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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Canadian Center for Architecture
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Stan Allen은 "컴퓨팅"과  
"디지털" 간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Stan Allen은 우리가 건축과 
관련하여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컴퓨팅이라고 해야 하며 디지털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은 일종의 
상태이며, 조건이라고 표현했으며, 그에 반해 
컴퓨팅은 진행 중인 프로세스라고 정의했습니다.¹

Stan Allen은 건축 산업이 수년동안 디지털을 
지향해 왔지만 디지털이 아닌 컴퓨팅에 완전히 
몰입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에 필요한 
정보가 컴퓨터에서 생성되고 있으며, 데이터 생성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관리, 조작 및 작성에도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더 나은 건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컴퓨팅 분야에서 기술 동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초기의 
CAD(Computer-Aided Design)부터 BIM(빌딩 
정보 모델링), 클라우드 컴퓨팅 및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거쳐온 문서화의 시대, 최적화의 시대, 
그리고 연결의 시대를 되짚어 보고 빌딩 설계 
산업의 미래에 대한 오토데스크의 비전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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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의 시대
1950년대 학계에서 컴퓨터가 처음 등장한 이후 CAD 
소프트웨어는 건축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CAD 소프트웨어는 1980년대에 PC가 도입된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CAD의 초창기에는 AutoCAD
와 같은 도구가 "문서화의 시대"를 꽃 피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초기 연구자들은 미래에는 시스템과 설계자(사람) 사이에 
활발한 상호 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많은 건축 
설계자들이 최초로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한 분야는 기존의 
제도 및 렌더링 도구를 컴퓨터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플로터 같은 것들이 종이 도면과 
제도판을 대체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도면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설계 프로세스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 업계는 CAD 도면이 건축 설계, 시공 
단계에서 데이터 공유와 수정에는 최적화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엔지니어와 건축가는 설계와 시공 모델을 3D 기반의 기술 
도면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찾았으며, 이로써 CAD에서 3D 
모델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빠르게 생각해 보면 컴퓨팅으로 가상의 건축물, 
즉, 실증적 측면에서 신기술인 BIM은 실제 건축물의 3차원 
시뮬레이션 모델로 표현하기 위해 적용되고 채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설계자, 시공자 및 발주처(건물  
소유자)가 건물 및 인프라의 수명주기 전반에서 생성된 
방대한 정보에 액세스하고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BIM은 디지털 처리와 물리적 시스템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프로젝트의 설계와 건축 과정이 더욱 긴밀해집니다. CAD에서 
BIM으로의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컴퓨터의 
발전(저장소 기능, 프로세서 성능 및 그래픽 해상도)은 
BIM으로 전환하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변화는 BIM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기존의 
건축 워크플로우를 뒤집었다는 점입니다. BIM은 단순히 
추출된 2D 도면을 활용하여 건축을 표현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구현된 모델을 데이터 방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설계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설계를 표현 및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축가와 엔지니어는 공간, 구조 
또는 공기의 움직임과 같은 프로젝트 구성요소를 평가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구축된 디지털 모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은 진행 중인 설계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툴을 
통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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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의 시대
1990년대에 BIM이 등장함에 따라 "최적화의 시대"가  
열렸으며 이와 동시에 컴퓨팅이 디지털 정보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수반되는 컴퓨팅 측면의 과제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고객 모두로부터 생겨났습니다. BIM 도구는 
단순히 강화된 제도 플랫폼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의미론적 표현을 기반으로 코드화된 지식 시스템입니다.

