 교
육과정을 전수 조사하여 BIM 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
였다. 

우선, 2018년 기준으로 정규교과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의 명칭에 ‘BIM’이란 용어가 포함되어 있거
나, 혹은 강의계획서 내용에 BIM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을 조사한 결과 Fig. 1과 같이 60
개 대학 중 43.3%인 26개 대학이 BIM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과반수이상의 대학은 아직도 건축학 정규 교육과
정에 BIM 관련 교과목을 전혀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대학교육과정에 BIM 교육을 시급히 도입해야 하지
만 아직도 과반수이상의 대학이 BIM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초고성능 사양의 컴퓨터를 갖
춘 실습실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고, 둘째, 
KAAB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각 학년별로 설계 
디자인 과목이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배정되어 있는 상
황에서 BIM 교과목을 새롭게 배정하는 교육과정의 개편
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무프로젝트에서 BIM 설계 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교수 및 전문 강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의 BIM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BIM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26개 대학에서 총 몇 학점의 BIM 교과목을 개설하
고 있고, BIM 교과목을 학년별로 어떻게 개설하고 있으
며, 또한 교과목은 어떤 형태(전공필수, 전공선택)로 개설
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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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universities with and without BIM 
curriculum (Among 60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the Architecture Certificate Program in South 
Korea)

Fig. 2. Numbers of universities according to total course 
credits of BIM curriculum

  

Fig. 3. Average course credits of BIM curriculum 
according to student grade

Fig. 4. Opening form of BIM curriculum in universities 
(Required major vs. elective major)

조사 결과 개설된 BIM 관련 교과목은 총 138학점이
었고, 이중 과목 명칭에 BIM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과목은 총 93학점(67.4%)이었다. Fig. 2 
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BIM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BIM 교과
목이 개설되어 있는 26개 대학 중 16개(3학점 9개, 2학
점 7개)의 대학들은 정규 교과과정에 단 1개의 BIM 교과
목만 개설하고 있었고, 3학점 2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8개, 3학점 4개 과목을 개설한 대학이 1개로 뒤
를 이었다. 한편 부산시 소재 대형사립대학인 D대학의 
경우 BIM 관련 개설 교과목이 무려 37학점이나 되어 건
축학 전공을 BIM 교육으로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3은 BIM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의 ‘학년별 
BIM 교과목 평균 개설 학점 수’를 보여준다. 조사 결과 
3, 4학년에 평균 1.85학점씩을 개설하여 주로 3,4학년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 2학년, 5학년, 1학
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BIM 교과목이 3-4학년에 개
설되면 관련 구조, 재료, 환경 기술 교과목의 이해를 바탕
으로 통합적인 설계가 가능하고 실질적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Fig. 4 에서와 같이 전체 개설된 BIM 교과목 
138학점 중 37.7%는 필수과목이 아닌 전공선택
(elective major)의 형태로 개설되어 BIM교과목을 개설
한 대학이라 할지라도 BIM 수업을 받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BIM 교육성과 설문조사 및 결과
이상과 같이 국내대학 건축학 전공의 BIM 교육운영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정규 교육과정에서 BIM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따라서 비교과 활동을 통한 추가적
인 BIM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는  지방 사립 D대학과 지방 국립 K대학 건축학과의 재
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BIM 교육 및 성과와 관련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조사대상 중 건축학 교
육 프로그램 과정을 통하여 BIM 교과목을 수강했거나  
또는 BIM 관련 비교과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68명
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중 40명은 기초 BIM 교
과목(총 3학점)을, 24명은 기초 BIM 및 심화 BIM 교과
목(총 6학점)을 수강하였고, 36명은 BIM 관련 비교과활
동을 수행한 적이 있으며, 18명은 ACP, ACU 등 BIM 관
련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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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BIM 교육(교과목수강+비교과활동)을 통해 융
합적 건축능력 혹은 실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에 61명(조사대상의 90%)의 학생이 ‘그렇
다.’라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BIM 교육을 통해 가장 함
양된 건축능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Fig. 5와 같이 
57%가 ‘융합(통합)적 사고능력’이라고 답하였고, 25%는 
설계도서 작성 능력, 24%는 설계시각화 능력이라고 하였다.

