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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건설공사 일정관리를 위한 정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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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건설 프로젝트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
의 정보 활용이 중요해 지고 있다 발생되는 다양한 정보 중 일정정보는 건설프로젝트의 중심적인 정보
이다 건설현장 관련 참여자간 일정정보교환 미흡은 공기지연 품질하자와 같은 건설생산성 저해 요인을
유발한다 현재 건설 산업에서는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 동안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을 기반으로 건설공
사의 일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일정관리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
용 일정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일정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분류체계를 도출 하였다 또
한 일정정보 구축에 필요한 속성 중 모델에서 추출 할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일정관리에 필요한
속성정보와 연계하여 일정을 생성 하고 공사 진행 시점별 일정관리를 위한 필요 정보를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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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based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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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 산업은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협력업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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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협업해야 하며, 연계된 타 공종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하나의 공정에도 수
많은 연계공정으로 나누어져 있는 특징을 갖는다.
건설 사업에서 정보의 구축과 효율적 활용은 사
업의 성패에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다. 또한 건
설공사의 축적된 정보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공사 완료 후에도 유지관리에 활용 될 수
있다. 최근 수행되는 건축공사는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많은 공종들이 연관되어 다양한 협
력업체들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어 수많은 인력, 자
재, 일정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과 문제점
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공정정보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 하고
있으나, 관리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로 협력업체의
시스템 운용과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건설
공사 실시 전에는 공사 전체 범위의 전체적인 예
정공정표만 작성 될 뿐 세부일정별, 공종별 구체적
인 공사계획 리스트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는 BIM을 적용하여 건설공사 일정관리
를 위한 시점에 맞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건
축물의 BIM모델링을 통해 공사계획에 필요한 정
보를 추출하여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
여 공사 일정을 생성하고 관리하게 된다. 건설공사
의 일정관리를 하는데 있어 건축요소를 객체단위
로 분류하여 정보를 구축해 단위일정별, 공종별,
연계공종별 일정정보 추출 시 상세한 일정에 필요
정보가 무엇인지 제시하여 각 공정 착수와 진행에
필요한 사전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
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하
여 특별한 문제발생시 연계되는 공종이 무엇이며,
영향 요인의 정도를 파악하여 영향 받는 것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사전에 도출하여 공사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현재 건설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일정관리 현황과 시스템에 대하여 알
아보고 문제점을 고찰 하였다. 또한 BIM에 대하여
알아보고 일정관리 프로세스와 연동되기 위해 필요
한 정보의 속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 정보요소를
도출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건설공정관리 중 일
정관리를 중심으로 하며, 건설공사의 여러 공정 중에
서 건설 공사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골조공

사를 중심으로 일정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모색하였으며, 제시된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여 타
당성과 효용성 검증을 거쳐 실제적 시스템으로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건설공사 일정관리 현황

건설공사의 일정관리는 주어진 기간 내에 프
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액티
비티(activity)를 결정하고 선후행 관계를 정립하
여 연결하는 것은 일정관리의 가장 기본적이 단
계이다. 대부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다수
의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작업에 의한
일정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1]. 건설업체들은
Primavera Project Planner(P3), Microsoft
Project(MSP), 네오플랜(neoPLAN)과 같은 프로
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P3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하여 대형 건설업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기능이 복잡하여 사용자
가 쉽게 다루기 어렵다. 또한 일정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은 없으며, 작성된 공정을 중심으
로 일정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한다. MSP는 중
소형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편리하게 되어있으나 IT업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건설프로젝트에는 일부 적용되고 있다.
네오플랜은 PERT/CMP의 원리를 충실하게 구
현할 수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사용자가 입
력하는 부분과 액티비티를 생성하는 방법이 어
려워 익숙하게 다루기가 어렵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는 대부분 대기업 건설업체이며, 중소건설업체들
은 엑셀(Microsoft excel)을 활용한 네트워크식
공정관리기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기법은 건
설공사의 각 공종을 현장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으로 세분화하여 각 공종별 자재, 인
부, 장비 등을 고려하여 작업순서와 연계성을 고
려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공정표를 만
들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진도에 따라 계속
적으로 공정표를 업데이트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다. 공정표는 숙련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일부의
관리자들이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일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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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도서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작성되며, 공정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각 공종의 착수나 진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는 관리자 개개인의 경험과 지
식에 의존하고 있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관리 소
홀로 인한 정보의 부재로 초기 계획 일정을 맞
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BIM적용
을 적용해 건설공사 일정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건설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
도록 한다.
2.2 BIM기술에 대한 고찰

