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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건설사업관련 사업관리, 프로세스, SYSTEM, 교육 컨설팅 
기술역량 �프로젝트 관리체계 개발, 종합건설사업관리 , BIM컨설팅, EPC 공정계획수립, Risk Management, 공기연장 및 클레임, PIMS, Primavera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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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onstruction

Top 1(KOREA)

Smart PM

Big Data

Digital Twin Site

Smart EPC

AI

BIM ICT Drone

VISION 2025



25%
공사기간 단축

25%
공사비용 감소

25%
생산성 향상

1.5cm
중장비 측정 오차범위

①
라이다 드론

3D 정밀측량

②
BIM(빌딩정보모델링)

- 3차원 설계 방식
- 시공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③ 
스마트 중장비

- T라이브 캐스터, 텔레매틱스,
경사센서, GPS 등 장착

Digital Twin
AR기반 ‘사이트 비전’ ④

증강현실(AR) 기반
3D설계도, 시공 정보 등 모니터링

SMART CONSTRUCTION



CEO 장대철

Smart PM 사업부

· CM/PM
· 국내외 공정관리
· 클레임(EOT, 공사비) 

Smart EPC 사업부

· 4D, 5D(BIM 기반)
· 건설 IT(PMIS, 앱)

전략사업부

· 신사업 추진
· 기술개발기획
· 교육컨텐츠 기획

기술연구소

· 기술연구기획 및 개발
· VSM 개발

경영지원실

조직도

총원 : 25명



교육 분야
· 해외 EPC 사업관리 교육
· 공정관리교육
· Risk 관리교육
· Primavera교육
· BIM교육
· e-Learning 컨텐츠 제작

Planning
Performance

PMIS
Primavera

ProjectEnterprise

it

교육

Process
Procedure

프로젝트
·모델공정계획 수립컨설팅
·공정관리계획수립
·운영유지관리(진도관리)
·부진만회대책 보고서
·기술제안
·시공계획

IT시스템
·�PMIS 구축컨설팅
·Primavera 도입 컨설팅
·Vicooffice 도입 컨설팅
·건설안전지킴이 시스템
·기타 IT시스템 컨설팅

기업컨설팅
전사사업관리 프로세스 수립 
절차서 수립 컨설팅
Project Monitoring
· EVMS
· Extention of Time(EOT)
· Claim
· Risk 관리

사업분야



Planning
Performance

PMIS
Primavera

사업분야

ICT

Big
Data

BIM

공정
관리

IoT

AI

AR/VR
스마트
드론

3D스캔

스마트
시공
관리

스마트
4D/5D

스마트
건설 플랫폼

VSM

스마트
EOT/클레임

분석

스마트
BIM

스마트
공정체계

자동화
관리

스마트
공정예측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가상
시공

스마트
사업관리

디지털트윈
&

스마트시티

무재해
시공

데이터화
안전관리

실시간
영상통신



2020&2021년 신규 수주 현황

2020년

2021년

2020.02.- 2021.12.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주차장 PMIS

2020.04.- 2021.07.   추가역 안전지킴이

2020.04.- 2022.12. LS전선 해외 케이블 생산 프로젝트 

2020.05.- 2020.06  부산광안동 센텀병원 신축공사 시공계획

2020.06.- 2023.05. 충북대 병원 BIM&공정

2020.06.- 2020.08   한국은행 공기분석용역

2020.07.- 2020.08  마곡일진 융복합 R&D센터

2020.07.- 2022.12.   평택 대미숙소 2단계

2020.07.- 2020.08   크리스탈지노믹스 R&D센터

2020.07.- 2020.12.  영동대로 3공구 기술제안

2020.07.- 2020.12.   영동대로 2공구 기술제안

2020.08.- 2021.04.  평택 격납고 2차

2020.10.- 2020.11  수원~당수 CMR 시공계획

2020.10.- 2020.11   경찰청 어린이집 16개 BTL사업 시공계획

2020.11.- 2021.06.  네이버 세종데이터 센터

                 기간                                           사업명                                               분야                                발주처                                 지역

