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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컨스트럭션(CONNECTED CONSTRUCTION): 
협업으로 건설 세계를 다시 정의하다
서론

예로부터 건축·엔지니어링·건설(AEC, Architecture, Engineering & 
Construction) 업계는 상호 연결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업계 관계자라면 

프로세스와 데이터 단절에 따른 여러 상황을 많이 겪어왔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현장에 있는 다수의 팀 간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사와 업계 전문가들은 오류와 누락이 많은 오래된 

데이터 및 계획에 기반해 작업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다. 건설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단계마다 통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니 각각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데이터가 손실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사일로(silo), 팀들 사이 단절, 실시간 정보에 대한 열악한 가시성 모두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연, 재작업 및 낭비로 

이어진다. 그러니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 건설 업계가 데이터 및 커뮤니케이션 

이슈로 입은 손해가 1,770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플랜그리드(PlanGrid), 건설 

산업 분석 업체 ’FMI‘가 발행한 보고서의 결과가 그리 놀랍지만도 않다.

이제 건설의 각 단계마다 건설을 재구상해야 할 때다. 이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계획과 시공 단계는 물론, 장기적인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이 가능하도록 팀과 워크플로우, 그리고 프로젝트들을 상호 연결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어지는 글들에서는 오토데스크 경영진과 다양한 분야의 업계 전문가들이 

데이터 상호 연결과 차세대 건설 기술을 통해 협업을 개선하고 위험 리스크는 

줄이면서 프로젝트를 보다 빠르게 완료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주요 건설사들의 사례도 소개한다. 로열 밤(Royal BAM) 자회사인 밤 아일랜드

(BAM Ireland)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동 계획 프로세스와 도구를 

통해 관련 분야들을 어떻게 통합했는지 알아본다. 또 스칸스카(Skanska) 

스웨덴이 ‘올 디지털(all-digital)‘ 미래를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읽어볼 수 있다.  

건설 과정에서 협업은 필수적이지만,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해 

관계자들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을 함께 축하하기보다 서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데이터에 접근하는 액세스를 개선하고 협력과 

협업을 종용하여, 건설에서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커넥티드 컨스트럭션

(Connected Construction)은 건설 방식을 재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이야말로 AEC 산업 전체에 걸쳐 함께 축하할 일이 될 것이다.

엘리슨 스콧 (ALLISON   SCOTT) 
오토데스크 사고 리더십 및 고객 마케팅, 건설 솔루션 디렉터

https://blog.plangrid.com/2018/08/fmi-plangrid-construction-report/


\  4

빅데이터로 리스크는 
덜고, 건설 비즈니스는 
날개 달다
작성 JIM LYNCH

오토데스크 건설 솔루션 담당 부사장/총괄 매니저는 품질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머신 러닝(기계 학습) 도구가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해준다고 말한다.

건설사들은 납품 가속화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지 못하면 큰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 이는 한 단계 

더 진화한 강력한 항공기 제트 엔진을 만들어 놓고 정작 이륙하지는 않는 셈이다.

넘쳐나는 건설 문서를 디지털화하면 풍부한 정보가 생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그 와중에 데이터 분석에까지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다. 머신 러닝(기계 학습) 툴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지속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은 품질 문제부터 안전성 리스트 요인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건설 추세를 파악하고 향후 프로젝트에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기업 관계자들과 대화해보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프로젝트에 더 많은 예측 가능성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주 거론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마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건설 관리 기술 채택이다.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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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RFI(정보 요청서), 제출물, 이슈 보고서 등의 모든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디지털로 저장하면 

상당한 양의 정보가 축적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추가될 때마다 정보량도 크게 증가한다. 머신 

러닝 툴은 프로젝트 데이터를 살펴 품질과 안전의 트렌드를 찾아 보고한 다음 리스크 요인을 

신고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예측성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건설사들이 과연 문화적 전환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해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건설사가 프로세스 디지털화를 위해 종이 문서 기록을 하던 

습관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KPI(핵심 성과 지표) 전반에서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늘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프로세스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프로세스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물론 건설사들은 이미 일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전체 인력이 없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한편으로 이들은 

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는 만큼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 인력에 가중된 압박이 

완화되면서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고, 프로젝트 리스크는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멈춰서 

재정비할 여유가 없다. 비행 중 제트 엔진을 

변경할 수 없듯이 말이다.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동안 새 프로젝트는 받지 않겠다고 

말할 종합 건설사는 아무도 없다.

건설업계에 변화가 생기다

10여 년 전만 해도 건설은 전체 산업 중 기술 도입이 가장 더딘 업계로 손꼽혔다. 건설업계의 

이미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평가였지만 동시에 업계 내 개선의 필요성을 각인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기술이 비즈니스의 핵심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건설사들이 인식함에 따라 

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작업 현장의 수작업 노동과 장비가 건설의 전부는 아니다. 건설 회사에게도 기술은 귀중하고 

유용한 도구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수주를 받고, 생산성을 유도하며, 더 나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이다. 또한 2040년까지 막대한 건설 및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건설업계가 반드시 채택해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기업들은 조직에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https://connect.bim360.autodesk.com/embracing-construction-data
https://www.autodesk.com/redshift/building-the-future/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7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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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파장이 예상되는 곳에 기술을 배치하도록 전문가 

팀에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팀은 기술 환경과 기존 

프로세스를 살펴본 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기술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적응에 성공한 예로 서퍽 건설 을 들 수 있다. 혁신의 문화가 

자리 잡은 회사인 만큼 실수 발생률은 낮고 예측성은 높은 

건설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총괄 부사장 겸 최고 

데이터 책임자 지트 키 친(Jit Kee Chin)은 회사의 기술 

전략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서퍽는 머신 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더 나은 건물을 

제공하는 기술 도입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건설사에서 최고 데이터 과학자, 최고 기술 책임자, 

기술 전략가 중 누구를 고용하든, 회사 차원에서 기술을 

수용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좋아. 우리가 비즈니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일까?”라고 자문하며 잠에서 깨어날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PI 그 너머를 보다 

건설 관리 자동화로 건설 기술 도입이 끝나는 건 아니다. 

건설사는 직원, 회사 및 고객을 위해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찾고 있다. 1년에서 3년이면 

리스크를 예측하고 향후 프로젝트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도입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종합 건설사로서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위노튼(Swinerton)은 현재 Construction IQ(
컨스트럭션 IQ)로 알려진 오토데스크 BIM 360의 

Project IQ(프로젝트 IQ) 머신 러닝 엔진을 사용하여 

고위험 하청업체(더 많은 문제를 유발했거나 반복적인 

실수를 한 반복 위반자)를 표시한다. 회사의 위험 노출을 

제한하면 비용 초과와 일정 지연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수동으로 데이터를 뒤지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으며 그런 

방식으로 유용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낮다. 머신 러닝 

도구를 사용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여러 프로젝트에 

걸쳐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도구가 이를 학습해 

정확성도 점차 향상된다.

