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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순환고속도로 제5공구 BIM 시범설계의 신뢰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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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interest for visualization and real time processing of construction management information was heightened recently, a 

diversity of management tools have been developed and corresponding systems also have been changed. In the case of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which is being spotlighted as such kind of management tool, its outcome such as technical innovation and time 

saving through overseas success case, reducing effect of unnecessary work, and so forth has continuously been established. The BIM in 

which various information related with life cycle of project are managed with the base of 3D object is useful as an information 

management tool of construction project which becomes complex and large in its scale. The aim of this paper is analysis or reliability on 

BIM design for expressway. To solve these issues, this study analyzes the design document, road design handbook, guide. Also this paper 

performed analysis of reliability 2D vs. BIM quantity calculation. This pilot projects "BIM design at Daegu expressway Lot No.5" lays the 

foundation for future work on BIM based civil engineer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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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시범설계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설업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적

용 및 활용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IM은 해외 

성공사례를 통해 기술혁신과 시간절약, 중복업무의 절감 등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또한 실제 사업에서 BIM프로

세스를 개발하여 광범위한 시각적 객체와 정보모델을 운용･관

리하며, 이를 통해 BIM의 효과를 얻고 있다(김현승, 2011).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된 입찰안내서에 3D시

공계획 및 시뮬레이션 항목을 명시하고 영주다목적댐, 경인아라

뱃길, 낙동강살리기사업, 보현산다목적댐 사업 입찰안내서 상

에 적용 하였으며, 2012년 말 BIM 도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

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현장의 장비운영에 관한 가상건설 

시뮬레이션 기법에 국한되었으며, 다만 BIM체계를 도입하기 위

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이상호, 2014). 하지만 건축

분야와 달리 토목분야는 토공 등 비정형이 많아 표준화가 어렵

고 발주처에서 BIM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 관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서명배, 2013). 따라서 토목

산업에 BIM을 적용하기 위해 BIM설계기법을 정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BIM 모델링 시범사업 및 가이드라인개발이 필요하다. 

기획단계의 정보를 바탕으로 BIM솔루션을 활용한 정밀설계 정

보를 통한 3D설계를 수행하고, 3D설계정보를 DB화하여 이후 

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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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토목분야에서는 BIM환경 및 

통합된 정보교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로서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개발 및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로/교

량/터널과 같은 토목시설에 대한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문현

석, 2014). 이와 같이 토목분야에 BIM적용을 위한 기존연구에서

는  3차원 토목구조물에 대한 표준포맷 구성이나, 가상현실 기

반의 시공 및 유지관리 시뮬레이션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토목사업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BIM의 적용과 도입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설계단계에 BIM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적용성 및 신뢰성분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토목분야의 BIM 통합관리 프로세스의 

구축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한 BIM시범사업 결과를 바

탕으로 BIM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국내 

토목사업에서 BIM의 적용성 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국내외의 

건설시장에서 BIM설계 경쟁력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공사의 각 공종별 BIM설계를 수행하고, 2D

설계와 BIM설계의 차이를 검토하고, 오차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기존 2D설계의 오류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물량에 대

한 정확도가 높은 BIM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향후 

2D설계오류 예방, 설계품질 향상 및 공공기관의 BIM설계 발주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1.2 시범설계의 범위 및 방법

시범사업의 적용범위는 고속국도 제 700호선 대구순환고속

도로건설공사(제 5공구)로서, 본선 3.69km, 램프 4.65km이다. 

해당 구간은 교량 15개소, 터널 2개소, JCT 2개소로 구성되어있

다. Figure 1은 전체 BIM시범설계사업의 범위이며, BIM모델링 

대상 교량과 과업전체 수행내용을 도식화 한 것이다.

Figure 1 A definition of the field to be projected

교량은 PSC-Girder교 3개소, RC-Rahmen교 3개소, 지중박

스교 3개소, 파형강판교 1개소, 강박스교 4개소, 강플레이트교 

1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터널은 모두 NATM이 적용되었으

며, 대단면 터널 및 상하행선 분리터널로 구성되어 있다. 폭원 

20.0m(왕복 4차로), 분리구간 11.7m(편도 2차로)이며, 설계속도

는 본선 80km/h, 연결로 40∼60km/h가 적용되었다.

Table 1 Applicative range of the BIM modeling

공종 BIM 모델링 적용범위

교량

⦁토골교, 둔산교, 부동IC교, 소동교, 상매 JCT1교, 상매 

JCT2교, 상매 JCT3교, 상매 JCT R-C1교, 상매 JCT 

R-C2교, 동대구 JCT R-G1교, 동대구 JCT R-G2교, 

동대구 JCT R-I교, 동대구 JCT R-C2교, 율암교, 신덕교

⦁기존도로 제외(이설도로, 부체도로, 확장부 등)

터널 ⦁중동터널, 부동터널

배수 ⦁모든 배수구조공(측구, 배수구조물, 암거 등)

옹벽
⦁L형옹벽, RC옹벽, 프리캐스트옹벽

⦁보강토 옹벽은 기존 2D방식으로 진행

포장
⦁본선 및 분기점, 터널

⦁기존도로 제외(이설도로, 부체도로, 확장부 등)

