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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인사말

고객 여러분의 폭넓은 지원, 국내외 파트너의 협력, 그리고 전 직원들 의 노력으로

소프트웨어전문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신기술 개발” “신의와 성실”을 경영이념으로 삼아 한국의

뛰어난 건설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DRONE, 최첨단 건설 BIM/CAE 기술 및 3D PRINT 등 토털 솔루션을 통해서

미래의 건설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주)베이시스소프트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을 통한

글로벌 한 3D기반설계 전문기업으로 도약 하기 위해,

SB digital E&C 설계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외 시장에 두로 기여하는 기업을

목표로 더욱 더 성장 할 것이며, 귀사의 건설사업 선진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베이시스소프트는
대한민국 건설소프트웨어의 선두주자로서

최고의 소프트웨어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ART II. 회사개요

회사명 : (주)베이시스소프트

대표자 : 이수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1-29) 

10 삼성로 104길 이호빌딩 3F

설립일 : 1994년

종목 및 업태 :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 엔지니어링용역

법인등록번호 : 110111-2292607

URL : www.basis.co.kr

Email : basis@basis.co.kr

1) 회사소개



PART II. 회사개요

2) 국내 파트너사

JMD



PART II. 회사개요

3) 해외 파트너사

Europe

Africa

Asia

America

Lynx Geosystems S.A. (Pty) Ltd. 



PART III. 회사 주요연혁

1994년
(주)베이시스소프트 설립

미국 RISA Technology 사
의 구조해석용 소프트웨어의
아시아 총판권 계약 체결

미국 ADAPT 사

와 세그멘탈교량 해석용 소프트웨어
및 건축해석용 소프트웨어 독점판매
계약체결

일본 FORUM8 사

와 구조설계 및

해석용소프트웨어

판매계약 체결

말레이시아 JV설립

싱가포르 현지법인

BasisSoft, LLP  설립

독일 Nemetschek 사
의 Allplan
(3차원 CAD)
판매계약 체결

1994

1995

2000

2001

2005

2003

2007

중국 XIAN 지사설립

2012

싱가폴 BasisSoft & BIM DOCTOR JV 설
립
(해외 BIM Consulting Hub)

2015



PART IV. 조직도

(주)베이시스소프트
베이시스소프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JV

중국
JV

GEOTECH

VR
Simulation

건설
IT 연구소

총무부

BIM

• 소프트웨어 판매

• 소프트웨어 교육

• 소프트웨어 기술자문

• BIM 컨설팅

• 소프트웨어 판매

• 소프트웨어 교육

• 소프트웨어 기술자문

• 특수 수치해석 용역

• R & D

• 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개발

• 신사업 기획 • 인사관리

• 재무관리

• 구매관리

• VR 소프트웨어 판매

• VR 소프트웨어 교육

• VR 소프트웨어 기술자문

• VR 시뮬레이션 용역



PART VI. 사업현황

R&DCONSULTING소프트웨어
사업

기술자 양성

90%

R&DCONSULTING소프트웨어
사업

기술자 육성



1) 소프트웨어 사업

-주요 소프트웨어-
Allplan : 3D BIM 설계 프로그램

Scia : 구조 해석 프로그램
UC-win/Road : 3차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프로그램

PART VI. 사업현황



GROUP S/W DESCRIPTION

BIM

Allplan Engineering 3차원 BIM 설계 프로그램 (토목모듈)

Allplan Architecture 3차원 BIM 설계 프로그램 (건축모듈)

Allplan DTM 디지털 지형 모델링 프로그램

SCIA 3차원 구조해석 프로그램

AX3000 HVAC 모델링 프로그램

Griddle Rhino를 이용한 지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Geo BIM)

Open Road/Rail Bentley사의 도로/철도 설계 프로그램

Concept Station Bentley사의 도로/철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Context Capture Bentley사의 드론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Power Scan Cloud Points 관리 해석 프로그램

Pyrosim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Pathfinder 피난 해석 프로그램

IES-VE 건축 환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MassMotion 군중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1) 소프트웨어 사업

