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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BIM의 개요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정의

1.1.1 BIM 이란?

토목 BIM은 토목공사 생애주기(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걸쳐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 및 관리하고, 수정된 정보

의 갱신에 따라 연관된 프로세스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재생산, 공유, 교환, 재배포 될 수 있는 3차원 기반의 정보 

운용 프로세스

단계별 요소

1.1.2 Workflow

1.1.3 관련 규정 및 지침

기본방향
ㆍ∙ BIM 기술에 관련한 내용은 “EX-BIM 가이드 라인(2016)”을 우선으로 참고하고 그 이후에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 v1.31 (조달청,2016)”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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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BIM 현황

1.2.1 추진 계기

  ․ 건축계를 중심으로 시작, 2006년 해외 도입소식들을 통해 기초 연구 시작

  ․ 2008~2009 정부 시범사업 거쳐 2009년 BIM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적 추진 계기

1.2.2 추진 현황

2010년 : 건축분야 BIM 가이드라인 발표 국토부

: BIM 적용 의무화 추진 (500억 이상 턴키, 설계공모 공사) 조달청

2011년 : 국내 최초 도로설계 분야 3차원 모델링 추진(안) 수립 도로공사

2012년 : 건설기술기본진흥계획에 BIM 확대 계획 포함

2013년 : 수자원 공사 댐 설계 해외 프로젝트에 BIM 적용 중

2015년 : 2020년까지 SOC공사 20% BIM 적용 추진 국토부

2016년 : 건축 BIM 전면 실시, LH 스마트시티 3.0 연계 사업 발주 조달청

~현재 :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조달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6개 BIM 표준 발표

1.2.3 정책 방향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2018~202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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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InfraBIM 개발 및 발주 현황

1 한국도로공사

과  업  명 과업기간 과업내용

함양~울산 고속도로 실시설계 12공구 2011.6~2014.12 3.7km(연결로4.0km) 교량12, 터널2개소

대구순환 고속도로 실시설계 5공구 2012.2~2013.11 6.3km, 교량3, 터널2개소

안성~구리 고속도로 2017~ 10~15공구 시범사업

양평~이천(2공구) 2017~ 전공종 BIM 적용

2 국토교통부

과  업  명 과업기간 과업내용

입장~진천 국도건설 시범사업 2017~ 2차로 개량, 5.1km

포항~안동1-1 국도건설 시범사업 2017~ 4차로 확장, 28.5km

3 LH공사

과  업  명 과업기간 과업내용

창원-가포지구 2016~ BIM기반 전환설계 후 작동여부 확인 수준

4 민간 부문

구 분 사  례 도입 아이템 목적 주관부서

포스코건설
싱가폴 DTL 3

북마르마라

ㆍ∙ 해외 입찰시 계획 검토 및 보고

ㆍ∙ 보고용 자료➜이후, 동영상 제작에 이용 
토목기술그룹

삼 성 건 설

싱가폴 C921

호남고속철 4-1

제주해군기지

(방파제)등 15건

ㆍ∙ 해외 입찰시 계획 검토 및 보고용 동영상

ㆍ∙ 3차원 상세모델(철근) 및 수량 최적화

ㆍ∙ 시공계획 회의용 자료

ㆍ∙ 현장 3차원 공정관리 (4D)

토목 기술실

(BIM 사업팀)

대 림 산 업

금강2교,제2돌산대교,

적금~영남 현수교 등 

8건

ㆍ∙ 3차원 공정 및 내역관리시스템 (5D)

ㆍ∙ 철근 절감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한 철근 상세모델

ㆍ∙ EVMS의 3차원 시각적 관리

기술 연구소

(BIM팀)

쌍 용 건 설

싱가폴 MCE 482

호남고속철 4-2

공구 등 5건

ㆍ∙ 3차원 상세모델(구조물), 3차원 공정 및 내역관리시스템 (5D)

ㆍ∙ 현장 공사관리 계획용, 본사의 현장 사업관리

ㆍ∙ 토목 IT 기술도입에 의한 홍보 

토목 기술부

대 우 건 설
경주 방폐장

보현산댐 등 8건

ㆍ∙ 현장 프로젝트의 대발주처 홍보

ㆍ∙ 국내 턴키설계 특화
토목 설계팀

현 대 건 설
싱가폴 C913

울산대교 현수교

ㆍ∙ 복잡공정인 지하철 정거장 시공 전 3D 사전검토 

ㆍ∙ 현수교 주케이블 3차원 형상관리 시스템

현장

기술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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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 BIM 현황

1.3.1 해외 InfraBIM 추진 현황

추진방향

ㆍ∙ 카타르, 싱가포르,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공사입찰에 BIM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영국은 2016년 BIM 기반 설계기준을 BS 표준으로 제정하여 모든 정부공사에 의무 도입