AutoCAD와 같은 CAD 도구는 대상을 단순히 그리는 것만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그 결과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교한 
제도 기능을 제공하도록 최적화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IM 도구는 구성 부재(문, 벽, 창문 또는 하지재, 
표면, 연석)와 효율적인 매개 변수를 연결시켜 부재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포함하여 도로 또는 건물을 그 자체로 
이해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모델링을 작성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결과물"을 도면의 형태로 생성하는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한 후 기능이 
더 발달하여 모델의 분야별로 표현을 구분할 수 있게 되자 더 
많은 설계자(구조 및 기계)들이 BIM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업계에서는 현재 작업 프로세스와 기술이 모두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BIM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점차 뛰어난 BIM 도구를 제작하게 됨에 
따라 건축 전문가들은 새로 발견된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고 
새로운 작업 방식을 채택하며 새로운 기능을 빌딩 제작, 
표준 및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문서 보관함"이 "서버의 파일 폴더"로 대체된 
것을 제외하면 CAD 기반 프로젝트 관리는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IM을 사용할 수 
있는 팀은 모델을 연결하고 기술 성과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정보를 조율하고, 고해상도 렌더링을 작성하며, 문서 제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는 이제 사무실과 프로젝트 현장 
간에 빠르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연결된 
데스크톱의 속도가 향상된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BIM 전환이라는 혁신을 평범하게 만들 
정도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건축 프로세스와 워크플로우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빌딩 또는 교량과 같은 초대형 
구조물을 표현하는 것을 요구해 왔으며, BIM은 이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가 지원되는 
BIM은 엔지니어의 워크스테이션이든 현장 작업 감독관의 
태블릿이든 어떤 장치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컴퓨팅 및 저장소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거의 모든 표현 또는 복잡한 
컴퓨팅 프로세스를 모든 프로젝트 팀원이 위치의 제약 없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처음 작성된 데이터의 
위치 간의 연관성이 없어지므로 설계자의 사무실, 작업 
트레일러 또는 하도급업체의 제작 공장에서 생성된 정보를 
읽고 쓰는 것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정보와 
관련된 통찰력, 즉 빌딩 데이터와 이를 활용하는 기능 모두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팅이 
디지털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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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프로젝트에 공동 작업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축적 
측면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56% 
빨라진 커뮤니케이션, 
워크플로우 및 의사 결정

54% 
향상된 BIM 구현

50% 
작업 장소 및 수반되는 
비용 부담 감소

건축가

엔지니어

전문 도급업체

총괄 도급업체

50%

47%

44%

22%

건축가

엔지니어

전문 도급업체

총괄 도급업체

50%

47%

44%

22%

건축가

엔지니어

전문 도급업체

총괄 도급업체

50%

47%

44%

22%

98% respondents report 
using some type of a 
cloud-based 
collaboration solution 
on their BIM projects

63% are using one on 
over half of their 
projects

Among the respondents 
who report having made 
a significant investment 
in collaboration 
solutions and could 
provide an estimated 
ROI, the vast majority 
(82%) cite a positive ROI

Users cite cost and 
complexity as the two 
top obstacles to 
increasing their use of 
project collaboration 
solutions

55이미지 제공: PTAH

빌딩 설계 프로젝트에서 클라우드 기반 
공동 작업의 채택 
(출처: Leading the Future of Building: Connecting Teams)

클라우드 기반 공동 작업 솔루션을 BIM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98%
클라우드 기반 공동 작업 솔루션 
사용률

63%

공동 작업 솔루션에 상당한 투자를 한 기업 중 
긍정적인 ROI를 달성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82%

https://pages.autodesk.com/Smart-Market-Brief-Report-Connecting-Teams.html


Connected

BIM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걸쳐 데이터의 
단일 정보 소스 제공

Connected BIM은 BIM과 클라우드의 강력한 성능이 
합쳐진 것입니다.

BIM 프로세스에서 AEC 전문가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 및 향후 
프로젝트 계획에 심층 분석 활용

위치적으로 분산된 팀 간의 
다분야에 걸친 실시간 공동 작업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장치에서 
프로젝트 데이터 액세스

