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na Zun Tower의
시공 단계에 적용된
BIM 기술

China Zun Tower는 복잡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BIM 응용프로그램 
적용의 롤 모델입니다. BIM 기술을 
활용하면 500m 이상의 고층 건물을  
62개월 이내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 속도는 유사 프로젝트에 
비해 1.4배 빠른 것입니다.

China Zun Tower는 중국 최초의 지능형 시공 
프로젝트로서, 전적으로 BIM 기술을 통해 설계 
관리를 동기화하고 시공 과정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BIM 기술은 여러 분야 간의 조정과 협업, 
수명 주기 시뮬레이션 및 수명 주기 응용프로그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과제:

• 8도 지진 방어 강도(중국의 지진 관련 표준) 
구역에 세워지는 세계 최초의 고층 건물

• 500m 이상의 고층 건물로서는 가장 짧은 시공 
기간인 62개월 예정

• 북경 CBD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해당 구역에는 
시공이 가능한 공간이 거의 남지 않음. 건물의 
외벽이 대지 경계선과 매우 가까움. 

•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강판 전단벽(227m 이상)
과 세계 최대의 콘크리트 충전 다공동 대형 철골 
기둥(단면적 64m2 이상) 포함

• 두께 6.5m, 면적 11,478m2 및 총 콘크리트 
사용량 62,000m3의 거대한 콘크리트 슬래브 
포함. 최초로 HRB500 40mm 보강 철근이 말뚝 
래프트 기초에 사용되며 피트의 깊이는 약  
40m에 달함

• 독특한 스타일, 복잡한 구조 및 다양한 시스템. 
다양한 부품의 상세 설계와 상호 조정은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임.

프로젝트 개요 

China Zun Tower는 총 투자금이  
35억 달러에 달하는 초고층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건물은 베이징 
CBD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그 면적은 
1.15헥타르에 달합니다. 시공 면적은 
총 437,000m2로, 지상 108개 층 
350,000m2, 지하 7개 층  
87,000m2입니다. 완공 후 높이  
528m인 이 건물은 북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이며 도시 스카이라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시공은 2013년 7월에 시작했으며 
2018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소유자는 CITIC Group
의 주요 자회사인 CITIC(China 
International Trust and Investment 
Corporation) Heye Investment Co. 
Ltd.입니다. BIAD(Beijing Institute of 
Architecture Design)는 주 설계업체를 
맡고 있습니다. BIAD는 개념 설계를 위해 
TFP Design Firm과 협력하고 있으며 
KPF는 건축 자문으로 이 프로젝트를 
돕고 있고 Arup은 구조 자문을, PB
는 전기 기계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CSCEC(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 Ltd.)와 
CCTEB(China Construction Third 
Engineering Bureau Co., Ltd.)가 공동 
주 계약업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China Zun Tower의 주 계약업체로서 우리는 기술적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20가지 이상의 신기술을 적용했으며, 그중 
하나인 BIM을 통해 혁신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BIM 모델을 
토대로 설계자 및 도급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BIM이 제공하는 
정보 통합의 장점을 통해 효울성과 시공 품질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극도로 복잡한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팀의 역량도 
향상됩니다.

- Xu Lishan 
China Zun Tower의 최고 엔지니어 겸 시공 책임자 
China Construction Third Engineering Bureau Co., Ltd



- 농업, 구조 및 MEP 상세 설계
- 장식 및 인테리어 디자인
- 커튼월 설계 및 기타
- 전문화 설계
- 3D 스캔 데이터 검토

- 모델 및 정보 통합
- 간섭 탐지
- 4D 시공 시뮬레이션
- 일정 계획
- 3D 스캔 데이터 검토

- 현장 시공 점검

- 고급 장식용 복잡한 부품 설계 및 제작

- 장식 설계를 위한 BIM 모델 생성

주 계약업체와 도급사는 프로젝트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BIM 기술을 적용합니다. 