ㆍ∙ 해외 신규 인프라 발주물량이 BIM 기반으로 변화되는 추세
       

1.3.2 세계 BIM 도입 현황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construc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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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IM 도입시 효과 및 필요성

1.4.1 현 실태 및 BIM 필요성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 2016

구  분 개선 필요 항목 BIM을 통한 개선안

설계 단계
ㆍ∙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의 정확성 향상
ㆍ∙ 설계 시 공종별 간섭 사전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 
ㆍ∙ 설계 성과품 간소화 및 전산화 필요

ㆍ∙ 3D 모델링을 통한 도면, 수량산출서 등 자동화 
ㆍ∙ 부재간 간섭검토를 통한 시공 가능성 사전검토

시공 및 사

업 관 리

ㆍ∙ 공정 전산관리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실시간 반영 

ㆍ∙ 공종 간섭 사전 검증을 통한 시공오류 예방 및 안전관리

ㆍ∙ 비숙련 노동자의 공사 이해도 증진

ㆍ∙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공과정 사전검토로 시공오류 
발생 방지, 근로자 안정성 향상 및 실시간 공정관리

유 지 관 리
ㆍ∙ 육안 점검 대체 기술 개발
ㆍ∙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통한 구조물별 LCC 체계 구축

ㆍ∙ 설계-시공-유지관리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한 점검 및 
보수방안 결정으로 LCC 기반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시행

1.4.2 국가별 건설사가 인식하는 BIM 투자수익률(ROI)

*McGraw Hill Construction, 2013 

검토결과
ㆍ∙ 타 국가의 경우 대부분 플러스 투자수익을 체감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체감 투자 수익률이

크지 않음. 
       

1.4.3 BIM 적용시 단계별 이점

계획 및 관리 시 통찰력 향상

․ 3D 형상으로 V.R(가상현실)을 통한 기술적 의사소통 및 각종 보고시 설명 용이

․ 지리 공간 정보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가 끼칠 영향에 대한 이해 증진

지능형 모델 기반 도구를 사용해 설계 효율성과 속도 향상

․ 설계 대안을 빠르게 평가하고 지능적인 BIM 기반 프로세스로 설계변경에 빠르게 대응 

․ 표준화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통합하여 능률적인 설계 작업

․ 디자인과 도서 표준에 보다 정확하게 일치된 도면과 문서 제작

동적 업데이트를 통한 수량 및 내역 산출의 자동 연동

․ 3D 모델링과 물량, 공정, 공사비가 동적으로 연동되어 5D 설계 검토 및 설계변경 시간 단축으로 경제성 향상  

효과적인 시각화 모델로 빠른 결정 및 이해력 향상

․ 가시적인 시공성 시뮬레이션과 공정관리

데이터 통합 관리로 유지관리 및 공유의 편의성 증대

․ 산업 표준 적용과 자산관리 데이타 공유 용이 및 커뮤니케이션 효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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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BIM 단계별 목표 및 추진과제

도입 단계

(~2017년)

목표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 작성, 설계 BIM 추진

프로

젝트

 설계관리 체계 개선,  설계 사전검토 고도화,  3차원 전자도면 작성,

 성과품 전자납품 (Paperless)

추진

과제

▪ Ex-BIM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 작성

▪ BIM 기반의 차세대 3차원 전자표준도 개발

▪ 실시설계시 Ex-BIM 설계 도입

▪ 3차원 전자도면 작성 및 설계 성과품 Paperless(전자납품 체계 구축)→정보자산 영구화 

▪ Ex-BIM 도입을 위한 실무자 교육 실시

확장 단계

(2018년

~2019년)

목표 시공 및 유지관리 BIM 추진

프로

젝트

 시공관리 기술 첨단화,  가상현실 기반의 안전관리 및 검측 시스템 도입

 포장 및 도로시설물 관리기술 디지털화

추진

과제

▪ 시공단계 Ex-BIM 적용방안 마련

▪ 공사 중 3차원 시공 공정 및 안전관리 실시

▪ 가상현실 기반의 검측 기술 도입

▪ 3차원 유지보수 이력관리 기술 구축

▪ 설계-시공-유지관리 3차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전사적인 Ex-BIM 관리자 육성 및 전담부서 생성

정착 단계

(2020년

이후)

목표 BIM 전사적 활용 및 서비스 가치 창출

프로

젝트

 노후 시설물 관리 체계 개선,  Ex-AIM* 시행,  Ex-BIM Review 체계 구축

* Expressway Asset Information Management(디지털 자산관리 시스템)

추진

과제

▪ 점검 ․ 보수이력 3차원 시각화 및 모바일 공유 기술 개발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분야별 무형 자산 데이터화