부대 시설 ⦁표지판 등 부대시설물에 라이브러리 구축

공종별 BIM모델링 적용범위는 Table 1과 같다. 도로구간은 

이설도로, 부체도로, 확장부 등 기존도로는 제외하고 본선 및 

램프구간 토공 BIM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교량은 확장교량의 

기존교량은 형상만을 구현하고, 그 외의 모든 교량은 BIM모델링

을 통해 물량을 산출하였다. 터널은 모든 터널을 대상으로 BIM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배수공은 측구, 배수구조물, 암거 등의 

모든 배수공을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 배수공 표준도를 적용하

여 물량을 산출하였다. 옹벽은 L형옹벽, RC옹벽, 프리캐스트옹

벽 등을 BIM모델링을 통하여 물량을 산출하였으나 보강토 옹벽

은 BIM모델링을 통한 물량산출이 곤란하여 형상만을 구현하고, 

물량은 기존의 2D방식으로 산출하였다. 포장공은 토공구간과 

연계된 사항으로 본선 및 분기점, 터널 등을 대상으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부대공은 표지판 등 부대시설물에 대해 라이브러리

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합 모델링에 구현하여 부대시설 계획

도에 반영함에 있어 향후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이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2 Using Software environment

Figure 2는 BIM기반의 설계를 위한 업무환경과 본 과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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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BIM Tool의 선택하기 위해 상용 Tool을 비교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s/w의 사용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터널, 교량 등 

구조물공은 Autodesk사의 Revit, 토공과 같이 지형 및 선형에 

영향을 받는 비구조물공은 Civil 3D를 적용하여 BIM 모델링 및 

물량산출을 진행하였다. 과업 수행당시 사용 s/w는 2012버전을 

사용하였으나, 과업 수행중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할 수 있

게 되어 최종적으로 2014버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Autodesk

의 Revit, Bentley의 Microstation, 그리고 Nemetschek의 Allplan

중 Revit Structure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Revit은  토

공물량산출 및 GIS 연동기능이 우수한 Civil 3D와 일람표 및 정

보통합에 대한 호환성이 높다. 그리고 과업의 성과품으로 시공․

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해 Infraworks와 NavisWorks를 사용하였다.

2. 고속도로 설계 BIM기반 물량산출 

2.1 BIM기반 물량산출 방법론

BIM기반의 물량산출 방법은 Figure 3과 같이 자동․연동․수동

물량 총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Figure 3은 자동/

연동/수동물량산출의 정의와 대표적용공종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3 Methodology of quantity takeoff with BIM

자동물량이란 BIM모델링을 통해 BIM Tool에서 자동으로 산

출되는 물량을 의미하며, 연동물량이란 자동물량과 연동된 계산

식으로 산출되는 물량을 의미하고, 수동물량이란 BIM기반의 물

량산출방식보다 2D기반의 물량산출 방식이 더 유리하고 실용성

이 높거나 모델링을 통한 물량산출이 불가한 공종의 경우에 해

당되는 물량산출을 의미한다.

Autodsek Revit을 사용하여 물량산출의 오류나 차이점을 바

로잡고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산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 Figure 4와 같은 프로세스를 적용하였다. Figure 4에서와 같

이 전체 공종 중에서 BIM Tool을 통해 물량산출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고, 모델링을 통한 물량산출이 가능하도록 CAD도면을 

편집 후 패밀리 파일을 작성하여 공종별 모델링을 통한 형상을 

작성하였다. 또한 자동/연동 물량산출을 위해 모델링 데이터를 

분할하고, 사용한 s/w내에서 일람표 작성을 통한 자동물량산출

을 수행하고, 일부 공종에 대해서는 매개변수를 이용한 연동물

량이 산출되도록 업무를 진행하였다.

Figure 4 Quantity takeoff process

3차원 모델링의 자동물량산출 프로세스를 수행함에 있어 패밀

리(Family)를 물량산출 목적에 맞게 재구성 하게 되면 모델링 형

상의 면적 또는 체적량과 같이 자동으로 물량이 산출된다. 그러나 

일부 모델링이 불가하여 형상정보생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종

별로 산술식을 적용하여 모델링과 연동시켜 물량이 산출되도록 

하였다. 이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물량산출

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Table 2 Evaluation methods for Linked quantity (Tunnel)

공종 연동물량 산술식

여유굴착(㎥) ⦁굴착(㎥) - 설계굴착(㎥)

암버럭처리(㎥) ⦁굴착(㎥)

숏크리트(㎥) ⦁숏크리트(M)(㎥) / (1-리바운드율)

강섬유보강재

(ton)
⦁숏크리트(㎥) × 0.03(ton/㎥)

숏크리트 

버럭처리(㎥)
⦁숏크리트(㎥) × { 1 / (1-리바운드율) -1 }

록볼트 Resin(EA) ⦁Resin 개수(EA) × 록볼트 개수(EA)

록볼트천공(m)
⦁(록볼트 길이(m) + 0.1m) × {록볼트 개수(EA) / 

굴진장(m)}

라이닝콘크리트

(㎥)
⦁라이닝콘크리트 체적(㎥) + 여유굴착량(㎥)/2

라이닝콘크리트

시공이음(m)
⦁라이닝콘크리트 신축이음(m) × 2

유공관(m) ⦁2 × 본선과 접속부 연장(m)

유공관이음관(EA) ⦁(1×2) / 10(m) × 본선과 접속부 연장(m)