PART VI. 사업현황

- BIM 소프트웨어 현황 -



GROUP S/W DESCRIPTION

General 
Purpose 
Analysis

Examine2D/3D 2, 3차원 경계요소 및 불연속 변위해석 프로그램

FLAC2D/3D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지반범용해석

PFC2D/3D 입자요소를 이용한 입자유동해석 프로그램

Phase2 Rock의 2차원 혼합(경계,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UDEC, 3DEC 개별 요소법을 이용한 불연속체 해석 프로그램

Pentagon 2D/3D FEM Static/Dynamic Analysis Program for Tunnel/Structure/ Seepage Coupling Problems

Crisp 2D 2, 3차원 연약지반해석 프로그램(성토, 압밀, 굴착, 말뚝 등)

Slope 
Stability

RocPlane 암반사면의 평면파괴해석용 프로그램
Settle3D Settlement and Consolidation Analysis

Slide 원호파괴 한계평형법을 사용한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
Swedge 암반사면 쐐기의 안정해석 프로그램
TALREN 보강사면 안정해석 프로그램
SSA 3D 3D Slope Stability Analysis

Visualization

Dimine 광산 및 지하구조물 Modeling 및 Scheduling, 지질주상도 작성

MakeJiban A Geostatistical Technique and Visualization for Mine Planning and Grade Control

UC-win/Road 3차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프로그램

1) 소프트웨어 사업

PART VI. 사업현황

- 지반,암반 분야 소프트웨어 현황 -



GROUP S/W DESCRIPTION

Pile
Analysis

Lpile 횡방향하중을 받는 말뚝해석 프로그램

Group 3차원 군말뚝해석 프로그램

Apile Plus 항타 말뚝의 축방향지지력해석 프로그램

Shaft 축방향 하중을 받는 매입말뚝해석 프로그램

DynaPile 동하중을 받는 말뚝기초해석 프로그램

DynaMat 동하중을 받는 전면기초해석 프로그램

DynaN Dynamic Analysis of Shallow and Deep Foundations

TZpile Computation of Load-Settlement Relationships of Vertically-Loaded Piles with or without downdrag

GRLWEAP 파동방정식을 이용한 말뚝의 동적 해석 프로그램

Structure
Analysis

GSA Suite 영 ARUP에서 개발한 Bridge and structure analysis software

VisualFEA FEM 지반범용해석 프로그램

Etc.

Dips 평사투영법을 이용한 구조지질자료 해석용 프로그램

RocFall 낙석해석용 프로그램

K-Embark 1차원 압밀침하 및 연약지반해석 프로그램
Water 
and 

Sewer

SewerCAD 하수관거 네트워크 분석 및 설계 소프트웨어

WaterCAD Waterworks 네트워크 분석 및 설계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 사업

PART VI. 사업현황

- 지반,암반 분야 소프트웨어 현황 -



GROUP S/W DESCRIPTION

지반 Design

Foxta 프랑스 Setec사에서 개발한 기초 설계 프로그램

K-Rea 프랑스 Setec사에서 개발한 옹벽 설계 프로그램

Xdisp 지반 변형에 따른 구조물 변형 예측 프로그램

Pdisp 하중에 따른 지반 변위 예측 프로그램

Greta 중력식 옹벽 해석 프로그램

Frew Embedded Retaining wall 해석

Alp Soil Structure interaction 해석

구조 Design

AdSec 단면 해석 프로그램(Concrete Steel FRP, Compound section)

ADC RC Beam Slab Column pile Design 프로그램

Compos BIM Design 프로그램

1) 소프트웨어 사업

PART VI. 사업현황

- 지반,암반 분야 소프트웨어 현황 -



PART VI. 사업현황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2) BIM CONSULTING

BIM
CONSULTING

3차원 정보설계
3차원 정보설계
 가상 시공 실현
 구조계산용 3차원 해석모델
 모델연동 일반도 작성
 스마트 배근도 작성
 주요 물량 자동산출

시공 엔지니어링
 현장 설계도서 검토
 현장 설계변경 지원
 현장 자문 컨설팅
 공사용 도면작성 (Shop drawing)
 B을 활용한 공정관리

