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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대두되고 있는 BIM 기술은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BIM을 단순히 3차원 모델로 생각하는 오해 

와， BIM 적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시스댐화의 부족으로 인해 BIM의 건설산업 도입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IM 기반의 건설프로젝트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그 적용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 

여 최적화된 BIM 기반의 프로젝트 단계별 리스크관리 모텔을 제시하고자 한다 

빽십용어 위험관리， BIM, 통합시스템 

ABSTRACT Recently a construction industry introduces information technology that brings about many advantages in the 

early planning phase, design phase and construction phase. Nevertheless a BIM has a many benefits, it has limits which 

are not only usually using 3D modeling but also limit of making full use of practical affairs because of a lack of connect

ing varietals of progress of work. To solve these uppermost limits, this research is presenting unified systems to use in 

risk management which are e에cient management of space and non-space information, space analysis 

KEYWORDS Risk management, BIM, lntegrated system 

1. 서 르르 
‘-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건설산업 역시 다양 

한 방식의 IT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캐드의 도입에서 PMIS 

(project Management lnformation System)를 기 반으로 한 건 

설 현장의 데이터 관리， RFlD(Radio Frequency IDen뻐cation) 

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에서의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모색은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BIM(Building lnformation Modeling) 기술은 

기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물의 데이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획기 

적인 관리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BlM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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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BlM기반 

의 설계 및 시공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시도 

를 통해 BlM관련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찬식과 

박희택 ， 20 10). 

Bα4은 이론적으로 건축물의 기획에서 유지관리에 이르 

기까지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며 실제 시공전에 다양한 시율 

레이션 및 3차원의 시각화 된 도구들을 이용하여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BlM의 강점을 활 

용하여 프로젝트의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 

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시스댐의 개발방향 

을제시하고자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BlM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BlM 이 

론의 개념 및 연구동향과 활용현황을 살펴보았고 Bα4을 

리스크관리 측면(송상훈 등， 2003; 조향민 등， 2007; 류한 

국 등 2005; 홍성욱 등， 2003)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각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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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Project Life Cycle 

(pLC)의 단계별 위험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위험 요 

인들은 A맨 기법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통해 

BIM 기반의 프로젝트 단계별 리스크 관리 모댈의 개념을 

제시하고자한다. 

2. BIM 의 개념 

BIM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유 

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호환 활용하는 기술이며 이에 대한 개녕은 그림 l과 같다. 

기본적으로 BlM은 3차원 객체기반의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며 각각의 객체들은 물리적， 경제적， 

구조적， 에너지 성능 관련의 정보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객체들은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기적인 하나의 파 

라메트릭 3차원 모댈로 구성된다. 

Designer 
Data 

그림 1. BIM의 개념(한국빌딩스마트협회 홈페이지) 

그림 2. BIM 3차원 모덜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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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BIM 모델링 소프트 웨어 

개발사 | 소프트웨어명 
Autodesk REVIT 

G때hisoft ArchiCAD 

Bentley Microstation 

국내에서는 BIM 3차원 모댈링 소프트웨어로 표 I과 같 

이 오토데스크사의 REVIT 그래피소프트사의 Arc비cad， 벤 

틀리사의 Microstation 등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각 

각의 소프트웨어들은 개발사의 의도에 따라 특장점을 가 

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설프로젝트를 위한 BIM 3차원 

파라메트릭 모댈링 기능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오토데스크사의 REVIT의 경우엔 건축(Architecture)， 구 

조(Sσucture)， 설비(MEP) 각각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야별 모댈링 

을 통하여 하나의 BIM 모댈로 통합하여 활용하게 된다 

B매 모댈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 및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그 활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BIM의 기 

능 및 활용효과는 표 2와 같다. 

BIM 모텔은 위의 표 양+ 같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다양 

한 활용성을 갖게 된다. 30 BlM 전환설계의 경우 단면， 입 

면， 평면도를 하나의 파일에서 관리 가능하게 되며 설계 

변경에 있어서도 하나의 파일에서의 수정을 통해 각각의 

도면 정보를 동시에 수정할 수 있어 그 효용성이 높다. 시 

표 2. BIM 으| 주요 기능 및 효과 

주요 BIM 기능 BIM 활용효과 

30BIM -30 모델링올통한객체정보생성， 
전환설계 -도면일관성 향상 

시각화 
-의사소통증진을통한업무범위 설정 및 

(Visualization) 업무이해 향상 

-디자인 적정성 검토， VE 향상기능 

객체기반， -설계변경 자동화 
파라메트릭을통한연계 -도면오류 및 표기 누락 방지 

간섭체크를통한 -설계변경， 도면오류 최소화를 통한 RFI 감소 
설계정확성 -정확한도면 생성으로패브리케이션 기능 
(Clash Oetection) -현장작업 감소，공기단축，생산성 행상 