BIM이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
자로서 건설 시설물의 수명주기 동안의 모든 정
보를 생성하고 재사용하며 관리하는 행위 또는
과정으로 정의 된다. 또한 BIM기술은 3차원 기
반의 형상 모델을 지원하며, 건물의 각 구성요소
를 표현하는 객체에 비형상 속성정보를 추가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2]. 실체로 존재하
는 건축물 구성요소인 벽, 기둥과 같은 객체와
일정, 공정 등 무형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객체화
하여 시뮬레이션 분석과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
도록 한다. (그림 1)은 솔리드로 구성된 육면체
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벽과 객체모델링의 개념
으로 모델링한 BIM기반의 벽을 형상화 한 것이
다. BIM기반의 벽은 일반 모델링 기법의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객체로 모
델링 되며 모델링된 벽체는 고유ID, 길이, 높이,
넓이 등의 속성정보를 가지고 있다. 객체지향 기
술로 모델링된 BIM 객체의 정보를 일정정보와
연계하여 자동화 하는 방안을 구축하여 일정관
리에 지능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BIM정보를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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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 일정관리의 정보구성
3.1 BIM기반 일정관리 업무 프로세스

건설공사의 일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그림 2)와 같이 계획단계, 구
축단계, 실행단계, 관리단계의 4단계로 구분되어
공정계획이 수립되며, 이 업무 프로세스의 운용
으로 공사일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인력, 자재
등의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부족한 공기를 만회하고 적정공기 내
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3].

3.1.1 계획단계

최적의 공사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설계도, 현장상황, 협력업체 관계 등 충분한 사
전조사를 수행하고, 공정계획을 바탕으로 주어진
일정에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분석하고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축된 작업분류체계를
근거로 공정BIM 모델링을 진행한다. 공정BIM
모델링은 재작업 하는 것이 아닌 설계단계에서
구축된 모델을 공정정보가 추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하는 과정을 실행하는 것
이다. 모델링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일
정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BIM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문서로 관리되던 정
보를 전산화 하여 활용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정
확성 및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중복업
무를 줄일 수 있으며 재작업 시 데이터의 재사
용이 가능하며 데이터 공유 및 3D모델의 시각적
View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다.

3.1.2 구축단계

계획단계의 구축된 BIM데이터를 바탕으로 일
정정보가 세부적으로 정립되는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는 전체공정, 월간공정, 주간공정, 일간공
정에 대한 내용을 구축하게 되는데, 계획단계에
서 구축한 작업분할 체계에 맞춰 주요공정과 연
계되는 공종에 대한 인력정보, 자재정보, 시공정
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동하여 일정계획을 수
립한다. 계획단계와 구축단계에서 입력된 정보의
검토를 통하여 분석된 계획공기와 제시한 일정
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적정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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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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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한 건설공사 일정관리 프로세스

(Figure 2) Schedule information

management

3.1.3 실행단계

계획한 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실제 일
정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로 공사 수행 후, 기간
별 계획대비 수행 실적을 파악하고 기간별 공정
을 체크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한다. 공사 수행 시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획단계의 BIM
모델링을 추가 작업하여 BIM데이터를 현장 상
황과 맞게 재정립하고 데이터를 추출하여 일정
에 다시 반영하도록 한다.

3.1.4 관리단계

이 단계는 실행단계에서 도출된 정보를 분석
하여 관리하는 단계로 계획대비 실행 보고서를
활용해 일정 실 투입 현황을 파악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 되었는지 확인한다. 계획된 일정
과 일치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인한 비 작업일이 발생한 경우, 예상되
는 작업량을 분석하고 공정회의를 통해 공기지
연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일정정보를 신
속하게 공유 하도록 한다.

process

of construction

based

on

BIM

이 작업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계층 구조체계를
구성하였다. 작업분류체계는 건설공사 프로젝트
의 총 범위를 구성하여 정의 하였으며, 하위수준
으로 내려가면서 프로젝트 작업에 대해 점차 상
세한 정의를 제공하고 객체화 하여 정보관리가
쉽도록 작업 단위를 세분화 하였다.
건설공사는 대부분 공종이 기준이 되어 각 층별
로 나눠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특
성을 반영하여, Level1 시설물, Level2 대공종,
Level3 소공종, Level4 층, Level5 객체로 분류하
여 작업관리 단위를 구축하였다. 하위단계인 객
체단위 에서 BIM데이터와 각 부재와 연동되어
일정정보가 구축된다.
그림 일정관리 작업분류 체계
(

3)