VR Simulation
 경관 시뮬레이션
 교통 시뮬레이션
 화재 시뮬레이션
 공정 시뮬레이션
 장비운영 시뮬레이션



구분 단계 프로젝트 발주처 국가

철도(MRT) 입찰 C1686 LTA / SWEEHONG 싱가포르

철도(MRT) 입찰 C927 LTA / 현대건설 싱가포르

철도(MRT) 입찰 C923A/C926/C928/C929A/C930/C935 LTA / SK건설 싱가포르

도로( Highway) 입찰 ER382/ER403/ER405 LTA/SWEEHONG 싱가포르

고속철도 설계 말레이시아 싱가폴 4공구 MyHSR Malaysia

공항 입찰 Changi Airport Runway3(PACKAGE 1) CAG/Hwaseng JV 싱가포르

공항 시공 Changi Airport Runway3(PACKAGE 1) CAG/삼성-KohBrothers
JV 싱가포르

공항 시공 Changi Airport Runway3(PACKAGE 2) CAG/HLS-SempCorp 싱가포르

댐 설계 Upper Cisokan Pumped Storage Dam 대림산업 인도네시아

상하수도 설계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도화 대한민국

단지 설계 OOOO 연수원 신축공사 삼성 대한민국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구분 단계 프로젝트 발주처 국가

도로 설계 EX BIM 시공단계 표준모델 구축연구용역 도로공사 대한민국

단지 설계 BIM 시범지구 설계 및 LH Civil-BIM 구축 용역 LH공사 대한민국

도로 시공 ER391 OR KIM PEOW 싱가포르

도로 설계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일직~안산)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도로 Turnkey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낙동대교 평화엔지니어링 대한민국

도로 입찰 Impvt to Bt Timah First Diversion Canal Contract 1 PUB/SWEEHONG 싱가포르

도로 입찰 Construction of Punggol East(Part 4) 
and Vehicular Bridge Across Punggol Waterway HDB/SWEEHONG 싱가포르

도로 시공 Saudi Makkah Project novaCITYNETS 사우디

단지 입찰
Site Clearance & Earthworks 

at Bukit Batok Town N4(Part-South)
& Choa Chu Kang Town N8(Part-South)

HDB/SWEEHONG 싱가포르

터널 입찰 NIPE CONTRACT C7 PUB/SWEEHONG 싱가포르

플랜트 시공 Ship Repair Yard and Drydock in OMAN 대우건설 오만

건축 시공 Songdo OK-CENTER 대우건설 대한민국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구분 단계 프로젝트 발주처 국가

Misc 공원 National Park SWEEHONG 싱가포르

철도 시공 C933 정거장 삼성물산 대한민국

Misc 기타 3차원 객체기반 프로젝트 공정/비용 관리시스템 개발 대림산업 대한민국

Misc 입찰 D&B for Retention Pond at Changi Airport CAG/SWEEHONG 싱가포르

Misc 입찰 Proposed Design and Reclamation 
at AYER CHAWAN Basin – Phase2, JUROND Island JTC/SWEEHONG 싱가포르

Misc 입찰 Earth Retaining Structures at Mount Faber Ⅱ
Service Reservoir PUB/SWEEHONG 싱가포르

Misc 입찰 CONTRACT T201 LTA/SWEEHONG 싱가포르

철도(MRT) 시공 C933 정거장 삼성물산 대한민국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 Stage : Construction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from 2D drawing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rebar and steel structure
• 4D simulation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Upper Cisokan Pumped Storage Dam , Indonesia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 Stage : Tender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from 2D drawing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rebar and steel structure
• VR simulation including the traffic diversion analysis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 Advance Steel for steel structure BIM modeling
• UC-win/Road for VR simulation

C1686, Singapore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 Stage : Construction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 2D Shop drawing(2,000 sheets) generation from 3D BIM model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rebar and steel structure

• Software
• Allplan to generate 2D shop drwaing from 3D BIM model

Ship Repair Yard & Drydock in Duqm, Oman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 Stage : Tender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from 2D drawing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rebar and steel structure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 Advance Steel for the temporary work

