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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BIM 대가산정 기준 연구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최근 공공건축물은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틀에서 친환경, BIM, 지능형, 에너지

효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준 높은 설계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인증제

도, 가이드라인, 정부의 건축제도 개선 등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BIM 설계기술이 반영된 건축물 설계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가 산정되지 않아 오히

려 건축물 설계 대가의 하락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설계 업무 대가 산정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2년에 건설교통부장관

에 의해 고시된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

로운 BIM 설계 기술을 적용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 업무량에 대한 비용 산출 기준 설

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건축물 설계의 올바른 품질을 확보하는 대가산정의 근거를 마련하

여 세부 업무별로 반영할 수 있는 적정 대가 산정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2)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를 통해 BIM 설계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산정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는 계

기를 마련하고자 BIM 대가산정 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발주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

해 BIM 대가산정 기준개발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BIM을 적용하는 사업의 대가산정

을 위한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방향 설정에 따라 ‘BIM 대가산정 기준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BIM 대가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분석

•BIM 대가산정 기준 개발 방향 도출

•BIM 대가산정 기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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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BIM 대가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분석

•해외 BIM 사례 조사·분석

•국내 BIM 사례 조사·분석

(2) BIM 대가선정 기준 개발 방향 도출

•대가기준 방향 도출방법

•BIM 활용업무 정의

•BIM 정보화 수준 설정

(3) BIM 대가산정 기준(안) 제시

•대가산정 기준 도출방법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 사례조사 대상선정

•건축분야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 사례조사 분석

•전문분야별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 조사

•건축설계 프로젝트 분야별 업무 비율 분석

•BIM 대가산정 기준(안)

•BIM 대가산정 기준(안) 제도적 반영 방안

4. 연구결과

BIM 건축설계 프로젝트 수행 시 BIM 모델데이터의 정보상세수준을 BIL(Building

Information Level)로 지칭하고 건축법규상 설계업무단계 구분에 따라 계획설계수준, 기본설

계수준, 실시설계수준, 설계이후수준의 4단계로 BIL 단계를 구분하여 이를 기준으로 대가 차

등을 두는 방향으로 BIM 대가기준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 대형 건축설계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사례조사 및 전문분야별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BIM 산정기준을 근거로 하여 설계단계에 따른 BIM 적용 시 기존 대비 BIM 추가 업무

량(인·시간)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BIM 정보화수준(BIL)별 추가 반영되어야 할 대가율

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BIM 대가산정 기준의 제도적 반영을 위하여 현행 대가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BIM 설계업무 관련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안)을 제안

하였다.



Abstract 1

Abstract

Recent public buildings demanded a high quality design technology solving

eco-environment, BIM, energy efficiency, etc. in a green-growth formality, aimed by the

nation, and enforce related certification system, guideline, government system

improvement, etc.

However, eco-environment, BIM, including intelligent design techniques, which reflect

the changing architectural design, whereas the current design is appropriate to the cost

as a result can’t be reflected rising cost of building design and design quality degradation

is occurring phenomenon that results.

In particular, recent changes in the architectural design in the heart of BIM as applied

to a design that causes additional workload and an urgent need to produce

standard-setting, through which architectural design can ensure the correct quality

standards of reasonable cost estimate there is a need to raise.

This study is BIM application target work classification and accordingly divided by

BIM cost rate linkage part.

For BIM application target work classification and the way of estimating a current

architectural service fee survey, conducted an analysis of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reference guideline.

Survey and analysis result of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reference guideline, Cost pay

method is Time normal mode, Total fee mode, Cost-plus method of actual expense,

tariff method.(in AIA) The first thing is design information delivery system for

define fee estimation of BIM. For Estimated value of BIM fee, The guideline

has 5 Steps of LOD(Level of Development). For example in Denmark, Model

user demanded that definition of BIM level, standard of detailed and fair fee

estimation about the service primary has to be instituted to fit data level.

Current architectural design work is divided by Preliminary Design, Design

Work(Schematic Design, Design Development, Contract Documents), Construction Phase,

and Consequently, product(Drawing, Report, etc.) is made. But, Architectural design work

phase is integrated in BIM design system, and product is BIM Model Data. Therefore,



2 BIM 대가산정 기준 연구

Design Service Fee for the product(BIM Model Data) by BIM Design is for 3D based

optional services rather than Design efficiency.

BIM based optional service is 3D architectural design check and offering BIM model

data, which is checking in and out of building and interior part, checking interference of

in and out of building and offering the results. Also, offering the right to use BIM model

data for reuse(coordination, QTO, Energy simulation), not the copyright.

Accordingly, BIM design work level is defined, BIM Information Level(BIL) depending

on domestic architectural design phase(4 phase).

For Calculation Standard of BIM Design Fee Estimation depending on each BIL phase,

analysis of additional design scope result through BIM design case analysis, ratio

research in architectural design project on sections.

As a result, these through the process of this study, depending on the BIL,

Level 1(Level of Conceptualization & Criteria Design) 6.5%, Level 2(Level of

Detailed Design) 11.0%, Level 3(Level of Implementation Documents) 17.0%

increment in design workload were analyzed(Level 4 is extra.).

Through proposed BIM Estimated cost standard, we expect to reward for the service

according to BIM technology applic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Project reasonably that

has been diffusing with public order as the center. Also, we expect to originate and

supply a new method of design service.

Since BIM Fee Estimation Standard came after the calculated result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f BIM practice case, it will be more actual Fee Estimation standard

reflecting additional data about design case through continuing research.

Since the change about the level of difficulty on BIM works and work load are

expected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 of BIM and IT technology. It is essential

to do continuing and close progres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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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공공건축물은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틀에서 친환경, BIM, 지능형, 에너지

효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준 높은 설계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인증제

도, 가이드라인, 정부의 건축제도 개선 등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BIM 설계기술이 반영된 건축물 설계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가 산정되지 않아 오히

려 건축물 설계 대가의 하락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설계 업무 대가 산정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2년에 건설교통부장관

에 의해 고시된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BIM 설계 기술을 적용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 업무량에 대한 비용 산출 기준 설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건축물 설계의 올바른 품질을 확보하는 대가산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세

부 업무별로 반영할 수 있는 적정 대가 산정기준이 요구된다.

2.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를 통해 BIM 설계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산정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는 계

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IM 대가산정 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발주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

를 통해 BIM 대가산정 기준개발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BIM을 적용하는 사업의 대

가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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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추진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BIM 활용 대상업무 분류 및 방향도출 부분과 이

에 따른 BIM 대가요율을 연계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

을 설정하였다.

<그림 1-1> 연구순서도

 BIM 활용 대상업무 분류 및 방향 도출

․ 국내외 BIM 관련 자료와 국내 공공발주 사례조사

․ BIM 활용 분야의 정리 및 분석

․ BIM 활용 업무 분야별 분류

 BIM 대가 요율 연계

․ 용역대가 기준이 될 수 있는 BIM 대가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BIM 활용정도에

따른 단계별 업무 수준 설정

․ 단계별 업무수준을 바탕으로 BIM 대가요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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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서 및 개발 주체 BIM 지침 분석 개발 목적 및 용도

미국

Nationa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Standard

-NIBS(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FIC(Facility

Information Council)

산하NBIMS 위원회주도

-시설물 생애주기 동안 모든 관

련 업무 상황에 부합하는 개방

적이고, 호환 가능한 정보 교

환 형식과 혁신적인 업무 프로

세스의 개발을 위한 원리, 방

법론, 적용사례들을 다루고 있

음.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업무 가치의 하락 및 비용 증

대를 막기 위함.

-표준 환경에서 건축물 정보교

환의 표준을 확립함.

-혁신적인 정보기술에 의한 향

상된 업무 프로세스의 대전환

을 지원함.

GSA BIMGuige Series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PBS

-3D/4D-BIM 개요 및 공간프

로그램 인증을 다루고 있음.

-3D, 4D 및 BIM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계 품질 및 시공요구조

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함.

-건축물 시공 전 가상 시뮬레이

<표 2-1> 해외 BIM 관련 지침 조사대상 및 주요 내용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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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BIM 사례 조사·분석

1.1 해외 BIM 관련 지침 현황 조사 및 분석

1.1.1 해외 BIM 관련 지침 조사·분석 방향의 설정

조사 및 분석 기준의 설정은 BIM 용역 대가 산출을 위한 목적으로 각 지침의 내용을 검

토하여 BIM 용역 대가에 관한 사전 기본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목적에 따른 지침 선

정은 BIM 용역 대가 산출을 위한 방향 도출에 초점을 두었다. 지침의 선정은 현재 공식적으

로 발간된 주요 지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1.2 해외 BIM 관련 지침 조사대상 선정 및 주요 내용

대상 지침과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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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요구함.

General Building Information

Handover Guide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ology)

-프로젝트에서 참여주체들 간의

시설물 정보의 교환을 위해 필

요한 요구조건과 매커니즘 확

립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음.

-지침은 정보이양에 관한 필요,

근거, 개념, 적용사례들과 정보

이양에 관한 계획, 실행 및 관

리에 관한 원리, 방법, 권고사

항 등을 포함함.

-건축물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사

용자 및 개발자에게 정보 전달

에 따라 직면하는 문제들의 예

방과 최신기술의 활용을 지원함.

-프로젝트 착수 전 정보 전달에

관한 계획, 기준, 고려사항, 요

구조건들을 추진조직 및 참여

주체에게 제공하여 불필요한

노력과 문제들을 방지함.

미국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Guide

-USACE(US Army Corps of

Engineers)

-지침은 공병대 자체의 계획, 설

계, 시공 프로세스의 향상을 위

해 BIM 기술에 기초한 전략

및 구현계획을 제시할 목적으

로 개발됨.

-주로 BIM기반의 전략 및 구현

계획을 갖는 로드맵과 납품 규

정을 포함하고 있고, 로드맵은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 계획하에 목적과 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을 포함하

고 있음.

-BIM 기술에 의한 공병대 자체

의 계획, 설계, 시공 프로세스

를 향상을 위한 구현계획

-BIM 기술에 기반을 둔 전략

및 구현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제공함.

The Contractors' Guide to BIM

-AGC(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실무에서의BIM적용에 대한 이

해와 적용 및 활용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음.

-지침은 2D에 익숙한 실무자들

의 이해를 위하여 2D업무를 기

준으로 3D로 변화되어가는 과

정을 계약 단계에서 부터 업무

환경, 운영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BIM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3D

변환 도구들에 대한 이해2D에

서 3D기반으로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DATA를 생산하는 업

무 프로세스를 제공함.

-3D 프로세스 변환에 관련된도

구비용에 대한 이해 및 3D기반

의 운영에 대한 DATA활용및

관리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언

급함.

-Chapter : 3(The BIM Process:

How is it to be conducted?)

에 2D에서 3D로의 전환 시 들

어가는 초기비용과 교육, 그리

고 활용비용으로 총공사비의

0.1~0.5%을계약시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됨.

핀란드

BIMRequirements 2007

-Senate Properties(Public

Company)

-건설 프로젝트의 업무 활동 및

흐름에서 개방형 BIM의 도입

및 적용을 위한 공통의 작업방

법 및 적용기준 마련을 목적으

로 개발되었으며 일반, 건축,

MEP, 구조, 품질보증 및 병합,

견적, 시각화, MEP분석 및 적

용 들을 포함함.

-주목할 사항은 프로젝트의 단

-설계 단계에서 협력사와의 협

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구속

력을 행사함.

-프로젝트 수행 시 BIM 요구조

건을 명확히 정의하여 모델링

작업의 공통사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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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 참여 주체 간의 업무 활

동 흐름에 기초한 시나리오 중

심의 개방형 BIM을 적용한다

는 점임.

독일

User Handbook Data Exchange

BIM/IFC

-building SMART German

Speaking

-지침은 10단계의 정보교환 시

나리오에 기반을 둔 개방형

BIM 데이터의 요구조건을 다

룸.

-지침 구성은 건축, 설비, 전기,

구조시스템, 시설물 관리로 분

류되며 지침은 개방형 BIM데

이터의 유통 및 교환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프로젝트 참여주체들 간의 이

익 증대 및 캐드 데이터의 중

복을 방지함.

-동일 캐드 데이터를 최신정보

로 유지하여 협력업체들 간의

업무의 투명성 및 경제적인 손

실을 방지함.

덴마크

3DWorking Method 2006

3D CADManual 2006

Layer &Object Structure2006

3D Project Agreement 2006

-NAEC(National Agency for

Enterprise and Construction)

-작업방법 지침은 모든 업무 주

체들을 위한 공통의 작업방법

에 관한 원리를 담고 있음.

-CAD매뉴얼 지침은 3D 모델링

과 정보교환에 관한 방법을 제

공함. 레이어 및 객체구조 지침

은 레이어 및 객제에 관한 코

드명 체계 및 기준을 제공함.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동의 지

침은 프로젝트 적용에 관한 보

증을 다루고 있음.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지침 개

발시 현재의 활용되는 건설 IT

와 2D 및 3D기반 CAD 환경을

고려하여 실무적인 접근방법과

활용에 대한 내용 포함.

-현재의 작업 프로세스와 제품

생산을 지원하면서  업무주체

들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함.

-건설 제품과 작업 프로세스를

위한 공통지침 개발을 통해 유

통 및 교환되는 정보의 구조화

및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함.

-업무주체들을 대상으로 공통

작업방법, 규정, 표준들을 제공

하여 이후 발주기관 및 민간사

차원의 자체지침 개발을 유도

함.

bipsArchitectural designusing the

3Dworking method

-모델에서건설객체(Construction

Object)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데이터의정보수준(Information

Level)을 표현.

-건축(설계,시공,유지) 프로세스

를 7단계로 분류하고 각 분류

된 단계별 공정에서 요구되어

지는 모델링 데이터(컨텐츠)의

상세수준을 명시함.

-건축설계의 3D 작업방식에서

각 분야별 분야모델(Discipline

Model)이 만들어지고 교환되며

집합모델(Aggregate Model)이

사용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각 분야별 단계에서 생산되는

모델 데이터가 다른 분야와 서

로 교환되는 과정과 이러한 과

정을 거처 하나의 데이터로 통

합되어 집합 모델이 되는 과정

을 도식화하여 나타냄으로써

각 분야의 모델 데이터정보의

교환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

함.

-3D 작업방식에서 계획설계의

각 단계별 공정에 따른 모델링

데이터(컨텐츠)의 정보 수준에

대해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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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해외 BIM 관련 지침 조사·분석 결과

현재 발간된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은 정보교환의 표준화, BIM 도입 및 적용 방법, 교환데

이터의 요구 조건에 대한 3D 모델링 방법, BIM 전략 및 구현 방법 등으로 BIM 용역 대가

산정에 직접적인 관련 자료는 찾을 수 없었으나 BIM 도입에 따른 업무 변화 및 시스템 구

축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 AGC지침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BIM 도입의 업무 변화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에 관해 평균적으로 총공사비의 0.1~0.5%의 비용을 추가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출

처

미국 AGC “The Contractors’ Guide to BIM”

Chapter 3_The BIM Process: How is it to be conducted?_14p

영

문

How much does a 2D Conversion cost?

Assuming a contractor has made the initial investment in software and training, and is

past the initial learning curve, the acture labor cost of the conversion itself tends to

average between 0.1% and 0.5%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s.

내

용

계약자는 2D에서 3D로의 전환 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연습하며, 또한 초기 교육 단계

의 투자, 그리고 실행 인건비용에 대해 평균적으로 총공사비의 0.1~0.5%의 비용을 추가하

여야 한다.

<표 2-2> 미국 AGC에서 제시하고 있는 BIM 도입에 따른 총공사비 대비 추가비용비율

각 여러 나라의 공공발주 건축물은 결과물로써 모든 BIM 데이터를 의무 사항으로 요구하

고 있으며, 해외에서 발주하는 대규모의 건설공사 역시 매우 숙련된 BIM전문가의 참여를 요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건설 산업의 정착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보이는 BIM의 개념, 즉 “모델링이 BIM이다”는

사고는 BIM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바뀔 수 있으리

라 기대하며, 디지털 데이터에 담길 정보수준의 정의를 통해 사용자(Model User)가 요구하

는 각 디지털 데이터의 단계를 정의하고, 이에 맞게 서비스하는 주체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

정한 대가의 기준이 단계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앞서 말한 올바른 BIM기술 이

해와 발전에 대해 선행되어야 할 또 다른 중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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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ries
B101–2007(이전 B151–1997)

·발주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정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이전의 2007-B151 문서 건축주와 건축가의 약식 표준협

정서가 대체됨. 5개(SD, DD, CD, Bidding, CA)의 표준

<표 2-3> AIA B, C, E Series의 구성

1.2 미국 사례 조사 및 분석

1.2.1 미국 사례 조사·분석 방향의 설정

미국의 AIA 계약문서는 건축주, 공사자, 변호사, 건축가, 엔지니어 등에 의해 120년간 수정

보완되어 온 공신력 있는 문서로써 세계 건축 산업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

현재 진행되고 있는 BIM의 주된 업무가 건축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미

국 건축가와 관련된 계약문서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좋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기에 BIM관련 계약문서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해 미국의 AIA

계약문서에 집중하였다.

1.2.2 미국 AIA Documents의 조사대상 선정 및 주요 내용

AIA 계약문서는 그 사용과 목적에 따라 6개의 시리즈(A, B, C, D, E, G시리즈)로 구성되

어있다.2)

A시리즈는 건축주와 공사자와 관계, B시리즈는 건축주와 건축가의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관계, C시리즈는 건축가와 엔지니어 또는 컨설턴트와의 관계, D시리즈는 건축사 산업에 관

계되는 중요 문서들 (예, 견적 및 비용예측을 위한 계산기준), E시리즈는 A, B, C시리즈와

같은 본 계약에 첨부되는 증거예시 문서들, G시리즈는 건축 사무소의 계약행정 및 집행 그

리고 프로젝트 관리 양식에 관련된 문서로 구성된다.

이들 문서 중 본 BIM 대가산정 기준 연구와 관련성은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건축주, 건

축가, 엔지니어 또는 컨설턴트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 B, C, E시리즈에 집중

된다.

총 36개의 B시리즈, 12개의 C시리즈 그리고 2개의 E시리즈 문서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

다.

1) http://www.aia.org/contractdocs/about/index.htm

2) http://www.aia.org/contractdocs/aiab0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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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가서비스/보상(Compensation)에 대한 여러 형태가

포함됨.

B102–2007

(이전 B141–1997 Part1)

·건축주와 건축가의 표준협정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without a

Predefined Scope of Architect’s Services)

-건축가의 서비스 범위를 사전 정의하지 않음. 이전의

1997-B141 1부분이대체됨. 건축가의 책임/발주자의책임

/저작권과 라이센스/권리청구와 논쟁/일의 종료와 보류/건

축가의 보상/기타/예외 용어와 조건들/협정의 범위로 이루

어짐.

B103–2007

·대규모 복합건물에 대한 건축주와 건축가의 표준협정서

(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for a Large or Complex Project)

-발주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정(복잡한 대규모 프로젝트)

B104–2007
-발주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정(제한적 범위의 프로젝

트)

B105–2007(이전 B155–1993)

·주거시설과 소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건축주와 건축가의 표

준협정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for a Residential or Small Commercial

Project)

-발주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정(주거 또는 소규모 상업 

프로젝트)

B106–2010

·무료 서비스(Pro Bono Services)에 대한 건축주와 건축가

의 표준협정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for Pro Bono Services)

-발주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정(무료 서비스)

B107–2010(이전 B188–1996)

·단독주거시설 프로토타입에 대한 건축가와 디벨로퍼간의

표준협정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Developer-Builder and Architect for Prototype(s) for

Single Family Residential Project)

-개발업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정(단독주택 원형)

B108–2009(이전 B181–1994)

·정부공공공사에 대한 건축주와 건축가의 표준협정서

(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for a Federally Funded or Federally Insured

Project)

-발주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정(정부 프로젝트)

B109–2010

·다세대 주거시설 또는 복합주거시설에 대한 건축주와 건축

가의표준협정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for a Multi-Family Residential or

Mixed Use Residential Project)

-발주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정(다가구주택 또는 복합 

주거 프로젝트)

B132–2009

(이전 B141CMa–1992)

·다세대 주거시설 또는 복합주거시설에 대한 건축가와 발주

자의표준협정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Construction Manager as Adviser

Edition)

-발주자와 건축가, 고문으로서 CM의 표준협정

B141–1997 Instructions -발주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정(건축가 서비스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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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B142–2004

·건축주와 컨설턴트의 표준협정서(건축주가 디자인 빌드 방

식을 진행할 때)(Agreement Between Owner and

Consultant where the Owner contemplates using the

design-build method of project delivery)

-발주자와 컨설턴트의 표준협정(디자인-빌드 방식)

B143–2004 -디자인 빌더와 건축가와 표준협정

B144™ARCH-CM–1993

·건축주와 건축가의 표준협정서에 대한 수정 문서(건축가가

건축주의 조언자로서 CM 용역을 수행할 때)(Standard

Form of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where the Architect provides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as an adviser to the Owner)

-발주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졍 개정(건축가가 고문으

로서 발주자의 CM을 제공할 때)

B152–2007

(이전 B171ID–2003)

·실내인테리어 용역을 위한 건축주와 건축가의 표준협정서,

이전의 2003-B171ID 문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for Architectural Interior

Design Services)

-발주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정(인테리어 서비스)

B161–2002

(이전 B611INT–2002)
-의뢰인과 컨설턴트의 표준협정(미국 외의 프로젝트)

B162–2002

(이전 B621INT–2002)

-의뢰인과 컨설턴트의 표준협정 축약본(미국 외의 프

로젝트)

B195–2008

·통합된 프로젝트 방식(IPD)을 위한 건축주와 건축가간의

표준협정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for Integrated Project Delivery)

-발주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정(통합된 프로젝트 조달

방식)

B201–2007

(이전 B141–1997 Part2)

·건축가 서비스의 대한 표준 문서(Standard Form of

Architect’s Services : Design and Construction Contract

Administration)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디자인 및 공사계약 집

행)

-디자인 및 공사계약 집행 및 관리, 이전의 1997-B141 2부

분이 대체됨.

-초기 정보/건축가의 5단계의 기본서비스의 범위/건축가의

추가 서비스/건축주의 책임/공사비/건축가의 보상/첨부 서

류 및 예시 문서로 이루어짐.

B202–2009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프로그래밍)

B203–2007

·건축가 서비스의 대한 표준 문서, 사이트 분석 및 플래닝

(Standard Form of Architect’s Services : Site Evaluation

and Planning)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대지평가 및 계획)

B204–2007

·건축가 서비스의 대한 표준 문서, 가치분석(Value

Analysis) 컨설턴트를 고용할 시(Standard Form of

Architect’s Services: Value Analysis, for use where the

Owner employ a Value Analysis Consultant)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발주자가 가치분석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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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트를 고용하여 가치분석을 관여할 때)

B205–2007

·건축가 서비스의 대한 표준 문서, 역사적 건물 보존

(Standard Form of Architect’s Services : Historic

Preservation)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역사보존 프로젝트)

B206–2007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안전평가 및 계획)

B207–2008(이전 B352–2000)

·건축가 서비스에 대한 표준 문서, 현장에서의 프로젝트 대

리인, 이전의 2008년 B207 문서, 공사기간 동안현장에서의

프로젝트 대리인으로 일 할 경우 일의 범위 기술(Standard

Form of Architect’s Services : On-Site Project

Representation)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현장 대표자)

B209–2007

·건축가 서비스의 대한 표준 문서, 공사계약 집행 및 관리

(건축주가 디자인 서비스를 위해 다른 건축가를 고용할

때)(Standard Form of Architect’s Services: Construction

Contract Administration, for use where the Owner has

retained another Architect for Design Services)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발주자가 또 다른 건축가

를 고용했을 경우의 공사계약집행 문제)

B210–2007

·건축가 서비스의 대한 표준 문서, 시설물 지원(프로젝트 완

성 후의 빌딩의 유지 및 원활한 기능을 위해 수단과 방법

제공)(Standard Form of Architect’s Services: Facility

Support)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시설 지원)

B211–2007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커미셔닝)

B212–2010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지역, 도시계획)

B214–2007

·건축가 서비스의 대한 표준 문서: LEED자격(Standard

Form of Architect’s Services: LEED® Certification)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LEED서비스)

B252–2007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인테리어 디자인)

B253–2007
-건축가 서비스의 표준양식(가구, 비품 및 설비디자

인)

B305–1993(이전 B431–1993)

·건축가 자격에 대한 기술, 이전의 1993년 B431 문서

(Architect’s Qualification Statement)

-건축가 자격 진술서

B503–2007(이전 B511–2001)

·건축주와 건축가의 협정서 수정사항 가이드, 이전의 2001년

-B511문서(Guide for Amendments to AIA

Owner-Architect Agreements)

-발주자와 건축가 협정의 수정을 위한 가이드

B509–2010

·AIA문서 B109-2010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의 부가보충사항에

대한가이드(Guide for Supplementary Conditions to AIA

Document B109–2010 for use on Condominium Projects)

-발주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정에 대한 부가적 가이드

(콘도미니움 프로젝트)

B727–1988

·특별 서비스에 대한 건축주와 건축가의 대한 표준 협정서

(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for Spe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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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서 시리즈 문서 제목

-발주자와 건축가의 표준협정(특정 서비스)

C

series

C101–1993(이전 C801–1993)

·전문가 서비스를 위한 합작투자에 대한 협정서 건축주와

여러 전문가들(건축가, 컨설턴트 및 엔지니어)의 합작투자

에 대한 권한과 책임 규명(Joint Venture Agreement for

Professional Services)

-전문 서비스를 위한 합작 투자 협정

C106–2007

·디지털 데이터 라이센스 협정서(Digital Data Licensing

Agreement)

-디지털 데이터의 라이센스가 있는 당사자와 없는 당사자

간의 기본 서비스 결과물과 디지털 데이터의 전달 및 그

사용에 관한 협정서

-정보, 커뮤니케이션, 드로잉, 디지털 형태로 저장 가능한

디자인 등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정의 있음.

1. General Provisions (일반적 조항) 2. 디지털데이터의

전달 3. 라이센스 조건 4. 라이센싱 가격과 그 밖의 보상

등 내용에 담고 있으나, 구체적 대가에 대한 언급은 없음.

-디지털 데이터의 라이선스 협정

C132–2009

(이전 B801CMa–1992)

·건축주와 조언자로서 CM간의 표준협정서, 이전의

1992-B801CMa 문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Construction Manager as Adviser)

-발주자와 고문으로서 CM의 표준협정

C191–2009

·통합된 프로젝트 조달 방식(IPD)에서의 다수 이해관계자들

에 관한 표준협정서(Standard Form Multi-Party

Agreement for Integrated Project Delivery)

-통합된 프로젝트 조달을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표준협정 양식

C195–2008

·통합된 프로젝트 조달 방식(IPD)에서 단일 회사(Single

Purpose Entity)에 대한표준협정서(Standard Form Single

Purpose Entity Agreement for Integrated Project

Delivery)

-통합된 프로젝트 조달을 위한 단일조직의 표준협정 

양식

C196–2008
-통합된 프로젝트 조달을 위한 단일조직과 발주자의 

표준협정 양식

C197–2008

·통합된 프로젝트 조달 방식(IPD)에서 비 건축주 집단과 단

일회사(Single Purpose Entity)의 표준협정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Single Purpose Entity and

Non-Owner Member for Integrated Project Delivery)

-통합된 프로젝트 조달을 위한 단일조직과 비 발주자

의 표준협정 양식

C198–2010

·통합된 프로젝트 조달 방식(IPD)에서 단일 회사(Single

Purpose Entity)와컨설턴트의표준협정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Single Purpose Entity and

Consultant for Integrated Project Delivery)

-통합된 프로젝트 조달을 위한 단일조직과 컨설턴트

의 표준협정 양식

C199–2010
·통합된 프로젝트 조달 방식(IPD)에서 단일 회사(Single

Purpose Entity)와 공사자(Contractor)의 표준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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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주요 내용

B102-2007

(1997년

·사전에 건축가의 서비스에 대한 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건축주와 협의하는 표

준문서로서 건축가의 책임, 발주자의 책임, 건축가 또는 그의 컨설턴트들이

<표 2-4> AIA B Series에서의 주요 내용

구분 문서 시리즈 문서 제목

(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Single Purpose

Entity and Contractor for Integrated Project Delivery)

-통합된 프로젝트 조달을 위한 단일조직과 공사자의 

표준협정 양식

C401–2007(이전 C141–1997)

·건축가와 컨설턴트의 표준 협정서, 이전의 1997-C141 문서

(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Architect and

Consultant)

-건축가와 컨설턴트의 표준협정 양식

C441–2008

·디자인 빌드(Design-Build) 프로젝트에서 건축가와 컨설턴

트의표준협정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Architect and Consultant for a Design-Build Project)

-건축가와 컨설턴트의 표준협정 양식(디자인-빌드 프

로젝트)

C727–1992

·대규모 복합 건물에 대한 건축주와 건축가간의 표준 협정

서(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Architect and

Consultant for Special Services)

-건축가와 컨설턴트의 표준협정 양식(특정 서비스)

E

series

E 201-2007 -디지털데이터 상호규약 증거예시 문서

E 202-2008

·BIM의상호규약예시문서(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Protocol Exhibit)

-BIM의 상호규약 증거예시 문서

미국 건설 산업에서 건축주와 건축가의 일반적인 계약관계, 건축가의 책임 및 역할, 건축

가의 일의 종류 그에 따른 대가 종류 및 지불방식, 건축가와 컨설턴트의 계약 관계, 도면 및

시방서 등 건축가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문서(Instrument of Service)들의 저작권 및 사용권

문제, 디지털 데이터의 사용권 문제, 그에 따른 상호 규약, BIM의 개념 및 업무 정의, BIM

에 사용되는 디지털 데이터 및 사용권 문제, 계약 관련 및 대가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1) 미국 AIA Documents B Series

미국 AIA Documents B Series에서는 대가산정과관련하여 B102, B201, B141 세 개의문

서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각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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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주요 내용

B141문서의

PART1

부분에

해당)

만들어 내는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과 라이선스, 권리청구와 논쟁, 일

의 종료와 보류, 건축가의 보상, 예외 용어와 조건들, 협정의 범위, 기타로 이

루어짐을 알 수 있음.

