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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강변북로(양화대교~원효대교) 확장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시 

설계단계에서 사차원(4D)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사례이다. 공사개요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기

존 강변북로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에서 원효로에 이르는 총연장 4.89km 구간을 폭원 

21.0m의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그림 1. 공사노선 현황

본 공사는 표 1과 같이 기존 강변북로 확장공사 중 왕복4차로, 총연장 4.89km 구간이며, 한강 

고수부지 및 기존 강변북로와 병행하여 대규모 개착공사를 시행하며, 절두산 성지 등을 인접해서 

통과하는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관리해야 하는 복합 프로젝트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표 1. 공사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공 사 명 강변북로(양화대교∼원효대교) 확장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0일

연장 및 폭원 총연장 : 4.89km           ㆍ폭원 :   21.0m(왕복4차로)

위치
시점 서울 특별시 마포구 망원동(STA.1+580)

종점 서울 특별시 용산구 원효로(원효대교북단) (STA.6+635)

공사

현황

터널

연장: 4.29km(2차로   병설 터널, 하저구간연장 0.8km)

환기방식: 지능형 통합횡류식(환기소 2개소), 피난연결통로(대인용15, 차량용4, 

대형소방차용3)

U-type 연장 : 140m(지하차도   시점)

B0X
연장 시점부 : 일산방향 279.0m, 구리방향 280.0m

종점부 : 일산방향 345.6m, 구리방향 345.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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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강변북로, 절두산 성지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높은 난이도의 공

사를 설계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차원(4D) BIM 기법을 적용하였다. 설계단계에

서는 공사노선 확정과정에서 기본설계노선을 최적화하는 대안설계노선을 기획하고, 공사노선과 

연계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입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 4D-BIM 기법의 활용

  

사차원(4D) 시뮬레이션 기법은 그림 2의 기본개념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이차원

(2D) CAD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삼차원(3D) Design을 활용하여 지형 및 계획구조물의 모델링

(Modeling)을 완성함으로써 설계검증과 노선/단면/인터페이스와 같은 다양한 설계분석  등의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는 개념이다.

구축된 사차원(4D)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적용된 설계단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분류체계(WBS)의 5레벨과 총480개의 액티비티로 구성된 네트워크공정표와 연계하

여 목적물의 시간경과에 따른 입체적 시각화를 통해 공정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GIS와 연계된 4D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사종점의 지하차도와 열배관로와의 간섭을 도

출 하여 GIS와 연계해서 기본설계과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2. 입체적 시각화 그림 3. GIS와 연계

 

셋째, 양화대교 연결로 및 서강대교 하부통과시 입체공간을 삼각망으로 구성하여 기존구조물 

기초와의 적정 이격거리를 검토하고 터널구간과 기존구조물 간섭을 예측하였다. 

넷째, 시점과 종점부의 지하차도 가시설과 구조물의 시공 시뮬레이션으로 갈수기를 고려한 흙

막이 가시설 및 구조물 시공중 간섭사항 도출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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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단계-기존구조물과의 간섭 그림 5. 4단계-가시설 간섭사항 도출

다섯째, 공사 시점과 종점부의 지하차도에 대한 가시설 거동특성 분석을 위한 변위 발생부위를 

시각화하고 변위 발생부위 및 발생량에 대한 가시설의 영향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6. 5단계

3. 향후 활용 계획

첫째, 삼차원(3D) OBJECT에 기반한 다양한 기술 시뮬레이션 개발을 통해서 설계검토와 검증에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함으로써 설계 안정성과 시공 효율성에 활용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일

단 삼차원(3D) 목적물(Object)로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그림 10과 같은 계측관리, 수계관리, 그리

고 막장 지질정보관리와 같은 기술적인 시뮬레이션 통해 설계 검토 및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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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 시뮬레이션 사례 

3차원 계측관리 및 분석 과업노선 주행을 통한수계 분석 시공순서 및 지질정보 4D 맵핑

과업구간 계측에 의한 안전성 

및 위험도 실시간 파악

공사 목적물의 입체적인 안전성 

 검토

노선 선정 및 종단, 횡단 선형의 

적정성 검토, 운전자의 안전 시

거

3차원 GIS기반 4D공정관리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암반구성 

및 분포 분석 및 이상지반 위험

관리

4D공정과 연계한 현실적인 공사

관리 

둘째, 프로젝트에서 생성되는 각 종 정보가 연계된 사차원(4D)-BIM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기능

을 확대하여 통합된 시스템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림 7. 기술 시뮬레이션 사례

4. 결 론

본 사례는 설계단계에서 평면적으로 생성되는 설계도면, 공정표, 등 의 각종 정보들로부터 설

계단계 및 시공단계에서 수립되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혁신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적용한 사차원(4D) 시뮬레이션기법을 적용한 내용이다. 

전국적으로 확보된 3차원 GIS 기반과 삼차원(3D) 설계가 실제 공간의 좌표와 연계되어 실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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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구현됨으로써 평면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실감나게 삼차원으로 실현하게 된다. 3차원으로 구

성된 공간모엘과 시간이 첨부된 연속적인 과정을 접목한 사차원(4D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하여 

삼차원(3D) OBJECT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Attribute)을 연계하여 기술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

면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7후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예상된다. 

본 사례는 설계단계에 한하여 사차원(4D)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지만, 시공단계에서 생성되는 

각 종 공사정보들은 기구축된 계획모델과 함께 실적모델이 생성됨으로써 공사 목표에 대한 2차원

적인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 프로젝트 관리기법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3차원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획기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신장하게 예측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프로젝

트관리기법과 연계하면서 진화함으로써 Visual Construction에 대한 완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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