C923A / C926 / C927 / C928, Singapore (Downtown3)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C929A / C930 / C935, Singapore (Downtown3)

• Stage : Tender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from 2D drawing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rebar and steel structure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 Advance Steel for the temporary work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ER 403, Singapore 

• Stage : Tender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from 2D drawing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rebar and steel structure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 Advance Steel for the temporary work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 Stage
• Seohaean Expressway : Design stage
• Nakdong Bridge : Design stage
• Yongin Sports Complex : Public competition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rebar and steel structure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SEOHAEAN EXPRESSWAY / NAKDONG BRIDGE / YONGIN SPORTS 
COMPLEX



• Stage : Tender stage 

• Scope
• Punggol Bridge : 20+55.3+20=95.3m (FCM brdige)
• Drain
• Retaining Wall

• Services
• 3D BIM modeling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rebar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Punggol Bridge

Drain Bridge Rebar

Drain

Bridge

Retaining Wall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 Singapore

A. Construction of Punggol East (Part4) and vehicular Bridge Across Punggol Waterway

B. Modification of Punggol Drive Punggol Place Junction



• Stage : Tender stage 

• Scope
• Tunnel  : length = 2,700m
• Chamber : 5ea(BA1,SC1~SC4)
• Temporary wall( part of Chamber)
• Shaft : 2ea(receiving, launch)

• Services
• 3D BIM modeling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rebar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Chamber

Tunnel Segement

Tunnel Segement Rebar

Chamber Rebar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NIPE Contract C7, Singapore

Design and Construction of 4M Diameter

Segmental Tunnel With 220mm Diameter
Pipeline from Raffles Country Club to Pioneer Road



Impvt to Bt Timah First Diversion Canal 1, Singapore

• Stage : Tender stage – Jun. 2012

• Scope : Waterway Drain 1EA, Sewer Pipe 1EA, Pedestrian 
Bridge 1EA

• Services
• 3D BIM modeling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rebar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Impvt to Bt Timah First Diversion Canal 1, Singapore

Sequence
Stage 0

Stage 1~3

Stage 4

• Existing (Road, Overhead Br.
Sewer, Box Culvert)

• Road Relocate
• Proposed Box Culvert
• Temporary Overhead Br.
• Proposed Sewer

• Proposed Road
• Proposed Overhead Br.
• Proposed Retaining Wall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 Stage : Construction stage

• Scope : Post-Tension Wall Type 4EA 
• Services

• 3D BIM modeling
• Post-Tension Wall Interference Check, workability  Consider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Songdo G4-1 Block OK-CENTER, Korea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National Park / Hotel, Singapore

• Stage : Tender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D&B For Retention Pond at Changi Airport, Singapore

• Stage : Tender stage, Jul. 2012

• Scope : Excavation & reclamation, Counterfort  Retention Wall(842m), CBP Wall (521m), 
BOX Culvert (2type), U-Drain (2type)

• Services
• 3D BIM modeling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rebar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D&B For Retention Pond at Changi Airport, Singapore

• Sequence

• Existing Pond

• Proposed Pond  Construction
Excavation & Backfill
reclamation(Existing Pond), 
Counterfort  Retention Wall,
CBP Wall

• BOX Culvert & U-Drain  Construction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ER391, Singapore (1/2)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 Stage : Construction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from 2D drawing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rebar and earthworks
• 2D extraction for the construction drawing
• Consultation for the construction

• Software and tools
• Allplan for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 Autodesk Civil3D for the terrain, road alignment…
• Google Site for the collaboration
• Google Groups for the discussion
• Dropbox for the file sharing
• Netviewer for the online meeting



ER391, Singapore (2/3)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 Collaboration Site • Schedule Management

• Design Review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 사업현황

• Stage : Construction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 MEP Crash Detection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MEP

Hwaseong-Dongtan 2 water-qulity Restoration Center Construction T/K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 사업현황

• Stage : Tender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of 2 Overhead Bridge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 UC-win/Road for VR simulation