B201-2007

(1997년

B141

PART2

부분에

해당)

·건축가의 서비스(디자인과 공사 계약에 대한 집행)에 대한 표준 문서로서 초

기 정보, 건축가의 5단계의 기본서비스의 범위, 건축가의 추가 업무 서비스,

건축주의 책임, 공사비, 건축가의 보상, 첨부 서류 및 증거 예시 문서로 이루

어짐을 살펴볼 수 있음.

B141-19973)

(표준계약문

서지침서)

·건축주(발주자)와 건축가의 보수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구분 정의 내용

시간기준방식4)

(Multiple of

Direct Personnel

Expense

Agreement)

·프로젝트의 범위가 융통적(flexible)일 때 / 일반적이지 않은 설계나

공사계약이 후속적으로 파생될 때 / 부분적인 전문설계용역이 요구될

때 적용되는 방식으로서 업무별 단위시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

총액방식

(Stipulated Sum

(Lump sum)

Agreement)

·건축가의 서비스 범위가 명확할 때 / 총공사비를 일정액으로 결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 발주자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 기술자

(Resident Engineer)의 추정가격을 사용하고있는데, 이는 일종의 총액

견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실비정액가산방식

(Professional

Fee plus

Expense

Agreement)

·건축가의 능력을 이미 인정받고 특별한 목적의 프로젝트가 요구될 때

/ 설계단계에서 미리 총공사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직접비용과

보수를 분리하여 지불하는 방식

공사비요율방식

(Percentage of

·건축가의 서비스 범위가 분명하고, 일반적인(typical) 공사의 입찰 전

에 요구될 때 / 전체 공사비를 우선 산정한 후 이에 다시 요율을 적용

<표 2-5> AIA B141의 일반적인 보수 산정방식

특히 B141에서는 건축주(발주자)와 건축가의 보수 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으며, B102 및

B201을 바탕으로 4개의 가장 일반적인 건축가의 보수 산정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

다.

3) AIA Document B141™–1997 Instructions, 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with standard form of architect'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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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내용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Project

Agreement)

하여 설계비를 산출하는 방식

문서명 주요 내용

C106-20075)

·디지털데이터라이선스협약서(Digital Data Licensing Agreement)로서디

지털 데이터의 라이선스가 있는 당사자와 없는 당사자 간의 기본 서비스 결

과물과 디지털 데이터의 전달 및 그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정보, 커뮤니케

이션, 드로잉, 디지털 형태로 저장 가능한 디자인 등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

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음.

E201-20076)

·디지털데이터 프로토콜(상호 규약) 증거예시 문서(Digital Data Protocol

Exhibit)로써 서비스의 결과물로써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교환 및 전달

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절차를 설정하고 있음. 프로젝트 프로토콜 표를 통해

데이터 형식, 데이터 전달자, 전달 방법, 데이터 사용자, 사용 허용용도를 정

의하고 있음.

E202-20087)

·BIM의 프로토콜(상호규약) 증거예시 문서(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Protocol Exhibit)로써 BIM의 용어정의와함께 BIM 프로젝트 개시전 사전

약속 사항, BIM 모델 구성 요소 별 LOD(Level Of Development)와

MEA(Model Element Author) 등의 정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특히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LOD는 모델데이터의 단계수준을 규정하고 그

활용정도를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BIM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데 기초적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 100 ~ 500의 5단계로 모델내용의요구조

건(Model Content Requirements)과 시공, 분석, 공사비예측, 일정 등의용도

범위를 서술하고 있음.

<표 2-6> AIA C 및 E Series에서의 주요 내용

(2) 미국 AIA Documents C 및 E Series

C와 E시리즈에서 BIM 업무와 내용을 정의하고 그 대가를 협의 및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

한 개념인 디지털 데이터의 저작권과 사용권 및 상호규약에 관해 다음 표와 같이 세 개의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있다.

4) 「BIM 적용에 따른 설계대가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주기범,신윤석, 2010 ,건축학회,제10권2호,통

권19집)

5) AIA Document C106™–2007, Digital Data Licensing Agreement

6) AIA Document E201™–2007, Digital Data Protocol Exhibit

7) AIA Document E202™–2008,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Protocol Ex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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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내용

LOD 100

·면적, 높이, 볼륨, 위치 및 방향이 표현되는 전체 빌딩의 매스가 3차원으로

모델링 또는 다른 데이터로 표현 가능함.

·모델을 대표하는 모델 요소에 할당된 일반적 성능기준을 응용함으로써 볼

륨, 공간과 방향에 따라 분석됨.

·면적, 볼륨 또는 이와 유사한 추정 기법에 따라 공사비 예측에 사용가능(예

를 들어, 바닥면적, 콘도미니엄 유닛, 병원 침실 등)

·프로젝트의 전체기간 스케줄 및 단계화를 위해 모델 사용 가능

LOD 200

·개략적인 수량, 사이즈, 형상, 위치 및 방향의 조합이나 일반적으로 만들어

진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델링 됨.

·비 기하학적 정보 역시 모델요소에 포함될 수 있음.

·모델을 대표하는 모델 요소에 할당된 일반 성능기준으로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함.

·제공된 개략적인 데이터와 개념적인 추정 기법을 바탕으로 공사비 예측에

사용가능(예를 들어, 부재의 볼륨과 수량 또는 선정된 시스템의 종류)함.

·주요 부재와 시스템의 주문과 시간척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가능함.

LOD 300

·수량, 사이즈, 형상, 위치 및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합으로 모델링 됨.

·비 기하학적 정보 역시 모델 요소에 포함될 수 있음.

·전통적인 공사도면의 생성이나 샵 드로잉에 적당함.

·모델을 대표하는 모델 요소에 할당된 특정 성능기준으로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음.

·제공된 특정 데이터 및 추정 기법을 기반으로 공사비를 예측하는데 사용가능

함.

·상세한 부재와 시스템의 주문과 시간척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가능함.

LOD 400

·완전한 제조, 조립, 디테일 정보를 지닌 수량, 사이즈, 형상, 위치 및 방향들

의 구체적인 조합으로 모델링 됨.

·비 기하학적 정보 역시 모델 요소에 포함될 수 있음.

·모델 요소는 계획된 부재의 시각적 표현이며 시공에 적합함.

·구체적인 모델요소를 근거로 인증된 시스템으로 성능을 분석할 수 있음.

·공사비는 구체적인 요소가 구매되는 실제 금액을 근거로 함.

·상세한 요소와 공사 수단과 방법을 포함한 시스템의 주문과 시간적 활용을

위해 사용가능함.

LOD 500

·수량, 사이즈, 형상, 위치 및 방향들의 실제로 정확하게 축조된 조합으로 모

델링 됨.

·비 기하학적 정보 역시 모델 요소에 포함될 수 있음.

<표 2-7> AIA E202의 BIM 모델 구성요소별 LOD(Lovel Of Development)

특히 E202에서는 BIM 모델 구성요소별 LOD를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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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내용

·협약 또는 개별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허가된 라이선스에 의해 그 내용이 부

합되는 한도내에서 프로젝트의 유지, 변경, 추가를 위해 모델 활용가능함.

1.2.3 미국 AIA Documents의 조사·분석 결과

선진 건설 산업국인 미국의 경우, AIA문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일반적인 건축사의 역할,

책임, 대가 종류, 비용 산정 등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있었으나, BIM 대가기준연구에 구

체적으로 직접적 활용 가능한 AIA문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C시리즈의문서 106(2007년) : 디지털데이터라이선스협약서(Digital Data Licensing

Agreement)와 BIM 프로젝트개시전사전약속사항인 E시리즈의문서 201(2007년) : 디지털

데이터프로토콜(상호규약) 증거문서(Digital Data Protocol Exhibit)그리고202(2008년) : BIM

의상호통신규약(Protocol) 증거문서(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Protocol Exhibit)를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을 통해 BIM, LOD(Level of Development), Model

Element, Model Element Author, Model User에 대한 BIM 관련분야의용어들을모두명확

하게 정의함으로써 저작권자 및 사용자 등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도를

매우 높이고 있다.

둘째, 상호통신규약(Protocol)부분에서 생성되는 모델의 소유권, 모델의 필요조건, 파일의

포맷, 모델의 관리, 모델을 저장하는데 있어 특이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확히 기술

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 데이터의 교환 및 전달에 있어 저작권자 및 사용자 간의 절차를 명확하게 설

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는 현존하지 않는 건물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있다.

넷째, 모델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표(Model element table)의 제공을 통해 건축가 또는

공사 도급자 등이 생성하는 모델의 각 단계(LOD)와 그 모델요소의 주체(MEA)를 대조 검토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 결과물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서로 확인 또는

인정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적정한 BIM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 내용이 될 수 있는 LOD : 모델의 발

전 단계 정도를 5단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단계별 모델 내용의 요구조건과 모델링을

통해 가능한 개략 공사비의 견적과 공사 스케쥴 등 활용정도를 모델의 발전단계에 따라 표

시하는 기준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BIM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따라 실행되는 각 단계의 서비

스의 양이 달라짐을 감안할 때, 단계별로 서비스하는 그 내용과 결과물에 따라 BIM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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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서 프로젝트 BIM 대가기준 관련 검토내용 비 고

미국

BIM

HandBook

(Chuck

Eastman,

Wiley,2008)

CAMINO Medical

Group Mountain

View

Medical Office

Building Complex

(2006.11 완공)

·실제 견적을 계산할 수 있도록 3D 모델링

을 하기 위하여 기존(2D 도구)작업 방식에

서 3D설계 작업 방식으로 변환한 사례임.

 

·2D기반에서 3D기반으로의 변환과정에서

의 인력확충 및 기반마련을 위한 예산을

확립해야 했으며 견적산출을 위한 3D모델

링 생성과정에서 기존 비용보다 더 추가함.

·추가적인 비용들은 2D와 3D 도구들을 결

합하여 사용하는 것 때문에 발생함.

367P

<표 2-8> 미국 CAMINO Medical Office Building Complex의 BIM 대가기준 관련 검토내용

대가가 차별 적용되어야 한다는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1.2.4 미국 문헌사례 조사

(가) BIM HANDBOOK

BIM과 관련된 기술, 비용, 기반환경 및 다양한 BIM 사례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

적 서적인 BIM Handbook8)을 통해 BIM 대가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특히미국 CAMINO Medical Group Mountain View Medical Office Building Complex 사

례는 사전에 모델링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모델링 데이터 정보를 활용 용도

에 맞도록 제작한 사례로 소개되어 있으며, 2D업무에서 3D업무 기반으로의 변환과정에서 인

력 확충 및 기반마련을 위한 추가 예산 확립에 대한 내용과 견적 산출을 위한 3D 모델링 생

성과정에서 제작비용이 기존보다 추가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 표와 같이 추가적인 비용들은 2D와 3D 도구들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 때문에 발생

하였고, 도면의 사용과 상반된 3D 모델링의 별도 제작비용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이

외에 데이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간과 노동의 절감에 따른 이득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언급하고 있다.

8) BIM Handbook, Chuck K. Smith et al., 2008, John Wiley & S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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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기능 모델링 범위
BIM를 위한

별도 비용

전체 모델링 비용에

 대한 비율
HPS / 건축 건축 설계 80,000 달러 19.30%

KPF 구조 설계; 기초와 철골 프레임 20,000 달러 4.80%

Watry Design 주차시설 외피 15,000 달러 3.60%

Southland /

시트금속 디테일링

기계엔지니어링 설계로부터 3D

덕트

모델에 대한 금속시트 서포트

및 가새보강; 3D 디테일링과

조정

50,000 달러 12.00%

McClenahan/

배관 디테일링

다른 작업과 협엽을 위한 파이

프, 파이프 서포트, 그리고 가

새 보강 ; 3D 상세화 조정

200,000 달러 48.20%

Northtar
화재 스프링 클러 장치 설계 및

조정
- 0.00%

Cupertino 전기장치 설계 및 조정 50,000 달러 12.00%

전체 모델링 비용 　 415,000 달러 100.00%

전체 공사 비용 　 94,500,000 달러 0.44%

<표 2-9> 미국 CAMINO Medical Office Building Complex의 BIM 대가비율

사례분석결과, 미국 CAMINO Medical Group Mountain View Medical Office Building

Complex 사례에서는 전체 공사비용 대비 3D모델링 비용에 대한 비율이 0.44%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3D모델링과는 달리 건물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어떠한

용도로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에 모델링데이터의 활용에 대

한 정보 상세를 결정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작성된 데이터를 각 분야별 용도에

따라서 정보를 추가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의 활용으로 공사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활

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D기반 업무 진행시 적용 소프트웨어가 달라지며 인력 확충 및 기반과 시간에 대한

비용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1.3 일본 사례 조사 및 분석

1.3.1 일본 사례 조사·분석 방향의 설정

국내와 건설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현 설계용역 대가기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가산정 기준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설계용역 대가산정 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토교통성의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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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감리에 발생하는 업무보상 기준이 되는 신업무보수기준’9)(이하 ‘신업무 보수기준’이라

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3.2 일본 신업무보수기준의 주요내용

일본의 신업무보수기준에서는 크게 대가산정방식을 실비가산방식과 약산방식으로 제시하

고 있다.

(1) 실비가산방식

 업무보수=①직접인건비+②직접경비+③간접경비+④특별경비+기술료등

경비(技術科等經費)+소비세(消費稅)

․ 업무경비=①직접인건비+②직접경비+③간접경비+④특별경비

․ 실비가산방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표준설계에 의한 경우

-복수 건축물에 대해 동일한 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경우

-설계 내용이 특수한 예술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매우 특수한 구조방식을 채용하는 경우

(2) 약산방식(略算方法)

 업무보수=직접인건비×2.0+특별경비+기술료등경비(技術科等經費)+소비

세(消費稅)

․ 약산방식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 수선, 용도변경 혹은 설계 변경일 경우

-복합건축물(여러 개의 용도가 같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등

9) 「건축설계, 시공 감리에 발생하는 업무보상 기준이 되는 신업무보수기준」, 일본 국토교통성,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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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일본 신업무보수기준 개요

<그림 2-2> 일본 신업무보수기준에 따른 설계대가 산출사례

1.3.3 일본 신업무보수기준에 대한 조사·분석내용

상기와 같이 일본 신업무보수기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산방식 제공에 의해 쉬운

설계보수 제안이 가능한 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산의 기준을 정부기관에 의해 검

수받아 공인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건축물 종류를 15종 2류로 분류하여 총 26개 유형군을 설정하고, 건축물유형별/건축

연면적 규모별로 종합, 구조, 설비 각각에 대한 표준업무에 따라 인·시간수로 기준을 설정하

고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업무별 소요 인·시간수(혹은 인·시간수)에 기준임금을 곱하는 방

식이며(물가/인건비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체계), 기본업무 외에 특별업무를 세분해서

추가비용을 산정하고 있었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률을 곱해

비용을 보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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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BIM 사례 조사·분석

2.1 BIM 공공발주 사례 현황

2.1.1 BIM 공공발주 사례 현황 조사·분석 방향의 설정

최근 국내 BIM 사례 현황 조사를 위하여 정책적 동향 조사 및 BIM 공공발주 사례조사를

통해 BIM 도입용도와 산출물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BIM 발주사례로는 LH공사(양주회천지구A-1BL사업, 파주운정3지구A4 BL, 인천건담

지구 6개블록공동주택), 국방부(2008년 6월 OOO사업설계용역-서울용산구), 용인시(2009년

4월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복합커뮤니티센터, 국립도서관),

전력거래소(2010년 3월 전력거래소 본사 사옥 신축 사업), 서울대학교(2009년 9월 서울대학

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사업), 강릉시(2010년 4월 강릉아트센타 건립공사 임대형민간투자

사업(BTL)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교육과학기술부(2010년 6월대구경북과학기술원학위과

정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발주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고 및 공개된 과업지시서나 용역안내서 등

의 사업개요, BIM 적용내용, BIM 적용용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2.1.2 BIM 도입을 위한 정책적 동향

2008년 공공발주사례 발생 이후 국내 공공발주 사례의 BIM적용 용도는 그 범위가 확대되

고 있으며, 2010년 국토해양부는 “건축분야 BIM 적용가이드”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

관에 배포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2012년부터 Total Service로 발주하는 500억원 이상인 턴키·

설계공모 공사에 BIM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조달청 보도자료 2010.04.16)

이와 더불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확정(2010.05.12)에 따라 건축

정보모델링(BIM)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12년부터

500억 이상의 조달청 일괄대행 건축공사에 선진기법인 BIM 설계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 및 녹색건설 자재 구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청와대 보도자료

2010.07.12)

이에 따라 향후 국내 BIM 공공발주 사례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에서의 BIM 기

술도입 또한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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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명 LH 공사

사업명 양주회천 A-1BL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설계경기

사업의 성격 설계경기

규모

총 공사금액 : 1,282,074 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 설계용역비: 총 13,181백만원(부가세포함)

대지면적(A1 블럭) : 92,872㎡

공고일 2008년 7월

사업수행기간 4년

BIM도입 목적 구조 인테리어계획 및 물량산출 활용

대상단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종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인테리어

대상범위 A-1블럭

BIM 상세수준
-평면추출 및 부위별·요소별 물량산출이 가능한 수준

-실시설계단계에서는 내부마감 인테리어 검토가 가능한 수준

데이터제출 도면은 원본(dwg), BIM은 원본과 IFC 모두제출

BIM 평가 BIM데이터 평가기준 및 평가 없음.

설계도서

-계획설계(단지계획):단위세대 평면은 BIM데이터에서 추출

-기본설계(심의도면):단위세대 평면은 BIM데이터에서 추출

-실시설계(설계도서):단위세대 관련도면은 BIM데이터에서 추출

분석 각 공종간 간섭 및 오류체크사항

기타-공정 명시되지 않음.

품질기준사항 명시되지 않음.

<표 2-10> LH공사 양주회천지구A-1BL사업의 과업내용

2.1.3 BIM 공공발주 사례 현황 조사·분석 내용

(1) LH공사 BIM 발주사례

가. 양주회천지구A-1BL사업

LH공사는 2008년 7월 양주회천지구A-1BL사업에 현상설계 지침으로 BIM을 적용하도록

공고하였다. 현상설계지침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당 사업의 과업지시서

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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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명 LH 공사

사업명 파주운정3지구A4 BL 현상설계

사업의 성격 현상설계

규모

추정 설계용역비: 총 3,140백만원(부가세포함)

목표 공사금액 : 330,988백만원(부가세 포함)

사업면적 : 6,950,506㎡ (2,102,528평)

공고일 2009년 7월

사업수행기간 4년

BIM도입 목적
친환경적인 설계, 경제적인 시공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 공사비

추정, 면적산출, 일조 및 에너지분석

대상단계 현상설계(현상설계 이후 BIM관련 전공종 단계별적용)

공종 명시되지 않음

대상범위 A4 블록

BIM 상세수준

상세 적용 범위-공종별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BIM설계 Data를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하며 BIM도서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면 : 1/30이하 상세도는 2D(CAD)로 작업이 가능하다.

·시방서 : 적용하지 않음(국내 건설 표준분류체계 부재 및 시방

서 연계연구미흡).

·계산서 : 기계, 전기분야는 제외, 구조계산서에만 활용함.

·내역서 : 주요부재 물량산출로 한정함.

·기타 공종별 세부사항은 과업지침에서 정함.

데이터제출

도면 및 BIM 원본파일 제출

최종 성과물 : 면적산출 근거, 설계도면, BIM Data에서 직접 추

출한 3D이미지, BIM개요서

BIM 평가

-조감도를 제외한 BIM툴을 사용한 이미지의 추가작업시 감점

-BIM 모델링 누락(주동,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시 감점

-BIM 원본파일내에 제출도면 및 이미지 VIEW 미생성시 감점

-도서작성시 “BIM적용기준” 위반시 감점

-BIM 모델링과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미연계시 감점

설계도서
도면, 구조계산서, 내역서(주요 부재물량산출로 한정), 시방서 제

외

분석 친환경, 일조 및 에너지 분석(BIM 개요서에 포함하도록 명시)

기타-공정
-계산서(구조계산서에 활용), 내역서(주요부재 물량산출)

-기타 공종별 세부사항은 과업지침에서 정함.

<표 2-11> LH공사 파주운정3지구A4 BL사업의 과업내용

나. 파주운정3지구A4 BL

LH공사는 2009년 7월 파주운정3지구A4 BL사업에 현상설계 지침으로 BIM을 적용하도록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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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명 LH 공사

사업명 인천검단지구 6개블록 공동주택 현상설계 경기

사업의 성격 현상설계경기

규모

대지면적(㎡) : 58,823

건설호수 : 1,140

대전용평형별 세대수 : 74㎡-60, 84㎡-1,075

층수 : 25

목표 공사금액(단위:백만원) : 206,817 (부가세포함)

공고일 2010년 7월

사업수행기간 4년 8개월　

BIM도입 목적

시각적검토 및 설계오류 사전검토를 통한 설계품질향상과 친환

경분석을 통한 주택성능확보, 면적 등 사업규모의 검토를 통한

사업적정성 파악, 설계도서 생성

대상단계 현상설계(현상설계 이후 BIM관련 전공종 단계별적용)

공종 건축, 구조

대상범위 A7-2 블록

BIM 상세수준 명시되지 않음.

데이터제출

성과물 데이터파일의 DVD는 원본 파일(사용된 BIM 소프트웨어

파일) 및 BIM관련 성과물을 포함하여 제출하며, 사용된 BIM 소

프트웨어의 명칭, 버전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BIM활용계획

서에 기록

BIM 평가

-사전검토 시 BIM데이터 원본파일과 설계도서, BIM활용 계획서

를 기준으로 평가 (사업 적정성 평가, 설계품질 평가, 주거성능

평가)

-사전검토 BIM평가 기준표 제시

설계도서

-공통기준 : 일반사항(이미지변경 금지, 투시도 및 조감도 등 입

체화표현 금지 등)

-설계도판 및 도면, BIM 활용 계획서 작성기준, 건설개요 및 면

적 산출표 기준 제시

분석 명시되지 않음.

기타-공정 명시되지 않음.

품질기준사항
동별 건축 및 구조부재가 포함된 BIM 데이터 및 단지모델에 대

한 설계품질평가

<표 2-12> LH공사 인천검단지구 6개블록 공동주택사업의 과업내용

다. 인천검단지구 6개블록 공동주택

LH공사는 인천검단지구 6개블록 공동주택 현상설계 경기에 BIM을 적용하도록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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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명 국방부
사업명 2008년 8월 000사업 설계용역

사업의 성격 현상설계

규모

시설규모 : 47,572㎡, 건물(38,577㎡), 부속주차장(8,995㎡)

예산액 : 2,749,980,200원(현금 : 1,330,008,000원)

추정가격 : 2,499,982,000원　

공고일 2008년 6월

사업수행기간 1년

BIM도입 목적 설계개선 방안의 적용

대상단계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공종 건축, 건축구조, 기계

대상범위

3차원 시뮬레이션 /설계기법, BIM으로 구축된 가용단계 (건축,

건축구조 기계 등)분야를 적용한 데이터, 분석도구, 수량,

형상정보를 근거로 추출 및 작성을 설계기법 적용기준으로 함.　

BIM 상세수준 명시되지 않음.

데이터제출

-3차원 시뮬레이션 / 3차원 설계기법, BIM 데이터 형식 : 건축,

건축구조, 기계 등의 분야는 소프트웨어의 원본파일로 제출 및

체계적인 데이터 구조로 작성

-설계에 사용한 3차원 설계, BIM 등의 소프트웨어 1세트와

보안시스템을 발주청에 필히 제출

BIM 평가 명시되지 않음.

설계도서 도면, 설계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투시도 등

분석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기타-공정 명시되지 않음.

품질기준사항 명시되지 않음.

<표 2-13> 국방부 000사업 설계용역의 과업내용

(2) 국방부 BIM발주 사례

국방부는 2008년 6월 OOO사업 설계용역(서울 용산구) 입찰공고에서 기본계획 및 기본/실

시 설계에 대하여 2차원CAD 뿐만이 아닌 3차원 시뮬레이션/3차원 설계기법, BIM 도입 등의

설계 개선방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고하였다. 구체적인 BIM관련 내용은 과업지시서로 공고

되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용인시 BIM 발주사례

용인시는 2009년 4월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입찰공고에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실

시설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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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명 용인시

사업명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사업의 성격 현상설계

규모

사업부지 : 379,140㎡

건축면적 : 31,523㎡

연 면 적 : 64,391㎡

공사비 : 1,31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일 2009년 4월

사업수행기간 4년 1개월

BIM도입 목적 친환경적 설계, 경제적인 시공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

대상단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종 건축, 건축구조, 기계
대상범위 전체

BIM 상세수준 명시되지 않음.

데이터제출

-3차원 시뮬레이션 / 3차원 설계기법, BIM 데이터 형식 : 건축,

건축구조, 기계 등의 분야는 소프트웨어의 원본파일로 제출 및

체계적인 데이터 구조로 작성

-설계에 사용한 3차원 설계, BIM 등의 소프트웨어 1세트와

보안시스템을 발주기관에 필히 제출

BIM 평가 명시되지 않음.

설계도서

(성과품)

BIM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 자료

·기본계획 검토 중간보고서

·기본계획 검토 최종보고서

·입찰안내서의 개략공사비 산출서

분석 명시되지 않음.

기타-공정 명시되지 않음.
품질기준사항 명시되지 않음.

<표 2-14> 용인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과업내용

(4)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BIM 발주사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공고 시 BIM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포함한 사례는

없으나 복합커뮤니티센터 1-2 및 1-4, 1-5생활권에 BIM을 적용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10)

복합커뮤니티센터 BIM은 기본설계단계(설계 오류 검토 및 디자인 해석)와 실시설계단계(공정

간 간섭 체크, 건물 내 외부 마감 선택, 에너지 절감률 평가 및 분석 등)에서 적용되었다.

행복청은 2009년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도서관 건축설계 경기지침에 “※행복청은 필

요에 따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도입할수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설계계약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다음은 2009년 11월 행복도시 국립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09-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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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명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사업명 행복도시 국립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사업의 성격 기본설계, 실시설계

규모

사업부지 : 29,817㎡

연 면 적 : 21,870㎡

설계비 : 58.4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착수일 2009년 11월

사업수행기간
-기본설계 : 180일간(공휴일 포함)

-실시설계 : 180일간(공휴일 포함)

BIM도입 목적 설계의 품질향상, 시공관리 및 유지관리시 편의 향상

대상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종 건축, 구조, 기계 및 전기·통신(소방포함), 친환경 관련분야

대상범위

-설계도서는 2차원 CAD + 3차원 시뮬레이션 / 3차원 설계기법,

BIM 도입 등 설계 개선 방안을 적용한 데이터, 수량, 형상정보,

분석도구를 근거로 추출 및 작성한다.

-각종 설계심의 및 검토시 필요한 설계자료 등을 2차원 CAD와

3차원 시뮬레이션 / 3차원 설계기법, BIM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 및 설명

BIM 상세수준
3차원 설계 시 1/50 이상의 상세도면은 2차원 CAD도면으로 작

성

데이터제출 설계도서 외 공종별 원본파일 (사용된 BIM 소프트웨어 파일)

BIM 평가 해당없음

설계도서

(성과품)

-단계별 설계 완료시(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완료 보고서

-설계도서 외 공종별 원본파일(사용된 BIM 소프트웨어 파일)

-최종 완료 성과물과 진행과정에서 생성되는 파일은 객체별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구축,

데이터를 생성하여 제출하며, 라이브러리 목록, 속성목록 등

데이터의 변형 및 수정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함께 제출
분석 친환경 관련분야

기타-공정 명시되지 않음.

품질기준사항 명시되지 않음.

