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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 Introduction
회사명

더블유 공간정보기술 Wspaceinfo

홈페이지
서울사무실

www.wspaceinfo.com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79-36 파크빌 102호
T.070-4632-6476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일대학교 RnDB 303호
T.053-852-8812 F.053-852-8813

BIM 연구소
이메일

wspaceinfo@naver.com

대표

전진우

회사설립일

2009년 12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515-02-72878

벤처인증번호

20110101998

연구소인증번호

2010350591

ISO인증번호
사업영역

BIM / AR / CR / EDUCATION

▶ Location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일대학교 RnDB 303호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79-36
파크빌 102호

Company Profile
▶ History
2009
12. 창업

2010
03. 경일대학교 RnDB 입주
특허출원 1건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 중점지원 선정
06. 서울 코엑스 전시회 참여
09. 국내 최초 온라인 BIM과정 개설 (www.edubim.com)
10. 저작권 출원 및 획득 (4건)
11. BIM연구전담부서 인정 (KOITA)

2011
02.
03.
05.
06.

07.
08.
09.
10.
12.

우수창업자 선정 (경일대학교)
특허출원 1건
벤처기업 승인 (기술 보증 기금)
산학연구과제 진행 (BIM)
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 참가
지적 재산권 획득 1건
고용노동부 환급과정 승인 (국내최초)
카자흐스탄 카즈빌드 국제전시회 참여 (국내 5개 업체)
경북 테크노파크 창업 후 보육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 지원 선정

2012
04. 서울 사무소 개설

Company Profile
▶ Mission
창업사람들이 교육훈련을 통해 능력향상을 하여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 Vision
2015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 서비스 기업
2017 아시아 최고의 지식 서비스 제작, 유통 기업
2020 세계 최고의 지식, 시간관리 기업

▶ Core Value
우리 모두
가슴 뛰는
승리

▶ Technology Road Map

Education

BIM Care

BIM 교육
U-learning

BIM 지원
기술 도입 지원

Technology Product

Engineering Service

BIM을 활용한 기계화, 자동화
Online & Offline

친환경 비정형 기술분석
Hybrid BIM 기술지원

Company Profile
▶ Organization Chart
대

표
경영자문

교육자문

기술자문

BIM기술 연구

기술개발 1

기술개발 2

경영 지원

마케팅 전략

(정부공인시설)

[EDUBIM]

[M2R]

마케팅지원

[KOKONET]

[BIMTECH]

콘텐츠 개발

세계문화거리

연구개발지원

한국어 콘텐츠

BIM기반기술

교육과정 개발

문화재 복원

사업지원

아시아

공정시뮬레이션

환급과정 개발

BIM활용기술

대외협력

미국/유럽

패밀리개발

외부 교육

RP/3D SCAN

▶ Business Areas

BIM 기술

AR

▷ 3차원 정보 모델링 / 4D / 5D

▷ AR 기법을 이용한 구조물 관리

▷ 토목, 건축 , 플랜트 환경설비,
라이브러리 구축

▷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비정형 패널, 철골 기술지원

▷ 사용자 체험형 전시공간 지원
(멀티터치테이블 등)

CR

BIM 2.0

▷ 전통 문화재 정밀 BIM 정보화
RP제작 및 3D SCAN

▷ 온라인 오프라인 과정 운영

▷ 가상 박물관 및 전시공간
▷ 지역별 특화된 관광 문화상품 개발

▷ BIM 기반 기술 도입지원
▷ 스마트폰 기술 개발

국내

Introduction Method & Effect
▶ EX. Work Process

▶▶ Develop Work Process

도면 입수

3DS MAX
모델 작성

5D 모델링

▷ 단순 시각화 모델링

▷ 정보화 모델링

▶ EX. Modeling Method

▶▶ Develop Modeling Method

도면 입수
설계 도면
기본 도면
최신 도면

3DS MAX
모델 작성

BIM 모델

Layout

3D
정보모델

반영

전사적
도입실현
5D 모델링

모델링 검수

통합모델

데이터 교환

작성

4D / 5D

Introduction Method & Effect
▶ Effect of BIM System
실시간 도면 검수시스템 가능

공사 전후 데이터 관리 용이

도면 오류 및 시공 오류 감소

프로그램간 DB 교환 가능

시간 및 비용의 관리 용이

Layout의 자유 변경

데이터 교환 용이

설비 및 배치 변경의 실시간 반영

3차원

3차원

물량 산출용

도면 정리

정보모델 작성

정보 입력

필요한

견적 데이터

공정 데이터

정보 추출

작성

연결 (4D)

MEP

Parametric 도면

실시간 적용

작성

Introduction Method & Effect
▶ Application

▷Pre-Construction
1.