1. BIM은 원본 설계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해 
건축, 구조 및 MEP 부품의 상세 설계에 
채택되었습니다. BIM 상세 설계는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을 대폭 개선합니다. 6,200가지 
이상의 결함을 탐지하고 제시간에 수정하여 
현장에서의 변경 사항 및 수정 작업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2. 시공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약업체는 BIM을 이용해 복잡한 철골 구조 
연결부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화합니다. 
모바일 장치 및 3D 스캔은 최적화된 BIM 
모델을 기반으로 현장 시공 작업을 검토하고 
가이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3. 계약업체는 BIM을 도입해 철근, 커튼월 
플레이트 및 전자 기계 파이프라인의 사전 
제작과 현장 외 디지털 처리를 수행합니다. 
덕분에 시공 공간이 더 적게 필요하며, 
산업화된 시공이 가능해집니다. 

4. 계약업체는 Revit으로 강철 브래킷을 설계 
및 제조하고 Navisworks로 콘크리트 주입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최적화합니다. 
마지막으로, 56,000m3의 콘크리트 주입을 
완료하는 데 93시간이 소요되어 기존의 펌프 
솔루션에 비해 시간이 20% 절감되었습니다.

BIM 응용프로그램 개요 

프로젝트 소유자인 CITIC Heye Investment
는 모든 설계자와 계약업체의 필수 요건이 된 
수명 주기 BIM 응용프로그램을 지지하며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BIM 데이터는 설계 팀에서 
시공, 운영 및 유지 관리 팀으로 전달됩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철저히 연구하고 논의한 후, 
China Zun Tower에서의 BIM 실행 가이드가 
편집되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명 주기 중 
수행 지침과 표준을 규정합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가이드를 추가로 
개선하고 다루는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시공 단계를 위한 BIM 팀은 일반 계약 지원 
부서 9개를 포함한 28개 부서의 1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BIM 관리 부서는 내부 
부서들 간을 조정하고 프로젝트 소유자 및 BIM 
응용프로그램 설계자와 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델 상호 운용성과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 계약업체의 BIM 관리 부서에서는 
제출할 모델 형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제공 가능 모델: 원래 형식의 모델, Autodesk 
Revit 형식의 링크 모델, Autodesk 
Navisworks에 바인딩된 검색 모델 

• 편집 가능 모델: Autodesk Revit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집계 및 통합

• 검색 모델: Autodesk Navisworks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통합

• 프로젝트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른 데이터 
형식의 모델이 Autodesk Navisworks 모델과 
함께 원래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음

일반적인 BIM 응용프로그램 외에 팀은 초정밀 
상세 설계, 가장 까다로운 시공 작업의 시뮬레이션, 
거대 구조 사전 제작, 3D 레이저 스캔을 통해 
혁신을 달성했습니다. 

모델 간섭의 90% 이상은 BIM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작업 
및 수정이 기존 방식 대비 65% 
감소했습니다. 

설계를 위한  
BIM 모델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BIM 모델

시공을 위한  
BIM 모델

건축, 구조 및 MEP 모델은 시
공 문서와 일치합니다.

제공: 주 설계업체
(BIAD)

제공: 주 계약업체
(CSCEC 및 CCTEB)

철골 구조 BIM 모델

구조 상세 설계 BIM 모델

GC 관리를 위한 BIM 모델

MEP 상세 설계 BIM 모델
(MEP 계약업체)

커튼월 BIM 모델 
(커튼월 도급사)

장식 및 인테리어 상세 설계 
BIM 모델(장식 도급사)

기타 전문화 BIM 모델 
(특수 도급사)

AUTODESK® BIM 360™ GLUE®

AUTODESK® DYNAMO STUDIO

AUTODESK® NAVISWORKS® MANAGE

AUTODESK® RECAP PRO

AUTODESK® REVIT®



조정 및 시공을 위한 BIM 상세 설계 가이드 

상세 설계는 타워의 기능과 품질의 최적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모든 수단을 통해 건물 
품질을 개선하고 1억 RMB 이상의 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China Zun Tower에서의 BIM 실행 가이드는 각 
기술 영역의 상세 설계 및 표준의 LOD를 지정하기 
위해 편집되었습니다. 상세 설계 프로세스에서 
전문 팀은 3D 모델을 2D 도면과 완전히 통합해 
고품질의 상세 설계 파일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에서는 10만 개 이상의 상세 설계 
도면이 생성되었습니다. 철골 구조, 고급 장식 및 
커튼월 모델의 정밀도는 LOD400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수치는 2016년 말까지의 수치입니다. 