20도연생성 
-설계 ， 시공， 입찰 도면 자동 주출 
-현장시공자를 위한 도면생성 

물량산출및견적 -부위별， 공종별， 단계별 특성에 맞는 물량 
(Estimation) 산출및견적활용기능 

공정정보 
-일정， 자재， 인원투입계획 작성 (AD S im비ation) 

-장비 이동， 자재 이동 및 적재 양중 경로， 
가설 및 시공관리 작업자작업 동선 계획 기능，장비운전자와 

사전업무범위조율 

년좋문견과연계 -에너지 효율 분석 , 구조해석， LEEO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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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의 경우 다OJ한 공사 참여자들 중 비건설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특히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간섭체크는 3차원 모댈링을 통해 구조부재간의 간섭， 설 

비와 구조부재 혹은 설비와 설비간의 간섭을 사전에 발견 

하여 재시공 및 설계 대안을 사전에 판단가능하게 도와준 

다.4D 공정 시율레이션(강인석， 2002)의 경우 3차원의 

BIM 모델을 공정과 연계하여 시각화된 공정관리가 가능 

하게 지원하여 준다. 

이외에도 각종시율레이션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분석 및 구조해석 그리고 친환경 인증에도 B매은 널리 활 

용되어지고 있으며 위의 이러한 BIM의 기능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 및 대비 할 수 

있는역할이 가능하다. 

3. BIM과 연계한 Project Life Cycle의 리스크 

。인도출 

B마1의 건설 프로젝트의 적용은 최근 들어 공공공사의 

BIM 발주와 더불어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에 적용되어지 

고 있지만 주변지형과 연계되지 않은 단순히 건축물 안에 

서의 3차원 BIM 정보를 활용한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는 분명히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위치에 

대한 공간정보를 시각적으로 가공한 IT 기반의 지리정보 

인 GIS와의 연계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김충식， 2006; 윤민수， 2006; 강미선 등， 2002) 

BαI과 GIS는 다양한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BIM 데이터들이 대부분 점， 선， 및 객체로 이루어지는 반 

면 GIS는 점， 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의 표 3은 

GIS와 BIM의 기능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BIM은 공간분석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은 CAD가 기하학 

표 3. GIS 와 BIM 기능 비교 분석 

τ 닝rT Er GIS BIM 

공간 
강력한공간정보 

분석 
분석기능 

공간정보분석기능 
기능 

공간데이터 베이 주요공간자료관계수단 공간정보를속성정 
스관리기능 으로위상관계를지님 보로취급함 

토지 강력한토지기록 
。aA}」t그2.. 

기록정보기능 정보제공 

위상 
F 

자료 강력한위상구조 。aA4S1DL

구조 

자동 
강력한자동지도 자동지도제작기능 

지도 
제작기법제공 빈약 

제작 

룬힌조시 

깅앨프호셰스 리스크 인지 띠익 

건잉프로세스상의 주요 리스크 인자 오* 

아~p앤리. 쩍§힌 
계훌회펀 리스크 인지 를요도 톨석 

그림 3. 요인도출 및 검즘 순서 

적 조작능력이 결여되어있으며 완벽한 데이터구조를 가지 

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PLC(project Life Cycle)동안 공 

사기간， 공사비용， 소요품질 및 안전성등과 관련된 많은 

리스크들이 발생하며 BIM 기반의 통합시스템 적용 리스 

크를 사전 예측·예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영향 인자의 제 

시에 앞서 건설프로세스의 리스크 인자의 파악이 선행되 

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 리스크 발생사례와 설문조사를 통 

해 건설프로세스의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고 전문가 인터 

뷰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리스크를 발생 위험 

요인별로 분류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전문가의 의견 

을 통한 BIM 기반 리스크 관리에의 적용성을 입증하기 위 

하여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텔파이 방법을 적용할 

때는 전문가 집단 선택과 관계되는 “신뢰도”와 전문가 협 

의 정도에 관계되는 “타당성”에 유의해야 한다(송기준 등， 

2007). 이러한 점에 유의하며 본 연구에서 댈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며 요인 도출 및 검증의 순 

서는그림 3과같다. 