PVC관(m) ⦁PVC관 길이(m) / 10m × 본선과 접속부 연장(m)

PVC이음관(EA) ⦁(1×2) / 50m × 본선과 접속부 연장(m)

스파이럴씸닥트(m) ⦁2 × 본선과 접속부 연장(m)

공동구뚜껑(EA) ⦁4(EA) × (본선과 접속부, 개착구간 연장)

프리그라우팅(개소) ⦁본선과 접속부 연장(m) × 10% × 6.0



Journal of KIBIM Vol.4, No.4 (2014)4

터널공사의 자동물량산출 공종으로는 총굴착, 설계굴착, 방

수막, 부직포, 라이닝콘크리트, 라이닝콘크리트 신축이음, 배면

그라우팅, 배수콘크리트, 필터콘크리트, 맹암거, 숏크리트-면

적, 록볼트, 지보보강 록볼트, 격자지보공, 강지보공, 철근처짐

방지용 앵커 등이 있다. 연동물량으로는 여유굴착, 암버럭처리, 

숏크리트, 강섬유보강재, 숏크리트-버럭처리, 록볼트 Resin, 록

볼트천공, 라이닝콘크리트 시공이음, 유공관, 유공관 이음관, 프

리그라우팅, 공동구뚜껑, PVC관, PVC이음관, 스파이럴씸닥트 

등이 있으며 적용된 산술식은 Table 2와 같다.

Table 2와 같은 방법으로 공종별 연동물량에 대해서는 산술식

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물량

산출 업무의 중복을 예방하였으며, 대표적인 교량과 터널의 자동

물량 및 수동물량에 대한 분류는 다음 Figure 5, Figure 6과 같다.

Figure 5 A case of Automatic/Linked quantity (PSC-Guider)

Figure 6 A case of Automatic/Linked quantity (NATM Tunnel)

2.2 2D vs. BIM 물량산출오차 점검 방법론

물량 및 공사비 오차분석을 위하여 본 과업에 해당하는 본선 

3.69km, 교량 15개소, 터널 2개소, 부체도로 3.66km, 이설도로 

0.50km를 대상으로 오차 및 오차 원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오차율은 BIM물량 대비 2D물량에 대한 비율로서 다음 식과 같다.

오차율(%) = (BIM물량 - 2D물량) ÷ BIM물량

오차분석 및 오차발생 원인분석은 자동물량 공종만을 대상으

로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철근배근 및 가설공사 관련 물량산

출은 기존 2D기반의 물량산출과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었다. 가

시설 물량산출은 본 과업에서 제외되는 공종이지만, 향후 BIM기

반 가시설 프로그램이 개발될 경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가시설 객체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정확한 오차 원

인분석을 위해 사전에 2D기반으로 산출된 물량에 대해 오류분

석을 선행하였다. 연동물량산출은 BIM솔루션에서 진행되지 않

고 수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문서자동화를 위한 원시 물량 DB

관리를 위한 ABimBoq 프로그램에서 적용하였다.

Figure 7 An example of 2D vs. BIM quantity error check

Figure 7은 2D와 BIM물량의 차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오차

율을 분석한 예시이다. Figure 7과 같이 기존 2D 설계 물량에 

대한 오류 점검을 수행하고 오류 발생 시 수정된 값을 반영한다. 

수정된 2D물량에 대해 BIM물량산출 결과와 비교한다. 오차율은 

앞서 언급한 식에 의해 BIM물량대비 BIM물량과 2D물량 차이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3. 고속도로 설계 공종별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 

3.1 BIM기반 교량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

본 과업구간내의 총 15개 교량에 대해 BIM모델링을 수행하였

으며, 2D설계도면에도 3D형상이 표현되도록 하였다. 각 모델은 

세부 객체까지 표현하여, 설계이후 단계에서도 활용가능 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였다. Figure 8은 교량의 상/하부의 세부객체에 

대해 수행한 모델링을 나타내며, 이를 각 세부 객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교량모델을 구성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 과업구

간내에 15개 교량에 대한 모델링 수행결과이다.

Table 3은 교량의 세부 공종에 대해 2D물량산출 결과와 BIM

모델링을 통한 물량산출결과를 나타내고, BIM물량에 대한 2D물

량의 차이를 오차율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3에서와 같이 교대

와 상부슬래브는 1%정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 원인으로는 

BIM모델을 통한 편경사와 종단곡선에 따른 구조물의 형상이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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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BIM modeling of bridge

Table 3 Analysis of quantity calculate with BIM (Bridge)

규 격 단위
2D기반 

수량

BIM기반 

수량

오차율

(BIM-2D)

/BIM[%]

◇ 콘크리트 생산 및 구입

교대 (24-15)

동대구방향 

시점
㎥ 455.491 454.576 -0.201%

동대구방향 

종점
㎥ 457.162 455.551 -0.354%

성서방향 

시점
㎥ 466.336 464.760 -0.339%

성서방향 

종점
㎥ 465.271 464.987 -0.061%

상부

(27-

15)

