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 Result of Case Studies

는데, 첫째는 시장에서는 Cost Zero를 생각하고 에너지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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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 수준이 그것에 미
치지 못하는 문제와 둘째는 Cost Zero가 되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초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문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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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요소기술들이 최근 개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기간 사
용에 따른 적정 효율의 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기술적 유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 달리 제로에너지 건축물이기 때문에 필요 불가
결하게 실시해야 하는 유지관리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한 내

01. 머리말

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싱가포르 건설청(BCA)은 2010년과 2015년 1, 2차 건설 생산

으로 단순하게 준공단계에 장비의 효율 확인에 그치는 TAB가

성 향상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고숙련인력 확보, 새로

아니라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 시공단

운 기술 활용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 전체 프로세스에 관여할 뿐 아니라 최소 1년 단위의 모니터
링을 통한 최적화 사용 스케줄까지 고려하는 커미셔닝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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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목하였고, BIM을 기반으로 설계, 사전 제작 및 건설
을 통합해 가상의 환경에서 건설공사를 시뮬레이션하고 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들

VDC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Virtual Design 부

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VDC(Virtual Design and

에 직면해 있음에도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분의 Design Coordination과 Virtual Construction 부분의

Construction)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Construction Coordination, Virtual Planning, Execution 이

현재 싱가포르는 건축 분야의 경우 공공ㆍ민간 할 것 없이 연

상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위해서 단지와 세대 내부에 다양한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

05. 마치며

새로운 기술 활용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그림 1] VDC의 범위

용하려고 부단히 시도할 뿐 아니라 향후 입주자의 생활 패턴
을 분석해 시간과 상황에 따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면적 5,000㎡ 이상에 대해서는 BIM을 적용하는 설계ㆍ시공
을 의무화 하고 있다.

2.1 Build Twice

당 현장 역시 BIM을 적용한 설계ㆍ시공 의무화 대상으로, 발

“Build Twice”란 ‘가상으로 먼저 짓고, 실제로 짓는다’라는 말

주처에서는 어느 현장보다 강도높은 VDC 업무를 요구하고 있

로써 VDC를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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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체 건설 프로

“Build Twice”는 프로젝트 팀이 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실행하

세스에 BIM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

기 전에 먼저 가상의 환경에서 설계 및 시공을 시뮬레이션 하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및 인력, BIM

는 것이다.

모델을 관리하는 것이다.

BIM 모델을 활용하여 사전 설계 및 시공 검토, 시뮬레이션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더이상 이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까지 개발하기 위해 노

룰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아닌 갈 수 있는 목표이며, 무조건

력하여야 할 것이다.

가야 할 길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은
높은 층고에 비해 대지면적이 좁아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설
치할 수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실현이 쉽지 않은 것은 ①정의의
불명확성, ②경제성 문제, ③유지관리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의의 불명확성이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데, 특히 국내의 경우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이상 5개 용도별 1차에너지 소요량 합
계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률 20%

로까지 고려한 Cost Zero와 같은 개념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
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러한 정의와 연계하여 경제성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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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uild Twice 사례

본 고에서는 싱가포르 건축공사 현장 사례를 통해 BIM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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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여 설계의 완성도 및 시공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작업
이 없도록 하고, 자재 낭비를 최소화하여 현장의 생산성을 높
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 Rehearse, what is to be built
-시
 공 BIM 모델을 활용하여 시공성 및 안전성 등을 분석
하고, 시공 시뮬레이션 실시
-실
 제 시공 전에 가상 계획을 통하여 시간, 공간, 자원에
대한 제약 및 문제점 제거

2.2 VDC Framework
VDC 업무에 활용되는 시공 BIM 모델은 모든 건설 프로세스
및 업무를 연결하는 하나의 정보이며, 프로젝트 모든 참여자
및 참여 업체는 체계적으로 BIM 모델을 작성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

3) Build, what was modelled and rehearsed
-시공 범위, 시공 방법 및 순서에 대한 정보를 현장의
- 실제 시공과 가상 계획을 비교하고, 시공대상의 품질 및

이를 위해 Design Coordination 단계부터 모든 협력업체의
출, 물량 산출, 상세 가상계획이 가능한 정확한 시공 BIM 모델
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되고 업데이트 된 시공 BIM 모델을 활용하여 시
공성 검토 및 시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BIM 모델과 실제
시공될 건물과의 편차를 줄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의견)과 시공 BIM 모델의 결합
4) Execution

Construction Coordination 업무는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설
계 BIM 모델에 시공에 필요한 모든 공정의 모델을 추가하고,
공정 및 공사정보 입력 등 통합 시공 BIM 모델로 업데이트 하

- 실행 단계는 시공사 공사팀 & BIM팀 주관

면서 시작된다.

