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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BIM, 정보전달이 문제다

Theme

건설 발주자 의미와 IPD

발주자(Owner)는 말그대로 건설사업의 주인이므로, ‘발주자의 

특성’과 ‘시설물의 특성’이 결국 건설 프로젝트 자체의 모든 특성

을 결정짓게 된다. 두 가지 특성에 의해 가장 먼저 결정되는 것이 

해당사업의 발주방식(Project Delivery Systems, PDS)이다. 즉, 

발주자는 기본적으로 설계시공발주(DBB), 설계시공일괄발주

(DB), 시공책임사업관리(CM at Risk), 또는 설계시공유지관리

(DBM)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발주자 결정사

항이므로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발주방식 선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해당사업의 발주방식

과 사업특성에 가장 적합하며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법과 BIM 활

용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Integrated Project Delivery(IPD) 개념은 앞서 서술한 네 가

지의 기본 발주방식(PDS) 중 어떠한 방식에도 적용이 가능한 계

약 및 운영관리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써, 설계시공일괄발주 

또는 시공책임사업관리 등에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상호 대

립구도보다는 공동의 목표달성과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당연히 발주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설계시공분리발주에서

는 IPD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러한 

의견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로써, 참여자 수의 증가에 따

라 다소 복잡하기는 하나 설계시공분리발주 방식의 하나인 다중

분할계약방식(Multi-Prime Contract)에서도 다수 설계자와 다

수 시공자가 참여시점이 다르게 참여하므로 Fast-Track도 가능

하고 IPD 구현을 위한 계약조건 부과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IPD는 또 다른 형태의 발주방식은 아니며 BIM 또

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D와 BIM이라는 

용어가 자주 연관지어 생각된다. 이는 급변하는 발주방식 하에서

(요약하면 DB와 CM at Risk의 전세계적인 증가추세) 설계자 및 

기타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포지셔닝을 도와주기 위한 자료로써, 

미국 건축사협회(AIA)가 ‘조직 간의 협업’과 ‘사업정보의 공유관

리’ 관점을 중심으로 IPD를 정의는 과정에서 BIM의 역할이 소개

되었기 때문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어떠한 발주방식에서도 BIM 

활용의 키워드는 ‘설계와 시공의 협업’, ‘조직 간의 협업’, ‘3차원 

도형자료와 비도형자료의 통합’,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 향상’을 

포함하며, 이를 통한 마지막 목표는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시설품질 향상, 그리고 시설물 가치의 향상’ 네 가지로 요약된다.

건설 발주자 변화와 정보요구

앞서 언급된 전반적인 발주방식 변화의 추세와 IPD 개념 확산

은 ‘발주자가 변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며, 한마디로 ‘발주자가 보

다 똑똑해지고,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

근 발주자는 3차원 도면뿐 아니라 다양한 건설관련 정보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국내 11개 공공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을 분석한 논문(정영수 외 2004)에서는 발주자의 유형을 ‘발

주빈도’의 많고 적음과 발주되는 ‘시설유형’이 동종 또는 다양한

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중 동종의 시설을 높은 빈도

로 발주하는 조직을 ‘전문 발주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문발주

자는 기획, 설계, 견적, 계약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며 이중에서도 

기획업무는 발주자 내부인원이 수행하기를 원한다.(그림 1)

시설물 건설 발주자의 BIM과 IPD
BIM,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는 도구로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실무활용이 확산되고, 더욱이 단순한 3차원 도형(Geometric) 정보가 아닌 

비도형(Non-Geometric) 정보의 통합적인 실무 활용에 많은 노력이 집중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

러나 실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BIM 활용을 통한 건설사업 성과의 향상이다. BIM은 결국 건설사업의 효

율적 수행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발주자 관점, 그리

고 발주자를 위한 설계자와 시공자 관점에서의 BIM과 Integrated Project Delivery(IPD) 의미를 생각해본다.

■ 정영수 |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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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변화된 역량과 자료요구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한 발주자는 자신의 업무 중 상당부분을 

사업관리자에게 위임하게 된다. 따라서 발주자/사업관리자/설계

자/시공자 사이에는 자연스런 정보 요구와 공유가 이루어진다. <그

림 2>는 이러한 정보공유 요구를 조사한 연구결과(Jung 외 2011)

의 요약이다. <그림 2>에서 발주자는 기획, 설계, 견적 분야의 역량

강화에 특히 집중하고 있으며, 사업관리자의 설계관리시스템과 시

공자의 견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집중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듯 설

계관리의 발전된 도구 중 하나로써 BIM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발주자의 역량강화와 정보요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발주자 사업관리의 특성은 항상 전체 생애주기를 포괄하여 기

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모두가 중요하다. 또한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발주자는 외부조직에 사업관리,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을 아웃소싱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더 많은 발

주자가 직원수는 제한하면서 자신의 사업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BIM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

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건설 발주자의 BIM과 계약자의 BIM : 사례 비교

발주자가 BIM을 운영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서로 다

른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

는 설계/구매/시공(E/P/C)를 모두 수행하며 발주자를 대신하는 

계약자 입장이고, 두 번째 사례는 사업관리자(CM)로서 발주자를 

대신하는 계약자 입장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의 건축 설계사

무소 BIM 현황을 비교해 본다.

