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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conceptual framework of a BIM based collaboration 

supporting System, called Construction Project Life Cycle Management (CPLM). The framework of 

CPLM is propos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EC industry such as deliverly methods, 

process, fragmentation, etc.. And it is a system intended to help project participants make better 

decisions and to facilitate coordination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in a project by providing virtual 

collabor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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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건설 산업의 분 된 구조로 인해 건설 로젝트의 생애주기 동안에 련되는 참여 주체간 원활한 업이 

이루어지지 목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계의 부족은 정보의 락, 복, 재작업 등을 야기하여, 건설 산업 

체의 생산성을 하시키고 있다. 즉, 건설 산업의 참여 주체간의 원활한 업 체계 구축은 성공 인 로젝

트 수행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된다.

건설 산업에서의 업 체계 는 시스템에 한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왔으며, 최근에는 2D 기반

의 로세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3D 객체 정보를 심으

로 한 정보 체계를 심으로 참여 주체간의 업 환경 구축을 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BIM 연구들은 설계, 구조, 견 , 설비, 시공 시뮬 이션 등 업무 단  는 기능 단 를 

심으로 해당 분야 내의 업 는 생산성 향상에 을 맞추어 연구 는 용이 시도되고 있을 뿐, 로젝

트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 간의 정보 생성, 달, 공유  설계 변경에 따른 기존 정보의 재생성 등에 한 

부분에 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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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제홍(200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제조업에서 3D 기반 업을 해 사용

되고 있는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을 벤치마킹하여,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 한 BIM기반 

CPLM (Construction Project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건설 생애주

기 동안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송제홍(2007)의 연구는 BIM 기반의 업 환경에 한 필요성 

 비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업 환경 구축을 한 구체  방안 제시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개념 으로 제시한 CPLM의 개념을 기반으로, BIM 기반의 건설 로젝

트 수행을 한 각 참여 주체간 업 환경 구축에 한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될 시스템의 개

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건교부의 첨단융합기술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상건설 시스템 개발 연구단의 핵심 코어

인 통합 리 시스템 개발의 일부로, 1차로 로토타입 시스템 개발을 거쳐, 최종 상용 시스템 개발을 개발하

는 연구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재 본 연구의 진행은 1차 로토타입 시스템이 구 되고 있는 상태

로, 본 논문에서는 개발될 로토타입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 다.

연구의 진행은 먼 ,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CPLM의 개념, 건설 산업에서 업 환경에 해 많은 연구 진

행한 동시공학(CE: Concurrent)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PLM, PDM에 한 고찰을 통해, 업 

기반 시스템의 특성  개발 방향을 도출하고, 건설 산업의 로세스 분석을 심으로 개발 개념을 정리한 

다음, 시스템을 설계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2. 문헌 고찰

2.1 BIM 개념  동향

최근 건설 산업에서는 건설 생산성  품질 향상 등을 해 BIM의 용을 한 다양한 연구  용이 

시도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국외의 BIM 선진국에서는 3D 기반의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리가 기존 2D 

기반의 로세스를 차 으로 체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시공 계획 단계의 3D CAD를 이용

한 시공성 검토, 간섭 체크, 시공도 작성, 시공 시뮬 이션  개념 설계 단계에서의 공간 계획 등의 분야에

서 다수의 사례가 발표되고 있어 아직은 기단계이기는 하지만 BIM의 효용성  변이 확 되고 있다.

이 게 이슈화 되고 있는 BIM은 Barak(2007), Kim (2007), Lee (2006), 진상윤 (2007) 등의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기존 연구에서 정의 BIM의 정의를 살펴보면, 3D, 로세스, 

정보, 상호 호환성(interoperability), 재사용(reuse), 건설 생애주기, 생산성 향상 등의 키워드를 심으로 정의

되고 있다. 이러한 키워드를 정리하면 BIM이란 3차원 기반의 건설 련 정보(건설 상의 product + 

process정보)를 건설 생애주기 동안 생성· 리·활용함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보체계·방법· 로세스·시

스템 등을 포 하는 개념으로, 개념의 변에는 생산성 향상을 한 정보의 재활용  각기 상이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설 산업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 간의 정보 공유를 한 호환성 체계가 근간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2 업 환경 구축에 한 연구 동향

건설 산업에서의 업 환경 구축은 기업 내부의 정보 리를 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로젝트의 참여 주체간의 정보 공유  업을 한 PMI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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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공  사슬을 원활하게 리하기 한 SCM (Supply Chain Management)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동시공학(CE: Concurrent Engineering)의 분야에서는 건설 로젝트의 순차 인 

로세스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해 병행 인 로세스 진행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한 산업측면, 

조직 측면, 기술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 해 업 환경에 한 연구들을 진행하여오고 있다. (Anumba 