- 시공 BIM 모델을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

통합 시공 BIM 모델 작성 후 모델을 활용하여 Walk-Through,

- 시공 BIM 모델을 기준으로 시공 범위 및 순서, 방법에 대

VR 체험을 통해 주요 공간의 설계 및 문제점, 공종간 간섭사

한 협업 및 의사결정

작업자에게 전달
일정 부분을 모니터링

BIM 모델 작성이 진행되어야 하며, 코디네이션, 상세도면 추

- 시공 순서 및 방법(시공관리자, 공정관리자, 협력업체의

항을 사전에 발견한다.
기존 설계안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간섭사항을 시공 전에 제

03. 싱가포르 건설 현장의 VDC 업무

거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한다.

[그림 5] 싱가포르, 우드랜드 종합병원 조감도

[그림 7] Virtual Reality

2.3 VDC 단계별 주요 참여자
성공적인 VDC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전체 건설 프로세스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컨설턴트, 설계사,
시공사, 협력업체, 특수 계약업체 등)의 협업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림 4] VDC 단계별 주요 참여자

[그림 3] VDC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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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싱가포르 우드랜드에 건설중인 종합병원 프로젝트
로 1,800병상 규모이고,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8개동(병

EXECUTION

상 및 장기요양동, 외래병동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 MOH(Ministry of Health) 발주 공사로 프로젝트 생

BRING BIM TO FIELD

BIM is the single source of information connecting all activities

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BIM 기반의 VDC(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업무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1) Design Coordination
- 설계 코디네이션은 컨설턴트 주관

모든 VDC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Design

- 모든 설계 및 사양 결정, 관련된 문제점 해결

Coordination - Construction Coordination - Virtual

- ECI(Early Contractor Involvement)의 경우 시공사 및 협

Planning - Execution 각 단계의 정보 입력 및 모델 업데이트
가 하나의 BIM 모델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세가

력업체가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
2) Construction Coordination

지 핵심 전략이 필요하다.

- 시공 코디네이션은 시공사 Design & BIM팀 주관

1) Model, what is to be built

- 설계 BIM 모델 인수 후 시공 BIM모델 작성 및 업데이트

- 설계 BIM 모델을 계획과 실행에 적합한 시공 BIM 모델로
업데이트
- 시공 대상에 정확한 디테일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가
상의 시공 BIM 모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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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협력업체와 공종별 BIM 모델 업데이트 및 코디네이
션 실시
3) Virtual Planning

건물 전체가 Construction Coordination 대상이며, MEP의 경
우는 복도 부분, PMU 적용 구간, 주요 공간(수술실, MRI실, 입
원실, 약재실 등) 등 많은 MEP서비스가 집중되고 복잡한 부
위에 대한 사전 간섭 검토 및 설계 변경을 통해 부족한 층고를
확보하는 등 재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nstruction Drawing Production 업무는 정확한 시공 범위
및 정보를 공사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코디네이션 완료 후 설

당 현장의 경우 발주처에서 제공한 Construction Drawing

계안 및 공사계획이 반영된 통합 시공 BIM 모델에서 각 공종

의 완성도가 낮으며, 발주처의 지속적인 설계 변경 및 추가적

별 Construction Drawing을 작성하고 있다.

