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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장 Chair 차희성  Cha, Heesung 아주대학교 교수    Professor｜AjOU UniveRSiTy

조직위원 Organizer 김태완  Kim, Taewan 인천대학교 교수    Professor｜inCHeOn nATiOnAL UniveRSiTy

최병주  Choi, Byungjoo 아주대학교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AjOU UniveRSiTy

안승준  Ahn, Seungjun 홍익대학교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HOnGiK UniveRSiTy

이진강  Lee, jingang 선문대학교 교수    Professor｜SUnMOOn UniveRSiTy

김정렬  Kim, jungyeol 인하대학교 교수    Professor｜inHA UniveRSiTy

염상국  yum, Sangguk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Professor｜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안창범  Ahn, Changbum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SeOUL nATiOnAL UniveRSiTy

이상훈  Lee, Sanghoon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UniveRSiTy OF SeOUL

건축•건설산업(AEC)의 디지털화에 의한 생산 프로세스 상 변화 움직임은 현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기존의 건축•건설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서 향후 전개될 불확실성에 입각한 

대전환 시대(the Era of Great Transformation) 에 우리 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FORUM 2022

일 시 Date 2022.04.21 (목)

장 소 Venue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주 최 Host ㈔빌딩스마트협회

주 관 Supervise buildSMART FORUM 2022 조직위원회

후 원 Sponso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그라피소프트, ㈜아키소프트, ㈜빌딩포인트코리아

참가대상 Participants 산업체(설계사, 건설사, 엔지니어링, FM및 관련업체), 공공기관, 연구소, 학교, 단체, 기타건설, 
GiS 및 iT관련 업계 및 개인

진 행 Proceeding ㈔빌딩스마트협회 기획국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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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message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빌딩스마트협회 회장 허 인입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buildSMART FORUM 2022’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건설 환경의 빠른 변화가 미래 설계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BiM 기술 발전은 방대한 준비와 노력, 모든 주체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빌딩스마트협회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도시건축연구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5년간 ‘개방형 BiM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

화지원 기술 및 첨단 유지관리 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국가 R&D 연구를 성공 수

행하는 등 중소규모 설계사무소들의 BiM 활용 극대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이번 Forum의 주제는 “AEC Industry, the 
Era of Great Transformation (건축·건설산업,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오늘 Forum을 통해 현 산업의 핵심 키워드인 ‘건축 산업의 디지털화에 의한 생산 

프로세스의 변화 움직임과 혁신’에 대비하여,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서 향후 전개

될 불확실성에 입각한 대전환 시대에 우리 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해 모

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 인
Hur, in

㈔빌딩스마트협회 회장
Chairman,

 buildingSMAR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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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제

통합세션 Integrated Session / 2층 대회의실

9:00-9:30 등록 Registration

9:30-9:35
개회사 

Opening

조직위원장 차희성 교수 / 아주대학교
Cha, Heesung Professor / Ajou University

9:35-9:40
환영사 

Welcome Message

허인 회장 / ㈔빌딩스마트협회
Hur, In Chairman / buildingsmARt Korea 

9:40-10:10

기조강연
Keynote Speech

국토교통 R&D와 스마트건축 추진현황 
Progress in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D and Smart Architecture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승기 원장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Park, Seungki President

10:10-10:40
공감하는 건설로봇 

Empathetic Robot Collaboration in Construction
미시간대학 이상현 교수 / University of michigan  Lee, SangHyun Professor

10:40-11:00 휴식  Break time

11:00-11:30

기조강연
Keynote Speech

라이프사이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개방형 BIM: 설계부터 FM까지
Open BIM for Lifecycle project management: from design to FM

㈜그라피소프트 Eugenio Fontán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 Graphisoft Asia LtD.