상부

슬래브

동대구방향 ㎥ 81.955 81.908 -0.057%

성서방향 ㎥ 83.210 83.215 0.006%

일반

가로보

동대구방향 ㎥ 2.545 1.964 -29.568%

성서방향 ㎥ 2.545 2.193 -16.056%

거더

헌치부

동대구방향 ㎥ 1.535 1.560 1.623%

성서방향 ㎥ 1.535 2.697 43.095%

◇ 무수축몰탈 및 쏠플레이트

무수축몰탈(1:1)
동대구방향 ㎥ 0.308 0.306 -0.601%

성서방향 ㎥ 0.314 0.312 -0.738%

솔플레이트

동대구방향

(수정 후)
ton 0.4900 0.4898 -0.033%

성서방향 ton 0.730 0.706 -3.351%

…

설계보다 정밀하게 표현되어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반면 일

반가로보와 거더헌치부는 종단경사와 편경사에 따라 형상에 큰 

영향을 받지만, 2D기반 물량산출에서는 이를 계산식으로 일반

화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2D와 BIM모델의 물량차이가 최대 

43.095%의 오차율을 보였다.

2D기반의 수량산출 방식은 상부 슬래브의 콘크리트 물량을 

산출한 경우 (두께)*(폭)*(평균연장) 방식으로 진행함에 있어 평

균연장 값 산정 시 2D 평면상에서 좌측 연장과 우측연장의 평균

연장을 적용한다.

이러한 2D기반의 수량산출방식에서는 교량의 3차원적으로 

변화되는 종단경사, 횡단경사 및 곡선부, 편경사 등이 고려되지 

않은 평균연장 값을 사용한다. 그러나 BIM기반의 3차원 설계 

수량산출방식은 Figure 9에서와 같이 이러한 모든 것을 실제 

시공 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형상으로 구현함으로서 정밀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2D설계 : 경사 및 편경사 미고려 BIM설계 : 경사 및 편경사 고려

2D설계 : 비정형을 평면으로 

수량산출

BIM설계 : 비정형 반영으로 

수량산출

Figure 9 The difference between 2D and BIM (Bridge)

Figure 9는 경사 및 편경사와 비정형에 대한 2D와 BIM방식 

표현의 차이를 표현한 것이다. 기존의 2D설계에 적용하던 방법

에 비해, 실제 객체의 형상은 편경사 및 비정형에 대해 정밀하게 

표현하는 BIM 모델링을 통한 물량산출의 결과 값이 보다 정확하

며,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용이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0 Analysis of the cost error effect (Bridge)

Figure 10은 BIM기반의 물량과 기존 2D기반의 물량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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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교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비 오차가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한 것이다.

본 과업 구간내의 교량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28.6%를 차지

한다. 2D와 BIM사이의 오차율은 1.8%로써 전체 2D설계물량과 

BIM설계물량의 차이 중에서 교량공사의 오차는 미소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BIM설계물량과의 차이는 작지

만 BIM설계의 경우 2D설계에 비해 설계오류․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종단․횡단경사 등을 반영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정밀설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시의 업무 효율성이 높고, 이후 

실시간 시공관리, 실적관리 등의 5D-BIM구현을 위한 기초 DB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3.2 BIM기반 터널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

본 과업 범위 내의 NATM 터널은 크게 BIM모델링/ BIM물량

산출의 프로세스로 수행하였으며, 물량산출 수행 절차는 Figure 

11과 같다. Figure 11에서와 같이 공종별 Family 모델링을 수행 

후, 연동물량 산출을 위한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시공순서에 따

라 Family를 조합하여 공종별 물량산출을 수행한다. 이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물량은 Revit에서 자동으로 물량이 산출

되고, 연동물량은 설정한 매개변수의 산술식에 의해 물량이 산

출된다. 이렇게 구조물에 대한 모델링 및 물량산출이 완료되면 

Civil 3D를 통해 토공에 관한 모델링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터

널에 대한 토공물량까지 산출한다.

Figure 11 Quantity calculation process (Tunnel) 1

터널의 경우 프리그라우팅과 같이 모델링을 통한 형상정보생

성이 불가한 경우는 “프리그라우팅 = 연장(형상정보)･10%･

6.0m(개소당 보강가능 영역 6.0m)”과 같이 수식을 통해, 형상정

보와 연동되어 물량이 산출되도록 하였다. 이는 설계변경 시 리

모델링할 경우에도 물량산출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여 업무

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터널공에 대한 물량산출은 공정시뮬레이션 및 5D-BIM구현

을 위하여 Figure 12와 같이 공정별로 본선/접속부/.../기타부대

공으로 구분하였다. 각 공정별 물량산출을 위하여 자동물량산출 

모델링과 연동물량산출 산술식을 기입함과 동시에 추후 물량산

출서 문서자동화를 위하여 코드체계를 일람표(물량산출표)에 

적용 하였다.

Figure 12 Quantity calculation process (Tunnel) 2

터널공 세부 공종에 대한 물량은 대부분 평면에서의 연장을 

산출하여 단위면적당 수량과 연계된 수량산출 방식으로 전체적

인 영향이 일정한 규칙으로 물량에 차이가 발생되고, 상하행선

이 분리된 경우는 상하행선 별로 규칙성이 있다.

Figure 13은 터널공에서 총굴착의 수량산출에 대해 2D기반

의 산출방법과 BIM기반의 산출방법의 차이를 도식화 한 것이다.

BIM DATA 산출 물량 수량 산출서

1. BIM DATA는 표준지보패턴을 기

반으로 전체 단면을 하나로 생성하

여 선형에 적용하여 체적량 산출

2. 총굴착 수량산출

작성된 총굴착(P-3)을 1m길이로 

배치하였을 때 80.410㎥의 체적을 

가진다.

