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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ion project has been changing to a huge size and speed of construction industrial 

environment rapidly, therefore construction stakeholder's cooperation is being important. Nowadays, BIM 

has been used widely to solve the problem. But, the part of equipment planning, the most important part 

in the actual construction, is lack of studies and inform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evious BIM tools and research a method to improve affection of information by using BIM 

equipmen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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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설산업 규모가 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건설공사에서는 기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유지‧

리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마다의 계획을 세워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

만 건설공사에서는 불확실한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국내 건설생산체계에서의 설계와 시공의 정보교류 

미비로 인하여 실제 시공 시 많은 험요소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건설공사의 많은 험요소들을 최소

화 하기 하여 최근 건축공사에서는 건축 정보 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이라 함) 기

술의 도입을 극 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BIM 기술의 도입은 로젝트 수행 이 에 치 한 사 계획

과 검토를 통해 공사수행에 한 생산성을 극 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BIM정보 환경 내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요소  하나는 장비계획에 

한 부분이다. 실제 으로 장의 장비계획은 단순 경험에 직 할 뿐 시스템 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 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툴 상에서의 장비지원 한계 을 도출하여 보다 계획 이며 체계

인 장비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  고찰

2.1.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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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건설공사는 2D 도면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D기반의 도면은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달하기에는 많은 단 을 갖고 있다. 복잡한 형상의 표 이 쉽지 않고, 정보의 

달과정에서 정보소실 는 도면상의 불일치, 공사 계자의 이해가 난해한  등 많은 단 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최근 건설공사에서는 3D CAD 기반의 BIM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

2..2. 시공단계 BIM 용 황 분석

 (1) Common Point 4D

Common Point 4D는 AutoCAD의 dwg나 DXF 포맷에서 생성 되어진 3D IFC의 모델을 따르고 있고 공정

정보는 Primavera 와 Microsoft Project 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설계와 시공을 문 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웹상이나 컴퓨터상에서 련된 환경에서 세부 인 단계로 3D 모델과 시공 로세스를 조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 사용자는 쉽게 시공 장 생산부품들을 그룹화 하고 목차, 시 , 시각화를 

한 세부 사항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  한다. 이것들은 효과 으로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고 계획과 로

젝트의 범 와 공정분석을 쉽게 해 다.

 (2) SmartPlant Review

SmartPlant Review는 발 /화공 랜트와 같이 복잡하면서도 그 규모가 큰 랜트의 3D 모델에 한 검

토와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화식 시각화 로그램이다.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부터 설계, 

건설,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랜트의  공정에서 이 로그램만을 통해서 모든 시각화 기능을 구 할 있

다. 

 (3) FourdDviz

보스턴 로간 공항에 3D와 4D시각화를 한 목 으로 개발되었으며 항공과 교통 센터 등의 다양한 로젝

트에 용이 되었다. 한 이 로그램은 사용자가 개인컴퓨터와 인터넷(www)을 통해 4D 시뮬 이션을 보

게 가능하게 하 고 운 자에 의해 운행 할 수 있는 실제  환경을 제공한다.

 (4) Schedule Simulation

로젝트의 활동과 3D CAD data를 연계를 가능  하며, 로젝트 각 활동들을 시뮬 이션하기 한 real 

-time animation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공과정에 시뮬 이션을 한 다양한 CAD를 데이터를 받아들

이며 공정 데이터는 Primavera Project Planner와 Microsoft Project로 호환이 되어 CAD데이터와 공정데이

터가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5) Project Navigator 

시공공정과 시뮬 이션을 나타내기 한 기본 객체의 AutoCAD와 시공정보를 연계하는 응용 방식을 가지

고 있다. 구든 쉽게 용하여 보 이 많이 되었으며 인터넷 익스 로어 라우 를 이용 할 수 있다. 사용

자는 공정과 CAD정보 입력 할 수 으며 CPM engine을 이용하여 critical path를 분석 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이다. 한 사용자는 자원과 비용을 입력하여 로젝트과정을 쉽게 찰을 가능하게 한다. 

 (6) Naviswork TimeLiner

JetStream v5 Roamer + TimeLiner는 서로 이해 계에 있는 사람들이 디자이 의 디자인 의도 건설 계획, 

그리고  로젝트의 황 등에 해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 타임라인 는 3D모델을 신속한 4D 

비쥬얼 이션을 해 공정 리 소 트웨어와 연결시켜  수 있다. 이것은 험을 감소시키기 해 건설 계

획을 가상화 시킬 수 있고  더욱 훌륭한 컨트롤의 결과로 낭비를 일 수 있다. 