건설사가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품질과 안전을 위해 KPI

를 벤치마킹하고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설정하면 마진이 개선된다. 궁극적으로 수익도 

개선될 것이다. 품질과 안전은 작업 현장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 두 가지이므로 수익성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 종합 건설 업자가 리스크는 줄이고 

작업자가 매일 작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https://knowledge.autodesk.com/support/bim-360/learn-explore/caas/CloudHelp/cloudhelp/ENU/BIM360D-Insight/files/BIM360D-Insight-About-Construction-IQ-html-ht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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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을 고치다

여러 회사와 프로젝트 팀이 모여 복잡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경우, 여러 장애 지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여 현장 시공을 통해 번질 수 있으며, 

수정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까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시정해야 하는 설계 오류나 재작업해야 하는 건설 등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는 작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 품질은 안전에 영향을 주고 안전은 품질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애초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관건이다.

건설 기술이 포착한 풍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머신 러닝 도구는 해결해야 하는 품질 및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표시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향후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어떤 건설사든 리스크를 

줄이고 프로젝트를 보다 덜 복잡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기술이다. 이륙하지 못하고 선회 비행을 지속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회사를 

보다 안전하고 빠른 항로로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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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architectur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건축·엔지니어링·건설) 

산업에서 안타까운 점은 계획과 설계부터 건설과 운용에 이르는 각 프로세스의 단계를 

오가면서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량의 가용 수명 주기 중 다음 단계로 데이터를 옮길 경우, 데이터가 그 고유의 

데이터 세트만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이를 이동하게 된다. 데이터를 변환할 때마다 

데이터의 풍부함과 가치가 줄어든다.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가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입안자, 설계자,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해당 정보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이는 결국 불필요한 재작업이 되고 만다.

오토데스크의 AEC 비즈니스 전략 및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GIS와 BIM 데이터를 통합하면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물,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건설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GIS와 BIM의 통합이 
가져온 토목 설계와 
건설의 완벽한 변화
작성 NICOLAS MAN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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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3D 모델링으로 빠르게 나아가면서 GIS (지리 정보 

과학) 산업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진화는 설계 

및 건설 산업이 2D에서 3D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빌딩 정보 모델링)으로 바뀌면서 겪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하나의 총체적 환경에 통합된 GIS와 BIM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다.

BIM/GIS 통합이 시작되다

GIS 정보는 도로, 교량, 공항, 철도망 및 다른 토목 시설을 주변 

환경에 맞게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며 BIM 정보는 

이런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설할 때 필요하다.

두 정보를 합치면 BIM 모델에 지리 공간 환경을 혼합한 

레이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GIS는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간파하여 설계자가 구조물의 위치, 방향, 심지어 건축 

자재를 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규모도 중요하다. GIS 정보는 도시, 지역, 국가 규모에서 

운용되는 반면 BIM 데이터는 특정 형태나 구조를 설계하고 

만들어 내는 데 적용된다. 이제 BIM으로 개체 단위 (문, 창문 

또는 벽 스케치)에서 물리적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다. 여기에 

GIS를 추가하면 보다 확장되고 스마트한 환경을 배경으로 그 

구조물을 관리할 수 있다. 건물은 토지의 한 구획, 수도와 전기 

등의 공공시설, 도로와 연결된다.

이 두 가지 상대적인 규모를 통합하고 그 사이에서 정보를 

원활하게 이동하면 데이터 중복이 제거된다. 더 나은 지리 공간 

환경을 BIM 프로세스에 도입하면 프로젝트 소유자가 더 나은 

설계를 비용을 절약하며 얻을 수 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사용하면, 토목 및 건설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전 세계 어떤 지역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를 계속 변환하지 않고도 다른 환경에서 

해당 정보를 재사용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 센서 시스템이 
수집한 GIS 데이터와 BIM을 
통합하면 도로 설계 및 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GIS 데이터는 BIM 설계에 지리 
공간 요소를 도입하여 주변 환경에 
잘 맞는 도로와 교량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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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 GIS 위치 데이터 = 더 나은 설계와 장기적인 비용 절감

건설 업체가 프리패브리케이션(prefabrication)을 위해 공장에 건설 프로세스를 도입하든 

건물 부지를 야외 공장으로 전환하든, 물류 일정을 개선하고 작업 시간과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새로운 초점이다. GIS와 BIM을 사용해서 이 새로운 산업화 건설 프로세스에 공간 차원을 

도입하면 건설 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효율을 높일 것이다.

에스리(Esri)와 오토데스크는 BIM 및 GIS의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협업은 현실 세계 환경에서 더 나은 설계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구조의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을 통해 건설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 되도록 해줄 것이다.

그사이에 이미 기술 합성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적절한 사례가 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설계 회사인 모트 맥도널드(Mott MacDonald)는 GIS와 BIM을 통합해 뉴욕의 하류 

캐츠킬 (Catskill) 급수 터널 재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결과물인 디지털 작업 제품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납품을 돕기 위해 정보를 기록, 색인화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위험 평가에서 ‘위치’의 과학

새로운 도로, 교량, 시설의 장기적인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현재 도시가 마주하는 

지속가능성과 복원력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설계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BIM, CAD(computer-aided design, 컴퓨터 지원 설계), GIS가 

제공하는 지리 공간 정보 간 동적 데이터 교환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실제 지리 내의 실제 장소에 디지털 디자인을 도입하면 설계 및 건설에서 전단부 위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의 가장 큰 지연 요소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 

많은 평가가 필요한 계획 및 허가 단계다. 엔지니어와 설계자는 지리 공간 데이터를 사용해 설계 

프로세스 외부에서 대부분의 평가를 수행하며 이 방법으로 홍수 범람원 지도를 보거나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찾는다. GIS와 BIM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설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GIS와 BIM의 통합은 구조물이 지어졌을 때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시설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최종 데이터는 과하게 단순화된 것보다 GIS에 연결된 유연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은 해당 구조물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게 놀랍지만 않은 이유는：

 

52%

 

재작업

13%

 

1770억 달러

시간 낭비 재정적 손실

 

건설 산업은 지금 데이터 문제를 겪고 있다

열악한 데이터가 미치는 영향

수집된 데이터가 엔지니어링 및 건설에서 
사용되지 않는다.1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쯤 프로젝트 중 
생성된 초기 데이터가 손실된다.2

건설 업계 전문가가 상호 통합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3

건설 업계 전문가는 소프트웨어가 통합되지 
않을 때 데이터를 수동으로 전송한다.

전 세계적으로 열악한 데이터 및 
의사소통으로 재작업이 

발생한다.4

건설팀의 작업 시간이 프로젝트 
데이터를 찾는 데 소요되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 기업은 
최적이 아닌 활동에 이만큼의 
인건비를 지출했다.