1. 하나의 객체를 여러 개로 분할하

여 단면적 산출 후 도로중심선을 

적용하여 체적량 산출

2. 총굴착 수량산출

 

Figure 13 2D vs. BIM Quantity calculation (Tunnel)

Figure 13에서와 같이 BIM은 전체의 체적을 프로그램 내에서 

계산하는 반면, 2D수량산출의 경우 하나의 객체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단면적을 산출한다. 단면적 산출 후 전체연장을 배수

로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단면적 산출시 소수점 처리방식에 

따라 계산 값이 달라지며, 이 값이 누적됨에 따라 전체 값의 오류

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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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는 BIM기반의 물량과 기존 2D기반의 물량산출을 

바탕으로 터널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비 오차가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한 것이다.

Figure 14 Analysis of the cost error effect (Tunnel)

기존 2D기반의 설계에서 터널공은 종단/횡단경사, 곡선부 편

경사 등 비정형적인 3차원 형상에 따른 수량산출에서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도면과 수량산출서의 불일치와 소수점 절사로 인

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Figure 15와 같이 갱문과 옹벽 연결

부의 중복수량산출이나, 배수콘크리트의 측벽배수관 공제 누락 

등의 수량산출 오류를 발견하였고 이를 수정보완 하였다.

Figure 15 A cause of quantity calculation error (Tunnel)

터널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19.7%를 차지하며, 터널공의 오

차는 전체 오차의 29.8%를 차지하였다. 이는 수량 및 공사비 

오차에 비해 공종단가가 높은 공사인 경우 전체 공사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밀설계가 요구됨을 파악할 수 있다.

3.3 BIM기반 배수 및 옹벽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 결과

배수공종에 대해서는 난간벽, 구체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날개벽, 노치, 시공이음면 정리, 수팽창 지수재, 유입방지턱, 아

스팔트방수 등의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또한 측구공의 경우 2D기반 설계에서의 오류를 점검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으며, 수정된 2D설계도면을 

바탕으로 BIM모델링을 수행하고 물량산출을 수행하였다. Figure 

16은 옹벽, 암거, 배수공 등에 대한 모델링 결과이며, 특히 배수

공에서는 2D 설계 자료를 토대로 모델링 수행시 부정합 등의 

오차를 발견했고, 이를 수정하여 BIM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igure 16의 하단부 3개 그림과 같이 모델링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여 물량을 산출하였다.

Figure 16 2D Design error checked and BIM modeling of 

drainage & Retaining wall

옹벽공은 L형옹벽, 역T형옹벽 등에 대해 구체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부직포, PVC파이프, 드레인보드, 수축줄눈 등 각 세

부공종별로 구분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여 물량을 산출하였다. 이

를 2D기반 물량과 비교하여 오차율을 산정하고, 오차의 정도가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able 4는 배수관에 대한 2D와 BIM의 물량산출 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Table 4에서와 같이 종배수관은 총연장에서 1.7%의 

오차율을 보였다. 종배수관의 경우 2D기반 수량을 산출할 때, 

도면에서 평면연장을 측정하기 때문에 시․종점의 고저차가 고려

된 연장이 측정되는 BIM기반의 수량이 약간 크게 나타났다. 횡

배수관 공종에서는 보강흄관과 흄관은 각각 1.5%, 1.9%의 오차

율을 보였다. 횡배수관도 종배수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D기

반 수량 산출시, 도면에서 평면연장을 측정함으로 인해 배수관

의 시종점의 고저차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제 형상을 

반영하는 BIM기반의 수량과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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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는 침전조에 대한 2D와 BIM물량산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5에서와 같이 침전조는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구

조물이 아니므로 2D와 BIM기반의 수량간 차이는 0%에 가깝게 

발생하였다.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0.0026%의 오차는 

2D기반의 수량산출시 소수점 처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 

오차율은 2D기반의 수량산출 계산식의 일부 오류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Table 4 BIM based quantity takeoff Reliability analysis (Drain 

pipe)

측점 공종
2D기반 

수량

BIM기반 

수량

오차율

(BIM-2D)

/BIM[%]

비고

* 종배수관 연장 BIM기반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일부)

0+208.00 종배수관 7.800 7.774 -0.334% 부체도로#1

0+383.10 종배수관 7.800 7.776 -0.309% 부체도로#1

…

2+462.00 종배수관 8.000 8.632 7.322% 부체도로#12

3+067.00 종배수관 8.200 8.010 -2.372% 부체도로#13

0+105.90 종배수관 5.000 5.478 8.726% 상매R-A

0+154.40 종배수관 5.000 5.830 14.237% 상매R-A

총계 148.600 151.109 1.660%

* 횡배수관(보강흄관) 연장 BIM기반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일부)

0+120.00 보강흄관 11.890 11.890 0.000% 동대구R-F

0+280.00 보강흄관 36.300 36.300 0.000% 동대구R-F

…

0+015.00 흄관 5.100 7.350 30.612% 부체도로-16

0+157.00 흄관 5.500 5.717 3.796% 부체도로-17

0+221.00 흄관 10.540 10.540 0.000% 이설도로#2

0+273.00 흄관 10.700 10.700 0.000% 이설도로#2

총계 223.160 227.519 1.916%

Table 5 BIM based quantity takeoff Reliability analysis (settling 

tank)