위의 그림과 같이 문헌조사에 의해 리스크 인자의 도출 

하게 되고 l차 설문조사를 통해 건설프로세스상 주요 리 

스크 인자의 도출에 이르게 된다. 최종 BIM 연관 리스크 

인자의 도출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멀파이 기법의 

적용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댈파이 기법에 있어서는 

Journa/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 Security, Vo/. 3, /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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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문가집단 인원 및 구성 

전문가집단구성및인원 

부동산 디벨로퍼 

5 

시공기술자 

9 

표 5. PLC 단계멸 리스크 인자 계층화 

계층 l 계층 2 계층 3 계층 4 

프로젝트공식화 
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업무별 
분석 

전략설계 리스크요인 
단계 

승인업무 

계획 기초설계 

및 공사비와 일정 세부업무별 

Project life 설계 계약항목과조건 리스크요인 

cycle 단계 상세계획 

제조 

시공 조달 세부업무별 
단계 토공사 리스크요인 

설치 

시공 최종테스트 
세부업무별 

이후 
유지관리 리스크요인 

단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인자 도출의 결정적인 영훈t을 미치므 

로 신뢰도의 확보가 중요하며 패널이 되는 전문가 집단은 

BIM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원 24명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구성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l차 설문을 통해 66개의 건설프로세스 주요 리스크 인 

자가 도출되었으며 주요 리스크 인자들은 따IP 원리에 따 

라 분류하여 상위 개념의 명가 항목 아래 하위 개념의 항 

목이 포함되도록 계층화 하였다. 표 5는 계층화된 리스크 

인자 분류 기준을 나타내며 이는 PMB0K2000에서 건설 

프로젝트의 라이프사이클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으로 

사업분석단계， 계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이후단계 

의 4단계로 분류된다. 

l차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건설프로세스상 주요 리스 

크 인자를 AHP기법에 의해 계충화하고 전문가 집단의 2 

차 설문을 통해 BIM 기반의 리스크 인자를 36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AHP는 1970년대 초반 Tomas S빼에 의해 개 

발된 의사결정 방법으로， 문제를 계층화시킨 후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각 요소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대안을 명가 

한다.A매 기법은 대안간의 중요도 명가에 있어서 계량 

가능한 ‘정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까지도 고려가 

가능하며， 평가자의 의견에 대하여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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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송기준 등， 2007) 일관성 비율(CR) 

의 경우 0.1이하이면 일관성에 있어 믿을 수 있음을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도 l차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던 24명의 

전문가가 2차 설문조사에도 참여하였으며 설문의 결과의 

표 6 위험요소멸 중요도 산정 결과 

계충l 계층2 계층3 위험요소 중요도 t 까E‘~~ 

프로 사업자의사업에대한이해도부족 0.036 10 

젝트 사업 관계자간의 의사소통부족 0.029 14 

공식화 주변주민의반대 0.051 (0.116) (조망권， 일조권 침해 등) 
5 

타당성 환경여건의고려부족 0.073 3 

분λ 지가변동예측오류 0.0 16 24 

사업 (0 .097) 임대연적， 임대수익 예상오류 0.008 31 
분λ 

지역적 조건 사전 조사부족 0.076 2 
단계 전략 

(0.424) 설계 교통인프라의분석및고려 부촉 0.018 23 

(0. 108) 용적，공개공지 제공 계획의 오류 0.0 14 27 

관련법률변경 0.011 29 

숭인 지역정비 계획 변경에따른입 
업무 지조건의변화 

0.021 20 

(0. 103) 주변 지역적 조건을고려하지 
않은도면작성 

0.071 4 

P 기초 설계범위의미확정 0.026 16 

R 설계 설계누락및생략 0.010 30 

O (0.059) 공사참여자간 의사소통의 부족 0.023 18 

J 공기자재산정 DIB 부족 0.019 22 
E 공사비 

지리 정보를고려하지 않은시 C 와일정 0.077 
T 계획및 (0.135) 공계획 

설계단 공종별체크리스트부실 0.039 8 

L 계 계약항 설계 조건과 현장여건 상이 0 ‘ 036 10 
(0 .333) 

-&J!} 매설물현황따악부실 0.042 6 
F 조건 
E (0.080) 설계변경요구 0.002 35 

상세 부정확한설계기술적용 0.016 24 
C 
Y 계획 부적절한공법선정 0.020 21 

C 
(0.059) 부적절한시방 0.023 18 

L 제조 0.026 16 
E (0.026) 자재 활용 및 관리계획 부족 

자재조달지연및자재불량 0.005 33 

조달 현장내저장공간부족 0.03 1 13 

(0.051 ) 부적절한장비선정 및장비의 0.015 26 

시공딘 활용계획부족 

계 토공사 지장물사전검토부족 0.034 12 

(0.238) (0. 102) 지반조사/지하수면 파악 오류 0.039 8 

토지 및지질조사의부족 0.029 14 

공종의간섭및지연 0.040 7 

설치 민원에대한예방및처리능력부족 0.013 28 
(0 .059) 설계와시공기술간의 부적절한 

조화 
0.006 32 

시공이 
최종 
태스트 공사오류로 인한하자보수 0.003 34 

후 (0.003) 
단계 

(0 .005) 유지관리 부적절한유지 관리 방식 0.002 3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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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3 계층 상우111 개 주요 현황 

