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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tter

스마트건설 리더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 

건설	현장의	새로운	오늘을	준비하는	모든	파트너들에게	항상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엔젤스윙의	약속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뒤덮은	COVID-19는	현장과	인력	중심으로	정의되어	왔던	건설	산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얼마나	빨리	'뉴	노멀'에	적응하는지가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는	유독	드론을	포함한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엔젤스윙에게도	2020년은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콘테크(Con-tech)	스타트업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새로운	고객사들을	파트너로	맞았고	건설	현장에서	드론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습니다.	또한,	현장을	발로	뛰며	기능을	발전시키고,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고객분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2020년에	이룬	것들을	

기반으로	더욱	깊고,	또	넓게	성장하며	건설	현장의	새로운	오늘을	준비하는	모든	분께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D에서	3D로,	on-site에서	off-site로,	혁신을	꿈꾸는	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제안과	든든한	지원을	함께	드리는	엔젤스윙이	되겠습니다.

엔젤스윙 대표



with Scale-up 
Competence

60%
20위권 건설사 

도입 비율 

1,507회
   누적 드론 맵핑 횟수

300%
매출 성장

엔젤스윙 
플랫폼 2.0

현장 성공 
사례 확산

고객과의 
소통

신규 도입 현장

전년 대비 2배 증가

누적 4만 5천여개의 

소스포토 처리

도급순위 상위 건설사의 검증, 

다수 현장 동시 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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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lights of the year

FEBRUARY

국내 드론 데이터 플랫폼 

최초 부피 비교 기능 출시

MARCH

한국 프롭테크 포럼 

정회원 등록

APRIL

태영건설과 ‘드론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건설기술 

공동개발’ MOU 체결

MAY

엔젤스윙 플랫폼 

2.0 버전 출시

AUGUST

1. 측정 도구, 설계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그룹핑 기능 출시 

2.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의  편리한 

 접속을 위한 모바일사용성 개선 

3. 서울대학교 스마트도시공학전공과

 스마트도시 연구 및 정책 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DECEMBER

박원녕 대표  '대통령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OCTORBER

정사영상과 도면 중첩 화면 

인쇄 및 도면 다운로드 기능 출시 

SEPTEMBER TO NOVEMBER

2020 엔젤스윙 건설 드론 

웨비나 시리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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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duct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현장 피드백을

 반영하여 탄생한 엔젤스윙 2.0’ 

ANGELSWING 드론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엔젤스윙의 기술력. 

끊임없는 정확도 개선, 현장 맞춤형 다양한 기능 개발로 

건설 현장의 업무 생산성을 혁신합니다. 

2020년 5월, 엔젤스윙 2.0으로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로 

단순히 현장을 보는 것을 넘어 비로소 ‘측정'으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빠른 

제품 고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건설사에서 

가장 먼저 찾는 ‘드론 데이터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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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효과를 어떻게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산업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엔젤스윙 1.0을 기반으로 제품을 고도화하며 가진 저희의 고민은 명확

했습니다.

더 간편하고, 높은 확장성을 가지며, 실제 공정 프로세스에 

녹아들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그 고민에 대한 답이었고, 

2020년 5월 29일, 건설 산업에서 드론 데이터 가치의 확산과 

콘테크 플랫폼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담은 2.0 제품을 

국내 시장에 런칭했습니다.

건설 현장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엔젤스윙 2.0

#3D로의 도약 

#한층 고도화된 측량 기능

#시간 축의 추가 #UX/UI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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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로의 도약
현장의 오늘과 내일을 더욱 생생하게 모니터링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2D를 넘어 3D 가상화 관련 기능 강화

2D 정사영상 뷰어

측정 기능

도면도 중첩

3D 정사영상 뷰어

3차원 계획도면

측정 데이터 뷰어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할 땅의 형태를 보여주는 BIM 계획 도면(.dxf)을 엔젤스윙 플랫폼에 

업로드 한 뒤 3D 정사영상 뷰어에서 활성화하면, 3차원으로 구현된 계획고가 생생한 현장 위에 정

확하게 표현됩니다. 누구나 쉽게 현황과 계획고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고 공정 회의에 활용할 수 있

습니다.