가속화된 컴퓨팅 성능을 통한 
시뮬레이션 및 시각화 지원(AR/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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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의 시대
이제 우리는 강력한 시각적 형태(BIM) 및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컴퓨팅 성능(클라우드)의 융합을 통해 "
최적화의 시대"에서 "연결의 시대"로 전환되고 차세대 도구와 
프로세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BIM
의 "M"(모델링)에 중심이 있었지만, 현재는 "I"(정보)로 그 
중심이 빠르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로 중심이 
이전되고 정보의 공유가 점차 쉬워짐에 따라 프로젝트 팀은 
전에는 절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지원되며 상호 연결된 BIM 프로세스, 즉 
"Connected BIM"설계에서 시공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누구나 다룰 수 있는 CAD"에서 
"Connected BIM"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현 시대에 
있어 도면이 최소한 설계 및 시공 프로세스에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Connected BIM 프로세스는 
모델, 분석 도구, 빅데이터 및 공동 작업 인프라가 통합된 
구조의 결과물로 더욱 완벽한 프로젝트 도면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상호 연결된 컴퓨팅 기술은 새로운 워크플로우 및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Connected BIM 제안의 중심에는 데스크톱에서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닌 클라우드라는 고성능의 제작 도구가 있습니다. 
이는 가속화된 컴퓨팅 성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된 
저장소 용량 및 여러 분야의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Connected BIM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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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PDX 터미널 프로젝트에서 공동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 주는 
Connected BIM 
포틀랜드 국제 공항(PDX) 터미널 프로젝트는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둔 Fentress Architects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기반을 둔 Hennebery Eddy Architects의 공동 설계 파트너쉽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3. Fentress와 
Hennebery Eddy는 단일 설계 팀으로 함께 작업했으며 Autodesk® BIM 360을 통해 복잡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엔지니어, 건축가는 물론 운영주와 
발주처, CM 등 아주 많은 관계자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 팀은 BIM 360을 사용하여 두 설계 팀을 클라우드에 중앙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BIM 360을 사용하여 모든 커뮤니케이션, 설계 검토, 파일 공유, 파일 
백업 및 모델 코디네이션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두 사무실이 물리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지 제공: Fentress Architects 및 Hennebery Eddy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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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와 컨설턴트는 필요에 따라 복잡한 분야의 모델을
동기화하여 개별적으로는 물론 동시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계 프로세스의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 즉 의사 
결정이 서로 연결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력한 제작 도구의 도움으로 설계자는 
대안을 보다 빠르게 작성, 평가, 선택 및 수정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검토 범위는 디지털 모델의 매개변수를 변경하여 설계 대안 
생성할 수 있고, 이를 자동화하는 디지털 명령인 스크립트 
같은 부가적인 애드온(add-on)을 추가하여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면에 있는 창문의 크기를 직접 
선택하는 대신 건축가는 각 창문의 너비와 높이를 조정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여러 옵션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델은 입면의 시공, 유입되는 빛, 에너지 부하 및 시공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합니다. 너비 및 높이의 조합을 
모두 일일이 테스트하는 것은 지루하고 복잡할 것이며 너비와 
높이는 설계 발전 단계에서 수백 개의 매개변수 중 단  
2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 매개변수는 설계자가 
대안을 정의하고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주는 기술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
이라는 방법론으로 Connected BIM에 직접 컴퓨팅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와 같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2.

설계 검토를 자동화하면 설계자가 대안을 평가하고 분류하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BIM과 결합된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및 분석 도구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줍니다. 위에서 
설명한 예를 보면, 입면을 설계하는 건축가는 일광, 냉난방 
부하, 시스템 크기, 공기 분배 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클라우드 기반 분석 엔진과 자신의 
작업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디자인 
전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 분석은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동시적으로 
설계자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 역할을 이전에는 오직 
외부 컨설턴트만 수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클라우드 
기반 렌더링을 통해 더 강화되며, 이에 따라 데스크톱에서 
몇 시간에 걸쳐 고해상도 설계 이미지를 생성할 필요가 없이 
이러한 이미지가 몇 분 안에 전달됩니다. Connected BIM 
환경에서의 고해상도 렌더링은 디지털로 렌더링된 설계 
요소와의 실시간 확인 및 상호 작용이 가능한 가상 현실 투영
(VR)의 기능을 통해 더 향상됩니다. 설계자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건물이 어떻게 보이고 운영되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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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BIM 기술 채택 

(출처: Leading the Future of Building: Connecting Design Insight)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도구와 
실무 방식을 알고 있는 비율. 
그중 1/3을 넘는 기업(37%)이 
현재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46%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설계 솔루션에 미치는 영향:

품질 제어 시공성 친환경 증대

62%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설계 문서화 사이의 
조정 향상률

건축가 중 75%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덕분에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나은 솔루션 제작을 선도할 
수 있었음

75%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제작, 시공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

59%
설계 의도에 대한 도급업체의 이해도 
향상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

VR 리얼리티 캡처

클라우드 공동 작업

데이터 분석

 (출처: 2017 건축 시각화 기술 보고서)

(출처: Leading the Future of Building: Connecting Design Insight)

 (출처: Leading the Future of Building: Connecting Design Insight)

(출처: 오토데스크)

이미 VR을 채택한 
건축 전문가 중 여러 
프로젝트에서 VR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 

80%
48%
건축가와 엔지니어 중 리얼리티 캡처 
기능을 알고 있는 비율

75%
기존 조건을 더욱 정확하게 
문서화하는 데 리얼리티 캡처를 
적용하고 있는 비율 

AEC CIO 중 빅데이터 및 분석이 
회사에 더 나은 비즈니스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 

42%
클라우드 기반의 연결된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축가와 
엔지니어의 비율