  

Fig. 5. Enhanced architectural ability through BIM 
education of curriculum and non-curriculum 

Fig. 6. The most effective way to enhance integrated 
and practical architectural ability

Fig. 7. Comparison of BIM educational achievements 
between regular courses and non-curricular 
activities (Ratio of obtaining BIM certificates to 
total attendants of more than 2 courses) 

「BIM 교육으로 융합적 건축능력 혹은 실무능력이 향
상되었다면 직접적으로 가장 도움을 받은 교육은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Fig. 6과 같이 전체 학생 중 28명의 학
생이 ‘교과목 수강’, 26명의 학생이 ‘비교과활동’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BIM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18명의 학생 중에
는 대다수인 15명(83%)의 학생이 교과활동보다 비교과
활동이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Fig. 7과 같이 BIM 정규교과목 2과목 이상을 
모두 수강한 24명 중 14명(58%)이 BIM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반면 BIM 관련 비교과 활동을 2개 이상 수행한 
14명 중 13명(93%)이 BIM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리
고 BIM 관련 비교과 활동을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답한 32명의 학생은 단 한명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융합적 건축능력 혹
은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교과활동이 매우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과정 
못지않게 비교과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교육정책
을 시행하고 있다[12]. 그러므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와 디지털 도구의 융합적 건축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서는 기초 교과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심화과정 또는 응
용 과정들은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대학건
축교육이 교과목 수강과 비교과 활동으로 적절히 조화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3 국내 기관 및 해외대학의 BIM교육 운영 현황
국내 공공 및 사설 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BIM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 교육 프
로그램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BIM 전문 인력 양성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
면 전체 교육과정이 총 4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
정 프로그램인 ArchiCAD 설계 및 실습을 제외하고 대
표 BIM 프로그램인 REVIT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은 총 
16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13].

또한 빌딩스마트협회는 ㈜한국BIM전문교육원에서 진
행하는 한국형 BIM 실무관리를 위한 자격과정을 개설하
고 있으며, BIM 모델러, BIM 테크니션(78시간), BIM 코
디네이터(40시간) 등 체계적인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14]. 

그리고 한국BIM교육평가원에서는 BIM 실무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 ‘BIM운용전문가 자격증(1
급, 2급)’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교육 시간은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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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시간, 1급 최소 3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15].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BIM 활용능력을 단

기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BIM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총 30시간의 BIM 전문 실습과정(건축,
설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16]. 

이와 같이 국내 기관들이 개설하고 있는 다양한 BIM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적과 주강의 대상에 따라 교육 내
용이 달라지고 교육 시간 또한 작게는 30시간에서 많게
는 450시간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BIM 교육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BIM 이론과 모델링, 실무실습 그리고 BIM의 고유
기능 즉 데이터 활용, 시각화, 물량산출 및 공정관리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해외 대학에서의 BIM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Univ. of South California(USC), Purdue, 
Pennstate 등 7개 대학의 BIM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비
교 분석[17]해 보면 이들 대학의 교과 과정에서 가장 중
요시 하는 분야는 BIM 모델링을 통한 디자인 개념 정립, 
시각화, 물량화, 환경 분석, 도면작성 등 ‘기술적 기능’으
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모델을 기반으로 둔 물량 산출
'과 에너지 분석, 그리고 MEP의 협업과 스케줄링
(scheduling) 순으로 BIM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대
적으로 구조분석과 시방서 작성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Purdue 대학의 경우 BIM 교과목 4개 (12
학점)을 이수한 경우 ‘Construction graphics–BIM 부
전공학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Pennstate 와 USC 는 학
제 간 융합 교과목 운영과 더불어 비교과 활동을 매우 중
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대학의 BIM 교육 전략 제안
이상과 같이 국내외 대학과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BIM 

교육 운영 실태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융합적 건축능력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BIM 교
육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과목 수강과 더불어 비교
과 활동은 매우 효과성 있는 중요한 과정임을 확인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공급자인 건축학과 교수
와 실사용 주체인 실무 건축사로 구성된 총 26명의 BIM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대학에서 BIM 교육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조사대상 26명의 전문가들 중 절대다수인 25명
(96%)는 ‘통합설계와 협업 프로세스 교육을 위해 대학에
서 BIM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20명(77%)는 
BIM 교육을 제공할 때 정규교과목과  비교과 활동이 모