ER405, Singapore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 사업현황

ER382, Singapore

• Stage : Tender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from 2D Drawing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 Earthwork Volume Calculation
• Quantity take off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 사업현황

CONTRACT T201, Singapore CONSTRUCTION OF MANDAI DEPOT

• Stage : Tender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from 2D Drawing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 & Earthwork Volume Calculation
• & Quantity take off
• Scia for Steel BIM Modeling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 사업현황

Earth Retaining Structures at Mount FaberⅡ Service Reservoir , Singapore

• Stage : Tender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from 2D Drawing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rebar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with rebar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 사업현황

Mongol UHS-GS Railway PJT BIM, Ukhaa Hudag_Mongol

• Stage : Construction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Crash check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earthworks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 Allplan DTM/ civil3D for earth work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 사업현황

C933 Station(잠실 석촌호수 지하철)

• Stage : Construction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subway station with structure, equipment, 
underground utilities, temporary facility, formwork and topography

• Crash check and review construction process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 Allplan DTM / Civil3D for earth work
• Microstation for file conversion
• NavisWork for 4D simulation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 사업현황

Makkah Projects Work Package 2 - Saudi Arabia

• Stage : Construction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Bridge, Road modeling
• 4D Simulation / traffic diversion analysis
• Crash check and review construction process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 UC-Win/Road for VR simulation
• NavisWork for 4D simulation



2) BIM CONSULTING (주요실적)

PART V. 사업현황

Changi Airport Runway3(PACKAGE 1)

• Stage : Tender Stage
• Services

• 3D BIM modeling 
• Crash Check / Quantity take-off for concrete 
• Quantity take-off for earthworks / 4D Simulation

• Software
• Allplan for concrete structure BIM Modeling
• Civil3D for earth work



PART VI. 사업현황

VR SIMULATION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검토 및 교통분석

시공단계별

현장관리

화재/피난해석

동선 확보계획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2) BIM CONSULTING / VR Simulation



도로
• 서울시 서부간선도로 선형개량 3차원 시뮬레이션
•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 확장공사 3차원 시뮬레이션

PART VI. 사업현황

골프장
• 페럼 C.C (페럼인프라)
• 김해상록골프장 (공무원 연금공단)

공항
•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원
• 경포도립공원의 합리적인 발전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 3차원 시뮬레이션

VE
• 천마산터널 민간 투자사업
• 영동 고속도로

철도
• 대구 경전철 홍보동영상 및 3차원 시뮬레이션
• 울산시 경전철 홍보동영상

싱가포르
• Nicoll Highway ER403 3D 시뮬레이션
• 싱가폴 지하철 C1686 Station 3D 시뮬레이션

2) BIM CONSULTING / VR Simulation



PART VI. 사업현황

구 분 발주처 프로젝트

도로 한국도로공사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3차원 시뮬레이션

도로 한국도로공사 부산외곽순환도로 대안설계 6공구 3D 시뮬레이션

도로 한국도로공사 공사비 절감방안(변이터널) 시뮬레이션

도로 한국도로공사 영동고속도로구간 광교신도시 방음시설설치 실시설계 3D 시뮬레이션

도로 한국도로공사 서울외곽선 125.6km 운중교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D 시뮬레이션

도로 한국도로공사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 확장공사 3차원 시뮬레이션

도로 한국도로공사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3차원 시뮬레이션

도로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3차원 시뮬레이션

도로 한국도로공사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경관 시뮬레이션(전체연장:107km)

도로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선 13km 선형개량공사 실시 설계용역 “3D 시뮬레이션 제작

도로 한국도로공사 서해안 고속도로 일직~안산 확장 3차원 시뮬레이션 및 3차원 설계

도로 한국도로공사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서해대교 확장 3차원 시뮬레이션 및 3차원 설계

도로 한국도로공사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3차원 시뮬레이션

2) BIM CONSULTING / VR Simulation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구 분 발주처 프로젝트

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3D 시뮬레이션

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학봉~공암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3D 시뮬레이션

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정내륙 고속화도로 시뮬레이션

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천시국대도(옥률~대룡)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D 시뮬레이션