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DD Binder(Design Development
Binder)의 반영 여부 검토 및 최종 설계안 확정을 위해 BIM 모
델을 활용하여 코디네이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6] Construction Coordination

구조 – CBP (Concrete Body Plan)
건축 – WSP (Wall Setting Out Plan)
- RCP (Reference Ceiling Plan)
MEP – CCSD(Coordinate Combined Service Drawing)
통합 – Roombook
총 40여개의 Construction Drawin을 작성하고 제출하며 승
인받는 모든 Construction Drawing은 CAD가 아닌 시공 BIM
모델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 가상 계획은 시공사 공사팀 & 공정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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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여 설계의 완성도 및 시공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작업
이 없도록 하고, 자재 낭비를 최소화하여 현장의 생산성을 높
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 Rehearse, what is to be built
-시
 공 BIM 모델을 활용하여 시공성 및 안전성 등을 분석
하고, 시공 시뮬레이션 실시
-실
 제 시공 전에 가상 계획을 통하여 시간, 공간, 자원에
대한 제약 및 문제점 제거

2.2 VDC Framework
VDC 업무에 활용되는 시공 BIM 모델은 모든 건설 프로세스
및 업무를 연결하는 하나의 정보이며, 프로젝트 모든 참여자
및 참여 업체는 체계적으로 BIM 모델을 작성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

3) Build, what was modelled and rehearsed
-시공 범위, 시공 방법 및 순서에 대한 정보를 현장의
- 실제 시공과 가상 계획을 비교하고, 시공대상의 품질 및

이를 위해 Design Coordination 단계부터 모든 협력업체의
출, 물량 산출, 상세 가상계획이 가능한 정확한 시공 BIM 모델
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되고 업데이트 된 시공 BIM 모델을 활용하여 시
공성 검토 및 시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BIM 모델과 실제
시공될 건물과의 편차를 줄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의견)과 시공 BIM 모델의 결합
4) Execution

Construction Coordination 업무는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설
계 BIM 모델에 시공에 필요한 모든 공정의 모델을 추가하고,
공정 및 공사정보 입력 등 통합 시공 BIM 모델로 업데이트 하

- 실행 단계는 시공사 공사팀 & BIM팀 주관

면서 시작된다.

- 시공 BIM 모델을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

통합 시공 BIM 모델 작성 후 모델을 활용하여 Walk-Through,

- 시공 BIM 모델을 기준으로 시공 범위 및 순서, 방법에 대

VR 체험을 통해 주요 공간의 설계 및 문제점, 공종간 간섭사

한 협업 및 의사결정

작업자에게 전달
일정 부분을 모니터링

BIM 모델 작성이 진행되어야 하며, 코디네이션, 상세도면 추

- 시공 순서 및 방법(시공관리자, 공정관리자, 협력업체의

항을 사전에 발견한다.
기존 설계안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간섭사항을 시공 전에 제

03. 싱가포르 건설 현장의 VDC 업무

거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한다.

[그림 5] 싱가포르, 우드랜드 종합병원 조감도

[그림 7] Virtual Reality

2.3 VDC 단계별 주요 참여자
성공적인 VDC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전체 건설 프로세스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컨설턴트, 설계사,
시공사, 협력업체, 특수 계약업체 등)의 협업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림 4] VDC 단계별 주요 참여자

[그림 3] VDC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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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싱가포르 우드랜드에 건설중인 종합병원 프로젝트
로 1,800병상 규모이고,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8개동(병

EXECUTION

상 및 장기요양동, 외래병동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 MOH(Ministry of Health) 발주 공사로 프로젝트 생

BRING BIM TO FIELD

BIM is the single source of information connecting all activities

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BIM 기반의 VDC(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업무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1) Design Coordination
- 설계 코디네이션은 컨설턴트 주관

모든 VDC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Design

- 모든 설계 및 사양 결정, 관련된 문제점 해결

Coordination - Construction Coordination - Virtual

- ECI(Early Contractor Involvement)의 경우 시공사 및 협

Planning - Execution 각 단계의 정보 입력 및 모델 업데이트
가 하나의 BIM 모델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세가

력업체가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
2) Construction Coordination

지 핵심 전략이 필요하다.