클라우드의 성능 분석을 알고 
있는 건축가와 엔지니어의 비율, 
그중 거의 2/3(64%)가 현재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68% 60%

https://pages.autodesk.com/Smart-Market-Brief-Report-Connecting-Insights.html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chaosgroup.com_arch-2Dviz-2Dsurvey&d=DwMGaQ&c=76Q6Tcqc-t2x0ciWn7KFdCiqt6IQ7a_IF9uzNzd_2pA&r=gGFi4QtySrMi0P0aQFMH8C08SFF_wlFkI8P5UF-SVQo&m=vhPIrUNulK1pd6e5UXRf-_etYDB3a8qu4rBGsTZ4oiU&s=0fHiC-PxVQmWEJl2RDMumeuek9vctv4_v4aa8RBlkCM&e=
https://pages.autodesk.com/Smart-Market-Brief-Report-Connecting-Insights.html
https://pages.autodesk.com/Smart-Market-Brief-Report-Connecting-Insights.html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slideshare.net_AutodeskAEC_role-2Dof-2Dcios-2Din-2Dthe-2Dera-2Dof-2Dconnection&d=DwMGaQ&c=76Q6Tcqc-t2x0ciWn7KFdCiqt6IQ7a_IF9uzNzd_2pA&r=gGFi4QtySrMi0P0aQFMH8C08SFF_wlFkI8P5UF-SVQo&m=yMSFeJAiElyxLy07FnH4bvPfObAQJuZPeZVXWmVUMNg&s=iVVhRkugKXwVTQbp80lC0qFlTnsHojvIZrWsYJwAkI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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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BIM 워크플로우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와 
통찰력은 시공 현장으로 확장되는 것은 물론, 작업 
공간으로부터도 확장됩니다. 중심 위치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에서 변경된 디지털 정보는 종이 등으로 중간에 
전환되는 과정 없이 현장에서 직접 프로젝트 기계장비, 
제작 작업장, 도급업체의 조달 시스템 또는 모바일 장치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모델 기반의 자산 정보는 시공자 스케줄, 
LEAN 전략 및 프로젝트 제어 시스템과 통합됩니다. 시공이 
시작되기 전에 기존 조건(지형도, 건물 및 기타 물리적 
구속조건)의 3차원 상세 모델을 LIDAR 또는 사진을 통해 
캡처하고 리얼리티 캡처 기술을 통해 Connected BIM 
데이터 구조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컨트롤되는 
과정들을 통해(로봇, 기계 조정으로 제작) 건설이 갈수록 
자동화되며, 코디네이션 툴은 설계 사무소에서 작업 
현장으로 작업 데이터를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 데이터가 드론을 통해 수집되며 시공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을 건축 팀에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리얼리티 캡처 방식은 설계 프로세스의 목표를 현장 상황에 
맞추며 향후 작업에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세트를 
생성합니다.

BIM을 통해 전산적으로 활용되는 디지털 정보의 유용성은 
운영 중인 건물로도 확장되며, 이는 센서 그리고, "IoT(사물 
인터넷)"로 지원되는 기타 데이터 입력으로 가능해집니다. 
현대 건물 및 운송 시스템 설계에는 시스템, 교통 흐름 및 
기타 성능 특징을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통해 제어하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디지털 신경 
체계"의 설계가 물리적 특성만큼 중요해집니다. 이 둘 모두 
Connected BIM 워크플로우의 강력한 설계 성능과 함께, 
다음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참조로 사용할 수 있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가능해집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축가와 엔지니어의 
비율

68%
더욱 유용한 산업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액세스하여 설계 
통찰력을 개선하기를 
원하는 비율

91%
BIM을 통해 도출한 
통찰력 있는 정보가 완성된 
건물의 성능 예측 가능성을 
향상한다고 답한 비율

74%

Connected BIM의 이점
(출처: Leading the Future of Building: Connecting Design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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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과 VR을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 설계를 개선한 Starbucks Coffee Japan 
Starbucks Coffee Japan의 매장 설계를 담당하는 Japan Design Studio는 전 세계 주요 Starbucks 설계 스튜디오 
18곳 중 한 곳입니다4. 여기에는 30명의 직원이 있으며, 거의 80%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또는 건축가입니다. 이들은 
매년 100곳이 넘는 신규 오픈 매장을 설계하고 기존 커피 전문점 150곳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아크 힐즈 매장에 입점할 새 커피 전문점을 설계할 때 이 팀은 Autodesk® Revit® Live 서비스를 사용하여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VR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Revit Live는 복잡한 변환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Revit 파일을 VR 환경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및 정보 공유에서 시각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vit Live를 워크플로우에 추가하기 전에 이 회사의 여러 부서는 HTC VIVE 헤드 장착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VR을 통해 리모델링된 아크 힐즈 매장을 경험해 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부서의 직원 60명이 VR에서 
이 모델을 경험했으며, 그 피드백은 놀라울 만큼 긍정적이었습니다. Revit Live의 VR 경험은 사내 검증 프로세스에 
충분한 품질을 제공하므로 팀이 훨씬 더 상세한 시각 요소를 작성하고 훨씬 더 현실적인 VR 경험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지 제공: Starbucks