3D 모델 작성

2.

물량 검토

3.

4D (공정결합) - 공정 사전 검토

4.

5D (비용결합) - 비용 사전 검토

5.

시공 안전성 검토

6.

도면 오류 검토

7.

시공 오류 검토

8.

MEP 시공법 검토

9.

철골구조 검토

10. Parametric 도면 지원, 검증

▷Construction & Post-Construction
1.

BIM 모델을 유지 관리 연계

2.

임시 도면과 현장 여건 반영

3.

변경 도면을 신속히 반영

4.

물량 검증 (면적, 체적)

5.

초기 Model 연동

6.

시공 시뮬레이션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7.

의견 조율 (비용 절감)

8.

준공 시까지 기술 지원

9.

최종 도면 및 시공 가능성 3D 검증

10. 협력사간 데이터 교환
11. 디지털 목업을 RP를 이용하여 검증

Performance
▶ Civil Engineering
2009
현대건설
용인시민체육공원
Civil 3D
GS건설, 희림건축
서울대학병원 지하공간 BTL
Civil 3D

2010
대우건설
BIM을 이용한 조립식 옹벽 신기술 개발
BIM 모델링 및 공정 시뮬레이션
(4개 공정 비교)
GS건설, 희림건축
강릉아트센터
토목BIM

2011
GS칼텍스
플랜트설비 기초도면 자동화
GS건설, 해안건축
디지털콘텐츠센터
토목BIM

2011-2012
쌍용건설
부유식 폰툰교 BIM 설계 도입
국내 최대길이의 부유교 BIM 제작

▶ Civil Engineering

Performance

▶ Civil Engineering

▶ Civil Engineering
지형 및 지층모델 - 측량자료를 이용한 원지반과 지하수 및 3차원 주상도

수치지도

지반조사 위치도에서 GL. 참조

현황측량도

지층의 일부 절단 단면

지하수 모델링

지층별 모델링

기초, 지하수 검토 / 상세 모델링

Performance

▶ Civil Engineering

▶ Civil Engineering
철, 성토량 산정

계획고 변경에 따른 토공량 재산정

발파 공법에 따른 토공량 산정

계획면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전체 지층 모델 및 단면 자르기

발파 범위

무진동
정밀진동

소규모제어발파

경암
3%

토사
37%
연암
29%

구 분

토 사

풍화암

연 암

경 암

합 계

수량(m2)

98,409

83,379

79,330

8,473

269,591

풍화암
31%

Performance

▶ Civil Engineering

▶ Civil Engineering
흙막이 계획 모델링-건축물과 흙막이 부재간의 간섭여부

STRUT 공법 (예시)

건축기둥과 버팀보 간섭

EARTH ANCHOR 공법 (예시)

