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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록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환경하의 

건축설계 로세스와 디자인 소 트웨어의 

변화에 한 연구

본 연구는 최근에 두되고 있는 발주방식인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의 건축설계 로세스와 그에 따라 사용된 소 트

웨어에 해 살펴보았다. IPD는 기존의 설계 발주방식이 가지고 있

던 공기 지연과 산 과, 그리고 업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도입된 방식으로, 설계 발주방식의 로세스와 사용 

소 트웨어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기존의 발

주방식과 비교하여 분석해보고, 최근 변화를 도입한 여러 로젝트

의 로세스와 사용 소 트웨어를 분석해 앞으로 국내 발주방식의 

발 방향에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최근 다양한 건축 로젝트는 과거와 비교하여 형화․복합

화․다기능화의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데 분석 상으로 선정한 사

례들은 국내외에서 최근 10여년 이내에 진행된, 그리고 진행되고 있

는 사례를 주로 선정했다. 이 사례들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BIM 을 구성한 것부터, 디자인의 일부에만 IPD를 도입한 것, 그

리고 로젝트 기에서부터 IPD를 도입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게 여러 가지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기존 설계방식으로 최근의 

복잡한 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의 문제 과 이것을 개선해 주는 

IPD의 장 을 악할 수 있고, 한 그 로세스와 사용된 소 트웨

어의 분석을 통해 새롭게 IPD를 도입할 때에 로젝트의 성격에 따

라 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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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 등의 설계 산업 구조와 그 발주방식이 시장메커

니즘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설계 발주방식은 미국

의 설계 발주방식을 벤치마킹해서 법령에 따라서 형성되고 발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 IPD 도입의 정도는 굉장히 미비한 

상태인데, 이러한 문제 은 국내의 BIM 사용이 다는 것과 국내 

건설 산업 구조의 문제 으로 악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개선을 통해서 IPD 용 방안에 해 생각해 본다.

주요어 :　IPD, 로젝트 발주방식, 건축 소 트웨어, 설계 로

         세스, 통합발주방식, TPD, 디지털 기반 설계 도구

학  번 : 2015-21111

성  명 : 윤  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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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최근 건축 로젝트의 규모는 형화, 복합화, 다기능화의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주의 요구조건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주체별, 단계별, 공정별로 유기 인 결합과 로

젝트의 리가 요구되고, 공사주체간의 업이 필요하다. 특히

나 비정형 건축물의 경우 그 수는 꾸 히 늘고 있고, 설계 기술 

한 발 되고 있는데 비정형 건축물의 외피는 체의 형태를 

이룰 뿐 아니라 구조 인 기능을 하는 부재의 치도 함께 결

정하기 때문에 설계  실  과정 속에서의 업은 필수 이다.

[그림 1] 최근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롯데월드타워, 서울로 7017)

(그림 출처 : www.samoo.com, www.kpf.com, www.mvrdv.nl)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  미국에서부터 등장한 IPD 

(Integrated Project Delivery)1)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건설선

진국에서부터 용되며 건축설계를 비롯한 건설 산업을 변화시

1) 미국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에서 2007년에 ‘Integrated Project 

Delivery: A Guide’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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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다. IPD는 기획, 설계부터 시공, 유지 리까지의 모든 단

계를 총체 으로 통합하여 운 하는 방식으로 기존 설계 방식

에서의 로세스와 사용되는 소 트웨어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설계시장은 아직 많이 세하고 이 의 

설계 소 트웨어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

어서 최근의 형, 복합, 다기능 그리고 여러 형태의 건축물을 

설계  시공 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공기  비용 등의 면

에서의 손해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반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 국내 설계 시장은 그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건축설계  건설시장에서 

더 이상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기 해 이러한 변화인 

IPD에 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분석을 통해 향후 건축설계에 

미칠 향과 국내 활성화를 한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   방법

먼  기존 발주방식(TPD, Traditional Project Delivery)의 

로세스와 사용된 여러 소 트웨어를 알아보고, 그 변화 과정

을 살펴본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최근 건축설계와 건

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IPD라는 발주방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문

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하고, 그 로세스와 소 트웨어를 

알아보고 이를 기존 발주방식과 비교분석해 본다. 

한 최근 진행된 다양한 건축 로젝트 사례의 로세스

와 건축설계 소 트웨어를 분석해서 개선 을 악하고, 기존의 

설계 방식과 IPD를 도입한 로젝트의 설계 방식의 실제 인 

과정을 분석해 국내 설계시장의 황을 살펴보고,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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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설계 산업의 단 을 보완하고 장 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IPD를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선정한 사례는 최근 국내외의 다양한 로젝트로 그 분석 

상은 다음과 같다.

 -Case 1 : Dongdaemun Design Plaza, Zaha Hadid Architects

           Seoul, Korea, 2014년 완공    

 -Case 2 : Barclays Center, SHoP Architects

           Brooklyn, New York, 2012년 완공

 -Case 3 : 461 Dean, SHoP Architects

           Brooklyn, New York, 2016년 완공

 -Case 4 : RMT Headquarters, iArc Architects 

           Perth, Australia, 2016년 재 설계 

[그림 2] 선정사례

(Dongdaemun Design Plaza, Barclays Center, 461 Dean, RMT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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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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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는 잘 알려진 것을 주로 선정하

다 보니 최근의 진행된 사례로 최근에 완공되었거나 아직 완공

이 되지 않고 여 히 진행 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SHoP가 

설계한 461 Dean은 최근 완공되어서 2016년 11월부터 사용자가 

입주하기 시작했고, iArc가 설계한 RMT Headquarters는 아직 

진행 인 로젝트이다. 그 기 때문에 IPD의 최  장 인 비

용 감이나 공기 단축 등의 객 인 자료를 비교하기 어려운

데 이는 비용과 공기는 발주방식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의 

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배재하고 진

행했던 혹은 진행하고 있는 로세스와 사용된 설계 소 트웨

어를 주로 분석했다. 

공공발주와 민간발주의 사례를 고르게 선정했지만 IPD는 

아직 규모의 로젝트를 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

모 건축물의 사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없다는 은 

아쉽다. 따라서 이후에 국내 실정에 맞는 IPD제안에서는 이런 

규모 건축물의 로세스와 사용되는 소 트웨어를 바탕으로 

소규모 건축물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제안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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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발주방식과 통합 발주방식

2.1 로젝트 발주방식의 변화양상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로젝트 발주방식이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 국내의 발주방식은 미국의 것을 벤치

마킹해서 변화하고 발 했다. 따라서 미국의 발주방식의 변화양

상을 통해 앞으로 국내 발주방식의 변화양상을 알 수 있으며,  

재 우리는 어떠한 발주방식을 사용하는지 악할 수 있다.

선행연구인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 과정과 정책  시사 >2)을 보면 미국 발주방식

의 뿌리인 서양 고   세의 발주방식부터 미국의 발주방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주방식의 변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변화양상을 보고자 

한다.

2.1.1 미국의 발주방식 변천 과정

미국의 발주방식은 서양의 고   세시 의 발주 방식

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  이집트·그리스·로마 시 에 요한 

시설물은 마스터 빌더(Master Builder)3)에 의해서 건설되었고 

마스터 빌더는 장인(craftman)을 감독하고, 자재를 리하는 등 

로젝트를 총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세시 까지 계속되었

다가 르네상스시 에 와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생겨났다.

2) 이의섭. (2011). 『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과정과 정책  시사  : 로젝트 발

주방식과  하도 제도를 심으로』. 서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06

3) 마스터 빌더(Master Builder) : 개념 설계에서부터 기능 인 성능까지 통합해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자재 리를 포함한 로젝트의 총 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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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명 시 의 발주방식

산업 명시기 이 까지는 소수의견이었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야한다는 의견이 산업 명 이후 미국에서 부터 강하게 

주장되었다. 그 이유는 산업용 건축물의 형태나 기능이 복잡해

져서 설계자에게 높은 수 의 디자인기술과 문화가 요구되었

기 때문이다.

(2) 통  발주방식(디자인-비드-빌드) 시

20세기에 미국 연방정부가 설계와 시공을 분리시키는 공공

계약법을 발 시키면서 설계와 시공에 한 분리가 더 명확해

졌다. 디자인-비드-빌드(Design-Bid-Build)는 통 인 발주방

식으로 발주자·설계자·시공자의 역할을 별개의 계약으로 규정한

다. 설계자가 작성한 계약 서류(도면, 시방서, 보조서류)를 기반

으로 경쟁 입찰을 하고 확정 액계약을 체결하는 발주방식이다. 

[그림 4] 디자인-비드-빌드 방식

(그림출처 : ‘이의섭. (2011). 『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 프로젝트 발주방식과 하도급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06‘를 바탕으로 재작성)

 생산과정은 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발주자는 설계서비스

인 도면을 제공받기 해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도면을 

기반으로 종합건설업자를 상으로 입찰을 하고 낙찰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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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계약을 체결한다.(아래 [그림5] 참조)

(3) Agency CM과 패스트 트랙의 등장

 1960년 와 1970년 에 이러한 통 인 디자인-비드-빌

드(Design-Bid-Build) 방식은 여러 가지 클 임, 분쟁  공기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한 책으로 Agency CM(Construction Management), 

디자인-빌드(Design-Build)와 같은 새로운 생산방식이 생겨났

다. 

Agency CM은 발주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로젝트의  

과정에서 로젝트  과정에서 로젝트 리에 필요한 문

인 기술을 이용해서 컨설  해주는 역할을 한다. Agency CM

은 그 자체로 발주방식이 아닌 로젝트 리방식으로 모든 발

주방식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 공기 단축을 해 통 인 디자인-비드-빌드 방식에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더한 방식도 시도되었다. 패스트 트

랙은 기획·설계·시공 과정에서 앞선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

어지는 통 인 선형구도와는 달리 기획단계가 완료되기 이

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가 완료되기 이 에 시공을 착수하

는 발주방식이다.

[그림 5] 디자인-비드-빌드 방식과 패스트트랙 방식

(그림출처 : 이의섭. (2011). 『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 

프로젝트 발주방식과 하도급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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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빌드 방식의 태동

디자인-빌드(Design-Build) 방식이란 발주자가 설계서비스

와 시공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조직체로 하나의 계약

을 체결해 설계와 시공을 제공받는 발주방식이다.

[그림 6] 디자인-빌드 방식

(그림출처 : ‘이의섭. (2011). 『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 프로젝트 발주방식과 하도급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06‘를 바탕으로 재작성)

미국에서는 기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도 으로 디자인-

빌드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 인 

법  제도와 차는 정비되지 않았다. 1980년 와 1990년  

반 연방 발주기 이 디자인-빌드 방식에 한 수요가 증가했지

만, 그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민간 건설업체들은 디자

인-빌드 방식의 장 을 충분히 리지 못했다. 따라서 발주기

과 민간 건설업체의 요구에 의해 의회는 1996년에 「클린거-코

헨법 Clinger-Cohen Act」를 제정했다. 

「클린거-코헨법」은 연방 발주기 에게 디자인-빌드로 계

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발주기 별로 다양하게 운 하

던 조달 차를 간결하게 통일했다. 이 법은 연방기 으로 하여

 디자인-빌드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라 통 인 발주방식이 

하지 않고 디자인-빌드 방식이 하다고 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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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 장에게 디자인-빌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것이다.

이후 디자인-빌드 방식을 이용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발주기 이  증가했는데 이는 최 가낙찰제로 낙찰자를 선

정하는 것이 로젝트의 리티를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고 

단했기 때문이다. 2001년을 기 으로 미국의 많은 주정부 발주

기 들이 디자인-빌드 방식으로 로젝트를 발주했고 이는 ‘최

고의 가치(best value)’를 심 으로 보고 채택한 것이다.

(5) CM at-Risk 방식의 태동

Agency CM이 발주자에게 로젝트 리에 필요한 문

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로젝트 리에 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CM at-Risk(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는 컨스트럭션 매니 가 시공 이  단계에서부터의 서비스

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험부담 약정(at-Risk agreement)에 

따라 시공에 한 책임을 지는 발주방식이다. 통 인 디자인-

비드-빌드 방식에서 시공자 신 컨스트럭션 매니 가 참여해

서 건설사업 완성에 한 험을 떠맡고, 설계자는 디자인-비드

-빌드 방식처럼 별개의 계약을 체결해 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림 7] CM at-Risk 방식

(그림출처 : ‘이의섭. (2011). 『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 프로젝트 발주방식과 하도급제도를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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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주방식의 최근 동향 : 통합 발주방식(Integrated Project 

Delivery, IPD)

미국에서 기존의 발주방식의 문제 으로 공기 지연과 산 

과, 그리고 참여자간의  계 등을 개선하기 해 2000

년 부터 발주자들을 심으로 기존의 발주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발주 방식인 통합 발주방식(IPD)을 고안하여 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 사항은 2.3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한다.

2.1.2 우리나라의 발주방식 변천과정

(1) 설계 · 시공 분리 방식 시

1951년 9월 24일 「재정법」4)이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1

일 「재정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재정법」과 「재정법」 시행령에는 공사 발주 방식에 

해서는 언 이 없는데 이는 그 당시  세계 으로 보편 으

로 사용되고 있었던 디자인-비드-빌드 방식을 제로 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2) 설계 · 시공 일  방식 도입

설계 · 시공 일  입찰 방식은 입찰 참가자가 발주자가 제

시하는 「공사 일  입찰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입찰 시

에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방식으로 제4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는 1977년에 도입했다. 1977년 4월 1일에 「 형공사계약

에 한 산회계법」 시행령 특례 규정 개정 시에 도입되었고, 

1977년에 발주된 여수시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공사가 국내 최

4) 재정법 : 1951년 9월 법률 제37호로 제정·공포된 산회계에 한 기본법을 말

한다. 산의 편성·집행  결산 과정에 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은 1961년 「 산회계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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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계 · 시공 일  입찰로 발주되고 시공된 공사이다. 당시 

설계·시공 일  입찰 방식의 상은 형공사로서 창의력 는 

새로운 공법 등의 활용으로 공사비 감, 공기 단축 등의 효과

를 얻을 수 있는 공사를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70년 와 1980년 에 이 방식이 활성화 되지 못

해서 정부는 1995년 「턴키 활성화 책」을 발표했다. 이후 설

계·시공 일  입찰 방식은 2가지 종류로 시행되었다. ‘턴키1’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 입찰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입찰

시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서류를 작성해

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입찰을 말하고, ‘턴키2’는 

발주기 이 제시하는 공사입찰 기본계획, 기본 설계서  입찰

안내서 등에 따라 건설업체가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

으로 주로 경지정리, 도로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형공사가 

그 상이 되고 있으며, 턴키제도의 변형된 방법으로서 세미턴

키라고 했다.