https://pages.autodesk.com/Smart-Market-Brief-Report-Connecting-Insigh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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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는 로컬 및 통합 정보 스토리지 간 기존의 관계를 
뒤집어 연결된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과거에는 디지털 정보가 특정 시스템 또는 
LAN(Local Area Network)에 있었지만 클라우드 기반 
공동 작업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응용프로그램이 
아닌 프로젝트 워크플로우의 중심에 프로젝트 정보를 
둡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교환이 이동을 기반으로 했지만, 
즉 아날로그 시대에서 도면이 배포된 것처럼 미리 결정된 
시점에 파일을 교환하는 방식이었지만 클라우드 기반 

공동 작업은 통합적 방식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팀의 
모든 작업자가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 데이터를 찾는 방법, 
데이터 상태, 데이터 생성자 및 해당 용도를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데이터가 프로세스의 중심에 있고 작업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달되는 형태로 최신 정보가 유지되고 특히 위에서 
설명한 표현, 분석 및 리얼리티 캡처 기능과 결합되어 건축 
워크플로우를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만듭니다.

정보 공유 및 공동 작업 개선을 목표로 하는 Project Quantum
오토데스크는 팀 내에서 대상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역할을 할 Project Quantu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축가, 엔지니어 및 도급업체는 Quantum의 클라우드 기반 공통 데이터 환경을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간 원활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자동화함으로써 각 공동 작업자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디자인의 커튼월, 그리고 부착용 스파이더 볼트와 같은 조정이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의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 건축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건축가, 엔지니어 및 도급업체는 심미성, 구조적 무결성, 
수량, 비용 선택 등 각자 맡고 있는 책임이 다 다릅니다. 이들 분야는 각각 공통된 데이터를 참조하고 산업 표준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동기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공동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공: 오토데스크



13이미지 제공: Ryan Companies U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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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네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 솔루션을 사용하여 10,000개 설계 
옵션을 평가하는 오토데스크 
토론토의 MaRS Innovation District에서 새로운 오토데스크 사무실과 연구 공간을 설계하고 계획하기 위해 
오토데스크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한계를 넓혀서 Project Discover라고 하는 워크플로우를 설계자에 적용했습니다
5. 오토데스크는 직원과 관리자로부터 선호하는 작업 스타일과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략적인 목표와 필수 
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작업 스타일 선호, 인접 선호, 낮은 간섭, 상호 연결성, 일광, 외부 경치 
등 여섯 가지 측정 가능한 주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업무 영역, 편의 시설, 순환, 스택형 개인 사무실에 
대한 여러 구성을 기하학적 시스템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성능을 사용하여 10,000
개의 다양한 설계 옵션을 생성하고 평가하며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아니었다면 달성하지 못했을 
수치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복잡성 관리, 특정 기준에 맞는 최적화, 인간의 창의성 및 직관적인 능력 증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단점 파악, 설계 기능 및 프로젝트 목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 구성 등 사무실 공간 설계를 
위한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미지 제공: The Living 

오토데스크 건축 연구 팀인 Living은 새로운 건축 분야에서 계획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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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The Living 

이미지 제공: The Living 



이미지 제공: BIM Design Center, TADI16

주요 사항
Connected BIM 개념은 컴퓨팅을 활용한 건축 산업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더욱 강력한 도구로 
설계, 조달, 시공 및 자산 운영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더욱 
광범위한 건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주 중요한 
결과물 두 가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첫째, 인덱스 검색 엔진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한 오늘날 
인터넷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도구에서 생성되는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은 상호 운용성이나 동기화 제약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프로젝트 중심의 환경에서 원활하게 
전달되게 됩니다.

팀의 상호 작용이 데이터 생성과 조화를 이루어 관리되는 
공동 작업 환경을 통해 설계 의도 표현, 조달 방식, 시공 전략 
및 개발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머신 러닝 및 전문가 시스템의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두 
번째 결과가 뚜렷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데이터 
레이크"는 현재는 물론 미래 프로젝트의 성과를 파악, 예측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리소스가 되고 디지털 정보가 프로젝트 
수행 주기 전반에 걸쳐 시공 프로젝트의 머신 러닝 및 인공 
지능 평가에 중요한 리소스가 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설계자와 시공자는 Connected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계 목표 및 시공 
운영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건설 산업 
환경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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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HK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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