▪ 국내 ․ 외 신규 고속도로 사업에 BIM 전면 도입

▪ 차세대 교통체계(무인운전 등)에 맞는 Ex-BIM 고도화

가치창출

ㆍ∙ 시공간 제약이 없는 업무환경 구축

ㆍ∙ 비정형 성과물(공정관리 등) 자산화로 사업가치 증대

ㆍ∙ 다차원 기반의 고속도로 자산 활용 증대로 신규 서비스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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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로 분야

2.1 토 공

2.1.1 토공작업 프로세스

1 수치지도 데이터 편집 2 삼각망 구성

3 3차원 원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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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차원 시추데이터 구축

 

5 3차원 암층 구성

 

+

+

토사층

리핑암

발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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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형 구성

7 종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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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편경사 입력

9 표준횡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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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코리더(Corridor) 작성

정보 입력

코리더 3D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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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각화

오산교 시점부 법면 및 앞성토

천황산 터널 시점부 법면 (원안) 천황산 터널 시점부 법면 (제안)

공사용 진입도로-오산교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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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토공 산출

1 횡단 작성

천황산 터널 전면개착부(제안)

2 물량 산출

천황산 터널 전면개착부(제안)

* Vico Office 사용 : 3D 모델 정보 자동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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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분 석

표    고

경    사 방    향

우수흐름 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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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장 & 배수공

2.2.1 부재별 라이브러리 제작

2.2.2 배수유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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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노면배수 검토

도로구배 2% 도로구배 3%

녹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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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토장 검토

2.3.1 원안

1 사토장#1

2D 평면

3D 평면

수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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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토장#2

2D 평면

3D 모델

수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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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제안

1 사토장#2-1

2D 평면

3D 모델

수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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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토장#3

2D 평면 3D 모델

수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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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토장#4-1

2D 평면

3D 모델

수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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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토장#4-2

2D 평면

3D 모델

수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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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토장#5

2D 평면 3D 모델

수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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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토장#5(용량변경)

2D 평면 3D 모델

수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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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질 분야

3.1 터널 현황

3.1.1 구조물 현황

원 안

(천황산터널 L=5,433m, 부림터널 L=313m, 사갱 L=826m)

제 안

(천황산터널 L=5,485m, 부림터널 L=338m, 사갱 L=374/ 440m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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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델링

3.2.1 모델링 취지 및 방향성

토목BIM라이브러리 (https://www.calspia.go.kr/bimlibrary/Bim/index.jsp, 국토교통부)

B패턴 C패턴

원안 설계 패턴 변경 설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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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재별 모델링

터널 모델링 부재



- 150 -

2제 편 BIM

3.3 구조물 계획

3.3.1 천황산터널 본선

1 선형 및 단면 계획

원안 : L=5,433m, B=13.6m  ⇨  제안 : L=5,485m, B=1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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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턴별 단면

패턴별 단면 (본선)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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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별 단면 (본선)

E

P

RP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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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천황산터널 사갱

1 원안 선형 및 단면 계획

L=826m, 1개소

2 제안 선형 및 단면 계획

L=374m / 440m,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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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턴별 단면

패턴별 단면 (사갱)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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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별 단면 (사갱)

D

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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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 적정성 검토

사갱 장비 검토 (사갱 폭원 7.8m ⇨  9.4m)

5 상세 모델링

사갱#1 회차갱 사갱#2 회차갱

사갱 종점 접합부 풍도 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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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천황산터널 환기소

1 원안 선형 및 단면 계획

축류팬실+전기실+축류팬실접속부+전기실 접속부 (환기소 1개소) 

① 축류팬실 ② 전기실 ③ 본선 접속부 / 축류팬실 접속부

2 제안 선형 및 단면 계획

축류팬실+전기실+축류팬실접속부 (환기소 2개소) 

① 축류팬실 ② 전기실 ③ 본선 접속부 / 축류팬실 접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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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천황산터널 공동구

1 원안 공동구 계획

지하 옥외공동구

① 지하 옥외공동구 ② 세척수 처리조 ③ 집수정

2 제안 공동구 계획

지상 옥외공동구

① 지상 옥외공동구 ② 세척수 처리조 / PH 저감시설 ③ 집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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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천황산터널 갱문

1 원안 공동구 계획

원안 본선 (아치 면벽 형식)

제안 본선 시점부 (아치 면벽 형식)

제안 본선 종점부 (벨마우스 형식)

원안 사갱 (벨마우스 형식) 제안 사갱 (벨마우스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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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면 계획 및 지층별 전면개착

천황산 터널 시점부 갱문 현황

법면 및 지층별 전면개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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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천황산터널 피난연결통로