이후 2003년 기술 원과 평가 원을 분리한 설계평가 방식 

변경 등 설계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한 일련의 개선 이외에는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고, 2006년 이후 설계·시공 일  

발주 제도는 기술경쟁, 설계·시공 일  발주의 활성화 같은 정

책 기조에서 발주 물량의 제어, 가격 경쟁의 활성화 등으로 정

책 기조가 변화했고 수주 집 도를 완화하고 가격경쟁을 활성

화하기 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3) CM 방식 도입

건설공사의 복잡화·다양화· 형화 추세로 공종간 종합 조정

이나 체계  리의 필요성에 따라 Agency CM 제도를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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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 리」란 이름으로 도입했

다. 이후 2011년 5월 24일 제42차 「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서 

CM at-Risk를 ‘시공 책임형 건설사업 리’란 명칭으로 도입했

다.5)

(4) 기타 발주방식의 종류

① 일  입찰 방식 Turn Key TK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 입찰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서 

건설사가 주 이 되어 입찰할 때에 해당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서류를 작성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

게 되는 설계·시공 일  입찰 방식을 말한다. 

건설사가 주 하기 때문에 책임 공이 가능하고, 발주처의 

사업 리가 용이하며 디자인  시공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경

쟁으로 인해 설계 품질이 향상된다. 그러나  심의 시에 과열 경

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형 시공사 주로 독 이 될 수 있

다. 

② 상설계·설계경기 – 공개경기, 제한경기, 지명경기

우수한 설계안과 성공 으로 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

는 건축가를 찾는 설계방식으로 건축주가 제시한 주제와 로

그램에 따라 창의 인 설계안을 제시하고, 제출된 설계 안을 바

탕으로 심사 원들이 최우수작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응모자의 

자격제한 여부에 따라 공개경기, 제한경기, 지명경기 등의 유형

으로 구분된다.6)

5) 이의섭. (2011). 『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과정과 정책  시사  : 로젝트 발

주방식과  하도 제도를 심으로』. 서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06

6) 두산백과 : www.doopedia.co.kr 검색어 : 설계경기



- 14 -

구

분
공개경기 지명경기 제한경기

개

념

설계자 중에서 안을 

공모하여 해당 사업

에 적절한 제안을 

선출하고 그 안을 

작성한 설계자에게 

본 설계를 의뢰하는 

방식

설계자 선정 시 후

보가 되는 설계자를 

설계자 정보를 감안

하여 복수 지명하여 

당해 설계대상에 대

한 설계안을 요구하

고 적절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

규정 및 법에 의해 

발주자가 정하는 일

정기준에 따라 설계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경기방식

장

점

 많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대상건물의 규모

에 따라서는 - 젊

고 유능한 신인건

축가의 등용문으

로서의 기능 담당

 공개경기에 비해 

시간 및 비용 단

축

 설계안의 완성도

가 높음

 참여 작품의 수준

이 일정수준 유지

 심사가 용이함

 당선작 선정 후 

빠른 후속과정 진

행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진행 가

능

 참여사 간의 노하

우 비교 가능

단

점

 참가범위에 따라 

작품의 수준이 천

차만별

 당선작의 완성도

가 높지 않은 경

우 추후 설계과정

이 더 필요할 수 

있음

 설계자의 지명이 

설계조직의 규모

나 실적에 의존하

여 일부 사무소에 

편중

 지명의 객관성에 

문제발생 가능

 소규모 설계사의 

참여 불가

[표 1] 현상설계 유형

③ 로젝트 이낸싱 PF

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그에 하는 험이 동반되

는 사업에 한 자 조달방법으로 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

주의 신용이나 물 담보에 자 조달의 기 를 두지 않고, 로

젝트 자체의 사업성에 자 조달의 기 를 두는 융기법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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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④ 임 형 민간 투자사업 BTL

정부가 건설 운 해 오던 사회간 자본시설  사회기반시

설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사업방식으로 민간이 자

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 완공 시 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 하는 신에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과 수익 권

한을 받는다. 해당 시설물을 넘겨받은 정부는 시설물을 임차하

는 형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임 료를 지불하게 된다.

⑤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 BTO(Build-Transfer-Operate) 

BTO(Build-Transfer-Operate)는 사회기반시설의 공

(Build)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리운

권(Operate)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한다. 

BTO 방식은 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등 운 에 

따른 충분한 사용료수익으로 투자  회수가 상되는 시설을 

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계획에 의한 정부주도

의 시행은 물론 민간제안방식으로도 시행 가능하다.7)

7)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검색어 : BTL, B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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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방식 내용

설계시공 분리발주

Design-Bid-Build, DBB

- 전통적 분리발주 모든 형태

 GC형 분리발주

 다중분할 건설계약

 CM at Risk는 제외함

설계시공 일괄발주

Design-Build, DB

- 설계시공 단일계약 모든 형태

 Design & Build, Design/Construct

 턴키(Turnkey)

 유지보수 포함되는 경우(DBM) 제외

시공 책임사업 관리

CM at Risk, CMR

- 시공자 초기참여 모든 형태

 설계/시공 분리 발주

 설계단계 시공자 참여 형태

설계시공 유지관리

Design-Build-Maintain, 

DBM

- 유지보수 포함한 모든 형태

 설계/시공/유지보수 참여

 민간투자사업 포괄

(BOT, BTL, PPP, PFI 등)

[표 2] 발주 방식 분류 1

(표 출처 : 정영수. (2009). CM/PM 업무와 건축사 역할. 건축과 사회, 통권 

제17호, 특집Ⅴ. 건축설계 업무의 현황과 쟁점, 186-191.)

[그림 8] 발주방식의 유형 및 분류

(그림 출처 : 최은아, 김병옥, 이상범. (2009). 지자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지 9(5), 2009.10, 

113-119)



- 17 -

2.2 TPD – Traditional Project Delivery

2.2.1 TPD 개념  특징

(1) 개념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Traditional Project Delivery(TPD)는 

통합된 로세스와 소 트웨어를 도입하지 않은 기존의 발주방

식을 말하며, 로젝트를 시작하기 이 의 기획하는 단계에서부

터 디자인하는 단계, 그리고 시공과 유지 리까지의 순차 인 

단계를 모두 포함한다. 앞서 언 한 설계 발주방식의 디자인-비

드-빌드 방식뿐만 아니라 디자인-빌드 방식, CM at Risk 방식

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순차 인 과정을 통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차가 명확히 

구분 지어진다. 각 단계별로 여하는 참여자가 다르고, 으로 

동하기 보다는 개인 으로 일을 해 자신이 맡은 분야에 문

성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각 단계 안에서도 서로 분

업화되어 진행되며, 모든 과정은 각 원이 건축주와의 개별 계

약을 통해 진행된다.

(2) 특징

TPD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했듯이 순차 인 과정과 각 

단계별로 참여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참여자간의 수직 인 구조

로 체의 과정이 통제되며 과정 속에서 생겨날 험이나 보상

에 한 부분도 각자 책임을 져야한다. 

한 TPD는 아날로그 이다.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기계

의 힘보다는 손으로 직  스 치를 하거나 모형을 만들어내고, 

체 과정은 종이를 기반으로 한 2D의 도면을 통해서 주로 이

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3D 모델링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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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TPD 로세스와 주로 사용되는 건축설계 소 트웨어

(1) 로세스

TPD는 ‘기획(Pre-Design)→ 계획 설계(Schematic Design)

→ 기본 설계(Design Development)→ 실시 설계(Construction 

Documents)→ 공사(Construction)’의 순차 인 로세스를 가지

고 있다. 

기획 단계에서는 무엇(WHAT)을 할지를 정하는 단계로 사

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나 산, 용지 확보 등 설계

를 진행시키기 한 비를 한다. 발주에 필요한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건축주가 건축가에게 사 에 요구하는 업무로, 건축가

와 의를 거쳐서 직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상설계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다. 건축가는 설계 을 통해 설계 방향을 제안하

고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건축주는 건축 설계자를 정하고 계

약을 한다.

계획 설계 단계는 로젝트의 체 인 이미지를 만들어내

는 것으로 컨셉에 따라 주어진 지에 맞게 건물을 디자인한다. 

법규 검토를 통해 한 규모의 시설을 배치하고 입면, 단면을 

계획하고 구체화한다. 구조, 조경, 기계, 기, 소방, 토목 등의 

시스템도 함께 력해 디자인하고 이러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해서 승인을 받게 된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계획 설계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안

을 발 시키고, 실시 설계 시의 변경사항을 최소화하기 해 다

시 검토를 하게 되고, 실시 설계의 지침이 될 기 을 마련하게 

된다. 연 된 시스템을 확정해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 등이 구

체 으로 나타난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건축주와 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고, 도면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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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어떻게(HOW) 만들어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로 앞선 단계들을 바탕으로 공사용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공사의 범 , 양, 질, 치수, 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도면의 수정사항을 보완하며, 

시공 에 생겨날 조정 등에서도 명시한다.8)

공사 단계는 지 까지 디자인한 건물을 실 (REALIZE)시

키는 단계로 앞서 작성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공사

에 착수하게 된다. 입찰 업무와 같은 건축주의 공사 발주를 지

원하고, 공사 리와 설계 감리업무가 함께 진행된다. 

[그림 9] TPD 프로세스

 

(그림 출처 : ‘AIA.,(2007). Integrated Project Delivery : A Guide’

             ‘AIA. (2014)., Integrated Project Delivery - A Working 

Definition Version2’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방식은 각 분야의 책임을 구분해낼 수 있지만 각 단계

마다 필요한 도면을 담당하고 있는 각자가 필요한 방식으로 그

려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디자인이 변

8) 김동 (2009). 건축설계 업무 단계별 구분의 정성과 개선방향. 건축과사회, 

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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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될 수 있으며 공기가 증가해 비용 등의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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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트웨어

TPD는 주로 2D의 도면에 의해 진행 되는데, 디자인을 구

상하는 단계에서 스 치를 하거나 모형을 만들어 스터디를 하

고 CAD(Computer Aided Design) 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도면

을 그리고, 건물을 모델링하여 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CAD 

는 컴퓨터 지원 설계라고 불리는 이 로그램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 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 인 설계를 지원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구분 주역할 형식 프로그램

2D

Drawing

Bitmap

Adobe Photoshop, Artecture Draw, 

Autodesk Sketchbook, CLIP STUDIO,  

Painter,  PaintTool SAI, 

Vector
Adobe Illustrator, Black Ink, 

Sketch(Mac전용), 

- AutoCAD

Publishing -

Adobe FrameMaker, Adobe 

InDesign, Microsoft PowerPoint, 

Microsoft Publisher, Microsoft Word, 

한컴오피스 한글

Editing Bitmap
Adobe Photoshop Lightroom,  

Affinity Photo(Mac전용), Paint,

3D

CAD 

Drawing
- AutoCAD, DraftSight, SmartDraw

CAD 

Modeling
-

3Ds Max, Alias, ARCHICAD, CATIA, 

Maya, Rhinoceros 3D (Grasshopper 

3D), SketchUp, Solid Edge, 

SolidWorks,   VectorWorks, 

CAD 

Rendering
-

Aronld, Artlantis, Keyshot, Maxwell, 

Mental Ray, Renderman, V-Ray

[표 3] TPD 소프트웨어

TPD에서 이용되는 소 트웨어는 크게 2D와 3D로 나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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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2D는 주로 이미지를 그리는 소 트웨어로 Photoshop, 

Painter, Illustrator, Sketch, 그리고 도면을 그리는 AutoCAD가 

있고, 리젠테이션을 할 때 사용되는 PowerPoint, InDesign 등

이 있다. 그리고 3D는 모델링하는 소 트웨어로 AutoCAD, 

SketchUp, 3Ds Max, Maya, Rhino, CATIA 등이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AutoCAD와 Sketchup, 3Ds MAX, Rhinoceros 등과 

같은 툴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소 트웨어는 건축설계 반에 사용되는데 아이디어

를 구상하는 것에서부터 디자인, 제작, 유지 리까지 모든 과정

에서 사용되고 있다. CAD 로그램을 바탕으로 Digital 

Mock-up(DMU), Computer Aided Manufacture(CAM), 

Computer Aided Engineering(CAE)와 같이 컴퓨터 툴을 바탕으

로 디자인 된 결과물의 데이터를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공작기계나 이  커터와 같은 제작 툴로 가져와 자동

으로 출력되어 실제 제작에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1] CAD를 이용한 건축설계 Process

TPD에서 사용되는 툴의 종류를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고 이러한 Tool들은 꾸 히 발 하여 부분 BIM 기능을 가

지고 IPD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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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utoCAD - Autodesk

오토캐드(AutoCAD)는 2차원과 3차원으로 디자인, 제도를 

한 CAD 응용 소 트웨어이며 오토데스크사가 개발하여 매

하고 있다.

오토캐드의 일 형식은 기본 형태로는 DWG로, 재 마이

크로소 트 데스크톱, 매킨토시 운  체제에서 실행되고 오토캐

드 사용자층이 늘어남에 따라 오토캐드 dwg 포맷과 양방향으

로 호환되는 clone 제품이 개발되어 공 되고 있다.9)

3D 모델링 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도면을 그

리는 데에 많이 사용되는데 명령어를 입력해 line의 형태로 이

미지를 그리고 이름, 재료, 치수 등의 다양한 정보를 표기한다. 

오토캐드는 도면을 그리는 표 인 Tool로 건축설계에 쓰이는 

부분의 소 트웨어는 dwg 일과 호환이 잘 되어 오토캐드

를 기본 로그램처럼 사용한다.

[그림 12] AutoCAD 사용화면

(그림 출처 :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http://www.autodesk.co.kr/)

9) https://en.wikipedia.org/wiki/Auto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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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ketchUp – Trimble Navigation

스 치업은 트림블 네비게이션(Trimble Navigation)사의 

3D 모델링 로그램이다.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Push/Pull 기능을 이용해 쉽게 면을 

고 당기는 것이 가능하고, 건축설계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더

링을 하지 않아도 재료의 기본 인 재질 표 이 가능하다. 한 

스 치업은 Google Earth와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웨어하

우스(Warehouse)’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이 모델링 한 것을 

인터넷 상의 웨어하우스에 올리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올린 것

을 받아서 자신에 모델링에 사용하기도 한다. 웨어하우스에 있

는 자료들은 사람, 조경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유명한 건물까

지 그 범 가 매우 넓다. ‘Warehouse’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데, 사용자가 3D 모델링을 자발 으로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3D 

Warehouse, 스 치업의 러그인인 루비를 공유하는 랫폼인 

Extension Warehouse이다.