2007)

하지만, 건설 산업에서의 기존 업 환경에 한 연구들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BIM을 기반으로 해당 

로젝트를 리할 지에 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동시공학과 같은 연구에서는 병행  로세스 

진행을 해 패스트 트랙이 가능한 로세스를 가정하여 업 환경을 제시함으로서 다양한 건설 로젝트의 

로세스를 반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자동차, 항공, 조선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PLM이라는 3D 객체를 기반으로 한 업환경을 이미 구

축하여, 기획에서 생산  서비스에 이르는 제품의 체 수명 주기에 걸쳐 제품 정보를 리하고 있는 상태

에 있다. 하지만 송제홍(2007)의 연구에서 제안한 CPLM의 개념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일회성, 로세스 

심, 장 생산, 분 된 산업 구조 등 건설업이 타 산업과 차별되는 특징에 의해 제조업과 같이 패턴이 정

형화된 산업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그 로 사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3. 건설 산업 로세스의 특징

건설 산업 로젝트의 로세스는 그림 1과 같이 기획에서 유지 리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되며, 

로젝트의 종류, 로젝트의 계약 방식, 로젝트의 참여 주체 등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업무 로세스를 

가지게 된다. 특히, 계약 제도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로젝트의 참여 주체들간의 정보의 흐름, 정보

의 종류  범  등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그림 1. 건설 프로젝트의 생애주기와 계약 방식별 업무 영역 

따라서 건설 산업에서 BIM 기반의 업 환경 구축을 해서는 건설 산업 로세스의 특성인 계약에 한 

고려가 필요하며, 한 로젝트별로 상이한 로세스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단기간 내에 

이를 반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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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설계약 방식에 따른 조직 체계 및 정보 전달

4. BIM기반 건설 로젝트 업 리 시스템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BIM 기반 건설 로젝트의 업 리 시스템은 앞 서 설명한 건설 산업의 계약 구조

를 기반으로 각 단계별로 생성되는 계약 주체를 한 각 단  시스템과 계약 계에 의해 형성되는 주체간

의 계를 반 한 단  시스템간의 계(hierarchy)를 반 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BIM기반 건설 로젝트 업 리 시스템의 구조를 개념화한 것으로, 업 

기반의 BIM 리 모듈, BIM 리 모듈을 시스템 으로 생성하고 운 을 지원하는 BIM 리 생성 시스템, 

그리고 로젝트 진행 에 데이터의 호환성 문제 처리 등 재 상용 시스템들에서 처리가 힘든 부분을 처

리해  수 있는 BISC (BIM Interoperability Service Center)로 구성된다. 

그림 3. BIM기반 건설 프로젝트 협업관리 시스템의 개념

이  BIM 리 시스템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업 리 심의 가장 요한 핵심 모듈로, 건설 산업의 

계약에 따른 다양한 조직 체계  로세스를 반 할 수 있도록 각 단  시스템간 계  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4는 제안된 시스템에서 BIM의 리 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BIM 리는 계약 계 등에 의해 생성된 단  업무별 BIM을 생성, 리, 공유하기 

한 것으로, 해당 단  시스템 내에서는 계약 계에서 생성된 단  업무의 하  작업별로 담당자(User)가 

해당 작업별로 BIM을 생성, 수정되면, 이를 단  업무 내에서  BIM 생성  리를 책임지는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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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master)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순서로 로세스가 진행되고, 단  시스템간에서는 하 의 BIM 리 

책임자가 상 의 BIM 리 책임자에게 생성된 최종 BIM을 승인 받는 로세스로 BIM 리가 이루어진다.

[시스템 내의 BIM 생성 프로세스] [시스템 간의 BIM 전달 프로세스]

그림 4. 제안 시스템의 BIM 관리 주요 프로세스 

 그림 5는 개발 인 시스템이 다루고자 하는 BIM의 구조를 UML의 Class Diagram 방법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5. BIM의 구조 

5. 결론

본 연구에는 BIM 기반의 건설 산업의 업환경 구축을 하여, 건설 산업의 계약 구조에 따라 유연성있

게 처 가능한 업시스템의 개념을 제시하고, 개발될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계약 구조를 반 한 BIM 기반 업 리 시스템은 건설 로젝트의 각 단계의 

진행에서 발생되는 수평  정보 흐름과 각 단계를 진행하기 해 필요한 수평  정보 흐름을 지원함으로서, 

로젝트 참여자들이 각 단계에서 생성한 BIM 정보를 원활하게 생성, 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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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BIM 기반의  건설 로젝트 업 리 시스템 체계는 분 되고, 과정 심이

며, 다수의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건설 산업에서 효과 인 BIM 기반 건설 업 로세스를 지원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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