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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관리의 도전들…

• 불충분한 계획과 부정확한 추산(estimating)

• 부족한 사업관리/통제 능력 (cost & schedule)

• 설계 오류/정보 누락 문제

• 이슈 발생에 대한 불충분한 의사 소통

•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

Source: PWC Consulting – Correcting the Course of Capital Projects



-6-

차세대 사업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전사 공정/원가/예측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 실시간 프로젝트 공정 관리 및 원가 예측
정보인가?의사결정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데이터에 근거해 이루어지는가?

• 예산 승인, 관리는 누가? 또한 각 변경관리
책임자는? 책임소재/내부 감사 대응

• 별도의 보고용 리포트 작성?52시간 대응?

• 계획 대비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 프로젝트 간 비교 및 분석은 어떻게?

다양하고 복잡한 프로젝트 공정 및 원가 관리의 어려움 속에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한 정보를 단일 통합 환경 내에서
연결하여 신속, 정확히 정의-계획-실행/상황-분석-변경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관 사업부서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의사 결정을
위한 통합된 정보 및 가시화를 제공

당면한 문제들

• 표준화된 통합 데이터 관리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개선

• 포트폴리오 최적화로 기존 프로젝트 정보를 취합, 
반영함으로써 낭비 요소 제거

• 각 프로세스 별(계약/변경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실행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 전략적 프로젝트 관리 가능
(예산, 예측, 변경, 계약, 공정 진척관리 등)

• Long-term 전사적 계획 수립 가능
(자산-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인적자원 계획)

전사 통합 관리 효과



Clarity
Comprehensive role-based 
access to the entire project

Connectivity
Centralised information sharing via 

cloud-enabled private portal

Simplicity
Ease of use and automation 

replace complexity

건설사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솔루션 요소: 명확성/연결성/단순직관성 확보

From the ground up



The BricsCAD Workflow

스마트 엔지니어링: 자유로운 디자인

Quick Building을 사용한 솔리드 매스모델에 BIM 작성

QuickBuilding은 반복적이고 생산성 있는 워크플로우를 지원하여
솔리드 매스 모델을 슬래브, 벽, 공간등을 가지고 있는 개념적 BIM 
모델로 빠르게 변환하여 설계자가 설계 초기 단계에서 많은 디자인
옵션을 고려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간 및 조닝 생성

자유로운 형식의 Direct Modeling 접근 방식을 사용해 공간과
조닝을 무제한으로 생성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단순하거나
복잡한 3D 볼륨 또는 단순 2D 표현 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건물 면적을 완전히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디자인

요소 분류

문서화

제조

협업

디테일



The BricsCAD Workflow

스마트 엔지니어링: 시각화 Real-time rendering 

BricsCAD BIM을 사용해 워크플로우의 모든 단계에서 모델을 시각화 하십시오.

한 번의 클릭으로 Enscape, Twinmotion 과 같은 렌더링 솔루션을 사용해 실시간

렌더링을 시작하고 완전히 렌더링 된 모델 프로젝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

디자인

요소 분류

문서화

제조

협업

디테일



The BricsCAD Workflow

스마트 엔지니어링: 요소 분류 A.I. 기반의 강력한 워크플로우

BIM data 자동 완성

QuickBuilding은 반복적이고 생산성 있는 워크플로우를
지원하여 솔리드 매스 모델을 슬래브, 벽, 공간등을 가지고 있는
개념적 BIM 모델로 빠르게 변환하여 설계자가 설계 초기
단계에서 많은 디자인 옵션을 고려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부 사항 전파 기능

전체 BIM 모델에 대해 일관된 LOD을 자동으로 드라이브합니다. 
천장, 벽 접합부 컴포지션 플라이를 조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BIM 
전체에 해당 변경 사항을 복제합니다. 전파기능이 제안하는
사항을 완전하게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디자인

요소 분류

문서화

제조

협업

디테일



The BricsCAD Workflow

스마트 엔지니어링: 디테일링 및 수량 산출

사용자화 가능한 BOM 

BricsCAD BIM을 사용하면 표준에 맞게 수량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사용자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BIM 분류 유형에 사용자 정의
수량을 할당 할 수 있으며 각 수량 계산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D 세부사항 전파 기능

세부 사항은 자동으로 매개변수화 한 다음 세부사항
라이브러리에서 저장, 관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구성 요소는 설계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와 여러 프로젝트에서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추출

수량, 속성 등과 같은 모든 데이터는 도면 또는 BIM 
프로젝트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된 데이터는 테이블
또는 연결된 .csv파일에 배치 할 수 있습니다. BricsCAD BIM은
사용자가 원하거나 필요한 속성만 추출하는 고급 필터링 기능을
지원합니다. 