두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BIM 교육을 위해 몇 개
(몇 학점)의 과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Fig. 8과 같이  
50%는 2개 과목 6학점의 정규교과목이 필요하다고 답하
였고 38%는 1개 과목이 적당하다고 답하였으며 이 외에 
3과목 내지 5과목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도 있었다. 
‘BIM 정규교과목과 더불어 얼마만큼의 비교과활동 시간
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Fig. 9와 같이 수 시간에서 백 
시간 이상까지 다양하여 응답하였으나 평균 약 40시간의 
비교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Fig. 8. Distribution of number of courses and credits for 
BIM education in university recommended by 
professional group 

Fig. 9. Distribution of non-curricular activity hours for 
BIM education in university recommended by 
professional group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국내 대학의 BIM교육 운영 
실태와 각종기관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수요자, 공급자 
및 실사용 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의 일련의 과
정을 통해 바람직한 대학의 BIM 교육전략을 수립하였다. 
BIM의 주목적과 본래 기능, 그리고 BIM 교육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항목을 참고로 하여 BIM 교
육 세부 내용을 결정하였다. 수립된 교육과정은 다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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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에게 평가 받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Table 2
와 같이 최종적인 대학의 BIM 교육전략을 수립할 수 있
었다. 학생들에게 융합적 건축능력과 실무능력을 함양하
기 위해 총 130시간의 교육을 제안하며 90시간의 정규 
교과목 수강과 40시간의 비교과 활동으로 나누어 세부 
교육을 제공한다. 

Table 2. Recommended strategy for BIM education in 
university 

Curriculum contents Education
hours (h)

Curriculum Non-
curricular
activities

Basic
BIM

Advanced
BIM

Introduction to BIM 2 2
REVIT Interface and  

modeling 35 30 5

REVIT advanced course - 
Practices 40 25 15

Visualization 
using REVIT 20 5 5 10

REVIT data utilization and 
analysis  13 3 5 5

Schedule Management 
(Quantity Output  &  

Process Analysis)
20 5 5 10

Total hours 130 45 45 40

‘기초 BIM 교과목’에서는 IPD와 BIM에 대한 개념 이
해와 적용에 대한 이론적 교육, BIM을 활용한 디지털 툴
의 이해와 기본적인 모델링 구축, 그리고 응용과 관련된 
활동, 다시 말해 BIM운용전문가자격증 2급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심화 BIM 교과목’에
서는 REVIT 실무를 실습할 수 있는 교육을 기본으로 하
되 실질적인 통합설계를 위한 다양한 BIM 응용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KAAB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고려할 때 2
개 교과목은 각각 3학년과 4학년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러나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BIM 기
능, 즉 4D 시공 BIM, 5D 비용일정통합관리, BIM 발주
자 관리,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되어진 시각화 심
화 과정(VR 과정 포함) 그리고 자격증 획득 등과 관련된 
활동들은 방학 중 디지털워크숍(예: 6시간/日×5日) 형태
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
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 관련 융합 소프트웨어 ICT교육 
및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등을 적용하는  교과 비교과 융합 교육 전략은 
건축학 전공자들의 학습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18,19]

실제 학생들은 비교과 활동으로 수행한 BIM 교육프로

그램에 대해 대단히 만족도가 높았고 BIM 자격증을 취
득하는 등 가시적인 교육성과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
러한 교과와 비교과 융합 BIM 교육은 매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5. 결론

건축학 전공 학생들의 건축 통합설계 능력을 향상시키
고 건축설계 실무에서 BIM 적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 대학에서 BIM 교육이 절실하지만, 국내대학 건축학 
교육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다수 대학의 BIM교육은 
상당히 미흡하였고 학생들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 유효한 
교육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국내 교육기관 및 해외 대학의 
BIM 교육 프로그램 분석결과, 그리고 대학의 현실적인 
제약사항을 모두 고려하고 국내 대학교수 및 실무 건축
가의 평가 및 의견 수렴을 거쳐  3학점 정규교과목 2개
(기초 BIM, 심화 BIM) 90시간과 비교과 프로그램 40시
간, 총 130시간으로 구성된 대학의 BIM 교육 전략을 수
립할 수 있었다. 전공 특성화 방향에 따라 다양한 건축교
육 전략이 존재할 수 있지만 BIM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
는 대학의 건축학 전공에게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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