<표 2-15> 행복청 행복도시 국립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의 과업내용

발주기관명 전력거래소

사업명 전력거래소 본사 사옥신축 건축설계경기

사업의 성격 현상설계

규모 부지면적 : 44,119㎡, 연면적 : 28,474㎡

<표 2-16> 전력거래소 본사 사옥신축 건축설계경기의 과업내용

(5) 전력거래소 BIM 발주사례

전력거래소는 본사 사옥신축 건축설계경기의 BIM적용 및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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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 2,613,369,000원 (부가세 제외)

예정공사비 : 53,700,540,300원

공고일 2010년 3월

사업수행기간 등록마감일로부터 90일간

BIM도입 목적 설계품질향상

대상단계
현상설계부터 3차원 BIM설계를 도입

계획·중간·실시설계
공종 건축, 구조

대상범위
시각적 검토, 공간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성 검토, 기본적

품질검토, 에너지 성능분석, 설계도서 생성

BIM 상세수준 건축과 구조부재를 대상으로 1/100 ~ 1/200 내외의 상세수준

데이터제출

-BIM 데이터는 건물별로 나누어 단일 파일로 제출

-원본 BIM 데이터및 IFC(ISO/PAS 16739) 2x3 포맷으로변환

한 IFC파일을 제출

BIM 평가

-BIM 설계품질 평가(사전심사) : BIM 설계의 기능적 품질,

에너지 효율 등 평가 (소프트웨어 기반 정량평가)

총 100점 만점 중 10점으로 평가　

-BIM 계획의 적정성(본심사) : 계획·중간·실시설계 BIM

업무수행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총 100점 만점 중 3점으로 평가

설계도서
설계도면, 도판, 설계설명서, 계획·중간·실시설계 BIM 업무수행

및 활용계획서, BIM데이터 제출리포트

분석
에너지 성능(건물의 형태, 방향, 창호면적비율 등을 근거로 하며

건물재료에 의한 개별적 성능은 반영하지 않음.)

기타-공정 RP모형

품질기준사항

-모델에는필요한건물부재들(벽, 슬래브, 문, 창등)이있어야한다.

-건물부재들은 BIM 데이터 작성 소프트웨어의 해당 건물부재

작성기능을이용하여모델링되어야한다.

-모든건물부재들은층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어야한다.

-건물주요부재간에는서로간섭이없어야한다. 이때주요건물부재는

기둥, 보, 슬래브, 벽, 계단, 경사로, 지붕, 문, 창으로 하며 간섭의

허용오차는100mm로한다.

-같은부재간에는서로중첩이없어야한다.

-시설별 공간객체는 인접한 건물부재의 중심선 또는 다른 공간객체와

접해야한다.

-기초위의모든구조부재들은다른구조부재에의하여지지되어야한다.

-계단계획이법규조건을충족해야한다.(예 : 계단참설치및계단폭과

깊이등)

-장애자관련법규조건을충족해야한다.(예 : 램프경사도및폭등)

-피난 및 방재 관련 법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예 : 각 공간으로부터

대피장소로연결되는적절한경로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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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명 서울시

사업명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의 성격 민간투자사업(BTL)

규모
건축 연면적 : 56,560㎡(17,100평), 지하6층 규모

총 사 업 비 : 96,0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산출시점 기준)

공고일 2009년 9월

사업수행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공사기간)

BIM도입 목적

-목적: 이해하기 쉬운 3차원 설계방식을 이용하여 현장의

시공담장자와 협력업체 기술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향상

-방향: 친환경적인 설계, 경제적인 시공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

수행

대상단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계약,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공종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공정관리, 공사비

관리, 준공도면, 유지관리

대상범위 기본설계, 상세설계, 계약,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

BIM 상세수준 표현수준 1:100

데이터제출

-기본설계시 제출되는 도면은 본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된 BIM

Data에서 추출되어야 하고 관련서류는 BIM Data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BIM Data에서 추출된 3차원

이미지(렌더링 이미지 포함)와 2차원 평, 입, 단면도를 함께

사용하여 관련 도면 및 서류에 표현할 수 있음.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납품 시 분야별 BIM Data는 건축물

생애주기(Life Cycle Cost)에 걸쳐 연계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표현 방식은 위항에 준함.

-모든 단계에서 구축된 BIM Data는 체계적인 Data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함.

-기본설계 제출 시 기본설계 설명서, 시공계획서, 내역서 등의

도서는 BIM Data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함.

BIM 평가 총 1,000점 만점 중 BIM적용 및 활용도를 30점으로 평가

설계도서

기본 및 실시·준공도면(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각종상세도(건축, 구조), 공정관리계획, 공정표,

공사비관리계획

* BIM Data를 근거로 작성

분석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소방설비 분야의 간섭체크

기타-공정 공정관리, 공사비관리

품질기준사항 명시되지 않음.

<표 2-17>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과업내용

(6) 서울대학교 BIM 발주사례

서울대학교는 2009년 9월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사업 사업의 기본설계, 상세설

계, 계약,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의 BIM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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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명 강원도 강릉시청

사업명
강릉아트센타 건립공사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CM)용역

사업의 성격 BIM업무수행관리(CM)

규모

부지면적 : 12,780㎡(종합운동장 시설 총부지 34,135.36㎡)

연 면 적 : 24,529㎡(신축 17,893㎡, 리모델링 6,636㎡)

추정사업비 : 671억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사업비 한도액)

용 역 비 : 25억원(부가가치세 미포함, PMIS· BIM구축비용 포

함,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공고일 2010년 4월

사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43개월

BIM 감리 목적

BIM의 데이터를 통하여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소방, 통신

및 단계별 설계안검토, 시공성 검토 등 각종 품질검증을

수행하고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보완·수정

대상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종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소방, 통신

업무범위

-각 시공.구조.설계의 적정성 여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및 주요부분 Product

Data, 자재 Sample 등의 검토·확인

-시공완료에 따라 보완.수정 완료된 BIM데이타 검토 확인

-BIM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방법 교육

<표 2-18> 강릉아트센타 건립공사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CM)용역의

과업내용

(7) 강릉시 BIM 발주사례

강릉시는 2010년 4월 강릉아트센타 건립공사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BIM업무수행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8) 교육과학기술부 BIM 발주사례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상설계에 실시설계단계에서의 BIM적용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일부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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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명
2010년 6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업의 성격 임대형 민자사업

규모

부지면적 : 478,087㎡

[332,983.00㎡+연구동부지(145,104㎡)]

총사업비 : 352,996백만원

공고일 2010년 6월

사업수행기간 3년 6개월

BIM도입 목적
에너지효율 확보, 설계품질 확보(설계조건 검증, 시공성 검토) 설

계도서 활용(설계도면, 수량산출 등 기초자료 추출)

대상단계 실시설계

공종

건축 건물 디자인 ( 상세검토, 공간규모 및 배치의 적정성 검토,

공정간 간섭 확인, 각종 기준 위배 검토 등), 구조(기준에 대한

검토, 기계전기설비와 간섭 검토), 기계설비(각 공종과의 간섭 검

토 및 공간의 시뮬레이션), 전기설비(각 공종과의 간섭 검토 및

공간의 시뮬레이션)

대상범위

교육연구시설 : 디자인공학부, 혁신경영학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뇌과학부, 로봇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지원시설 : 통합행정지원센터, 학술정보어학관, 체육관

기숙시설 : 학생기숙사

BIM 상세수준 1/100 상세수준
데이터제출 명기되지 않음.

BIM 평가 해당없음.

설계도서

-건축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수직, 수평 동선관련 상세도

·내부 실별 확대평면 및 전개도

-구조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수직, 수평 동선관련 상세도

·내부 실별 확대평면 및 전개도

-기계설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전기설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분석 에너지 분석

기타-공정 명기되지 않음.

품질기준사항 공개되지 않음.

<표 2-1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의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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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기관
사업명 공고일

사업

종류

대상

단계
BIM 도입용도

산출물

BIM 활용

성과물

BIM

DATA

LH

공사

양주회천

A-1BL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08년

 7월

설계

경기

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평형개발 활용

-단위세대 설계

도서 생성, 구조

인테리어계획,

물량산출

-설계도서 ,

BIM적용 보

고서

-BIM데이터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인테리어) 원

본파일 및

IFC파일

파주운정3지구A

4 BL

2009년

7월

현상설

계

현상설계

이후

BIM관련

전공종

단계별적용

-친환경적인 설

계, 경제적인 시

공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

-설계도서 생성,

공사비 추정, 일

조 및 에너지분

석

-설계도서 ,

BIM개요서

-BIM데이터

원본파일

인천검단지구

6개블록

공동주택

2010년

 7월

현상설

계

현상설계

이후

BIM관련

전공종

단계별적용

-시각적검토, 설

계오류 사전검토

-친환경분석, 주

택성능확보, 사

업규모검토, 설

계도서 생성

-설계도서, 계

획·중간·실시

설계 BIM 업

무수행 및 활

용계획서

-BIM데이터

원본파일

국방부

2008년 8월

000사업

설계용역

2008년

8월

현상설

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개선방안

적용

-설계도서 생성

-설계도서

-건축, 건축구

조, 기계 등의

분야 소프트

웨어 원본파

일

<표 2-20> 국내 BIM 공공 발주사업의 도입용도 및 산출물

2.1.4 BIM 공공발주 사례 현황 조사·분석 결과

BIM적용에 대해 지속적인 발주를 하는 LH 공사의 경우 BIM 도입용도가 공고년도에 따

라 점차 확대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례 분석 결과, 사업의 종류는 현상설계, 적용대상단계는 계획~실시설계단계, BIM 도입목

적으로는 계획안이나 설계안을 검토(에너지 분석 및 간섭체크 포함), 설계도서 생성, 시공단

계 활용을 위한 기초 데이터 생성이 중심이었으며, BIM 산출물로는 기존과 같은 설계도서

뿐만 아니라 BIM 원본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BIM 공공발주 사례 조사에 따른 도입용도 및 산출물 중심의 분석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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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기관
사업명 공고일

사업

종류

대상

단계
BIM 도입용도

산출물

BIM 활용

성과물

BIM

DATA

용인시
용인시민체육공

원 조성사업

2009년

4월
턴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친환경적 설계,

경제적인 시공

및 효율적인 시

설관리

-설계도서 생성

-설계도서, 활

용계획서

-BIM데이터

원본파일

행복청

행복도시

국립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2009년

11월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의 품질향

상

-시공관리 및 유

지관리시 편의

향상

-설계도서 -없음.

전력

거래소

전력거래소

본사

사옥신축사업

2010년

3월

현상설

계

현상설계부터

3차원

BIM설계를

도입

계획·중간·실

시설계

-개방형BIM에

의한 시각검토,

설계조건 충족성

검토, 품질검토

-에너지 성능분

석, 설계도서 생

성

-설계도서 ,

BIM 데이터

제출리포트,

계획·중간·실

시설계 BIM

업무수행 및

활용계획서

-없음.

서울대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

TL)

2009년

9월

민간투

자사업

(BTL)

기본설계,

상세설계,

계약,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목적: 이해하기

쉬운 3차원 설계

방식을 이용하여

현장의 시공담장

자와 협력업체

기술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

업능력 향상

-방향:친환경적인

설계, 경제적인

시공 및 효율적

인 시설관리 수

행

-설계도서, 간

섭체크 보고

서, 친환경건

축(실내공기

오염물질 저

방출, 에너지

성능, 일조 항

목)에 대한

설계검토보고

서, BIM활용

계획서

-분야별 BIM

Data

강릉시

강릉아트센타

건립공사

임대형민간투자

사업(BTL)

2010년

4월
CM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설계 적합성 및

각 공종별 간섭

사항 검토

-원활한 의사소

통 및 협업능력

을 향상

-각 과업단계

별 BIM을 활

용한 검토 보

고서

-시공완료되

어 보완·수정

완료된 BIM

데이터

교육

과학

기술부

대구경북과학기

술원

학위과정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2010년

6월
BTL 실시설계

-에너지 효율, 설

계조건 검증, 시

공성 검토

-설계도서 생성,

수량산출 등 공

사비 기초자료

추출

-설계도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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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기관
사업명 공고일

사업

종류

대상

단계
BIM 도입용도

산출물

BIM 활용

성과물

BIM

DATA

법무부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

설계공모

2010년

10월

현상설

계
기본설계

-배치, 건축, 조

경, 설비, 환경·

에너지 계획

-설계도서 ,

설계설명서
-없음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

기본지침서

2010년

12월
턴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디자인 검토

-계획품질 확보

-BIM 설계도서

산출

-수량 기초데이

터 산출

-개략 에너지효

율 검토

- 설계도서 ,

동영상, BIM

결과보고서,

BIM 업무수

행계획서, 수

량기초데이터

-BIM데이터

원본파일 및

IFC파일

중앙부처 건 비고

기획재정부 1

법령, 기준 등 중심

(중복 결과 포함)

행정안전부 1

지식경제부 5

국토해양부 38

합계 45

<표 2-21> 국내 중앙부처별 설계대가 관련 기준 분포

2.2 국내 현행 법·제도 조사·분석

2.2.1 국내 현행 법·제도 조사·분석 방향의 설정

조사방법으로는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자료수집을 실

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사범위는 건축 설계 용역대가와 관련된 법령, 지침, 기준 등을 수집

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건설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검색 대상 키워드를 ‘대가기준’, ‘용역대가’, ‘용역’, ‘설계용

역’, ‘용역비’로 선정하여 검색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다음 표와 같이 총 45건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찾을 수 있었다.(중복결과 포함)

이에 자료 검색결과를 기관별, 키워드별, 문헌 종류별로 분류하고, 이 중 기준, 지침을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계대가의 핵심적인 기준을 최종 정리한 결과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3건으로 압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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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의 범위 (제5조) 대가산정 기준 근거조항

설계 업무

(업무내용은

6조에 규정)

가. 기획업무
·기획업무를 수행범위에 따라 3 구분, 각각

건축설계대가의 3%, 5%, 8%를 적용

·11조①항

-별표1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대가요율 설정

-건축물 종류별로 1종(단순), 2종(보통),

3종(복잡) 구분

-설계도서 요구수준에 따라 기본, 중급, 상

급으로 구분

·11조②항, 별표4

·10조①항, 별표3

·10조②항, 별표2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11조③항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의 각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대가의 1.5배를 적용하

여 산정
·11조④항 1호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11조④항 2호

<표 2-22>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관련 조항부분 검토내용

특히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2002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건설산업의 변화에 따른 실질적 대가 반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2.2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제정 2002.06.05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 - 152호

 개정 2002.10.15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 - 270호

 관련근거 및 목적

․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 건축사와 건축주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을 정함.

 구성체계

․ 총 3장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음.

(1) 용역대가 관련 조항부분의 검토

제2장 용역의 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에서 건축사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가적인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3장 건축사업무대가의 산정에서 건축물의 설계 난이도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구분을

두고 공사비에 따른 건축설계 대가요율(별표)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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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의 범위 (제5조) 대가산정 기준 근거조항
따른 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상세도 작성업무

특별

규정

※ 건축허가를 득한 건물의 설계변경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11조⑤항

※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분리 위탁할 경우

·단계별 업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계획설계, 중간설계비를 각각 총설계비의 5%

추가

·12조/6조⑤항

※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을

분리 위탁하고 건축사가 전체를

종합조정토록 하는 경우

·설계대가의 20% 증액 ·13조 1호

※ 외국어를 사용한 도서작성 ·업무범위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증액 ·13조 2호

※ 외국에 건축하는 건축설계업무 ·현지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증액 ·13조 3호

구분 업무의 범위 (제5조) 대가산정 기준 근거조항

설계 업무

(업무내용은
가. 기획업무

·기획업무를 수행범위에 따라 3 구분, 각각 건

축설계대가의 3%, 5%, 8%를 적용

·11조①항

-별표1

<표 2-2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관련 조항부분 검토내용

2.2.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정 2009.03.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29호

 개정 2009.09.0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59호

 관련근거 및 목적

․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

 구성체계

․ 총 3장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음.

(1) 용역대가 관련 조항부분의 검토

본 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며,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과 전체적인 구성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에서 건축사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가적인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3장 건축사업무대가의 산정에서 건축물의 설계 난이도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구분을

두고 공사비에 따른 건축설계 대가요율(별표)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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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의 범위 (제5조) 대가산정 기준 근거조항

6조에 규정)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대가요율 설정

-건축물 종류별로 1종(단순), 2종(보통),

3종(복잡) 구분

-설계도서 요구수준에 따라 기본, 중급,

상급으로 구분

·11조②항, 별표4

·10조①항, 별표3

·10조②항, 별표2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11조③항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
·11조④항 1호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상세도 작성업무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11조④항 2호

특별

규정

※ 건축허가를 득한 건물의 설계변경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11조⑤항

※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분리 위탁할 경우

·단계별 업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계획설계, 중간설계비를 각각 총설계비의 5%

추가

·12조/6조⑤항

※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을

분리 위탁하고 건축사가 전체를

종합조정토록 하는 경우

·설계대가의 20% 증액 ·13조 1호

※ 외국어를 사용한 도서작성 ·업무범위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증액 ·13조 2호
※ 외국에 건축하는 건축설계업무 ·현지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증액 ·13조 3호

2.2.4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1997.04.02 건설교통부훈령 제175호

 개정 2009.08.24 국토해양부훈령 제365호

 관련근거 및 목적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 기술․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구성체계

․ 총 4장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음.

(1) 용역대가 관련 조항부분의 검토

본 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과는 별도로 기술·가격분리

입찰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BIM 설계용역 부분을 별도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

대하여 대가기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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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조 관련 검토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기술․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해양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9조(적용대상)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기술․가격분

리입찰 절차

제14조(적용대상)
2. 특별한 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용역

3. 독창적인 설계기법(고도의 환경설계기법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용역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

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표 2-24>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의 관련 조항부분 검토내용

2.2.5 국내 현행 법·제도 조사·분석 결과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의 용역대가 관련 연결구조는 동일하다. 다만 발주자의 관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용역대가 관련 연결구조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3>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용역대가연결구조

․ 용역대가는 크게 용역의 범위와 대가산정기준을 통해 산출된다.

․ 용역의 범위 중 설계업무는 기획, 계획, 건축설계, 사후설계로 나뉘며,

건축설계는 다시 계획, 중간, 실시설계로 구분됨. 용역의 범위에 따라

업무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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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0 25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50 50

계 100 110

<표 2-25> 설계단계에 따른 업무비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

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20억원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30억원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50억원 5.65 4.71 3.77 5.14 4.28 3.42 4.62 3.85 3.08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200억원 5.33 4.44 3.56 4.85 4.04 3.23 4.36 3.64 2.91

300억원 5.29 4.41 3.53 4.81 4.01 3.21 4.33 3.61 2.89

500억원 5.19 4.32 3.46 4.72 3.93 3.14 4.24 3.54 2.83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3000억원 4.95 4.13 3.30 4.50 3.75 3.00 4.05 3.38 2.70

5000억원 4.88 4.07 3.26 4.44 3.70 2.96 4.00 3.33 2.66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표 2-26> 건축설계 대가요율표

대가산정기준은 산출방식과 건축설계 대가요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방식은 공사비 요

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대가 산정 시 사용하는 건축설계 대가요율은 공사비의 규모, 설계도

서의 난이도, 건축물 구분에 따라 각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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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경우, 2002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

로서 현재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설계대가의 핵심 기준

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에 향후 BIM 대가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경우 분리 발주에 대한 관련 적용대상

및 기준이 중심이며,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BIM 용역대가를 분리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2.3 용역대가 산정 방법 조사·분석

2.3.1 용역대가 산정 방법 조사·분석 방향

앞서 살펴 본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미국 AIA Document B141, 국내 건축사 용역의 범

위와 대가기준의 정의, 일본 신업무보수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역대가 산정 방법을 조사

하여 BIM 대가 산정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가 산정 방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2.3.2 용역대가 산정 방법 조사·분석 주요 내용

이에 국내외 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용역대가 산정 방법이 실비정액가산식, 공사비

요율방식, 시간기준방식, 총액방식, 약산방식 등 5가지로 정리되었다.

(1) 실비정액가산식

가. 미국 AIA Document B141의 정의

건축가의 능력을 이미 인정받고 특별한 목적의 프로젝트가 요구되는 경우 적용하며, 설계

단계에서 미리 총공사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접비용과 보수를 분리하여 지불하는

방식이다.

나. 국내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정의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대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

․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 직접경비 :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건축주의 여비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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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 제경비 :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

․ 창작 및 기술료 :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2) 공사비요율방식

가. 미국 AIA Document B141의 정의

건축가의 서비스 범위가 분명하고, 일반적인(Typical) 공사의 입찰 전에 요구될 때, 전체

공사비를 우선 산정한 후 이에 다시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나. 국내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정의

‘제9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②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업무의 대가

는 별표 4(건축설계 대가요율)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난이도(1종단순, 2

종보통, 3종복잡)와 도서의작성구분에따른양(기본, 중급, 상급)과 공사비(5000만원~5000천

억원)에 비례한 건축설계 대가 요율로 구성되어 있다.

(3) 시간기준방식11)

가. 미국 AIA Document B141의 정의

프로젝트의 범위가 융통적(Flexible)일 때, 일반적이지 않은 설계나 공사계약이 후속적으로

파생될 때, 부분적인 전문설계용역이 요구될 때 업무별 단위시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는 방

식이다.

11) 주기범 외 1명은 「BIM 적용에 따른 설계대가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시간기준방식이란 표

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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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액방식

가. 미국 AIA Document B141의 정의

건축가의 서비스 범위가 명확할 때 총공사비를 일정액으로 결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 기술자(Resident Engineer)의 추정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총액견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5) 약산방식

가. 일본 신업무보수기준의 정의

일반적 규모의 건축물 설계 프로젝트에서 증개축, 수선, 용도변경 혹은 설계 변경, 복합건

축물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직접인건비의 2배에 각종 경비 및 소비세를 포함하여 약산해 산

정하는 방식이다.

약산방식 제공에 의해 쉬운 설계보수 제안이 가능하며, 약산기준을 정부기관에 의해 검수

받아 공인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2-4> 국내외 용역대가 산정방식

2.3.3 용역대가 산정 방법 조사·분석 결과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역대가 산정방식은 크게 5가지로 압축 정리되었다.

이 중 국내에서 현재 법·제도를 통해 규정되어 있는 방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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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건 중점 조사내용

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117 용역대가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협회

대한건설협회

63 용역대가 산정방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CM협회

한국빌딩스마트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합계 180

<표 2-27> 국내 설계대가 관련 문헌 조사 건수

율방식이므로 이 두 가지 방식 내에서 BIM 대가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일본의 경우 약산방식을 통해 쉽게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정

산방식에 비해 대가산정을 위한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대략적인 대가산정이 가능하

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2.4 용역대가 관련 문헌 조사·분석

2.4.1 용역대가 관련 문헌 조사·분석 방향

국내 BIM 설계 용역대가 관련 문헌이 적어 그 조사 범위를 일반 용역대가까지 확대하여

대가산정 방법론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2.4.2 용역대가 관련 문헌 조사 주요 내용

이에 따라 조사된 관련 문헌은 다음 표와 같으며, 각 문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검토내용

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용역대가에 참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 표와 같이 최

종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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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야 문헌명 키워드 문제점 제기 검토내용

1 설계

BIM 적용에 따른 설계대가기준

개선방안에관한기초연구

(주기범외1인, 한국건설시공학

회, 2010)

건축정보모델링,

설계대가

·설문 및 사례조사를 통해

BIM에대한추가대가지급이

필요하다는결과를얻음.

·설문조사 결과 실비정액가산

방식, 총액방식, 공사비요율방

식, 시간기준방식순으로적정

하다고응답함.

2 설계

설계단계에서의설계변경에따른

설계추가용역비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박원호 외 2인, 대한건축학회,

2010)

설계단계, 설계

변경,

설계추가용역비,

비율

·현 실비정산방식은 인건비 투

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

족함.

·실비정산방식 대신 업무 비율

을 산정해 정산하는 방식을

제안함.

3
사업

관리

설계 등 용역사업의 실비정액가

산방식도입현황

(진경호,한국건설관리학회,2009)

<건설관리 기술

과동향>

·현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

인건비 산정 시 투입인원수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국토해양부 설계대가체계 개

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방

안을소개함.

4
사업

관리

건설사업관리 업무모델 정립과

대가현실화방안

(조훈희,한국건설관리학회,2009)

<건설관리 기술

과동향>

·건설사업관리 대가 수준이 현

실화되어있지못함.

·기존 건설사업관리 전문업무

비용과추가된 전문업무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반영이 필요

함.

5 감리

책임감리용역대가의실태분석

연구

(최선희외3인, 한국건설관리학

회, 2007)

책임감리제도,

건설공사 감리대

가기준,

책임감리용역비

·감리대가 기준의 문제로 인해

감리용역대가가낮음.

·감리업무수행 표준모델의 개

발이필요함.

6 기타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 개

선방안

(박환표외1인, 한국건설관리학

회, 2006)

건설신기술,

신기술사용료,

특허, 입찰참가

자격심사, 기술

거래

·신기술료의 지급기준 및 방법

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발주

자와 신기술 개발자간 혼란이

있음.

·공사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기

술사용요율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7 VE

설계VE용역대가산정방안에관

한연구

(김철웅외3인, 한국건설관리학

회, 2002)

설계VE, 용역대

가, 투입노력수

준, 용역대가 보

정요소, 인센티

브

·설계VE의 용역대가가 투입노

력에비해너무적음.

·설계VE 업무범위의 제안 및

추진단계별 투입 인일수 기준

을제시함.

8
사업

관리

BTL사업의 효율적인 사업비용

산출을위한현황조사및개선방

안에관한전문가의식조사연구

(이춘경 외 3인, 대한건축학회,

2008)

BTL사업, 정부

지급금, 운영비,

비용분류체계

·BTL사업비용 산출이 비현실

적임.

-획일화된비용항목의구성

-정부지급금 산출이 저가낙찰

을위함.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비용 산

출과개선방향을제시함.

9 감리

책임감리용역대가 지급 실태 및

개선방향연구

(이재영, 대한건축학회, 2009)

감리, 책임감리,

대가

·감리대가기준과 예산편성기준

의미통일

-발주청의 책임감리용역대가

미준수

-저가발주

·감리대가기준과 예산편성기준

의통일

·감리대가기준의 업무내용 및

비용을구체적으로규정할것

10 감리

건설감리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

전방안

(박환표 외 1인, 대한건축학회,

2005)

공공공사, 건설

감리제도, 성과

분석, 발전방안

·현 감리제도에 대한 발주처의

만족도가낮음.

-감리 수행을 위한 업무수행

기준이미비함.

·발주청 관계자 조사를 통해

업무량/업무비율산출함.

·업무비율에 따른 각 감리방식

별 배치기준의 감리원수(인월

수)를 적용해 대가를 산정하

는방안제시

<표 2-28> 용역대가 관련 문헌 조사내용(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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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

관리

건설공사품질비용항목분류체계

구축에관한연구

(이재영 외 1인, 대한건축학회,

2007)

품질비용, 품질

비용항목, 분류

체계

·건설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실제와편차가큼.

-건설부분의 품질비용항목의

부재

·건설공사 특성을 반영한 품질

비용항목의 분류체계를 구축

하여제시함.

12 설계

건축프로젝트요구정의체계화

방안

(조수경 외 3인, 대한건축학회,

2006)

건축기획, 프로

그래밍, 브리핑,

요구사항, 요구

정의공학

·국내 건축 설계시 요구사항의

정의 체계성 및 구체성이 필

요함.

-잦은설계변경

-요구사항의 범위 및 시기의

모호함

-높거나 실현 불가능한 요구

수준

-프로젝트의 특수성 고려 없

는유사한설계지침서내용

·요구사항을 체계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요구사항 기본 모

델에대한방향성을제시함.

14 기타

건축규제개선방향설정에관한

연구

(황은경 외 2인, 대한건축학회,

2005)

BTL사업, 정부

지급금, 운영비,

비용분류체계

·건축행정과 관련된 민원의 지

속적인발생

-관련규제별 건축 관계법령의

통합관리가되어있지못함.

·개선방안으로 건축설계 및 인

허가시 법령 확인을 위한

CODE집작성등을제시함.

15 설계

건축사의업무구분과업무결과물

에대한연구

(장성준, 대한건축학회, 2002)

건축사, 업무구

분, 업무결과물,

기획업무, 제도

화

·국내 건축사 업무구분 및 업

무결과물에 대한 방향 수정의

필요

-관련 용어정의와 업무내용설

정이미흡

-이에 따라 대가설정에도 영

향을주게됨.

·업무구분을 외국사례와 비교

하여6단계업무(기획, 설계, ·

감리, 완공후업무, 프로젝트행

정, 별도업무)로제시함.

16 기타

건축설계 관련규정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이재인 외 1인, 대한건축학회,

2005)

건축법, 설계도

서 작성기준, 책

임, 건축가의 윤

리

·건설공사계약/이행과정에서

다양한클레임의발생

-건축설계 관련규정에서 설계

의오류및업무내용의모호

성에기인함.

·설계도서의 목록 뿐만이 아닌

도서의 내용까지 규정이 필요

함.

·건축물의 조사/감정에 관한

보수를산정해야함.

·각 설계단계에 있어서 업무내

용의 차별화에 따른 각 업무

별기준을제시함.

17 기타

공공사업의건설사업관리발주모

델

(변동우 외 1인, 대한건축학회,

2000)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 공공

공사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에게

사업관리 수행능력에 대한 신

뢰를받지못함.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용역,

대가,평가등에대한적절한

기준이없음.

·사례조사를 통해 발주모델과

이의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제

시함.

18 설계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지연으로인한영향분석

(이상범 외 2인, 대한건축학회,

2010)

공동주택, 공기

지연, 설계변경,

공사단계

·현장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여러문제점이발생함.

-건설초기단계에서준비부족

-충분하지못한설계기간

-경험이 부족한 설계인력에

의한도서작성등

·건설과정에서 설계변경은 필

연적으로 발생되므로 이를 적

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나 절

차가필요함.

... ... ... ... ... ...

상기 조사된 연구문헌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용역대가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정리하면, 용

역대가 산정방식의 제시, 대가산정을 위한 업무수행 표준모델의 개발 필요(투입인일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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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검토결과 주요내용

1 용역대가 산정방식의 제시

-실비정액가산방식, 총액방식, 공사비요율방식, 시간기준방식

-실비정산방식 대신 업무 비율을 산정해 정산하는 방식

-감리대가 산출을 위해 발주청 관계자 조사를 통해 업무량/업무

비율 산출함.