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령~청양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3D 시뮬레이션 제작

도로 익산시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D 시뮬레이션

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창~운암간 국도 홍보동영상

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서부간선도로 선형개량 3차원 시뮬레이션

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청 현장안전관리시스템 중 3차원 시뮬레이션

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청~수동간 국도 확장공사 3차원 시뮬레이션

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옥동~농고 국도신설” 의 3차원 시뮬레이션 제작

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청내륙고속화 도로건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도로경관 3차원 시뮬레이션

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걸계 3차원 시뮬레이션

2) BIM CONSULTING / VR Simulation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구 분 발주처 프로젝트

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계~진천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3단계 Landside 시설 경관시뮬레이션

2) BIM CONSULTING / VR Simulation 주요실적



PART VI. 사업현황

2) BIM CONSULTING / VR Simulation 주요실적

A. 영동고속도로구간 광교신도시 방음시설설치 실시설계

Natural Pattern Design

• 방음 시설 설치

• 지역특유의 색체를 도입한 시설 디자인

계획단계에서 결과까지의 방향설정 및 개선사항 해결



PART VI. 사업현황

2) BIM CONSULTING / VR Simulation 주요실적

B.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Natural Pattern Design

• 교통정체 문제해결

• 도로확장 및 교량신설

• 지역문화 특성을 반영한 교량설계

계획단계에서 결과까지의 방향설정 및 개선사항 해결



PART VI. 사업현황

2) BIM CONSULTING / VR Simulation 주요실적

C.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경관 설계도입)

계획단계에서 결과까지의 방향설정 및 개선사항 해결

• 친환경 경관 디자인

• 도로 및 교량신설

• 지역문화 특성을 반영한 구조물 설계



PART VI. 사업현황

2) BIM CONSULTING / VR Simulation 주요실적

D. 보령~청양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계획단계에서 결과까지의 방향설정 및 개선사항 해결

• 지방도와 국도의 연계성

• 산업단지내 접근성 극대화

• 친환경적 도로설계



PART VI. 사업현황

2) BIM CONSULTING / VR Simulation 주요실적

E.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계획단계에서 결과까지의 방향설정 및 개선사항 해결

• 도로이용 효율을 극대화한 측도계획

• 도로 접근성 극대화

• 고속도로와 연계한 IC 계획



PART VI. 사업현황

2) BIM CONSULTING / VR Simulation 주요실적

F. 페럼 CLUB 골프장

계획단계에서 결과까지의 방향설정 및 개선사항 해결

• 친환경 지형 구축

• 주변경관 고려한 식재계획

• 설계시 예측 어려운 지형문제 해결



PART VI. 사업현황

2) BIM CONSULTING / VR Simulation 주요실적

G. 인천국제공항 3단계 Landside 실시설계

계획단계에서 결과까지의 방향설정 및 개선사항 해결

• 도로이용자의 편의성, 안정성 고려

• 도로 주행자 시거확보를 위한 교량계획

• 주차장 및 IBC구역 단지 계획



PART VI. 사업현황

2) BIM CONSULTING / VR Simulation 주요실적

H. 싱가포르 지하철 C1686 Station

계획단계에서 결과까지의 방향설정 및 개선사항 해결

• 마리나와 연계한 동선계획

• 주요 건물과의 연계성 고려

• 역사 이용자의 접근성 고려한 철도계획



PART VI. 사업현황

3) R & D

시 공

지 반

4 D

도 로

터 널

GIS

• 해체공사 공사비견적을 위한 물량산출 연계
• 단가산출 프로그램 개발
• 현장타설말뚝의 설계 및 시공관리 프로그램 개발

• 산사태 안정해석 프로그램 개발
• 낙석해석 알고리즘 조사 및 상용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 비교분석
• 낙석수치해석 프로그램 개발
• 2열 자립식 흙막이 공법 전용 FLAC 2D/3D 전처리 프로그램 개발

•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건설기술 및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개발
• 3차원 객체기반 프로젝트 공정/비용 관리시스템 개발
• 자산관리 최적화기능 개발 및 KTAM-40 Pilot 시스템

