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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토목분야에서 공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BIM 전면설계가 의무화됨에 따라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부부처, 공공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BIM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BIM 전면설계를 위한 발주-교육-성과평가
-협의체 영 의 차는 BIM 프로젝트의 특성, 현행 건설기준 및
, 발주자/입 자들의 수행 력 과 이 수
행조건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BIM 전면설계를 목표로 하는 적용사업에 대해 실무자 관점에서 지
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및 해외 BIM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요구사항을 개략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으로 BIM 적용 사업의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고자 한다. 향 이 연구의 결과 을 통해 BIM 프로젝트의 수행을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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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함 써

물

국토부는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과 BIM
기본지침을
발표하였으며(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0), 시행지침 및 하
위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다. 건설 프로젝트에
서 BIM은 전환/병행 설계의 매개체를 넘어서서 필
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요소가 되었다. 현 건설분
야의 생산성이 달성되기 위해 이종분야(건설, BIM,
첨단기술 분야) 간 긴밀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
데, 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발주를 주로 하는 토목분야는 BIM 생태계가 조
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
과 지원의 확충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BIM 전면설계를 목표로 하는
적용사업에 대해 실무자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
항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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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과정

BIM 적용사업 지원체계는 발주, 교육, 성과평가,
협의체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각 부문별 전
문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증인터뷰를 진행
하고 정리된 의견들을 고려하여 더 폭넓은 범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3. 결론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BIM 적용사업
지원체계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첫 , BIM 적용사
업 관련 국가적 부담 발생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전문인력의 아웃소싱 증가에 대
한 우려가 있으며 프로젝트 무경력자(0회 경험)는
기존인력 역량강화를 추구하는 데에 반해, 경력자(5
년이상 경험)는 주로 외주용역을 추구하고 있었다.
둘째, BIM 적용사업에 대한 투 트랙(Two track) 전
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무자의 체감, 반응, 협
업에 관한 유도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BIM에 적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쨰

참고문헌
[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0), 건
설산업의

전면

BIM

도입,

본격

추진!,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
=95084979

[2] Kim, H. J. (2017), 건축공사 현장의 BIM 활용성 분석,
건설기술/쌍용, pp.68-73.
[그림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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