출처:

1 현재 건설 환경에서 빅데이터 금맥을 찾아 나선다
2 에머슨
3 2018년 JB 지식 건설 기술 보고서
4 FMI 및 Plan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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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제 도로를 운영할 때는 시설 관리, 

가드레일 설치 관리, 차선 도색 관리, 유지 보수 직원 

감독이 필요하다. 수많은 보강 및 개보수 작업도 

수행해야 한다. GIS, CAD, BIM을 연결하면 

운용성을 개선하고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이 기술 

통합은 예측 정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 루프 닫기

BIM과 GIS 연결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더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스마트한 계획 결정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진화를 위해 이런 시스템을 통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차량의 센서가 

지속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량은 내비게이션, 로컬 지오메트리, 일렉트로닉 

호라이즌(electronic horizon)을 생성할 때 

고도로 정확한 기계 지도에 의존한다.

컴퓨터로 해석할 수 있는 기계 지도는 실제 지리 

정보를 풍부하게 포함한 3D 고속도로 설계 

파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자율 주행 차량은 

차선 폐쇄나 공사로 인한 변경 등 업데이트된 도로 

지오메트리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고위험 지역을 

식별해서 도로 설계 및 유지 관리 계획자에게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전 과정이 더 원활해져서 교통부는 

노후화된 도로를 더 빠르게 보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센서 시스템, 지리 정보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를 통합하면 모두의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어떤 규모에서도 더 나은 토목 설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 기술 및 데이터 
가시성으로 신뢰 및 협업 강화

오토데스크와 FMI가 2,500명의 업계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신뢰도 연구에 
따르면, 조직은 신뢰 수준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면 공동 작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높은 신뢰도를 기록하는 조직일수록 수백만 달러 
상당의 혜택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 자발적 이직률 감소로 직원 교체에 
소모했을 비용을 최대 $750,000까지 
절감할 수 있다. 

• 프로젝트 일정을 놓치는 횟수가 줄어 연간 
최대 4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고객사의 재의뢰로 총 마진을 2%~7%까지 
높일 수 있다.

출처: 신뢰의 중요성: 저신뢰로 인한 고비용, 오토데스크 및 FMI

GIS와BIM데이터는 시설 운영과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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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캐논디자인(CannonDesign)은 대규모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로서는 이례적으로 힐다 에스피날(Hilda 
Espinal)을 첫 번째 최고 기술 책임자(CTO)로 고용하며 업계 큰 

주목을 받았다.

건축, 정보 기술 및 프로젝트 관리 분야의 경험을 가진 에스피날 

CTO는 이런 배경을 살려 캐논디자인이 기술을 활용해 보다 나은 

설계와 강력한 파트너십 개발을 하는 방법들을 모색한다. 에스피날 

CTO는 이런 접근이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확보, 그리고 설계자부터 

건설자와 건물 입주자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득으로 작용한다고 믿는다. 한때 차별화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은폐하던 회사들이 많았던 반면, 업계 전반에 걸쳐 점차 

협업 정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에스피날 CTO의 의견이다. 모두가 

몇 걸음이라도 앞선 지점에서 경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된 공유 환경을 통해서 말이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에는 빌딩 정보 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있지만, 에스피날 CTO는 공유의 

문화가 다른 변화에도 박차를 가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계획 

및 설계를 위해 사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데려오는 등의 방법같이 

말이다. 이어지는 글에서 디지털화가 건축가, 엔지니어, 건설사, 

입주자 및 발주처의 협업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에스피날 CTO의 다섯 가지 교훈을 제시한다.

디지털화로 건축업계 협업 문화 
조성하는 5가지 방법
작성 KIM O’CONNELL

건축 회사 캐논디자인의 CTO는 지식 공유와 협업은 빠르면 빠를 수록 이득이라고 말했다.

캐논디자인 직원들은 VR 및 기타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 협업한다. 
이미지: 캐논디자인.

https://www.autodesk.co.kr/solutions/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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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를 공유하면 진행이 수월해진다 

프로젝트 수행은 선형적인 프로세스가 아님에도 종종 선형적인 과정인 듯이 제시된다고 

에스피날 CTO는 말했다. 실제 프로젝트는 상당 부분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다. 에스피날 CTO는 자기도 건축사 면허가 있다면서 건축사들의 

전문 지식이 프로젝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해도 그 것만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프로젝트 초기에 건설사로부터 건설 가능성의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 상세히 

배우고, 설계에서 시공으로 직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함정을 서로 피해 가기 위한 추가적인 

인사이트까지 확보하는 과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 보라”며, “사일로(silo) 환경에서 

작업하는 이상 우린 예측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에스피날 CTO는 컴퓨터 모델링이 설계 과정에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기술, 시간, 교육, 콘텐츠 

구축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했고, 그래서 기업들이 정보 공유를 꺼리는 문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제 이 기술은 선진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에스피날 

CTO는 모델링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모범 사례가 각 산업 부문에 맞게 구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공통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이 더 빨리 

이해와 합의에 이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에스피날 CTO는 “정보는 공유될 때 힘이 되는 것이지 혼자 가지고 있을 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보를 공유할 때 우리는 진화하고 서로의 지식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이는 

자원 확보로도 이어지기에 건물이든 도시든 실제 생산물에도 득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캐논디자인의 사내 의료 전문가들은 회사 설계자들과의 협업 하에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카이저 퍼머넨테 방사선 종양학 센터(Kaiser Permanente Radiation Oncology Center)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미지: 캐논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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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지정된 데이터와 설계 조건을 기반으로 여러 설계 옵션을 만든다. 이것이 

설계 및 건설 산업의 미래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에스피날 CTO는 일부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변화에 저항하고 있으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인해 곧 로봇이 그들의 직업을 장악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실도 

납득이 간다고 말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설계자가 프로젝트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임은 분명하다. 에스피날 CTO는 “어떤 것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자동화될 것인지, 어떤 

것이 아닐 것인지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장의 주차 공간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며, “그런 

일에 잘나가는 설계자가 필요할까? 아니다.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대신 수행하게 하면 된다. 컴퓨터는 정보, 공식, 목표 및 설계 변수를 분류하고 

점수를 매기는 다양한 옵션을 생성할 수 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여러 개 내놓을 수 있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개선하고 교육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전술적이고 실용적일 수 있으며, 대규모 모듈러 

건설 잠재력도 있다. 이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거의 10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접근 방식이다. 에스피날 CTO는 “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을 컴퓨터가 선택하는 사항이나 복잡한 

형태의 제작에 창의적 프로세스를 내주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최적화 가능성과 엄청난 잠재력은 

종종 망각하는 듯하다”며, “복잡성을 떠나 이러한 잠재력은 대량 생산에 

도움이 되고, 따라서 용적 절감, 프리패브리케이션(Prefabrication) 

등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전했다.