 

[그림 13] SketchUp 사용화면

(그림 출처 : 스케치업 홈페이지 http://www.sketch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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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Ds Max - Autodesk

Autodesk사의 3Ds Max는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를 한 

디자인 소 트웨어이다. 도스용으로 개발된 3D Studio의 후속 

버 으로 마이크로소 트 도우 랫폼에서 작동하며 모델링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더링 등등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

다.10)

Polygon Modeling11)을 지원하며 그 물체의 편집이 용이하

다. 한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12) 방식으로 

비정형의 곡면의 구 이 가능하다. 

[그림 14] 3Ds Max 사용화면

(그림 출처 :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http://www.autodesk.co.kr/)

10) https://en.wikipedia.org/wiki/Autodesk_3ds_Max

11) Polygon Modeling :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면의 형태로 3D 모델링을 하는 방법

12)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 : 일정한 들을 연결한 직선에서 

계산에 의한 곡선을 구하고 그 곡선을 확장시킨 3차원의 곡면을 구하는 방식 – 

만화애니메이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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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hinoceros – Robert McNeel & Associates

3D 모델링 소 트웨어로 다른 모델링 소 트웨어와는 다르

게 라이노는 NURBS 방식을 사용하는 표 인 Tool이다. 직

이고 쉬운 인터페이스, 신속한 음 처리 등과 같은 많은 모델

링 기능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3D 모델링 작업이 가능하다.

애니메이션 기능은 제한 이지만 더링 기능만큼은 굉장

히 뛰어나다. 주로 제품 디자인에도 많이 사용되고, 라이노는 

자유로운 리폼 디자인 기능의 특장 으로 인해 건축분야에서

도 사용되고 있고, 한 애니메이션, 보석디자인, 제품디자인, 엔

지니어링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 도, 복잡도, 각

도, 크기에 제한이 없고 도면작성, CAM, 엔지니어링, 애니메이

션, 일러스트 이션 소 트웨어 등과 쉽게 호환한다.13) 

[그림 15] Rhinoceros 사용화면

(그림 출처 : architosh.com)

13) 라이노 홈페이지 www.rhino3d.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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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Maya - Autodesk

마야는 캐나다의 앨리어스(Alias system)가 웨이 론트

(Wavefront)와 합병한 후, 1998년 개발한 소 트웨어이다. 각각 

별개 던 웨이 론트의 The Advanced Visualizer와 앨리어스

의 PowerAnimator 로그램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되어, 새

로운 작업환경과 틀,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모델링, 텍스처링, 원처리, 애니메이 , 

더링 도구가 하나의 일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통합되어 있

다.14) Maya는 일부 건축설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주로 

애니메이션에 많이 쓰인다.

 

[그림 16] Maya 사용화면

(그림 출처 :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http://www.autodesk.com/)

14) https://en.wikipedia.org/wiki/Autodesk_M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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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SolidWorks –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 

다쏘 시스템즈 솔리드 웍스 사에서 개발하고 매하는 3D 

소 트웨어이다. 카티아와 비슷하지만, 솔리드/서피스 모델링 양

쪽에서 만능인 카티아와 달리 솔리드웍스는 철 히 기계 내부 

설계 주의 툴이라 비교  최근 버 까지 서피스 모델링이 불

가능했다. 그나마 조 씩 지원하고 있는 서피스 모델링도 지극

히 기본 인 수 으로 복잡하고 유기 인 모델링은 힘들다. 

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소 트웨어’라는 컨셉에 맞게 솔

리드 모델링에 집 한 만큼 3D CAD 소 트웨어  가장 직

이고 간단한 사용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림 17] SolidWorks 사용화면

(그림 출처 : 솔리드웍스 홈페이지 http://www.solid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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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분석

이 듯 TPD에서 사용되는 소 트웨어를 차원과 그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이것이 어떤 로세스에서 용되는지 한 에 

볼 수 있도록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그림으로 정리했다. 이는 

분석에서 참고한 각 소 트웨어의 공식 홈페이지와 교육을 

한 책자,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그림 18] TPD 소프트웨어와 그 프로세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TPD에서는 주로 도면을 그리는 

2D와 모델링을 하는 3D 소 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 트웨어는 설계 로세스의 기 단계인 Pre-Design, 

Schematic Design, 그리고 Design Development에서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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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2D의 도면을 주로 진행되는 

TPD에서 2D 소 트웨어인 AutoCAD는 실시설계를 포함한  

과정에 걸쳐 사용되는데 이는 TPD가 2D의 도면을 바탕으로 진

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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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PD – Integrated Project Delivery

2.3.1 IPD 개념  특징

최근의 건축 로젝트가 차 형화, 복잡화, 다양화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로젝트의 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공이 완

료되고 유지· 리되는 단계까지 그 리요소는 진 으로 증가

하고 있다. 상당한 양의 리 요소와 로젝트 진행상의 정보 

등을 효율 으로 리하지 못하게 되면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의 

손해를 입게 되고 생산성 하락의 문제를 낳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낭비 인 요소를 이고 가치를 극 화하며, 

 과정에 걸쳐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 하는 ‘린 건설(Lean 

Construction)’15)분야를 심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2000년 에 

AIA에서 기존 발주 방식이 가지고 있는 분 성, 정보 리 체계 

미비, 기 업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IPD를 제시하

다.16) 

(1) 개념

Integrated Project Delivery(IPD)는 통합 발주방식으로 

체 로세스에서 사람, 시스템, 사업구조, 그리고 실습을 통합시

켜서 로젝트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추구하는 가치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로젝트의 

15) 린 건설(Lean Construction) : 토요타사가 개발한 린 생산방식인 포드식 량주

의에 입각한 재고를 쌓아두고 생산하는 방식이 아닌 시에 제품과 부품을 공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재고비용을 낮추고 생산 품질을 높이는 방식에서 유래된 

것이다. 린 생산 방식을 건설공사에 맞게 용한 것으로 작업 흐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에 자재가 공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재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16) 김윤정, 이유미, 신태홍, 김 상, 진상윤. (2009). 국내 공공건설부문 IPD 도입을 

한 비 연구. 한건축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 구조계, 29(1), 2009.10, 

60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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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를 인다.  디자인·패 리 이션·시공 등의 모든 과정의 

효율성을 최 화하기 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업을 

시하며 각자의 능력을 조화롭게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IPD의 원리는 여러 가지의 계약의 의과정에 용

될 수 있고, IPD 은 건축주·건축가·도 업자의 3인조로 이루

진 기본 인 구성원을 훨씬 넘어선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다. 

IPD는 기존 발주 방식과 다르게 건축주, 주요 디자이 , 주요 

시공자가 기 디자인을 함께 시작하고 로젝트 과정 내내 함

께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17)

(2) 특징

IPD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언 했던 것처럼 디자인 기

과정에서부터 로젝트 완료까지 IPD 인 건축주, 건축가, 그

리고 시공자가 지속 으로 연계되어서 서로 업을 통해 진행

된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로젝트를 통해 얻은 여러 수익

이나 손실은 로젝트의 결과물에 따라 생겨나게 되는데 그

게 생겨난 수입과 손해는 모두 함께 공유하게 된다.

로젝트는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모두에 의해 컨트롤이 

되고, 그것의 결정의 다수결을 따르거나 혹은 수평 인 치에

서 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한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사이의 법 인 책임이 계약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다.18)

17) AIA National, AIA California Council. (2007). 『Integrated Project Delivery: 

A Guide Version 1』. US: AIA, 2007.

18) AIA California Council. (2014). 『Integrated Project Delivery: An Updated 

Working Definition – Version 3』. U.S.: 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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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IPD 필수 원리

(그림 출처 : ‘AIA California Council. (2014). 『Integrated Project Delivery: An 

Updated Working Definition – Version 3』. U.S.: AIA‘을 바탕으로 재작성)

2.3.2 IPD 로세스와 주로 사용되는 건축 소 트웨어

(1) 로세스

IPD는 디자인 기부터 모든 참여자가 함께 여하며 여러 

과정이 함께 공존해 다층 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다층

인 과정은 ‘Conceptualization→ Criteria Design→ Detailed 

Design→ Implementation Documents→ Construction’으로 이루

어지게 되고, 각 과정 안에서 참여자간의 공유와 검토가 시차 

없이 진행된다.

Conceptualization 단계에서 부분의 계자들이 여하게 

되는데, 이때 무엇(WHAT)을, 가(WHO), 어떻게(HOW) 지을

지를 부분 결정한다. 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산을 측정하게 된다. 스 쥴을 설정하고, 어떤 툴을 이용해서 

커뮤니 이션을 할지도 이때 함께 결정한다. 

Criteria Design 단계에서 로젝트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

하는데 주요 사항들을 평가하고 테스트해서 결정하게 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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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외피, HVAC 등과 같은 빌딩 시스템이 기 디자인부터 함

께 결정되고 이러한 통합된 디자인은  체에 공유된다. 

Detailed Design 단계에서는 무엇(WHAT)을 지을 지에 

한 과정이 완료되는데, 주요 디자인에 한 결정이 이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이 단계에서 TPD에서의 실시 설계 단계와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건물의 주요 

시스템이 결정되고, 각 요소들이 배치된다. 

Implementation Documents 단계는 어떻게(HOW) 만들지에 

한 자료들을 만드는 과정으로 IPD의 목 이 완성되고 결정되

는 단계로, 설계 의도를 확실하게 해서 더 이상 변경되거나 발

되는 것을 막는다. 기존의 Shop Drawing의 과정이 통합되고, 

비용에 한 것들이 모델에 의해 모두 결정된다. 한 시공에 

한 모든 일정이 확정되고, 비를 완료한다.

Construction 단계는 건물을 실 (REALIZE)하는 단계로 

여기에서 IPD의 장 이 에 띄게 보이게 되는데, TPD에서 공

사 계약 과정은 디자인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되지만 IPD에서 

그 디자인과 실행방법은 Detailed Design과 Implementation 

Documents 단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construction contract 

administration에서의 완성도나 비용에 한 문제를 미리 리

할 수 있다.19)

19) AIA National, AIA California Council. (2007). 『Integrated Project Delivery: 

A Guide Version 1』. US: A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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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IPD 프로세스

(그림 출처 : ‘AIA National, AIA California Council. (2007). 『Integrated 

Project Delivery: A Guide Version 1』. US: AIA, 2007.’

             ‘AIA California Council. (2014). 『Integrated Project Delivery: 

An Updated Working Definition – Version 3』. U.S.: AIA’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건축 소 트웨어

IPD는 2D와 3D 모델링 소 트웨어를 뛰어넘은 4D와 5D 

모델링 소 트웨어를 사용한다. BIM을 이용해서 가상의 공간에

서 실제로 건물을 지어보는 Virtual Construction의 형태로 발

했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용 리, 부품 트 제작, 재료

주문 등과 같은 과정이 시차 없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 트웨어는 BIM인 Revit, CATIA, 5D 분석과 시뮬

이션으로 로젝트의 정보를 검토하고 컨트롤 하는 

NAVISWORKS, 로젝트의 정보를 조회·공유·검토·보고하는 

실시간 환경을 제공하는 ENOVI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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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역할 원리 소프트웨어

4D BIM -

ArchiCAD, Autodesk Revit, Dassault 

CATIA, Rhinoceros+Grasshopper, 

TEKLA, VectorWorks

5D
Simulation - NAVISWORKS, 

Cloud - ENOVIA, NEWFORMA, AutoCAD 360

[표 4] IPD 건축 소프트웨어 종류

① Revit - Autodesk

빌딩 정보 모델링(BIM)용으로 개발되어 건축 디자인, MEP 

엔지니어링  구조 설계와 시공 분야를 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Revit을 사용하여 설계를 정 하게 모델링하고, 성능을 최

화 하고, 효과 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20)

건축 용 툴로서 CAD와 다르게 선과 형태로만 이루어진 

설계도면이 아니라 선과 형태는 물론 각 설계 요소인 벽, 문, 

창 등에 ‘요소특성’인 실제 건축 속성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속성 정보는 각 요소의 패 리를 만들 때 함께 만들어지고 직

인 명령과 도구로 각 요소의 작성을 지원한다. 이미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library에서 원하는 요소를 선택하면 그 요소의 

속성까지 따라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설계 과정에서 사

용자가 임의로 수정이 가능하다.

Revit은 라메트릭 모델링을 구 해 내어서 객체간의 계 

성립 조건을 지정해 그 조건에 맞게 모델링이 작동하게 된다. 

를 들면 Revit에서 건물의 벨과 벽의 높이를 연결시키면 

벨 값을 변경했을 때 자동으로 벽의 높이도 수정되는 것이다. 

한 양방향 호환성을 지니는데, 평면도·입면도·단면도 등 각 

도면이 독립 으로 존재하는 일반 인 CAD 소 트웨어와는 달

20)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http://www.autodes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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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Revit은 하나의 데이터에 한 건물의 모든 정보를 넣고 각 도

면 간의 유기 인 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한 부분이 변경되었을 때 한 뷰에서 수정을 하면 그와 연 된 

다른 모든 뷰에 바로 반 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설계 수정 

작업 시간과 오류 등을 일 수 있다.21)

[그림 21] Revit 작업화면

(그림 출처 :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http://www.autodesk.co.kr/)

② CATIA - Dassault Systemes

CATIA(Computer-graphics Aided Three dimensional 

Interactive Application)는 랑스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es)에서 자동차나 항공기를 설계하고 개발하기 해 만

21) 김 우. (2010). 국내 건설업체의 BIM 활성화 방안 연구. 호남 학교 학원 석

사학  논문.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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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3차원 컴퓨터 지원 설계 로그램인데, 재는 사용 역이 

매우 넓다.