측점 공종 2D기반 수량
BIM기반 

수량

오차율

(BIM-2D)/BIM[%]
비고

* 침전조 콘크리트 BIM기반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일부)

1+654.53 침전조 2.6X1.5X3.0 10.920 11.630 6.105%

1+804.57 침전조 6.4X1.5X7.5 37.810 37.810 0.000%

2+026.65 침전조 8.1X1.5X6.0 38.280 38.290 0.026%

총계 212.750 211.290 -0.691%

Table 6은 측구와 콘크리트 다이크에 대해 2D와 BIM기반의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한 내용의 일부이다. V형측구, 산마루측

구, L형측구는 2D기반 수량산출시 도면에서 평면연장을 측정하

기 때문에 종단경사와 변곡점의 접속처리에 필요한 길이를 고려

하지 못하였다. 종배수관과의 접속부에 필요한 실제 필요 물량

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BIM기반의 수량과 차이

가 발생하였다.

L형측구와 콘크리트 다이크는 측구가 설치되는 도로선형의 

체인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므로 종단경사가 고려되지 못하

고, 곡선구간에서 기준이 되는 도로선형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른 연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형식별로 오차율이 발생

하는 것은 3D모델링을 하면서 쌓기부와 깎기부의 구간 반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BIM based quantity takeoff Reliability analysis (Drain)

공종 규격 2D기반 수량 BIM기반 수량

오차율

(BIM-2D)

/BIM[%]

비고

*V형 측구 연장 BIM기반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일부)

V형측구 형식-1 6075.484 6064.300 -0.184%

V형측구 형식-2 366.355 367.600 0.339%

V형측구 형식-3 388.822 381.500 -1.919%

소계 6830.661 6813.400 -0.253%

*산마루 측구 연장 BIM기반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일부)

산마루측구 형식-1 3150.666 3043.100 -3.535%

산마루측구 형식-2 46.095 45.700 -0.864%

　소계 3196.761 3088.800 -3.495%

*U형 측구 연장 BIM기반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일부)

U형측구 형식-1 85.162 90.100 5.481%

U형측구 형식-2 159.053 159.100 0.030%

U형측구 형식-5 1778.274 1796.600 1.020%

소계 2022.489 2045.800 1.139%

*L형 측구 연장 BIM기반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일부)

L형측구 형식-9 730.200 620.854 -17.612%

L형측구

(완화구간)
형식-1 210.000 210.000 0.000%

L형측구

(완화구간)
형식-3 8.000 8.000 0.000%

총계 6253.200 6180.289 -1.180%

*콘크리트다이크 연장 BIM기반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일부)

콘크리트다

이크
형식-3 277.700 287.860 3.529%

콘크리트다

이크
형식-4 1039.600 598.632 -73.663%

콘크리트다

이크
형식-6 785.400 783.077 -0.297%

총계 11628.000 10429.705 -11.489%

Figure 17에서와 같이 배수공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존 2D기

반의 평면연장 측정방법으로 인한 물량차이가 발생되었다. 이는 

실제 시공되어지는 3차원 형상을 고려한 BIM기반의 물량산출에

서 시종점부 고저차, 곡선구간에서 도로선형으로부터의 이격거

리를 고려한 물량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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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The difference between 2D and BIM (Drain)

3.4 BIM기반 토공 물량산출 신뢰성 분석 결과

토공물량산출을 위하여 Figure 18과 같이 1개 공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치지형도 작업, 삼각망 구축 작업, 암지형 작업, 선

형 작업, 편경사 및 종단 선형 작업, 횡단 코리더 작업, 지표면 

작업, 토공량 추출작업 순으로 진행하였다.

Figure 18 Earthwork quantity takeoff

토공은 기성관리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20m간격으로 분절하

여 모델링 객체를 생성하고 토공량을 산출하였다. 아래 Table 7은 

토공에 대해 2D와 BIM기반의 물량산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7 BIM based quantity takeoff Reliability analysis 

(Earthwork)

구분

(전체)

쌓  기 깎    기

토  사 토  사 리 핑 암 발 파 암 절 토 계

m
3

m
3

m
3

m
3

m
3

BIM 수량 706,373.78 151,095.35 88,716.79 398,361.99 638,174.14 

2D 수량 710,964.31 131,446.27 98,512.86 429,982.09 659,941.22 

증감

(+/-)
-4,590.53 19,649.08 -9,796.07 -31,620.10 -21,767.08 

오차율 -0.65% 13.00% -11.04% -7.94% -3.41%

Table 7에서와 같이 전체 토공량의 오차율의 경우는 쌓기부

는 -0.65%, 깎기부는 -3.41%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오차율은 적용 공구별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토사, 리핑, 발파의 오차율 또한 모든 공정별로 일정

한 규칙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깎기부의 토사, 리핑암, 발파암에

서는 각각 평균 13.00%, -11.04%, -7.94%의 오차가 발생하였

다. 이 또한 본선1구간, 본선2구간 등 각 구간별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쌓기부의 토사량 오차율이 발생하는 원인은 