2021.01.- 2021.01   파주 와동 A1BL 공기분석

2021.01.- 2021.05.  육군 20-3지역 구미진영 병영생활관 시공계획

2021.01.- 2021.02.   홍콩하수처리장 이전사업

2021.01.- 2022.12.  스마트케이업무시설 PMIS

2021.02.– 2023.05 효성중공업 문정동 주택 BIM

2021.02.- 2021.12.   영동대로 2공구 기술제안

2021.02.– 2023.05 충북대학교 의생명연구동 PMIS

PMIS

안전시스템

공정관리

시공계획

BIM공정통합

공정분석

시공계획

공정관리

시공계획

기본설계기술제안

기본설계기술제안

공정관리

시공계획

시공계획

공정관리

부산

서울

서울

서울

충청북도

서울

서울

평택

서울

서울

서울

평택

서울

서울

세종

공기분석

시공계획

공정계획

PMIS

BIM

실시설계기술제안

PMIS

파주

서울

홍콩

과천

서울

서울

청주

정림건축

진흥기업

LS전선

동부건설

계룡건설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동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동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

현대건설

계영파트너스

계영파트너스

현대건설

KR산업

이가ACM건축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효성건설

동명기술공단

계룡건설



1. 프로세스 컨설팅

Level 0  Sales, Mobilization, Implementation 으로 구성되는 전체 해외사업 Process 중 Implementation(실행) Process 임.

Level 1  Implementation 을 단계 기준으로 Project Management 와 E/P/C/S/Project Completion 으로 구분.

Level 2  Project Management 는 PMBOK 지식영역을 바탕으로 구분하였으며, E/P/C/S/Project Completion은 Project life Cycle 기준.

EM 설계관리(기획 및 계획)

EE 설계관리(실행)

EC 설계관리(통제)

EF 설계관리(완료)

EN Engineering

PM 구매관리(기획 및 계획)

PE 구매관리(실행)

PC 구매관리(통제)

PF 구매관리(완료)

PR Procurement

IS Installation

CM Construction

SU 시운전(Commissioning)

PR Practical Completion

TR 교육/훈련(Training)

MO Commercial Operation

CO Commissioning

TP 프로젝트 통합계획 수립

HR HR 관리

CP 커뮤니케이션 Plan 수립 및 운영

RM Risk Plan

CO 변경관리

IT IT운영 관리

AD 행정관리(Admin)

CC 계약 및 클레임 관리

SC 업무범위 관리(Scope)

TM 공정관리(Schedule)

CS 프로젝트 Cost 관리

MM 자재관리(Material)

DM 문서관리 및 설계도서 관리

QC 품질계획 및 관리

QA 품질보증(QA)

HS HSE 관리

PM Project Management

AF Approval for Final Certification

PC Project Completion

Level 0

Level 1

IM Implementation

Level 2
PM Start

PCM

7. PJT수행계획
    내부승인 

NO YES

EM, SM,
PQM, HSE,

COM

EndDDCE

4. 각 분야별 PJT
    수행계획수립  

계약체결

분야별 계획
5. 분야별 PJT 수행계획 
    취합 및 종합 작성  

6. 종합검토회의
    실시 및 보완 

1. PJT 수행계획
    작성방침 전달

3. 관련자료 수집 및 
    계약내용 등 자료검토

2. 작성목차 및
    항목별 작성주관 결정

8. 대외서신문서
    발송

대외서신문서발송

IM PM DM 374

Site-Coordination Plan

IM PM TP 103

프로세스맵

상세 사업분야



2. 공정계획수립 및 운영

Planning

Planning
기본계획

Scheduling
공정계획

Controlling
진도관리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Commissioning

·  WBS 작성
·  Activity 도출
·  Logic Diag.
·  Resource

· 일정 공기/계산
· 공기조정
· 자원배당

· Monitoring
· Updating

·  Project 추진 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 단위작업(Activity)의 적정 공기를 파악하고

- 이에 소요되는 자원의 투입계획을 구체화하여

- Project 전체의 일정 계획을 수립 하는 것

·  수립된 모든 활동의 계획에 대해

- Project 의 실제 진행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  실제발생 사항과 수립된 계획과의 차이점을 파악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 Project의 새로운 계획 (Updating)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

·  공정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서

- 업무의 범위 (WBS)를 분류하고,

- 단위작업(Activity) 및 작업순서(Logic)를 정하며

-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 (Resource)들을 산정하여,   

Project 수행의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

상세 사업분야



3. 설계 및 시공 BIM (4D, 5D)
-   객체설계기반의 4D, 5D 가상건축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며, 피식스컨설팅은 다양한 “What-if” 가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봄으로써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를 계획하여 프로젝트의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을 이룰 수 있습니다.