해당 기능은 엔젤스윙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앞으로 토공 BIM뿐 아니라 플랫폼 내 건축 구조와 

같은 여러 BIM 데이터까지 모두 가시화하고 현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2D 3D

3D 모델

3D 정사영상

3D 도면

3D 계획고

(.dxf) 가시화

3D 측정

3D 모델 내 측정 

데이터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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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BIM 계획고 기반 물량 산출  

가시화된 BIM 계획고 기반, 3차원 뷰어 기능을 통해 계획고 대비 절토/성토량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

습니다. 또한, 다른 날짜 대비, 계획고 대비 체적 측정값을 색상 맵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절/

성토가 필요한 지역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성능으로 토공 프로세스

의 생산성을 극도로 높여주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실제 공정상에서 기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추가 기능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층 고도화된 측량 기능
측량 소프트웨어 기능의 핵심, 정확도 

모든 토공 작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측량 기능의 집약체

BIM 계획고 기반 토공 물량 산출

체적량(Cut/Fill) 비교 색상 맵

종횡단면도 기능의 업그레이드,

날짜별 비교 및 계획고 대비 단면도 파악 가능

‘다중 종횡단면도' 기능은 단일 그래프만 보여주었던 기존의 ‘종횡단면도’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

드된 기능입니다. 한 화면에 서로 다른 날짜의 종횡단면도를 동시에 보여주거나, 계획고와도 비교해 

볼 수 있어 공사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클릭 한 번이면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csv와 .dx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

에, 토공량 산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GPS 장비로 진행해야 했던 일들을 빠르게 처

리할 수 있어 현장에서 아주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기능입니다. 

다중 종횡단면도

다중 종횡단면도 / 수치표면모델



계획고 기반 토공 물량 산출 기능의

정확도 검증 실험

엔젤스윙은 토공량 산출 정확도를 높여 토목 공사 현장에서 드론이 대체재 및 보완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품 고도화를 진행해왔습니다. 건설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 결과에서

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측량 정확도 인식 개선과 측량 정확도의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고객사와 협

업하여 정확도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료출처 : 2020 드론&스마트건설기술 도입 현황 리포트 (발행 : 엔젤스윙)

Q. 드론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엔젤스윙과 같은 

     소프트웨어 / 솔루션 제공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40명 응답 / 중복응답 가능

25.0%플랫폼 측량 정확도의 개선

19.6%플랫폼 사용성의 개선

19.3%보다 적극적인 현장 기술지원

17.8%이용 사례 등 현장 활용 레퍼런스의 제공

16.0%새로운 기술, 기능의 빠른 개발과 적용

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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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계획고 기반 토공량 산출 결과물’과 ‘레이저 스캐너 산출 결과물’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레이저 스캐너 물량 측정 대비 플랫폼 측량 결과물의 오차율

은 0.8%였으며, 해당 실험을 통해 측정된 오차율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한 결과, 

2020년 12월 기준, 오차율을  0.13% 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오차율 계산 방법: 기존 레이져 스캐닝 방식과의 오차율

 = {1-(드론 측량 결과 물량 / 레이져 스캐너 물량)}*100

* 드론 측량 계획고 기반의 알고리즘 =  250mm의 격자를 생성하여 부피를 산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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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율

드론 레이저스캐너

0.13%

레이저스캐너와의 비교 결과

플랫폼 내 정확도 실험 진행 영역 물량 산출 화면



정확도 향상 및 데이터 처리 공정 자동화를 위한 

딥러닝 기반 지상기준점 자동 탐지 기술 개발 

- GCP Detection and Auto Rectification연구

엔젤스윙은 데이터 처리 공정의 완전 자동화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상기준점 자동 탐지 기술' 연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본 기술은 90% 이상의 정확도로 체커보드 및 맨홀 형

태의 GCP를 자동 탐지할 수 있으며, 5cm 이내의 마킹 위치 오차로 드론 사진 측량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최종적으로 엔젤스윙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에 적용되어 완전히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현재 데이터 처리 공정 시간 기준 최소 15% 이상의 공정 시간 절

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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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ole_GCP 1.00 Painted_GCP 1.00 Checkerboard_GCP 0.98

*GCP 탐지결과 리포트

소스포토 내 GCP 탐지결과



22

증가하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관리 방식 개편
시간의 개념을 더한 날짜별 데이터 정렬 

측정 도구 및 설계 도면의 그룹핑 관리 기능 등

현장의 이용 빈도, 활용도 증가를 반영한 기능 개발

그룹핑 기능

날짜별 데이터 정리

날짜별 데이터 정렬

모든 데이터가 날짜 기반으로 정리되어 시간의 축(time)에 따라 현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

한 날짜 기반으로 드론 데이터를 정렬하고 관리할 수 있어, 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