3.2 일정관리 작업 분류 체계

일정관리는 공사의수행시 프로젝트를 성공적
으로 완료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정계
획 시 공사일정계획에 의하여 보다 세분화된 작
업계획을 수립하여야 시공계획, 인원, 장비투입
계획, 자재조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일정관리 정보의 객체화를 위하여 (그림 3)과 같

(Figure 3) Scheduling

work

structure

breakdown

BIM기반 건설공사 일정관리를 위한 정보에 관한 연구 559

3.3 BIM객체의 속성정보

BIM의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
지단계의 전생애주기 동안에 생성되고 관계되는
정보를 의미한다[2]. 그 중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위요소에 대한 구성정보체계의 정보도 포함되
어 있다. BIM의 객체가 내재하고 있는 정보를
속성정보 및 매개변수라고 하며 BIM의 모든 객
체에는 이러한 속정정보 및 매개변수가 기본적
으로 포함되어있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
의 할 수 있다. 객체의 속성정보로는 재료, 넒이,
면적, 폭 등 다양한 정보를 내재하고 있으며
BIM모델링 객체의 속성정보를 <표 1>과 같이
도출 하였다. 일정관리는 시설, 공종, 자재의 세
부 항목에 대한 수량 정보와 시설, 공정, 공간,
부위에 대한 위치정보와 시간정보가 요구된다.
일정관리에 요구되는 정보 시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는 BIM객체로 구성이 가능하
다.
표

<

1>

BIM

BIM데이터는 3D모델 정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시설, 공종, 부위, 재료, 단위, 수량정보가 있으
며, Activity 데이터는 공종별 작업의 연관관계
와 작업량에 관한 내용 이다. Scheduling 데이터
는 일정관리에서 핵심적인 데이터로 건설공사에
서 발생 될 수 있는 일정의 특성에 따라 예상착
수시점, 실제착수시점, 예상종료시점, 실제종료시
점, 작업 공정별 시간 등의 정보로 구성된다.
<

표

2>

일정관리 속성정보

Information

Description
(1) facility
(2) work

BIM Data

(3) part
(4) material
(5) unit
(6) quantity
(1) precede work
(2) method

Activity Data

(3) crew
(4) labor umber
(5) unit productivity

객체 속성정보

(6) work duration
(1) expected start time
(2) actual start time

Information classification

Description
Scheduling Data

(1) ID Cord

ID data

(4) actual end time

(2) Type ID

(5) work start day

(3) URL

(6) work end day

(4) Assembly Code
(5) Tyle Mark

<Table 2>

(6) Estimate
(1) Length

Scheduling attribute data

4. 건설공사 일정관리 정보 활용

(2) High
Dimensions

(3) expected end time

(3) Round
(4) Area
(5) Volume

Materials

(1) Material names
(2) Material Thickness
(1) X Coordinate

Location

(2) Y Coordinate
(3) Z Coordinate
(1) Text

Explanation

(2) application
(3) component

<Table

1>

BIM-based

3.4 일정관리 속성정보

attribute

data

일정관리를 위해서는 사용되는 정보가 어떠한
구성을 포함하고 각 항목에 요구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일정관리에 핵심적 도구로 활용하는 공정표의
각 항목들을 분석하여 요구되는 정보들을 도출
하고 도출된 정보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4.1 건설공사 일정관리 정보운용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Autodesk Revit을 활용
하며, 설계단계에서부터 모델의 Level of
Detail(LOD)의 단계를 지정하여 작업 한다.
LOD를 설정하여 작업하는 이유는, 건설정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각 시공 작업에 대한 Object
가 모델링 되어야 정보의 연계가 가능하다. 시공
단계적용을 위하여 상세한 객체정보를 포함하여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는 LOD400을 기준으로 모
델링을 작업한다. 또한 작업분류체계(WBS)를
중심으로 WBS Code 및 Activity ID를 객체별
로 생성 할 수 있도록 템플릿 속성창을 추가하
여 작업한다. (그림 4)와 같이 이렇게 작업한
BIM 모델의 객체들은 분류체계와 기본 속성 값
을 가지게 된다. 모델링을 데이터 구조로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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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를
활용하여 xml, mdb형식의 파일로 Export한다.
BIM모델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각 부재별 해당
공종에 적용되어야 할 정보테이블을 생성하고
DB와 연동하여 부재별 일정정보를 구축한다. 이
와 같이 체계 에 따라 건설공사 일정을 생성하
고, 일정변동, 설계변경 등에 따른 변경이 일어
났을 때 공사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