11:30-12:00
디지털트윈 기반 첨단 공항시설 운영관리, 메타버스로의 확장

Airport facility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dvanced technology based on Digital Twin, expansion to Metaverse
한국공항공사 문순배 BIm 매니저 / Korea Airports Corporation  Moon, Sunbae BIm manage

12:00-13:30 점심식사  Lunch

13:00-13:30 총회 ㈔빌딩스마트협회 제25회 정기총회(중회의실)

세션발표 Session / 2층 대회의실 

13:30-13:55

설계

Session

패러다임의 전환: 빌딩 테크놀로지와 건축 설계 프로세스
A paradigm shift: building technology and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형섭 조교수 / Ajou University  Kim, Hyoungsub Assistant professor

13:55-14:20
한국에서 HBIM의 다양한 시도와 활용
Various trials and uses of HBIM in Korea

집인 이상훈 대표 / Zipin  Lee, Sanghoon CEO

14:20-14:45
가상현실 기반 건축공간 사용성 평가 기법

Virtual reality-based architectural space usability evaluation technique
홍익대학교 안승준 조교수 / Hongik University  Ahn, Seungjun Assistant professor

14:45-14:55 휴식  Break time

14:55-15:20

스마트건설

Session

인공지능 건설 로보틱스를 위한 디지털트윈과 블록체인의 활용
Digital Twin and Blockchain for Intelligent Robotics in Construction

중앙대학교 이동민 조교수 / Chung-Ang University Lee, Dongmin Assistant Professor

15:20-15:45
실감형 디지털트윈 데이터 제작 및 활용 사례 소개(Virtual Seoul을 중심으로) 

Introduction of realistic digital twin data production and use cases
올포랜드 장세진 상무 / ALLforLAND Jang, Sejin managing Director

15:45-16:10
탈현장건설 PC공장생산 혁신을 위한 OSC 공장플랫폼 소개

Introduction of OSC factory platform for innovation of off-site construction PC factory production
로이테크원 이상권 상무 /ROI techone Inc. Lee, Sangkwon Director

16:10-16:20 휴식  Break time

16:20-16:45
발주자

Session

내일을 위한 스마트워터시티 : 부산 EDC 사업을 통한 K-water 전략
Smart Water Cities for Tomorrow

한국수자원공사 김도균 부장 / K-water Kim, Dokyoon General manager

16:45-17:10
엔지니어링

Session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의 BIM 전환 : 발주기관의 BIM 동향 및 BIM 적용설계 프로세스
BIM Transformation in civil engineering

동명기술공단 서현우 이사 / Dong myeong Engineering Consultants & Architecture Seo,Hyunwoo Director

17:10-17:35
시공

Session

BIM과 스마트건설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컨버전스
The Convergence of Digital Data in BIM and Smart Construction

Gs건설 조재영 책임 / Gs E&C Cho, Jae young Leader

17:35-17:45 폐회  Closing

DfMA Workshop / 2층 중회의실

14:00-14:05

DfMA워크샵

(Ivitation Only)

인사 및 소개

14:05-14:10 DfMA와 MiC기반 미래건축의 현황과 전망
경희대학교 김인한 교수

14:10-14:25 DfMA 통합플랫폼 구축방향 
M3systems                 

14:25-14:40 개방형 BIM 기반의 모듈배치 및 조합 기술
코스펙이노랩

14:40-14:55 모듈러 기반의 근린생활시설 설계 사례
마음건축 김은숙 소장

14:55-15:10 모듈러 기반의 업무시설 설계 사례
여름건축 김형수 소장

15:10-15:25 근생 건물의 공장제작 및 원거리 설치사례
한성모듈러 이호준 대표

15:25-15:40 형태문법 기반의 모듈러 조합 알고리즘
기가건축 송하용 소장

15:40-16:00 Open Discussion

Agenda  행사일정

※ 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 : 염상국 교수

사회 : 안창범 교수

buildSMART FORU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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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발표 13:30 - 14:20 건축 Session

14:20 - 15:10 R&D Session

15:20 - 16:10 발주자 Session

16:20 - 17:10 시공 Session

17:10 - 17:35 엔지니어링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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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R&D와 스마트건축 추진현황
Progress in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D and Smart Architecture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국토교통 R&D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고 스마트건축 주요 R&D 

project 등을 소개한다.