- 시공 코디네이션은 시공사 Design & BIM팀 주관

1) Model, what is to be built

- 설계 BIM 모델 인수 후 시공 BIM모델 작성 및 업데이트

- 설계 BIM 모델을 계획과 실행에 적합한 시공 BIM 모델로
업데이트
- 시공 대상에 정확한 디테일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가
상의 시공 BIM 모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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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협력업체와 공종별 BIM 모델 업데이트 및 코디네이
션 실시
3) Virtual Planning

건물 전체가 Construction Coordination 대상이며, MEP의 경
우는 복도 부분, PMU 적용 구간, 주요 공간(수술실, MRI실, 입
원실, 약재실 등) 등 많은 MEP서비스가 집중되고 복잡한 부
위에 대한 사전 간섭 검토 및 설계 변경을 통해 부족한 층고를
확보하는 등 재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nstruction Drawing Production 업무는 정확한 시공 범위
및 정보를 공사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코디네이션 완료 후 설

당 현장의 경우 발주처에서 제공한 Construction Drawing

계안 및 공사계획이 반영된 통합 시공 BIM 모델에서 각 공종

의 완성도가 낮으며, 발주처의 지속적인 설계 변경 및 추가적

별 Construction Drawing을 작성하고 있다.

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DD Binder(Design Development
Binder)의 반영 여부 검토 및 최종 설계안 확정을 위해 BIM 모
델을 활용하여 코디네이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6] Construction Coordination

구조 – CBP (Concrete Body Plan)
건축 – WSP (Wall Setting Out Plan)
- RCP (Reference Ceiling Plan)
MEP – CCSD(Coordinate Combined Service Drawing)
통합 – Roombook
총 40여개의 Construction Drawin을 작성하고 제출하며 승
인받는 모든 Construction Drawing은 CAD가 아닌 시공 BIM
모델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 가상 계획은 시공사 공사팀 & 공정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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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OT Room Roombook

- 설계 의도의 정확한 파악 및 코디네이션
2) 내용

3.3 Virtual Construction Simulation
[그림 11] Construction Simulation

-프
 로젝트 참여자는 가상검토를 위한 BIM모델 작성 및 업

- 시공계획이 반영된 BIM 모델과 통합된 안전 시뮬레이션
실시
2) 내용

데이트 진행

- BIM 모델을 활용하여 안전 위험 및 위험요소에 대한 시각화

-실
 제 마감, 고정장치, 가구 종류 및 위치를 BIM 모델에 정

- 시각화, 시뮬레이션 등 목적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장치 및

확하게 표현

안전조치 모델링

3) 기대효과

3) 기대효과

-B
 IM 모델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이해도 향상 및 의사결정

- 시공 단계별 안전 위험 및 문제의 시각화

기간 단축

- 안전 요구사항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의사

- 뒤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방지

결정을 지원
1) 목표

Roombook은 공종별 최종으로 확정된 설계안이 반영된 도면

3.2 Virtual Mock-up

으로 마감재료, 창, 문, MEP서비스, 의료장비, 가구 등 각 실에

[그림 10] External & Landscape Mock-up

- 시공 순서 및 방법을 시뮬레이션 하여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문제을 제거
- 시뮬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시공 순서 및 방법 도출

해당하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시공시 시공범위 및 시공방

3.5 Quantity Take-Off
[그림 13] Quantity Take-Off

2) 내용

법에 대한 기준이 되는 도면이다.

- 시공에 필요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장비, 임시

Roombook은 약 5,700개 실을 대상으로 작성중이며 평면도,

구조물, 주변 시설물을 모델링

천장 평면도, 입면도, 3D View 등 기본 도면과 장비 리스트가

- 임시 개구부 및 가설 서포트, 굴착계획, 안전 계획 등 시공

함께 포함되어 있고, 준공 후에는 병원의 유지관리에 활용될

계획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파악

예정이다.

3) 기대효과

현재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진행중인 Construction Coordi

- 계획 일정 및 실제 일정 비교 및 일정 확정

nation, Construction Drawing Production 외에도 다양한

- 구체적인 시공 순서 및 방법 결정

VDC 업무가 진행 중이다.

