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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스마트협회(www.buildingsmart.or.kr)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BIM Awards 2018’의 주

요 수상작을 소개한다.

BIM Awards는 2009년부터 시작한 국내 주요 BIM 공모전으로, 건설 분야의 BIM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한국 건설

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높이고, BIM 기술의 올바른 활용 및 확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의 공식 

후원을 받게 되어 2018년에는 4회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여하게 되었으며, 국내 건축·건설 분야에서 공익적 역할과 성과로 BIM 활성화

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비전(Vision) 분야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추가로 수여하게 되었다.

BIM Awards 2018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 3점, 빌딩스마트협회장상 7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상 3점, 우수상 10점 등이 선정되어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지면 관계상 모든 수상작을 소개하지 못했으나, 전체 수상작은 빌딩스마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IM Awards 2018 수상작

국토교통부장관상 일반 BIM Vision Awards 국토교통부장관상 일반 BIM Construction Awards(건축)

한국도로공사

■ 심사평 : 도로 분야 BIM 표준 체계 수립, 지침 및 가이드 개정, 

시범 시스템 구축, 활용성 검증 등 다양한 분야에 BIM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다. 향후 BIM 기술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체계 확산에 이바지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확

보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형 BIM에서도 IFC 4.0 이

후 5.0으로 가는 단계에서 인프라 BIM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도로

에 대한 BIM 표준 수립 및 적용 노력이 우수하다.

Digital Transformation - 에스케이건설
■ 심사평 : 반도체 공장의 스마트 공장 구현을 위해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구축이라는 목표로 BIM의 

설계 활용 및 시공 프로세스에서 스캐닝 기술을 통한 설계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가이드를 통한 라이브러리 확보 및 설비 

배관 작업에 활용을 통해 BIM 기술을 제조 분야의 시스템 배치 및 

운영단계에 통합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BIM 기술의 효

율적이고 전략적인 활용을 통해서 제조업 스마트 공장 구현이 가능

하도록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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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ATE, bim construction applicabablity and 

vision in architecture design - 인하대학교 김민연,조영

진,최선형

■ 심사평 : BIM의 적용이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고르고 심도 

있게 적용되어 있음이 인상깊었다. 학생의 작품 수준을 넘어선 전문성

과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상 학생 BIM Design Awards(건축)

빌딩스마트협회장상 일반 BIM Design Awards(건축)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 -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 심사평 : BIM 기반 C-Value 개선이라는 다소 독창적이고 도전적

인 결과로 최적의 관람 시야 확보 노력과 적절한 성과를 달성한 작품

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에서의 전문 스포츠 시설물에 대한 BIM 기

반 설계 시공 통합 노력이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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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스마트협회장상 일반 BIM Construction Awards(건축)

마곡 N프로젝트 건립공사 시공 BIM 프로젝트 - 쌍용건설, 코

스펙빔테크

■ 심사평 : BIM 기술을 이중 외피 엔지니어링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

였다. 디지털 목업 구현을 통해 시공참여자들간에 기술적 커뮤니케이

션을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

다. 이는 프로젝트의 의사 결정자들에게 좀더 직관성 있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빌딩스마트협회장상 일반 BIM Implementation Awards 

BIM 기반의 VRF 냉난방 시스템 설계 지원 S/W 개발 - 한양

대학교 융합기계공학과, LG전자 H&A 에어솔루션사업부 시스

템에어컨

■ 심사평 : 기존의 BIM 건축설계분야는 API를 이용한 다양한 툴들

이 개발되어왔지만, 실무 필요성이 높은 건축설비설계분야는 이러한 

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상용 BIM 설계 도구와 호환성을 가지

며 동시에 연계되어 냉난방시스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툴

로 판단된다. 또한 타사 프로그램 대비 경쟁력 있는 실용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측면에서 BIM의 활

용성과 효과성을 배가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