에스피날 CTO는 설계자들이 계속해서 키를 쥐게 될 것이라고 하며, “

건축가로서 우리의 역할과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이 고객 기대 관리와 연관돼 

있음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컴퓨터에 맡길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UC 샌디에이고 의료의 제이콥 메디컬 센터. 이미지: 캐논디자인.

https://www.autodesk.com/solutions/generative-design/architecture-engineering-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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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업은 내부에서 시작해야 한다

에스피날 CTO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설계,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 내에서 더 많은 디지털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 다른 공동 작업자들과 더 

나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략적 차원에서 

회사는 부담 없이 공유 가능한 것의 범위와 그렇지 않은 

것의 범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함으로써 

의도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에스피날 CTO는 “지식 공유와 포착은 정말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부터 발달하고 

성장해야 한다. 회사에서는 지식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어디엔가 기록하여 

액세스 가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캐논디자인의 포트폴리오에는 UC 샌디에이고 의료의 

제이콥 메디컬 센터(Jacobs Medical Center),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카이저 퍼머넨테(Kaiser 
Permanente) 방사선 종양학 센터와 같은 주요 의료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시작부터 

프로젝트 디자인에 통합된 직원 의료 전문가를 고용하는 

흔치 않은 단계를 밟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입주 후 

고객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부터 시설 최적화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초기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시각화 소프트웨어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고객과의 협업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캐논디자인은 토론토 요크 대학교 의뢰로 새로운 

학생회관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 11,000명의 요크 

대학 학생들이 이 과정의 모든 차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비차별주의와 웰니스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각시키고자 노력했다. 설계자들은 도면을 언어처럼 

활용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건물의 단면과 

입면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에게 도면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명확하게 전달할 줄 안다. 하지만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몰입형 시각화 

플랫폼은 고객 및 프로젝트 파트너와의 대화를 개선한다.

에스피날 CTO는 “AR, VR과 같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

여기, 이 헤드셋을 써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가상 공간을 거닐면서 천장이 너무 낮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복도의 폭은 적당해 보이는지 고객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고객은 

설계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덕에 고객 

입장에서도 이건 좋고, 이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객은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말했다.

토론토에 있는 요크 대학교의 신축 학생회관 건물. 이미지: 캐논디자인.

https://www.cannondesign.com/our-work/work/uc-san-diego-jacobs-medical-center/
https://www.cannondesign.com/our-work/work/york-university-student-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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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 공유는 생태학적 책임과 맞닿아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설계자들은 자재를 재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건물의 방향을 조정하여 

일광이나 기타 조건을 최대화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기후 변화는 구축 환경을 위협하므로, 개별 기업이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소요하는 건 이러한 아이디어의 혜택을 공동체 차원에서 누릴 수도 있는 

시점임을 생각하면 생태학적으로 그다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닐지도 모른다.

에스피날 CTO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모델링 및 테스트 옵션에서 

반사 또는 불투명 표면이나 건물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게 몇 번만 

시도해 보고 나면 그게 자연스레 정보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설계자들에게는 

이러한 통찰과 판단을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지, 서로 경쟁할 영역은 확실히 아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지구는 

하나뿐이다. 지금껏 얻은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계속 내부적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힐다 에스피날 CTO. 이미지: 캐논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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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의 파도를 닮은 배럴 모양의 금속 지붕이 눈에 띄는 임페리얼 비치 도서관은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주 국경에 인접한 작은 공동체를 상징하는 현대적인 랜드마크다.

2017년에 개장한 14,830제곱피트 규모의 이 건축물은 ENR 캘리포니아 소규모 프로젝트 

공로상(California Small Project Award of Merit)과 샌디에이고 건축재단 오키즈 어워드

(San Diego Architectural Foundation Orchids Awards)를 비롯한 여러 건축상을 

받았다. 트로피를 거머쥐는 건 설계자와 건축가라 해도, 찬사와 주목을 받는 프로젝트일수록 설계 

스튜디오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엔지니어와 협력 및 계약업체 등을 아우르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축업자는 없다.

이 프로젝트의 숨은 주인공은 롤링 루프탑을 지탱하는 구조 부재를 제공한 리처드슨 스틸

(Richardson Steel)의 랜스 리처드슨(Lance Richardson), 그리고 리처드슨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한 스틸 디테일링 온라인(Steel Detailing Online)의 스틸 디테일러 바트 로할

(Bart Rohal)이다. 

설계-시공 단계 간극 
줄이는 스틸 패브리케이터
(철골 제작자)의 4가지 팁
작성 JOSHUA GLAZER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서부터 사후 검토에 이르기까지, 두 철골 제작 
전문가가 건설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다.

스틸 패브리케이터에게서 복합적인 건설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https://www.countynewscenter.com/imperial-beach-community-celebrates-new-library-opening/
https://www.enr.com/articles/42916-small-project-award-of-merit-imperial-beach-library
http://www.orchidsandonions.org/project/imperial-beach-library-2/
http://www.richardsonsteelinc.com/
http://www.sdo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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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슨은 “워낙 복합적인 프로젝트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며, “곡률 반경이 첫 번째 R
값에서 두 번째, 세 번째 R값으로 이동하는 모양이라 

모델링 없이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다행히도 일이 원만히 

진행되고 의사소통도 원활해 모든 요소가 문제없이 잘 

어우러져 돌아갔다. 관련자들 간 의사소통과 기술 공유 

덕분에 그런 잠재적인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고, 참여 업체 

모두가 순조로이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작업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오토데스크 Revit(레빗), 

Navisworks(나비스웍스), BIM 360, Advance 
Steel(어드밴스드 스틸) 등이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빌딩 정보 모델링) 설계 

기술은 임페리얼 비치 도서관과 같은 작업을 보다 

능률적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나 업체마다 BIM 활용 

정도가 일관되지 못하다 보니 프로젝트가 건축 및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시공 단계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소통 실패를 교정하려면 대개 많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시간과 자재를 더 많이 

낭비할 수 있다. 시간 소모를 최소화하고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철골 전문가 리처드슨과 로할이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산업 내 일상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네 

가지 팁을 공유한다.

1. 범용 기술을 수용하라

철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난관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리처드슨과 로할은 BIM 활용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관련자들이 

모든 정보와 결정 사항을 공유하고 합의에 이르는(

다시 말해 3D 상에서 한 팀으로 호흡을 맞추는) 미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입을 모은다.

리처드슨과 로할은 세부 사항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많은 맞춤형 강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로 인해 매우 디테일한 철골 제작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협업을 회상한다.