2
업무수행 표준모델의 개발

(투입인일수 포함)

-설계VE 업무범위의 제안 및 추진단계별 투입 인일수 기준을

제시

-업무비율에 따른 각 감리방식별 배치기준의 감리원수(인월수)

를 적용해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 제시

3
관련 기준의 통일 및 구체적

명기

-감리대가기준과 예산편성기준의 통일

-감리대가기준의 업무내용 및 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4 업무 구분의 재정의

-업무구분을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6단계 업무(기획, 설계, 감리,

완공후업무, 프로젝트행정, 별도업무)로 제시함.

-각 설계단계에 있어서 업무내용의 차별화에 따른 각 업무별 기

준을 제시함.

5 관리 방법 또는 절차의 마련
-건설과정에서 설계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되므로 이를 적절하

게 관리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필요함.

<표 2-29> 용역대가 관련 문헌 조사결과

대가 관련 기준의 통일 및 구체적인 명기가 필요, 대가 산정에 필요한 업무 구분의 재정의,

대가변경 또는 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2.4.3 용역대가 관련 문헌 조사 결과

상기의 조사 문헌 중 연구목적에 따라 참고 문헌을 선별하여 그 검토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 표와 같다.

이 중 용역대가 산정에 핵심적인 산정방식의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 총액방식, 공사비요

율방식, 시간기준방식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방식의 대가

산정 및 지급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IM 설계수행에 따른 업무구분, 업무범위의 제안 및 단계별 투입인일수 기준 제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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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BIM 대가산정 관련 설문 조사

2.5.1 BIM 대가산정 관련 설문 조사 방향

BIM 대가산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지식·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가를 통하여 국내 건축설계 프로젝트에 BIM 기술의 도입 확산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의 산정 근거를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였다.([첨부 1] BIM 설계대가 기준 설문

조사 참조)

(1) 설문대상 및 기간

․ 설문대상: 국내 건축 관련 업체

․ 설문기간: 2011.04.22~2011.05.16

(2) 설문방법

․ BIM 대가에 관한 설문지 요청: 22건 회수, 장소: building SMART FORUM,

2011년 4월 22일

․ 회원사에게 BIM 대가에대한설문이메일요청: 16건 회수, 2011년 4월 25일~5

월 16일 (총 38건)

․ 총 38건의 설문지는 주관식(7번 문항)을 제외하고 빈도 분석 방법으로 정리, 7

번 문항(주관식)은 키워드를 분석하여 요약한 결과 6개 항복으로 요약·정리 되

었음.

․ 설문 내용 중 %에 관련된 분석에서는 그 범위가 0~1,000%로 다양하였으며, 대

가기준 연구에 필요한 정보 범위는 0~250%까지 반영하였음.

(3) 주요 설문내용

․ 응답자의 회사 및 규모

․ 설계용역에 BIM 적용 요구를 받았을 때, 적절한 설계대가 지급의 방법

․ BIM 설계비(추가투입비용)증가

․ BIM 수행 시 기존 설계비 대비 적정 증가 비율(%)

․ BIM설계 등 기술 적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정립에 관한 건축 관련 업체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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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귀사의 직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 기업형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결과

건축설계사무소(28.9%)와엔지니어링(26.3%) 그

리고 건설회사(23.7%) 순으로 참여하였지만 전반

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됨.

0~50명의 중소기업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건축 설계와 엔지니어링 그리고 기타 협력업체

참여가 많았다고 판단되며, 이는 BIM의 전반적

인 진행단계에서 설계단계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질문
3) 귀사의 개략직원 현황을 선택하여 주

십시오.

4) 귀사가 설계용역에 BIM 적용 요구를

받았다고 할 때, 어떤 방식의 설계대가 지

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건축설계사무소(28.9%)와엔지니어링(26.3%) 그

리고 건설회사(23.7%) 순으로 참여하였지만 전반

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며, 0~50명의 중

소기업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건축 설계와

엔지니어링 그리고 기타 협력업체 참여가 많았다

고 판단됨.

설계의 대가 지급에 관해서는 공사비 요율방식이

가장 많은 %를 차지하였고, 다른 대가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음. 이는 BIM

진행과정(Process)에 따라 각 업체마다 하는 일

과 영역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대가기준이 다르

다고 판단됨.

질문
5_1) BIM설계비(추가투입비용) 증가에대

한 분석해 보았다.

5_2) BIM설계비(추가투입비용) 증가에 대

한 분석 후 추가비용을 추정해 보았다.

<표 2-30> BIM 대가산정 관련 설문 조사결과

2.5.2 BIM 대가산정 관련 설문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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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기 도표는 설문지 5_1번 항목을 공란으로 작

성한 업체는 배제한 결과임.)

설문 결과 BIM설계비에 관한 분석으로는 2건 이

상을 분석 해본 업체가 많았음. 이는 BIM을 실

행하는데 있어서 기존(2D)설계 비용보다 추가비

용이 발생되어 진다고 판단됨.

(상기 도표는 설문지 5_2번 항목을 공란으로 작

성한 업체는 배제한 결과임.)

증가비율은 0~50%의답변이 가장높았으며 평균

은 약 96%정도로 보여 지며, 이는 BIM을 실행

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설계비가 증가되었다고 판

단됨.

질문

6_1) 기본설계 작성시 설계대가는 설계비

의 몇 %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3차원

모델링 및 기본도면 추출 등 수준)

6_2) 실시설계 작성시 설계대가는 설계비

의 몇 %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수량산

출가능 등 상세도면)

결과

(상기 도표는 설문지 6_1번 항목을 공란으로 작

성한 업체는 배제한 결과임.)

기본설계작성시 전반적으로 0~50%로 대부분의

업체가 답하였으며 이는 현재 BIM설계(계획, 실

시)시 기존 설계업무에 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판단됨.

(상기 도표는 설문지 6_2번 항목을 공란으로 작

성한 업체는 배제한 결과임.)

실시설계 작성 시전반적으로 0~50%로 대부분의

업체가 답하였으며, 이는 현재 BIM설계(계획, 실

시)시 기존 설계업무에 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판단됨.

질문

7) 건설산업에 BIM적용이 바람직한 방향

으로 가기 위해서는 BIM설계 등 기술 적

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정립되어야 합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자유롭게 작성

하여 주십시오)

결과

․위의 문항에 대해 총 28건의 설문내용을 취합,

대가 관련 자료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는 중복 의견 수를 말함.

① BIM 업무 범위 및 레벨에 따른 대가 차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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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11건)

② 발주처의 BIM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

올바른 목적의 지침 작성, 대가 명시 요 (6건)

③ 건축물 용도별 난이도에 따른 차별 요율 규정

(3건)

④ BIM사용 후 얻어지는 부가 효과를 세분화 그

에 준하는 대가지급 (2건)

⑤ 인증 또는 자격취득 제도에 따른 기술 수준

및 경력관리 (1건)

⑥ Integrated Project Delivery에 대한 환경 조

성 (1건)

설문조사 결과, 설계단계에서 BIM을 도입하였을 경우 전반적으로 비용이 상승됨을 알 수

있었으며, 설계방식의 대가 지급으로는 요율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BIM적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 적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정립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요건들로는 BIM 업무 범위 및 단계별 수정에 따른 대가 차별 적용과 발주처의

BIM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 올바른 목적의 지침 작성, 대가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BIM 설계단계 및 분야별 업무가 동일하지 않으며, 또한 BIM 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따라 분야별 업무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가기준

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BIM 발주 시 업무영역에 따른 상세한 지침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6 BIM 수행 기업대상 자문회의

2.6.1 BIM 수행 기업대상 자문회의 목적

BIM 관계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수행에 따른 방향성, 연구성과 등에 대한 내

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에 검토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실무적 적

용 및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6.2 BIM 수행 기업대상 자문회의 내용

(1) 1차 자문회의

가. 개최일시 : 2011.04.15.(10:00)

나. 개최장소 : (사)빌딩스마트협회 회의실

다. 자문위원 구성 : 설계(건축, 구조, 전기 등 전문분야) 및 협회의 BIM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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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명 직급 성명 참석여부

1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이아영 ○

2 ㈜정림건축 소장 서준석 ○

3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김흥수 ○

4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연구소장 장덕찬 ○

5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상무 이경안 ○

6 나우설비기술㈜ 대표이사 김용인 ○

7 ㈜창민우구조컨설탄트 실장 조소훈 ○

8 ㈜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이사 정광량 ○

9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정우전기) 대표이사 김인규 ○

10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팀장 정연민 ○

11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실장 송순종 ○

12 buildingSMART 협회 부회장 김인한 ○

13 buildingSMART 협회 소장 조찬원 ○

14 buildingSMART 협회 수석연구원 김도형 ○

15 buildingSMART 협회 선임연구원 노태임 ○

16 buildingSMART 협회 연구원 윤상미 ○

17 공간건축 상무 강병철 ○

18 공간건축 부팀장 유중현 ○

19 경희대학교 장현창 ○

참석인원 대상(19명) 참석(19명)

<표 2-31> 1차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순번 시작 종료 주요 안건 비고

1 10:00 10:10 ·발표자 및 자문위원 소개

2 10:10 10:20

·연구과제 개요 소개

-연구 전체 개요

-연구 목차 및 현재 진행 상태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표

-연구 방법

-연구 일정계획

<표 2-32> 1차 자문회의 순서

라. 자문요청 내용 : BIM 대가기준 연구 수행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한 의견 청취

마. 참석자 명단

바. 자문회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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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작 종료 주요 안건 비고

3 10:20 10:30

·국내외 현황 조사∙분석 내용 설명

-해외 BIM 지침 현황 조사 및 분석 내용

-해외 현황 조사 및 분석 내용(미국 / 일본)

-국내 현황 조사 및 분석 내용(BIM 공공발주 사례

/ 법규현황 조사 및 분석)

4 10:30 10:40

·BIM 대가산정 기준개발 도출 방향 소개

-BIM 설계업무 개념 Model의 개념

-BIM 설계 대가 적용 방향의 설정

-BIM 설계 업무 정의 내용

-BIM 설계 업무수준 정의 방안

5 10:40 12:00

·질의응답 및 자문의견 청취

-BIM 업무의 대상에 대한 의견

-BIM 용역대가의 대상에 대한 의견

-BIM 용역대가의 적정비용 산정에 대한 의견

항목
세부

항목
주요의견

공통 공통

·해안건축 의견

-BIM 용역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함.

-이미 BIM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함.

·동양구조안전기술 의견

-현재 다른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건축설계 대가기준 연구와 함께 물

려서 움직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정우전기) 의견

-전기전문기술사회에서 BIM 관련 내용을 수행중임.

-설계나 시공분야 쪽에서 큰 실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Approach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BIM 대가와 관련된 계속 논의는 활발하나 뚜렷한 결과는 없는 상태임.

국내

외

현황

조사·

분석

해외

현황

조사 및

분석

·희림건축 의견

-해외 사례에서는 10% 정도 추가라고 했지만 전력거래소의 경우, 실제로

거의 2배 인원이 투입됐음.

-투입비용으로는 대략 30%정도 더 추가됐을 것임.

국내

현황

조사 및

분석

·해안건축 의견

-실비정산방식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임.

-예산 관련 공무원들이 상세 내역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

문임.

-건축설계 대가요율표가 기존에 있으니 기존 요율에 BIM을 적용여부에

따라 얼마나 요율을 더 가산할 것인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2-33> 1차 자문회의 의견 내용

사. 자문의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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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항목
주요의견

-요율 가산을 위해 사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HOK 등 설계사

무소나 국내 설계사무소의 사례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동양구조안전기술 의견

-구조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구조해석만 실시하였으나 지금은 BIM 적용

시 구조모델을 별도 작업하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함.

·창민우구조컨설탄트 의견

-구조해석팀과 BIM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작업하고 있음.

-현재는 간섭체크 등 설계품질을 높이는데만 집중하고 BIM으로 구조계

산은 못하고 있음

BIM

대가

산정

기준

개발

도출

방향

BIM

설계

대가

적용

방향

·삼우설계 의견

-설계 고유업무에 대해 용역비를 요구하지 않고 BIM의 추가 서비스만

용역비를 요구한다 했는데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BIM을 함으로써 용

역이 늘어나는 게 사실임.

-턴키는 경험이 있지만 실시설계까지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사실 M/H의

기준이 모호함.

BIM

설계

업무수준

정의

·해안건축 의견

-BIM 설계 대가 요율표를 별도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공공기관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반영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략

한 표가 필요하며, 별도의 요율표는 혼란을 가중시킬 것임.

·삼우설계 의견

-최종 BIM 대가기준은 공사비 요율로 풀어야 함.

-공공기관에서 예산편성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임.

-그러나 사실 BIM으로 제대로 설계한 경험이 없으므로 M/H가 얼마나

필요할지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임.

번호 기관명 직급 성명 참석여부

1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팀장 정연민 ○

2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이아영 ○

3 ㈜정림건축 소장 서준석 ○

4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김흥수 ○

5 ㈜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 부장 박종우 ○

<표 2-34> 2차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2) 2차 자문회의

가. 개최일시 : 2011.05.20.(16:30)

나. 개최장소 : (사)빌딩스마트협회 회의실

다. 자문위원 구성 : 설계(건축, 구조, 전기 등 전문분야) 및 협회의 BIM 경영진

라. 자문요청 내용 : BIM 대가기준 연구 수행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한 의견 청취

마.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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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명 직급 성명 참석여부

6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상무 이경안 ○

7 나우설비기술(주) 대표이사 김용인 ○

8 ㈜창민우구조컨설탄트 실장 조소훈 ○

9 ㈜동양구조안전기술 실장 이병도 ○

10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정우전기) 이사 하영복 ○

11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진창환 ○

12 buildingSMART 협회 부회장 김인한 ○

13 buildingSMART 협회 소장 조찬원 ○

14 buildingSMART 협회 수석연구원 김도형 ○

15 buildingSMART 협회 선임연구원 노태임 ○

16 buildingSMART 협회 연구원 윤상미 ○

17 공간건축 상무 강병철 ○

18 공간건축 부팀장 유중현 ○

19 경희대학교 장현창 ○

참석인원 대상(19명) 참석(19명)

순번 시작 종료 주요 안건 비고

1 16:30 16:40 ·발표자 및 자문위원 소개

2

16:40 16:50

·연구과제 개요 소개

-연구 전체 개요

-연구 목차 및 현재 진행 상태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표

-연구 방법

-연구 일정계획

16:50 17:20

·BIM 대가산정 기준개발 도출 방향 소개

-BIM 설계업무 개념 Model의 개념

-BIM 설계 대가 적용 방향

-BIM 설계 업무 정의 내용

-BIM 설계 업무수준 정의 내용

-BIM 설계대가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BIM 용역대가 산출 기준 방안

-BIM 사례 분석을 통한 용역대가의 추정 사례

-타 협회의 BIM 용역대가 산출 관련 기준 방안 소개

3 17:20 18:00

·질의응답 및 자문의견 청취

-BIM 정보 수준(BIL) 정의에 대한 의견

-BIM 용역대가 산출 기준 방안에 대한 의견

-BIM 용역대가의 적정비용 산정에 대한 의견

<표 2-35> 2차 자문회의 순서

바. 자문회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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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항목
주요의견

공통 공통

·BIM 사례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추가 제공

-현재 사례분석을 통한 BIM 용역대가의 추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사 및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주길 요

청하기로 함.

-자문회의 참석자들이 BIM 용역대가 산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관련 자료 추가 제공에 협조해 주기로 함.

BIM

대가

산정

기준

개발

도출

방향

BIM

설계

대가

적용

방향

·해안건축 의견

-BIM 부가설계업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함.

-기존 방식으로도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발주처 이해를 위해

방안이 필요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은 배제하고 업무에 대한 정의를 명

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음.

·희림건축 의견

-대가의 성과품은 어떤 것이 기준인지? 도면인지? 모델인지? 명확했으면

함.

·BSK 답변

-대가의 성과품은 모델이 기준이며, 도면이나 문서 등은 기타 서비스로

보고 있음.

·엄&이 의견

-사후설계관리 부분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실시설계 시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자체가 없

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BSK 답변

-사후설계관리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향후 간섭체크 등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BIM

설계

업무수준

정의

·해안건축 의견

-BIL로 제시한 기준 말고는 다른 지표는 없는지?

-BIM 업무에 대한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며, 구조분야처럼 보정

계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건축물의 형태나 디자인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텐데 보정계수가 필요할 듯

-사후설계관리 부분은 설계대가 부분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듯(시공분야

등 타 분야에서 주도되는 부분으로 생각함.)

·희림건축 의견

-BIL이 건축만 얘기하는 것인지? 타 전문분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BIL 업무에 대한 정의와 각 업무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음.

<표 2-36> 2차 자문회의 의견 내용

사. 자문의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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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항목
주요의견

·삼우설계 의견

-해외의 기준은 도면 산출을 전제로 한 모델 수준의 정의이기 때문에 국

내의 사정과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음.

·전기기술사회 의견

-BIL 4개 등급의 수준별 정의는 적절해 보임.

-기존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준에서

정의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함.

(3) BIM 용역사 자문회의

가. 개최일시 : 2011.06.10.(16:00)

나. 개최장소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재동사옥 지하1층 세미나실

다. 자문위원 구성 : BIM 설계 수행이 가능한 전문 기업의 BIM 경영진

라. 자문요청 내용 : BIM 모델링에 따른 비용(단가) 및 인원(MM) 투입현황 청취

마. 참석자 명단

번호 기관명 직급 성명 참석여부

1 ㈜두올테크 이사 강명래 ○

2 ㈜성일이앤씨 소장 홍승수 ○

3 ㈜아키탑케이엘 대표 이은영 ○

4 ㈜알피종합건축사사무소 팀장 신재원 X

5 ㈜에스엠피 상무 박청용 ○

6 ㈜코스펙정보 전무 신경수 ○

7 포치건축사사무소㈜ 소장 문진영 ○

8 ㈜한일엠이씨 실장 박기준 X

9 포스(FOS) 대표 조병성 ○

10 한국씨.아이.엠㈜ 이사 조민구 ○

11 ㈜포엠아이 과장 윤지현 ○

12 buildingSMART 협회 부회장 김인한 X

13 buildingSMART 협회 소장 조찬원 ○

14 buildingSMART 협회 수석연구원 김도형 ○

15 buildingSMART 협회 선임연구원 노태임 X

16 buildingSMART 협회 연구원 윤상미 X

17 공간건축 상무 강병철 ○

18 공간건축 부팀장 유중현 ○

19 경희대학교 장현창 ○

참석인원 대상(19명) 참석(14명)

<표 2-37> BIM 용역사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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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작 종료 주요 안건 발표자

1 16:00 16:10 ·발표자 및 자문위원 소개 강병철

2

16:10 16:20

·연구과제 개요 소개

-연구 전체 개요

-연구 목차 및 현재 진행 상태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표

-연구 방법

-연구 일정계획

강병철

16:20 16:50

·BIM 대가산정 기준개발 도출 방향 소개

-BIM 설계업무 개념 Model의 개념

-BIM 설계 대가 적용 방향

-BIM 설계 업무 정의 내용

-BIM 설계 업무수준 정의 내용

-BIM 설계대가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BIM 용역대가 산출 기준 방안

-BIM 사례 분석을 통한 용역대가의 추정 사례

-타 협회의 BIM 용역대가 산출 관련 기준 방안 소개

강병철

3 16:50 17:00 ·휴식 강병철

4 17:00 18:00

·질의응답 및 자문의견 청취

-BIM 용역대가의 대상에 대한 의견

-BIM 정보수준(BIL) 정의에 대한 적절성 검토

-BIM 용역대가 산출방안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검토

강병철

<표 2-38> BIM 용역사 자문회의 순서

항목
세부

항목
주요의견

공통 공통

·BIM 사례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추가 제공

-현재 사례분석을 통한 BIM 용역대가의 추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BIM 용역 관련 자료와 산출방식을 제공해

주길 요청함.

BIM

대가

산정

기준

개발

도출

방향

BIM

정보수준

(BIL)

정의에

대한

적절성

검토

·㈜아키탑케이엘 의견

-설계비 비율로 봤을 때 레벨 1과 2를 5, 레벨 3을 5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음.

·포치건축사사무소㈜ 의견

-설계비 비율로 봤을 때 레벨 1과 2를 5, 레벨 3을 5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음.

-비정형 설계에 대한 비용 반영의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에스엠피 상무

<표 2-39> BIM 용역사 자문회의 의견 내용

바. 자문회의 순서

사. 자문의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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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항목
주요의견

-레벨에 따라 5:5든 6:4든 BIM의 취지상 기본설계단계에서 최대한 잘 해

서 실시설계단계에서 편하게 해주는 방식이라서 대가의 기준 비율이 달

라질 수 있음.

-BIM 수행방식이 선행방식이냐 후행방식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설계비 비율로 봤을 때 레벨 1과 2를 5, 레벨 3을 5로 보는 것이 현실적

일 것 같음.

·포스(FOS) 의견

-대가를 나누는 기준을 산정할 때 건축이나 설비를 기준으로 나누면 문

제가 없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BIM 대가산정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함.

-외국처럼 업무의 범위에 대한 단계의 정의나 조정이 있었으면 하며, 현

실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했으면 함.

BIM

용역대가

산출방안

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검토

·㈜아키탑케이엘 의견

-설계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건축+구조 BIM만 20~30% 정도 증대

되어야 한다고 봐야함.

-BIM 수행에 따라 투입MD를 늘리는 것은 반대함.

-RFP에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업무와 필요없는 내용을 정리하면 투입

MD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음.

-BIM 라이브러리를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임

·포치건축사사무소㈜ 의견

-포치건축은 초창기 계획업무 때부터 BIM으로 하는 경우와 BIM과 기존

건축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납품도

서의 퀄리티를 조정하긴 하지만 설계비의 20%정도 줄이고 있음.

-BSK 답변 : 이 연구의 전제를 이해해야 할 것은 기존 설계와 BIM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3차원 데이터를 제출하는 관점에서 비용을 받는 관점으로 봐야

할 것으로 이해해 줘야 함.

-기존사례를보면 200:1, 100:1, 50:1, 20:1까지 BIM모델을만들고있으

며, 용역비는 평당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0:1 기본설계 건축+구조 평당 1만 5천원이지만 LOD에 따

라 금액은 조정됨.

-대략 설계비의 20% 오버로 봐야 함.

-스케일 단계가 올라갈때마다 대략 5%씩 증대된다고 봐야함.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외주로 발주한 BIM 커튼월 설계가 오류가 발견

되었을 때 설계사에서는 외주 BIM 설계사에 책임을 미뤄서 법적인 책

임 문제에 빠져서 곤란한 경우도 있었음.

·㈜두올테크 의견

-BIM이 기술이냐 테크닉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음.

-BIM을 기술로 접근해야 맞는데 설계비의 20~30%를 요구할 정도로 기

술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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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항목
주요의견

-기존 BIM 프로젝트를 분석을 해 봤는데 일정하고 명확한 기준이 나오

지 않음.

-BIM 견적서를 제출할 때 기준이 모호해짐.

-MH, 직접비, 간접비 등을 산정해서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명확

하지 않은 상태임.

·㈜포엠아이 의견

-BIM 견적을 낼 때 기준이 없어서 기존의 MH를 이용해서 산출하고 있

어서 곤란함.

·㈜에스엠피 상무

-실제 BIM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기간이 90일인 경우 투입MD는 보통

150일 정도 들어가고 있음.

-1차 시안과 2차 시안에서 최종 시안을 결정한 후 마지막으로 수정사항

이 적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과정 중에서 실제 투입MD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기존 사례를 보면 설계비에 비해 30%정도의 상승이 필요한 것으로 분

석됐음.

·포스(FOS) 의견

-대가상승에 대한 비율이 원설계비 기준인데 원설계비의 프런트가 MH인

데 각 대형시공사마다 MH 단가가 다름. 예를 들어 평당 20만원 사업비

의 경우, 4만원 정도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8천원 정도 받고 있음.

-건축분야에서 생각하고 있는 비율과는 괴리가 있음.

-현재 정부발주 공사에서 대략 10%정도에서 지급해주고 있는데, 이정도

면 인건비만 나오는 수준임.

-실제로 평당 4만원 정도, 비율로는 BIM 설비 설계 시 기존 설비 설계비

용 대비 400%정도 상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한국씨.아이.엠㈜ 의견

-초기때 요율방식으로 대가 산정을 했다가 지날수록 경험치에 의해 실비

정산방식으로 추정하고 있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 경험치에 의한 투입계획이나 견

적을 잡음.

-BSK 요청 : 회사 내의 비용 산출 방법을 알려달라(개략적인 %)

·㈜코스펙정보 의견

-BIM 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

-BSK 답변 : 설계 부분에 한정해서 연구수행중임.

-시공분야에서는 실비정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함.

-BIM 용역비는 보통 설계비의 15%정도로 보고 있음(건축+구조 부분만).

-공사규모나 프로젝트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성일이앤씨 의견

-현 상황에서는 설계비의 30%정도의 오버정도로 봐야하지 않나 생각함.

-건축+구조 부분만이며, 업무+리스크까지 반영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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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항목
주요의견

-설계마진의 50%가 외주비로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맨파워가 이

전에 비해 많이 투입되는 것이 현실임.)

-사업초기부터 시작된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으나 보통은 뒷단

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투입이 많이 발생함.

-문제는 이를 다 반영해서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산출방식은 실비정산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함.

-시공의 샵도면과 설계사의 BIM 도면과 차이가 크다보니까 그 사이에서

의 관계나 비용이 애매해지는 문제도 있음.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에 따라 BIM 프로세스를 맞추고 비용을 맞추면

설계단계에서 시공단계로 넘어가면 틀림없이 법적 비용적 문제가 발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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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대가산정 기준 개발 방향 도출

1. 대가기준 방향 도출 방법

타당성 있는 BIM 대가산정 기준 도출을 위해서는 BIM 설계 업무의 특성을 대가기준 설

정 방향 개발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BIM 설계 업무에 대한 기존 설계업무와의 차별성을 부

각시킴으로써 도출된 BIM 대가산정 기준이 건설산업 각 주체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져야 한

다. 예를 들어 설계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측면으로 BIM 설계 업무를 검토하면 BIM 대가산

정 기준 책정에 근본적으로 대립될 수 있다. BIM 설계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

는 BIM 대가가 되기 위한 대가기준 개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설

정하였다.

<그림 3-1> 대가기준 방향 도출 과정

우선 현재 국내외로 BIM 설계 분야를 명확히 정의한 사례가 없으므로 BIM 설계 기준이

되는 국내외 BIM 지침에서의 BIM 설계 분야와 실제 BIM 적용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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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공공발주 사례에서 다루고 있는 BIM 설계 분야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사례에서 도출된 BIM 설계 분야를 취합하고 중복항목 및 유사항목을 한 개 항

목으로 통합하고 업무영역별로 분류함으로써 BIM 설계 분야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리된 BIM 설계 분야와 기존 설계업무를 비교하여 대가산정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BIM 설계 분야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BIM 대가산정 기준 개발 방

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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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BIM 설계 분야

미국 GSA BIM

Guide

에너지 분석

기존 건물의 3차원 스캐닝

<표 3-1> BIM 설계 분야-미국 GSA

출 처 BIM 설계 분야

핀란드 Senate

Properties BIM

Guide

시각적 검토

품질확인

MEP 분석

수량산출

모델통합

<표 3-2> BIM 설계 분야-핀란드 Senate Properties

2. BIM 설계업무 정의

BIM 대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BIM 대가 요율과의 연계 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BIM

설계 업무를 정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BIM 설계 분야를 조사하고 중복검토, 유사항목취합, 유사항목의 업무별 분류를 통하여

BIM 설계 분야를 정의하였다.