니다. 이로써 전 공정에 대한 진행률 파악 및 이슈 트래킹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캘린더 기반으로 

날짜별 데이터를 관리하고, 동일한 날짜에도 다수의 데이터 세트를 업로드하여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핑 관리 기능

2020년 대폭 증가한 사용자의 플랫폼 이용 빈도, 활용도 증가 및 이에 따른 사용 패턴 변화를 반영해 

8~9월에 연이어 출시한 기능입니다. 스크롤을 내려가며 이전의 기록을 찾아야 했던 기존의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측정 도구를 얼마나 많이 생성하는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2.6.0 버전부터는 설계도면 또한 폴더별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면 그룹핑 기능을 

통해서는 설계 변경 전후의 도면이나 공종별 도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길이, 마커, 넓이가 혼재하고 있어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분류 기능이 구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_ C사 토목 공사 현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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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용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현장 사용자의 수요를 빠르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능 업데이트는 엔젤스윙 플랫폼의 

성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엔젤스윙을 매일 사용하는 현장 사용자들의 

작업 공정에 플랫폼의 수많은 기능을 녹여내고,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제품의 큰 변화부터 아주 사소한 변화까지 사용자들의 의견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사용자 중심주의’는 엔젤스윙 제품 개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커 기능 사용시 캐드에서 사용되는 커서

처럼 정밀하게 포인트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_ H사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

“현장 사무실 벽에 최신 정사영상을 붙여놓

고 있는데, 도면이 중첩된다면 훨씬 실용적

일 것 같습니다.”_ G사 아파트 건축 현장 

도면 활용성 강화 

○ 정사영상과 도면 중첩 화면 인쇄

○ 플랫폼에서의 도면 다운로드 기능 

○ 도면에서 원점 복귀 기능 

어노테이션 기능 사용성 개선

○ 십자형 커서 구현

○ 어노테이션 그룹핑 기능

좌표 기능의 발전

○ CAD와 같은 실시간 좌표 확인 기능 

○ 수동 좌표 입력 기능 

현장 사용자 접근성 강화

○ 챗봇을 통한 고객 지원 기능 

○ 모바일, 태블릿 지원 

모바일, 태블릿 지원 도면도를 중첩한 정사영상 인쇄 기능

2020년 업데이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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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ket

‘위기를 넘어 기회로, 

드론 기술 도입을 넘어 확산으로’

ANGELSWING 검증과 도입을 넘어서 확산의 단계로 접어들다.

국내에서 엔젤스윙이 건설 드론 데이터 솔루션 시장을 

리딩하며, 많은 관심을 통해 크게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드론 기술은 이제 명실공히 도입을 넘어 확산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차 가속화되는 건설 현장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성공적인 기술의 안착은 물론, 더 큰 임팩트를 

갖고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늘도 현장과 함께 고민합니다. 

현장 중심 마인드로 진정한 ‘고객 성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엔젤스윙이 되겠습니다. 

2020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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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엔젤스윙이 더 많은 현장에 도입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엔젤스윙을 직접 사용하고 만족한 고객들의 자발적인 

추천이었습니다.

한 현장 한 현장의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같은 건설사 내 한 

현장에서의 또 다른 현장으로의 확산 및 성공적으로 PoC를 완료하고 

기업 단위로 10개 이상 현장에 도입한 사례도 다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과정에서도 항상 현장과 고객 

중심으로 사고하고 고객 성공을 위해 움직이는 것, ‘기본’을 

항상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술 확산의 핵심 키워드 
현장 중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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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현장 확산을 위한
고객성공매니저의 밀착 지원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엔젤스윙은 

현장의 기술 도입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단계별로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맞는 지

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현장마다 숙련된 고객성공매니저를 전담 배치하여 드론을 처음 도입하는 현장에서도 성공적으로 기

술을 정착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초기 셋팅 서비스를 통해 드론 데

이터를 처음 도입하는 현장도 정확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엔젤스윙 솔루션의 고

객 만족도에 있어 고객성공매니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고객 지원 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GCP 설치 및 측량 드론 운용 교육

비행 및 촬영 허가 취득

최적 비행 플랜 세팅

GCP 설치 및 측량

전문 드론 파일럿 촬영

소스포토 품질검수

플랫폼 초기 세팅 기술지원

비행 및 촬영 허가 1회 대행

최적 비행 플랜 세팅

GCP 설치 및 측량

드론 및 플랫폼 교육

비행 및 촬영 허가 교육

플랫폼 초기 세팅 기술지원

초기세팅서비스 파일럿서비스

기술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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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활용 및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 확대
엔젤스윙 솔루션은 착공 전 토지보상, BIM 설계, 현황 측량 등 계획/설계부터 착공 