첫 번째 사례로, 플랜트 건설 분야의 다차원 CAD 기반 시스템

들이(최근 표현으로 BIM)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

년대부터이다. A사는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

행하며, 많은 경우 설계/구매/시공(EPC)을 모두 포함하는 

Design-Build(DB) 형태의 계약 하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따

라서 A사의 정보시스템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상세한 자료 대

부분이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즉, 3차원 설계도면에서 

자동물량산출이 이루어지며, 엔지니어링 분석, 시공계획, 공정연

계, 가상현장관리는 물론이고 주요 기자재의 구매와 관리까지도 

통합되어 실무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이렇듯 복잡한 자료의 

공유는 중간매개시스템(Information Exchange Layer)을 통하

여 이루어진다. A사의 통합시스템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

자하여 내부적으로 개발하여온 건설관리기술과 정보활용기술의 

총체적 결과물로서 80년대부터 세계 플랜트 건설시장에서 A사의 

전략적 우위 유지를 가능케 한 도구로써 역할도 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토목분야로서 미국 보스턴 도로공사의 예를 들

어보고자 한다. 이 사례는 1986년에 시작하여 2006년까지 진행된 

역사상 가장 큰 도로분야 프로젝트 중의 하나다. 한창 공사가 진

행 중이었던 1998년도에 필자가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으며, 

그림 1. 발주자 유형별 사업관리 집중분야(정영수 외 2004)

표 1. BIM 활용 사례 비교

* Taylor & Bernstein(2009)이 정의한 네 가지 BIM 성숙단계 및 결과임.

** 정영수(1999) 및 Jung & Joo(2011)에서 분석한 사례임.

BIM 성숙단계 * 사례 A ** 사례 B ** BIM 일반 *

1990년대

(기업중심)

성숙도-통합단계

1990년대

(프로젝트 중심)

성숙도-협업단계

2000년대

(산업 중심)

성숙도-협업단계

시각화 자체 개발 상용 조합 상용 다양화

협 업 기능간 직접협업 기능간 간접협업 부분적 협업

분 석 사업관리 중심 사업관리 중심
분석대상 다양화 

(환경, 에너지 등)

통 합
조직간 직접 통합

(상세 자료)

조직간 직접 통합

(요약 자료)

조직간 부분 통합

(상세 자료)

Biz Function 
(Jung&Gibson 1999)

Owner 
(Jung et al. 2004a)

CM 
(This Study)

Contractor 
(Jung et al. 2004b)

As-Is To-Be Gap As-Is To-Be Gap As-Is To-Be Gap

Planning 97.4 124.6 27.2 92.9 94.6 1.7 89.3 92.1 2.8

Sales 86.0 92.9 6.9 97.1 122.6 25.5 105.4 100.3

Design 99.0 109.5 10.5 120.1 105.1 76.2 88.7 12.5

Estimating 103.8 114.6 10.8 101.3 94.6 98.3 108.6 10.3

Scheduling 108.1 104.2 101.3 108.9 7.6 90.2 107.2 17.0

Materials Mgmt 105.0 84.1 75.1 87.5 12.5 110.8 104.5

Contracting 114.6 106.1 90.1 115.2 25.1 104.5 106.5 2.0

Cost Control 98.0 99.5 1.5 108.8 115.6 6.7 112.6 108.6

Quality Mgmt 98.9 97.2 101.3 94.6 90.2 99.7 9.4

Safety Mgmt 97.3 87.8 86.3 91.1 4.7 87.5 90.7 3.2

HR Mgmt 88.1 83.8 121.6 96.5 120.6 104.5

Accounting/Financing 101.5 99.5 120.1 115.6 136.7 112.7

General Admin 92.3 83.0 91.2 77.8 101.8 92.8

R&D 110.1 113.1 30. 92.9 80.5 75.9 83.2 7.2

Total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그림 2. 발주자/사업관리자/시공자 간의 정보공유 현재와 미래(Jung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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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 시설유형 - 다양