 (7) Graphisoft Co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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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특징 Tool

Common 
Point 4D

•Real time environment 제공 
•연계툴의 다양화
•4D 모델의 업데이트 쉬움

•4D 정보 수정 시 재구 에 많은 시
  간과 품 요함
•CAD / ADT 일 지원

SmartPlant
Review

•간섭검토. Critical path의 시각화
•객체의 단계별 투명도 조 에 따른 시
  각화의 다양성 

•공정과 객체 연계 시 개별 입으로
  인하여 시간  소실이 많음

FourdDviz
•웹기반의 시뮬 이션 
•Real time environment 제공
•특정 부 에 한 시뮬 이션 기능

•Schedule Engine과 Critical path 분
  석기능 포함하지 않음 
•CPM 패키지와 시각화툴의 연계 없
  음

Schedule
 Simulation

•Open Database Connectivity (ODBC)
  옵션 제공
•3D graphic simulations 
  - Bentley Enterprise Navigator 3D 
•environment  
  - OLE2 Automation으로 연계 

•CPA Engine 불포함으로 인한 일정
  외 정보와의 연계성 약함

Project 
Navigator

•데이터와 시뮬 이션 툴의 이용 간편화
•CPA Engine 로 인한 일정 외 정보와의
  연계성 강화 - 비용과 자원정보 연계

•특정시간에 한 시각화의 불완 성

Naviswork
TimeLiner

•각종 3D 캐드와의 호환성이 높음
•스트 오(입체) 뷰잉 가능

•Primavera / MS 로젝트 / 
  Asta 워포인트와 연결가능

Graphisoft
Constructor

•공정  비용 연계 등 다양한 객체 연
  계 방법
•각종 라이 러리 이용하여 모델링의 쉽
  게 가능

•펜티엄 4이상 / RAM 3G 이상의 시
  스템 필요
•모델링 / 공정 연계 시간소요 큼

표 1. BIM Tool의 장단

Constructor의 경우 GRAPHISOFT사의 Software 이며 구 방법은 2D도면 기 로 3D 모델링작업하며 공

정표 작성 후 도면과 공정표 Constructor 안에 도면과 공정정보 끌어들여 상호간의 연계를 통해 시간진행별

로 시뮬 이션구동하며 모델링을 기본으로 하며, 자원 리 기능과 시뮬 이션통한 간섭검토와 4D 시뮬 이

션 그리고 손쉬운 3D 모델링 작업환경의 제공이 특징이다. 한 에스티메이터를 통하여 자원의 소요량과 일

정에 맞춘 필요량을 사  단하여 시공 상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계획과 실제가 가능하게 한다.

3. BIM 장비 Database 분석

3.1. 재 BIM환경에서의 장비 Database 분석

GRAPHISOFT사의 Constructor의 장비Database 분석을 통해 악된 장비속성은 다음과 같다. 

① Crane 종류 선정 : 작업환경과 공사규모에 따른 Crane선정 가능

② Positioning : TC의 설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Parameters : 조건 값 설정에 따라 크 인의 길이를 설정할 수 있으나 한계치 이상의 설정은 불가능   

     하며(Counter Jib Length : 5000 이하, Jib Length : 7500 이하) 그 외 작업 반경 설정, 고정형/이동형   

     설정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작업반경 표 의 경우 2D 평면상에서만 구 이 가능하다.

④ 2D Representation & Materials : TC의 색상과 재료의 선정을 통해 3D 상 시각  구 이 가능하다.

⑤ TC 높이의 제어와 회  각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작업에 따른 치 변경이 가능하다.

재 활용되는 BIM 툴인 GRAPHISOFT사의 Constructor의 장비 DB 황분석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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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nstructor의 장비 Database 황

3.2. BIM 장비 Datebase 한계

Graphisoft사의 Constructor의 장비 DB를 분석한 결과, 완성된 시설물의 모양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장비의 종류와 치  높이값, 재료  회 반경 등 사용자설정에 

의한 단순한 시각 인 효과만 지원할 뿐, 실제 장비계획 Data 속성값을 장비 자체의  설정 할 수 없다. 한 

실제공사에 용할 수 있는 양 계획  양 가능 정보값이 부재되어 있다. 따라서 BIM툴을 이용한 실제공

사계획 단계에서의 장비 선정  배치에 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하 다. 따라서 BIM상에서 구 되는 장

비는 계획자에게 효율 인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제 장비 Database를 기반으로, 공사에 반드시 필

요한 요소들이 계획되어져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IM 툴 분석에 따른 장비계획의 한계 을 도출하 으며 향후 실질 인 Data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안하 다. BIM 툴에서 양 계획에 따른 실질 인 Data값에 한 사항을 지원해야 하며, 장비

의 물리  요소는 시공  공정 리에 큰 향을 미치므로 이에 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장비, 

방식, 수 선정에 해 시뮬 이션을 통한 장비의 인양, 배치시켜 보는 Pick-and Place 방식을 고려한다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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