이후의 토목, 가설 설비, 철근 콘크리트 작업까지 건설 공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전국의 현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누적 도입 현장 수 누적 유저 수

86 607

누적 드론 맵핑 횟수

1,507

엔젤스윙 도입 공사 유형

· 기타 : 재난 지역, 공공 프로젝트, 골재 등 

도로공사

건축 

조경 

 30.2%

50.0%

7.0%

기타

토목 
11.6%

1.2%

도입 현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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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활용 사례 

삼성물산 이문1 현장 (2021-2023) 

“엔젤스윙을 사용하면서 현장의 현 상태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했습니다. 공정 회의 시에도 협력업체에게 내용 전달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특히 

토공이나 토목 공사에 활용 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론 데이터 주요 활용처

① 잔여 철거 폐기물량 측정 후 공정 계획 수립  

② 가설 계획 단계에서 도면 중첩 기능 활용해 게이트, 지하수 심정 위치 등 확정 

③ 수방 공사 대관 제출자료로 수치 표면 모델 활용 

산성역 센트럴파크 자이 건설공사 현장 (2020~2021) 

“그동안 근사치로 진행하던 업무들을 높은 정확도의 데이터로 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공 수량의 주기별 추적이 가능

한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제일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드론 데이터 주요 활용처

① 정사영상과 도면을 중첩하여 성토 라인 검토에 활용 

② 펌프카 성토 부지 안정성 검토 

③ 파일 진행 순서 및 항타기 이동경로 검토

잔여 철거 폐기물량 측정 고해상도 2D 정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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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데이터 주요 활용처

① 타워기초 타설 후 발파로 인한 진동거리 측정 

② 터파기, 되메우기 현황 점검 

③ 민원 보고에 3D 정사영상뷰어 활용 (SketchUP 모델링, Revit 모델링 혼합)

대구 남산 4-4지구 주택재개발 현장 (2019-2020)

“도입 전에는 절/성토량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계획 수립의 

불확실성이 컸는데, 엔젤스윙을 도입하고 난 뒤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주에서 물량 계획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었고, 

휴먼 에러가 대폭 감소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 데이터 주요 활용처

① 토공 이동량 측정을 통한 기성 물량 검토 

② 도면 중첩 기능을 이용한 파일 항심 시공 정확도 파악

③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평활도 개략 측정

순천 삼산공원 특례사업 한양 수자인 현장 (2020~2021)

“적극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측 데이터

와의 비교 실험도 진행한 결과 오차율 0.5%까지 구현할 수 있었습

니다. 시간으로 보았을 때 드론이 훨씬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 측량으로 기성을 검토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워기초 타설 후 발파로 인한 진동거리 측정 토공 이동량 측정을 통한 기성 물량 검토

2020 REPORT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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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장으로의 확대
드론 데이터는 건설 현장뿐 아니라 부동산, 농업, 에너지 산업, 광산업 등 다양한 산업 

군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엔젤스윙은 건설 산업 내에서도 공정관리 외 감리업무까지 

그 사용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건설 산업 외의 부동산, 도시재생 등 

타 산업 군에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확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현장 드론 운용 교육 

아주산업은 건자재 재고 관리에 엔젤스윙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지정 고도 기반 체적량 산출 기능 

및 날짜별 체적량 변화 계산 기능을 레미콘, 모래 등의 건자재 관리에 드론 측량 기술을 접목하여 기

존의 목측(目測) 방식 대비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

내 건설산업 시장을 넘어 해외 확장을 목표로 하고 역량을 다지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인도네시아 

유통, 광산, 부동산 관련하여 큰 규모의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Sinar Mas와 광산 현장 PoC(Proof of 

Concept)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인도네시아 진출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선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계획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주산업 골재 생산소 드론 운용 교육

부동산 개발 및 도시재생 감리

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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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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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찾아가는 

동반 성장의 실마리’ 

ANGELSWING 콘테크(Con-tech) 스타트업 엔젤스윙은 온, 오프라인에서 

다방면으로 고객과 소통하면서 건설 산업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드론 데이터에 대한 지식과 

활용 사례를 꾸준히 확산하고 있으며, 시장 내 플레이어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확산의 매개체로서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동반 

성장의 실마리를 찾고 지속적으로 인사이트를 발굴함으로써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2020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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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엔젤스윙 
건설 드론 웨비나
2020.9.22~11.10 (총 5회)