1) 기존 2D도면 -> Revit으로 Modeling
  리노베이션, 리모델링하는 건물 적용

2) 3D Model -> Revit
  3D로 디자인된 형태를 Revit으로 작업 도면, 

3D모델, 물량 도출

1)  드론, 레이저 스캐닝으로 사이트를 측량
  가상공간의 정확성 높아짐 / 시간, 비용절감 

2) 클라우드를 이용한 실시간 모델체크
  모델링 상호체크로 커뮤니케이션 접근성 용이

3) 공정, 품질관리 BIM
  주요 공종간의 시공 시뮬레이션을 선행 서로 

간섭되는 곳 체크하여 공정수정

1)  물량산출

2) 디테일도면 Develop
 디테일도면에 3D이미지를 첨부하여 이해도 향상

3) 도면오류 및 간섭체크
 모델링을 통한 도면의 오류체크 및 간섭 체크

4) VSM (Virtual Site Management)
 P6ix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장 진행률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

1)  준공 모델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모델 

상세 사업분야

Design BIM
(설계 BIM)

Pre – Construction 
(프리 콘)

Construction BIM
(시공 BIM)

Completion 
(준공)

위치, 크기, 등표기

 [Rhino Inside, Grasshopper를 이용하여 비정형 모델도 가능]



4 . P6IX DRONE
-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 구축 웹기반 플랫폼(http://p6drone.constory.co.kr)을 활용하여, 드론 촬영을 통한 현장 측량 및 토공량 계산, 공정진행현황 파악등을 

제공합니다.

상세 사업분야



5. 3D SCANNING
-   측량 또는 건설 현장의 현재 상태에 대한 빠르고 완벽한 기록을 제공하고, 실시간 디지털 3D 데이터 캡쳐 및 자재/볼륨/구조/지형분석으로 작업자의 생산성향상과 함께 

통합 GPS를 통한 정밀한 포지셔닝으로 2D, 3D 결과물까지 완벽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상세 사업분야



6. PMIS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문서 관리 및 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SMART PMIS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참여업체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보고시스템으로 협업체계를 지원하여 업무생산성을 높이고, 준공 후에는 축적된 자료와 지식정보의 검색 및 
재활용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건설 지식관리 시스템입니다.

상세 사업분야



7. VSM(PMIS ver. X)

-    기존 PMIS의 평면적 문서기반 협업한계를 극복하고, BIM기반의 가상현장(디지털 트윈) 상에서 참여업체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차세대 
PMIS 솔루션입니다. 단위 스마트건설 기술 데이터와 연동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상세 사업분야



8. �안전관리앱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전 근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위치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현장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셋팅된 위험지역에 접근시 해당 위험에 대한 알림을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건설안전지킴이

상세 사업분야



2020년 주요실적 - 공정관리



2020년 주요실적 - 공정관리



2020년 주요실적 - 공정관리



2020년 주요실적 - 공정관리



2020년 주요실적 - 공정관리



2020년 주요실적 - 공정관리



2020년 주요실적 - 공정관리



2020년 주요실적 - 공정관리



2020년 주요실적 - 시공계획



2020년 주요실적 - 시공계획



2020년 주요실적 - 시공계획



2020년 주요실적 - 시공계획



2020년 주요실적 - 시공계획



2020년 주요실적 - 시공계획



2020년 주요실적 - 시공계획



2020년 주요실적 - 안전시스템



2021년 주요실적 - 종합관리



2021년 주요실적 - 종합관리



2021년 주요실적 - 종합관리



2021년 주요실적 - 시공계획



2021년 주요실적 - 시공계획



2021년 주요실적 - PMIS



2021년 주요실적 - PMIS



Projects
Completed

2013년6월28일 설립 

후 건설의 공정관리를 

중심으로 BIM 4D,5D 통합 

시스템 구축 회사

현대건설, 삼성물산, 로템, 

농심엔지니어링, SKE&S, 

한양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등 교육수행

인천공항3단계, 행복청건설공사, 

미군기지 FED 공사, 해외공사등

수행 및 기술제안

FED:3건, IDC공사 3건, 건축 4건

토목 1건

영동대로 2공구기술제안,

네이버 세종 데이터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동 등

BIM 수행 4건 및 

건설시스템 7건

APP개발 1건, APP 제공 2건

PMIS 4건

공정관리, 기술제안, 시공계획,

BIM, 건설IT프로그램개발 등

전문 인력의 업무수행

25 People11SolutionCurrent
Project352 90 21Hour9Year

주요실적요약



㈜ 피식스컨설팅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뉴티캐슬 315호 

T  02-6337-1771  F  02-3281-4067  E  p6ix@p6ix.co.kr

W  www.p6ix.co.kr  F  www.facebook.com/p6ix.consulting

Y  www.youtube.com/channel/UC6V6728JqMm8LEXzmJaNDI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