건축보와 버팀보 간섭

옹벽기초와 어스앙카 간섭

Performance

▶ Civil Engineering

▶ Civil Engineering
흙막이 계획 모델링-원지형과 구조물계획에 따른 흙막이 계획을 모델링

우, 오수 모델링- 관망간의 간섭, 토피고 확보 등 관망의 3차원적인 검토

파이프

맨홀

Performance

▶ Civil Engineering

▶ BIM을 이용한 조립식 옹벽 신기술 개발
발 주 처 : 대우건설
용

도 : 4개 공정의 BIM모델을 이용한 4D비교

범

위 : 토목 / Navisworks

수 행 연 도 : 2010

흙막이 계획 모델링-원지형과 구조물계획에 따른 흙막이 계획을 모델링
조립식옹벽-3D, 4D를 통한 공정비교

BIM DATA

BIM DATA

Navisworks-공정시뮬레이션

Navisworks-공정시뮬레이션

Performance

▶ Civil Engineering

▶ BIM을 이용한 조립식 옹벽 신기술 개발
발 주 처 : GS칼텍스
용

도 : 플랜트설비 기초도면 자동화

범

위 : 토목 / 자동도면추출

수 행 연 도 : 2010

파라메트릭 모델링기법을 이용한 자동도면추출

BIM DATA

BIM DATA

추출 시뮬레이션

추출 시뮬레이션

Performance
▶ Architecture
2010
중소기업청
국내 OPEN-BIM 도입을 위한 IFC 기반의 건축객체 표준화 기술개발
IFC 기반의 라이브러리 개발
특허청
IFC 기반의 3차원 객체 형성 기법
IFC 기반의 3차원 객체 정보 및 형상 제작 기법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 표준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기술 콘텐츠 모델 개발
IFC 기반의 문화원형 객체 기술 개발 (BIM)
미건건축
BIM기반 실내건축실시설계 및 구조검토

2011
롯데CM
롯데마트 창원점 BIM 지원 - 설계 검토
쌍용건설
충주 그랜드 스탠드 BIM 설계 및 지원
2013년 국제 조정 경기장 건립을 위한 BIM 도입
충주 피니쉬 타워 BIM 설계 및 현장 지원
2013년 국제 조정 경기장 건립을 위한 BIM 도입

2012
쌍용건설
충주 보트하우스 / 마리나센터 BIM 설계 및 현장 지원
2013년 국제 조정 경기장 건립을 위한 BIM 도입
충주 마리나 센터 철골 상세 및 비정형 BIM 지원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 BIM을 적용하여 시공 가능성 확보

▶ Architecture

Performance
▶ 인천 송도 I-Tower
발 주 처 : GS칼텍스
소 재 지 : 인천 송도
용

도 : 국제 회의장 등

범

위 : 건축 / 구조 / 분석 / 컨설팅

수 행 연 도 : 2011

송도 I-Tower

BIM DATA

▶ Architecture

Performance

▶ Architectur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발 주 처 : 쌍용건설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용

도 : 국제 기준 조정 경기장

범

위 : 건축 / 구조 / 토목 / MEP / 비정형해석 / 철골분석

수 행 연 도 : 2011-2012

그랜드 스탠드

BIM DATA

현장 사진

BIM DATA

현장 사진

Performance

▶ Architectur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그랜드 스탠드

BIM DATA

현장 사진

BIM DATA

현장 사진

BIM DATA

현장 사진

Performance

▶ Architectur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발 주 처 : 쌍용건설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용

도 : 국제 기준 조정 경기장

범

위 : 건축 / 구조 / 토목 / MEP / 비정형해석 / 철골분석

수 행 연 도 : 2011-2012

피니쉬 타워

BIM DATA

현장 사진

Performance

▶ Architectur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발 주 처 : 쌍용건설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용

도 : 국제 기준 조정 경기장

범

위 : 건축 / 구조 / 토목 / MEP / 비정형해석 / 철골분석

수 행 연 도 : 2011-2012

보트 하우스

BIM DATA

현장 사진

BIM DATA

현장 사진

Performance

▶ Architectur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발 주 처 : 쌍용건설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용

도 : 국제 기준 조정 경기장

범

위 : 건축 / 구조 / 토목 / MEP / 비정형해석 / 철골분석

수 행 연 도 : 2011-2012

마리나 센터

BIM DATA

현장 사진

BIM DATA

현장 사진

Performance

▶ Architectur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마리나 센터

BIM DATA

현장 사진

BIM DATA

현장 사진

BIM DATA

현장 사진

Performance
▶ 롯데마트 창원점
발 주 처 : 롯데 CM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용