기조강연  Keynote Speech

9:40-10:10

박승기 원장

Park, Seungki  Presiden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psk1234@kaia.re.kr

학력

1982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학사)
1999 미국 퍼듀 대학교(Purdue) 토목공학과(석사) 졸업
2001  미국 퍼듀 대학교(Purdue) 토목공학과(박사) 졸업

경력

2021.12 ~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2019.03 ~ 2021.6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7.11 ~ 2019.3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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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건설로봇
Empathetic Robot Collaboration in Construction

건설산업은 그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들에 비해 노동집약적이며 육체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는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높은 안전 위협, 인력난 등의 문제들 과도 연결된

다. 최근, 건설로봇은 육체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

로 건설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 로봇의 증가로 앞으로의 건설 환경은 다양한 건설 인력과 로봇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감이 결여된 사람과 로봇 간의 협업은 건설 로봇

의 기술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이들의 협업을 성공적으로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기조연설에서는 로봇의 사람에 대한 공감을 통한 능동적이고 조화로운 협업을 실현하기 위

한 기초가 되어진 미시간대학의 Dynamic Project Management (DPM) 연구실에서 행해진 다양한 센서들

과 deep learning을 적용한 연구들과 이를 바탕으로 공감하는 건설 로봇들을 위해 진행중인 연구를 소개한

다. 특히 Wearable biosensor를 통해 인간이 로봇과의 협업과정에서의 어떤 감정과 인지적인 반응을 보이

는 지를 이해하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공감하는 건설 로봇을 이루어 질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이러

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람과 로봇의 협업이 사람 친화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산업을 더욱 생산적

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10-10:40

이상현 교수

Lee, Sanghyun  Professor

미시간대학
University of Michigan

shdpm@umich.edu

약력

Professor, University of Michigan
Associate Department Chair, University of Michigan
Machine Learning Scientist, velocityeHS
Founder, Kinetica Labs, inc.
Past Chair, ASCe Construction Research Council
Past Board Member, ASCe Construction institute Governor
PhD, MiT

Integrated Session  통합세션

건축건설산업, 대전환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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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개방형 BIM
: 설계부터 FM까지
Open BIM for Lifecycle project management: from design to FM

Introduction to Graphisoft & Solutions

Open Standards for AECO industry – The Only Way Forward

OpenBIM for the Design – Construction & Operations

Case Studies

그라피소프트 및 솔루션을 소개하고 AECO 산업을 위한 개방형 표준 -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과 설

계를 위한 openBIM - 건설 및 운영, 그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다.

11:00-11:30

Eugenio Fontán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그라피소프트 아시아
Graphisoft Asia LTD.

efontan@graphisoft.com

약력

Based in Hong Kong,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developing 
Architecture projects using BiM in Southeast Asia, Middle east and 
europe. Obtained Master Degree at the Universidad Politécnica de 
Madrid (eTSAM) in Architecture, Construction and Urban planning.  
Co-Founder of enzyme APD in Hong Kong, and currently assistant 
teacher at Hong Kong University, he has helped implementing BiM 
processes and Standards in Large organisations in eSeA region. now, 
as Graphisoft BiM Consultant, his role is to assist organisations to 
adopt a Smart BiM workflow and Standards to optimise efficiency and 
design quality on the development of projects.

기조강연  Keynote Speech

buildSMART FORU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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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기반 첨단 공항시설 운영관리, 
메타버스로의 확장
Airport facility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dvanced technology based 
on Digital Twin, expansion to Metaverse

한국공항공사의 디지털트윈 기반의 첨단기술 적용 공항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소개하고 

openBIM 기반의 디지털트윈 모델을 활용한 메타버스 확장 구현 사례를 발표한다.