- 최적의 건설장비 및 임시 구조물 선정
1) 목표

3.1 Virtual Review
[그림 9] Virtual Review

- 시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자재, 장치, 가구 등)가 포함된 상
세한 시공 BIM 모델 작성
- 시공범위 및 방법을 반영하고 사전 검토를 통해 시공의 정

3.4 Safety Study
[그림 12] Safety Simulation

확한 물량산출

2) 내용

2) 내용

- 모든 협력업체의 공종별 시공 BIM 모델의 상세수준 및 정

- 물량산출을 위한 위치, 레벨, 구역, 공종 등 공사정보의 입

확도 업데이트

력 수준 및 정확성 확인

- BIM 모델 활용하여 시공성 분석, 공장제작, 가상 시뮬레이

- 물량산출이 필요한 항목, 범위, 산출 단위에 대한 표준 작성

션, 물량산출 수행

3) 기대효과

3) 기대효과
- 발주처 및 컨설턴트의 요청사항, 추가사항, 설계 변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64

- Mock-up 모델을 통해 모든 시공 요소의 재료 및 시스템에
대한 승인 획득
- 각 시공 요소의 정확한 위치 및 치수 확인

- BIM 모델 기반의 물량산출 프로세스 구축
- 현장의 모든 항목에 대해 공구, 레벨, 공종을 기준으로 정

확도, 안전성을 향상

1) 목표

1) 목표

1) 목표
-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 설계 및 시공정보가 반영된 BIM 모델을 기준으로 정확한
비용 계획 및 비용 산출
- 물량산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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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OT Room Roombook

- 설계 의도의 정확한 파악 및 코디네이션
2) 내용

3.3 Virtual Construction Simulation
[그림 11] Constructio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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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계획이 반영된 BIM 모델과 통합된 안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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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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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감, 고정장치, 가구 종류 및 위치를 BIM 모델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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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시공 순서 및 방법 도출

해당하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시공시 시공범위 및 시공방

3.5 Quantity Take-Off
[그림 13] Quantity Tak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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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건설장비 및 임시 구조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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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Virtual Review
[그림 9] Virtual Review

- 시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자재, 장치, 가구 등)가 포함된 상
세한 시공 BIM 모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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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및 컨설턴트의 요청사항, 추가사항, 설계 변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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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ck-up 모델을 통해 모든 시공 요소의 재료 및 시스템에
대한 승인 획득
- 각 시공 요소의 정확한 위치 및 치수 확인

- BIM 모델 기반의 물량산출 프로세스 구축
- 현장의 모든 항목에 대해 공구, 레벨, 공종을 기준으로 정

확도, 안전성을 향상

1) 목표

1) 목표

1) 목표
-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 설계 및 시공정보가 반영된 BIM 모델을 기준으로 정확한
비용 계획 및 비용 산출
- 물량산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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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onstruction Drawing Production

[그림 16] PMU Fabrication

2) 내용
- 최신의 BIM 모델 및 도면, 문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그림14] Coordinate Combined Service Drawing

3.10 Quality & Defects Management
[그림 19] Quality & Defects Management

있는 프로세스 구축
- 프로젝트 참여자가 접근 가능하고 BIM 모델 및 문서 공유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
- 주요 공간 및 객체에 관련된 문서를 스캔하고 볼 수 있는
QR Code System 활용
- 공사 및 제품 설치를 위한 설치 순서도 작성
3) 기대효과
1) 목표
- 공장제작에 필요한 구성품 및 조립품에 대한 정확도 향상
- 공장제작 후 현장 설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
1) 목표
- C onstruction Coordination 완료된 BIM 모델을
Construction Drawing으로 변환
- BIM 모델 기반의 Construction Drawing 생산을 통해 도
면의 통일성 및 일치성 향상
2) 내용

2) 내용

-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최신의 BIM 모델, 도면, 문서의 접근
성 보장
- 이미지, 동영상, 뷰어파일 등 다양한 포맷의 자료를 작성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

- 조립을 위한 구성 요소의 정확한 모델링
- 실제 현장 설치 시 오류 및 재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생산,
설치 계획 검토
- 공장제작을 위한 제작모델 및 제작도면 작성