로할은 “랜스와 일하는 또 다른 디테일러가 2D 방식으로 

적절히 디테일링 작업을 했다”고 말하며, “알루미늄 

트러스는 매우 비싸고 너무 건축적으로 구동된다. 그는 

내게 도면을 주었고 나는 3D로 도면을 만들었다. 특정한 

절단관을 만드는 데는 하루나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에게 IGS 파일을 전달해서 수백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리처드슨은 “튜브 공급업체와 기계 공장 모두 어드밴스 

스틸의 3D IGS 파일을 5축 레이저 가공기 및 CNC 밀로 

가져와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완벽하게 맞는 브레이스를 

자를 수 있었다”면서, “부품을 수동으로 배치하고 

절단했다면 약 수백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페리얼 비치 도서관의 복잡한 금속 지붕 디자인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명확한 의사 소통 덕분에 차질 없이 지어졌다. 이미지: 스틸 디테일링 온라인.

https://www.autodesk.co.kr/products/revit/overview
https://www.autodesk.co.kr/products/navisworks/overview?referrer=%2Fproducts%2Fnavisworks%2Foverview
https://bim360.autodesk.com/
https://www.autodesk.co.kr/products/advance-steel/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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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좀 더 일찍 공동 작업을 시작하라

리처드슨과 로할은 강재 전문가가 건축 및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일찍 참여한다면 그 결과로 

관련된 모든 분야에 상당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교육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리처드슨은 “프로젝트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내 의견을 구하는 소수의 건축가와 다수의 

엔지니어가 있다. 강재 제공 계약을 하지 않았고 계약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이 시작되면 이런 사항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는 모든 엔지니어와 건축가에게 건설업 

구성원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집단적 자원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할은 건축 및 엔지니어링 수준에서 보고 싶은 새로운 위상을 발명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켰다.그는 “건축 및 엔지니어링 업계의 프로젝트 소유자는 내가 ‘자격을 갖춘 QCSD’ 

또는 품질 관리 스틸 디테일러(Quality Control Steel Detailer)라고 이름 붙일 

업체에 하도급하여 DD[design development, 디자인 개발]와 CD[construction 
documents, 건설 문서] 단계 사이에서 강재 프로젝트를 검토해줄 것을 의뢰하는 게 신중한 

처사라 생각한다. 이 경우 QCSD가 계약된 

스틸 디테일러일 필요는 없지만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스틸 컨설턴트 역할을 

해주는 셈이다. 이로써 강재 프로젝트의 

소유자가 전체적인 강재 비용과 납품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건축가 및 

엔지니어링 팀은 향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강재에 대한 귀중한 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3. AISC 표준에 맞춰 모델링 하라

미국철강공사협회(AISC)에 따르면 철골 

구조 도면은 1/16인치 및 4자리 각도 공차 

내에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모든 설계 

계획이나 모델이 사양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보니 로할과 같은 디테일러는 기본적인 강재 

레이아웃에 대한 RFI(정보 요청)를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로할은 “2D 설계 및 3D BIM 모델은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 AISC 표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고 말하며, “AISC 사양에 따라 모델링하지 

않았을 경우, 스틸 디테일러는 전체 Revit 
모델부터 재확인하거나 검증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이해 관계자들이 범용 소프트웨어 기술을 채택하면 오류가 최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이미지: 스틸 디테일링 온라인.

https://www.aisc.org/publications/steel-standards/


\  20

로할은 AISC를 따르지 않는 대가는 즉각적이며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스틸 

디테일러로서 디테일링하던 자세 그대로 디테일링 입찰을 이끌려고 한다. ‘제작 전 VIF[verify 
in field, 현장 확인] 예정’ 설계에 주목하는 경우, 검토-제출 과정에서 한 번 그리고 시공에 앞서 

한 번 수행하는, 보다 고비용이 요구되는 디테일링 과정을 도입할 것이다. 이는 철골, 특히 아연 

도금된 철골 공급을 지연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4. 프로젝트 사후 검토 단계를 도입하라

건설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전 프로젝트가 끝나는 즉시 다음 

프로젝트로 이동한다. 그러나 로할은 프로젝트가 끝나고 RFI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귀중한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건축 및 엔지니어링 회사는 철강에 능숙한 [사내] RFI를 사용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검토 단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프로세스에 맞게 표준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3D 디테일링으로 도면화하면 수동으로 레이아웃을 하고 절단했을 때 비해 수백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미지: 스틸 디테일링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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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이 회전하기 위해 0.5 킬로미터 정도되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덩치가 크기 때문이다. 거대 건설 회사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규모 때문에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품질 관리, 안전, 그리고 

비용까지 더하면 전환(transformation)이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매출의 평균 1.2%만 기술 연구에 투자하는 건설 분야는 특히 

디지털화가 더딘 산업 중 하나다. 하지만 세계적인 규모의 건설 회사인 

스칸스카(Skanska)가 어떻게 이러한 대세를 거스르는지 살펴본다.

세계 제5위 건설사인 스칸스카(Skanska)는 더욱 경쟁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큰 목표를 세우며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스칸스카 스웨덴 부문을 시범으로 삼아 2023년까지 건설 

비용 20% 절감, 시공 시간 25% 축소를 비롯, 전반적인 건강, 안전, 

환경, 사회적 책임 등을 향상시킬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이 목표들을 달성하고 그 효과가 차차 전 세계의 모든 

스칸스카 지사에 파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거대 스웨덴 건설사 스칸스카, 
2023년까지 100% 
디지털화 선언
작성 BLAKE SNOW

글로벌 대형 건설 회사의 스웨덴 사업부는 “올 디지털”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스톡홀름 소재 복합용도 콤플렉스 ‘스톡홀름 뉴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스페이스
(Sthlm New Creative Business Spaces)’ (사진: 스칸스카)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employment-and-growth/technology-jobs-and-the-future-of-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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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스카 스웨덴 헨릭 룬베르그(Henrik Ljunberg) 디지털 혁신 

매니저는 앞으로 4년은 전력 질주가 아니라 미래의 성공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중점으로 하는 마라톤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2023
년이라는 촉박한 데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우리가 목표한 것이 달성된 프로젝트는 아직 없지만 미래의 

성공을 위한 올바른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두 가지 방안, 하나의 목표

스칸스카 규모 정도의 기업을 탈바꿈시키는 일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기술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스칸스카 스웨덴 부문은 

디지허브(DigiHub)와 디지털 컨스트럭션 플랫폼(DCP, Digital 
Construction Platform)이라는 새로운 조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디지허브는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는 개발 이니셔티브이다. 일종의 

혁신 센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디지허브에서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회사에 전체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더 작은 규모 내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칸스카는 복합용도 콤플렉스 ‘스톡홀름 뉴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스페이스(Sthlm New Creative Business Spaces)’ 를 

설계하면서 디지허브가 고안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보고 있다.