1 대인용 피난연결통로

원안 : 14개소  ⇨  제안 : 26개소

2 차량용 피난연결통로

원안 : 8개소  ⇨  제안 : 4개소

3 대형 차량용 피난연결통로

원안 : 0개소  ⇨  제안 :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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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구조 분야

4.1 교량 모델링의 개요

4.1.1 부재별 모델링

1 교대 모델링

2 교각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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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량 모델링

4.2.1 오산교 원안 모델링

1 전체 모델링

3@35m = 105.0m

2 구조물별 모델링

상부 슬래브 및 거더

교 대 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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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오산교 제안 모델링

1 전체 모델링

2@55m = 110.0m

2 구조물별 모델링

상부 슬래브 및 거더

교 대 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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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권혜1교, 권혜2교 모델링

1 권혜1교 모델링

원안 전체 모델링

2 권혜2교 모델링

원안 전체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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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량 가설계획 모델링

4.3.1 오산교 가설계획 모델링

단계별 가설계획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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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정/공사비

5.1 공정(4D)/비용(5D) 통합관리

5.1.1 BIM기반 3D/4D/5D 통합관리 프로세스

1 개요

기 존

방 식

ㆍ∙ 공정(4D)/비용(5D) 산출을 위한 개별 작업 시행으로 정보의 통합관리가 불가능 

ㆍ∙ 설계변경시 물량, 공사비의 반복적인 산출 작업으로 효율성 저하
       

적 용

방 식

ㆍ∙ 공정(4D)/비용(5D) 통합관리로 누락, 중복등 오류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ㆍ∙ 설계변경시 물량, 공사비 등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 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ㆍ∙ 3D 모델과의 동적 연계를 통한 공정 및 비용산출의 자동화로 효율성 상승
       

2 통합관리 프로세스

3D모델링

BIM모델통합

모델기반 수량산출

작업세션 수량구분

모델기반 원가산출

원가 비교분석

모델기반 공정계획

자원분배 분석

진도관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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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관리 프로세스 활용

 모델 기반의 4D / 5D 통합 관리 및 뷰어

▪다양한 분류체계에 따른 모델 부재 불러오기

▪다양한 형식의 BIM모델 통합

▪설계변경에 따른 다량의 도면 효율적 관리

▪산출 데이터 비교분석 보고서, 이슈보고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데이터의 문서화

 모델 객체 정보의 확인으로 물량산출시 누락, 중복 등 오류발생 사전예방

▪설계변경에 따른 수량산출이 쉽고 빠름

▪3D 모델과 연계되어 부분적, 구역별 수량확인 가능

▪사용자 정의 수량산출(함수식 적용) 가능

 BIM 기반의 비용계획 / 비용관리 및 비용분석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비용 상세화를 통한 실시간 비용 확인 가능

▪빠른 내역작성이 가능하고, 다양한 비용모델의 시각적인 비교가 가능하여 프로젝트가 예산 

내에서 실행되도록 관리

▪입찰가를 평가하고 최적의 낙찰을 위한 사용자 정의 원가패키지 작업 가능

 3D 모델의 섹션별 물량 데이터 확인

▪섹션별 영역분할 기능

▪섹션별 수량을 산출하고 4D, 5D와 연동이 가능

▪업데이트 되는 변경 모델링에 수량 실시간 적용

 BIM 기반의 공정계획 및 관리

▪원가와 자원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 최적화

▪다양한 공정계획 및 분석 솔루션 지원

  (사선그래프, 바차트, 네트워크뷰, 마일스톤, 자금흐름 등)

 공사 현장의 진도관리 및 공정 예측

▪계획된 예산과 기간내 준공실현을 위한 진도관리

▪스케쥴플래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데이터 기반의 진도관리가 가능하며, 공정지연 

사전대비 가능

▪4D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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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BIM기반 3D/4D/5D 통합관리 프로세스

5.2.1 프로젝트 생성 및 설정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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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모델링 등록 및 속성값 확인

3D 모델링 등록

모델링 속성값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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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부재별 모델링 및 수량 확인

부재별 모델링 확인

부재별 모델링 수량 확인(시점부 전면개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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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별 모델링 수량 확인(시점부 그라우팅)

부재별 모델링 수량 확인(피난연결통로 버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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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별 모델링 수량 확인(접속부 라이닝 콘크리트)

부재별 모델링 수량 확인(축류팬실 상반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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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부내역 DB 구축 및 연결

5D 내역 DB 구축

5D 내역 DB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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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모델링 수량 연결 및 비용 확인

DB와 모델링 수량 연결

COST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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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공정계획을 위한 자료입력

구역별 섹션 계획

작업별 단위당 작업량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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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공정표 및 시뮬레이션 확인

공정표확인(플로우라인 뷰)

공정표확인(간트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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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 조정

시뮬레이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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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진도 및 실적관리

진도 관리

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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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