CATIA for Creative Designers는 완 한 통합 크리에이티

 솔루션으로 디자이 가 창의 으로 표 할 수 있게 도와

다. NURBS 방식을 사용하며, CATIA Industrial Design 

Refinement는 디자이 가 곡면을 형성하거나 해제해서 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 CATIA Live Rendering을 통해 

정확한 물리  이미지를 제작하고 화식 설계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CATIA Natural Sketch를 사용해서 2D 스 치

를 가져오고 3D로도 스 치해서 아이디어를 검토할 수 있게 한

다.22)

부분의 3D CAD 소 트웨어가 제한 인 서피스 모델링

만을 지원하는데 반해 카티아는 Solid Modeling을 기반으로 3

차원 형상을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차원 디지털 데이터

로부터 직 으로 2차원 도면정보에 한 추출이 가능하다.23) 

솔리드 모델링보다도 서피스 모델링에 특화된 소 트웨어  특

성을 가지고 있어 설계 소 트웨어가 필요한 분야 부분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서피스 모델링을 통한 곡면이 많고 

정 한 부분의 설계가 가능해서 항공기자동차업계에서는 설계 

시 필수인 소 트웨어이며, 기타 형설계와 같은 정 설계가 

필요한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애 에 CATIA는 그래픽 

툴로써 활용하는 것도 활용하지만 반 인 PLM(Project 

Lifecycle Management)에서도 강세를 보인다. 단순 그래픽 툴

이라기보다는 제품을 리하는 소 트웨어인 것이고, 구조의 강

22) 박윤 , 제품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3D CAD Program 효율성 비교연구, 국민

학교 디자인 학원 석사학 논문, 2015년 1월

23) 박정 , 곡면형상의 구축을 한 디지털 기술과 건축 디자인 로세스, 서울

학교 학원 공학박사학 논문, 200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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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측정 뿐만 아니라 기 수명까지 알 수 있어 유지 리에 용이

하며, 설계 시뮬 이션이 가능하다.24)

[그림 22] CATIA 사용화면

(그림 출처 : 4dmsco.com)

③ ArchiCAD – Graphisoft

아키캐드는 BIM CAD 소 트웨어로 헝가리의 Graphisoft

가 개발한 로그램이다. 다른 CAD 소 트웨어들이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 자, 토목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

발된 것에 반해 아키캐드는 건축 용분야의 특성에 맞게 작업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그 기본 개념은 Virtual Building으로 건

축 데이터를 3D 디지털 베이스의 빌딩 일로 리하는데, 단

순한 3D 모델이 아닌 각 부재의 표면 면 , 부피, 단열 특성, 가

24) https://namu.wiki/w/CA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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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특정 제품의 정보, 마감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매개변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키캐드는 라메트릭 모델링을 제공해주

어 어느 곳이든 간단한 클릭만으로 쉽게 2D 도면을 추출해 낼 

수 있으며 Layout Book 기능으로 모든 도면  문서를 하나의 

일에서 리가 가능하고, 평면에서 수정한 사항이 다른 도면

과 3D 모델에서도 바로 수정되어 반 된다.25)

Graphisoft BIM 서버에서 Teamwork라는 로그램을 이용

해 이러한 사항들을 장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다른 과 

업을 할 때에 유용하다. DWG, DXF, IFC 등으로 추출이 쉽고 

BIMx 포맷으로 추출하면 BIMx 뷰어를 통해 다른 컴퓨터나 모

바일 랫폼에서도 쉽게 모델링을 볼 수 있다.

[그림 23] ArchiCAD 사용화면

(그림 출처 : Graphisoft 홈페이지 http://www.graphisoft.com/archicad/)

25) 최정열, BIM기반 건축설계 로세스 황  개선방안에 한 연구, 강원 학

교 산업 학원 공학석사학 논문,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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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Rhinoceros + Grasshopper(Rhinoceros Plug-in)

라이노는 모델링 후에 수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 이 있

는데 그래스호퍼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해 다. 통합  모델링을 

함으로써 모델링의 규칙성을 찾아 일  리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을 만들고 이에 따라 쉬운 모델링을 하게 된다.26) 즉 라메

트릭 디자인을 한 알고리즘 에디터인데, 라메트릭 디자인을 

해서는 인풋 라메터와 알고리즘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알

고리즘을 작성하면 인풋 라메터에 따른 결과가 즉각 계산되

어서 모델링에 표 이 되는데, 이러한 장 을 건축에서 극

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24] Grasshopper의 원리

26) Grasshopper 홈페이지 : www.grasshopper3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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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Grasshopper 홈페이지 <Custom select and bake of object 

using VB.NET> posted by Rajaa Issa

http://www.grasshopper3d.com/profiles/blogs/custom-select-and-bake-of)

한 Grasshopper에는 100개가 넘는 애드온이 있다. 

Kangaroo를 이용한 물리 시뮬 이션, Diva를 이용한 친환경 분

석, WeaverBird를 이용한 메쉬 서 디비젼, Grevit을 이용한 

Revit과의 연동 등 다양한 추가 러그인이 많다.27)

[그림 25] Grasshopper 사용화면

(그림 출처 : Arch20 

http://www.arch2o.com/10-parametric-plugins-every-architect-should-know/)

 

⑥ VectorWorks – Nemetschek North America

벡터웍스는 Nemetschek North America(NNA)가 개발한 

컴퓨터 지원 설계(CAD) 소 트웨어 로그램이며 BIM과 더불

27) 한기 . (2015). 『건축  디자이 를 한 라메트릭 디자인 입문 

Grasshopper』. 고양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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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도, 테크니컬 드로잉, 3차원 모델링에 쓰인다. 

벡터웍스는 유연한 3차원의 모델링이 가능한데 2D 상에서 

Sweep과 Extrude 기능이 가능하고 3D 상에서 불린 연산 사용

으로 직  모델링 제작과 실시간 더링 구 이 가능하다. 한 

쉬운 데이터베이스와 Spreadsheet기능이 있어서 자동 으로 

로젝트상의 재질, 로젝트의 일정, 리스트, 다른 여러 가지 명

세목록 생성으로 물량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랫폼의 호환능

력이 높고, Workspace기능으로 사용자 환경에 맞도록 랫폼을 

변화시킬 수 있다.28)

[그림 26] VectorWorks 사용화면

(그림 출처 : News from Design Software Solutions- Vectorworks, Bluebeam 

Revu, CINEMA 4D 

https://vectorworkstrainer.wordpress.com/tag/site-modelling/)

⑦ Tekla – Trimble

Tekla는 구조 BIM 툴로 건설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Tekla Open BIM 방식으로 쉽게 근해서 업과 통합이 

28) http://hong9148.blog.me/13004736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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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정보를 손쉽게 공유하고 히 조정할 수 있다. 주

요 AEC, MEP  랜트 설계 소 트웨어 솔루션과 연결되어 

더 간소하고 합리 으로 건설을 지원한다. 한 Tekla는 로젝

트 리 애 리 이션에 연결할 수 있어서 장뿐만 아니라 

장 이외의 공간에서도 근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일정 라인 

항목, 자재 주문, 지불 요청 등을 더욱 명확히 한다. 라매트릭 

모델링으로 3D 모델에서 쉽게 도면을 추출할 수 있고, 도면에

서 수정된 사항은 3D 모델에도 반 이 된다.29)

[그림 27] Tekla 사용화면

(그림 출처 : TEKLA 홈페이지 https://www.tekla.com/)

⑧ NAVISWORKS - Autodesk

로젝트 리뷰 소 트웨어로 Navisworks를 통해 건축, 엔

지니어링, 시공 문가들은 이해 계자들과 통합 모델  데이

터를 반 으로 검토하여 로젝트 결과를 효과 으로 제어할 

29) Tekla 홈페이지 : https://www.tekla.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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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5D 분석  시뮬 이션을 통해 결과를 효과 으로 컨

트롤 할 수 있고, 로젝트 상세 정보를 검토하고 달할 수 있

다.30)

Navisworks는 3D 디자인 로젝트 검토 제품과 뷰어 응용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Manage, Simulate, Review, 

Freedom과 같은 제품이 있는데 각자의 역할은 아래 표와 같다.

제품종류 설명

Navisworks 

Manage

모든 유형의 모델을 시각화, 정밀한 설계 복제, 4D 

tlrhd 일람표 시뮬레이션, 강력한 간섭체크 기능을 단일

제품으로 제공

3D 모델을 생성, 확인 또는 검토하던 간에 상관없이 프

로젝트 참여자들이 모두 동일한 디지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Navisworks 

Simulate

Navisworks Manage의 간섭체크 기능이 필요 없는 전

문가들을 위한 프로젝트 검토 솔루션 제공.

정밀한 설계 복제 및 정확한 4D 시공 일람표 시뮬레이

션을 제공해서 시공 프로젝트를 사전에 시각화 할 수 

있음

Navisworks 

Review

형식이나 파일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프로젝트 

모델을 시각화 할 수 있음

모든 참여자들이 하나의 환경을 조성해서 검토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작업시간이 감소되고 품질

이 강화되며 설계 이해도가 높아지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음

Navisworks 

Freedom

Navisworks의 NWD 및 3D DWF 형식의 파일을 무료

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표 5] Navisworks의 제품 종류

(표 출처 : 강주석. (2013). 「개방형 BIM 환경에서의 건축행정 법규검토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3년 2월)

Navisworks는 업 툴로서 여러 CAD 로그램의 데이터

30) Autodesk 홈페이지 : http://www.autodesk.com/products/navisworks/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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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합해 하나의 디지털 모델로 결합되므로 모든 참여자들이 

3D 모델에서 설계를 검토해 여러 로그램을 손쉽게 리할 수 

있다. 한 3D 검토 기능을 제공해서 모델에서의 간섭사항을 

검토해 공간제약  장비 충돌 등의 잠재 인 문제를 로세스 

기에 감지해서 시간과 비용을 감시켜 다. 

Navisworks는 Autodesk사의 제품간의 포맷 호환을 통해 

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버형 제품으로 BIM 데이터를 서버

기반으로 리하기 보다는 설계 시 필요한 부가 인 기능을 지

원해서 참여자간의 업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31) 

[그림 28] Navisworks 사용 화면

(그림 출처 :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http://www.autodesk.co.kr/)

⑨ ENOVIA – Dassault Systemes

3D EXPERIENCE 랫폼으로 지원되는 로그램으로 사용

31) 강주석. (2013). 「개방형 BIM 환경에서의 건축행정 법규검토지원체계 구축에 

한 연구」. 박사학 논문, 경희 학교 학원.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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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제품정보를 조회, 공유, 검토, 보고할 수 있는 안 한 실

시간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변경이 용이하고 업을 쉽게 

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잠재 인 문제와 험이 완 히 드러나기 에 미리 식별

할 수 있는 기능인 “invisible governance”를 제공하는데, 이 

invisible governance를 통해 납품 가능한 상태로 로젝트 업데

이트를 진행할 수 있다.32)

ENOVIA는 공학 인 기술과 로젝트의 여러 정보인 지

재산권을 리하는 동을 한 신 인 랫폼으로 웹을 기

반으로 참여자들이 소통한다. 직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

지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3D 환경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유하

며, 로젝트의 요구사항, 사용 로그램, 규제, 그리고 운반에 

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해 다. 

ENOVIA를 이용해서 문서를 잘 정리해 사용하기 편리하도

록 하고, 자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소에 분류되어 장되며 

이것이 안 하고 효과 으로 리될 수 있게 하며 체 일정도 

리해 다. ENOVIA는 로젝트의 로세스를 리해주는데, 

과정에 한 리뷰를 통해 설계 변경에 한 손해를 이고 디

자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력을 통해 더 좋은 디자인을 만

들어 낼 수 있다. 한 ENOVIA를 통해 BOM(Bill of 

Materials)를 리할 수 있는데, 3D 모델을 통해 BOM의 구조

와 일치시키며 자동 으로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철

한 보안 리로 사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안 하게 공유할 

수 있다.33)

32) Daasault Systemes 홈페이지:http://www.3ds.com/ko/products-services/enovia

33) He Youquan, Zhang Wei, Xie Jianfang, Wang Jian, Qiu Hanxing. (2011). 

Integrated Application of PLM based ENOVIA Platform in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y.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Management, Innovation Management and Industrial Engineering, Nov.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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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ENOVIA 사용화면

 

(그림 출처 : Technia Transcat www.techniatranscat.com)

⑩ NEWFORMA - Newforma

로젝트의 정보를 리해주는 소 트웨어(PIM Project 

Infromation Management)로 주로 건축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

다. 업 과정 에서의 낭비를 이고, 시간을 약하며, 이익

을 최 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로그

램으로 사용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정보를 업로드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있고, 휴 폰 어 을 통

해서도 이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단순하게 

drag-and-drop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RFIs(Request For Information)를 리하며 일들을 비교하고, 

로젝트에 한 기록을 하고 문서의 공유를 리한다. 한 

Newforma는 BIM에 최 화 되어있는 로그램으로 Autodesk

사의 Revit과 AutoCAD 소 트웨어와의 호환성이 좋다.34)

Vol.2, 226-229

34) NEWFORMA 홈페이지 www.nefor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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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NEWFORMA 사용화면

(그림 출처 : Cadalyst www.cadaly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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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분석

IPD에서 사용되는 소 트웨어를 차원과 그 역할에 따라 분

류하고, 어떤 로세스에서 용되는지 한 에 볼 수 있도록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그림으로 정리했다. 이는 분석에서 참고

한 각 소 트웨어의 공식 홈페이지와 교육을 한 책자, 선행연

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그림 31] IPD 소프트웨어와 그 프로세스

IPD에서 사용되는 소 트웨어는 주로 4D와 5D이며, BIM

과 공정 리를 하는 랫폼을 가지고 있는 소 트웨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소 트웨어가 용되는 로세스를 보면 

로젝트의 처음부터 시공이 진행될 때까지 거의 부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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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과정이 순차

으로 분할된 것이 아닌 통합되어 있고, 각 과정이 시차 없이 진

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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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PD와 IPD의 비교분석

TPD와 IPD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IPD 원들의 

기 참여이다. TPD는 그 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고, 필요할 

때만 모여서 의를 하며 강한 계층 구조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에 반에 IPD는 과정 기부터 모여서 하나의 을 이

루고 력 으로 로젝트를 진행해 나간다. 

한 TPD의 로세스는 선 이고 순차 이어서 각 과정의 

구분이 뚜렷하며 각 과정간의 책임을 나 어서 험이나 보상

도 각자의 몫이지만 IPD는 여러 과정이 공존하면서 동시에 이

루어지고 다층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기 때문에 험이

나 보상은 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생기고, 그 게 생긴 이득이

나 손실은 원이 하게 분배하게 된다.  TPD는 종이를 기

반으로 하고 있어서 2차원 이고 아날로그 이지만 IPD는 디지

털 기반으로 BIM을 이용해서 3차원을 넘어 4차원, 5차원 이

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와 과정은 참여자끼리 공개 으로 공유

한다. 그로인해 소통의 부재로 생겨나는 여러 문제 을 방지하

고 원활하게 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한다.

