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말
근래 AEC 각 분야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산업 전

반에 걸친 변화의 압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도면작업의 디지털화를 넘어 3D설계와 

나아가 BIM의 확대적용이 기업에 직접적인 이윤을 창

출해주고 비용을 절감해주는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

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급격한 노동 인력구조의 변화와 AI

기술등에 대한 기대감은 해당 산업 주체들의 신기술에 

대한 탐구와 적용 성공 사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정보기술의 적용과 혁신적인 공법들이 건축과 건설분야

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 잡아 나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설계자는 보다 창의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하므로 단순작업을 최

소화하고 설계와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솔루션들에 대한 수요

가 점증함을 산업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글로벌 플랜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 마켓 리딩 업체인 헥

사곤사는 그룹차원에서 이러한 기술중 하나인 BIM관련

하여 다양한 전후방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대응

하고 있으며 본고를 통해 대표적인 솔루션들과 보유하

고 있는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Hexagon사의�디지털�엔지니어링/건설을�위한�관련�

솔루션�개요
스웨덴에 본사를 둔 Hexagon AB 그룹사는 AEC분야 

디지털엔지니어링 및 건설 엔트투엔드 워크프로세스를 

Hexagon AB, a global leader in digital solutions especially 

for plant industry(EPC), acquired Bricsys in 2017, a fast-

growing developer of CAD (computer-aided design) 

software that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providing open, 

collaborative construction technology solutions since its 

founding in 2002.

Its CAD platform, BricsCAD, supports 2D/3D general, 

mechanical, and sheet metal design and 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BIM) in one system. It’s 100% based 

on the de facto standard design format (.dwg), providing 

designers, engineers, and BIM professionals powerful 

access to the huge potential of vertical CAD applications 

created by thousands of third-party developers. Bricsys 

also offers its own set of time-saving, artificial intelligence-

driven add-ons – from conceptual modelling to seamless 

BIM workflows and cloud connectivity.

Hexagon can provide the AEC market with an end-to-

end platform – with conceptual design, CAD design, 

BIM software and collaboration tools, project and 

cost controls(Ecosys), in-field construction execution 

tools (work packages), and progress documentation 

(reality capture) – to connect, automate, and ultimately 

‘autonomise’ the entire building and construction 

ecosystem through HxGN SMART Build solution.

디지털엔지니어링과 
건설을 위한 
Hexagon BIM 플랫폼 소개
Hexagon BIM platform for Digital Engineering & Construction 

손창영��상무 � Shon, Changyoung  Director

Hexagon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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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기 위해 2017년 Bricsys사를 인수하였다.  차세대 BIM 설계 

솔루션인 BricsCAD와 Hexagon PPM(구 인터그래프)의 4D/5D 플랫

폼인 스마트빌드(SmartBuild) 및 사업관리 솔루션인 Ecosys, 3D기

반 공법계획시스템, Leica Geosystem의 포인트 클라우드등 스캔등 

AEC분야의 설계 단계부터 오너사의 유지보수단계까지 완벽한 디지

털화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각종 기술이 구비할 수 있

게 되었다<그림 1>. 

 

차세대�BIM�설계�솔루션�BricsCAD�&�Bricsys�24/7

AI�머신러닝�기능�접목�통한�생산성�향상�
BIM 설계분야 솔루션인 BricsCAD는 2D, 3D 설계를 위한 CAD 소프

트웨어로서 성능과 기존의 CAD 시스템과 호환성에 초점을 맞춘 신뢰

성 높은 DWG 파일 기반의 차세대 CAD 솔루션이다.

기존의 일반화 되어 있는 CAD와 명령어 호환과 사용방법이 매우 유

사하면서도 단순 반복 작업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는 AI기능의 확대 

적용으로 고객분들의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받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BIM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의 약 80%는 단순 반복

적인 작업에 사용되는 반면 실제 설계 작업에는 20%만

이 소요되고 있다. 즉 모델에 추가해야 할 모든 BIM 데

이터를 계속 생성하고 세부사항을 반복해서 입력하고 

변경하고 다시 입력해야 하거나 도면화나 주석 작업에

서도 수 많은 반복 작업이 요구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Bricsys R&D 팀과 AI 적용팀이 반

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지능형 디자인 도구 개발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즉 설계자 및 엔지니어에게 더 중

요한 설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데 일부 대표적인 신규 기능은 아래와 같다.  

첫째, BIM 구축 개념에서도 BricsCAD® BIM V21은 기

존의 BIM솔루션에서 빠진 업무흐름을 파악해내어 모델

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대신 한번 모델링을 수행하고 

LOD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BIMQUICKBUILDING는 대부분의 솔리드를 빌

딩모델로 신속하게 변환해 준다. 즉 솔리드에서 벽/층

과 슬라브등을 자동으로 인식/생성해주며 이 요소들은 

재편집 할 수 있다. 

둘째 도면 커스타마이제이션 분야에서도 새로운 커스터

마이제이션 기능을 통해 2D도면의 다양한 모습을 지정 

할 수 있고 공간계획, 소방안전도, 구조 평면도와 같은 

부분을 커스텀 심볼 표현 및 그래픽 라인등을 속성에 따

라 중복 지정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은 도면화의 일괄성

을 보장하여 각종 잠재적인 오류를 제거해 준다. 

셋 째 ,  B r i c s C A D  B I M 에 서  A I 가  작 용 된 

BIMPROPAGATE는 전체 BIM에 걸쳐 건축과 구조상

<그림 1> Hexagon 그룹 BIM관련 솔루션

<그림 2> BricsCAD의 상세 설계부 전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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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를 전파 복사하는 기능으로 상세부들이 자동으로 파라미터화하

고 저장 관리되어 적용 된다. 즉 하나의 설계상세부에 대한 설계자

의 의도를 시스템이 파악하여 이를 모델전체에 걸쳐 찾아내어 동일한 

TYPE을 적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이다<그림 2>. 