2D기반 수량산출에 반영되는 원지형과 BIM기반 수량산출에 반

영되는 원지형의 높이 차이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쌓기부의 

경우 오차율은 전체 평균 -0.65%로서 큰 오차가 발생되지 않았

으나 본선1구간에서 8.42%, 본선2구간에서 -7.77% 등과 같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토공량 산출은 기존의 2D기반의 양단면 평균법에 의한 결과

값이 실제 토공량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쌓기부의 

쌓기재료는 보통 토사이기 때문에 쌓기 높이에 따라 토사의 양

만 일정한 패턴으로 증감된다. 그래서 2D기반 수량산출에 반영

되는 원지형과 BIM기반 수량산출에 반영되는 원지형의 높이차

가 발생하더라도 쌓기 총량 변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깎기부

의 경우는 토질(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에 따라 깎기 구배가 

변화되어 작은 높이차에도 깎기 총량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토공물량의 신뢰성분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산외곽1공구

를 대상으로 기장행 STA. 2+166 ~ STA. 2+570 구간 404m 

산지부를 기존의 2D 설계방식인 양단면 평균단면법을 동일

한 지형조건 및 지질도를 그리고 동일한 토공산출 프로그램

(RoadDesign RD)을 적용하여 간격만을 20m(기존방식), 10m, 

5m, 1m 등으로 조절하여 토공량을 산출하였다. Table 8에서와 

같이 20m간격과 1m간격의 양단면 평균단면법 토공량 차이가 

2배~3배 가량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Method of average end areas for earthwork (Busan) 

구   분 20m 간격 10m 간격 5m 간격 1m 간격

흙깍기부 67,897 97,454 97,861 110,548

토사 15,698 30,207 32,762 61,161

리핑 24,875 37,585 36,223 23,069

발파 27,324 29,662 28,876 26,318

흙쌓기부 55,555 153,618 153,258 169,122

노상 3,185 8,045 8,046 8,030

노체 52,370 145,573 145,212 161,092

Table 9 Method of average end areas for earthwork (Daegu 

expressway Lot No.5) 

구  분
측점간격

(20m)

측점간격

(1m)
오차(%)

측점간격

(5m)
오차(%)

측점간격

(10m)
오차(%)

흙깍기부 255823.85 253693.07 -0.83 254067.86 -0.69 255274.05 -0.21

토사 96235.12 108812.66 13.07 106647.15 10.82 104785.17 8.88

리핑 105879.83 90671.21 -14.36 93894.21 -11.32 97417.88 -7.99

발파 53708.90 54209.20 0.93 53526.50 -0.34 53071.00 -1.19

흙쌓기부 86021.53 86077.56 0.07 86145.23 0.14 86180.45 0.18

노상 5168.86 5103.39 -1.27 5090.99 -1.51 5105.36 -1.23

노체 80852.67 80974.17 0.15 81054.24 0.25 81075.0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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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대상인 대구순환 5공구의 도로 본선구간 3.2Km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2D 설계방식인 양단면 평균법을 동일한 지형조

건 및 지질도 그리고 동일한 토공산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격

만을 조절하여 물량을 산출하였다. 흙깎기부와 흙쌓기부의 전체 

토공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흙깍기부의 토사는 8.88%, 리핑

은 -7.99%, 발파는 -1.19%로 토사량이 리핑과 발파량 보다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9에서와 같이 동일조건상에서 측점

만을 조절한 토량산출 결과값이 서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Figure 19 Earthwork quantity calculation (cross sectional 

survey length)

Figure 19에서와 같이 평면도와 종단면도에서의 측점 간격이 

좁을수록 원지형과 유사한 경계선을 나타낸다. 그러나 BIM기반

의 토공량 산출방식은 1m간격보다 더욱 조밀한 방식으로 미분

하여 적분체적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원지형을 완벽하게 고려

한 사면을 생성하고 토공량을 산출할 수 있다. BIM기반의 원지

형은 지형 TIN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한 원지형도 이므로 BIM

기반의 토공량 산출방식이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BIM기반의 토공량 산출 시 기존의 2D기반의 토공량 산출과 

오차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첫 번째는 20m 정측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상･하면에서의 불규칙성이 고려되지 않는 양단면 평균

법 적용으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된다.

두 번째로는 20m 정측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좌･우면 즉, 

종단과 횡단에서의 불규칙성이 고려되지 않는 양단면 평균법 

적용으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된다.

세 번째로는 지질주상도 적용에 따른 리핑․발파선 생성방법

의 차이로 인한 오차 발생이다. BIM기반의 토공 모델링은 수치

지도 및 현장측량 값, 지질주상도를 반영하여 지표면과 유사한 

3D 종평 및 횡단 리핑･발파면 삼각망 구축을 통한 3D 물량산출 

방법인 반면, 2D기반의 토공 산출방식은 설계자의 견해가 반영

된 2D 종단 및 횡단의 조합을 통한 리핑선 및 발파선 설정으로 

수량을 산출함으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된다.