2.1 BIM 설계 업무 조사․분석

2.1.1 BIM 설계 업무 조사

국내외 BIM 지침과 국내 BIM 공공발주 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BIM 설계 분야를 조사

하였다. 국내외 BIM 지침은 현재 수준에서의 BIM 설계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BIM 공공발주 사례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BIM 설계 분야라고 볼 수 있기 때

문에 각 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BIM 설계 분야를 조사하여 이를 통틀어 모든 범주의 BIM

설계 분야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GSA BIM Guide와핀란드 Senate Properties BIM Guide가 대표적인 BIM 지침이며

BIM으로 활용 가능한 업무영역으로 시각적 검토, 품질확인, MEP 분석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한 항목으로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표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함축하여 제시하였는

데 이는 BIM 설계 범위를 현재 수준에서 국한하지 않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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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BIM 설계 분야 출 처 BIM 설계 분야

CIC BIM

Project

Execution

Planning

Guide

계획단계 대지분석

CIC BIM

Project

Execution

Planning

Guide

유지관리단계 공사비 견적

설계단계 조명 분석 계획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시공단계 3D제어와 계획 설계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설계단계 3D 설계조정 시공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설계단계 설계검토 시공단계 부지활용 계획

설계단계 코드검증 시공단계 건축시스템 설계

시공단계 3D 설계조정 시공단계 기록모델

설계단계 설계작성 시공단계 디지털 제작

설계단계 구조 분석 유지관리단계 건물보수 일정관리

설계단계 기계 분석 유지관리단계 공간관리/트래킹

설계단계 기타엔지니어링 분석 유지관리단계 기록모델

설계단계 에너지 분석 유지관리단계 자산관리

설계단계 지속가능성(LEED) 평가 유지관리단계 재난계획

계획단계 공사비 견적 유지관리단계 건물시스템 분석

설계단계 공사비 견적 유지관리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시공단계 공사비 견적 계획단계 프로그래밍

<표 3-3> BIM 설계 분야-CIC

출 처 BIM 설계 분야 출 처 BIM 설계 분야

건설기술연구원

2009년 보고서

공통기준

대지분석

건설기술연구원

2009년 보고서

공통기준

LEED 평가

스페이스 프로그램 분석 비용평가

3차원 제어 및 계획 4D 모델링

설계(품질)기준 검토 건설 시스템 디자인

코드검토 디지털 제조 방식

3차원 설계조정 대지 운용 계획

설계검토 모델이력기록

시공성 검토 시설물유지관리 일정

설계모델링 재난 대처 계획

에너지 분석 건물운용이력관리

그 밖의 엔지니어링 해석 프로그래밍

<표 3-4> BIM 설계 분야-건설기술연구원

반면에 CIC BIM Project Execution Planning Guide에서는 실제 프로젝트에 보다 적용이

용이하도록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4단계로 BIM 설계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

기술연구원 3차원 설계정보 작성 및 납품 공통기준 보고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다. CIC 지

침은 프로젝트에 BIM을 적용하는 경우, 프로젝트 전 단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방법을 제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반영 가능한 BIM 설계 분야를 미국, 핀란드 지침의 경우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BIM 발주 기준이 되는 조달청 BIM 적용 지침서에서는 공공발주 프로젝트에서 산출

물인 BIM 모델데이터를 이용하여 가능한 업무 범위를 설계단계와 시공단계로 나누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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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BIM 설계 분야

조달청 BIM적용

지침서

시공단계 시공 설계도서 산출

설계단계 개략 에너지효율 검토

설계단계 에너지효율 검토

설계단계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시공단계 공사비 관리

시공단계 공정관리

시공단계 시공현장 품질관리

<표 3-5> BIM 설계 분야-조달청

출 처 BIM 설계 분야

국방부 BIM발주사례

3차원 시뮬레이션

도면작성

구조분석

기계분석

수량산출

대한주택공사

BIM발주사례

인테리어 검토

도면작성

구조계산

주요부재 물량산출

단위세대평면, 부위요소별 물량산출

용인시 BIM발주사례

도면작성

투시도

내역서

일부계산서

<표 3-6> BIM 설계 분야-국내 BIM발주사례

하고 있다. 조달청 지침에서 제시하는 BIM 설계 분야는 설계도서 산출과 같이 현재 구현 가

능한 분야와 에너지 분석과 같이 현재는 구현하기에 기술적으로 미비하나 조달청의 비전에

의해 도입 촉진을 위해 제시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다.

국내 BIM 발주사례는 산출물 기준으로 살펴볼 때 발생하는 BIM 설계 업무를 도면작성,

내역서 작성, 물량산출, 구조계산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기술수준에서 실현가능한 분야

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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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BIM 설계 분야

한국건축가협회 &

빌딩스마트협회

2009년도 건설사

설계사 BIM 현황 설문

조명분석

CFD

구조해석 및 설계

에너지 분석

수량산출

공사비

Life Cycle Cost (라이프사이클비용)

공정관리

시공현장관리 (가설 등)

시설유지관리

<표 3-7> BIM 설계 분야-한국건축가협회 & 빌딩스마트협회 설문조사

한편 한국건축가협회&bSK 2009년도 건설사 설계사 BIM 현황 설문에서는 BIM 설계 분야

를 조명분석, CFD, 구조해석 및 설계, 에너지 분석, 수량산출, 공사비, Life Cycle Cost, 공정

관리, 시공현장관리, 시설유지관리로 분류하여 조사한 바 있다.

이상으로 국내외 BIM지침 및 보고서, 발주사례 등에서 제시한 BIM 설계 업무는 내용 및 수

준에 상관없이 국외사례에서 39건, 국내사례에서 65건으로 총 104개의 항목이 조사되었다.

2.1.2 BIM 활용 업무 분류

앞서 언급되었듯이 국내외 사례를 통해 조사된 BIM 설계 업무는 범위 구분에 대한 기준

의 통일성이 없으므로 BIM 설계 업무 분석을 위해서 분류과정을 통해 정리하였다.

먼저 조사된 전체 항목은 동일항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각 항목

을 소분류로 나타내었다. 소분류 항목 중 유사한 성격의 항목은 같은 그룹으로 묶어 중분류

로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각 그룹을 BIM 작업 성격으로 분류함으로써 BIM 활용 분야를

업무특성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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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BIM활용 분야 BIM업무1차분류

미국 GSA BIM

Guide

에너지 분석 에너지 분석

기존 건물의 3차원 스캐닝 기타

핀란드 Senate

Properties

BIM Guide

시각적 검토 건물매스 및 규모

품질확인 설계조건

MEP 분석 MEP 분석

<표 3-8> BIM 활용 업무 1차 분류-중복항목 검토

<그림 3-2> BIM 활용 업무 분류 방향

상기 그림과 같은 분류방향에 따라 설계품질확인, 3D설계조정, 설계검토 등의 “설계조건”

을 위한 내용 및 설계작성, 설계도서산출, 설계모델링, 도면작성 등의 “도면추출“과 관련된

내용 등 104개의 항목이 중복항목 검토를 통하여 29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29개

의 항목은 18개의 유사항목으로 재분류 되며, 재분류된 18개의 유사항목을 업무별로 분류하

여 시뮬레이션, 설계품질검토, 설계도서, 수치분석, 수량공사비 계산, Digital Fabrication, 시

공관리, 유지관리의 8개 항목으로 대분류되었다.

(1) BIM 활용 업무 1차 분류-중복항목 검토

다음 표는 BIM활용 대상업무에 대해 중복항목을 검토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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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BIM활용 분야 BIM업무1차분류

수량산출 물량

모델통합 기타

CIC BIM

Project

Execution

Planning

Guide

계획단계 대지분석 주변환경

설계단계 조명 분석 조명

시공단계 3D제어와 계획 공간구성

설계단계 3D 설계조정 설계조건

설계단계 설계검토 설계조건

설계단계 코드검증 설계조건

시공단계 3D 설계조정 설계조건

설계단계 설계작성 도면추출

설계단계 구조 분석 구조해석

설계단계 기계 분석 MEP 분석

설계단계 기타 엔지니어링 분석 분석 기타

설계단계 에너지 분석 에너지 분석

설계단계 지속가능성(LEED) 평가 친환경분석

계획단계 공사비 견적 개략공사비

설계단계 공사비 견적 상세공사비

시공단계 공사비 견적 상세공사비

유지관리단계 공사비 견적 기타

계획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공정관리

설계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공정관리

시공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공정관리

시공단계 부지활용 계획 양중관리

시공단계 건축시스템 설계 시공 기타

시공단계 기록모델 시공 기타

시공단계 디지털 제작 시공 기타

유지관리단계 건물보수 일정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단계 공간관리/트래킹 유지관리

유지관리단계 기록모델 유지관리

유지관리단계 자산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단계 재난계획 유지관리

유지관리단계 건물시스템 분석 유지관리

유지관리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유지관리

계획단계 프로그래밍 기타

국토부

건축분야의 BIM

적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재난방재 활용 피난

법규제기준 활용 법규

BIM GIS 통합활용 좌표추출 제공

공정공사비 활용 개략공사비

시공현장 활용 시공 기타

시설관리 재활용 유지관리

활용시나리오 개발 기타

유비쿼터스 서비스보급 기타

친환경지능형 활용 친환경분석

조달청 BIM적용

지침서

설계단계 디자인 검토 및 계획품질 확보 설계조건

시공단계 시공성 검토 간섭체크

설계단계 BIM 설계도서 산출 도면추출

시공단계 시공 설계도서 산출 도면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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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BIM활용 분야 BIM업무1차분류

설계단계 개략 에너지효율 검토 에너지 분석

설계단계 에너지효율 검토 에너지 분석

설계단계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개략물량

시공단계 공사비 관리 상세공사비

시공단계 공정관리 공정관리

시공단계 시공현장 품질관리 시공 기타

건기연 2009년

보고서 공통기준

대지분석 주변환경

스페이스 프로그램 분석 공간구성

3차원 제어 및 계획 공간구성

설계(품질)기준 검토 설계조건

코드검토 설계조건

3차원 설계조정 설계조건

설계검토 설계조건

시공성 검토 간섭체크

설계모델링 도면추출

에너지 분석 에너지 분석

그밖의 엔지니어링 해석 분석 기타

LEED 평가 친환경분석

비용평가 공사비

4D 모델링 공정관리

건설 시스템 디자인 시공 기타

디지털 제조 방식 시공 기타

대지 운용 계획 시공 기타

모델이력기록 시공 기타

시설물유지관리 일정 유지관리

재난 대처 계획 피난

건물운용이력관리 유지관리

프로그래밍 기타

국방부

BIM발주사례

3차원 시뮬레이션 기타

도면작성 도면추출

구조분석 구조해석

기계분석 MEP 분석

수량산출 물량

대한주택공사

BIM발주사례

인테리어 검토 건물내부및부분

도면작성 도면추출

구조계산 구조해석

주요부재 물량산출 개략물량

단위세대평면, 부위요소별 물량산출 상세물량

용인시

BIM발주사례

도면작성 도면추출

투시도 투시도, 조감도

내역서 보고서

일부계산서 보고서

한국건축가협회

&BSK

2009년도

건설사 설계사

조명분석 조명

CFD CFD

구조해석 및 설계 구조해석

에너지 분석 에너지 분석

수량산출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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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BIM활용 분야 BIM업무1차분류

BIM 현황 설문

공사비 공사비

Life Cycle Cost (라이프사이클비용) Life Cycle Cost

공정관리 공정관리

시공현장관리 (가설 등) 시공 기타

시설유지관리 유지관리

BIM업무2차분류 BIM업무1차분류 BIM활용 분야

친환경분석 CFD CFD

Life Cycle Cost Life Cycle Cost Life Cycle Cost (라이프사이클비용)

MEP MEP 분석

MEP 분석

기계분석

설계단계 기계 분석

시공성 간섭체크
시공단계 시공성 검토

시공성검토

공사비 개략공사비
계획단계 공사비 견적

공정공사비 활용

물량 개략물량
설계단계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주요부재 물량산출

디자인 검토 건물내부 및 부분 인테리어 검토

디자인 검토 건물매스 및 규모 시각적 검토

설계조건 공간구성

시공단계 3D제어와 계획

스페이스 프로그램 분석

3차원 제어 및 계획

공사비 공사비
비용평가

공사비

공정관리 공정관리

계획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설계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시공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시공단계 공정관리

4D 모델링

공정관리

구조 구조해석

설계단계 구조 분석

구조분석

구조계산

구조해석 및 설계

기타 기타

기존 건물의 3차원 스캐닝

모델통합

유지관리단계 공사비 견적

<표 3-9> BIM 활용 업무 2차 분류-유사항목취합

(2) BIM 활용 업무 2차 분류-유사항목취합

다음 표는 BIM활용 대상업무 1차분류로 도출된 29개 항목에 대해 유사한 항목을 취합하

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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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업무2차분류 BIM업무1차분류 BIM활용 분야

계획단계 프로그래밍

활용시나리오 개발

유비쿼터스 서비스보급

프로그래밍

3차원 시뮬레이션

도면 도면추출

설계단계 설계작성

설계단계 BIM 설계도서 산출

시공단계 시공 설계도서 산출

설계모델링

도면작성

도면작성

도면작성

물량 물량

수량산출

수량산출

수량산출

설계조건 법규 법규제기준 활용

보고서 보고서
내역서

일부계산서

기타 분석 기타
설계단계 기타 엔지니어링 분석

그밖의 엔지니어링 해석

공사비 상세공사비

설계단계 공사비 견적

시공단계 공사비 견적

시공단계 공사비 관리

물량 상세물량 단위세대평면, 부위요소별 물량산출

설계조건 설계조건

품질확인

설계단계 3D 설계조정

설계단계 설계검토

설계단계 코드검증

시공단계 3D 설계조정

설계단계 디자인 검토 및 계획품질 확보

설계(품질)기준 검토

코드검토

3차원 설계조정

설계검토

기타 시공 기타

시공단계 건축시스템 설계

시공단계 기록모델

시공단계 디지털 제작

시공현장 활용

시공단계 시공현장 품질관리

건설 시스템 디자인

디지털 제조 방식

대지 운용 계획

모델이력기록

시공현장관리 (가설 등)

양중관리 양중관리 시공단계 부지활용 계획

에너지 에너지분석
에너지 분석

설계단계 에너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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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업무2차분류 BIM업무1차분류 BIM활용 분야

설계단계 개략 에너지효율 검토

설계단계 에너지효율 검토

에너지 분석

에너지 분석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단계 건물보수 일정관리

유지관리단계 공간관리/트래킹

유지관리단계 기록모델

유지관리단계 자산관리

유지관리단계 재난계획

유지관리단계 건물시스템 분석

유지관리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시설관리 재활용

시설물유지관리 일정

건물운용이력관리

시설유지관리

디자인검토 조명
설계단계 조명 분석

조명분석

Digital fabrication 좌표추출 제공 BIM GIS 통합활용

디자인검토 주변환경
계획단계 대지분석

대지분석

시뮬레이션 친환경분석

설계단계 지속가능성(LEED) 평가

친환경지능형 활용

LEED 평가

투시조감 투시도, 조감도 투시도

방재 피난
재난 대처 계획

재난방재 활용

BIM업무3차분류 BIM업무2차분류 BIM업무1차분류 BIM활용분야

수량공사비계산 Life Cycle Cost Life Cycle Cost Life Cycle Cost (라이프사이클비용)

수치분석 MEP MEP 분석

MEP 분석

기계분석

설계단계 기계 분석

수량공사비계산 공사비

개략공사비
계획단계 공사비 견적

공정공사비 활용

공사비
비용평가

공사비

상세공사비
설계단계 공사비 견적

시공단계 공사비 견적

<표 3-10> BIM 활용 업무 3차 분류-업무분류

(3) BIM 활용 업무 3차 분류-업무분류

다음 표는 BIM활용 대상업무 2차분류로 도출된 18개 항목에 대해 업무상 동일한 영역에

포함되는 항목을 취합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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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업무3차분류 BIM업무2차분류 BIM업무1차분류 BIM활용분야

시공단계 공사비 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공정관리

계획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설계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시공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시공단계 공정관리

4D 모델링

공정관리

수치분석 구조 구조해석

설계단계 구조 분석

구조분석

구조계산

구조해석 및 설계

기타 기타 기타

기존 건물의 3차원 스캐닝

모델통합

유지관리단계 공사비 견적

계획단계 프로그래밍

활용시나리오 개발

유비쿼터스 서비스보급

프로그래밍

3차원 시뮬레이션

설계도서 도면 도면추출

설계단계 설계작성

설계단계 BIM 설계도서 산출

시공단계 시공 설계도서 산출

설계모델링

도면작성

도면작성

도면작성

시뮬레이션 디자인검토

건물내부및부분 인테리어 검토

건물매스 및 규모 시각적 검토

주변환경
계획단계 대지분석

대지분석

수량공사비계산 물량

개략물량
설계단계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주요부재 물량산출

물량

수량산출

수량산출

수량산출

상세물량 단위세대평면, 부위요소별 물량산출

시뮬레이션

방재 피난
재난 대처 계획

재난방재 활용

시뮬레이션 조명
설계단계 조명 분석

조명분석

설계도서 보고서 보고서
내역서

일부계산서

기타 분석 기타 분석 기타
설계단계 기타 엔지니어링 분석

그 밖의 엔지니어링 해석

설계품질검토 설계조건 공간구성

시공단계 3D제어와 계획

스페이스 프로그램 분석

3차원 제어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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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업무3차분류 BIM업무2차분류 BIM업무1차분류 BIM활용분야

법규 법규제기준 활용

설계조건

품질확인

설계단계 3D 설계조정

설계단계 설계검토

설계단계 코드검증

시공단계 3D 설계조정

설계단계 디자인 검토 및 계획품질 확보

설계(품질)기준 검토

코드검토

3차원 설계조정

설계검토

기타 시공 기타 시공 기타

시공단계 건축시스템 설계

시공단계 기록모델

시공단계 디지털 제작

시공현장 활용

시공단계 시공현장 품질관리

건설 시스템 디자인

디지털 제조 방식

대지 운용 계획

모델이력기록

시공현장관리 (가설 등)

설계품질검토 시공성 간섭체크
시공단계 시공성 검토

시공성검토

Digital

fabrication

Digital

fabrication
좌표추출 제공 BIM GIS 통합활용

시공관리 양중관리 양중관리 시공단계 부지활용 계획

수치분석 에너지 에너지 분석

에너지 분석

설계단계 에너지 분석

설계단계 개략 에너지효율 검토

설계단계 에너지효율 검토

에너지 분석

에너지 분석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단계 건물보수 일정관리

유지관리단계 공간관리/트래킹

유지관리단계 기록모델

유지관리단계 자산관리

유지관리단계 재난계획

유지관리단계 건물시스템 분석

유지관리단계 공정 계획(4D 모델링)

시설관리 재활용

시설물유지관리 일정

건물운용이력관리

시설유지관리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CFD CFD

친환경분석

설계단계 지속가능성(LEED) 평가

친환경지능형 활용

LEED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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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적용업무 분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뮬레이션

디자인 검토

주변환경 건물, 대지, 주변건물 등의 전체적 시각검토

건물매스 및 규모 건물매스 및 규모 검토

건물내부및부분 건물내부 및 부분 인테리어 검토

조명 건물의 내부 및 외부 조명 계획 검토

시뮬레이션

일조 주변건물의 그림자 영향 검토

음향 음향 시뮬레이션

CFD CFD 시뮬레이션

방재 피난 피난 동선 및 피난 계획 시뮬레이션

설계품질검토
설계조건

법규 BIM에 의하여 체크 가능한 법규대상의 활용

공간구성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충족성 검토

설계조건 설계조건 자동검토

시공성 간섭체크 간섭체크 자동검토

설계도서

도면 도면추출 BIM에 의한 도면 자동 추출

투시조감 투시도 조감도 BIM에 의한 투시도 조감도 추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작성에 BIM추출 데이터 활용

수치분석

구조 구조해석 구조해석

에너지 에너지효율
건물의 외피에 의한 열 손실 및 내부 에너지 소비

분석

MEP
전기설비부하 전기설비부하

기계설비부하 기계설비부하

수량공사비

계산

물량
개략물량 개략물량

상세물량 상세물량

공사비
개략공사비 개략공사비

상세공사비 상세공사비

LCC Life Cycle Cost Life Cycle Cost

<표 3-11> BIM 활용 업무 및 내용

BIM업무3차분류 BIM업무2차분류 BIM업무1차분류 BIM활용분야

투시조감 투시조감 투시도 조감도 투시도

상기와 같은 BIM활용 대상업무 3차분류에 따라 BIM 설계 업무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로 구성하였다. 대분류는 유사업무에 대한 분류이며, 중분류 및 소분류는 유사업무 내의

BIM 설계 업무를 단계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각 소분류 항목에 대해서 다음 표와 같이 정의를 하였으며, 예를 들어 소분류에서의 “주변

환경”은 건물, 대지, 주변건물 등의 전체적 시각검토를 의미하는 것이며, “건물내부 및 부분”

은 3D 모델링에 의한 건물내부 및 부분 인테리어 검토를 의미한다.

다음 표는 BIM 설계 업무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각 소분류 항목에 대한 설명을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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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적용업무 분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Digital

fabrication

Digital

fabrication

좌표추출 제공 좌표추출 제공

패널라이징

(Panelizing)

BIM에 의한 건축물의 패널 모델링 및 도면 자동

추출

시공관리
공정관리 공정관리 공정관리

양중관리 양중관리 양중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2.2 BIM 설계업무 범위

2.2.1 기존 설계업무와 BIM 설계업무 비교

기존 설계업무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은 없으며 한국건축가협회 에서 정리한 “KIA 건축설

계 실무 핸드북(2008)”12)의 표준 건축설계 업무절차 분석서가 대표적이다.

“KIA 건축설계 실무 핸드북(2008)”에서도 사업단계를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로 구

분하고 설계단계를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4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개정 2009.09.02 국토해양부 고

시 제2009 - 859호)”에서의 설계대가 산정기준은 각 설계단계별 업무의 성과품 중심으로 되

어 있다.

아래 그림은 BIM 설계업무를 개념화한 모델인데 현재는 각 단계별 설계업무에서 발생되

는 성과품에 대하여 용역대가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처럼 각 설계 단계에서 BIM을

활용한 설계 업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의 성과품만을 제작하였다면 이에 대한 용역

대가 산정은 기존의 설계대가에 포함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량적으로 대가를 책정할 수 있는 BIM 설계 업무의 성과품 정의가 필요하다.

12) (사)한국건축가협회, KIA 건축설계 실무 핸드북 ver.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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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BIM 설계업무 개념 Model

2.2.2 BIM 설계업무의 성과품 정의

앞의 그림과 같이 BIM 설계의 성과품은 BIM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 작업을 마친 설계도

서(도면, 보고서 등)가 아닌 BIM 설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생성된 “BIM 모델데이터”로

정의한다.

이렇게 생성된 “BIM 모델데이터”는 기본적으로 3차원 시각화 서비스(3D Visualization) 검

토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 설계업무와 차별적으로 “3차원 설계정보 제공 서비스“ 업무를 가

능하게 한다.

“3차원 설계정보 제공 서비스“라는 것은 설계과정에서 BIM 기술을 적용하여 첨단화된 3

차원 시각적 설계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하며, 건축주에게는 기존에 제공할 수 없었던 3차원

시각정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설계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공된 “BIM 모델데이터”는 건축물 내외부 및 실내 부위 검토에 대한 설계서비스나 간섭

체크, 에너지분석 등 타용도의 추가 설계업무에 활용된다.

또한 “BIM 모델데이터” 제공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국토해양부가 2010년 1월에 발간․배

포한 “건축분야 BIM 적용 가이드”의 “4.4 책임과 권리” 다.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모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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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대한 사용권리를 계약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저작권 또는 기술공개 등

의 어려움이 예측되는 경우, 발주자의 사용권리 확보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

므로 계약시에 “BIM 모델데이터”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이용권은 발주자에게 있는 것을

명시하여 책임과 권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BIM 발주사례에서 이미 “BIM 모델데이터”를 제출물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

가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BIM 모델데이터”는 정보수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BIM 모

델데이터”의 정보수준 분류가 필요하며, 이렇게 분류된 정보수준별에 대한 대가기준이 설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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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M 정보화 수준 설정

3.1 BIM 정보화 수준의 필요성

국내 여러 BIM 공공발주 사례에서 에너지 분석, 물량산출 등의 BIM 활용 목적에 따라

BIM 모델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나 BIM 모델데이터의 수준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는 사례

는 없다.

미국의경우, BIM 모델데이터의 전달에 관하여 계약시 AIA Document E20213)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Protocol Exhibit)를 계약서와함께작성함으로써각모델요소의 LOD

(Level of Development)별로 BIM 모델데이터 저작에 대한 권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명시

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을 막고 있다.

또한 덴마크의 경우, BIM 모델 작성에 있어 bips (National Agency for Enterprise and

Construction) 3D Working Method(2006)14)와CADManual 2008 C202e15)의정보수준을따

름으로써 이를 설계단계별로 적용하여 BIM 모델의 작성과 활용 권한을 구분하여 이를 활용

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AIA의 LOD나 bips의 정보수준 모두 그 목적이 모델데이터의 작성과 사용에 기준이 되기

위함이며, 단계별 모델데이터의 내용 및 용도를 서술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BIM 모델데이터의 정보수준을 정리 및 확립하여 이러한 정보수준이 BIM 모

델데이터의 제작, 전달, 사용에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BIM 모델데이터의 정보수준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각 단계의 BIM 모델데

이터 작성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BIM 대가 기준 뿐만 아니라 국내 BIM 프로젝트 수행 및

관련 연구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BIM 모델데이터의 정보수준별 활용 가능한 BIM 부가서비스 범위

를 정립한다면 시나리오 기반 각종 BIM 분석 프로그램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BIM 모델데이터의 정보수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지고 설계자의 업

무범위 및 업무량이 상이해지므로 발주자는 BIM 모델데이터의 수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요

구하고 설계자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받아야 할 것이다.

13)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 Document E202™, (2008)

14) bips, 3D Working Method 2006, (2007)

15) bips, CAD Manual 2008 C202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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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IM 정보화 수준(BIL) 정의

3.2.1 BIL(BIM Information Level) 개요

본 연구에서 BIM 모델 데이터의 정보상세수준은 BIM 모델데이터에 표현되는 객체 및 포

함되는 속성정보를 모두 일컫는 것으로 모든 BIM 설계 업무의 기준이 되는 BIM 모델의 발

전정도를 단계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LOD, 덴마크의 bips와 같은 개념이며, 상위단계는

하위단계의 객체 및 속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절에서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실정에 맞는 BIM 정보상세수준을 도출하여 정의

함으로써 대가 책정에 참조하고자 한다.

3.2.2 해외 사례검토

(1) 미국 AIA Document E202(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Protocol Exhibit)16)

AIA E202 BIM 프로토콜 증거서류는 프로젝트에서 프로토콜, LOD(Level of

Development), BIM용도를정립하는문서로모델요소저자(Model Element Author)와 사용자

간의 모델 사용 권한 설정에서 모델의 LOD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LOD는 100~500의 5단계로 모델 컨텐츠 요구조건(Model Content

Requirements)과 시공, 분석, 공사비예측, 일정 등의 용도 범위가 제시되어있다.

각 단계 모델 컨텐츠 요구조건은 정성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내용상으로 LOD 각 단계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LOD200 단계의 모델 컨텐츠 요구조건은 “Model Elements are modeled as

generalized systems or assemblies with approximate quantities, size, shape, location, and

orientation.”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비교하여 LOD300 단계의 모델 컨텐츠 요구조건은

“Model Elements are modeled as specific assemblies accurate in terms of quantity, size,

shape, location, and orientation.”으로명시되어 있다. 즉 ‘일반적’, ‘대략적인’ 이라는표현과

‘특정한’, ‘정확한’ 이라는 표현으로 단계가 구분되어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부가적으로 CSI Uniformat™을 기준으로 한 모델요소표를 작성함으로써 요소별

LOD와 모델요소저자(Model Element Author)를 상세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LOD는 모델 컨텐츠 요구조건에 더불어 LOD 각 단계 모델로 활용

가능한 용도를 간략히 서술하여 사용가능한 범위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계약에 있

16)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 Document E2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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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BIM 모델 데이터의 작성뿐만 아니라 사용권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본 문서의 용도에 따

른 LOD 내용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표는 AIA Document E202에서 명시하는 LOD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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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100 LOD200 LOD300 LOD400 LOD500

모델 컨텐츠 요구조건

(Model Content

Requirements)

-면적, 높이, 볼륨, 위치

및 방향 표현

-전체 빌딩의 매스는 3차

원으로 모델링 될 수 있으

며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도

표현 가능

-개략적인 수량, 사이즈,

형상, 위치 및 방향들의 조

합이나 시스템으로 모델링

-비 기하학적 정보 포함 가

능

-수량, 사이즈, 형상,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상세조합으

로 모델링

-비 기하학적 정보 포함 가

능

-완전한 제조, 조립, 상세

정보를 지닌 수량, 사이즈,

형상,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정확한 상세조합으로 모델

링

-비 기하학적 정보 포함 가

능

-수량, 사이즈, 형상,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실제 정확

하게 축조된 조합으로 모델

링

-비 기하학적 정보 포함 가

능

용도

(Authorized

Uses)

시공

(Construction)
- -

-전통적인 공사도면의 생성

이나 샵 드로잉

-계획된 부재의 시각적 표

현

-시공에 적합

-일반적 사용

-협약 또는 개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허가된 라이선

스에 의해 그 내용이 부합

되는 한도 내에서 프로젝트

의 유지, 변경, 추가를 위

해 활용

분석

(Analysis)

-주요부재의 일반 성능기준

적용

-볼륨, 면적, 방향에 근거

한 분석

-주요부재에 부여된 일반

성능기준 적용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선

택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

-주요부재에 부여된 상세한

성능기준 적용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선

택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

-구체적인 모델요소를 근거

로 인증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

공사비 예측

(Cost

Estimating)

-면적, 볼륨 또는 이와 유

사한 개념적인 추정 기법에

따라 공사비 예측(예를 들

어, 바닥면적, 콘도미니엄

유닛, 병원 침실 등)

-제공된 개략적인 데이터와

개념적인 추정 기법에 따라

공사비 예측(예를 들어, 부

재의 볼륨과 수량 또는 선

정된 시스템의 종류)

-제공된 상세한 데이터 및

개념 추정 기법에 따라 공

사비 예측

-구체적인 요소가 구매되는

실제 금액을 근거로 공사비

예측

일정

(Schedule)

-전체 공기의 스케줄

-프로젝트의 단계화

-주요 부재와 시스템의 주

문과 시간척도 표현

-상세 부재와 시스템의 주

문 및 시간척도 표현

-상세 부재, 공사 수단과

방법을 포함한 시스템의 주

문 및 시간척도 표현

기타 용도

(Other Authorized Uses)

-기타 용도 존재시 추가로

서술

-기타 용도 존재시 추가로

서술

-기타 용도 존재시 추가로

서술

-기타 용도 존재시 추가로

서술

-기타 용도 존재시 추가로

서술

<표 3-12> AIA Document E202 L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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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ruction

Phases

단계 건축 구조
서비스

(MEP)
시공사

전문

하도급

건축주

유지

Design Brief 사전검토 0 0 0 0 0

Conceptual Design 기획설계 1 1

Preliminary Design 계획설계 2 2 2 4

Scheme Design 기본설계 3 3 3 4

<표 3-13> bips 건설단계별 정보수준

(2) 덴마크 bips 3D Working Method(2006) 및 CAD Manual 2008 C202e

덴마크 bips(National Agency for Enterprise and Construction)의 3D Working Method(2006)와 CAD

Manual 2008 C202e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참여조직 간의 협업에 있어 3D모델을 작성, 교환, 재사용하

기 위한 지침으로 모델데이터의 정보수준(Information Level)을 0~6까지의 7단계17)로 설정하고 있다.

bips의 정보수준은 모델에서 건설객체 (Construction Objects)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LOD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0단계는 일반적인 3D 모델링의 진화단계이며, 다음의 여섯 단계는 객체 유형의 추가와 프로젝트 발전

에 따른 객체 속성 추가에 의해 모델의 정보상세수준을 설명한다.