도 : 상업 시설

범

위 : 건축 / 구조 / 설계

수 행 연 도 : 2011

롯데마트

BIM DATA

BIM DATA

▶ Architecture

Performance

▶ MEP Mechanical(HVAC), Electrical, Plumbing

▶ MEP Mechanical(HVAC), Electrical, Plumbing
2011
쌍용건설
충주 그랜드 스탠드 BIM 설계 및 지원
2013년 국제 조정 경기장 건립을 위한 BIM 도입
충주 피니쉬 타워 BIM 설계 및 현장 지원
2013년 국제 조정 경기장 건립을 위한 BIM 도입
충주 보트 하우스 BIM 설계 및 현장 지원
2013년 국제 조정 경기장 건립을 위한 BIM 도입

2012
쌍용건설
충주 마리나 센터 BIM 설계 및 현장 지원
2013년 국제 조정 경기장 건립을 위한 BIM 도입

Performanc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그랜드 스탠드
BIM DATA

▶ MEP Mechanical(HVAC), Electrical, Plumbing

Performanc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피니쉬 타워
BIM DATA

▶ MEP Mechanical(HVAC), Electrical, Plumbing

Performanc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보트 하우스
BIM DATA

▶ MEP Mechanical(HVAC), Electrical, Plumbing

Performanc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마리나 센터
BIM DATA

▶ MEP Mechanical(HVAC), Electrical, Plumbing

Performance
▶ BIM Analysis
2011-2012
사전 시공성 분석
그랜드 스탠드 3차원 시공성 분석 및 도면화

그랜드 스탠드 관람석 3차원분석 및 반영
그랜드 스탠드 주출입구 철골 시공성 분석 및 도면화
보트 하우스 주출입구 철골 시공성 분석 및 제안
보트 하우스 지붕 철골 3차원 시공성 분석 및 도면화
보트 하우스 지붕 외장패널 시공성 분석 및 제안
피니쉬 타워 3차원 시공성 분석 및 도면화

비정형 분석
충주 마리나 센터 지붕 철골 및 하지철물 시공성 분석 및 도면화

충주 마리나 센터 지붕 철골 디테일용 X,Y,Z,R분석 및 도면화
충주 마리나 센터 지붕 외장패널 시공성 분석 및 도면화
충주 마리나 센터 지붕 외장패널 물량 분석

미륵사지석탑 (국보 제6호)
미륵사지석탑 파라메트릭 통줄눈 분석(1200여개 부재)
미륵사지석탑 적층에 따른 시공성 분석 시뮬레이션

▶ BIM Analysis

Performanc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그랜드 스탠드 3차원 시공성 분석 및 간섭 체
크
BIM DATA

▶ BIM Analysis

Performanc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보트 하우스 3차원 시공성 분석 및 간섭체크
BIM DATA

▶ BIM Analysis

Performanc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보트 하우스 지붕 철골 및 외장패널 시공성
분석
BIM DATA

▶ BIM Analysis

Performanc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피니쉬 타워 3차원 시공성분석 및 간섭체크
BIM DATA

▶ BIM Analysis

Performanc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충주 마리나 센터 3차원 시공성 분석 및 시공용 도
면
BIM DATA

▶ BIM Analysis

Performanc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충주 마리나 센터 지붕 철골 디테일용 X,Y,Z,R 분석 및 도면
화
BIM DATA

▶ BIM Analysis

Performance
▶ 충주 국제 조정 경기장

충주 마리나 센터 지붕 외장패널 물량 분석
BIM DATA

▶ BIM Analysis

Performance
▶ Culture Restoration
2010
BIM연구전담센터
전통 정자의 BIM 모델링 기법 연구

전통도검(5종류)에 대한 정밀 모델링 제작
신기전에 대한 정말 모델링 제작
자유형상 및 비정형에 관련된 정밀 모델링 제작
외국의 전통 무기류에 대한 정밀 모델링 제작
국내외의 전통 도선(배)에 대한 정밀 모델링
제주 판덕정 BIM 정밀 모델링
봉정사 극락전 BIM 정밀 모델링

2011
중소기업청
BIM 기반의 전통문화재 정밀 복원 시스템 개발
BIM 데이터를 활용한 전통문화재 복원 기법
중소기업청, DIP
전통문화재 복원을 위한 BIM 아카이브 기술 개발
경북 테크노파크
인사동 문화거리의 RP 모형 및 시제품 제작
중소기업청, 한국산학연협회
RP장비를 이용한 문화 모형 제작
홍대 문화거리, 이태원 문화거리 모형 시제품 제작

