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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aking Proto-type development of BIM based Architectural Construction 

Simul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 a new schedule access method for overcoming limitation of 

current Simulation Program focused on visualization. The method made from analysis of current 

Simulation Program. This program is based on Visual Basic .Net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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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발 하고 있는 건축 로젝트들은 더욱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

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보 달의 효율성 증 를 해 IT를 활용하면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이라 한다.)이 등장하게 되었다. 재 건설업계에서 쓰이는 기존 2D 도면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에 있어서 근  이해가 어렵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시공 

단계의 재작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3D 

Modeling 분야가 발 하게 되었다. 3D모델링의 도입으로 도면 이해도가 높아지고, 오류가 감소하여 재작업

을 방지할 수 있어 차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로젝트의 좀 더 나은 효율성을 해 ‘시간’의 

개념을 추가한 것을 4D 시뮬 이션이라 하며, 이와 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 4D 시뮬 이션은 

시공과정을 컴퓨터상에서 구 해 으로써 일정을 체크해보고, 그에 따라 공정 안검토  사 의 작업오류

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하지만 재 건설업계에서 사용하는 상용 시뮬 이션 로그램들은 아

직은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재의 4D 시뮬 이션은 단지 시각 으로 보여주기 한 수

단으로서 그치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의 시각 인 표  수단으로서가 아닌 4D 시뮬

이션의 본 목 인 공정의 안검토  일정체크  변경, 사  작업오류 악 같은 효율성 증 를 도출을 통

한 비용 감을 한 방법으로 BIM기반 건축시공 시뮬 이션 시스템 개발을 제안하고 개발과정의 일환으로 

시스템의 로토 타입 제작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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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고찰

2.1. 기존 공정 로그램의 한계

건설업계에서 BIM의 필요성이 두됨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반 하듯 수많은 로그램들이 개발되었고, 

재 많은 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에서는 재 업계에서 쓰이는 상용 로그램들을 분석을 통

해 재 상용 로그램들이 가지는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장 과 한계 을 찾아 으로써 건

축시공시뮬 이션 로그램의 공정 근 방식이 나아갈 방향에 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그림 1 . 상용 로그램 Interface 

분석에 쓰인 상용 로그램은 재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뮬 이션 로그램  Graphisoft 

Constructor와 NavisWorks JetStream이 사용되었다. 상용 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두 로그램 모두 공

정 기능 자체는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기본 인 작업은 가능

하 으나, 공정 작성에 있어서 가장 요한 부분인 공정 간 계 설정에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았다. 두 로

그램은 이런 약 을 기존의 상용 공정 로그램에서 이미 제작된 공정 일을 불러옴으로써 이를 극복하려고 

하 다. 하지만 불러온 공정 일에 있어서 각각의 Task를 나열하는 것에 그칠 뿐, Bar-Chart와 같은 실제 

공정을 볼 수 있는 표 수단은 지원하지 않았다. 즉, 재의 시뮬 이션 로그램들은 공정을 통한 시각화에 

을 둘 뿐 실제로 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을 표 해주는 기능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종류
 항목

Graphisoft
Constructor

NavisWorks
JetStream

공정 기능 있음 있음

공정 추가  제거 가능 가능

공정 간 계 설정 불가 불가

공정 일 호출 가능 가능

공정 수정 부분 부분

공정표 표 불가 불가

공정 생성 모듈 없음 없음

표 1 . 상용 로그램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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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 시공 시뮬 이션 시스템의 필요성

앞선 2.1 에서 재 상용하는 로그램들을 분석해 본 결과 시각화 부분에 있어서는 충실하나 공정표

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4D 시뮬 이션이 시각화의 수단이 아닌 본 목 인 효율성 증

진을 해서는 공정 부분이 강화된 새로운 시뮬 이션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 목

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뮬 이션 로그램인 건축시공시뮬 이션(이하 VA-CoMACS)을 제안한다.