도입에서 확산으로,

고객사와 함께 만든 

드론 데이터 가치 확산의 장 

코로나 이후 언택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건설기술의 발전 흐름도 더욱더 빨라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엔젤스윙은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가장 앞서 드론 기술을 검토하고, 실무

에 활용한 고객사 분들을 직접 연사로 모시고 드론 데이터 활용 사례와 노하우를 시장에 확산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100% 비대면 웨비나(웹 세미나)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총 5회차로 진행되었으며, 

300여 명의 건설, 건축, 공공기관, 드론 업계의 참가자들과 LIVE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내 유수 건설, 건축, 공공기관, 

드론 등 업계 유관자 참여 

참석자 중 66% 조사 참여

웨비나 신청 인원 모든 회차 평균 만족도

358명 4.1/5

공종별, 분야별 실무자의 드론 데이터 실무 활용 사례

본사에서 스마트건설기술 검토/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세 분을 모시고 드론과 스마트건설기술

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분들과

실질적으로 드론과 같은 스마트건설기술을 도입하고 확산하는 데 현장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

다는 것, 드론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BIM과의 결합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를 모두 입을 

모아 말씀해주셨습니다.

본사 스마트건설 담당자의 오픈 디스커션

이재동 부장	(주)한양	|		지영덕 책임	GS건설		|	박준범 과장	현대엔지니어링	

건축현장

택지현장

토목현장

코오롱글로벌    김희성 차장

도면도 중첩 기능을 통한 시공 현황 점검, 

장비 철수 전 빠르게 재작업을 수행한 사례

우미건설          정영학 과장

발주처 및 민원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활용, 

객관적인 파악을 통한 빠른 의사결정 수립 사례 

(주)한양           제준형 주임

드론을 활용한 토공 물량 측정 정확도 개선 연구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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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REPORTCOMMUNICATION

엔젤스윙은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콘테크 리더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건

설기술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엔젤스윙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웨비나 1회차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추후 홈페

이지를 통해서 모든 웨비나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4948

2020 REPORTMARKET

7.13  LH 주관 2020 중소기업 K-TECH 축전 행사 

7.24-25 2020 부동산 트렌드쇼

10.14-16 2020 도시재생산업박람회

10.28-30 2020 한국건설안전박람회

10.28 SK건설 Hi-tech Smart Con Forum

11.24 빌드스마트컨퍼런스

산업 박람회 참여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박람회에 참여하여

직접 고객을 만나고 플랫폼 시연 및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2020 부동산 트렌드쇼

프롭테크포럼의 정회원으로써 회원사

와 함께 참가한 첫 박람회로, 특히 개인 

사업자 분들께 플랫폼을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박람회였습니다. 

2020 한국건설안전박람회 

이제는 건설 업계의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시는 회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엔젤스윙 플랫폼의 기능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2020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지자체의 참가가 두드러졌던 박람회로, 

프로젝트 지역 모니터링, 재개발 지역 

보상 기준 마련에의 활용 등 높은 관심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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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확산
드론 데이터 및 건설 산업,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양질의 정보 및 

엔젤스윙의 새로운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월간 뉴스레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정기 발송되는 엔젤스윙의 

뉴스레터로, 건설 분야의 간추린 뉴스 등의 정보성 

컨텐츠와 더불어 엔젤스윙 업데이트 소식, 언론보도 

및 엔젤스윙 팀 이야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고객사와 함께 만드는 건설 현장 혁신 스토리, 

웨비나 등 영상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블로그

건설과 드론에 관련된 최신 트렌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양질의 지식들부터 엔젤스윙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엔젤스윙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엔젤스윙 솔루션과 기술력의 

우수성, 기업의 비전과 미션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언택트 시대, 컨테크는 아직 블루오션" (팍스넷뉴스, 2020.5.21)

박원녕 '엔젤스윙' 대표 "클릭 몇 번에 측량하는 세상, 우리가 만들죠" (아주경제, 2020.5.26)

측량·시공 관리 ‘매의 눈’… 드론으로 흙까지 꿰뚫다 (서울신문, 2020.6.23)

콘테크(Con-tech)리더의 길을 걷다 - 엔젤스윙 대표 박원녕 (아나드론스타팅, 2020.7.1)

박원녕 엔젤스윙 대표 “공정 한눈에…드론 플랫폼이 건설효율 높이죠 (서울경제, 2020.7.13)

‘드론 매핑’ 두각 엔젤스윙 세계가 주목 (e대한경제,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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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eople&Culture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함께 그리는 원대한 꿈’ 

ANGELSWING 엔젤스윙 팀원들은 기술로 세상을 혁신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해결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스스로가 산업과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행동가이자 메이커임을 항상 

잊지 않습니다.