여수엑스포
여수엑스포 5개 조형물 및 건축물 BIM 모델 및 모형 제작
코코넷
국보급 탑 8개에 대한 정밀 BIM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문화재청
미륵사지석탑 복원 BIM 모델링
석탑 BIM 모델링 및 설계 오류 검토

▶ CR

Performance

▶ CR

▶ Culture Restoration

인사동 문화거리
RP 모형 제작

RP 모형 제작

봉정사 극락전

전통 정자

BIM DATA

BIM DATA

미륵사지 석탑

전통 도선

BIM DATA

BIM DATA

Performance

▶ CR

▶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발 주 처 : 문화제청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
용

도 : 문화재

범

위 : 건축 / 구조 / 설계

수 행 연 도 : 2012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SCAN DATA 최적화

BIM DATA

RP모형 제작

BIM DATA

Performance

▶ CR

▶ 익산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SKETCH-UP MODELING DATA

BIM 3D SIMULATION DATA

BIM DATA 검토 보고서

Performance

▶ Education

▶ Education
2010

2012

중소기업청
BIM을 이용한 U-Leaning 학습시스템
개발

동우 E&C
건축사무소 BIM 도입을 위한 컨설팅
전사적인 사내 도입을 위한 교육 실시
(2개월)

2011

경북대학교
BIM 교육용 모델 개발

성안당
BIM 교육 도입 컨설팅
사이버출판사
증강현실기술을 적용한 3D 체험형
교육훈련 시스템
AR을 적용한 BIM 및 기술교육 도입
경운대학교
BIM의 이해에 관한 특강 (Off-Line)
경북대학교
논문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직무중심의
BIM 훈련 프로그램

한국CM학회
BIM Academy BIM 교육 특강
(Off-Line)
계명대학교
BIM의 이해에 관한 특강 (Off-Line)
경일대학교
BIM의 이해에 관한 특강 (Off-Line)
중소기업청
친환경 BIM을 위한 스마트 러닝 시스템
개발
크레듀
BIM의 이해와 활용 교육 계약
삼성SDS
BIM의 이해와 활용 교육 계약
사이버출판사
BIM의 이해와 활용 교육 계약
사이버MBA
BIM의 이해와 활용 교육 계약

경일대학교
BIM 실험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개발
연구 및 실험을 위한 BIM 모델 개발
한화
BIM의 이해와 활용 교육 계약
계명대학교
BIM의 이해에 관한 특강 (Off-Line)

2013
대구대학교
BIM의 이해에 관한 특강 (Off-Line)
대한건축학회
논문 : 건설감리를 위한 BIM의 도입방법

Performance

▶ Education

▶ Offline Education

2011 계명대학교 BIM 특강

2011 CM 아카데미

현장 사진

현장 사진

▶ Online Education

Credu e-건설 아카데미
WEB DATA

Performance
▶ Consulting
2011
현대건설
Artificial Island BIM 구현 (해외) BIM 컨설팅

센서웨이
고속도로의 교량에 대한 BIM 모델링 컨설팅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BIM 도입을 위한 컨설팅
한국종합전기
BIM 도입 및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컨설팅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BIM 도입을 위한 컨설팅
한국 CMC
강북시립미술관 BIM 도입을 위한 컨설팅
GS건설
고속도로 교량 및 선형의 BIM 설계 컨설팅
삼성건설
Digital City 정문 주차 타워 BIM 컨설팅
니트로소프트
세종시 국립도서관 BIM 컨설팅
쌍용건설
부산 신항 배후시설물 3공구 교량 BIM 시공 컨설팅
백석대교 FSM 해체 시 안정성 검토를 위한 BIM 제작
부산국제물류센터 진입부 BIM 컨설팅
한국 CMC
국방부 시설물 이전 BIM (3D) 및 4D 구축 관련 컨설팅
대우건설
인천 송도 I-tower BIM 지원 및 검토

2012
한국수자원공사
안동 임하댐 취수탑 BIM 적용
취수탑을 위한 BIM 모델 및 4D 적용 컨설팅

▶ Consulting

Certification

Clients & Part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