다음 그림은 건설사업 단계별 모델 정보수준 발전과정을 그림18)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4> bips 0~6단계 정보수준

17) bips, 3D Working Method 2006, (2007.04)

18) bips, 3D Working Method 2006,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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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ruction

Phases

단계 건축 구조
서비스

(MEP)
시공사

전문

하도급

건축주

유지

Detailed Design 실시설계 4 4 4 5

Construction 시공 5 5

As Built 준공 6 6 6 6 6

O&M 유지관리 6

bips의 정보수준은 건설사업 전 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건축, 구조, MEP, 시공사, 전문하도급, 건축주

유지의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데이터의 수준을 안내하며,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BIM 모델데이터

의 작성과 사용에 기준이 되고 있다.

각 단계 내용은 모델데이터 작성의 목적, 권한, 내용, 용도, 수준 및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데이터 권한은 해당 단계 모델데이터의 준비와 활용을 구분하여 권리를 가지는 조직을 명기하고

있다.

내용은 해당 단계 모델데이터에 포함되어야 할 일반적인 내용에 추가로 객체유형과 객체속성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객체유형은 건설 단지/대지, 부동산, 건물, 실, 건물 부재, 마감으로 분류하고 객체속성은 기능, 형상/크

기/위치, 건물의 물리적 데이터, 시공/공정, 제품 데이터, 운영&유지관리로 분류하고 있다.

용도는 활용 분야 구분 없이 각 단계 모델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내용을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 표는 bips의 정보수준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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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nformation Level(IL)

0 1 2 3 4 5 6

정의 사전검토 수준 기획설계 수준 계획설계 수준 기본설계 수준 실시설계 수준 시공활용 수준
준공 및 유지관리 활용

수준

수준

-주변 및 건물의 볼륨

표현 수준

-Spatial BIM 수준

-도면기준 1/200 이하

추출 가능

-도면기준 1:200 or

1:100 추출 가능

-벽은 전체두께 수준

-개구부 표현 (창호는

생략)

-도면기준 1:100 추출

가능

-도면기준 1:100, 1:50,

1:20 and 1:10 추출

가능

-도면기준 1:100 to

1:10 추출 가능

-O&M 용도에 따라

다름.

-건축주의 요구에

따름.

내용

-주변환경

-건물매스

-최소입력대상

.건물 전체적 외곽형태

.건물내 스페이스 프로

그램에 의한 공간 (부

위는 표현하지 않음.)

-볼륨수준에서 공사비

예측, 인허가협의 등

활용

-최소입력 대상

.공간

.주요 부재 (기초, 벽,

슬래브, 루프)

-시공에 사용할 수 있

는 최소한의 표현내용

-벽의 경우 이중벽 및

두께 표현

-창호표현

-구조부재와 타 부재간

의 간섭체크가 이루어

질 내용

-모든 건물요소

-마감

-입찰, 견적, 시공계획

활용이 가능한 내용

-입찰에 필요한 수량

및 도면 추출가능한

내용

-전문분야별 간섭체크

활용

-시공좌표 확인가능 내

용

-공정관리에 필요한 내

용

-자재, 비용, 납기 활용

에 필요한 내용(구체

적인 제품명, 업체, 보

증 등 관련정보 포함)

-프로젝트별로 클라이

언트의 요구에 따라

달라짐.

이미지

<표 3-14> bips Inform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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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무 단계 내용

기획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

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

건축설계

계획설계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

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

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

실시설계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 작성

사후설계관리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

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기타 업무

·리모델링 설계/ 인테리어 설계/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 3D

모델링/ 모형제작/ VE설계/ Fast Track 설계/ 흙막이상세도 작성

<표 3-15> 현재 고시되어 있는 설계업무 단계

3.2.3 국내 BIM 정보화 수준(BIL)(안)

본 연구에서는 BIM 모델데이터 정보화 수준을 BIM Information Level(이하 BIL)이라 지칭하고 상기

의 두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의 BIM 환경과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국내 건축법규상에 명시된 설

계업무단계에 부합하는 BIL을 정의하고자 한다.

국내 건설사업 수행프로세스가 설계업무 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BIL 또한 설계업무단계에 수

준을 부합시키는 것이 현재 국내 건설사업 반영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는 설계업무를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관리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기획업무는 기존 설계업무상 실질적인 모델링 단계가 아니므로 별도의 BIL 단계로 두지 않고 기획업

무를 포함한 계획설계업무를 1단계로 설정하였다. 중간설계(기본설계)업무를 2단계, 실시설계업무를 3단

계, 사후설계관리업무(시공이후)를 4단계로 하여 BIL을 구성하였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설계업무의 각 단계별 내용은 다음 표19)와 같다.

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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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에서 각 단계의 구분은 AIA의 경우 각 단계를 모델데이터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 반면 bips의

경우는 건설사업 단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AIA에서와 같이 BIM 모델데이터 활용 용도를 기준으로 BIL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BIM 활용

업무 수행을 위해 각 업무별로 어느 정도의 모델데이터 정보상세수준이 요구되는지 기술적으로 증명되어

야 한다.

그러나 현재 BIM 기술 수준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도에 따른 BIL 구분은 근거 마

련에 어려움이 있다.

AIA에서도 LOD 설명에서는 각 단계 모델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용도 범위만을 제시하고 추가로 모델데

이터 저작자와 사용자가 ‘모델요소표’를 작성하여 필요로 하는 객체의 수준을 정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에

필요한 BIM 활용 목적 달성을 위한 모델데이터 작성수준은 저작자와 사용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각 단계 구분의 기준은 다르지만 모델데이터의 구성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설계업무 단계에 비교하면

AIA LOD 5단계와 bips 정보수준 7단계는 BIL 4단계에 부합된다.

예를 들어 AIA “LOD200”의 모델 컨텐츠 요구조건은 “면적, 높이, 볼륨, 위치 및 방향 표현과 전체 빌

딩의 매스”이며, bips 정보수준 “1단계” 내용은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 구조, 주변환경과의 관계 및 실과

실별 관계”로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계획설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5> AIA LOD, bips IL과 국내 설계업무단계 비교

BIL 각 단계의 내용은 건축법규상 설계업무단계 내용을 표현수준에 반영하고 표현대상 및 용도의 예

를 나타내어 각 단계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BIL 1단계는 기존 기획업무와 계획업무가 가능한 BIM 모델데이터 기준으로 계획설계수준에서 필요한

형상과 계획에 필요한 부재의 존재가 표현되어야 한다.

BIL 2단계는 기존 기본설계업무 가능한 BIM 모델데이터 기준으로 기본설계수준에서 필요한 모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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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IM Information Level ( B I L )

1 2 3 4

표현

수준

-계획설계수준에서 필요한

형상의 표현

-계획에 필요한 부재의 존

재표현

-기본설계수준에서 필요한

모든 부재의 존재표현

-부재의 수량, 크기, 위치

및 방향의 표현

-실시설계수준에서 필요한

모든 부재의 존재표현

-입찰에 필요한 수량산출

가능 수준

-용도에 따라 정보 추가

예:4D(공정), 5D (공사

비), 6D(조달), 7D(유지

관리), Digital Mockup

정보

표현

대상

예

-공간

-주요 구조 부재의 존재

(기둥, 벽, 슬래브, 지붕)

-간략화된 계단 및 슬로프

-벽은 단일벽으로 표현

-개구부(창호 생략가능)

-커튼월 멀리언 형상표현

-공간

-모든구조 부재의 규격

-계단은 정확한 단수포함

-벽은 이중벽 표현

-개구부 표현 (창호는프레

임 존재표시)

-커튼월 멀리언 규격

-MEP 주요 장비 및 배관

-공간

-모든 구조부재의 규격

-모든 건축부재의 규격

-마감은 직접모델링 또는

속성으로 처리

-MEP 장비 및 배관(시공

성 검토수준)

-전선 등은 생략가능

-시공도면 활용 가능한 내

용

-시공좌표 및 자재정보

-공정관리에 필요한 정보

-비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표 3-16> 국내 BIM 정보화 수준(BIL)(안)

재의 존재표현과 부재의 수량, 크기, 위치 및 방향이 표현되어야 한다.

BIL 3단계는 기존 실시설계업무 가능한 BIM 모델데이터 기준으로 실시설계수준에서 필요한 모든 부

재의 존재표현과 입찰에 필요한 수량산출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BIL 4단계는시공이후단계에서설계관리업무가능한 BIM 모델데이터기준으로 4D (공정), 5D (공사비),

6D (조달), 7D (유지관리), Digital Mockup정보 등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각 단계의 구성 내용은 ‘표현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BIM 모델 작성자와 사용자 모두 명확히 단계를 구

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현수준’은 각 단계 BIL의 기본적인 설계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모델데이터의 요건과 주요 표현 내용

을 설명한 것이다.

‘표현대상 예’는 표현수준에 추가적으로 각 단계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으로 각 단계에 표현되

어야 할 주요 객체를 설명한 것이다.

‘용도 예’는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속성이 다르므로 각 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속성정

보를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않고 ‘용도 예’로 개략적으로 BIL을 이용한 BIM 부가서비스 예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미지’ 및 ‘설계수준’은 기존 설계업무에 비교하여 BIL 각 단계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다음은 1~4단계 BIL 방안을 수준, 내용, 이미지 등으로 정의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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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IM Information Level ( B I L )

1 2 3 4

용

도

예

설계

-규모검토

-개략공사비 검토

-설계조건 검토

-각종 개략분석

-3차원 협의

-정확한 기본도면 산출

-각종 설계의사 결정

-기본 품질검토

-각종분석

-3차원 협의

-간섭체크

-정확한 실시도면 산출

-수량산출

-각종 상세분석

시공
-규모검토 참여

-개략공사비 검토 참여

-개략 시공계획 -시공성 검토

-공법 사전검토

-시공계획

-공정공사비 관리

-자재조달관리

-Digital Mockup

유지

관리

-임대관리

-피난관리

-개략LCC분석 -LCC분석 -유지보수

이미지

설계

수준
-계획설계 수준 -중간설계(기본설계) 수준 -실시설계 수준 -설계이후 수준

3.3 국내 BIM 정보화 수준(BIL) 적용방안

상기 표를 통해 4단계 BIL에 따른 각 단계 모델의 활용가능 용도를 제시하였다.

BIL 1단계 모델은 총 29개의 BIM 용도 중 주변환경 검토, 일조 시뮬레이션, 법규조건 검토 등 13개

업무에 활용 가능하며 BIL 4단계 모델은 29개 모두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표는 BIL 각 단계를 설계단계 수준으로 보고 해당 객체 입력수준으로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용도를 가정한 것이므로 신뢰성을 갖지는 않는다.

BIM 대가기준으로 BIL을 설정한 것은 BIM 모델데이터를 여러 부가서비스에 활용한다는 가능성의 가

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뒷받침에 의해 향후 다음 표를 정

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BIL은 BIL별 용도 정의가 확립된다면 대가기준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BIM 발주 등 여러 분야에서

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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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설계

품질검토
설계도서 수치분석 수량공사비 계산

Digital

fabrication

디자인 검토 시뮬레이션 방재 설계조건 도면
투시

조감
구조 MEP 물량 공사비

Life

Cycle

Cost

주

변

환

경

건

물

매

스

및

규

모

건

물

내

부

및

부

분

조

명

일

조

음

향

C

F

D

피

난

법

규

공

간

구

성

설

계

조

건

간

섭

체

크

도

면

추

출

구

조

해

석

에

너

지

효

율

전

기

설

비

부

하

기

계

설

비

부

하

개

략

물

량

상

세

물

량

개

략

공

사

비

상

세

공

사

비

좌

표

추

출

제

공

패

널

라

이

징

BIL

1

별도 별도
2

3

4

<표 3-17> 국내 BIM 정보화 수준(BIL) 용도(안)

본 절에서는 BIM 대가기준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BIM 설계 업무 정의를 위해 국내외 지침과 공공발

주 사례에서 정의한 BIM 설계 업무를 취합 및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BIM 설계 업무의 주요 특성은 기존 설계에 부가 서비스로 표현된다는 것이며, 기존 설계대가가 산출

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기존 산출물을 제외한 BIM 업무 산출물은 BIM 모델데이터라는 것이다.

같은 관점으로 실제 국내 BIM 발주 사례에서 BIM 모델데이터를 산출물로 요구하고 있으나 BIM 활용

목적이 프로젝트 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BIM 모델데이터의 정보상세수준에 대해 명시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BIM 모델데이터의 정보상세수준에 의해 활용 가능한 BIM 활용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

하여 BIM 모델데이터의 정보상세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BIM 대가

기준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IM 모델데이터의 정보상세수준을 BIL로 지칭하고 건축법규상 설계업무단계 구분에

따라 계획설계수준, 기본설계수준, 실시설계수준, 설계이후수준의 4단계로 BIL 단계를 구분하였다.

BIL 각 단계 내용은 미국 AIA Document에서 명시한 LOD와 덴마크 bips에서 명시한 정보수준을 반

영하여 표현내용, 표현대상 예, 용도 예 등으로 구성하였다.

BIL은 BIM 대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BIM 발주에 이용하여 BIM 모델데이터의 작성과 사

용에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IL별 BIM 용도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BIL 각 단계로 가능한 BIM 용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에

필요로 하는 객체 및 속성이 도출되어 시나리오 개발에 의한 기술적 뒷받침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BIL 내용은 BIM 기술 발전 수준에 맞추어 BIM 환경에 맞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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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가산정 기준 도출방법

1.1 대가산정 기준 도출방법의 설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BIM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우선 BIM 설계 프로젝트 사례조사를 통해 기

존 설계방식 대비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의 조사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BIM 수행 프로젝트 사례조사

를 통해 현행 방식으로 산출한 설계 용역비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한 설계 용역비를 상호 비교하

여 상승비율을 추정하였다.

<그림 4-1> 대가산정 기준 도출방법의 개요

사례조사 방법은 참여업체 일반사항 및 BIM 설계 프로젝트의 개요(프로젝트명, 수행단계 및 설계기간,

면적, 시설물 종별 구분, 도서 작성 구분, 공사비, 분야별 설계비 비율) 부분과 건축, 구조, 기계, 전기, 기

타 분야에 있어 각 설계단계별(계획, 기본, 실시설계) 투입업무량(인·시간)을 조사하였다.

이 후 해당 프로젝트의 개요를 기준으로 “공사비 요율 대가표”에 적용하여 산출된 설계 용역비를 기준

으로 하고(이하 기준설계비라 함.), BIM 프로젝트 수행 시 실제 투입된 인원별 작업시간 자료를 이용하

여 산출한 설계 용역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BIM 설계대가에 대한 정량적인 비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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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먼저 기준이 되는 기존의 “공사비 요율 대가표”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개요정보(공사비, 건축물 종

별, 도서작성 난이도) 만으로 기준 용역비 산출이 가능하며, 이렇게 산출된 용역비를 비교·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 상기 용역비는 설계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전체 비용이므로 건축, 구조, 설비 등 해당 업무

분야의 비율이 정의될 필요가 있었다.

<그림 4-2>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이용한 기준 설계 용역비 산출

그 후에, BIM 설계에 투입되는 인력정보(인원수, 등급, 시간 등)을 조사하여 기준 인건비를 산출한 후

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 및 기술료를 합산하면 전체 용역비가 산출될 수 있었다.

다만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 및 기술료의 자료조사는 업체별로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본 사례와

같이 기준인건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약산방식으로 산출하였다.

<그림 4-3> 기준인건비 산출 방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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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준 설계용역비를 BIL 단계별로 산출하고 BIM 기준 설계용역비를 산출하여 상

호 비교하면 프로젝트에 BIM 작용 시 추가 상승비율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BIL 각 단계별 대가율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4-4>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기준 설계비 산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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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업체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개요

설계

단계

비율

(%)

시설물

종별

도서

작성

구분

연면적

(㎡)

공사비

(억)

설계

요율

(%)

기준

설계비

(천원)

A사 A Project 중간 30
3종

(복잡)
상급 56,869 1,198 5.09 1,829,346

B사
B Project

계획

~

실시

100
2종

(보통)
상급 35,702 550 4.71 2,720,025

C Project 계획 50 3종 상급 23,286 512 5.19 1,328,640

<표 4-1> BIM 설계업무 조사를 위한 사례 프로젝트 개요

2.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 사례조사 대상선정

2.1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 사례조사 개요

(1) 사례조사의 목적

․ BIM 설계비 산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BIM 추가 업무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BIM 건축

설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사례조사의 방법

․ 대상업체: (사)빌딩스마트협회에 BIM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등록한 국내 건축 설계 관련 업

체 55개사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자료협조 요청을 하였다.20)([첨부 2] BIM 설

계업무 사례조사를 위한 자료 협조 요청 공문 참조)

․ 조사기간: 2011.04.28~2011.05.11

2.2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 사례조사 내역

상기와 같은 사례조사 방법을 통해 BIM 추가 업무량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국내 건축설계 프로젝

트에 최근에야 BIM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그 표본수가 많지 않았으며, 이에 자료협조가

가능한 4개사 8개 프로젝트의 사례를 수집하였다.([첨부 3] BIM 프로젝트 사례조사 내역 참조)

이 때 본 연구에서는 사례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므로 조사대상업체

및 프로젝트 명은 이니셜 처리하였다.

BIM 추가 업무량 분석을 위해 조사된 사례 프로젝트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20) (사)빌딩스마트협회 대외 제11-077호 ‘『BIM 대가산정 기준』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건’ - [첨부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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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업체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개요

설계

단계

비율

(%)

시설물

종별

도서

작성

구분

연면적

(㎡)

공사비

(억)

설계

요율

(%)

기준

설계비

(천원)
~

중간
(복잡)

C사

D Project 실시 50
2종

(보통)
상급 93,810 1,900 4.58 4,351,000

E Project

계획

~

중간

50
3종

(복잡)
중급 56,492 1,198 4.24 2,793,736

D사

F Project 계획 20
3종

(복잡)
상급 28,438 670 5.16 691,440

G Project

계획

~

중간

50
3종

(복잡)
상급 56,876 960 5.11 2,452,800

H Project

계획

~

중간

50
3종

(복잡)
상급 25,397 670 5.16 1,72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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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B Project C Project

면적(㎡) 35,702 56,492

건축 74.2% 40.84%

평균 57.5%

<표 4-2> 기획설계 단계 BIM 추가 업무량 분석결과

3. 건축분야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 사례조사 분석

조사된 8개 프로젝트의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 분석을 위하여 설계 단계에 따라 발생한 추가 업무

량을 분류하여 이의 평균치를 구함으로써 각 설계 단계별 BIM 추가 업무량을 분석하였다.

이 때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각 설계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추가 업무량을 분

석하였고, 더불어 건축분야 외 전문분야의 업무량 파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본 절에서는 건축

분야의 BIM 추가 업무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3.1 기획설계 단계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 분석

앞 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기획업무(기획설계) 단계는 BIM 정보화 수준(BIL)에 포함되지 않지만, 본

연구의 목적 중에 BIM설계를 위한 추가 업무량 파악도 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조사하였고, 조사된 결

과는 참고의 목적으로 대가산정 결과 도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상기 8개 사례 프로젝트 중 기획설계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2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BIM 투입 업무

량(인·시간)에 대한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 업체에 따라 구조, 기계, 전기 등에 대한 업무량을 관

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프로젝트의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의 평균 비율을 산출한 결과,

57.5%의 업무량이 상승함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 비용에 상관하지 않고 실행한 결과라

고 판단된다.

3.2 계획설계 단계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 분석

상기 8개 사례 프로젝트 중 기획설계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6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BIM 투입 업무

량(인·시간)에 대한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 업체에 따라 구조, 기계, 전기 등에 대한 업무량을 관

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 부분은 산출결과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프로젝트의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의 평균 비율을 산출한 결과, 13.91%의 업무량이 상승함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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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B Project C Project D Project F Project G Project H Project

면적(㎡) 35,702 23,286 56,492 28,437.99 56,876.40 25,396.70

건축 26.6% 16.83% 13.07% 16.14% 3.93% 6.97%

평균 13.91%

<표 4-3> 계획설계 단계 BIM 추가 업무량 분석결과

프로젝트명 A Project B Project C Project D Project G Project H Project

면적(㎡) 56,869 35,702 23,286 56,492 56,876.40 25,396.70

건축 13.95% 16.15% 16.08% 13.86% 11.44% 28.85%

평균 16.72%

<표 4-4> 중간설계 단계 BIM 추가 업무량 분석결과

프로젝트명 B Project E Project

면적(㎡) 35,702 93,810

건축 21.87% 14.66%

평균 18.26%

<표 4-5> 실시설계 단계 BIM 추가 업무량 분석결과

3.3 중간설계 단계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 분석

상기 8개 사례 프로젝트 중 계획설계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6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BIM 투입 업무

량(인·시간)에 대한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 업체에 따라 구조, 기계, 전기 등에 대한 업무량을 관

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 부분은 산출결과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프로젝트의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의 평균 비율을 산출한 결과, 16.72%의 업무량이 상승함으로 나타났다.

3.4 실시설계 단계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 분석

상기 8개 사례 프로젝트 중 중간설계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2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BIM 투입 업무

량(인·시간)에 대한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 업체에 따라 구조, 기계, 전기 등에 대한 업무량을 관

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 부분은 산출결과에 산입하지 않았다.

BIM 설계 도입이 최근 2년여에 일어난 관계로 프로젝트가 아직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현황이어서 상

대적으로 실시설계 사례 수가 적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각 프로젝트의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의

평균 비율을 산출한 결과, 18.26%의 업무량이 상승함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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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설계 BIM
시공 BIM

(80%)
기본설계

(30%)

실시설계

(70%)

전체설계

(100%)

5,000 ㎡ 이하 18 42 60 48

10,000 ㎡ 이하 32 74 105 84

30,000 ㎡ 이하 81 189 270 216

50,000 ㎡ 이하 129 301 430 344

100,000 ㎡ 이하 234 546 780 624

200,000 ㎡ 이하 414 966 1,380 1,104

<표 4-6>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BIM 적용 시 연면적 규모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4. 전문분야별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 조사

구조, 기계, 전기분야 전문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BIM 적용 용역비 비율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사)빌딩스마트협회에서는대외제11-086호(2011.04.28.), 대외제11-087호(2011.04.28.), 대

외 제11-088호(2011.04.28) ‘『BIM 대가산정기준』을 위한 관련자료 협조 요청의 건’ 공문을 통해 연구

및 기술적 교류를 위한 MOU를 맺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

회에 BIM 용역비 비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첨부 4] 전문분야별 BIM 자료 조사 협조 요청 공문

참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및 한국설비기술협회에서는 회신을 통해 각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BIM 적용

용역비 비율을 제공하였으나,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의 경우 현재 BIM 적용 용역비 비율에 대한 내

부 논의 및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로서 회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첨부 5] 전문분야별 BIM 대가기준

(안) 회신 참조)

4.1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BIM 적용 용역비 비율21)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경우, 설계 BIM 단계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

별 비율은 기본설계의 경우 30%, 실시설계의 경우 70%로 제시하고 있다.

계획설계 단계의 경우, 최적 구조시스템의 선정, 설계안의 검토 등 BIM의 반영비율이 낮아 별도의 비

중을 두고 있지 않다.

상기 표의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는 구조 BIM Modeling에 한하며 구조설계 및 구조도면 작성 등에대

한 설계업무는 제외한 수치이다.

21) (사)빌딩스마트협회 대외 제11-087호 ‘『BIM 대가산정 기준』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건’에 대한 한국건축구조기술

사회의 이메일을 통한 공식 회신 내용을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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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적용 범위

추가 용역비 비율

(업무시설 30,000㎡

기준 / 관공서기준)

비 고

단순

Modeling

기계실 3%
·단순 Modeling : 2D로 완성된 도면의 단순 3D Modeling을 의미

함.

·Modeling 후 간섭 등에 의한 도서 변경시 50% 추가

주요시설

(기계실/공조실/기준

층)

10%

전체도면 25%

BIM 설계

실시설계 50% ·BIM Data에서 2D 도면 추출을 기본으로 함.

·실시설계만의 경우 기본설계는 기존 2D 방식

·주요공정(공조, 위생, 가스)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제어, 각종 상

세, 특수시설 등은 제외

기본설계+

실시설계
70%

BIM 응용

기본 부하계산 1%
·BIM Data에서 자동추출 가능하나 Data 정리 등의 용역비 발생

·장비 및 세부 용량 산정을 위한 부하계산은 별도

주요 물량 산출 1%
·BIM Data에서 자동추출 가능하나 Data 정리 등의 용역비 발생

·주요 장비 및 배관의 개략물량 산정 및 검토용

기류해석 -
·기류해석 대상 공간에 따라 차이 / 일반 사무실 공간 경우 - 5백

만원기준

<표 4-7> 한국설비기술협회 BIM 적용 용역비 비율

4.2 한국설비기술협회 BIM 적용 용역비 비율22)

한국설비기술협회의 경우, BIM 추가 용역비 비율을 단순 Modeling, BIM 설계, BIM 응용으로 구분하

여 단순 Modeling의 경우, 주요시설을 중심으로 10%, 실시설계의 경우 50%,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

께 수행할 경우 70%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 및 계획설계 수준인 단순 Modeling의 경우 10%, 기본설계부분은 20%, 실시설계는 50%

로 판단하였다.

상기 표의 추가 용역비 비율은 기존의 2D 일반설계비 대비 BIM 설계 추가업무 비율을 의미한다.

4.3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 BIM 적용 용역비 비율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의 경우, 현재 BIM 적용 용역비 비율에 대한 내부 논의 및 연구가 진행 중

인 상태로서 (사)빌딩스마트협회의 공식 질의에 대한 회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사례조사에 비추어 계획설계 단계에서는 전기설계에 따른 투입 사례가 없었으며, 중간설계와 실

시설계 단계에서는 기계분야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비율을 적용하였다.

향후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의 공식 BIM 적용 용역비 비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22) (사)빌딩스마트협회 대외 제11-087호 ‘『BIM 대가산정 기준』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건’에 대한 한국설비기술협회

의 회신(한설기협 제2011-115호 ‘기계설비 분야 BIM 대가 기준(안) 송부’) 내용을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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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계획설계 수준
중간설계 수준

(기본설계)
실시설계 수준

대가기준 업무 비율 20% 30% 50%

건축 13.91% 16.72% 18.26%

구조 - 30% 70%

기계 10% 20% 50%

전기 - 20% 50%

<표 4-8> BIM 설계 분야별 업무량 증가분

번호
용역비

(백만원)
건축 구조 기계 전기

1 423 54.75% 3.54% 7.09% 2.83%

2 508 41.58% 2.56% 5.91% 6.90%

3 454 25.97% 3.31% 6.17% 4.41%

<표 4-9> 건축 설계 프로젝트 분야별 업무 비율

5. 건축 설계 프로젝트 분야별 업무 비율 분석

5.1 BIM 설계 분야별 업무량 증가분

앞서 도출된 건축 및 전문분야별 추가 업무량 비율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5.2 건축 설계 프로젝트 분야별 업무 비율

상기와 같은 BIM 설계 분야별 업무량 증가분은 업무가중치(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업무비율)가 서로

다르므로 상기 비율에 가중치를 고려한 정규화가 필요하다.

이에 정량적인 프로젝트 별 업무비율이 필요하나,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표준적인 데이터를 찾을 수

없어 (사)빌딩스마트협회 회원사의 협조를 통해 최근 7년간 실제 프로젝트 실행 사례 62건을 조사 및 분

석하여 이중 48건에 대한 용역비 대비 업무 비율을 도출하였다.

이에따라건축분야는 42.80%, 구조분야는 3.87%, 기계분야는 6.94%, 전기분야는 6.63%로분석되었고,

여기서 구조분야의 3.87%는 구조계산 등 설계에 국한된 업무비율이며, 본 연구 범위는 설계 성과품에 대

한 부분을 제외해야 하므로 구조도면 작성 등에 대한 업무 부분은 제외한 수치이다.