IPD는 설계 단계에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로젝트의 

목표와 실 방법 그리고 그 결정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TPD

와 비교했을 때 기 작업량이 많으며 그 기간이 길어지고, 

한 BIM 툴을 이용해서 Virtual Construction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서화를 시작하는 단계 이 까지는 비교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TPD와 비교해 IPD의 설계 단계에서 더 많은 노력

이 필요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완성도 높은 설계안으로 인

해서 ‘Implementation Documents’ 단계는 TPD의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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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Documents)’ 단계보다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인허가기 , 하청업자, 제조업자 등의 기 참여는 ‘Agency 

Review’와 ‘Buyout’ 단계의 기간을 인다. 이는 곧 IPD는 업

을 통해 시공 이 에 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서 공사가 효율

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며, 공기 단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5)

[그림 32] TPD와 IPD 비교

(그림 출처 : ‘AIA. (2007). Integrated Project Delivery : A Guide’

                 ‘AIA. (2014). Integrated Project Delivery - A Working 

Definition’를 바탕으로 재작성)

35) 김윤정, 이유미, 신태홍, 김 상, 진상윤. (2009). 국내 공공건설부문 IPD 도입을 

한 비 연구. 한건축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 구조계, 29(1), 2009.10, 

60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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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PD IPD

팀

Team

분리되어있고, 필요할 때

에만 최소한으로 모인다. 

강한 계층 구조적인 성격

으로 통제된다.

통합된 하나의 팀으로 주

요 프로젝트의 이해 당사

자를 구성하게 된다. 과

정초기부터 모이고 공개

적이며 서로 협력적이다.

과정

Process

선적이며 뚜렷이 다른 과

정으로 분리되어있다. 필

요할 때에 정보를 모으고 

비축하게 된다.

여러 과정이 공존하며 다

층적이다. 빠른 지식과 

전문 기술이 도입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적

으로 공유된다.

위험

Risk

개별적으로 관리된다. 가

장 가능성이 큰 것에 집

중하도록 한다.

총괄하여 관리하고, 이러

한 리스크를 참여자간에 

적절하게 분배한다.

보상

Compensation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최

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의 보상을 추구한다. 보

통 초기에 측정한 가격에 

기반을 두어 보상을 받는

다. 

팀의 성공은 프로젝트 성

공과 관련이 있다. 가치

에 기반하고 결과에 따라 

나눠서 갖게 된다.

기술

Technology

종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

고, 주로 2차원적이며 아

날로그적이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사실적인 BIM을 이용해 

3차원을 넘어 4·5차원적

이다.

협의

Agreements

단독의 노력을 격려하고 

risk를 할당하고 이전시

키며, 공유하지 않는다. 

팀원 간의 공개와 공유를 

적극적으로 격려하며 협

동을 추구한다. risk는 공

유하게 된다.

[표 6] TPD와 IPD 비교분석 종합

(표 출처 : ‘AIA National, AIA California Council. (2007). 『Integrated Project 

Delivery: A Guide Version 1』. US: AIA, 2007’을 바탕으로 재작성)

아래 [그림 31] MacLeamy Curve를 보면 TPD와 IP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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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에서의 디자인에 필요한 노력과 효과, 각 단계별 향비

용과 기능 역할 능력, 디자인 변경에 따른 비용을 볼 수 있다. I

앞서 언 했던 것처럼 IPD는 TPD와 비교했을 때 기 단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디자인 결정을 빨리 할수록 결과물의 

수 은 최 화되고 비용은 최소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기 단계에 다수의 참여자가 여해 디자인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그림 33] MacLeamy Curve

(그림 출처 : ‘AIA National, AIA California Council. (2007). 『Integrated 

Project Delivery: A Guide Version 1』. US: A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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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건축물 사례분석

3.1 사례분석 틀

3.1.1 사례 선정

본 연구에서는 AIA에서 IPD Guide를 발표한 2007년 이후

에 완공 되거나 진행 인, 즉 최근 10년 이내의 국내외 다양한 

로젝트를 사례로 선정했고, 각각의 Process에서 IPD의 도입 

정도와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 다. 

먼  동 문 디자인 라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이를 시공하기 해 BIM을 도입한 사례이고, 두 번째로 

Barclays Center는 비정형의 외장 패 을 구 하기 해 IPD를 

도입한 사례이다. 461 Dean은 주거 모듈 자체를 제작하기 해 

IPD를 도입해서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 운반하는 방식으로 지

어져서 최근에 완공되었고, RMT Headquarters는 기 작업부

터 IPD를 도입해 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구    분 사업기간 IPD 도입 시기

Dongdaemun 

Design Plaza
2006년~2014년 실시설계 완료 후 BIM 팀 구성

Barclays Center 2010년~2012년 외피 디자인 단계부터

461 Dean 2013년~2016년 프로젝트 초기

RMT 

Headquarters
2013년~진행 중 프로젝트 초기

[표 7] 사례 선정 기준

이 듯 각기 다른 네 가지 사례의 로세스와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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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다양한 소 트웨어를 분석해서 IPD의 실질 인 과정에 

해 보고자 한다.

3.1.2 분석 요소 설정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례를 통해 IPD에서 어떤 로세스와 

도구를 사용해 진행하는 지를 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례의 디자인 구  로세스와 사용된 소 트웨어를 주

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IPD의 실제 진행 과정과 어떤 도구들

이 사용되는지 악하고, 이후에 IPD를 용하기 해 어떤 

로세스와 소 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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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ongdaemun Design Plaza, Zaha Hadid

[그림 34]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림 출처 : ddp 홈페이지)

3.2.1 동 문 디자인 라자의 개요  특징

(1) 개요

·     치: 구 을지로 281 DDP(20필지, 옛 동 문운동장 터)

· 규    모: 연면  86,574㎡(지하3층, 지상4층, 최고높이 29m)

· 사업기간: 2006년 9월~ 2014년 2월

· 로그램: 시, 쇼핑, Conference

· 설 계 자: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삼우종합건축사무소

· 발 주 자: 서울특별시

· 시 공 사: ㈜삼성물산 

· 운 기 : 서울디자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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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공공기  최  국제지명 청설계경기 방식을 통해 선정한 

작품으로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다. 건축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동 문의 역동성에 주목했고 동

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환유의 풍경’을 제안했

다. ‘환유의 풍경’ 컨셉에 기반을 둔 액체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형태는 공간  유연성은 물론, 한국  통과 끊임없이 변하는 

디자인의 미래를 모두 담고 있다.36)

다양한 곡률의 노출콘크리트와 4만5천여 장의 외장패 , 패

을 지지하는 복잡한 형상의 스페이스 임, 비정형의 내부공

간을 성공 으로 시공하기 해 국내 최 로 BIM과 다른 디지

털 툴을 시공에 사용한 사례로, 디자인 로세스의 모든 과정은 

inter-related spatial relationship으로 이루어진다. 

실시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비정형 설계에 따른 여러 문제

이 상되어서 BIM 기술 도입과 장에 BIM 담 을 설치

해 로젝트에 참여시켰다. 이는 새롭게 시도되는 로젝트를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 시공과 BIM 설계에 한 책임을 분

명히 구분하기 해서 이런 방식을 택해 발주를 했다. 하지만 

BIM이 설계가 완료된 후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BIM 업무 

부진을 나타내게 되었고, 공사 진행에 많은 문제 을 갖게 되었

다.37)

36) 동 문디자인 라자 홈페이지 : www.ddp.or.kr

37) 최정민. (2010). 「비정형건축물 외장패 의 통합설계를 한 업체계 구축 연

구」. 공학석사학 논문, 서울산업 학교 산업 학원.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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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발주체계

(그림 출처 : 최정민. (2010). 「비정형건축물 외장패널의 통합설계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연구」. 공학석사학위논문,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3.2.2 동 문 디자인 라자의 로세스와 건축설계 소 트웨

어

(1) 디자인 구  로세스

설계 후 비정형 건축물의 성공 인 시공을 해 CM, 시공

사, BIM 컨설턴트가 공동으로 BIM 을 구성해서 용했다. 계

약도면과 3D 모델간의 불일치 사항이 많이 발견되어서 BIM을 

통해서 이러한 오류사항들을 바로잡는 데에 많은 시간과 인력

이 투입되었다. 이런 비정형의 형태를 제작이 가능한 형태로 만

들기 해 BIM을 이용해 10개 이상의 곡률 값을 가지고 있던 

각 철골부재의 곡률 값을 1개 당 2~3개의 곡률 값을 가지도록 

했고, 4개 이상의 곡률 값을 가지고 있던 커튼월은 1개의 곡률 

값으로 만들어 최 화 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

존에 설계된 형상에 한 수정이 불가피해서 설계사와 의견충

돌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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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동대문디자인플라자 BIM 모델

(그림 출처 : Tekla 홈페이지 www.tekla.com)

45,133장의 외장패 은 모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각 

패 은 평 , 1방향의 곡률 값을 갖는 1차 곡면 , 2방향의 곡

률 값을 갖는 2차 곡면 의 세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이러

한 패 을 제작하기 해 M.P.S.F(Multi Post Stretch Forming)

공법을 도입했다. 이는 제작 장비가 패 의 3D 데이터를 읽고 

포스트가 외장패 의 형상에 맞게 조 되어 몰드의 형상을 만

든 후에 패 을 맞춰서 당기면서 한 장씩 어내는 방법이다. 

패 을 성형 후에 BIM 상에서 정해진 로직(logic)을 따라 이

로 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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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M.P.S.F 공법

(그림 출처 : http://www.sae.org/dlymagazineimages/web/516/3795_3365.jpg) 

스페이스 임을 하부구조로 해서 이런 비정형의 외장 

패 의 곡률을 지지하도록 했는데 단일 스페이스 임(single 

space frame)을 메인 철골 구조체와 곡률이 심하지 않고 간격

이 좁은 외장패 에 용했고, 이  스페이스 임(double 

space frame)을 곡률이 심하고 장스팬인 부분에 용했다.38)

(2) 건축설계 소 트웨어

비정형의 형태를 구 하기 해 설계단계에서부터 비정형 

설계에 최 화되어있는 Rhinoceros와 CATIA등의 3D 로그램

을 이용했다. 2차 곡면  제작을 해 특수 성형기계  단기

계를 삼성물산에서 직  개발했고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Multi Post를 이용해 성형하고, 이 를 이용해 단하고 타공

했다. 

비정형의 구조를 실 시키기 해 구조 BIM인 Tekla 

38) 김 호, 강의철. (2010). 동 문 디자인 라자 & 크 신축공사. 콘크리트학회

지, 22(5), 2010.9,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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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를 사용해서 2D 도면과 3D 모델 간의 간섭사항을 검

토해냈고, 메가트러스(mega-truss) 등을 통해 구조 Fabrication

을 했다. 한 각 구조 부재의 정보를 추출해 내서 곡률이나 용

치 등을 제작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 

단축이 가능했다.39)

[그림 38]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메가트러스 모델-실제 시공 사진

(그림 출처 : Tekla 홈페이지 www.tekla.com)

프로세스
사용 

소프트웨어
역할

설계
Rhinoceros 3D 모델링, 곡면 설계, 구조 및 외장 패널 

FabricationCATIA

BIM
Revit 간섭사항 검토, 부재의 곡률값 최적화

TEKLA 구조 Fabrication

[표 8]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용 Tool

39) Tekla 홈페이지 : https://www.tekla.com/us/node/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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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Barclays Center,  SHoP

[그림 39] 바클레이스 센터

(그림 출처 : SHoP Architects)

3.3.1 바클 이스 센터의 개요  특징

(1) 개요

·    치: 620 Atlantic Avenues Brooklyn, New York 11217 

           United States

· 규    모: 연면  62,709.552m2

· 사업기간: 2010년 3월 ~ 2012년 9월 

· 로그램: 경기장, 스토랑 & 바, Boardroom, 라운지

· 설 계 자: AECOM + SHoP Architects

· 발 주 자: Forest City Ratner Companies

· 시 공 사: SHoP Construction

· 운 기 : AEG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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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바클 이스 센터는 로농구경기와 하키경기가 열리는 

Major Sports Entertainment Indoor Arena로 원래는 Gehry 

Partners가 디자인 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SHoP가 설계하게 

되었다. 기존 사이트 주변의 건물들의 스 일이 작았기 때문에 

새로운 큰 스 일의 건물이 들어올 때의 문제가 가장 큰 걱정

이었다. 그래서 그릇형태의 경기장과 건물의 선큰으로 이런 큰 

매스감을 여 주었고 수평 인 밴드로 묶어주었다. 비어있는 

링 형태의 캐노피는 을 한 제스처로 안쪽 오큘러스에는 

LED 화면이 있어서 조명의 역할과 함께 경기의 내용이나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한다.40) 

[그림 40]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SHoP 외피 디자인의 세 부분

(그림 출처 : SHoP Architects)

복잡한 밴드형태의 이 건물은 20,000여개의 속 패 로 이

40) The Steel Institute of New York, The Ornamental Metal Institute of New 

York. (2013). Barclays Center Facade. Metals in Construction Winter 20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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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있는데, 패  제작을 해 IPD가 도입된 로젝트이다.