위험요소 중요도 t 기r、~ 

지 리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시공계획 0.077 

지역적 조건사전조사부족 0.076 2 

환경여건의고려부족 0.073 3 

주변지역적조건을고려하지않은도연작성 0.071 4 

주변 주민의 반대(조망권， 일조권 침해 등) 0.051 5 

매설물현황따악부실 0.042 6 

공종의간섭 및지연 0.040 7 

공종별체크리스트부실 0.039 8 

지반조사 / 지하수면 파악 오류 0.039 9 

설계누락및생략 0.036 10 

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0.036 10 

값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볼 수 있도록 일관성 평가 

를 하였다. 이 중 0.1%이상으로 CR값을 가지는 3명의 전문 

가는 일관성을 신뢰하는데 무리가 예상되어 3명의 전문가 

의 설문을제외한 2 1명에 대한설문내용으로진행되었다. 

위험요소별 중요도 산정은 다음 표 6과 같으며 요소간 

의 가중치 차이는 중요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BIM 

기반 리스크 관리 시스댐에 적용 가능한 계충화된 리스크 

인자의 최상위 계층에서는 사업분석단계가 0.424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평가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는 계획 및 설계단계 (0.333)， 시공단계(0.238)， 시공이후 

단계 (0.005)의 순으로 중요도가 산정되 었다 PMB0K2000 

의 건설 프로젝트의 라이프사이클을 기준으로 분류된 계 

층 2는 공사비와 일정(0.135)， 프로젝트 공식화(0.116)， 전 

략설계 (0. 108)， 승인업무(0. 1 03)， 토공사(0.102)순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40 C때와 GIS이 영향이 미 

치는 요인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도 사 

업분석단계의 관리 업무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계층의 상위 11개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 

으며 계층 I에서 살펴보며 사업분석단계가 5개 요소， 계획 

및 설계단계가 4개 요소， 시공단계가 3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 11개 요소의 합이 0.5 8로 절반이 넘는 중요도 

를가지고있다. 

4. BIM 기반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모델 

BIM 기반의 리스크관리 시스댐을 제시함으로써 건설공 

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 검토함으로 

서 감소시킴과 동시에 공기와 비용 품질 측면에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스뱀은 위에서 

도출되어진 주요 리스크 관리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크게 4가지의 기능으로 분류되면 이러한 분 

뼈뼈예Risk 기 삐삐R빼 빼 ~ L ,.....&.u.I:... 
뻐빼빼 }←→I Risk뻐빼빼↑| 셔 뻐빼빼 싸강rZ파파J 

(빼 I I (깨빼 ;매뼈빼뼈야|m 맥m ‘"V"'IMII 

-----r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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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띠얘익 1백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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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잉$‘ %*SE 

~~맴~Risk ~II 

그림 4. BM 기반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모낼 

류를 통하여 향후 시스템의 모율화를 위한 개념적인 모델 

은그림 4와같다. 

4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GIS의 정보가 주축이 되어 사업 

지의 지리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GRM(Geographical 

Risk Management)과 BIM의 시각화 정보가 주축이 되는 

VRRM(Virtual Reality Risk Management), B며의 공정 별 

시각화와 GIS의 지리적 정보의 활용을 통한 사업지 내 외 

부 리스크 관리 가능한 RRM(Review Risk Management)과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PCRM(Planning 

Coordination Risk Managem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로
 」

본 연구에서는 BIM이 가지는 리스크 관리 기능을 활용 

시스탬을 통해 예측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리스크 들을 도 

출 하고 리스크관리를 위한 모율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 

한 BIM기반의 리스크 관리 시스댐을 통해 예측가농 한 리 

스크들의 중요도 조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우 

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리스크들 사이에서 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하는 관계가 설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리스크 

관리의 효용성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조사 되어 

진 것처럼 BIM기반의 리스크 관리 시스댐은 건설 프로젝 

트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초기단계 

의 리스크관리에 많은도움을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보 

여짐으로 그 효용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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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들을 공기와 비용 및 품질 측 

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는 BLM 기반의 리스크 관 

리의 개념적 모댈 제시에 관한 것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스템적인 접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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