• 도로경관디자인 기술개발
• 스마트하이웨이 경관평가 VR 시스템활용기술 개발

• 터널식생관리 프로그램개발
• TBM터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 활용 기반 연구
• 웹기반의 터널 안전 시공관리 시스템 개발
• 3D Image를 이용한 암반평가시스템 개발

• 지능형 국토정보혁신 사업 – UOID개발
• 지반조사 표준서식 자동입력 DB변환생성모듈 개발
• 맞춤형 지하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변환 모듈개발
• 맞춤형 지하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변환연구



PART VI. 사업현황

3) R & D 수행실적

No 발주처 계 약 명 개발내용 기간(년도)

1 상지대학교 산사태 안정해석 프로그램개발 낙석 및 산사태 연구단 : 한국형 산사태 해석
프로그램 개발 - 보강, 수리, 내진 조건 고려 2007

2 삼성물산 현장타설말뚝의 설계 및 시공관리 프로그램개발 연세대 산학과제인 군말뚝 해석
프로그램의 전후처리 프로그램 2007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웹기반의 터널 안전 시공관리 시스템 개발 터널시공위험도 지수 관리 시스템과 붕괴사례
DB의 웹시스템 1차개발 2007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웹기반의 터널 안전 시공관리 시스템 개발(II) 터널시공위험도 지수 관리 시스템과 붕괴사례
DB의 웹시스템 2차개발 2008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웹기반의 터널 안전 시공관리 시스템 개발(III) 터널시공위험도 지수 관리 시스템과 붕괴사례
DB의 웹시스템 3차개발 2009

6 상지대학교 산사태 안정해석 프로그램개발(2차) 기존프로그램의 단점 보완 및 강우/
지진동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2008

7 상지대학교 산사태 안정해석 프로그램개발(3차) 외부 해석모듈 결합 및 연동 2009

8 상지대학교 낙석해석 알고리즘 조사 및
상용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 비교 분석

낙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및 상용프로그램 조사 2007

9 상지대학교 낙석수치해석 프로그램 개발 낙석 시뮬레이션과 낙석 방호 대책 설계 2008

10 코오롱건설 2열 자립식 흙막이 공법 전용 FLAC 2D/3D 
전처리 프로그램개발 흙막이 시공 조건에 최적화된 입력프로그램 개발 2009

11 대림산업 3D Image를 이용한 암반평가시스템 개발 stereo 이미지를 이용한 절리의 방향성 계산 및 암반평가
시스템의 1차개발 2010

12 대림산업 3D Image를 이용한 암반평가시스템 개발(II) stereo 이미지를 이용한 절리의 방향성 계산 및 암반평가
시스템의 2차개발 2011



PART VI. 사업현황

No 발주처 계 약 명 개발내용 기간(년도)

13 평화엔지니어링 TBM터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 활용 기반 연구 TBM 단면 설계 및 설계 프로시져 프로그램 시안 작업 2011

14 평화엔지니어링 TBM터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 활용 기반 연구(2차) TBM 단면 설계 및 설계 프로시져 프로그램 개발 2012

15 삼성물산 현장타설 말뚝의 설계 및
시공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현장타설 말뚝의 설계 및
시공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2012

16 동부엔지니어링 스마트하이웨이 경관평가
VR 시스템활용기술 개발

스마트하이웨이 경관평가
VR 시스템활용기술 개발 2008

17 건설기술연구원 터널식생관리 프로그램개발 터널 공사시 주변의 식생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입력
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2009

18 대림산업 3차원 객체기반 프로젝트
공정/비용 관리시스템개발 EVMS시스템과 연동하여 3차원 기반의 5D 시스템 개발 2009

19 동부엔지니어링 스마트하이웨이 경관평가
VR 시스템활용기술 개발

스마트하이웨이 경관평가
VR 시스템활용기술 개발 2010

20 한양대학교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건설기술 및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건설기술 및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2009

21 한양대학교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건설기술 및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건설기술 및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2010

22 건설기술연구원 맞춤형 지하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변환연구 서울시와 국토부의 지반조사자료를 연계하기 위한 변환
프로그램 개발 2010