VA-CoMACS은 공정이 심이 된 시뮬 이션 로그램으로 이  공정 근 방법은 기존의 시각  부분

이 이 된 시뮬 이션 로그램과 달리 공정이 심이 되도록 구 된다. 즉, 재와 같이 사용자가 일일

이 직  모든 공정을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시뮬 이션을 한 일련의 공정 모듈을 제공하여 쉽게 공정을 

생성하고 시뮬 이션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3. 건축 시공 시뮬 이션 로토 타입 개발

3.1. 새로운 공정 근 방법

앞에서 언 했듯 기존의 시뮬 이션 로그램의 공정 부분은 공정 간 계 설정이 가능하지 않은 Task 

나열에 지나지 않았다. 한 3D 모델링 결과물과  상 없는 이 Task들은 연결 시 공정과 모델링 결과물 

사이에 정보흐름을 단 시키는 결과를 나았다. 이 과정에서의 정보흐름이 더욱 더 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

유는 3D모델링을 하는 작업자와 시뮬 이션을 구 하는 작업자가 일반 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작업 

단계별 작업자의 차이로 인한 근본 인 정보흐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같이 상용시뮬 이션 

로그램은 모델링을 고려한 공정연결이 아닌 사용자에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서 정보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흐름 단 에 로그램 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뮬 이션의 구 과정에 있어

서 비효율 일 뿐만 아니라 기 효과를 구 하지 못하고 단지 시각 인 표 수단으로서 만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근 방법은 3D모델 포맷에 맞춘 공정이라는 새로운 근 방법

이다. 이는 3D 모델링과 공정 사이에 원활한 정보흐름을 제공할 것이며, 건축시공 시뮬 이션을 구 함에 있

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최 화를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3.2. 로토 타입 개발

이번 연구에서 이루어진 로토 타입 개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 수 으로 이루어졌다. 앞에서 

언 한 새로운 공정 근 방법을 용한 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로그램의 

메뉴는 ‘ 로젝트 개요’, ‘공정 D/B’, ‘시뮬 이터 확인’, ‘모델링 수정’, ‘시뮬 이션’으로 다섯 부분으로 구성하

으며, 이  공정 근 방법과 련된 메뉴는 ‘ 로젝트 개요’, ‘공정 D/B' 메뉴이다.

‘ 로젝트 개요’ 메뉴는 기본 인 로젝트 속성 값, 규모  모델링 일 연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하 다. 여기서 입력된 값은 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사용되고 특히 ‘공정 D/B’ 메뉴와 연계되어야 하

기 때문에 매우 요한 메뉴라 할 수 있다.

‘공정 D/B' 메뉴에서는 ‘ 로젝트 개요’ 메뉴에서 장된 로젝트 규모 데이터를 토 로 부 별, 층별 세

부공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 다. 선택메뉴를 구 한 ‘공정 선택 트리’는 3D모델 포맷에 맞춘 공정을 생성해

야 하기 때문에 3D 모델링 일의 Element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때 선택된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UI를 제작하여 향후 로그램이 실제로 구 되었을 때, 사용자의 사용상 오류를 이고 작업의 정

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공법 D/B' 메뉴에서 공정 생성 버튼을 통해 맞춤 공정을 생성하

게끔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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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VA-CoMACS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4. 결론

근래 BIM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건축시공시뮬 이션 시스템 개발에 목

을 두고 일차 으로 재 상용 로그램 분석을 통해 문제 을 찾아내고, 문제 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 근 방식을 제안하 다. 그 결과 이를 용한 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작성하여 건축 시공 시

뮬 이션 시스템의 로토 타입을 개발하 다. 하지만 이번 로토 타입 개발에 그치지 않고 본 연구의 근원

인 건축시공시뮬 이션 시스템의 최종 개발을 해서 지속 인 로그램 개발과 련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의 

본 논문은 건설교통부가 출연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탁 시행한 건설기술 신사업 (과제 번호: 

06첨단융합E01)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를 가능  한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감사 드립니다.

참고문헌

K. W. Chau, M. Anson and J. P. Zhang (2004) “Four-Dimensional Visualization of Construction 

Scheduling and Site Utilizatio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ASCE, 

130(4).

Wenfa Hu, Xinhua He and Julian H. Kang (2005) “From 3D to 4D visualization in building 

construction”,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2005, ASCE.

Nobuyoshi Yabuki and Tomoaki Shitani (2005) “A Management System for Cut and Fill Earthworks 

Based on 4D CAD and EVMS”,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2005, ASCE.

Julian H. Kang, Stuart D. Anderson and Mark J. Clayton (2007) “Empirical Study on the Merit of 

Web-Based 4D Visualization in collaborative Construction Planning and Scheduling”, ASCE, 133(6).