시각화

디자인

요소 분류

문서화

제조

협업

디테일



The BricsCAD Workflow

스마트 엔지니어링 : 제조 맞춤형 디자인 제공

건물과 관련된 구성요소 제조업체는 BricsCAD® Mechanical에서 생산 준비가 완료된

어셈블리를 생성 한 다음 BricsCAD BIM과 함께 사용할 구성 요소 라이브러리로 설계

디자인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디자인

요소 분류

문서화

제조

협업

디테일



The BricsCAD Workflow

스마트 엔지니어링: 협업 자유로운 협업 환경

BricsCAD BIM은 글로벌 오픈

스탠다드(IFC, BCF & DWG) 포멧을

지원하여 설계 및 시공 팀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협업을 보장합니다. 모델 공유 및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허브로

SaaS 기반 CDE(Common Data 

Environment)인 Bricsys 24/7 도입을

제안합니다. 

시각화

디자인

요소 분류

문서화

제조

협업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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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관리: 헥사곤 전체 솔루션 MAP

Smart Comple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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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관리: Smart Build 개요

Smart Build의 물량산출 기능과 EcoSys의 리소스별 다양한 단가 적용 및 작업조 개념의 내역 산출 기능과 연계하여 DB기반
으로 다양한 버전의 물량 산출 및 변경에 따른 비교 등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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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관리: Smart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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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Build 사용자 영역별 주요 지원 기능]

스마트 건설관리: Smart Build 영역별 주요 기능

상세한 물량에 기반한 사업주와 건설사간의 계약이 가능해지고 이후 협력사계약/관리, 진척관리와 기성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성공적인 사업 목표 달성으로 사업주와 건설사 모두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IM기반의 건설
사업관리 플랫폼 확보로 향후 건설사업 참여자/이해 당사자들이 사업관련 정보를 4D/5D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문제점
을 조기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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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관리: Smart Build의 주요 장점

2. 전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량산출 Rule과 단가 Library 구성/활용

3. 모델형상 속성을 사용한 빠르고 일관된 계산 결과

4. 시스템에 기반한 물량산출로 시간과 자원 절감

6. Smart API를 통한 다양한 사내외 시스템과의 손쉽고 빠른 통합 및 연계 기능

5. 사용자가 정의 가능한 Bill of Quantities (BOQ)와 Estimation 산출

7. 기존 Smart Build 모듈(Work Package, Project Controls등)과 즉각적 확장

1.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완벽한 Cloud 기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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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산출 방안

스마트 건설관리: 주요 기능 – Smart Build 물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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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관리: 주요 기능 - Smart Build BOQ 그리드뷰

BoQ:
In Gri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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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관리: 주요 기능 - Smart Build BOQ 모델과 연계 뷰

BoQ:
Mode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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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관리: 주요 기능 - Estimation 연계(사업비 통제 EcoSys)

EcoSys:  
Estimate 생성

BoQ
From Smart Build

EcoSys, Smart Build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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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관리: 주요 기능 - Estimation 기능(EcoSys)

Functionality Resources and Rates

Standards and Templates 

Integrated Processes

Reports and Analysis

• Detailed Line Items (Labor, Material, Equipment, Other)

• Crew and Team Line Items

• Unit Rate Items

• Flexible Coding Structures / Alternate Structure Mapping

• Summary and Line Item Adjustments

• Workflow Driven Review / Approval Processes

• Ideation / Opportunity Management

• Project Development / Stage Gates

• Budgeting

• Resource Planning and Management*

• Change Management*

• Risk Management*
*future capability

• Labor, Equipment and Materials Rates/Prices

• Crew Rates / Team Rates

• Unit Rates

• Assembly Rates* *future capability

• Estimate Templates

• Standard Estimate Structures

•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s (e.g. ICMS)

• Standard Adjustments

• EcoSys Dashboards

• Summary and Detail Estimate Reports

• Alternate Comparison Analysis

• Estimate Progress/ Develop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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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관리: 주요 기능 - estimation을 Smart Build에 가져오기

Smart Build에서
EcoSys Estimate 
정보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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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관리: 주요 기능 Estimate Item들과 모델 연계



예시 화면



HxGN SMART Build27

예시 화면



HxGN SMART Build28

예시 화면



HxGN SMART Build29

Total Station Integration
iCON Build & Captivate

Layout

As-built check

Sync as-built points

Round-trip points

Issue management
HxGN 
SMART 
Build

예시 화면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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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엔지니어링/건설관리: BIM(3D/4D/5D) 연계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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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1.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 최소화

2. 현업 아이디어에 바탕한 직관적이고 AI기술 기반한 자동설계 기능 개발/적용 확대(단순작업 배제) 

3. 3D BIM 모델의 적극적인 활용(규정을 단순히 만족 시키기 보다 실제 비용절감 사례 확보)

4. 설계와 시공 사이의 공법계획등의 시뮬레이션과 세밀화(지식의 체계화와 전달)

5. 의사소통의 명확화(어려워지는 대면 소통의 돌파구와 다국적 인력 구조 염두)

6. 사업관리의 투명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