그러나 스칸스카사 디지털화의 대부분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업데이트된 기술로, 프로젝트 구성원, 

파트너사, 하도급업체, 그리고 고객을 더욱 용이하게 연결해주는 DCP
를 통해 이루어진다. 스칸스카는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IoT) 센서, 탄소 

배출량 추적, 그리고 건설 현장 장비의 실시간 추적을 이 플랫폼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DCP는 단일 정보 소스로,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를 줄여 

현장에서 지시를 바꿔야 하는 일을 방지해 준다. 가까운 미래에는 
DCP에서 과거 프로젝트의 데이터(도면, 모델, 품질 관리, 점검표 등)

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사용해서 현 프로젝트의 실적을 

벤치마킹하고 개선하게 될 것이다.

건설중인 스톡홀름 뉴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스페이스. (사진: 스칸스카)

https://sthlmnew.com/
http://research.sualab.com/introduction/2017/09/04/what-is-machine-learn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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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역량 강화

스칸스카의 로타 비벡(Lotta Wikbeck) 디지허브 

매니저는 “디지털화가 모든 회사 직원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서 “기술을 

사용해 작업을 지원하고, 납품 및 기획에 대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스칸스카는 기업 전반에 걸친 

획일적인 접근이 아닌 각 비즈니스 단위 (국가별)로 

탈중앙화 혹은 분산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한다. 비벡 

매니저는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디지털화의 영향을 

받지만 각자의 숙련도와 단기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 그리고 디지털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부분을 돕기 위해 스칸스카는 지난 2년간 

직원들이 개별 및 부서 단위로 “디지털 코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더 효율적 

방식으로 일하도록 했다. 스칸스카의 솔루션 설계자이자 

디지털 총괄인 파트릭 요한손 (Patrik Johansson)
은 “디지털 코치는 우리 직원과 건설 현장을 프로젝트 

구성원과 하도급 업자들에게 연결해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그러면 

오토데스크와 함께 설계 단계에서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고 다른 재료들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더 나은 기반 마련이 우선

이 모든 조직적 변화는 강력한 DCP를 개발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요한손 디지털 총괄은 “DCP가 기반인 

셈이다”라고 말하며, “DCP는 오토데스크 BIM 360과 

오토데스크 Forge(포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루빔(Bluebeam)의 도움으로 구축되었다. 협업이 

핵심이다. DCP에서 기존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저장, 

해석, 그리고 분석하여 우리가 보유한 일련의 내부 도구를 

사용해서 현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최종 사용자들은 

예전처럼 오래되고 시스템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2D 도면, 3D 모델, 그리고 

문서를 어느 기기에서나 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 목표를 위해 다양한 통합 지점, 데이터 소스, 그리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레이어가 사용된다. 요한손 디지털 총괄은 “현재의 

도전 과제는 비구조적 관계를 가진 구조적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다른 

시스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AI(인공 

스칸스카의 디지허브 매니저 로타 비벡. (사진: 스칸스카)

https://group.skanska.com/media/articles/coaching-construction-to-a-digital-future/
https://www.autodesk.co.kr/solutions/bim/research-building-design/design-collaboration
https://forge.autode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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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및 머신 러닝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보다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더 빠르고 자신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작업 팀은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안전성, 

지속가능성, 효율성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한손 디지털 총괄은 또 “이렇게 해서 

간파한 정보를 현장에 있는 동료들이 실시간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직면 

과제, 프로젝트 계획, 위험 및 비용 관리에 대해 사후에 대응하지 않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칸스카는 또한 객체 인식 기능을 사용해서 현장의 안전과 

능률에 관련된 패턴을 알아낸다. 이 기능은 동업자와 

하도급업체들이 위험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회사에 위험을 

알리고, 현장 작업자들이 적절한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BIM 360 같은 도구에 의해 이 모든 

정보가 시각화된다.

새로운 작업 방식

이 플랫폼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요한손 디지털 총괄은 “

기존의 장비, 센서, 카메라 등에서 이미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 분석을 자동화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가 이미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더 유용하고 

적절한 데이터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

머신러닝으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프로젝트 팀장들 및 하도급 업자들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전, 환경, 능률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스칸스카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룬베르그 디지털 혁신 

매니저는 기술적 노하우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무도 혼자서는 

디지털 시공을 할 수 없다. 회사 직원, 파트너, 업계 표준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최후의 승자는 디지털 도구, 앱, 센서와 스캐너를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사물을 

만들어내고 건설하는 이러한 새 디지털 방식을 우리가 지금 일하는 방식으로써 회사 전체가 

수용하도록 만드는 자일 것이다. 우리는 디지허브와 DCP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스칸스카의 DCP는 사용자가 어떤 기기에서나 2D 도면, 3D 모델, 문서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사진: 스칸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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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정의로움에 임시방편이란 없다. 재판에도 구조가 

있다. 모두 진술과 최종 변론, 증언과 증거, 각종 요청과 변론 

요지서 등은 소송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다. 납세자들의 돈과 피고인의 

자유가 걸린 문제인 만큼 낭비가 발생해선 안 된다. 항소 

절차가 있다고는 해도, 처음부터 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바른 판결에 버금가는 효율성을 목표 삼는 건 종합 

건설업자들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건설 현장과 법정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주요 건설 프로젝트는 평균 1년 지연되며 예산 초과 

비용도 30%를 넘는다고 한다.

빠듯한 납기일 내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동 계획 프로세스와 도구를 도입한 결과, 
이 회사는 책무성, 정확성, 효율성을 향상하고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밤 아일랜드, 생산 효율성 높이는 ‘린
(LEAN) 건설’로 법원을 다시 세우다
작성 MATT ALDERTON

역사적인 법원 건물의 재정비와 확장이 요구되었던 코크 법원 프로젝트. 
이미지: 밤 아일랜드.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capital-projects-and-infrastructure/our-insights/accelerating-late-stage-construction-mastering-the-sprint-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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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일랜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가 ‘법원 번들 공공 민간 파트너십(Courts Bundle 

PPP)’의 일환으로 아일랜드에 새로운 법원 7곳을 건설하기 위해 

네덜란드 로열 밤(Royal BAM) 그룹의 아일랜드 자회사인 밤 

아일랜드(BAM Ireland)를 선정했다. 이때 이 엔지니어링 

건설사는 절차적으로 프로젝트에 접근했다. 법원 판사실의 

실사용자가 될 판사들이 법원의 사건 일람표에 올라온 재판 예정 

건을 하나씩 대할 때처럼 프로젝트를 완결로 이끌기 위한 절차와 

지속가능한 건설 방법을 확립했다.