기존 2D기반 설계 시 20m 양단면 평균법 적용에 따른 절･성

토 및 비탈면 토공량 산출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리핑 

및 발파 지질현황에서도 설계자의 견해를 반영하여 생성되는 

2D기법과 달리 BIM기반의 3차원 설계 시 지형의 표면유형이 

최대한 고려된 암별 토공량 산출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토공량에 

차이가 발생된다. 또한 3차원 점좌표 값 적용에 따른 수치지형

도, 지질도 DB, 측량 DB 등의 지형정보 등에서 존재하는 오류를 

2D기반에서 불가한 보정이 가능함에 따라 지형구축이 보다 정

밀도가 향상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물량산출의 신뢰성이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3.5 BIM기반 부대공 설계

부대공은 BIM기반의 설계를 통해 생성된 라이브러리를 유사

설계에 사용하여, 설계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Figure 20, 

Figure 21은 부대공 중 가이드레일과 교통표지판에 대한 모델링

을 수행한 것이다. 각 유형에 맞게 기초의 크기를 조절하여 지형

에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고, 모델링을 라이브러

리화 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도로건설공사 BIM

설계 시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20 BIM modeling of secondary work (guard-rail)

다양한 교통표지판에 대해 모델링을 수행하고 향후 유사 업

무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선형마다 

그 형태가 변화되는 토목사업의 타 공종과 달리 그 형상이 비교

적 일정한 교통표지판에 대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함으로써 정보

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Figure 21 BIM modeling of secondary work (traffic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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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2D설계를 통한 물량산출의 오차를 점검

하고, 이를 BIM기반의 물량과 비교하였다. 3장을 통해 각 공종

별로 기존 2D설계방식과 BIM설계방식을 통한 물량오차의 원인

을 분석하고, 대공종별 오차가 전체 2D기반 물량산출 결과 대비 

BIM물량산출 결과 오차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였다. 각 

공종별 오차가 전체 오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공종은 

포장공으로 나타났으며, 배수공은 토공물량 산출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토공 물량은 기존의 2D기반의 양단면평균법에 

의한 물량산출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10 The difference cost between 2D and BIM 

2D BIM 증감

총  계 61,638,429,411  61,362,841,596  -275,587,814  

토공 13,506,433,746 13,281,342,388  -225,091,358  

배수 및 

옹벽공
7,640,984,879  7,666,586,841  25,601,962  

교량공 17,464,619,653  17,469,463,953  4,844,301  

포장공 3,243,459,232  3,244,682,062  1,222,830  

부대공 7,629,547,956  7,629,547,956  　-

터널공 12,153,383,945  12,071,218,397  -82,165,549  

Table 10에서와 같이 토공사의 오차는 전체 2D 물량 대비 

BIM물량 전체오차에 약 80%가량을 차지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터널의 경우 그 형상이 복잡하

고, 2D 설계상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설계 시 가장 

주의를 요하는 공종으로 판단된다.

부대공의 경우 BIM모델링을 라이브러리 DB구축만 하고 설계

에 반영하지 않아, 물량오차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2D기

반의 토공량 산출은 공제 토량이 고려된 수량인 반면, BIM기반

의 토공량 산출은 공제 토량이 고려되지 않은 수량으로서, 이를 

고려한다면 토공사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22 Analysis of the cost error effect (Total work type)

Figure 22는 대구순환 5공구 내의 대공종에 대해 2D설계물

량 대비 BIM물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공종의 물량 오차가 

전체 물량오차에서 가지는 영향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22

에서와 같이 토공과 터널공이 전체오차량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3장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기존 2D 물량산출 방법이 가장 큰 오차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순환 5공구내의 대부분 공종에 대해 BIM모델링을 수행

하고, 이를 통한 물량산출 후 2D와 비교한 결과 BIM기법을 이용

한 설계가 보다 더 정밀설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BIM기반 

설계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2D설계상의 오류 중 일부는 쉽게 수

정 및 반영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일부 공종에 대해서는 새로 

설계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공종이 존재하였다. 또한 기존 2D설

계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물량산출오차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기존 2D설계의 오차는 물량을 산출하는 인력에 판단

에 의존한 결과와 소수점이하 처리방식에 의한 문제로 파악되었

다. 이에 반해 BIM물량은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물량이 산출

되고, 모델링이 불가능한 공종에 대해서는 산술식을 통해 물량

이 계산되므로, 인력에 의존했던 기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었다.  

따라서 BIM설계는 기존 2D설계보다 공사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오류 및 설계변경 프로세스의 최소화를 얻음으로써 

전반적인 건설공사 프로세스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4.2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토목설계단계에서 BIM적용을 시범수행하

였으며, 현재 BIM기술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

사에서는 본 연구대상인 대구순환 5공구 외에 함양울산 일부 

공구에 대해서도 BIM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Ex-BIM연구용역

을 통해 국내 도로사업에서의 BIM도입 및 적용에 대해 추진 및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분야의 BIM설계지침 및 성과품에 대한 명확한 표준

이 없기에 한국도로공사표준도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이 수행되

었다. 본 논문에 해당하는 BIM시범설계 사업이 향후 토목분야의 

선도기술적용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 할 것이다. 또한 각 공종에 대해 모델링 적용범위 

및 도면형식에 대한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LandXml

이나 IFC간의 표준화와 호환성도 개선사항으로 파악되었다. 또

한 현재의 BIM Tool의 성능으로는 모든 공종에 대해 완벽한 설

계 성과품을 만들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2D와 BIM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단계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BIM설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후 진행되

는 새로운 BIM설계 사업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BIM의 적용성

을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BIM기반 토목사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목공사 발주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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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발주를 위한 모델링 적용범위, 도면형식, 전자파일에 대한 

지침 및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공된다면 국내 BIM사업도 

세계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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