3.9 Site Control “Verify Planned vs Actual”
[그림 18] Construction Inspection

- 현장 시공에 대한 의존도 감소

- 모든 객체에 대한 형상 및 위치 정확도, 2D 태그 정보 검토

- 공사 기간 단축 및 투입인력 감소를 통한 현장의 생산성

로젝트 참여자에게 신속하게 전달
- 문제 보고 시간 단축하고 대응 지연을 방지
2) 내용

향상

- 현장 시공 상태 점검 및 문제점 파악

지 확인
3) 기대효과
- 각 공종별 Construction Drawing에 동일한 버전의 BIM
모델을 사용

1) 목표
- 현장의 품질문제 및 결함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

3) 기대효과

- 도면에 표현되는 모든 BIM 모델에 대한 완성도 및 정확도 검토
- 가장 최신의 승인 받은 공종별 BIM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

[그림 20] QR Code System

- 품질 및 결함 문제에 대한 기록 작성

3.8 Visualization & Communication

- 클라우드 기반의 현장 관리 플랫폼 활용

[그림 17] Visualization & Communication

- QR Code System을 활용한 품질 관리

- 설계 변경에 따른 Construction Drawing의 업데이트 시간 단축

1) 목표

- 각 도면별 설계 변경 및 업데이트 누락 방지

- BIM 모델과 현장 시공 결과물 비교 및 확인을 통한 정합성

- 3D를 포함한 도면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해도

검증

향상 및 정확한 의사전달 가능

- 계획된 일정에 따른 실제 공사 진행률 확인

3) 기대효과
- 스마트기기와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및 보고시스템을 활
용한 체계적인 품질, 결합 관리
- 담당자 및 협력업체의 신속한 대응과 조치

2) 내용
- 공사정보(공구, 레벨, 공정, 작업명, 실행날짜 등)를 BIM 모

3.7 Digital Fabrication

델에 입력

[그림 15] PBU Fabrication

3.11 Verification of As-built
[그림 21] 3D Laser Scanning

- 일일 공사현황을 확인하고 정보 업데이트
3) 기대효과
1) 목표
- 프로젝트 실시간 협업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승인된 BIM
모델 및 도면, 문서를 제공
- 시공 내용을 시각화하고 명확하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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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지연 요소 및 구역을 신속하게 확인할수 있는 시각화
가능
- 스마트기기와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및 보고시스템을 활
용한 체계적인 공정률 추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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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onstruction Drawing Production

[그림 16] PMU Fabrication

2) 내용
- 최신의 BIM 모델 및 도면, 문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그림14] Coordinate Combined Service Drawing

3.10 Quality & Defects Management
[그림 19] Quality & Defects Management

있는 프로세스 구축
- 프로젝트 참여자가 접근 가능하고 BIM 모델 및 문서 공유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
- 주요 공간 및 객체에 관련된 문서를 스캔하고 볼 수 있는
QR Code System 활용
- 공사 및 제품 설치를 위한 설치 순서도 작성
3) 기대효과
1) 목표
- 공장제작에 필요한 구성품 및 조립품에 대한 정확도 향상
- 공장제작 후 현장 설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
1) 목표
- C onstruction Coordination 완료된 BIM 모델을
Construction Drawing으로 변환
- BIM 모델 기반의 Construction Drawing 생산을 통해 도
면의 통일성 및 일치성 향상
2) 내용

2) 내용

-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최신의 BIM 모델, 도면, 문서의 접근
성 보장
- 이미지, 동영상, 뷰어파일 등 다양한 포맷의 자료를 작성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

- 조립을 위한 구성 요소의 정확한 모델링
- 실제 현장 설치 시 오류 및 재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생산,
설치 계획 검토
- 공장제작을 위한 제작모델 및 제작도면 작성

3.9 Site Control “Verify Planned vs Actual”
[그림 18] Construction Inspection

- 현장 시공에 대한 의존도 감소

- 모든 객체에 대한 형상 및 위치 정확도, 2D 태그 정보 검토

- 공사 기간 단축 및 투입인력 감소를 통한 현장의 생산성

로젝트 참여자에게 신속하게 전달
- 문제 보고 시간 단축하고 대응 지연을 방지
2) 내용

향상

- 현장 시공 상태 점검 및 문제점 파악

지 확인
3) 기대효과
- 각 공종별 Construction Drawing에 동일한 버전의 BIM
모델을 사용

1) 목표
- 현장의 품질문제 및 결함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

3) 기대효과

- 도면에 표현되는 모든 BIM 모델에 대한 완성도 및 정확도 검토
- 가장 최신의 승인 받은 공종별 BIM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