445



BIM 정보를 활용한 장비 선정 Process Inovation에 한 연구

A Study on Process Inovation of Tower-Crane Planning by Using BIM 

장 세 *          윤 석 헌**        백  홍***            

Jang, Se-Jun     Yun, Seok-Heon     Paek, Joon-Hong    

ABSTRACT

  Construction project has been changing a huge size and the complicated, so information of each 

parties are overflow. For more successful construction, more communications are required. Nowadays, 

BIM has been used widely to solve the problem. But BIM information is used by attribute parties. 

Many of parties cannot use BIM 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s purpose is to develope prototype of 

BIM usage for tower crane.  It will overcome current information dividing. 

 Keywords: BIM, Tower Crane, PI, 

1. 서    론

  

  성공 인 공사 수행을 해서는 공사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원활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 져야한다. 하

지만 기존의 2D 기반의 문서는 각각의 주체들의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정보로 표 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

다. 통합된 정보로 표 되지 못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주체

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확실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져 로젝트의 험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최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로젝트 진행하면서 공유될 수 있는 정보를 통합

화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BIM을 활용하여 기 계획 시부터 공사참여 주체들의 정보를 장하고 

교환하면서 정보의 단 이나 소실을 방지한다. BIM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와 BIM 정보를 활용하지 못

하는 주체(이하 BIM 정보소외자)로 양분되면서 로젝트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원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장비계획, 가설물 계획 등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표 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비계획에서 타워크 인(이하 TC) 계획에 한 부분에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기존의 타

워크 인 선정 로세스에 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BIM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의 로세스를 체할 수 있

는 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  분석 

2.1. BIM 정보 흐름의 문제  분석

  BIM의 정보 활용으로 공사참여 주체들의 정보는 통합되고 의사소통함으로써 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 연세 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 kcosm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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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IM 활용 문제

BIM 정보 활용 주체들은 BIM 모델을 기반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는 반면, BIM 정보소외자는 BIM 

업환경에 한 활용이 제한된다. BIM 정보소외자는 기존의 2D 기반의 작업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의

사결정을 내려야한다. 이 과정에서 BIM 정보를 활용하는 주체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단독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장비계획 주체들 역시 BIM 정보소외자로 분류된다. 장비계획을 해서는 기존의 

2D 기반 문서들을 작성해야 활용가능하다. BIM 정보가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BIM 정보와 기존 2D 기반

의 문서작업이 2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작성된 2D 기반의 문서는 BIM과 상호 정보교환이 이루

어 지지 못한다. BIM 정보소외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BIM이 통합 인 의사결정 도구로써 본연의 목 을 이

루지 못하는 것이다. 2D 기반의 문서를 사용하는 주체들과의 정보 이원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림 1은 BIM 

정보 활용 주체와 BIM 정보 소외자들 간의 정보 단 을 도식화하고 있다.

2.2. 기존 TC 선정 로세스

  장에서 TC 계획의 결론 인 목 은 TC의 종류와 수, 설치 치에 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함이다. 

TC의 선택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TC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에 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

에서는 개략 인 장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다. 직 으로 TC 선정에 향을 끼치는 구체 인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할 만한 유사 장 사례를 악하게 된다. 로젝트 황 악을 통하여 유사 장의 

사례 검토를 통하여 TC에 한 기본 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는 유사 장의 TC 계획에 한 타

당성 검토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단순한 경험에 의존하여 TC 선정 범 를 좁히게 된다.

  그 다음에서는 양 물량과 양 횟수 등의 직 으로 TC의 선정을 제약하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단계이다. 

최 양 량은 가장 우선 으로 TC을 제약하는 요소이다. 양 물량과 양  횟수를 고려하여 TC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건축물의 배치계획과 설치가능 치에 한 조합을 이루어 가면서 TC 선정 계획을 

마무리 하게 된다. 