또한, 이 업무 비율은 건축설계 용역사와 분야별 협력사 간의 비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비율이며, 전

방위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아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 비율이 업무량에 따른 비율을 뜻하는 것

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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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역비

(백만원)
건축 구조 기계 전기

4 958 32.76% 7.31% 11.48% 8.35%

5 560 44.38% 3.04% 7.14% 7.50%

6 442 42.58% 3.85% 9.06% 9.51%

7 966 40.54% 3.11% 5.18% 5.80%

8 788 61.54% 3.81% 12.44% 12.06%

9 1,310 33.98% 3.71% 3.89% 3.13%

10 1,563 43.71% 4.48% 7.04% 8.32%

11 214 27.66% 2.71% 3.74% 2.15%

12 975 37.74% 4.15% 5.23% 4.62%

13 323 23.24% 6.18% 4.02% 3.09%

14 561 45.20% 3.56% 8.91% 8.02%

15 420 52.27% 2.32% 3.23% 1.88%

16 2,390 45.03% 5.02% 7.53% 8.16%

17 415 43.51% 3.85% 9.63% 9.15%

18 854 63.83% 4.46% 7.91% 11.71%

19 677 30.23% 2.95% 3.84% 3.54%

20 1,791 56.84% 3.35% 4.69% 2.93%

21 3,305 37.51% 5.93% 5.82% 4.92%

22 2,574 48.48% 6.99% 9.32% 8.94%

23 1,260 43.57% 5.56% 7.14% 5.71%

24 579 45.27% 2.59% 9.51% 7.78%

25 545 40.24% 5.51% 10.28% 8.63%

26 632 41.46% 2.06% 6.33% 4.75%

27 3,075 37.03% 7.41% 11.06% 25.37%

28 829 35.97% 3.62% 9.65% 9.05%

29 2,840 37.18% 2.99% 7.39% 9.51%

30 4,427 23.88% 4.33% 5.20% 5.20%

31 2,872 44.40% 4.00% 12.36% 12.01%

32 1,779 53.35% 5.68% 5.06% 4.33%

33 1,040 54.57% 3.46% 5.38% 5.00%

34 2,347 38.60% 3.10% 4.00% 3.80%

35 2,829 49.70% 3.00% 3.40% 3.00%

36 3,488 44.70% 3.30% 3.20% 3.10%

37 2,539 34.70% 3.30% 5.70% 5.10%

38 4,993 34.00% 3.10% 8.10% 7.00%

39 1,778 32.90% 2.60% 4.90% 4.40%

40 4,197 35.90% 3.50% 5.20% 5.30%

41 1,531 35.90% 2.60% 18.20% 11.40%

42 4,369 43.95% 4.03% 5.37% 5.37%

43 2,104 49.46% 3.47% 6.75% 6.30%

44 1,132 50.11% 3.90% 6.59% 6.59%

45 1,801 58.03% 3.54% 6.40% 6.01%

46 1,350 52.08% 2.76% 6.08% 5.53%

47 534 56.37% 3.45% 5.60% 5.44%

48 5,793 47.94% 2.51% 4.99% 4.60%

평균 42.80% 3.87% 6.94% 6.63%



108 BIM 대가산정 기준 연구

설계단계 업무

구분

비율

계획설계 수준
중간설계 수준

(기본설계)
실시설계 수준 계

대가기준

업무 비율
20% 30% 50% 100%

건축 42.80% 5.96% 7.16% 7.82% 20.93%

구조 3.88% - 1.16% 2.71% 3.87%

기계 6.94% 0.69% 1.39% 3.47% 5.55%

전기 6.63% - 1.33% 3.32% 4.64%

계
6.65% 11.03% 17.31% 34.99%

6.5% 11.0% 17.0% 34.5%

<표 4-10> 분야별 업무 비율에 따른 설계 단계별 업무량 증가분

5.3 분야별 업무 비율에 따른 설계 단계별 업무량 증가분

이에 앞서 분석된 각 분야별 업무량 증가분을 상기의 업무비율에 적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각 설계 단

계별 업무량 증가분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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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 1 2 3 4

설계단계 계획설계 수준
중간설계 수준

(기본설계)
실시설계 수준

설계이후 수준

(시공/유지관리)

업무량 증가분 6.5% 11.0% 17.0%
발주자와 별도

협의

<표 4-11> BIL 단계별 업무량 증가분

수행단계

단계별 분리 수행 시 지속적 단계 수행 시

계획설계

수준

중간설계

(기본설계)

수준

실시설계

수준

계획설계

수준

계획설계

~

중간설계

(기본설계)

수준

계획설계

~

실시설계

수준

BIM 정보화

수준(BIL)
1 2 3 1 1+2 1+2+3

업무량 증가분 6.5% 11.0% 17.0% 6.5% 17.5% 34.5%

<표 4-12> BIL 단계별 업무량 증가분

6. BIM 대가산정 기준(안)

6.1 BIL 단계별 업무량 증가분

이미 고시되어있는 설계단계를 기준으로 상기와 같이 분석된 설계 단계별 업무량 증가분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BIL 각 단계별 업무량 증가분을 다음 표와 같이 제안한다.

BIL 4단계인 설계 이후 수준은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이며 이 부분의 BIM 업무 여러 가지 경우가 발

생하므로 발주자와 별도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6.2 BIM 대가산정 기준(안) 적용 예

상기의 BIL 단계별 업무량 증가분에 따라 BIM 대가산정 기준(안)을 이용한 요율 산정방법은 단계별

분리하여 수행 경우 해당 단계의 업무량 증가비율을 대가 산정 시 추가 적용하고, 여러 단계를 지속적으

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수행단계의 업무량 증가비율을 합산한 결과를 대가 산정 시 추가 적용한다.

이에 따른 BIM 대가산정 기준(안)을 이용한 요율 산정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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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비고

연면적 20,000㎡ ㎡인 경우 MH 역계산

단위면적 공사비 1,863,000원/㎡
2007년 조달청 발주 대형 공공청사의 단위면적당

공사비

가정 2,000,000원/㎡ 가정치

부가세 1,818,182원/㎡ 부가세 별도

총공사비 36,363,630,000원

요율대가 4.7814% 2종 보통, 상급도서

기준 용역비 1,738,690,605원

<표 4-13> BIM 건축 설계 프로젝트 단계별 업무량(인·시간) 산출을 위한 사례기준

단위:MH

단계
기준 용역비

(원)

대가

요율

단계별

용역비

(원)

중급

기술자

노임

단가

(원)

건축 구조 기계 전기

계

42.80% 3.87% 6.94% 6.63%

계획설계

수준

1,738,690,605

6.5% 113,014,889

174,250

2,221 201 360 344 3,126

중간(기본)

설계 수준
11% 191,255,967 3,758 340 609 582 5,290

실시설계

수준
17% 295,577,403 5,808 525 942 900 8,175

계 1,738,690,605
34.5

%
599,848,259 174,250 11,787 1,066 1,911 1,826 16,590

<표 4-14> BIM 설계 프로젝트 단계별 업무량(인·시간) 산출내역

6.3 BIM 건축 설계 프로젝트 단계별 업무량(인·시간) 산출

상기의 업무구분비율과 설계단계에 따른 업무량(인·시간)을 연면적 20,000㎡인 공공청사인 경우를 가정

하여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가정치에 의해 산출된 각 단계별 용역비를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로 나누어 투입되어야 하는 업무량(인·

시간)을 역산출하였으며, 산출된 업무량을 다시 각 분야의 업무구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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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비고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10m이상)

9)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

2. ~ 5. (중략)

9) 신설

<표 4-15> 현행 대가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제5조와

제11조에 BIM 설계업무 관련내용을 추가하는 (안)

7. BIM 대가산정 기준(안) 제도적 반영 방안

앞서 국내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현재 설계 용역대가의 중심기준인 ‘공공발주사업에 대

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 판단되었다.

이에 현행 대가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제5조(업무의 범위)’ ‘1. 설

계업무’ 중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에 있어 ‘BIM 설계업무를 추가 신설’하여 개

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상기 기준의 ‘제11조(설계업무대가의 산정)’ ④항에 있어 ‘BIM 설계업무의 대가는 기존 설계대

가에 [별표 6] BIM 설계 대가요율을 추가 적용’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안)을 제안

한다.

또한, BIM 설계업무에 수반하는 부가 설계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므로 ‘제13조(건축설계업무대가의 증액)’ 4항에 ‘제5조 제1호라목 9)의 BIM 설계업무에 수

반하는 부가 설계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여 아래

와 같이 개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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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비고

제11조(설계업무대가의 산정)

①～③ (중략)

④ 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라목 1) 및 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의 1.5

배를 적용한다.

2.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8)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3. 제5조 제1호라목 9)의 BIM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 2항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에

추가하여 [별표 6] BIM 설계 대가요율에 따라 산정한다.

...

3. 신설

제13조(건축설계업무대가의 증액) 건축설계업무대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에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

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중략)

2. (중략)

3. (중략)

4. 제5조 제1호라목 9)의 BIM 설계업무에 수반하는 부가 설계업무에 대 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4. 신설

구분
BIM 정보수준 (BIM Information Level)

1 2 3 4

표현

수준

-계획설계 수준에서 필요한

형상의 표현

-계획에 필요한 부재의 존재

표현

-기본설계수준에서 필요한 모든

부재의 존재표현

-부재의 수량, 크기, 위치 및

방향의 표현

-실시설계수준에서 필요한 모든

부재의 존재표현

-입찰에 필요한 수량산출 가능

수준

-용도에 따라 정보 추가

예: 4D(공정), 5D(공사비),

6D(조달), 7D(유지관리),

Digital Mockup정보

내용

-공간

-주요 구조 부재의 존재

(기둥, 벽, 슬래브, 지붕)

-간략화된 계단 및 슬로프

-벽은 단일벽으로 표현

-개구부(창호 생략가능)

-커튼월 멀리언 형상표현

-공간

-모든구조 부재의 규격

-계단은 정확한 단수포함

-벽은 이중벽 표현

-개구부 표현 (창호는프레임

존재표시)

-커튼월 멀리언 규격

-MEP 주요 장비 및 배관

-공간

-모든 구조부재의 규격

-모든 건축부재의 규격

-마감은직접모델링또는속성으로

처리

-MEP 장비 및 배관 (시공성

검토수준)

-전선 등은 생략가능

-시공도면 활용 가능한 내용

-시공좌표 및 자재정보

-공정관리에 필요한 정보

-비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설계

수준
계획설계 수준

중간설계 수준

(기본설계)
실시설계 수준

설계이후 수준

(시공/유지관리)

대가율 6.5 % 11 % 17 % 발주자와 별도 협의

<별표 6> BIM 설계 대가요율



제4장 BIM 대가산정 기준(안) 113

수행단계

항목

단계별 분리 수행 시 지속적 단계 수행 시

계획설계

수준

중간설계

(기본설계)

수준

실시설계

수준

계획설계

수준

계획설계

~

중간설계

(기본설계)

수준

계획설계

~

실시설계

수준

BIM 정보화

수준(BIL)
1 2 3 1 1+2 1+2+3

업무량 증가분 6.5% 11.0% 17.0% 6.5% 17.5% 34.5%

<참조> BIM 설계요율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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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BIM 대가산정 기준관련 국내외 발주 현황 조사·분석

BIM업무 수행 시 기존 설계업무 단계 및 분야별 업무와 동일하지 않고, BIM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따

라 분야별 업무의 양이 달라지게 되므로 BIM 업무 범위 및 단계에 따른 대가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하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 AIA 계약문서의 경우, BIM의 프로세스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원작자

(Model Author)와 사용자(Model User)간의 상호 전달방법과 저작권보호 및 그 사용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BIM 관련 표준계약문서의 확립을 통해 발주자와 설계자는 BIM 용역 발주에 따른 절차

및 결과물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에 담길 정보수준의 정의를 통해 사용자가 요구하는 각 디지털 데이터의 단계를 정의하

고, 이에 맞게 서비스하는 주체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정한 대가의 기준이 단계별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건설 환경에 적합한 단계별 BIM데이터의 정의 및 그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표준계약문서는 향후

합리적인 BIM용역 대가의 기준을 산정을 하는데 있어 확립·정착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2. BIM 대가산정 기준개발 방향 도출

BIM 대가기준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BIM 업무 정의를 위해 국내외 지침과 공공발주 사례에서 정의

한 BIM 업무를 취합 및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BIM 업무의 주요 특성은 기존 설계에 부가 서비스로 표현된다는 것이며, 기존 설계대가가 산출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기존 산출물을 제외한 BIM 업무 산출물은 BIM 모델데이터이다.

BIM 모델데이터의 정보상세수준에 의해 활용 가능한 BIM 활용 서비스가 달라지므로 BIM 모델데이터

의 정보상세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BIM 대가기준 개발 방향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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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IM 모델데이터의 정보상세수준을 BIL로 지칭하고 건축법규상 설계업무단계 구분에

따라 계획설계수준, 기본설계수준, 실시설계수준, 설계이후수준의 4단계로 BIL 단계를 구분하였다.(다만,

기획업무 단계에서 BIM 설계가 요구 된다면 BIL 1단계 계획설계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BIL은 BIM 대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BIM 발주에 이용하여 BIM 모델데이터의 작성과 사

용에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IL별 BIM 용도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BIL 각 단계로 가능한 BIM 용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에

필요로 하는 객체 및 속성이 도출되어 시나리오 개발에 의한 기술적 뒷받침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BIL 내용은 BIM 기술 발전 수준에 맞추어 BIM 환경에 맞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3. BIM 대가산정 기준 개발

국내 대형 건축설계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사례조사 및 전문분야별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BIM 산정기

준을 근거로 하여 설계단계에 따른 BIM 적용 시 기존 대비 BIM 추가 업무량(인·시간)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BIM 정보화수준(BIL) 별 추가 반영되어야 할 대가율을 산정하였으며, BIL 1단계(계획설계

단계)의 경우 6.5%, BIL 2단계(중간설계 단계)의 경우 11%, BIL 3단계(실시설계단계)의 경우 17%를 산

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BIM 대가산정 기준의 제도적 반영을 위하여 현행 대가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

무범위와 대가기준)에 BIM 설계업무 관련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4. 기대효과

제안된 BIM 대가산정 기준을 통해 현재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축 설계 프로젝트의

BIM 기술 적용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제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향후 연구계획

본 연구는 BIM 수행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기초로 BIM 대가산정 기준을 도

출하였으므로 향후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반영에 따라 더욱 실질적인 대가산정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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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BIM 환경의 변화 및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BIM 업무의 난이도 및 투입 업무량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추이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건축설계, 시공 감리에 발생하는 업무보상 기준이 되는 신업무보수기준’을 참고해 보면 우리나

라는 공사비에 따른 대가요율 산정방식이 기준인 반면 일본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이 기준이며, 산출 기준

을 위해 시설물 종류별 면적에 따른 표준업무(건축, 구조, 감리) 투입인원 작업시간을 규정해 놓고 있다

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방식은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면적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 공사비 요율방식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에도 이런 기준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각 설계단

계별 단위표준업무에 대한 투입인원 작업시간이 규정된다면 좀 더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 백>



참고문헌 121

참고문헌

1. 3D Working Method 2006, 3D CAD Manual 2006, Layer and Object Structures 2006, 3D Project

Agreement 2006., Jacobsen, K, et al., 2007, National Agency for Enterprise and Construction.

2. 3D-4D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2008,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3. AIA Document B141™–1997 Instructions, 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 with standard form of architect's services

4. AIA Document C106™–2007, Digital Data Licensing Agreement

5. AIA Document E201™–2007, Digital Data Protocol Exhibit

6. AIA Document E202™–2008,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Protocol Exhibit

7. BIM Handbook, Chuck K. Smith et al., 2008, John Wiley & Sons, Inc.

8. BIM Requirements 2007., Kiviniemi, A,et al., 2007, senaatti

9. BIM 적용에 따른 설계대가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주기범, 신윤석, 2010, 건축학회

10.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A Roadmap for Implementation To Support MILCON

Transformation and Civil Works Progect within the U.S.Army Corps of Engineers., Brucker, B.

et al., 2006, US Army corps of Engineers, Engineer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11. General Buildings Information Handcover Guide: Principles of Standards and Technology, Fallon,

K. and Palmer, M., 2007, Dept. of Commerce, NISTIR 7417.

12. Nationa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Standard: Version 1-Part 1: Overview, Nati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 2007, Principles Council.

13. The contractors’ Guide to BIM ACG, 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2010

14. User Handbook Data Exchange BIM/IFC., Liebich, T. and Hoffeller, T., 2006, buildingSMART

Germany Speaking.

15. 개방형 BIM 지침 개발에 관한 국외의 지침 분석 및 전략적 방향에 관한 연구, 서종철, 김인한, 2009,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6. http://www.aia.org/contractdocs/about/index.htm

17. http://www.aia.org/contractdocs/aiab081445



<여 백>



[첨부 2] BIM 설계업무 사례조사를 위한 자료 협조 요청 공문 123

[첨부 1] BIM 설계대가 기준 설문조사지

“BIM 설계대가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국토해양부의 『건축설계 대가산정 기준 연구』 과정에서 『BIM 대가산정 기준』에

필요한 실무계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국토해양부의 BIM 적용에 대한 정책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개인이 아닌 회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회사당 한 부씩만 작성하셔도 되며, 만일 작성

내용 중 회사에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작성하셔서 2011년 4월 30(토)까지 이

메일(arrnubo@gmail.com)로 회신하여 주시거나 팩스(02-3670-3589)로 보내주셔도 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1. 귀사의 직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 (1) 건설회사

[ ] (2) 건축설계사무소

[ ] (3) 관공서

[ ] (4) 엔지니어링 [ 분야 : ]

[ ] (5) 기타 [ ]

2. 기업형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1) 대기업

[ ] (2) 중소기업

[ ] (3) 개인회사

[ ] (4) 기타 [ ]

3. 귀사의 개략 직원 현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 (1) 0 ~ 50명 [ ] (2) 50 ~100명 [ ] (3) 100 ~200명

[ ] (4) 200 ~ 500명 [ ] (5) 500명 이상

4. 귀사가 설계용역에 BIM 적용 요구를 받았다고 할 때, 어떤 방식의 설계대가 지급이 적당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실비정액 가산방식

[ ] (2) 공사비 요율방식

[ ] (3) 총액 방식

[ ] (4) 시간기준 방식

[ ] (5)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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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사는 BIM 설계비(추가투입비용) 증가에 대한 분석 또는 추정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1) 분석을 해본적이 있다.

[ ] 건을 분석해 보았고,

평균비용 증가율이 [ ]%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 (2) 분석을 해본적은 없다.

그러나 [ ]%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 ] (3) 분석 또는 추정을 해본적이 없다.

6. BIM설계대가는 설계비의 몇 %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BIM 수준 설계용역비 증가(%)

기본설계

(3차원모델링 및 기본도면 추출 등 수준)
( ) % 증가

실시설계

(수량산출가능 등 상세 수준)
( ) % 증가

7. 건설산업에 BIM적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BIM설계 등 기술 적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8. 회사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확인용이며 회사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회사명 :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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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BIM 설계용역대가 근거산정을 위한 자료조사표

회사명 작성자 연락처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수행단계 및

설계기간

기획설계 [ ][ ] 개월 계획설계 [ ][ ] 개월

기본설계 [ ][ ] 개월 실시설계 [ ][ ] 개월

면적(㎡) 연면적 56,869㎡ 건축면적 5,254㎡

시설물 종별 구분

(붙임2 참조)

1종(단순) [ ]

2종(보통) [ ]

3종(복잡) [ O ]

도서 작성 구분

기본 [ ]

중급 [ ]

상급 [ O ]

공사비 1,198억원 비 율 비 고

분야별

설계비

비율

건축 분야 38 % *필수 입니다.

구조 분야 18 % *필수 입니다.

기계 분야 21 % *필수 입니다.

전기 분야 15 % *필수 입니다.

토목 분야 8 % *생략 가능 합니다.

기타 분야 2 % *생략 가능 합니다.

※ 작성방법

1. 상기의 빈칸을 모두 채워 주셔야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으니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2. ‘수행단계 및 설계기간’ 은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3. 각 설계 분야별 / 설계단계별 / 자체 또는 외주로 구분하여 투입 MM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4. ‘BIM+(분야) 자체설계’ : 분야별 작업을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의 투입 MM 이며,

5. ‘BIM 외주’ : BIM 설계를 외주 준 경우 외주 업체의 인력 투입 입니다.

6. (만약 견적서가 있다면 직접인건비의 인원 투입 현황 부분을 표시해도 됩니다.)

7. ‘시설물 종별 구분’ 은 ‘붙임 표 2’를 참조하여 시설물 종류를 고르시면 됩니다.

8. ‘도서작성구분’에서 ‘기본’은 소규모 건축물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이며, ’중급’은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이고, ‘상급’은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9. 기타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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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분야

기획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투입MM 비고

BIM+건축

자체설계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합계

BIM

외주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합계

계획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투입MM 비고

BIM+건축

자체설계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합계

BIM

외주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합계

기본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투입MM 비고

BIM+건축

자체설계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합계

BIM

외주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합계

실시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투입MM 비고

BIM+건축

자체설계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합계

BIM

외주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합계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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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A사 작성자 - 연락처 -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A Project

수행단계

및

설계기간

기획설계[ ][ ] 개월 계획설계[ ][ ] 개월

기본설계[O][ 2.5 ] 개월 실시설계[ ][ ] 개월

면적(㎡) 연면적 56,869㎡ 건축면적 5,254㎡

시설물

종별 구분

(붙임2

참조)

1종(단순)[ ]

도서 작성 구분

기본 [ ]

2종(보통)[ ] 중급 [ ]

3종(복잡) [ O ] 상급 [ O ]

공사비 119,800,000,000원 비율 비 고

분야별

설계비

비율

건축 분야 38% *필수 입니다.

구조 분야 18% *필수 입니다.

기계 분야 21% *필수 입니다.

전기 분야 15% *필수 입니다.

토목 분야 8% *생략 가능 합니다.

기타 분야 2 % *생략 가능 합니다.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1 2 50% 　 22.50 258,726 5,821,335

고 급 1 2.5 100% 　 56.25 203,802 11,463,863

중 급 3 2 100% 　 135.00 174,250 23,523,750

초 급 　 　 % 　 　 131,853 -

합계 　 　 　 　 　 40,808,948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1 0.5 20% 　 2.25 203,802 458,555

중 급 1 2.5 100% 　 56.25 174,250 9,801,563

초 급 1 1.5 100% 　 33.75 131,853 4,450,039

합계 　 　 　 　 　 14,710,156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2 1 100% 　 45.00 203,802 9,171,090

[첨부 3] BIM 프로젝트 사례조사 내역

1. 건축분야

2. 구조분야

3. 기계설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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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급 1 2 100% 　 45.00 174,250 7,841,250

초 급 1 1 100% 　 22.50 131,853 2,966,693

합계 　 　 　 　 　 19,979,033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1 2.5 100% 　 56.25 203,802 11,463,863

중 급 1 2 100% 　 45.00 174,250 7,841,250

초 급 2 0.5 100% 　 22.50 131,853 2,966,693

합계 　 　 　 　 　 22,271,805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1 2.5 50% 　 28.13 203,802 5,731,931

중 급 1 1 50% 　 11.25 174,250 1,960,313

초 급 　 　 % 　 　 131,853 -

합계 　 　 　 　 　 7,692,244

4. 전기분야

5. 기타 분야(분야명 :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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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B사 작성자 - 연락처 -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B Project

수행단계
및

설계기간

기획설계[ ][ 2 ] 개월 계획설계[ ][ 5 ] 개월

기본설계[ ][ 3 ] 개월 실시설계[ ][ 4 ] 개월

면적(㎡) 연면적 35,702㎡ 건축면적 29,010㎡

시설물
종별 구분
(붙임2
참조)

1종(단순)[ ]

도서 작성 구분

기본[ ]

2종(보통) [ √ ] 중급[ ]

3종(복잡)[ ] 상급 [ √ ]

공사비 55,000,000,000원 비율 비 고

분야별
설계비
비율

건축 분야 66%

구조 분야 3%

기계 분야 6%

전기 분야 6%

조경 분야 3%

토목 분야 5%

소방 분야 2%

견적 2%

교통영향평가 4%

CG 1%

모형 1%

커튼월 1%

기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2 2 47.22 340 42.50 258,726 10,995,855

고 급 2 2 43.89 316 39.50 203,802 8,050,179

중 급 2 2 104.86 755 94.38 174,250 16,444,844

초 급 1 2 50.28 181 22.63 131,853 2,983,174

합계 7 　 　 1592 　 　 38,474,052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5 5 44.36 1996 249.50 258,726 64,552,137

고 급 1 5 128.33 1155 144.38 203,802 29,423,914

중 급 7 5 49.89 3143 392.88 174,250 68,458,469

초 급 4 5 4.50 162 20.25 131,853 2,670,023

합계 17 　 　 6456 　 165,104,543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2 3 79.81 862 107.75 258,726 27,877,727

고 급 1 3 141.30 763 95.38 203,802 19,437,616

중 급 7 3 52.72 1993 249.13 174,250 43,410,031

초 급 2 3 54.44 588 73.50 131,853 9,691,196

합계 12 　 　 4206 　 100,416,569

실시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2 4 61.08 879.5 109.94 258,726 28,443,690

고 급 2 4 75.69 1090 136.25 203,802 27,768,023

중 급 3 4 92.89 2006.5 250.81 174,250 43,704,078

초 급 2 4 56.46 813 101.63 131,853 13,399,561

합계 9 　 　 4789 　 113,315,351

1. 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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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B사 작성자 - 연락처 -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C Project

수행단계

및

설계기간

기획설계[ ][ ] 개월 계획설계[ ][ 4 ] 개월

기본설계[ ][ 4 ] 개월 실시설계[ ][ ] 개월

면적(㎡) 연면적 23,285.91㎡ 건축면적 4543.48㎡

시설물

종별 구분

(붙임2

참조)

1종(단순)[ ]

도서 작성 구분

기본[ ]

2종(보통)[ ] 중급[ ]

3종(복잡) [ √ ] 상급 [ √ ]

공사비 51,200,000,000원 비율 비 고

분야별

설계비

비율

건축 분야 68%

구조 계산 3%

구조 도면 4%

기계 분야 7%

조경 분야 3%

토목 분야 5%

소방 분야 3%

인테리어 4%

건축음향 1%

CG 1%

커튼월설계 1%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1 4 59.03 425 53.13 258,726 13,744,819

고 급 　 　 % 　 　 203,802 -

중 급 3 4 92.73 2003 250.38 174,250 43,627,844

초 급 1 4 119.17 858 107.25 131,853 14,141,234

합계 5 　 　 3286 　 71,513,897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2 4 21.28 306.5 38.31 258,726 9,912,440

고 급 1 4 24.51 176.5 22.06 203,802 4,496,382

중 급 4 4 96.44 2777.5 347.19 174,250 60,497,422

초 급 2 4 116.18 1673 209.13 131,853 27,573,759

합계 9 　 　 4933.5 　 102,480,002

1. 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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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C사 작성자 - 연락처 -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D Project

수행단계

및

설계기간

기획설계[ ][ ] 개월 계획설계[ ][ ] 개월

기본설계[ ][ ] 개월 실시설계[√][ 9 ] 개월

면적(㎡) 연면적 93,810㎡ 건축면적 4,087㎡

시설물

종별 구분

(붙임2

참조)

1종(단순)[ ]

도서 작성 구분

기본[ ]

2종(보통)[√] 중급[ ]

3종(복잡)[ ] 상급[√]

공사비 190,000,000,000원 비율 비 고

분야별

설계비

비율

건축 분야 50% *필수 입니다.

구조 분야 7% *필수 입니다.

기계 분야 6% *필수 입니다.

전기 분야 6% *필수 입니다.

기타 분야 1(소방 등) % *생략 가능 합니다.

기타 분야 2 % *생략 가능 합니다.

실시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2 9 100% 18 405 258,726 104,784,030

고 급 5 9 100% 45 1012.5 203,802 206,349,525

중 급 10 9 100% 90 2025 174,250 352,856,250

초 급 5 9 100% 45 1012.5 131,853 133,501,163

합계 22 　 　 198 　 797,490,968

1. 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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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C사 작성자 - 연락처 -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E Project

수행단계

및

설계기간

기획설계[√ ][ 1 ] 개월 계획설계[√ ][ 1 ] 개월

기본설계[√][2 ] 개월 실시설계[ ][ ] 진행중

면적(㎡) 연면적 56,492㎡ 건축면적 5,334㎡

시설물

종별 구분

(붙임2

참조)

1종(단순)[ ]

도서 작성 구분

기본[ ]

2종(보통)[ ] 중급[√]

3종(복잡)[√] 상급[ ]

공사비 119,800,000,000원 비율 비 고

분야별

설계비

비율

건축 분야 50% *필수 입니다.

구조 분야 5% *필수 입니다.

기계 분야 5% *필수 입니다.

전기 분야 5% *필수 입니다.

기타 분야 1(소방 등) % *생략 가능 합니다.

기타 분야 2 % *생략 가능 합니다.