11:30-12:00

문순배 BiM 매니저

Moon, Sunbae  BiM Manage 

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s Corporation

moonsb@airport.co.kr

약력

2017 ~ 현재 
BiM 매니저, 한국공항공사

2016 ~ 현재  
대한민국 기술사

2010 ~ 2016   
건설 엔지니어 및 감독, 도시계획시행사

2007 ~ 2010  
대한민국 해군 시설장교

Integrated Session  통합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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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3:55

13:55-14:20

패러다임의 전환 : 빌딩 테크놀로지와 건축 설계 프로세스
A paradigm shift : building technology and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한국에서 HBIM의 다양한 시도와 활용
Various trials and uses of HBIM in Korea

김형섭 조교수 
Kim, Hyoungsub  
Assistant professor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hyskim@ajou.ac.kr

약력
2021 ~ 현재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2019 ~ 2021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 조교수

Texas A&M University, 건축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건축
학 석사

이상훈 대표
Yi, Sanghoon  CeO

㈜ 집인 ｜ Zipin, Corp. 
ohjicho@naver.com

약력
2013.11 ~ 현재  
㈜집인 대표
2010.01 ~ 2012.11   
㈜바호그린디자인건축사사무소 
연구소 소장
2009.08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  빌딩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건축 설계 프로세스의 전환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 디지털 기술 응용 설계 프로세스 사례 소개

한국에서 HBIM의 다양한 시도와 활용

•  문화재 복원 Solution

•  문화재 정비사업 Solution

•  문화재 이력관리 Solution

•  문화재 원형고증 Solution

•  문화재 발굴지 Solution

•  문화재 (정밀)실측 Solution

•  문화재 시공 Solution

•  문화재 BIM 가이드 라인

문화재 기록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국 문화재 BIM의 다양한 

활용을 소개

설계 Session

buildSMART FORU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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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발표 / 대회의실

14:20-14:45

가상현실 기반 건축환경 사용성 평가 기법
Usability Test for Built Environments Us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안승준 조교수 
Ahn, Seungjun  
Assistant professor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jun.ahn@hongik.ac.kr

약력
2021.9 ~ 현재 
홍익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조교수
2021.11 ~ 현재 
남호주대학교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겸임 연구교수
2016.7 ~ 2021.8 
남호주 대학교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Lecturer & Senior 
Lecturer  

기존에 시공 전 건축환경 사용성 평가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가상현실 기술은 건

축환경 설계대안들의 사용성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가상

현실 기술을 통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건축환경 및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사용하는 지에 대한 데이터를 설계단계에서 생성해 

낼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가상현실 기반 건축환경 사용성 평가방법의 이론

적 배경과 적용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법의 한계점과 향후 해결과제들에 

대한 시사점들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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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5:20

15:20-15:45

인공지능 건설 로보틱스를 위한 
디지털트윈과 블록체인의 활용
Digital Twin and Blockchain for Intelligent Robotics in Construction

실감형 디지털트윈 데이터 제작 및 서비스 소개
Introduction of realistic digital twin data production and service

이동민 조교수 
Lee, Dongmin  
Assistant professor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dmlee@cau.ac.kr

약력
2013 ~ 2019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박사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전공)
2019 ~ 2021 
미시간대학교 (University of Michigan) 
박사후연구원
2021 ~ 현재 
중앙대학교 조교수

장세진 상무이사
Jang, Sejin
Managing Director

㈜올포랜드 ｜ ALLforLAnD 
tino0459@all4land.com

약력
-  현, ㈜ 올포랜드 상무이사, 3그룹      

(디지털트윈그룹)
-  공학박사(멀티미디어시스템공학),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19. virtual Seoul iSP 사업총괄
-  ’19~’22.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홍천군, 아산시, 문화재청 등 
디지털트윈 사업총괄

최근 건설프로젝트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의 수단으로 건설 로봇의 도입이 하나

의 솔루션으로 고려되고 있음. 그러나 복잡한 건설현장 환경에서 건설로봇이 높은 퍼포

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본 발표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건

설 로봇을 도입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공간에 사물

을 복제하여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는데 사용되는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의 

탈중앙화를 통해 참여자 간의 신뢰성 확보와 의사결정 자동화를 가능케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토의해보고자 함.  