유형 A - 발주빈도 많고 유형 동종

■ 전문화된 조직의 특성 보임
■ 상대적 중요 업무기능 

- 기획, 설계, 견적, 계약
■ 견적/기획 경우

- 기술역량 충분, 인력/조직강화 요구

- 기획은 외부, 견적은 내부활용 선호

유형 B - 발주빈도 많고 유형 다양

■ 상대적 중요 업무기능 

- 설계, 견적, 연구개발
■ 기획 및 설계 역량 강화 필요

- 기획은 내부, 설계는 외부 활용 선호

유형 C - 발주빈도 적고 유형 동종

■ 상대적 중요 업무기능

- 기획, 연구개발, 영업

- 시급한 역량강화 요구

유형 D - 발주빈도 적고 유형 다양

■ 응답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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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CM을 맡은 B사는 400명의 현장 CM조직을 운영하고 있었

다. 이 사례에서 BIM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오늘 현재도 

BIM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십 수 년 

전 B사의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다. A사의 경우와 달리, CM인 B사

는 직접 세부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BIM 데이터의 상세도는 

매우 다르다. 3차원 도면도 상당히 상위레벨의 시설단위로 구성하

였으며, 여기에 연계된 공정표의 액티비티도 발주자 관점답게 매

우 큰 규모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초대형 분할발주(Multi-

Prime) 토목 프로젝트에서 B사의 BIM 활용은 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3차원 기반 설계 의사결정 시스템, 네트웍 스케줄 기반

의 시각화된 공정표, 그리고 설계 간섭체크 등의 가장 필요한 부

분에만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미국과 유럽에서 BIM을 잘 활용하고 있

는 설계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을 대상으로 Taylor와 

Bernstein(2009)이 조사한 결과다. 그들은 BIM 활용의 성숙단계를 

‘시각화(Visualization), 협업(Coordination), 분석(Analysis), 그

리고 참여자간 통합(Supply Chain Integration)’의 네 단계로 표

현하고 있으며, BIM 적용경험이 많은 선진국 회사들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도 ‘협업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결

론지었다. 첫 번째 사례가 한 조직을 중심으로 BIM 노력이 집중된 

반면, 두 번 째 사례는 다수의 조직이 임시로 BIM을 중심으로 정보

를 공유한 형태라면, 세 번째 사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설계사

무소와 엔지니어링 회사들을 포함하는 산업관점에서 BIM 적용을 

평가한 사례다.

건설 발주자의 BIM과 계약자의 BIM : 실무 전략

대다수 발주자들은 건설이 주업종이 아니므로, BIM 자체에 대

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발주자는 시설물 

생애주기 동안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되고 효율적인 정보도구에 관

심을 가지게 되며 BIM은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의 하나

일 뿐이다. 따라서 설계자, 시공자, 또는 유지관리자와 같은 계약

자 입장에서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BIM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올

바른 전략이다. 발주자에게 필요한 도구로서 BIM은 보다 정교한 

As-Built, 시설물 기자재 및 성능 관련 정보, 유지보수를 위한 데

이터 등을 요구하게 되며, <그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발주자들은 설계 및 견적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발주자가 BIM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표 1>의 사례 A처럼, 모

든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계약자로부터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대형사업에 가능한 경우이며 이미 1980년대부터 이루

어지던 형태이다. 반대 경우는 사례 B처럼 발주자 관리효율을 위

하여 통합의 정도나 자료의 상세는 높지 않더라도 효율이 높은 요

약정보를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자(CM)을 통하여 취

합하여 BIM을 활용하게 된다. 

최근에는 두 가지 형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

다. 즉, ISO나 IFC와 같은 구조표준과 MasterFormat, 

Uniclass를 포함하는 내역표준의 활용을 통하여, 발주자는 특별

한 규정이나 지침을 정하지 않아도 다수의 미래 계약자로부터 산

업차원에서 표준화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건설정보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 

발주자는 표준의 종류만 손쉽게 지정하면 되고, 이에 따른 정보 

취합과 분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대표 계약자(예로써 E/P/C 

사업자 또는 CM)가 제공할 수 있으므로 앞의 사례 A와 B에서 서

술된 이점을 동시에 손쉬운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독자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BIM은 초보적인 단계다. 그

러나 건설사업 특성에 따라(예로써 사례 A와 B), 이미 수십 년 전

부터 매우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쓰인 사례도 있다 결국 발주자

가 요구하는 사항 또는 계약자 조직 내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시스

템은 충분한 기대효과를 발휘하며 활용되고, 반대로 경영적 요건

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전시용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각 프로젝

트 특성에 따라 필요한 BIM 기능이 무엇이며, 그 도출된 BIM 기

능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표 1의 A와 B 사례처럼) 또한 역으로 발주자에게 가장 필

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제공하는 일이 핵심이다. 1980

년대와 달리 2012년 오늘에는 BIM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대중화되어 있고, 학생들도 설계시간에 4D, 5D 정도는 자연스럽

게 자기 작품에 적용할 줄 알며, 관련된 기술들도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다. BIM은 이제 ‘기술적 권유(Technology Push)’가 

아닌 ‘현실적 요구 (Demand Pull)’에 부합되는 경제적이며 효율

적인 일상용품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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