[그림 41] 바클레이스 센터 외장 패널 3D 모델

(그림 출처 : SHoP Architects)

3.3.2 바클 이스 센터의 로세스와 건축설계 소 트웨어

(1) 디자인 구  로세스

SHoP는 설계 기 단계에서부터 BIM과 라메트릭 CAD 

소 트웨어를 이용해 기하학 인 형태의 디자인에서부터 

Fabrication까지 부분의 과정을 진행했고, 4차원의 로젝트 

진행으로 건축주가 원하는 리티의 건물을 빠른 시간 안에 만

들어 낼 수 있었다. 라메트릭 디자인 툴을 이용해 건물 주변

의 물리  요소를 건물 형태에 반 했고, 내부 로그램에 따른 

개구부의 치와 크기 등을 조 했다. 입면에 알고리즘 패턴을 

만들어 여러 가지 옵션을 3D 린터로 출력해 확인했다. 시공

을 해 곡면 패 (curved panel)을 힌 평면 패 (folded 

panel)로 환했고, 도면화 되어 공장에서 제작해 장에서의 

공기를 다. 각 패 에는 식별을 한 바코드를 표시하여 각 

공정을 지날 때마다 바코드 스캐닝을 통해 공정을 확인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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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쳤고, 이는 SHoP Architects가 개발한 아이폰용 어 리

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자들이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림 42] 외장패널의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모델

(그림 출처 : SHoP Architects)

[그림 43] 공장에서 제작된 접힌 형태의 외장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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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SHoP Architects)

(2) 건축설계 소 트웨어

설계단계에서부터 CATIA와 Digital Project를 기본 로그

램으로 이용해 4D BIM 모델을 구축했다. CATIA를 이용해 외

피 fabrication을 했고 설비 디자인 등을 통해 Virtual 

Construction 환경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툴을 사용했

을 때보다 1/3정도로 시간을 일 수 있게 되었다. 힌 평면 

패 로 환된 디지털 데이터의 패  도면은 SigmaNEST 네스

 소 트웨어를 사용해 재료의 낭비를 이고 효율을 극 화 

하는 방식으로 도면을 재배치해 공장에서 제작했다. 입면의 시

공과정은 많은 개수의 패 이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서 이러한 과정에서 운반과정의 문제나 시공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해 공정시뮬 이션 소 트

웨어인 나비스웍스(Navisworks)를 통해 감리했다.41)

[그림 44] 공장 제작을 위한 외장패널 도면 재배치

(그림 출처 : SHoP Architects)

41) 황동욱. (2014). 디지털 제작 기술을 이용한 건축 설계. 한건축학회, 건축 

58(2),  2014.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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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사용 

소프트웨어
역할

설계 CATIA
3D 모델링, 외피 fabrication과 설비 디자인

을 통해 Virtual Construction 환경을 제공

시공 SigmaNEST 도면을 재배치해 재료의 낭비를 줄임

감리 Navisworks
공정시뮬레이션을 통해 운반, 시공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

[표 9] Barclays Center 프로세스에 따른 사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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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61 Dean, SHoP

[그림 45] B2 Modular Residential

(그림 출처 : Archdaily)

3.4.1 461 딘의 개요  특징

(1) 개요

·     치: 461 Dean Street Brooklyn, New York 11217 

           United States

· 규    모: 348,000 square feet (32층, 높이 322feet )

· 사업기간: 2013년 ~ 2016년 11월

· 공간 황: 생활편의시설, 상업시설, 주거모듈

· 설 계 자: SHoP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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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주 자: Forest City Ratner Companies

· 시 공 사: SHoP Construction

(2) 특징

461 Dean은 SHoP가 Barclays Center에 이어서 한 주거 모

듈러 타워 건축물로 930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공사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서 2016년 5월에 마지막 유닛이 올라갔고 

2016년 11월에 오 했다.42)

이 로젝트는 루클린에서 첫 번째 모듈형 주거 타워 

로젝트로, 땅값이 비싸고 공간이 부족한 이 지역에 좀 더 합리

인 가격에 좋은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해 다. 한 그 

뿐만 아니라 모듈러 디자인과 시공 기술로 더 경제 이고, 지속

가능한 건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43)

각 모듈은 배송하기 쉽게 트럭 하나에 맞도록 설계되었고, 

각 자재들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장에서는 조립만 하도록 하

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공 과정은 환경의 향을 덜 받고, 

도시에서의 건설 산업을 발 시킬 수 있게 했다. 

3.4.2 461 딘의 로세스와 건축설계 소 트웨어

(1) 디자인 구  로세스

먼  Architectural Model을 설계하고, 그것을 직  시공해 

낼 수 있게 Production Model로 발  시켰다. 이 게 만들어진 

Production Model을 바탕으로 구조, 설비, 기, 외피 등의 모델

도 만들어 내고 이것의 도면을 추출해 공장으로 보냈다.

42) Philip Stevens. (2016, November 26). 461 dean: the world’s tallest modular 

tower opens in brooklyn. designboom, http://www.designboom.com/

43) Alison Furuto. (2012, November 29). Modular Residential Tower to Be Built 

at Atlantic Yards. Archdaily.  http://www.arch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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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을 기반으로 한 Federated Production Model을 만들어 

Virtual Construction을 진행한 것이다. 이 게 진행된 Virtual 

Construction을 바탕으로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 공사 장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 공정을 최소화하고 

로젝트의 련된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 상에서 하나로 모여서 

실시간으로 공정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디자인, 엔지니어링, 코

스트, 조달 등의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림 47] 461 Dean – Production Integration

(그림 출처 : SHoP Architects)

(2) 건축설계 소 트웨어

461 Dean은 Revit, Tekla, BIM 360, MS Project를 기반으

로 설계를 진행했는데 Revit을 이용해 벽의 사이즈, 치 등과 

같은 속성을 결정하고, STUD가 몇 개가 필요한지, 길이는 얼마

나 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한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합할지도 Revit을 통해 설계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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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을 바탕으로 Excel에서 식을 만들어 라매트릭 디자인을 

가능하게 해 STUD의 fabrication과 벽체 임의 조합 등과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그리고 MS Project를 이용해 실 과정

의 스 쥴을 리했고, 이러한 사항들은 Navisworks을 통해 감

리했다.

(그림 출처 : SHoP Architects)

프로세스
사용 

소프트웨어
역할

설계

Revit 벽체와 부품에 대한 속성 결정

Microsoft 

EXCEL
자제, 설비 벽체 공식과 파라메터 제작

시공 MS Project 시공 일정 관리

감리 NavisWorks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 방지

[표 10] 461 Dean의 프로세스에 따른 사용 소프트웨어

[그림 48] 461 Dean 사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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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RMT Headquarters,  iArc

[그림 49] RMT 본사 사옥

(그림 출처 : iArc Architects)

3.5.1 RMT 본사 사옥 개요  특징

(1) 개요

·  치: 5 Ventor Ave, West Perth WA 6005, Australia

· 규 모: 연면  8,017m2(지하2층, 지상7층, 최고높이 25m)

· 사업기간: 2013년 ~ 재 진행 



- 77 -

· 공간 황: Office

· 설 계 자: iArc Architects

· 발 주 자: RMT

· 시 공 사: 

· 운 기 : RMT

(2) 특징

호주에 iArc 설계한 오피스 건물로 비정형 인 매스가 

에 얹어져 있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그림자와 view 등을 분석

해서 최 화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이런 비정형 형태의 

구조는 베이징올림픽 수 장에 사용된 웨이어 - 펠란 구조

(Weaire-Phelan Structure)를 사용해서 버블모양의 삼차원 구조

가 반복되는 형태이다. 각 버블 구조시스템 자체가 공간을 만들

고 조명, 가구, 설비 등의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솔루션으로 통

합될 수 있게 했다. 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건물은 이 

도시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낮에는 오 제로서, 밤에는 화려한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런 복잡한 형태를 구 해내기 해서 BIM을 극 도입

했고 아래 그림과 같이 국내외 구조, 설비, 소방, 커튼월 등의 

다양한 회사가 업하는 IPD를 이용해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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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RMT Headquarters IPD Team

(그림 출처 : iArc Architects)

3.5.2 RMT 본사 사옥 로세스와 건축설계 소 트웨어

(1) 디자인 구  로세스

채 , 조망 등의 분석으로 만들어진 형상은 수많은 

Typology를 통한 스터디로 의를 해 결정하게 되었다. BIM을 

이용해 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자간의 의사소통은 3D 모

델을 기반으로 Virtual Construction이 이루어졌다. 구조체인 12

면체의 버블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조 씩 비워내면서 내부 공

간을 만들었고 3D 린터를 이용한 모형을 통해 수많은 스터디

가 진행되었다. 호주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뛰어나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체나 외피 등의 다양한 트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어서 장으로 보내기로 결정해서 비용 등의 면을 고려해 배송

과 시공에 한 시뮬 이션이 필요했다. 따라서 배송에 합한 

상태로 구조체를 구 해 내야 했고, 이를 해 장에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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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로 조립할 수 있게 스터디를 하고, 가장 경제 인 부품의 

사이즈를 결정했다. 한 3D 린터를 통해 어떻게, 어떤 순서

로 하면 조립을 쉽게 해 시간을 약할지 등을 고민하고 이를 

운송업체와 크기, 비용에 한 사항을 의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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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설계 소 트웨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Revit/CAD, Rhinoceros, CATIA와 같은 

로그램을 극 으로 활용했는데 Rhinoceros를 이용해 구조, 

외피, 부품 등의 디자인을 했고, CATIA를 이용해 구조, 설비, 

가구 천장, 티션, 외피 등을 Fabrication했다. 구조BIM 툴인 

TEKLA를 이용해 구조 디자인과 Fabrication 등을 했고 

StrAuto 로그램을 이용해서 구조해석을 해서 최 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런 체 인 과정은 3D Experience 

Platform인 ENOVIA를 이용해서 업데이트가 되었고, 각 참여자

가 로세스 상에서의 일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더 빠른 커뮤니 이션과 피드백

이 가능해졌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로젝트가 진행 이

다. 

프로세스
사용 

소프트웨어
역할

설계

Rhinoceros 구조, 외피, 부품 등의 디자인

CATIA
구조, 가구, 천장, 파티션, 외피 등의 

Fabrication

구조
TEKLA 구조 디자인, Fabrication

StrAuto 구조해석

공유 ENOVIA 공유 플랫폼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및 전달

[표 11] RMT Headquarter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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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를 통해 국내 IPD 활성화를 한 방향 

고찰

분석한 네 가지의 사례들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다. 

Dongdaemun Design Plaza는 IPD를 도입하지 않고 설계 이후

에 BIM을 도입해 시공과 BIM을 구분해 진행해서 기본 설계안

과 시공 안의 차이로 인해 업무 부진, 공기 증가, 설계사와의 

의견충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IPD를 도입한 나머지 Barclays Center, 461 Dean, RMT 

Headquarters 건물은 IPD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고, 공

통의 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 의 정보를 공유하고 수정

해 나갔다. 

 각각의 설계 Tool은 라메트릭 디자인이 가능한 툴로 유

사하며 장 공기를 이기 해 외장 패 이나 각 부품들은 

공장에서 제작해 장으로 와서 조립된다. 

SHoP의 461 Dean은 최근에 완료된 로젝트이고, iArc의 

RMT Headquarters는 아직 진행 인 로젝트이므로 이후에 

추가 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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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Dongdaemun

Design Plaza

Barclays 

Center
461 Dean

RMT

Headquarters

발주

방식

프로

세스

설계 – BIM으

로 간섭사항 

검토 – BIM으

로 Mockup

설계 – 패널알

고리즘 - 3D 

프 린 터 옵 션 출

력 - 시공 위

한 패널도면 

제작 - 공장제

작 - 시공

설계 - VDC 

Work Flow - 

공 장 에 서 

Module 제작 

- 시공

설계 - Virtual 

Construction 

- 공장에서 제

작 - 시공

소프트

웨어

Rhinoceros, 

CATIA, Tekla

CATIA , 

Script

Revit, 

BIM360, 

Tekla,

Revit, CATIA, 

Rhinoceros

특  징

프로젝트를 효

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시

공과 BIM설계

에 대한 책임

을 구분 위해 

도입.

설계 완료 후 

BIM 투입되어 

시공과의 공정

선행 불일치와 

기본설계 자료 

부족으로 BIM

업무의 부진, 

공기 증가 

패널 바코드 

스캐닝 통해 

공정 확인, 핸

드폰 어플리케

이션 통해 시

공 상황 확인. 

운반과정 문제

나 시공 시 발

생 가능한 충

돌 등의 문제 

해결 위해 공

정 시뮬레이션 

소 프 트 웨 어 로 

감리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 

공정을 최소

화,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클라우드 상에

서 실시간으로 

공정 진행 상

황 뿐 아니라 

디자인, 엔지

니어링, 코스

트, 조달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함.

비정형 형태 

시공을 위해 

디자인 패브리

케이션의 적극 

결합을 전제한 

설 계 과 정 으 로 

시공 시뮬레이

션을 지나 공

장에서 제작 

후 현장으로 

배송시켜 현장 

공정을 최소화 

시키고 IPD를 

적극 도입.

[표 12] 사례 비교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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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례를 바탕으로 IPD의 로세스와 사용 소

트웨어 분석

4.1.1 사례의 로세스와 사용된 건축 소 트웨어

앞 장에서 분석한 각 사례의 로세스와 사용된 건축 소

트웨어를 하나의 그림으로 비교했다. 설계 이후에 BIM을 도입

한 동 문 디자인 라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바클 이스 센터, 

461 딘, RMT 본사사옥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먼  동 문 디자인 라자는 설계경기로 시작한 로젝트

로 반에는 TPD와 유사한 로세스로 비정형을 설계했다. 이

러한 비정형을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BIM을 도입한 이후에 

IPD와 유사한 로세스가 도입이 되었다. Revit과 Tekla의 

BIM 툴로 Virtual Construction 환경을 통해 부재의 곡률값을 

최 화 하고 간섭사항을 검토해서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했

다. 이후에 시공단계에서 BIM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재를 공장

에서 제작하고 장에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시간으로 

공정 체를 리했다.

바클 이스 센터는 입면 제작을 해 IPD 시스템을 도입했

고 비정형으로 설계해서 시공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만들고 

곡면의 패 을 평면의 패 로 변환했다. BIM을 기반으로 이러

한 비정형 패  설계와 함께 구조, 설비 등과 같은 빌딩 시스템

도 함께 했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공장에서 부재를 제작하기 

쉽도록 도면화 시켰다. 한 각 패 에 바코드를 부착해서 공정

을 지날 때마다 바코드 스캐닝을 해 진행상황을 바로바로 확인

하고, 아이폰 어 을 통해 체 공정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

게 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참여자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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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딘은 주거 모듈러 빌딩으로 TPD의 과정과 비슷하게 

Architectural Model을 설계 한 후에 Production Model을 설계

해 빌딩시스템을 용했지만 이 과정은 모두 BIM을 통해 이루

어졌다. BIM 데이터를 바탕을 각 모듈과 그 부재, 그 모듈이 

쌓이는 공사과정까지 Virtual Construction의 형태로 진행된 이

후에 실제 시공 단계에서는 공장에서 모듈이 제작되어서 장

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그 공기를 다. 이러한 방식을 해 

각 모듈은 트럭에 실을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 되었고 이러한 

사항도 모두 BIM에서 계산이 되었다.

RMT 본사사옥은 국내 설계사무소가 해외에 진행하는 로

젝트인 만큼 기 단계에서부터 극 인 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은 ENOVIA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기에는 Rhinoceros를 이용해서 비정형의 형태를 설계한 이후에 

CATIA를 통해 실제 설계가 가능하도록 외피나 구조 등을 

Fabrication했다. BIM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업이 뛰어난 국내

의 공장에서 제작된 부재들은 상지로 배송되게 되고, 그동안 

상지에서는 땅을 고 기 를 박는 등의 과정이 진행되며 부

재가 배송되면 장에서 조립하는 과정으로 공기를 인다. 

