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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개요

본 부속서는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 기본 지침서 1.1”에 따라 일괄

입찰공사 기본설계 단계 및 실시설계단계에 BIM객체에 대한 속성을 입

력하기 위한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2) 속성입력 대상

BIM 속성입력은 공간객체와 부위객체를 대상으로 한다.

2. 공간객체의 속성입력

(1) 공간객체의 속성

공간객체의 입력대상 속성은 “Name"과 “KBIMS-공간ID"로 한다.

(2) “Name"의 속성값

조달청이 배포한 “스페이스프로그램 코드목록”에서 부여된 실명을 입력

한다.

(3) “KBIMS-공간ID"의 속성값

조달청이 배포한 “스페이스프로그램 코드목록”에서 부여된 공간ID를 입

력한다.

(4) OPEN공간의 속성값 부여기준

OPEN공간은 실명을 “OPEN"으로, 공간ID는 하부층의 본래 공간의 ID를

사용한다.

(5) 공고된 “스페이스프로그램 코드목록” 내용변경 금지

공고된 실명, 공간ID는 응모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허용범위

내에서 추가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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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위객체의 속성입력

3.1 개요

(1) 부위객체의 속성명

부위객체의 입력대상 속성은 “Name"과 “KBIMS-공종분류”로 한다.

(2) “Name"의 속성값

“시설사업 BIM적용 기본 지침서 1.1”의 부재명 부여원칙에 의한다.

(3) “KBIMS-공종분류”의 속성값

본 기준 “3.4 조달청 공종분류 목록”에 의한다.

3.2 부위별 속성입력

3.2.1 구조 모델데이터

(1) 철근콘크리트

가. 대상

기초, 기둥, 보, 내력벽, 슬래브, 계단, 램프, 지붕을 대상으로 한다.

나. KBIMS-공종분류코드

“DF"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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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골

가. 대상

보, 기둥,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나. KBIMS-공종분류코드

“E"를 입력한다.

3.2.2 건축모델데이터

(1) 조적벽

가. 대상

모든 조적벽을 대상으로 한다. 마감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KBIMS-공종분류코드

"3.4 조달청 공종분류 목록“에 의한 코드를 입력한다.

다. 코드레벨의 적용

결정된 디테일 수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한다.

예:

KBIMS-공종분류 부재분류 비고
FA11 시멘트벽돌 0.5B 1.0B 등은 구별하지 않음

FA1 벽돌 시멘트벽돌과 적벽돌은 구분하지 않음
F 조적 벽돌과 블록을 구분하지 않음



- 4 -

(2) 창호

가. 대상

모든 문과 창을 대상으로 하며 커튼월도 포함한다.

나. KBIMS-공종분류코드

"3.4 조달청 공종분류 목록“에 의한 코드를 입력한다.

다. 코드레벨의 적용

결정된 디테일 수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한다.

예:

KBIMS-공종분류 부재분류 비고
LA1 철재문 문타입은 구별하지 않음

LA 문 철재문, 목재문 등은 구분하지 않음
L 창호 문과 창을 구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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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속성입력의 원칙

(1) 필수 입력의 원칙

“3.4조달청 공종분류 목록”에 존재하는 코드만 입력한다.

예: 마감재, 설비, 석재 등은 목록에 없으므로 입력하지 않는다.

(2) 단일공종 입력의 원칙

하나 부재에 하나의 공종이 적용되는 경우 하나의 코드를 입력한다.

예: "DF" 철근콘크리트로만 구성된 내력벽의 경우

(3) 복합공종 입력의 원칙

하나의 부재에 여러 공종이 적용되는 경우 각 코드를 +로 연결한다.

예: "DF+E" SRC기둥이 하나의 객체로 작성된 경우

(4) 복합공종 물량 구분 입력의 원칙

하나의 부재에 여러공종의 물량분개가 필요한 경우 코드와 규격을 “:”로

묶어서 표시한다.

예: “DF:200+FA11" 벽이 콘크리트 200mm와 시멘트벽돌로 구성된 경우

예: ”DF:150" 슬래브바닥이 콘크리트 150과 석재 30mm로 구성된 경우

(석재30mm는 “3.4조달청 공종분류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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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종분류 (KBIMS-공종분류) 
공종명

레벨1 레벨2 레벨3 레벨4 레벨5
DF 철근콘크리트공사
E 철골공사
F 조적공사

FA 벽돌공사
FA1 벽돌

FA11 시멘트 벽돌
FA12 적벽돌
FA16 내화벽돌
FA17 홈벽돌
FA18 점토벽돌

FB 블럭공사
FB1 시멘트블럭

FB11 일반쌓기
FB12 보강쌓기 (1종)
FB13 보강쌓기 (2종)

FC ALC공사
FC1 ALC 블럭쌓기
FC2 ALC 판넬설치

L 창호및유리공사
LA 문

LA1 철재문
LA2 스텐문
LA3 목재문
LA4 알루미늄문
LA5 특수문
LA6 프라스틱문

LB 창
LB1 철재
LB2 알루미늄
LB3 스텐레스
LB4 목재
LB5 프라스틱
LB6 세라믹스

LC 특수창
LC1 커튼월

LC11 평면
LC12 곡면

LC2 배연창
LC3 System창호
LC4 천창
LC5 방음시창

3.4 조달청 공종분류 목록

* 본 공종 목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객체에는 “KBIMS-공종분류”의 속성값을 입력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