이러한 엔젤스윙 DNA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제품을 만드는 자세,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모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모두가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만들어가는 엔젤스윙의 문화입니다.

2020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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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스윙 조직 구성

제품개발 팀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GIS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엔젤스윙 플랫폼 개발팀입니다. 엔젤스윙의 제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디자인

 R&D 

그로쓰 팀 

엔젤스윙의 가치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제품이 더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개발

 세일즈

 고객성공매니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오퍼레이션 팀 

내부 구성원들의 성장을 돕고 쾌적한 업무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서포트합니다.

Product Team

Growth Team

Operation Team



핵심가치 
엔젤스윙 핵심가치는 구성원 모두의 참여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 그리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다짐을 5개의 가치에 담았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부여하며 만들어가는 더 큰 가치

우리는 산업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로에게 힘을 부여하고, 나아가 

사용자와 고객과도 끊임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고 

항상 진심을 다해 일합니다.

최고의 팀워크,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함께 하면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나아갈 수 있기에 

엔젤스윙은 개인의 성과보다 팀웍이 만들어내는 협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팀웍을 위해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원활하고 

명료하게 커뮤니케이션합니다.

Collaborative

Empowerment

세상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혁신가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혁신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문제

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해결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냅

니다. 동시에 스스로가 산업과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행동가이자 메이커임을 항상 잊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성장과 성취

우리는 제자리에 머무르기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

운 길을 주도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다양

한 시도를 하면서 성장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

명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일합니다.

최고로 잘 해내는것이 곧 우리의 경쟁력

완성도를 넘어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과 차

별성의 시작입니다. 일을 잘 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

고,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항상 노력합니

다.

Excellence

Innovative

Initiative

2020 REPORTPEOPLE &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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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ision

‘강력한 비즈니스 및 

글로벌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업’

ANGELSWING 엔젤스윙은 우리의 역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더 큰 가치를 

위해 늘 고민합니다. 드론 데이터에서 발견한 가치로 건설 

현장 혁신을 향해 달려온 엔젤스윙은 이제 현장 가상화 

기술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며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상에 선하고 강한 영향력을 전파한다는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으며 더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더 멀리 바라보며, 더 높이 나아가겠습니다.

2020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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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품 성장 비전

제품 비전 제품 목표

Innovative, Excellence, and Empowerment. 

현장 사용자에게 있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도구 역할을 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엔젤스윙의 다짐입니다. 엔젤스윙은 위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현장 사용자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기술 도입 관계자에게는 보다 만족스러운 제품을 개발하여 2021년에는 더욱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현장의	일하는	문화를	바꾼다.

더욱 강력해지는 3차원

다양한 3D 모델 지원

3D 측정 기능 및 시각화

건축 BIM 연동

통합적인 현장 가상화

레이저 스캐너, 

360 카메라 등 드론 외 

리얼리티 캡쳐 장비 연동

더 빠르고 가볍게

기능 최적화로 

더욱 빨라지는 플랫폼

모바일에서, 태블릿에서도 

더욱 가볍게 

매끄러운 워크플로우

현장의 작업 공정을 

매끄럽게 담아내어 

현장의 사용자에게 힘을 

부여하는(empowerment)

2020 REPORT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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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매쉬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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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임팩트
엔젤스윙의 핵심가치 중 한 가지인 Empowerment는  ‘Always Stay True Our Root(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소셜 임팩트 비전을 SDGs 9과 SDGs 8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엔젤스윙은 기후변

화, 환경, 재난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미션을 향해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년에는 엔젤스윙 솔루션의 사회적 가치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임팩트 비전

인도네시아, 네팔 등 다국적 팀으로 구성되어있는 엔젤스윙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투자기관인 MYSC로부터 임팩트 투자유치

임팩트 목표

SDGs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코어로한 글로벌 인재 밀도가 높은 기업으로 성장한다.

SDGs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아시아 건설/인프라/환경/재난 시장에서 수익과 임팩트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

Nepal
네팔 현지 R&D 센터 설립

Indonesia 
인도네시아 

건설/광산/재난 시장 진출



The best partner for smart construction leader

Drone Data Solution, Angelswing 

angelswing.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