밤 아일랜드의 마이클 머피(Michael Murphy) 기술 운용 

매니저는 "’처음부터 제대로 한다’는 원칙 전체가 밤 아일랜드 

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처음부터 제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성공한 비결”이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는 마음가짐은 경제적으로만 이로울 뿐 

아니라 환경에도 이롭다. 밤 아일랜드의 마이클 오브라이언

(Michael O’Brien) 디지털 건설 매니저는 "납품에 있어 

현장에서의 충돌 등 잠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와 

공급망에서 발행하는 정보를 보다 잘 조정하고자 했고, 그 

결과로 얻은 것 중 하나가 지속가능성”이라고 말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시계를 거꾸로 돌리다

코크(Cork) 법원 프로젝트는 연방 법원 7개의 설계, 건설, 

재원 조달을 비롯, 25년에 걸친 유지 관리에 총 1억 5,450만 

유로(약 1억 7,300만 달러)가 투입된 아일랜드 법무부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5월 완공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역사가 깊은 

기존의 법원 건물을 재정비하고 확장하여 법정실 6실, 개선된 

구금 시설, 법원 사무소, 법무부 출장소를 추가하는 작업도 

포함되었다.

새 법정실 외부. (좌측) 
 
오래된 건축 양식과 새로운 건축 양식이 
결합된 회의 공간. (하단) 
 
이미지: 밤 아일랜드.

https://www.bam.com/
https://www.bamireland.ie/
https://www.bamirelan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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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서 HVAC 덕트 또는 콘크리트 빔을 통과하여 

흐르는 수관과 같은 설계상의 충돌은 비용 낭비가 심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오브라이언 매니저에 따르면 코크 법원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일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납품일 직후 법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밤 

아일랜드는 법무부의 엄격한 마감 기한을 따라야 했고, 

이는 사소한 지연에도 큰 위약금을 치러야 함을 의미했다.

밤 아일랜드는 프로젝트상의 결함도 위약금 징수도 없이 

법원 건설을 제때 끝마치기 위해 협업을 중요시하는 “린

(Lean) 건설” 원칙에 의존했다. 전통적인 공사 일정은 한 

사람 또는 소규모 팀에 의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떠밀려’ 

진다. 밤 아일랜드는 이렇게 하는 대신 종합 건설업자, 

설계팀 및 하청업체들을 함께 ‘끌어오는’ 계획 프로세스를 

선택했다. 즉, 가능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가 계획 세션에 함께 참여하여 프로젝트 납품 날짜부터 

시작 날짜까지 거꾸로 죽 짚어 나가면서 활동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오브라이언 매니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종합 건설업자는 

오토데스크 BIM 360 Plan (BIM 360  플랜)을 

사용하여 모든 건설 활동, 의존성, 기한 및 문의에 대한 단일 

보기 및 함께 보기를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설계자부터 건설 시공 사업 분야까지 모두 책무성을 갖도록 

했다. 그 결과 투명성과 효율성이 올라가고 정확도가 

향상하는 한편, 변경 주문은 줄었고, 그 덕택에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일도 예방할 수 있었다.

법원 로비. 이미지: 밤 아일랜드.

https://www.autodesk.com/bim-360/platform/bim-360-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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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건설에서 그린 건설로

결국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인 건설로 

이어졌다. 오브라이언 매니저는 밤 아일랜드의 (생산 계획 

및 공급망 관리와 연계한) ‘끌어오는’ 계획 프로세스로 

인해 자재 및 조립체의 적시 납품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 적재되어 있으면서 손상되는 물품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모델링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현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오토데스크 Revit(레빗), 

Navisworks Manage(나비스웍스 매니지), BIM 
360 소프트웨어 등 건설 계획과 활동에 대한 함께 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동일한 툴을 통해 팀은 불필요한 잉여 

자재 없이 적정한 공급 수량만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자재를 주문하고 재고를 관리, 추적할 수 있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의 서류 작업도 줄었다.

밤 아일랜드의 사이먼 트리칠러(Simon Tritschler) 
기술 개발 전문가는 "이전에는 종이 문서 기반 

시스템을 사용해 건축 작업을 문서화했다. 이제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빌딩 

정보 모델링)을 사용하는 회사의 프로젝트 중 95%가 

디지털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종이 

문서가 넘치던 사무실 선반이 이제 법적인 이유에서 

인쇄물 형태로 보관해야만 하는 문서만 담은 몇 개의 

서류철로 대체되었다. 우리는 정보를 훨씬 더 잘 통제하고 

있다. 환경적 자원과 저장 공간은 물론이고 데이터 액세스, 

처리, 전송에 있어서도 모든 게 절약되고 있다"고 밝혔다.

린 건설의 미래

코크 법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린 건설과 디지털 건설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러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완성된 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맞추어 설계되었는가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밤 아일랜드로서는 25년에 걸쳐 법원을 유지 보수하는 

계약을 맺은 만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오브라이언 매니저는 

전했다. 그는 시설 관리팀이 건설팀의 디지털 모델을 

물려받았으며, 이를 사용하여 예방 차원의 정비 요구 

사항을 파악해 빌딩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최대 

수명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 매니저는 “BIM 360 Glue(BMI 360 
글루)를 사용하여 현장에 실제로 설치된 것이 3D 
모델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BIM 360 
Field(BIM 360 필드)에 업로드하고 오토데스크 BIM 
360 Ops(BIM 360 옵스)에 푸시하여 시설 관리팀이 

싱크대든 라디에이터든 모든 물체의 추적성과 기록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보일러와 펌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비의 모든 

데이터 시트는 QR 코드를 통해 연결되며 모바일 장치에서 

액세스가 가능하다. 시설 관리자가 해당 장비에 대한 정기 

유지 관리를 진행하고자 할 때, QR 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모든 정보가 디지털 도면에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의 핵심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3D 모델링으로 시간,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오브라이언 매니저는 강조했다.

코크 법원. 이미지: 밤 아일랜드.

https://www.autodesk.co.kr/products/revit/overview
https://www.autodesk.co.kr/products/navisworks/overview
https://www.autodesk.com/bim-360/
https://www.autodesk.com/bim-360/
https://www.autodesk.com/bim-360/platform/bim-collaboration-software-constructability-review/
https://bim360ops.autodesk.com/
https://bim360ops.autode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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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에 위치한 건축회사 LMN의 플라메나 

미루셰바(Plamena Milusheva) 설계자는 

공사가 끝나고 사용권을 넘긴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건축가가 건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잠금 해제 도구나 은밀한 

기술이 아닌, 바로 그가 LMN 연구 기술 그룹인 

LMNts(LMN Tech Studio)에서 개발하고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바이스 활용에 

있다. PODD(Post-Occupancy Data 
Device, 거주-후 데이터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는 인체 쾌적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타 거주-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한다.

PODD는 공기질, 이산화탄소 수치, 일산화탄소 

수치, 기온 및 습도, 빛, 소음, 복사 온도 등 7가지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초소형(6x5x4.5인치) 

유닛이다. 미루셰바 설계자는 이 다면적인 

데이터가 설계자에게 ‘더 나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 건물에서 배우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가가 시공 후 고객 서비스를 
확장하는 4가지 방법
작성 ZACH MORTICE

디지털 툴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나 간단한 설문조사든, 거주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젝트 인계 후에도 건물이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건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해 건축가는 고객 서비스를 
시설 운영으로 확장할 수 있다.

https://lmnarchitec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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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를 통해 건축가는 어떤 부분에서 건물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사용자가 어떤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전자를 

보존해야 할 경우 어떤 방이 필요 이상 따뜻하거나 

서늘한지, 하루 종일 자연광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은 

거주-후 연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LMN의 연구는 PODD 뿐 아니라 건축가가 준공식을 

마친 후 건물의 기능 관리를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다음은 건물 생애 주기 내내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이다.