652: 모든 전문 영역에서 총 652개의 상세 설계 
모델이 만들어졌으며, 그중 장식 모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800: 전기 기계, 고급 장식, 커튼월, 엘리베이터, 
창문 세척 장비 등의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10
곳의 전문 도급사가 이 프로젝트만을 위해 800개 
이상의 Revit 구성요소 패밀리를 생성했습니다. 

806: 철골 구조, 전자 기계, 장식, 커튼월 및 
리프트, 소방 및 기타 분야의 시공 도면에 대한 
검토가 806회 수행되었습니다. 

6,200: 이 프로젝트에서는 BIM 도구를 이용해 
여러 분야 조정 검토를 6~7회 더 시행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5,000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시공 단계에서는 6,200가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7,200: 창의 팬 코일을 짧게 줄임으로써 4,200m2

의 자재를 절감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기둥 옆의 관우물에서 
스탠드파이프의 배치를 최적화해 3,000m2를 
추가로 절감했습니다. 이로써, 사용 가능한 영역이 
총 7,200m2나 확장되었습니다. 

주 계약업체는 고도로 정밀한 상세 설계 모델을 
이용하여 도급사와 컨설턴트를 효과적으로 
동원해 주 계약업체의 리더십과 모든 당사자의 
참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동 
계산은 엔지니어에 의한 수동 검토와 결합되어 
조정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운영이나 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섭은 수정을 
위해 의견과 함께 보고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델 간섭의 90% 이상은 몇 차례의 조정 
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작업과 수정은 기존 방식 대비 65%나 
감소되어 시공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시공 중에 BIM 관리자는 iPad에서 Autodesk 
BIM 360 Glue를 이용하여 정기 현장 점검을 
마련해 BIM 모델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BIM 
데이터는 시찰, 기술 공개, QA/QC 등, 시공 작업의 
특정 수준에서 사용됩니다. 불일치하는 점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가 수정 및 실행을 위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모델과 시공 현장 사이의 
일관성이 높을수록 지능형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데이터 품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시공 관리가 
간편해지고, 오류가 감소하며,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iPad에 표시된 BIM 데이터를 이용해 
현장 점검을 수행하면 시공 관리가 
간편해지고, 오류가 감소하며,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BIM 시공 시뮬레이션 

BIM 팀은 모든 주요 시공 계획의 개발에 
전적으로 참여합니다. Autodesk Navisworks
로 계획을 시뮬레이션해 공간, 진행 상황, 
리소스 사이의 간섭을 강조 표시합니다. 
이로써 팀은 시공 방식과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노드가 있어 여러 부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팀이 BIM 설정에서 
노드를 사전 정의하고 해석을 지원합니다. 

시공이 시작된 이래로 팀은 10가지 이상의 대규모 
계획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결과로 시공 방법, 
프로세스, 장비 사양에 대한 수많은 동영상 파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본 구조에서 교차 파이프와 활송 장치 설계

• 대량의 콘트리트 주입

• 거대한 기둥 설치

• 지하 복합 구조 시공

• 특수 장비 통합 플랫폼의 설치 및 재킹

• 강판 전단벽 시공 단계

• 대형 기계 및 전기 장비 선택 및 운송

• 커튼월 장치 배송 및 설치

• 타워 크레인 설치 및 타워 크레인 철거 



이는 계획 옵션 중에서 선택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내며 시공을 가이드합니다. 