  기존의 TC 선정 로세스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을 도출하 다. ① 기존의 유사사례에 

TC 선정 계획에 한 타당성 분석을 하지 못한다. 과거의 사례에 의존하여 기 계획 설정을 하기 때문에 

TC 계획 시 활용할 수 있는 Database의 양은 한정된다. ② 체계 인 로세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단순히 

시행착오에 의한 TC 계획 설정을 반복한다. 객 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TC의 종류와 수, 

치를 조함해가며 계획을 설정하는데 이것은 계획의 오류로 인한 비용상승, 공기지연 유발의 가능성이 있

다. ③ 2D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재 활용 인 BIM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TC 선정 

시 활용되어질 수 있는 정보는 2D 기반의 문서를 바탕으로 하여 로젝트 계획 변경 시에 다시 재조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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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TC 선정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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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 인 업체의 입찰 제안서 

 자료

을 거쳐야만 한다. ④ 한, 2D 기반의 지원도구를 사용하는 결과 다른 공사참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며 단독 인 계획 설정이 이루 진다. 표 1은 TC 선정 시 참고하는 조건을 보여주며, 그림 2는 기존 TC 

선정 로세스를 보여 다. 

                  표 1. TC 선정 조건

3. BIM 정보 활용 TC 선정 로세스

3.1. BIM 정보 교환 메카니즘

  BIM 정보를 TC 설정에 활용하기 해서는 각 주체가 활용하는 정보를 효과 으로 TC 선정 조건으로 변

화시켜야 한다. TC 선정 조건을 산출해 내기 한 BIM 정보의 활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조해석 로그램 정보 : 철골 량의 경우 구조해석 로그램인 Midas, Revit Structure 등의 BIM 정

보를 활용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② 견  로그램 정보 : 양 내용이나 양 물량에 한 부분은 3D CAD의 물량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물

량산출의 경우 ArchiCAD, Revit, Microstation 등 부분의 객체 기반 BIM 툴에서 지원 가능하다. 

 ③ 공정 로그램 정보 : 공정정보와 견 정보를 연계하면 양 횟수에 한 조건을 산출해 낼 수 있다. 공

정정보의 경우 Primavera나 MS-Project 등의 공정 리 로그램을 통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④ 단지 배치 정보 : 단지배치 정보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 가상공간 안에서 배치를 해보면서 의사결정을 해

야하는 부분이다. 사용자는 3D TC 객체를 가지고 TC의 배치를 결정한다. 

3.2. BIM 정보 기반의 TC 선정 프로세스

  BIM 정보 기반의 TC 선정 로세스에서 가장 먼  고려되는 것은 철골최 량이다. TC은 기종에 따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 량 능력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축공사에서 철골 자재의 최 량은 공사 

체에서 가장 용양이다. 철골최 량은 구조해석 로그램에 기반을 둔 BIM 정보를 활용하여 받아들여진

다.   

다음단계에서는 골조공사의 공기와 양  내용  물량 정보가 TC 선정 조건으로 활용된다. 양 의 내용 

 물량은 TC의 설치 수와 속력 Capacity Table을 구성한다. 같은 장 조건 하에서 TC 설치 수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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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IM 정보 기반의 TC 선정 로세스

진다면 TC의 속력 Capacity는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반 로 물량은 그 로 이지만 골조공사의 공기가 짧

아져서 빠른 양 을 필요로 한다면 TC 설치 수는 늘려야할 것이고 TC의 속력 Capacity는 높아져한다. 사

용자는 여기서 작성된 Table을 바탕으로 가상환경에서 배치를 해보며 설치 수를 결정하게 된다. 설치 수

와 속력 Capacity는 짝으로 연계되어있으므로 속력 Capacity는 자동으로 결정된다. TC의 수와 배치, 기종

의 선택이 끝이나면 DB의 속성을 근거로 력소모량  운 비 등의 산출이 가능하다. 그림 3은 BIM 정보

를 활용한 TC 선택 로세스를 보여 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TC 선정 로세스를 분석하여 문제 을 도출하 으며 BIM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BIM 정보기반 TC 선정 로세스를 제안하 다. 기존의 TC 선정에서는 BIM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여 각 정

보 활용 주체들 간의 정보 교환이 불가능하 다. 하지만 TC 선정 로세스를 BIM 정보가 활용되어질 수 있

도록 변화시켰다. BIM 정보소외자로 분류되는 장비계획 주체의 BIM 업환경 지원할 것으로 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BIM 정보 기반 TC 선정 로세스에서 각각의 BIM 기반 소 트웨어의 정보가 TC DB

와 연계되는 방안에 하여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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