[그림 20] QR Code System

- 품질 및 결함 문제에 대한 기록 작성

3.8 Visualization & Communication

- 클라우드 기반의 현장 관리 플랫폼 활용

[그림 17] Visualization & Communication

- QR Code System을 활용한 품질 관리

- 설계 변경에 따른 Construction Drawing의 업데이트 시간 단축

1) 목표

- 각 도면별 설계 변경 및 업데이트 누락 방지

- BIM 모델과 현장 시공 결과물 비교 및 확인을 통한 정합성

- 3D를 포함한 도면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해도

검증

향상 및 정확한 의사전달 가능

- 계획된 일정에 따른 실제 공사 진행률 확인

3) 기대효과
- 스마트기기와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및 보고시스템을 활
용한 체계적인 품질, 결합 관리
- 담당자 및 협력업체의 신속한 대응과 조치

2) 내용
- 공사정보(공구, 레벨, 공정, 작업명, 실행날짜 등)를 BIM 모

3.7 Digital Fabrication

델에 입력

[그림 15] PBU Fabrication

3.11 Verification of As-built
[그림 21] 3D Laser Scanning

- 일일 공사현황을 확인하고 정보 업데이트
3) 기대효과
1) 목표
- 프로젝트 실시간 협업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승인된 BIM
모델 및 도면, 문서를 제공
- 시공 내용을 시각화하고 명확하게 전달

66

- 공사 지연 요소 및 구역을 신속하게 확인할수 있는 시각화
가능
- 스마트기기와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및 보고시스템을 활
용한 체계적인 공정률 추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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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Coordination 업무를 통해 시공 전에 모든 문제점 및 방해 요

- As-built를 위한 현장 측량의 생산성 향상

소를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현장의 재시공 및 자재낭비를 최

- As-built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

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내용
- 레이저 스캐닝 또는 360도 카메라 촬영을 통한 As-built
데이터의 정확한 기록

Construction Coordination 완료 후 BIM 모델에서
Construction Drawing을 생산하고 승인을 받으며, 공사팀 지
원을 위해 승인된 도면과 BIM 모델, 관련 문서는 스마트기기

- As-built 데이터를 모델로 정확하게 변환

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현장의 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

- 최종 시공 BIM 모델과 As-built 모델의 비교 및 업데이트

달한다.

진행
3) 기대효과
- As-built BIM 모델 및 문서 작성 시간 단축
- As-built 데이터와 현장 시공 현황의 정합성 검증

서울지하철 9호선 923
고속터미널역

현장의 작업자 및 관리자는 전달받은 BIM 모델 및 도면, 문서
를 기반으로 현장 시공 및 공장제작 업무를 진행하고, 현장 공
사 진행률 관리, 시공 결과물에 대한 품질 및 결합 문제 관리,
As-built 데이터 정합성 검증까지 확대되어 BIM 모델을 활용
하고 있다.

04. 맺음말
당사가 수행중인 싱가포르 우드랜드 병원공사 현장 사례를 통
해 VDC 업무를 살펴 보았다.

이처럼 다양한 VDC 업무를 요구하는 싱가포르의 BIM 프로젝
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VDC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
체 프로젝트 기간의 BIM 업무 프로세스, 모델 작성, 업데이트,
공유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과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 건설 프로젝트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BIM
모델 작성 후 간섭 검토 및 공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던 수준
에서 벗어나 전체 건설 프로세스에 BIM을 적용하고 모든 업
무에 BIM 모델과 입력된 정보를 활용하는 VDC 업무를 요구
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시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된 정확한 시공 BIM 모델을
작성하고, 가상검토, Mock-up 작성, 시공성 검토, 공정시뮬
레이션, 안전 관련 검토, 물량 산출 등 다양한 Construction

※ 참고문헌
01.	Singapore BCA, 2013, “Singapore BIM Guide Version 2”,
www.bca.gov.sg
02. Singapore BCA, 2013, “BIM Essential Guide For Contractors”, www.bca.gov.sg
03. Singapore BCA, 2015, “BIM Essential Guide For Collaborative 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www.bc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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