그림

4) BIM

기반 일정관리 운용

예를 들어 기둥 객체에 대한 시공정보가 철골
공사 중 거푸집공사 일 때는 기둥의 가로, 세로,
높이 값을 추출하고 시공DB, 자재DB, 인력DB를
이용하여 연산을 통해 실질적인 물량을 추출하
여 물량정보와 3D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링크 시
켜 일정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림 5)와 같이 각
부재별 객체 ID, 자재수량, 작업시간, 작업인원
등의 정보가 BIM데이터와의 연동을 통해 연산
되어 추출 된다.
이러한 정보는 공사계획 시간, 효율을 예측하
는데 사용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을 생성한다. 공사계획의
물량에 따른 작업시간, 효율 등을 추출하기 위해
각 항목이 가지고 있는 속성정보를 연동한다. 각
각의 추출된 수량을 통해 일정정보가 추출되어
일정표로 나타내어 질 수 있다. 생성된 공정표를
바탕으로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 협의를 통해 예
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4.3 건설공사 일정관리를 위한 정보

(Figure 4)

BIM-based

schedule

management

operation

4.2 건설공사 일정정보 데이터 연동

3D모델링 데이터에서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각 공종에 맞게 추출한다.
(

그림

5)

BIM

객체 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연동

건설공사의 작성된 예정공정 대로 일정을 진
행하여 공사를 수행 하다 보면,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건설
공사의 특성상 기후변화, 자재, 인력, 장비 등의
수급의 문제, 설계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예정공정의
일정 산정 착오로 인해 공사가 예정보다 조기
완료되는 경우도 있다.
(

그림 골조공사 예정공정표

(Figure

6)

6) Frame

construction

scheduled

milestones

(Figure 5) BIM Object

and

Database

linkage

건설 공사 현장의 관리자는 각 공정의 시작이
나 진행에 필요한 작업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고 그것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주어진 일정
내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
업분류체계에 따라 각 공종별 데이터를 축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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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정변화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
록 외부데이터인 기상정보, BIM데이터와 연산
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재, 인력, 장비, 공
간정보, 공종데이터 공법, 공종정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공사 시점에 따른 분류로 작
업시작 전, 작업 중, 작업완료 후 시점으로 나누
어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다음은 작업의 진척에 따른 분류로 작업이 조기
완료 되었을 때,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제공되어
야 할 정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에 따라 건설공사 중 (그림 6)의 골조공사
예정공정을 중심으로 필요 정보를 제시 한다.
4.3.1 작업시점에 따른 분류
(1) 작업 시작 전
작성된 공정표를 바탕으로 작업 시작 전 공사
준비 항목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 시작 전 검토되어야 할
정보에는 기상정보, 자재목록 및 확보여부, 작업
인원 확보여부, 장비 준비 여부, 공법선정 여부,
선행작업 완료 여부, 작업공간확보 여부 등 이
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작업준비 목
록이 만들어지고 관리자는 공사 준비상태를 확
인하고 검토한다. 이를 통해 만족스러운 품질 확
보와 공기지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표
3>는 (그림 5)의 골조공사 예정공정을 중심으로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정보로 도출된 요소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

3>

Classification
A01 Weather

B01

Material

C01 Resources

공사 작업 시작 전 필요 정보
Code

F01

G01

Method

Phase

Space

<Table

3>

Content

Month

-

A0102

Weekly

-

List

rebar, cement...

Check

Yes / No

List

welder, rebar worker

Check

Yes / No

List

Tower crane, Remicon...

Check

Yes / No

E0101

Activity

form work

E0102

Check

gang form

preceding

concrete curing

Check

Yes / No

work space

1F Zone A, B, C

Check

Yes / No

B0101

C0101

D01 Equipment D0101

E01

Information

A0101

F0101

G0101

Information

before the

work

construction

(2) 작업 중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필요한 정보요
소를 도출하여 구축한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작
업 중에 일어 날 수 있는 변수를 정보에 포함해
작업 중에 대처 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작업 중 검토되어야 할
정보에는 기상변화, 자재품질 및 규격, 인력현황,
장비현황, 공법적합성, 연계공정작업 상태, 작업
공간의 적정 여부 등 이다. <표 4>는 공사 작업
중 필요 정보를 골조공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
다.
<

표

Classification
A01 Weather

B01

Material

C01 Resources

4>

공사 작업 중 필요 정보

Code

F01

G01

Method

Phase

Space

<Table 4>

Content
-

A0103 day

-

B0102

C0102

D01 Equipment D0102

E01

Information

A0102 Weekly

E0103

F0102

G0102

Quality

KS, KSF

Check

Yes / No

Situation
Situation
Check

1F zone A N man ...
Yes / No
Tower crane, Remicon...