상지의 땅을 는 것부터 건물이 완공되는 모든 과정을 Virtual 

Construction을 통해 일정을 리되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시

공될 때에도 참여자들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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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통합된 로세스와 통합된 도구

분석한 사례 모두 디지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장에서 부

재를 제작해 장에서의 공정을 인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

다. 한 모두 BIM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면을 한 소 트웨

어, 모델링을 한 소 트웨어, Fabrication을 한 소 트웨어

를 따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도면부터 Fabrication까지 가능한 

통합된 소 트웨어를 사용했고, 각 단계가 분리되거나 역의 

구분이 확실한 것이 아닌 그 로세스 한 통합되어 있다.

이 에는 로세스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역이 문화되고 분업화되어서 설계사무소에서 디자인 이후

에 다른 문가에게 외주를 주던 일들이 통합되면서 건축가가 

직  구조, 설비 등에 한 설계까지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좁았던 건축가의 역이 확장될 수 있고, 한 소통의 부재로 

분업화 되어 각자 담당하는 역에서 진행하면서 설계가 변경

이나 실시설계에서 시공이 가능한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바 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각 사례에서 사용된 소 트웨어와 제작 도구를 그 차원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 짓고, 어떤 로세스에서 용되는가

를 그림을 통해서 사례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해서 보았을 때, 

2D의 도면을 그리는 소 트웨어 주로 진행되었던 TPD에서와

는 다르게 3D를 넘은 4D와 5D 소 트웨어에 많이 의존하는 것

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소 트웨어들이 용되는 로세스가 구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IPD에서는 참여자간의 업이 강조되며, 설계 단계

가 Virtual Construction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랫폼을 가지고 있는 소 트웨어들이 

함께 사용된다. 제작을 한 도구들은 사람이 직  재단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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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드는 것이 아닌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제작되는 도

구들이 사용되며 그 도구 한 치수에 맞게 잘라내기만 하는 

작업 따로, 구부리는 작업 따로 하는 2차원의 도구가 아닌 직  

양방향 곡선으로 구부리고, 재단하는 도구에서부터 3차원으로 

린 을 하는 도구까지 발 하고 있다.

[그림 57] 사례에 사용된 여러 도구 분석

IPD를 정의하고 있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IPD는 BIM과 공

유 랫폼으로 진행된다는 것과는 다르게 각 사례에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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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를 보면 2D에서부터 5D까지 그 범 가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직은 IPD가 용되고 있는 과도기 인 성

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로젝트의 성격마다 

합한 디지털기반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

정형 설계에서 Rhinoceros로 기 설계를 하고 이후 

Fabrication을 하는 데에는 BIM인 CATIA를 사용해 설계해 제

작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IPD에서 그 로세스가 통합되는 것은 사용되는 소 트웨

어를 포함한 여러 도구들이 함께 통합되며 발 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역 한 통합되면서 극 인 업

으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며, 이러한 과정이 소통과 함께 실

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기단축과 비용 감 등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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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 IPD 도입의 문제

IPD의 여러 장 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단계

에 있으며 IPD의 개념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 해외에서 사용되는 IPD를 바로 들여와서 그 로 용시키기

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IPD를 도입해 확산시키기 

해서는 국내 설계 산업의 여러 문제 을 악해 그 문제 을 

해결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IPD가 도입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IPD를 용하기 해 해결해야할 문

제 으로 IPD에서 필수 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BIM이 아직 활

발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과, 제도 인 기반이 부족하

다는 , 그리고 업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그 지 못하는 구조

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을 으로 다루고 있다. 

4.2.1 국내 BIM 도입 정도

조달청은 2016년부터 맞춤형서비스44)에 ‘건설정보모델링

(BIM)’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BIM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설계 오류를 일 것이며, 다른 공공기  

 민간의 BIM설계 용을 진시켜 국내 BIM 시장규모를 선

진국 수 45)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2009년 이후 21건(4조 354억원)의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BIM 

설계를 용해서 발주했고, 2016년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규모는 

50여건(2조 1000억원)으로 추정되며46), 앞으로도 그 수는  

44) 맞춤형서비스 : 조달청이 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 의 시설공사에 하여 

기획, 설계, 시공, 사후 리 등의 발주기  업무를 행하는 서비스

45) 미국 건설산업의 BIM 용 비율은 2007년 28%에서 2012년 71%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46) 조달청. (2015년 11월 19일). “조달청, 내년부터 맞춤형서비스에 ‘건설정보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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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반해 아직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BIM 수행능력과 비사항은 미흡한 상황이다. 2014년 한건축

사 회 건축연구원이 진행한 건축사무소 BIM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당시 75% 이상(359개사)은 BIM을 운용해본 경험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건축사 회 건축연구원은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422

개의 건축사사무소를 상으로 BIM 수행능력과 비사항에 

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BIM을 자체 으로 운용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사무소는 58개사, 문 업체에 탁한 경험이 있는 건축

사사무소는 5개, 그리고 BIM 운용 경험이 아  없는 회사는 

359개사 다. 한 자체 운용 경험이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한 

운용 기간은 3년 이내가 75.8%로 1년 이내가 29.3%, 2년이 

24.1%, 3년이 22.4%, 4년이 5.2%, 5년 이상이 19.0%이었다. 

한 BIM 운용 문 인력도 부분 1명만 보유로, BIM에 한 

경험, 운용기간 그리고 문 인력도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

다.47)

[그림 58] BIM 수행능력과 준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그림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자료 – 422개 건축사사무소 대상 조사 2014.5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국 BIM 동향과 

링’의무화”. 보도자료, 2015년 11월 19일 배포

47) 최지희. (2014년 8월 27일). “‘BIM’의무화 2년 앞으로…손 놓고 있는 업체들”,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



- 93 -

시사 ’을 보면 2014년 맥그로우 힐 건설(McGraw Hill 

Construction)에서 발행한 스마트마켓 보고서 ‘The Business 

Value of BIM for Construction in Major Global Markets’를 바

탕으로 국내  세계(미국, 캐나다, 국, 랑스, 독일, 호주, 뉴

질랜드, 일본, 라질) 주요 건설시장의 BIM 동향을 비교했다. 

아래 그래 를 보면 국내 건설시장과 그 외 국가의 BIM 

사용 기간을 비교 했는데 그 수치는 큰 차이 없이 비슷했다. 그

러나 국내 건설회사에서 BIM이 용된 사업 사례를 보면 15% 

미만 용사례 비율은 56%로 히 높고, 31%이상 사례는 약 

23%로 다른 주요 건설 시장과 비교해 비교  낮은 수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9] BIM 사용기간
     

[그림 60] 전체 사업 대비 

BIM 적용 사업 사례

(그림 출처 : McGraw Hill Construction. (2014). Business Value of BIM in 

Global Markets, SmartMarket Report, p54)

이 듯 세계 시장과 비교해 국내 건설 시장에서 BIM 용 

사례가 낮은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BIM 련 문 역

량도 낮을 뿐만 아니라 BIM 투자 비수익률에 한 인식도 낮

기 때문이다.48)

48) 최수 . (2016). 세계 주요국 BIM 동향과 시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

리핑 제578호, 10-11



- 94 -

[그림 61] BIM 전문 역량
     

[그림 62] BIM 

투자대비수익률에 대한 인식

(그림 출처 : McGraw Hill Construction. (2014). Business Value of BIM in 

Global Markets, SmartMarket Report, p54)

2016년부터 모든 조달청 발주 공사에 BIM 설계 용이 의

무화 되고, 국토부도 2020년까지 사회기반시설(SOC) 공사 20% 

이상에 BIM을 용하겠다는 방침과 같이 정부의 다양한 정책

과 함께 국내의 BIM 시장은 폭발 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정도는 세계 시장에 비해 미비하며 특히나 소

규모의 설계사무소는 여 히 BIM 도입이 은 상황이다. 

빌딩스마트 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BIM 용용역 실 정

보’의 2009년부터 2016년 상반기 자료의 건축사사무소의 BIM 

총 수행건수와 계약용역 수를 보면 소형 건축사무소를 찾

아보기 어렵고, 특히나 상 권에 랭크되어 있는 사무소들은 

형 건축사사무소이다. 

IPD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 BIM의 사용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IM도 제 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IPD의 

도입은 잘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BIM 문역량을 늘리고, 

투자 비 수익률에 해 정 인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하고, 부

족했던 문역량을 늘려서 BIM을 활성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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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명  총 수행건수 누적 계약용역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71 22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45 42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42 18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38 23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32 16

(주)아키탑케이엘종합건축사사무소 32 29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4 20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22 1

(주)건축사사무소 是 想 現 21 21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 16

(주)아이아크건축사사무소 16 0

(주)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14 2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4 10

(주)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9 8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8 2

(주)건축사사무소 NHA 7 7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 문박디엠피 7 6

ABIM건축연구소 7 7

(주)상지이앤에이건축사사무소 6 2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6 4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6 6

(주)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 6 4

(주)에스엠피 6 4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5 4

(주)토문건축사사무소 5 5

원양건축사사무소 5 2

(주)알피종합건축사사무소 4 4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3 2

(주)바호그린디자인건축사사무소 3 0

(주)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3 0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3 2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 3 3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2 0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2 2

(주)연우테크놀러지 2 2

(주)포치건축사사무소 2 2

(주)플랜에이건축사사무소 2 0

두리재준건축사사무소 2 2

인포마 2 2

건축사사무소 케이빔 1 1

[표 13] 2009년 1월 ~ 2016년 6월 BIM 적용용역 실적정보
(기준일 : 2009년 1월 1일~ 2016년 6월 30일)

(표 출처 : 빌딩스마트협회, 2009년~2016년 상반기 누적BIM적용실적등록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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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국내 건축 산업의 제도  문제

국내 발주방식은 미국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정책과 함께 

들여온 것으로 IPD를 도입하기 해서는 기존 제도의 문제  

악을 하고 이것의 개선을 통해서 기존 발주방식과는 다른 새

로운 방식인 IPD를 쉽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잡해지고 있는 건축 시장의 흐름 속에서 IPD의 특징  

하나인 기 업을 통해 설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설계 발주방식 에서 설계·시공 분리 방식은 업무

의 분 성으로 인해서 기 단계의 업이 어렵고, 리  조

정 비용을 과다하게 소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효율성

에 한계가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제도 · 습  등의 이유로 비

교  기 업에 유리한 설계·시공 일  방식보다 설계·시공 

분리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49)

발주와 련한 국내의 다양한 제도의 항목을 살펴보면 IPD

의 특성과 비슷한 평등한 치에서의 업이나 극 인 의사

소통, 계약, 보상, 불이익 등의 항목이 언 되기는 하지만, 이러

한 사항들이 아직 구체 이지 않고 IPD를 도입하기에는 많이 

미비한 상태이다. IPD에서는 로젝트에 여하는 참여자들이 

동등한 치에서 효율 인 의사소통을 통해 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건설업자와 문건설업자의 

도  역과 범 를 구분 짓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력 없이 

단독의 로젝트 입찰을 불가능하게 하여 상호 평등한 계 형

성을 어렵게 한다. 한 ‘건축사법’에서 건축설계와 시공이 제한

되어서 각 분야의 업무 주체의 분 을 례해 이에 따라 해당 

업무의 시각 차이가 발생해서 설계와 시공의 업무 연계성이 

49) 김윤정, 이유미, 신태홍, 김 상, 진상윤. (2009). 국내 공공건설부문 IPD 도입을 

한 비 연구. 한건축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 구조계, 29(1), 2009.10, 

60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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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에서

는 공공발주 시에 등한 입장에서의 계약, 계약에 따른 가와 

불이행시의 지체상  등에 한 항목이 언 되지만 로젝트 

성공 시의 보상에 한 항목이 부족하고, 이러한 것들의 구체

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50)

관련법률 주요내용 IPD 특성과의 비교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도급 영역

과 범위를 구분

 현실적으로 종합건설업자

의 허락 없이 전문건설업

자 단독의 프로젝트 참여

가 어려움

 종합건설업자를 비롯한 프

로젝트 참여자들과 상호평

등 관계의 형성이 어려움

 <제33조>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등에 관해 하

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함

 IPD도입 과정에서 전문건

설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

약법)

 <제5조1항>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함

 발주자와 계약의 상대자 

사이에 원론적인 상호평등

이 아닌 구체적인 조건의 

계약 가이드라인 필요

 <제15조> 계약 및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함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중

에 계약에 대한 대가와 지

체 시에 따른 불이익의 규

정되어 있지만 성공 시의 

이익에 대한 사항 미비함

 <제26조> 계약 불이행 시

에 지체상금을 내야함

[표 14] 주요 법 조항과 IPD 특성과의 비교

(표 출처 : 송설민. (2011). 「IPD 도입을 위한 국내 건설환경 및 제도에 대한 

분석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재작성)

50) 송설민. (2011). 「IPD 도입을 한 국내 건설환경  제도에 한 분석에 한 

연구」. 석사학 논문, 성균 학교 일반 학원 건설시스템공학과. 201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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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국내 건축 산업의 구조  문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건설 산업 구조는 시장메커니즘에 따

라 형성된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 구조는 법령에 

따라 형성되었다. 그 기 때문에 건설 산업의 각 분야는 법률에

서 규정하고 있는 범  안에서의 역할만 하도록 하며 그 결과 

설계는 건축사사무소 는 엔지니어링업체가, 시공은 일반건설

업체나 문건설업체가, 감리는 건설감리업체가 수행하는 등 각 

역에 이 구분이 생겼다. 

[그림 63] 국내 공공건설공사 생산체계

(그림 출처 : 문혁(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2008). 공공건설공사 발주방식 

결정체계의 이해. 국토(구 국토정보),(구국토정보다이제스트), 2008.6, 150-159)

이러한 구조와 그에 따른 구분은 각 역 간의 능력을 

문화 시키고 서로간의 견제를 통해서 비용을 감하면서 품질

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51) 그러나 이러한 인 구분으로 인

해 서로간의 업이나 의사소통에 문제 이 발생하고 로젝트

51) 문 . (2008). 공공건설공사 발주방식 결정체계의 이해. 국토 2008년 6월호 (통

권320호), 2008.6, 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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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생겨난 불이익이나 보상 등도 개별 으로 리하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공공발주사업에 한 건축사의 업무 

범 와 가기 52) 한 법령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실은 공

공기 에서 조차 가기 에 의해 설계비를 지 하지 않는다. 