지난 ’21. 6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1조 2000억원을 디지

털 트윈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실공간을 가상세계에 재현하고, 다양한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해법을 찾고

자 하는 시도들이 국가, 지자체, 유관기관 및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관)는 2019년 Virtual Seoul ISP 수립 및 시범사업을 

거쳐 최근까지 3년간 S-Map이라는 고유의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발전시

켜오고 있다. 도시변화상을 반영한 최신 정보의 유지를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

(서울시 전체 면적 약 605㎢, 건물 약 60만동)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셋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및 관리, 소방, 안전, 환경 및 기상 등 다양한 분석 및 시뮬레

이션 도구를 개발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서울시 S-Map 서비스를 중심으로 도시 규모 디지털 트윈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한 항공사진(또는 드론)측량기술 및 구축 데이터의 세밀도(LOD, Level Of 

Detail)을 소개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주요 서비스를 제

시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디지

털 트윈 아이디어가 도출되길 바란다.

스마트건설 Session

buildSMART FORU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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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6:10

탈현장건설 PC공장생산 혁신을 위한 OSC 공장플랫폼 
소개
Introduction of OSC factory platform for innovation of off-site 
construction PC factory production

이상권 상무 
Lee, Sangkwon  
Director

㈜로이테크원
ROi Techone inc.

daniel@roit.co.kr

약력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2020 ~ 현재 
OSC연구단(국토교통부)의 플랫폼 
연구개발 세부연구 책임자 
㈜로이테크원 상무(재직)

탈현장건설 혁신을 위한 OSC 공장플랫폼은 PC공장에서 몰드매트릭스 생산계획 기반

으로 재고감축을 관리하며, 건설현장은 생산 리드타임으로 연동되는 시공계획으로 공

기단축을 최적화하는 솔루션이다.

-  OSC 혁신 중, 정보의 흐름을 생각할 때, PC공장과 건설현장 정보를 서플라이 체인 기

반에 실시간 동기화 관리가 중요하다. 시공현장의 설계정보/ 시공정보 / 반입요청정

보, PC공장의 생산계획정보/ 생산완료정보/ 품질정보/ 재고정보/ 운송정보 등 서플

라이 체인의 가시성관리가 일례가 된다. 

-  이를 통해서 PC공장에서 과잉재고 억제로 재고감축 되며, 건설현장은 부재 설치계획

이 생산리드타임 기반에서 시공 최적화 스케쥴링이 가능하게 되어 공기단축으로 연

결된다.

*OSC(Off-site Construction), *PC(Precast Concrete)

세션발표 /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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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6:45

내일을 위한 스마트워터시티
Smart Water Cities for Tomorrow

김도균 부장 
Kim, Dokyoon  
Director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uhoops@kwater.or.kr

약력
2004 한국수자원공사 입사
2016 수자원개발처 차장
2019 수자원시설처 차장
2022  스마트시티처 부장
2018   KDi국제정책대학원 

통합물관리 석사

1. K-water, 스마트워터시티 추진 : 부산EDC, 송산GC, 시화EC

2. 부산EDC사업을 통한 K-water 전략 :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3. 부산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계획 : 비젼, 미션, 실행과제

4.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로서의 부산 스마트빌리지 조성

5. 스마트빌리지 A.IoT데이터 플랫폼 구축현황 및 계획

6. 스마트빌리지 스마트 기술 도입현황 및 계획

(* 상기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발주자 Session

buildSMART FORU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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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시공 Session
16:45-17:10

17:10-17:35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의 BIM 전환
BIM Transformation in civil engineering

BIM과 스마트건설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컨버전스
The Convergence of Digital Data in BIM and Smart 
Construction