실제 진행도와 자동으로 생성된 일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된 애니메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Autodesk 
Navisworks로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작업 
진행도와 주요 로드맵에 대한 직관적인 묘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 제작과 디지털 처리 

China Zun Tower 프로젝트에서는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 시공을 위해 사전 제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사전 제작 부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에너지, 비용 및 공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공 품질과 속도가 대폭 
향상됩니다. 건설 폐기물은 90% 감소하고 시공에 
사용되는 물과 전기는 기존 프로젝트 대비 2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공 현장의 가용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은 조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제작 수직 파이프라인 기술은 7층부터 
102층까지에 사용됩니다. Autodesk  
Revit에서 설계하고 태그를 지정한 222세트의 
사전 제작 파이프라인이 수랭식 공조 시스템 
및 소방 시스템과 함께 설치됩니다. 현장 용접 
작업량이 30% 감소되어 노동력도 상당히 
절감됩니다.

• 장식 팀도 로비 및 프리미엄 사무 공간을 
고급스럽게 장식하기 위해 불규칙한 형태의 
부품을 사전 제작합니다. 이 팀은 Autodesk 
Dynamo를 사용해 복잡한 부품을 설계하고, 
처리를 위해 CNC로 매개변수를 가져옵니다. 
완료된 부품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에 
공장 공간에서 조립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현장의 공간이 제한적이고 대량의 
파이프라인과 전선이 운송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장식을 위해 준공 상태의 
BIM 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Autodesk Recap Pro로 3D 스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3D 레이저 스캐닝 

BIM 팀은 각 층을 완료한 후 고정밀 3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 각 층을 스캔합니다. 각 층에는 
최대 25개의 스캐닝 스테이션이 있어 스캔 결과가 
정확하고 종합적이며 사각 지대가 없도록 합니다. 
데이터 세분성은 2mm로 향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방대한 양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정보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국 최초로 모든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Jetstream 데이터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팀은 고객 측 플러그인을 포함한 
Autodesk Revit 또는 Autodesk Navisworks를 
설치해 데이터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3D 스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D 스캔 데이터는 시공 현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합니다. 프로젝트 품질 관리 
팀은 '실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상' 
BIM 모델과 비교해 그 차이에 대해 보고합니다. 
이는 품질 결함 및 문제가 있는 핵심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제시간에 시정 조치를 
수행해 프로젝트 품질을 개선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3D 스캔 데이터는 인테리어 장식 설계와 시공 
가이드를 위해 준공 상태의 BIM 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Autodesk Recap Pro로 가져옵니다. 따라서 
도급사가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된 실제 조건에 
따라 작업을 다시 최적화하고 프로젝트 모델을 준공 
상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BIM을 사용하는 유지 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시공이 완료되기 전에,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그래픽 데이터 및 위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천장의 기계 및 전기 파이프라인과 장비실의 
설치를 스캔합니다. 

결론 

China Zun Tower의 시공 팀은 수명 주기 BIM 관리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의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BIM 응용프로그램은 시공 
프로세스의 핵심으로 설계 단계에서 시공 단계로 
진행될수록 더 확장되고 심화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BIM이 상세 설계, 현장 관리, 친환경 시공에 
통합되어 최대한의 참여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점입니다. China Zun Tower는 복잡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BIM 응용프로그램 적용의 
롤 모델이며 AEC 부문에서 BIM의 벤치마크가 될 
것입니다.

기업 정보 

세계 상위 500대 기업 중 하나인 
CSCEC(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 Ltd.)는 투자 
및 시공 비즈니스에서 최고로 꼽히는 중국 
기업입니다. CCTEB(Wuhan-based China 
Construction Third Engineering Bureau 
Co., Ltd.)는 CSCEC의 주요 자회사로서 
시공 및 설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SOE
입니다. CCTEB와 제휴 관계에 있는 Super 
Project Management Company는 중대한 
프로젝트의 일반 계약 및 관리를 위한 전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대한 시공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반 계약의 관리 방식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PPP 및 EPC에서의 존재감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모기업의 요구에 따라 
주로 일반 계약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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