유연하고�자유로운�협업�지원:�파일�호환성과�협업�플랫폼
BIM은 독립적으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즉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생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디자인 플랫폼에 관

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BricsCAD BIM은 BIM 데이터 교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 

스탠다드 파일 포멧인 IFC와 BCF 파일 포멧을 지원하고 있으며 테

크놀로지 파트너들과의 협업으로 협업 워크 플로우의 강화하기 위해 

BricsCAD는 McNeel의 Rhino와 Grass Hopper 그리고 Epic Games

의 Twinmotion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

고 있다.

특히 BIM SDK를 구축한 Open Design Alliance(ODA)와 협

력하여 Revit 모델 및 패밀리와 호환 가능하도록 했으며 그 밖

에 Microstation .DGN 파일, IFC 파일 등과의 호환을 지원하며 

Communicator 모듈 추가 시 Solid edge, Solid works 등 시장의 거

의 대부분의 기계 CAD 제품과의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Bricsys 24/7은 각종 도면/문서의 리비젼관리, 워크플로우, 

권한관리와 배포등 기본적인 기능외에 API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대

응 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 한다.

BIM�3D�모델의�4D와�사업관리솔루션�SmartBuild�&�Ecosys
BricsCAD BIM이나 타솔루션을 통해 3D 모델링을 하면 이러한 

Authoring 툴을 통해 만들어진 정보는 공사관리나 사업관리 나아

가 건물주와 운용측면에서 각종 목적에 맞게 정보가 

활용 되게 된다. 헥사곤그룹에서는 공사 관리용 솔루

션으로 SmartBuild 솔루션을 통해 AEC분야에서의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3>.

3D CAD로부터 물량을 추출하고 다양한 단가표에 의한 

비용추산과 예산작업등 3D → 4D → 5D에 이르는 다양

한 분야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해결 할 수 있어 큰 장점

이 있다. 헥사곤사 솔루션들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정

보의 연결성과 통합성 및 체계적 관리라는 장점이 잘 반

영 된 제품군으로 세부 업종에 구애됨 없이 실무에 적용

하기에 용이하다. 더구나 근래에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

우기반의 시스템으로 각 사업참가자들이 실시간으로 관

련정보를 로딩하고 공유 할 수 있어 실시간 정보 공유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의 전환과 생성/공유등에 매우 편리

한 환경을 제공 한다.

사업관리영역에 대해서는 근래 미국과 일본등 선진 

Engineering & Construction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

는 Ecosys는 엑셀과 같은 친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획득가치기반(Earned Value)사업관리 기능등 다수의 

Engineering Construction분야 적용사례와 도입 효과

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한편 상기의 SmartBuild

와 Ecosys는 물량과 추산과 진척도와 비용과 일정 정보

등이 work package를 통해 동기화 되는 방식으로 통합 

되어 있어 3D → 4D → 5D까지 이르는 업무 통합성 관

점에서도 장점이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의 오너나 운영자에

게 필요한 BIM의 기능중 하나인 설비중심의 도면문서 

및 기술자료관리 시스템등인데 설비관련 3D와 도면문

서등이 설비명 혹은 구획등으로 용이하게 조회할 수 있

는 디지털자산정보 조회와 관리분야까지 그 적용 범위

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4>.

맺음말
 본 기고를 통해 Hexagon사의 BIM관련 솔루션과 기술

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드렸다. BIM개념의 초기 기대와 

목표가 그리했듯 플랜트나 조선분야처럼 3D기반의 정

밀 설계가 이루어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즉 3D 모델로부터 자재/구매관리 공사건설관리와 사업

관리 나아가 오너관점의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부가 

기능들을 통한 안전/품질/비용/일정 측면에서의 성공적

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BricsCAD의 상세 설계부 전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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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업추체가 BIM을 다양한 사업 영

역에 적용하여 결국 안전이 보장 되면서도 경제적인 이익을 같이 확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긍정적

인 가능성이 증명 되고 결국은 BIM적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감을 보면서 이제 설계단계부터 좀 더 생산성 있는 BIM모델 구축 및 

AEC분야에서도 AI가 일하는 환경의 도입과 각 시스템이 연결된 생태

계를 확실히 보유함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확대된 BIM을 

활용하는 조직이 경쟁력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보이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사/석사/박사를 졸

업하고 대우고등기술연구원에서 조선/자동차관

련 digital manufacturing과 생산계획 최적화를 담담

했다. 2010년부터 Hexagon PPM에서 조선 PLM/

Smart Factory/건설 사업관리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Mr.Shon Worked for shipbuilding/ automobile 
digital manufacturing & scheduling in IAE and 
from 2010 he is serving EPC/AEC customers 
for  PLM/Smart Factory and enterprise project 
performance area in Hexagon PPM.

Shon, Changyoung
Director  /  Hexagon PPM
changyoung.shon@hexagon.com

<그림 4> SmartBuild 적용 예시 화면

1.  The BIM을 디지털파일로 받고자 하시는 분은 
www.buildingSMART.or.kr/thebim 에서 내려
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The BIM은 BIM관련 기고를 환영합니다. BIM
관련 최신 정보나 주변과 나누고자 하는 정
보가 있으시면, 리뷰를 거쳐 게재가 가능하니 
bsk@buildingSMART.or.kr 로 관련 정보나 기
고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You may download the digital copy of 
‘the BIM’ at ‘www.buildingSMART.or.kr/
thebim’.

2.  You are welcomed to contribute an article 
to ‘the BIM’ from all over the world. If you 
have news or information which you may 
think valuable to the reader, please send to 
bsk@buildingSM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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