산수립단계에서부터 설계비를 가 기 보다 게 책정하고, 

설계변경, 사후설계 리업무, 각종 인증에 따른 업무와 같이 

가기 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 하지 않는 항목이 

많으며, 건축주가 부담해야할 측량비, 지질조사비, 각종 인증수

수료까지 행이라는 명목 하에 설계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53) 이런 문제 으로 인해 설계 사무소는 한 보상을 받

지 못하고 축소되게 되며, 그 규모가 작은 사무소일수록 자본의 

부족으로 새롭게 용되는 기술의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

4.2.4 문제  해결을 한 방안 제시

앞서 언 했던 국내 건축 산업의 여러 문제 들을 IPD의 

특징과 연  지어서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간략하게 제안했다. 

국내 발주방식은 법령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므로 IPD를 도입하

기 해서는 부분의 문제 한 제도 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

분이 많다. 

IPD에서는 로젝트의 기부터 하나의 을 구성해 진행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기 업이 어려운 설계·시공 분리방

52) 공공발주사업에 한 건축사의 업무 범 와 가기  : 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129호(2009.3.27.)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제1조(목 )- 이 기 은 건축사법 제19조의3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 한 육성

과 건축설계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한 건축사의 업무범 와 가기

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 www.molit.go.kr)

53) 김용미. (2013). 공공발주 사업에서 공정한 건축설계비 보상과 가기 의 선진

화를 한 제언. 한건축학회, 건축 57(12), 2013.12,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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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법령에서 정의하는 계약이 각 역별

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은 목 의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한 IPD에서는 평등한 치가 요한데, 각자의 계약 속에서 

주요 참여자와 력자 간에 계약조건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에 업이 비교  쉬운 설계·시공 일

 방식을 권장해야하고, 각 역별로 나눠져 있던 계약방식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모든 참여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평등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게 구성된  안에서 IPD는 극 인 의사소통을 하도

록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축설계와 시공, 종합건설업자와 

문건설업자의 역과 같은 력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역할이 

제도로 정해져 있어서 쉽게 의사소통할 수 없고, 상하 계가 생

겨서 평등한 치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각 과

정에서 설계 변경과 그에 따른 공기지연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는 제도 안에서 각자의 역은 존

하되, 서로의 것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추

가 으로 필요하다. 한 참여자들이 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

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 트웨어를 극 도입해

야 한다.

한 각 역에 확실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로세

스로 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

는 BIM을 극 으로 도입해 Virtual Construction 환경을 만들

어 이를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진행하게 된다면 그 로세

스는 통합될 것이다.

IPD에서  요한 한가지 특징은 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에 따라 생기는 불이익과 보상을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공유한

다는 인데 국내에서는 각 역의 인 구분으로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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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개별 으로 추구하게 된다. 한 계약에 한 가와 

지체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 로

젝트의 성과에 따른 보상 에 한 부분이 부족하다. 따라서 계

약 불이행과 지체에 따른 불이익에 한 부분도 더 상세한 제

도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보상에 한 부분도 필요하다. 그

리고 이 모든 것들은 로젝트의 성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명시해 참여자들이 모두 함께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낼 수 있

어야한다.

그리고 IPD에서는 2D와 3D를 뛰어넘은 디지털 기반의 

BIM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BIM 수행

능력과 비사항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고, 부분의 건축사사무

소에서 BIM에 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한 자본이 부족한 

세한 건축사사무소는 자본이 부족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은 정부의 차원에서 BIM에 한 인식의 

개선과 교육으로 BIM 문 인력을 양성해야하고, 세한 사무

실도 이러한 기술의 해택을 얻기 해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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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D 특징 관련된 문제점 해결방안

프로젝트 

초기부터 

구성되는 

통합된 팀

 국내에서는 초기 협업이 어

려운 설계·시공 분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설계·시공 일괄 방식을 권

장하고 나눠져 있던 계약 

방식을 통합시켜서 참여자

들이 초기부터 계약할 수 

있게 하고, 그 조건도 평등

하도록 한다.

 계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 계획 수립

이 어려움

 주요 참여자와 협력자 간에 

계약조건에서 불평등성

참여자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건축설계와 시공, 종합건설

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영

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협력과 평등한 관계 형성이 

어려움

 각자의 영역은 존중하되, 

서로의 것을 공유하고 소통

할 수 있다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실

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한

다.

 각 영역의 절대적인 구분으

로 소통 어려움

 소통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과정상에서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통합된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각 영역에 확실한 구분으로 

인해 진행되는 프로세스도 

구분이 확실함

 BIM 도입으로 Virtual 

Construction을 통해 통합

된 프로세스로 진행한다.

프로젝트의 

불이익과 

보상 공유

 계약에 대한 대가와 지체 

시에 불이익이 법률로 규정

되어 있지만 성과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분 부족함

 계약 불이행이나 지체 시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더 상세한 제도가 필요

 보상에 대한 부분도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프로젝트의 성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명시

해야함.

 각 영역의 절대적인 구분으

로 이익과 불이익 개별적으

로 추구

디지털 

기반의 

BIM 사용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BIM 

수행능력과 준비사항 미흡

 BIM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부차원의 교육으로 BIM 

전문 인력 양성 필요.

 영세한 사무실도 이러한 기

술의 혜택을 얻기 위해 정

부차원의 지원 필요.

 BIM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영세한 사무소는 자본이 부

족해 새로운 기술 도입이 

어려움

[표 15] IPD 도입을 위한 국내 건축 산업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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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내 실정에 맞는 IPD 제안

설계사무소의 규모와 상 없이 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최

 20명에서부터 최소 2~3명까지의 설계 이 만들어지고, 설계 

이외의 구조, 설비, 기, 조경 등의 여러 분야에서 함께 력해 

참여하게 된다. 이 게 여러 사람이 하나의 로젝트를 수행하

게 될 경우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데, 사람이 많을수록 작업 수

행의 효율과 설계 품질은 낮아지고, 공사 에 생겨나는 여러 

비용은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고자 도입한 것이 IPD 인데, 무 많은 분야로 나눠져 소통

의 문제와 함께 설계의 효율이 떨어졌던 것을 하나의 과정과 

하나의 으로 묶어 진행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BuroHappold Engineering

나 Ove Arup과 같이 통합된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회사가 생겨

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각 회사는 디자인부터 로젝트 매

니지먼트, 엔지니어링 등을 모두 통합해 각 역의 경계를 흐리

는 회사인데 국내에도 앞으로 이런 통합된 회사가 생겨나고 외

국의 형 통합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회사와의 업으로 IPD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각 로젝트마다 그에 한 소 트웨

어를 선택해서 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로젝트의 특성별로 좀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규모나 로젝트의 규모, 는 

발주방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기보다 로젝트의 형태가 정형

이냐 비정형이냐에 따라 구분하기로 한다. 이것은 앞선 소 트

웨어 분석에서 각 소 트웨어별로 형태에 따라 비정형 형태를 

구 해 내는 것에 특장 을 보이는 소 트웨어가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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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고, 앞선 사례분석에서 형태에 맞게 소 트웨어를 사

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젝트는 그 형태에 따라 정형일 때와 비정형일 때로 크

게 나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동 문디자인 라자, 바클

이스 센터, RMT 본사사옥은 비정형이고 461 딘은 정형의 건

축물이다. 

먼  정형의 건축물 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국내에서는 

아직 AutoCAD와 Sketchup을 범 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디자인 기에는 이 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며 로젝트를 

진행하고 이후 디자인을 구체화 해나가는 단계에서 Revit을 사

용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 이다. 이는 아직 BIM이 활성화 되지 

않은 국내의 설계시장에 합하며 쉽게 근할 수 있다. 한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업할 수 있는 랫폼으로 Navisworks

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같은 Autodesk사의 제품인 

AutoCAD, Revit과의 호환성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Revit의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Navisworks를 통해 업을 가

능하게 한다. 

비정형의 건축물 로젝트에서는 비정형 설계에서의 특장

을 가지고 있는 Rhinoceros를 이용해 기 디자인을 확정한

다. 국내 설계사무소에서 아직 Sketchup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Sketchup은 아직 비정형을 설계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Rhinoceros와 그에 합한 다양한 Plug-in을 

사용한다. RMT 본사사옥의 사례에서와 같이 Rhinoceros를 이

용해 건물의 체 인 형태를 설계하고 나면 CATIA를 이용해 

구조, 설비, 외피, 벽체 등을 Fabrication한다. 비정형일 때에는 

그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 Fabrication

을 해주는 소 트웨어인 Tekla를 사용하면 간섭사항을 쉽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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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수 있다. 그리고 CATIA와 호환이 높은 ENOVIA를 랫

폼으로 사용해서 사용자들이 설계된 모델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도록 해 다. 

[그림 64] 건축물의 형태에 따른 IPD 환경하의 소프트웨어

두 가지의 상황에서 모두 디자인을 하는 소 트웨어와 

BIM 소 트웨어, 그리고 랫폼을 제공하는 소 트웨어를 각각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직 국내에서는 2D와 3D 기반의 

설계가 보편화되어 있고 BIM의 용은 늦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 진 인 BIM 도입보다는 기존의 도구 사용과 BIM이 함

께 용된다면 국내 설계시장에서 쉽게 IPD를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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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IPD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 리의 로젝트 수행하는 단

계, 참여자의 구성, 로젝트 운 을 총체 으로 통합하여 진행

하는 방식으로 인구 증가가 정체된 선진국에서 건설 산업의 생

산성 향상을 해 생겨난 요한 노력의 하나이다. 지난 10여 

년간 건설 산업에서 설계와 시공을 극 으로 통합하는 새로

운 방식을 추구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으로 건설 산업은 재편되

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IPD를 사용한 사례들은 각 디자인에 

맞는 소 트웨어와 로세스를 통해 구축되었으며 BIM 데이터 

일을 기본으로 비용 리, 재료 주문  부품 트 제작 등이 

설계와 더불어 시차 없이 이루어졌다. 즉 설계와 함께 건설이 

시작되고 이 과정들이 통합된 것이다. 그러나 IPD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에서는 각 공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에 따

른 시공단계에서 추가 인 시간과 인력에 한 손실, 그리고 추

가 인 비용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과정이 통합되었다면 보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IPD는 기존의 TPD에서의 로젝트 차인 ‘기획-구상-개

념-디자인발 -기술 인 문제 해결–디자인 최종결정-최종 도

면화-물량산출  공사비산출-설계수정-입찰  도 자 선정-

시공-문제발생-설계변경-완성-시운 -하자보수’의 순차 인 

로세스를 ‘Virtual Construction-Realize’의 통합된 로세스로 

진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계의 Tool은 디자이 의 

손을 이용한 도면과 모형, 2D Computer Aided Drafting 

Software에서부터 3D Modeling Program을 거쳐 Revit으로 

표되는 4D Modeling Program, 그리고 5D Model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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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세스가 통합되듯이 

그 소 트웨어와 제작 도구도 차 차원이 깊어지면서 통합되

고 그 두 가지가 함께 보완 인 계로 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IPD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

입되더라도 굉장히 은 부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DDP사례에서도 봤듯이 아직 국내에는 BIM 수행 경험과 기술

자의 부족으로 BIM을 도입한 공사 진행시에 많은 문제 을 드

러내고 있다. 한 건축가와 생산자 사이의 설계 정보가 단 되

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생산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업

체계가 아직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의 설계사무소의 경쟁력을 높이

기 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BIM기반의 설계방식을 용

하고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리할 수 있는 공통의 

랫폼을 만들어 체 인 통합된 로세스와 디지털 기반의 

건축설계 도구를 도입해 재 소에 사용해서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야겠다. BIM뿐만 아니라 공유 랫폼을 

가지고 있는 로그램에 한 극 인 홍보와 도입이 필요하

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자  생산자가 직  참여한 새로운 

업체계의 제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IPD 도입의 문제를 BIM에 한 인식 

부족과 문가 부족 등의 이유로 BIM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문제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형성된 미국의 것을 벤치마킹해 법

령을 기반으로 형성된 국내의 발주방식은 IPD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그 제도가 뒷받침 해주고 있지 못하고, 한 법령에 의해 

각 역의 구분이 확실해 업이 어렵고 설계사무소의 역할과 

지 의 축소 등의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

해 사례에서 용된 소 트웨어와 로세스를 바탕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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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정에 맞는 IPD에 해 제안했다. 아직은 국내에 BIM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2D와 3D 기반으로 디자인 하는 것이 

더 보편 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소 트웨어가 아닌 각 

역에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소 트웨어의 장 을 극 으

로 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소 트웨어를 제안했다. 하지만 

앞으로 IPD가 좀 더 확산하게 되면 소 트웨어 한 통합될 것

이다.

설계 로세스와 소 트웨어가 통합되고 있는 것과 함께 

최근 통합된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회사가 생겨나고 있는 것처

럼  세계 설계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통합되는 방향으로 발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제 로 이해하고 용해서 

진 으로 용하기 보다는 국내 설계시장에 맞는 방향으로 

용해야겠다. 국내 IPD도입으로 기존에 분업화 되어있었던 구조, 

설비 등의 역까지 건축가 함께 여해서 좁았던 건축가의 입

지와 역할을 확 하는 발 으로 삼아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수

 높은 디자인과 업을 통한 좋은 품질의 완성도 높은 건축

을 해낼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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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nticipated Changes of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and 

Software under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Environment 

YUN JAE HYUNG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of the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and 

softwares. IPD, which was introduced to solve problems such as 

construction period delay, budget overflow, and lack of 

collaboration that existed between team members, caused changes 

in the processes of architecture project delivery and software. 

Therefore, I will analyze these changes in comparison with 

traditional project delivery, and analyze the process and used 

software of various projects that have accepted recent changes. 

Thus, I anticipate to predict future direction of domestic 

architecture project delivery method.

Recently, various architectural projects have been changed to 

larger, more complex, and multifunctional than the past. The 

selected cases for the analysis were completed within 10 year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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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in progress project. One of them was made BIM team after 

construction documentation phase, one of them was applied the 

IPD on a part of design process, and one of them was applied 

the IPD in a whole process. Throughout the analysis and 

comparison in these various case studies, I can figure out the 

problems of the recent complex projects with traditional project 

delivery and advantages of the IPD to imporve them. And also 

through the analysis of design process and softwares I can apply 

IPD appropriately in new project.

The structure of the architecture industry and project 

delivery of US or Europe are built according to the market 

mechanism, whereas the structure and project delivery of Korea 

is formed and developed by the legislation which benchmark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degree of IPD usage in Korea is 

much lower than the leadign western architectural industrial 

countries. This is because of the lack of use BIM in domestic 

markets and the problem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structure. Therefore, in this research I think about the application 

method of IPD through these problems.

keywords : IPD, Integrated Project Delivery, Project 
Delivery, Computer Aided Design Softwar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TPD, Traditional 

Project Delivery

Student Number : 2015-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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