1. 자신만의 툴 구축하기

광범위한 시공-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건축가의 

업무 범위를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이다. 여러 유형의 센서를 통합하여 건물을 

영구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존 디바이스는 드물기 

때문에 PODD 같은 자신만의 툴 세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PODD는 현재 프로토타입 단계로, 건물 사용자와 

근접하게 배치(예: 책상 위)하여 그들의 경험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어 있다. 각 장치는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며, 한 번 충전하면 약 2주간 사용할 수 

있다. 세트에 포함된 장치 중 하나는 코디네이터 전용 

장치로 이더넷이나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다른 

장치들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웹 기반 디스플레이 플랫폼과 접속하는 코디네이터로 

전달한다.

데이터 시각화 기능은 현재 개발 중이며, 주로 센서 

유형과 장치로 구분되고 시간순으로 배열된 일련의 

선 그래프이다. 이 PODD의 기술 사양은 전부 깃허브

(GitHub)에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다. 모니터링되는 

공간 크기 외에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 수에는 

제한이 없다. 현재까지 테스트에서 연결한 장치의 수량 중 

가장 많은 것은 15대다.

미루셰바 설계자의 말에 따르면, PODD는 원래 건축가가 

설계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LMN의 내부 

툴지만 “고객과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툴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루셰바 설계자는 “PODD를 개발한 이유는 현재 시장에 

비슷한 툴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건물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3D 인쇄한 PODD 프로토타입. 이미지: L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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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데이터 계층화하기

미루셰바 설계자는 PODD가 실제 인간의 쾌적함 수치가 

아닌 ‘인간의 쾌적함을 위해 대신 말해주는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 정보는 실제 사람과 

이야기를 해봐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물로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는 “실제로 

PODD의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기계 시스템과 정성적 설문조사 데이터(인간의 쾌적함 

및 사용감에 대한 감성적 측면)로부터 동시에 수집한 건물 

데이터를 계층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예 를  들 어 ,  A S H R A E ( A m e r i c a n  S o c i e t y 
o f  H e a t i n g ,  Re f r i g e ra t i n g  a n d  A i r -

Conditioning Engineers, 미국 난방 냉동 공조학회) 

표준에 따르면, PODD 데이터는 기후 시스템이 아늑한 

온도에서 완벽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아주 뜨거운 22 °C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정성적 

설문조사에서는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 미루셰바 설계자는 MEP/HVAC 시스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시점에 “건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요소가 모여 큰 그림을 만든다”라며, “이 세 

가지를 제자리에 두기 전에는 예상치 못한 어긋남이나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세 가지 

데이터 세트로 “진짜 조각 맞추기를 시작할 수 있고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명확한 그림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3. 적합한 사람 참여시키기

시공-후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은 건축가와 고객 간의 

일만은 아니다. 건축업자, 일상 사용자, 건물 관리팀, 

건물주도 연관되어 있고, 이들이 항상 고객과 동일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파트너십은 

건물의 수명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미루셰바 설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을 통합하는 것이 PODD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시켜야 할 

사람이 정말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PODD 내부 회로. 이미지: LMN

https://www.ashrae.org/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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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PODD 장치가 없더라도 건축가는 여전히 고객이 건물의 시공-후 성능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다. 그는 “건축가는 건물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연락하고 ‘공간에 만족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건물 시스템에 이미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보면, 많은 

건물에서 온도 및 습도 같은 기본적인 HVAC 정보를 얻을 수 있고, PODD 장치보다 

정보가 훨씬 부족하지만 기성품 스마트 빌딩 센서로 실시간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미루셰바 설계자는 추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수치, 조도라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수치는 간과되기 쉬운 요인이다. 

그는 이 수치가 답답하고 쾌적하지 않은 방에서 공기가 정체되는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5~10명이 닫힌 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회의를 

한다면, 공간의 환기 성능에 따라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지 기능 저하 및 일반적인 피로감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가능한 빨리 제안하기

고객에게 가능한 한 빨리 시공-후 연구를 제안하는 것이 좋다. 미루셰바 설계자는 “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라고 강조했다. LMN은 설령 수주를 위해 만난 첫 회의라 

할지라도 PODD를 처음부터 제안해야 한다.

PODD 프로토타입의 내부 부품(회로기판, 전선 및 구면, 구형 온도 센서)을 

보여주는 투명한 플라스틱 박스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 프로젝트 팀원은 

고객에게 PODD를 책상 위로 건네며 “이 디바이스는 저희가 건물에 배치하여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물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하는 툴이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미루셰바 설계자는 물리적 도구를 보여주는 것은 고객에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이를 매우 흥미로워 한다. 데이터 수집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건물이 

완공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건축가가 건물을 최고 성능으로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으로 각인 시킬 수 있다.

내부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투명한 PODD 상자. 이미지: LMN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010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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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커넥티드 컨스트럭션(Connected 
Construction)은 AEC 산업 전반의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팀, 워크플로우 및 프로젝트를 
연결해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물 운영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핵심 사항:

데이터 손실은 AEC 산업의 중대 과제이다.

프로젝트 단계마다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획,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는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거칠 때마다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된다.

커넥티드 컨스트럭션은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한다.

단일 정보 소스를 만들면 모든 분야가 통합되며 중복과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조기 협업이 중요하다.

업계 내외의 전문가를 건축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조기에 
도입하면 모든 분야에 걸친 인사이트와 적잖은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건설 기술은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

차세대 도구와 프로세스를 통해 프로젝트 팀을 통합하고, 
협업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프로젝트를 보다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다.



HILMAR KOCH
영화 제작자의 디지털 파이프라인에서 건축 업계가 배울 수 있는 
5가지 교훈(영문)

자세히 보기

MIRON CONSTRUCTION 
마이론 컨스트럭션(Miron Construction), 아이오와대학교 
현장에서 클라우드 협업 사용 (영문)

영상보기

건축사 설계에서 작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팀은 실시간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redshift.autodesk.com/digital-pipeline/
https://redshift.autodesk.com/cloud-collaboration/


다양한 스토리들을 
Redshift에서 살펴 보세요. 
redshift.autodesk.co.kr

뉴스레터 구독 

redshift.autodesk.co.kr/newsletter

오토데스크 팔로우 하기

facebook.com/AutodeskKorea 
twitter.com/autodesk 
instagram.com/autodesk 
youtube.com/오토데스크코리아 
linkedin.com/company/auto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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