Check

Yes / No

Workability

gang form

Check

Yes / No

Cooperation

1F re-bar work

Check

Yes / No

work space

1F zone A

Check

Yes / No

Construction

work

in

information

(3) 작업 완료 후
공사 진행 완료 후 시점에 필요한 정보요소를
도출 하여 구축한다.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재진행
한 작업이 일정에 맞게 이루어 졌는지, 다음 작
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는지를 파악하여 공
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 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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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Classification
A01 Weather

5>

공사 작업 후 필요 정보

Code

-

A0102 Weekly

-

Material
B0104

C0103
C01 Resources
C0104

D0103
D01 Equipment
D0104

E01

F01

G01

Method

Phase

Space

Content

A0101 Month

B0103
B01

Information

E0104

F0103

G0103

<

표

Re-bar work

cement N kg, steel N ton

Check

Yes / No

Stock

-

Check

Yes / No

Workload

1F re-bar work completion

Check

Yes / No

apply

welder, rebar worker

Check

Yes / No

condition

-

Check

Yes / No

apply

Tower crane, Remicon...

Cooperation

Check

Yes / No

construction

Quality

-

Check

Yes / No

Next

2F slab formwork

Check

Yes / No

work space

1F zone A, B, C

Check

Yes / No

4.3.2 작업진척에 따른 분류

(1) 조기완료
작업의 진척이 빠르게 이루어져 예정공정보다
일정이 조기완료 되었을 때, 공사관리자는 여유
공정을 두고 원래 예정 공정대로 공사를 진행
할 것인지, 당겨진 일정에 맞춰 후속공정의 일정
을 단축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기상변화, 자재확보량, 인력
확보현황, 장비확보현황, 공법변경 여부, 후속공
종연관성, 작업공간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
사일정을 산정하고 일정변경을 실시하여 공사를
진행 하도록 한다.
(2) 작업지연
(그림 6)과 같은 일정표를 바탕으로 골조공사
를 진행 하는 중 우천으로 인해 일정이 3일 지
연 됐다고 가정한다. 현재 지연이 된 공사단계는
2층 바닥 거푸집 설치이다. 이 공종과 연관된
모 든 공종이 3일이 지연되어야 하는데, 이때 공
사 관리자에게 연관된 공종의 필요한 항목의 일
들을 제공 한다.

작업 진척에 따른 정보

Classification

Quantity

<Table 5> Information after construction

6>

R.C
construction

Form work

Concrete work

waterproofing
work

Masonry work

<Table 6>

Information

by

Information

check

Material

-

Resources

-

Equipment

-

Material

-

Resources

-

Equipment

-

Material

-

Resources

-

Equipment

-

Material

-

Resources

-

Equipment

-

Material

-

Resources

-

Equipment

-

the work

progress

철골공사는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공
사로 세부 Activity로 나눌 수 있다. 공정표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는 세부 Activity에 대한 리
스트를 제공하여 연계되는 세부 공정은 무엇이
며, 다음 진행 되어야 하는 공종에 파급되는 내
용을 파악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연된 일정에 따른
변경된 공정표를 제공하고 공사기간 내에 일정
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그림 7)과 같이 공정표를 수정한다.
그림 작업지연 변경 공정표
(

(Figure

7)

7) Changing

step table the

delay

of

work

본 일정관리 프로세스는 BIM모델과 연동되어
(그림 8)과 같이 공사가 진행 되는 공종별 3D모
델로 확인 할 수 있으며, 3D모델을 통해 설계도
면의 오류, 간섭체크, 설계변경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 공정 일정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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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공정 모델 예시
8)

BIM

[2] H. Kim, “Development of 3D BIM Based Object Brea
kdown Structure for Integrated Cost/Time Informat
ion”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12
[3] C. J. Park, H. T. Park, “A study on the Human Resou
rce Management through Application of Daily Sche
duling Check System”,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5, No.1, 2004

(Figure 8) Examples

of process

BIM model

5. 결론

최근 건설사업들은 점차 복잡화 첨단화 되어
가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건
설생산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건설사업
이 대형화, 복잡화 되어 질수록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IT기반의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된다. 그러나, 현재 건설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시스템의 활
용으로 업무를 이중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
감이 있다.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체계적인 정보
활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해당시스템은 관련업
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기보다 추가업무를 부가하
는 것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일정관리를 위한
필요 정보를 제시함으로, BIM데이터와 연동하여
건설공사에서 일어나는 일정변화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점검 및 대처 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비용,
인력, 생산성 정보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
요한 정보를 더욱 축적하여 실질적인 시스템이
구현 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진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기 위한 공
법, 작업, 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세스의 체
계를 마련하고 실증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시스템은 건설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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