23 건설기술연구원 맞춤형 지하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변환 모듈개발 서울시와 국토부의 지반조사자료를 연계하기 위한 변환
프로그램 개발 2010

24 동부엔지니어링 도로경관디자인 VR평가시스템 활용기술 구축 도로경관디자인 VR평가시스템 활용기술 구축 2011

3) R & D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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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발주처 계 약 명 개발내용 기간(년도)

25 건설기술연구원 지반조사 표준서식 자동입력 DB변환생성모듈개
발

기존의 지반조사입력시스템을 대치하는 지반조사 표준
서식 입력시스템 개발 2011

26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해체공사 공사비견적을 위한 물량산출 연계
단가산출 프로그램개발

해체공사 공사비견적을 위한 물량산출 연계
단가산출 프로그램개발 2011

27 건설기술연구원 지능형국토정보혁신사업-UOID개발(1차) 윈로드를 이용한 도시내의 시설물 구축과 시설물분류
체계개발 2008

28 건설기술연구원 지능형국토정보혁신사업-UOID개발(2차) CS기반의 도시내의 시설물 분류체계 및 UOID 발급 개발 2009

29 건설기술연구원 지능형국토정보혁신사업-UOID개발(3차) 웹기반의 도시내의 시설물 분류체계 및 UOID 발급 개발 2010

30 건설기술연구원 지능형국토정보혁신사업-UOID개발(4차) 스마트폰 연계한 도시내의 시설물 분류체계 및
UOID발급 개발 2011

31 건설기술연구원 자산관리 최적화 기능 개발 및 KTAM-40 Pilot시스템 자산관리 최적화 기능 개발 및 KTAM-40 Pilot시스템 2011

3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해체공사 공사비견적을 위한 물량산출 연계
단가산출 프로그램개발(2차)

해체공사 공사비견적을 위한 물량산출 연계
단가산출 프로그램개발(2차) 2011

33 대림산업 IT융합 암반평가 시스템 개발 3D Image를 이용한 암반평가 시스템 구축 2012

3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중매설가스관 통합DB 시스템개발 지중매설 가스관 거동분석 통합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 2012

35 한국도로공사 KHTN모델 업그레이드 및 모델링 GUI 개발 업그레이드 된 KHTN 프로그램의 GUI 및 알고리즘 개발 2013

3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TBM 커터헤드 설계 도면 제작 TBM 커터헤드 설계를 위한 전산응용 설계도면 제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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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발주처 계 약 명 개발내용 기간(년도)

37 (주)언딘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한 Spiral Pile의 거동 분석 연구 조력발전용 Spiral Pile의 3차원 수치해설을 통한
거동 분석 2013

38 (주)이제이텍 지진계측 통합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관제탑 및 공항 시설물에 대한 지진계측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13

39 한국도로공사 EX-BIM 설계 도로모델 구축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 EX-BIM 도입 2014

40 대림산업 주거용 건축물 단위세대 및 지하주차장 PT 무량판 구
조시스템 개발

주거용 건축물 단위세대 및 지하주차장 PT 무량판 구
조시스템 개발 2014

41 경기방재연구원 도심지 토사재해 위험도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도심지의 토사 재해의 위험도를 분석 위한 소프트웨
어 개발 2015

42 건설기술연구원 온라인 암판정을 위한 정보공유형 화상회의 시스템
개발

온라인으로 암판정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화상회의 시
스템 개발 2015



PART VI. 사업현황

4) 기술자 육성

기술자 육성
사업

실무위주
BIM 교육

해외인력
파견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블로그)

소프트웨어
교육

해외우수기술
국내 전파

기술전문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자 양성에 주력

기술자 육성

사업

Allplan 카페 / AllBIM 커뮤니티



PART VII. VISION

전문화된 기술과 인재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가치 창조

핵심 역량 강화

Best Business Partner

글로벌 경영고객 만족 실현 기술인력 양성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1-29) 
10 삼성로 104길 이호빌딩 3F

T. 02-571-8718
F. 02-572-9709



감사합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이념을 중시하고 원칙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