서현우 이사 
Seo, Hyunwoo  Director

㈜ 동명기술공단
Dong Myeong engineering 
Consultants & Architecture 
logos07@dmec.co.kr

약력
1.  동북선(왕십리~상계)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설

계용역 BiM 검토
2.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교량 BiM 설계
3.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 10공구 노반 실시설계 BiM 설계
4.  건설산업 디지털화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응방

안 연구
5.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BiM 

설계
6.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 1구역 BiM 설계

조재영 책임
Cho, Jaeyoung  Leader

지에스건설 ｜ GS e&C 
jycho02@gsenc.com

약력
1994.03 ~ 1998.02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1998.03 ~ 2000.08 고려대학교 구조석사
2000.09 ~ 2007.08 고려대학교 구조박사
2007.10 ~ 2007.12  고려대학교 BK사업단 

연구교수
2008.02 ~ 2010.0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2010.08 ~  지에스건설

1. 개요

2. 발주기관의 BIM 동향 분석

3.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4. 발주기관별 BIM 적용기준

5. 기존 설계 프로세스

6. BIM 적용설계 프로세스

7. 토목분야 BIM 수행사례

8. BIM 정착을 위한 과제

최근 건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현장의 정보와 목적하는 구조

물의 디지털 데이터화를 위한 BIM, 레이저스캔, 드론, MMS, Matterport, 

360카메라, GIS, CCTV, RTLS 데이터 연계 및 통합

세션발표 /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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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사전등록 2차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시작 2022. 03. 14 2022. 04. 04 2022. 04.21

등록마감 2022. 04. 01 2022. 04. 08 2022. 04.21

정회원 88,000 99,000 110,000

비회원 143,000  154,000 165,000

학생(회원) 44,000 49,500 55,000

학생(비회원) 71,500 77,000 82,500

구분 1차 사전등록 2차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시작 2022. 03. 14 2022. 04. 04 2022. 04.21

등록마감 2022. 04. 01 2022. 04. 08 2022. 04.21

정회원 55,000 66,000 -

비회원 110,000 132,000 -

학생(회원) 22,000 27,500  -

학생(비회원) 33,000  44,000 -

현장 참석

온라인 참석

식당 위치 안내

* VAT 포함 / 등록비 포함사항 21일 중식, 프로그램북, 다과
* 세부행사 내용은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VAT 포함 / 등록비 포함사항 온라인 참석 권한, 디지털 프로그램북
* 세부행사 내용은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등록일정 및 등록비

등록 / 식당 위치

동양물산

우리은행

국민은행
GS논현동 주유소

가람국시

천미향

건설회관

맛뜸

하남돼지집

학동역

세븐일레븐

KEB하나은행

원광빌딩발렌타인
그레이스백화점

신한은행

가람국시

맛뜸

천미향

하남돼지집

buildSMART FORU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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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스마트협회에서는 buildSMART FORUM 2022을 개최하기에 앞서, 질병관리
본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
켜야 할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성공적이고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방역 수칙 안내

Prevention Guide

※ 방역 수칙상 행사장 내 식음료 섭취 불가     ※ 일부 전시홀 입장 제한됨
※ 행사장을 수시로 환기 및 소독하여 걱정과 불편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4일 이내 입국자 포함),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행사 참석 불가원칙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등록 필수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입장

마스크 착용 필수

행사장 출입시 체온 측정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가자 입실 제한)에 협조

마스크 착용 필수

등록대에서 타인과 
거리두기 협조

비말이 튀는 행위 (불필
요한 대화 등) 신체 접촉 
(악수, 포옹 등) 자제

마스크 착용 필수

거리두기로 세팅된 발표장 
내에서 지정된 좌석만 착석

03 발표장 및 전시홀

05 기타 사항

02 등록대 및 로비

04 식사

01 행사장 출입시

거리두기, 불필요한 
대화 자제

식당의 방역지침 준수

전일과 당일 외출전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 및 발열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

으면 숙소에서 머물고 협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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