기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2 1 100% 2 45.00 258,726 11,642,670

고 급 2 1 100% 2 45.00 203,802 9,171,090

중 급 3 1 100% 3 67.50 174,250 11,761,875

초 급 3 1 100% 3 67.50 131,853 8,900,078

합계 10 　 　 10 　 　 41,475,713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4 1 100% 4 90.00 258,726 23,285,340

고 급 8 1 100% 8 180.00 203,802 36,684,360

중 급 8 1 100% 8 180.00 174,250 31,365,000

초 급 5 1 100% 5 112.50 131,853 14,833,463

합계 25 　 　 25 　 　 106,168,163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5 2.5 100% 12.5 281.25 258,726 72,766,688

고 급 10 2.5 100% 25 562.50 203,802 114,638,625

중 급 10 2.5 100% 25 562.50 174,250 98,015,625

초 급 8 2.5 100% 20 450.00 131,853 59,333,850

합계 33 　 　 82.5 　 　 344,754,788

BIM

외주

특 급 2 2.5 56% 5 112.50 258,726 29,106,675

고 급 2 2.5 100% 5 112.50 203,802 22,927,725

중 급 2 2.5 100% 5 112.50 174,250 19,603,125

초 급 2 2.5 100% 2 45.00 131,853 5,933,385

합계 8 　 　 20 　 　 77,570,910

실시설

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1 9 100% 9 　 258,726 -

고 급 4 9 100% 36 　 203,802 -

1. 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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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급 8 9 100% 72 　 174,250 -

초 급 4 9 100% 36 　 131,853 -

합계 17 　 　 　 　 　 -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 　 　 203,802 -

중 급 　 　 % 　 　 174,250 -

초 급 　 　 % 　 　 131,853 -

합계 　 　 　 　 　 　 -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구조

자체설계

특 급 1 1 100% 1 22.50 258,726 5,821,335

고 급 1 1 100% 1 22.50 203,802 4,585,545

중 급 1 1 100% 1 22.50 174,250 3,920,625

초 급 　 　 % 　 　 131,853 -

합계 3 　 　 3 　 　 14,327,505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구조

자체설계

특 급 1 2 100% 2 45.00 258,726 11,642,670

고 급 1 2 100% 2 45.00 203,802 9,171,090

중 급 2 2 100% 4 90.00 174,250 15,682,500

초 급 　 　 % 　 　 131,853 -

합계 4 　 　 8 　 　 36,496,260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1 2 100% 2 45.00 203,802 9,171,090

중 급 　 　 % 　 　 174,250 -

초 급 　 　 % 　 　 131,853 -

합계 1 　 　 2 　 　 9,171,090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기계

자체설계

특 급 1 1 100% 1 22.50 258,726 5,821,335

고 급 1 1 100% 1 22.50 203,802 4,585,545

중 급 1 1 100% 1 22.50 174,250 3,920,625

초 급 　 　 % 　 　 131,853 -

합계 3 　 　 3 　 14,327,505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기계

자체설계

특 급 1 2 100% 2 45.00 258,726 11,642,670

고 급 1 2 100% 2 45.00 203,802 9,171,090

중 급 3 2 100% 6 135.00 174,250 23,523,750

초 급 　 　 % 　 　 131,853 -

합계 5 　 　 10 　 44,337,510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 　 　 203,802 -

중 급 1 2 100% 2 45.00 174,250 7,841,250

초 급 1 2 100% 2 45.00 131,853 5,933,385

합계 2 　 　 4 　 13,774,635

2. 구조분야

3. 기계설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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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전기

자체설계

특 급 1 1 100% 1 22.50 258,726 5,821,335

고 급 　 　 100% 　 　 203,802 -

중 급 2 1 100% 2 45.00 174,250 7,841,250

초 급 　 　 % 　 　 131,853 -

합계 3 　 　 3 　 13,662,585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전기

자체설계

특 급 1 2 100% 2 45.00 258,726 11,642,670

고 급 1 2 100% 2 45.00 203,802 9,171,090

중 급 2 2 100% 4 90.00 174,250 15,682,500

초 급 　 　 % 　 　 131,853 -

합계 4 　 　 8 　 36,496,260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 　 　 203,802 -

중 급 1 2 100% 2 45.00 174,250 7,841,250

초 급 　 　 % 　 　 131,853 -

합계 1 　 　 2 　 7,841,250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 　 　 203,802 -

중 급 　 　 % 　 　 174,250 -

초 급 1 2 100% 2 45.00 131,853 5,933,385

합계 1 　 　 　 　 5,933,385

4. 전기설비분야

5. 기타 분야(분야명 : 음영 simulat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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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D사 작성자 - 연락처 -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F Project

수행단계

및

설계기간

기획설계[ ][ ] 개월 계획설계[√ ][ 3 ] 개월

기본설계[ ][ ] 개월 실시설계[ ][ ]

면적(㎡) 연면적 28,437.99㎡ 건축면적 7,614.01㎡

시설물

종별 구분

(붙임2

참조)

1종(단순)[ ]

도서 작성 구분

기본[ ]

2종(보통)[ ] 중급[ ]

3종(복잡)[√] 상급 [ √ ]

공사비 67,000,000,000원 비율 비 고

분야별

설계비

비율

건축 분야 68% *필수 입니다.

구조 분야 4% *필수 입니다.

기계 분야 5% *필수 입니다.

전기 분야 0.5% *필수 입니다.

기타 분야 1 % *생략 가능 합니다.

기타 분야 2 % *생략 가능 합니다.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1 3 50% 1.5 33.75 258,726 8,732,003

고 급 5 3 100% 15 337.50 203,802 68,783,175

중 급 1 3 100% 3 67.50 174,250 11,761,875

초 급 　 　 % 　 　 131,853 -

합계 7 　 　 19.5 438.75 　 89,277,053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구조

자체설계

특 급 　 　 　 　 　 258,726 -

고 급 1 3 25% 0.75 16.88 203,802 3,439,159

중 급 1 3 100% 3 67.50 174,250 11,761,875

초 급 　 　 % 　 　 131,853 -

합계 2 　 　 3.75 84.375 　 15,201,034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기계

자체설계

특 급 2 3 25% 0.75 16.88 258,726 4,366,001

고 급 2 3 25% 0.75 16.88 203,802 3,439,159

중 급 1 3 25% 0.75 16.88 174,250 2,940,469

초 급 　 　 % 　 　 131,853 -

합계 5 　 　 2.25 　 10,745,629

1. 건축분야

2. 구조분야

3. 기계설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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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전기

자체설계

특 급 　 　 　 　 　 258,726 -

고 급 2 3 25% 1.5 33.75 203,802 6,878,318

중 급 1 3 50% 1.5 33.75 174,250 5,880,938

초 급 　 　 % 　 　 131,853 -

합계 3 　 　 3 67.5 12,759,255

4. 전기설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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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D사 작성자 - 연락처 -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G Project

수행단계

및

설계기간

기획설계[ ][ ] 개월 계획설계[√ ][ 2 ] 개월

기본설계[√ ][ 1 ] 개월 실시설계[ ][ ]

면적(㎡) 연면적 56,876.47㎡ 건축면적 2,296.07㎡

시설물

종별 구분

(붙임2

참조)

1종(단순)[ ]

도서 작성 구분

기본[ ]

2종(보통)[ ] 중급[ ]

3종(복잡)[√] 상급 [ √ ]

공사비 96,000,000,000원 비율 비 고

분야별

설계비

비율

건축 분야 32.0% *필수 입니다.

구조 분야 3.1% *필수 입니다.

기계 분야 4.2% *필수 입니다.

전기 분야 3.7% *필수 입니다.

BIM 분야 14.3% *생략 가능 합니다.

기타 분야 2 % *생략 가능 합니다.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258,726 -

고 급 1 1 30% 0.3 6.75 203,802 1,375,664

중 급 1 1 50% 0.5 11.25 174,250 1,960,313

초 급 　 　 % 　 　 131,853 -

합계 2 　 　 0.8 18.00 　 3,335,976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2 1 30 0.6 13.50 203,802 2,751,327

중 급 4 1 50 2 45.00 174,250 7,841,250

초 급 1 1 50 0.5 11.25 131,853 1,483,346

합계 7 　 　 3.1 69.75 　 12,075,923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258,726 -

고 급 1 2 70% 1.4 31.50 203,802 6,419,763

중 급 1 2 90% 1.8 40.50 174,250 7,057,125

초 급 　 　 　 　 　 131,853 -

합계 2 　 　 3.2 72.00 　 13,476,888

BIM

외주

특 급 　 　 　 　 　 258,726 -

고 급 2 2 90% 3.6 81.00 203,802 16,507,962

중 급 4 2 100% 8.0 180.00 174,250 31,365,000

초 급 1 2 100% 2.0 45.00 131,853 5,933,385

합계 7 　 　 13.6 306.00 　 53,806,347

1. 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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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1 1 30% 0.3 6.75 203,802 1,375,664

중 급 1 1 50% 0.5 11.25 174,250 1,960,313

초 급 1 1 50% 0.5 11.25 131,853 1,483,346

합계 3 　 　 1.3 29.25 　 4,819,322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1 2 90% 1.8 40.50 203,802 8,253,981

중 급 1 2 100% 2.0 45.00 174,250 7,841,250

초 급 1 2 100% 2.0 45.00 131,853 5,933,385

합계 3 　 　 5.8 130.50 　 22,028,616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1 1 30% 0.3 6.75 203,802 1,375,664

중 급 2 1 50% 1.5 33.75 174,250 5,880,938

초 급 　 　 % 　 　 131,853 -

합계 3 　 　 1.8 40.50 7,256,601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258,726 -

고 급 1 2 90% 1.8 40.50 203,802 8,253,981

중 급 2 2 100% 4.0 90.00 174,250 15,682,500

초 급 　 　 　 　 0.00 131,853 -

합계 3 　 　 5.8 130.50 23,936,481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1 1 30% 0.3 6.75 203,802 1,375,664

중 급 1 1 50% 0.5 11.25 174,250 1,960,313

초 급 　 　 % 　 　 131,853 -

합계 2 　 　 0.8 18.00 3,335,976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258,726 -

고 급 1 2 90% 1.8 40.50 203,802 8,253,981

중 급 1 2 100% 2.0 45.00 174,250 7,841,250

초 급 　 　 　 　 　 131,853 -

합계 2 　 　 3.8 85.50 16,095,231

2. 구조분야

3. 기계설비분야

4. 전기설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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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D사 작성자 - 연락처 -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H Project

수행단계

및

설계기간

기획설계[ ][ ] 개월 계획설계[√ ][ 0.5 ] 개월

기본설계[√ ][ 2 ] 개월 실시설계[ ][ ]

면적(㎡) 연면적 25,396.75㎡ 건축면적 9,861.55㎡

시설물

종별 구분

(붙임2

참조)

1종(단순)[ ]

도서 작성 구분

기본[ ]

2종(보통)[ ] 중급[ ]

3종(복잡)[√] 상급 [ √ ]

공사비 67,000,000,000원 비율 비 고

분야별

설계비

비율

건축 분야 32.0% *필수 입니다.

구조 분야 3.1% *필수 입니다.

기계 분야 4.2% *필수 입니다.

전기 분야 3.7% *필수 입니다.

BIM 분야 14.3% *생략 가능 합니다.

기타 분야 2 % *생략 가능 합니다.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258,726 -

고 급 1 0.5 30% 0.15 3.38 203,802 687,832

중 급 1 0.5 50% 0.25 5.63 174,250 980,156

초 급 　 　 % 　 　 131,853 -

합계 2 　 　 0.4 9.00 　 1,667,988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2 0.5 30% 0.3 6.75 203,802 1,375,664

중 급 4 0.5 50% 1 22.50 174,250 3,920,625

초 급 1 0.5 50% 0.25 5.63 131,853 741,673

합계 7 　 　 1.55 34.88 　 6,037,962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건축

자체설계

특 급 　 　 　 　 　 258,726 -

고 급 1 2 70% 1.4 31.50 203,802 6,419,763

중 급 1 2 90% 1.8 40.50 174,250 7,057,125

초 급 　 　 　 　 　 131,853 -

합계 2 　 　 3.2 72.00 　 13,476,888

BIM

외주

특 급 　 　 　 　 　 258,726 -

고 급 2 2 90% 3.6 81.00 203,802 16,507,962

중 급 4 2 100% 8.0 180.00 174,250 31,365,000

초 급 　 　 　 　 　 131,853 -

합계 6 　 　 11.6 261.00 　 47,872,962

1. 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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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1 0.5 30% 0.15 3.38 203,802 687,832

중 급 1 0.5 50% 0.25 5.63 174,250 980,156

초 급 1 0.5 50% 0.25 5.63 131,853 741,673

합계 3 　 　 0.65 14.625 　 2,409,661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1 2 90% 1.8 40.50 203,802 8,253,981

중 급 1 2 100% 2.0 45.00 174,250 7,841,250

초 급 1 2 100% 2.0 45.00 131,853 5,933,385

합계 3 　 　 5.8 130.50 　 22,028,616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1 0.5 30% 0.15 3.38 203,802 687,832

중 급 2 0.5 50% 0.5 11.25 174,250 1,960,313

초 급 　 　 % 　 　 131,853 -

합계 3 　 　 0.65 14.63 2,648,144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258,726 -

고 급 1 2 90% 1.8 40.50 203,802 8,253,981

중 급 2 2 100% 4.0 90.00 174,250 15,682,500

초 급 　 　 　 　 0.00 131,853 -

합계 3 　 　 5.8 130.50 23,936,481

계획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 　 　 258,726 -

고 급 1 0.5 30% 0.15 3.38 203,802 687,832

중 급 1 0.5 50% 0.25 5.63 174,250 980,156

초 급 　 　 % 　 　 131,853 -

합계 2 　 　 0.4 9.00 1,667,988

기본

설계

단계

구분 등급 인원수 개월
투입율

(%)

투입

MM
MD 단가 금액

BIM

외주

특 급 　 　 　 　 　 258,726 -

고 급 1 2 90% 1.8 40.50 203,802 8,253,981

중 급 1 2 100% 2.0 45.00 174,250 7,841,250

초 급 　 　 　 　 　 131,853 -

합계 2 　 　 3.8 85.50 16,095,231

2. 구조분야

3. 기계설비분야

4. 전기설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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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전문분야별 BIM 자료 조사 협조 요청 공문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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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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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설비기술협회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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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전문분야별 BIM 대가기준(안) 회신

(사)한국설비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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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계설비분야 BIM 대가 기준(안)

◈ 기본 용역비 조건

BIM 적용 범위

추가 용역비 비율

(업무시설 30,000㎡

기준 / 관공서기준)

비 고

단순

Modeling

기계실 3%
* 단순 Modeling : 2D로 완성된 도면의 단순

3D Modeling을 의미

* Modeling 후 간섭 등에 의한 도서 변경시 50%

추가

주요시설

(기계실, 공조실, 기준층)
10%

전체도면 25%

BIM 설계

실시설계 50%
* BIM Data에서 2D 도면 추출을 기본으로 함

* 실시설계만의 경우 기본설계는 기존 2D 방식

* 주요공정(공조, 위생, 가스)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제어, 각종 상세,

특수시설 등은 제외

기본설계+실시설계 70%

BIM 응용

기본 부하계산 1%

* BIM Data에서 자동추출 가능하나 Data 정리

등의 용역비 발생

* 장비 및 세부 용량 산정을 위한 부하계산은 별도

주요 물량 산출 1%

* BIM Data에서 자동추출 가능하나 Data 정리

등의 용역비 발생

* 주요 장비 및 배관의 개략물량 산정 및 검토용

기류해석 -
* 기류해석 대상 공간에 따라 차이 / 일반 사무실

공간 경우 5백만원 기준

* 추가용역비 비율 : 기존의 2D 일반설계비 대비 추가비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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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150 BIM 대가산정 기준 연구

[붙임 1]

BIM 구조용역 대가기준

1. 보정계수 비교(엔지니어링 대가기준 vs BIM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보정계수

① 건축물의 종별구분 및 요율

1종(단순):0.9, 2종(보통):1.0, 3종(복잡):1.1

② 구조방식별 요율

9단계(아파트,RC,S,SRC,PC,특수) 분류방식에 따라 0.8∼1.5이상

- BIM 대가기준 보정계수

① 비선형별

없음(직선):1.0, 1차(경사직선):1.1, 2차(단곡률):1.2,

3차(복곡률):1.5, 3차초과(자유/불규칙):2.0

② 구조시스템별

철골/철근:1.0, PC/SRC:1.1, 복합시스템(PEB, S/F, PS):1.2

③ 용도별

물류센터/공장/아파트:0.9, 오피스:1.0, 주상복합/호텔:1.1

복합시설(운동/의료/집회/문화):1.1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보정계수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보정계수가 커지는 경향.

BIM대가기준에는 비선형별 보정계수가 추가되므로 구조시스템/용도별 보정계수는 그

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2. 선택과업에서 구조도면작성 보정계수를 0.75∼1.5로 조정

- 선택과업중 구조도면작성 보정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구조도면작성 보정계수를 0.75∼1.5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보정계수를 1.5로 계산하면 금액이 너무 커져 그 금액에 설계사무소에서

구조도면을 그리겠다고 주장할 가능성 많음.

3.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및 노임단가 적용 기술자

-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기준인원수를 그대로 적용

- 노임단가 적용기술자는 고급기술자

(현재 BIM 모델링 전문가의 노임수준은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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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BIM 구조용역

(고급)

BIM 구조용역

(중급)

구조설계

(고급)

구조설계

(중급)

A 프로젝트

(20000㎡/6050평)

10,623 원/㎡ 8,885 원/㎡ 5,924 원/㎡ 4,954 원/㎡

35,118 원/평 29,371 원/평 19,582 원/평 16,378 원/평

※ BIM 작업조건 : 기본 + 실시설계 BIM

선택과업 : 물량산출, 시공시뮬레이션, 구조도면작성

구조설계용역은 제외

B 프로젝트

(92603㎡/28012평)

7,744 원/㎡ 6,467 원/㎡ 4,863 원/㎡ 4,061 원/㎡

25,600 원/평 21,378 원/평 16,077 원/평 13,425 원/평

※ BIM 작업조건 : 기본 + 실시설계 BIM

선택과업 : 구조도면작성

구조설계용역은 제외

C 프로젝트

(85320㎡/25809평)

6,401 원/㎡ 5,347 원/㎡ 4,910 원/㎡ 4,100 원/㎡

21,162 원/평 17,675 원/평 16,230 원/평 13,553 원/평

※ BIM 작업조건 : 시공 BIM

선택과업 : 물량산출, 시공시뮬레이션, 거푸집지원

구조설계용역은 제외

(현시점에서 BIM 모델링 전문가의 수가 적고 국내에 BIM이 보급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금액이 큼)

4. 구조기술자가 구조 BIM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 BIM 구조 모델링에 대한 게런티를 보장 못함

(BIM 구조모델링은 모델링 전문업체가 하고 구조기술자는 BIM 모델링 상에서

구조분야만 검토해서 확정하라고 한다면?(검토비는 어떻게 정할지?))

5. 대가산출내역서 기술자 임금단가 비교(고급기술자 vs 중급기술자)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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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BIM 구조용역 대가산출기준(안)

1. 연면적 규모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연면적
설계 BIM

시공 BIM(80%)
기본설계(30%) 실시설계(70%) 전체설계(100%)

5,000 ㎡ 이하 18 42 60 48

10,000 ㎡ 이하 32 74 105 84

30,000 ㎡ 이하 81 189 270 216

50,000 ㎡ 이하 129 301 430 344

100,000 ㎡ 이하 234 546 780 624

200,000 ㎡ 이하 414 966 1380 1104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기준인원수

연면적 구분
기준인원수 인원수 비율

연면적 면적비율

5,000 ㎡ - 60 -

10,000 ㎡ 2.00 105 1.7(1.75)

30,000 ㎡ 3.00 270 2.5(2.57)

50,000 ㎡ 1.67 430 1.5(1.59)

100,000 ㎡ 2.00 780 1.7(1.81)

200,000 ㎡ 2.00 1380 1.7(1.77)

2. 보정계수

비선형별 조정비율 구조시스템별 조정비율 용도별 조정비율

없음(직선) 1.0 철골 1.0 물류센터 및 공장 0.9

1차(경사직선) 1.1 철근콘크리트 1.0 아파트 0.9

2차(단곡률) 1.2 PC 콘크리트 1.1 오피스 1.0

3차(복곡률) 1.5 철골철근콘크리트 1.1 주상복합, 호텔 1.1

3차초과

(자유,불규칙)
2.0

복합시스템

(PEB,막,S/F,PS)
1.2

복합시설

(운동,의료,집회,문화)
1.1

※ 비선형별 : 선형, 1차곡선, 2차곡선, 자유곡선 구조물에 따라서 필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작업이 난해

해짐

※ 구조시스템별 : family program 유무 및 기존 라이브러리 데이터 유무에 따라 작업시간 증감

※ 용도별 : BIM 모델링 작업의 쉽고 어려움의 차이

3. 선택과업

(1) 물량산출 철근 및 콘크리트 물량 산출(필요에 따라 거푸집도 산출가능 + 10%

(2) 시공 시뮬레이션 가상시공으로 간섭체크 및 공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 20%

(3) 거푸집 제작데이타 지원 비선형 부분에 해당되는 거푸집 지오메트리 데이터 제공 + 10%

(4) 구조도면 작성 2D 도면으로 납품하기 위한 구조도면 추출 및 주석정보제공 +75%∼+150%

※ 다른 조정비와 다르게 선택과업에 따른 조정비는 합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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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사례 #1) BIM 구조용역 대가산출 내역서

(단위:원)

과 목 적 요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1. 직접인건비 　 　 　 　 　 　 　

　
고급

기술자
인 일 461 180,902 83,395,822

105인일+(270인일-105인일)

×((20,000-10,000)÷(30,00

0-10,000)) = 188인일

　 　 　 　 　 　 　
188인일×2.45(보정계수) =

461인일

　 　 　 　 　 　 　

보정계수 = 1 + 용도별

(1.1-1) + 구조시스템별

(1.2-1) + 비선형별(1.1-1)

　 　 　 　 　 　 　
+ 선택과업

(4.05-3) = 2.45

　 　 　 　 　 　 　 　

2. 제경비 　 　 % 110 　 91,735,404
직접인건비 × 110%(110∼

120 % 중 최저요율 적용)

　 　 　 　 　 　 　
83,395,822 × 1.1 =

91,735,404

　 　 　 　 　 　 　 　

3. 기술료 　 　 % 20 　 35,026,245

(직접인건비+제경비) ×

20%(20∼40 % 중 최저요율

적용)

　 　 　 　 　 　 　

(83,395,822 ＋

91,735,404) × 0.2 =

35,026,245

　 　 　 　 　 　 　 　

4. 직접경비 　 　 　 　 　 　 　

4.1 일 비 　 인 일 40 25,000 1,000,000
단가(25,000/일) 안전진단

참조자료(식대/경비 등)

4.2 숙박비 　 인 일 0 35,000 0 　

4.3 교통비 　 인 회 0 　 　 　

4.4 차량운행비
승용차

(1500cc)
　 일 10 30,954 309,540

운행비 : 8,954 + 20,000

+ 2,000 = 30,954

　 　 　 　 　 　 　
손 료 : 6,561,000 ×

0.0001706 × 8 = 8,954

　 　 　 　 　 　 　
연 료 : 2000/L

×10L/일 = 20,000

　 　 　 　 　 　 　
잡연료 : 주연료의 10% =

2,000

　 　 　 　 　 　 　 　

4.5 보고서인쇄비 　 　 　 　 　 1,000,000 300 page 3부

　 　 　 　 　 　 　 　

소 계 　 　 　 　 　 212,467,011 (10,623원/㎡, 35,118원/평)

※ 대상 프로젝트 : 사례 #1 (연면적=20000㎡ (6050평), 복합시스템, 복합시설)

※ 구조 BIM 작업조건 : 기본+실시설계 BIM(물량산출, 시공 시뮬레이션, 구조도면 작성 (구조설계 용역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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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규모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연면적
설계 BIM

시공 BIM(80%)
기본설계(30%) 실시설계(70%) 전체설계(100%)

5,000 ㎡ 이하 18 42 60 48

10,000 ㎡ 이하 32 74 105 84

30,000 ㎡ 이하 81 189 270 216

50,000 ㎡ 이하 129 301 430 344

100,000 ㎡ 이하 234 546 780 624

200,000 ㎡ 이하 414 966 1380 1104

2. 보정계수

비선형별 조정비율 구조시스템별 조정비율 용도별 조정비율

없음(직선) 1.0 철골 1.0 물류센터 및 공장 0.9

1차(경사직선) 1.1 철근콘크리트 1.0 아파트 0.9

2차(단곡률) 1.2 PC 콘크리트 1.1 오피스 1.0

3차(복곡률) 1.5 철골철근콘크리트 1.1 주상복합, 호텔 1.1

3차초과

(자유,불규칙)
2.0

복합시스템

(PEB,막,S/F,PS)
1.2

복합시설

(운동,의료,집회,문화)
1.1

※ 비선형별 : 선형, 1차곡선, 2차곡선, 자유곡선 구조물에 따라서 필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작업이 난해

해짐

※ 구조시스템별 : family program 유무 및 기존 라이브러리 데이터 유무에 따라 작업시간 증감

※ 용도별 : BIM 모델링 작업의 쉽고 어려움의 차이

3. 선택과업

(1) 물량산출 철근 및 콘크리트 물량 산출(필요에 따라 거푸집도 산출가능 + 10%

(2) 시공 시뮬레이션 가상시공으로 간섭체크 및 공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 20%

(3) 거푸집 제작데이타 지원 비선형 부분에 해당되는 거푸집 지오메트리 데이터 제공 + 10%

(4) 구조도면 작성 2D 도면으로 납품하기 위한 구조도면 추출 및 주석정보제공 + 75%∼+150%

※ 다른 조정비와 다르게 선택과업에 따른 조정비는 합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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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 대가산출 내역서

(단위:원)

과 목 적 요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1. 직접인건비 　 　 　 　 　 　 　

　
고급

기술자
인 일 257 180,902 46,491,814

150 인일 + 0.008×(20000

㎡ - 15000㎡) = 190 인일

　 　 　 　 　 　 　
190 인일 × 1.35(보정계수) =

257 인일

　 　 　 　 　 　 　

보정계수 = 1 + 종별(1.1-1)

+ 구조방식별(1.25-1) =

1.35

　 　 　 　 　 　 　 　

　 　 　 　 　 　 　 　

2. 제경비 　 　 % 110 　 51,140,995
직접인건비 × 110%(110∼120

% 중 최저요율 적용)

　 　 　 　 　 　 　
46,491,814 × 1.1 =

51,140,995

　 　 　 　 　 　 　 　

3. 기술료 　 　 % 20 　 19,526,562

(직접인건비+제경비) ×

20%(20∼40 % 중 최저요율

적용)

　 　 　 　 　 　 　

(46,491,814 ＋

51,140,995) × 0.2 =

19,526,562

　 　 　 　 　 　 　 　

4. 직접경비 　 　 　 　 　 　 　

4.1 일 비 　 인 일 10 25,000 250,000
단가(25,000/일) 안전진단 참

조자료(식대/경비 등)

4.2 숙박비 　 인 일 0 35,000 0 　

4.3 교통비 　 인 회 0 　 　 　

4.4 차량운행비
승용차

(1500cc)
　 일 2 30,954 61,908

운행비 : 8,954 + 20,000

+ 2,000 = 30,954

　 　 　 　 　 　 　
손 료 : 6,561,000 ×

0.0001706 × 8 = 8,954

　 　 　 　 　 　 　
연 료 : 2000/L ×10L/

일 = 20,000

　 　 　 　 　 　 　
잡연료 : 주연료의 10% =

2,000

　 　 　 　 　 　 　 　

4.5 계산서인쇄비 　 　 　 　 　 1,000,000 300 page 3부

　 　 　 　 　 　 　 　

소 계 　 　 　 　 　 118,471,279 (5,924원/㎡, 19,582원/평)

※ 대상 프로젝트 : OO 아트센터 BTL (연면적=20000㎡ (6050평), 문화 및 집회시설, 복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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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인건비 기준인원수(엔지니어링 대가기준(2008. 6. 16))

연면적 기준 인원수 비 고

1,000 ㎡ 이하 18 　

2,000 ㎡ 이하 18 + 0.012(A - 1000) 　

5,000 ㎡ 이하 30 + 0.010(A - 2000) 　

15,000 ㎡ 이하 60 + 0.009(A - 5000) 　

50,000 ㎡ 이하 150 + 0.008(A - 15000) 　

100,000 ㎡ 이하 430 + 0.007(A - 50000) 　

100,000 ㎡ 초과 780 + 0.006(A - 100000) 　

2. 건축물의 종별구분 및 요율

구 분 1종(단순) : 0.9 2종(보통) : 1.0 3종(복잡) : 1.1

해

당

공

종

및

용

도

- 가설건축물 - 공장 - 운동시설

- 공장(단순) - 공작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단순) - 창고시설 - 의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공동주택 - 공공용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보통 공종의 시설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보통 공종의 시설 제외)

　 - 묘지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업무시설 - 관광휴계시설(관망탑)

　 - 숙박시설 - 플랜트

　 -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 　

　 군사시설에 한함) 　

　 -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소매시장, 상점) 　

　 - 관광휴계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3. 구조방식별 요율

NO 구조 분류 요 율 비 고

1 주거용 아파트
0.80 30층 이하

1.00 30층 초과

2 철근콘크리트구조 1.00 　

3 강구조(철골구조) 1.20 　

4 하중전이구조 1.25 　

5 PC구조, 복합구조 1.25 　

6 플랜트구조(1) 1.25 일반산업시설

7 플랜트구조(2) 1.50 원자력발전시설

8 특수구조(1) 1.5 이상 협의 적용 PEB구조, 막구조

9 특수구조(2) 1.5 이상 협의 적용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