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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건설 주요이슈

❶ 스마트건설 주요이슈1)

 | 미래 도로건설의 메가트렌드와 대응방향

●● 글로벌●컨설팅기업인●맥킨지(Mckinsey)는●최근●발행한●‘도로건설산업의●새로운●혁신(2021.2)’이라는●보고서를●

통해●최근●미래●도로건설과●관련한●메가트렌드●분석을●통해●향후●도로건설산업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

 | 매킨지가 제시한 미래 도로 설계·건설과 관련된 메가트렌드

●● 자율주행차량의●도입을●통한●도로●폭의●30%●축소●가능

●- 현재●도로의●차선은●운전자의●실수를●고려하여●보통●3.5m~3.75m의●너비를●가지지만,●자율주행차량의●도입이●

증가하면●차선의●너비는●2.8m로●줄어들●수●있으며,●승용차●전용도로는●2.5m까지●줄일●수●있음.

※●왕복●4차선●도로의●경우●최대●4m를●줄일●수●있으며●이러한●공간을●활용하여●왕복●6차선●도로로●확장하거나,●다른●●

교통수단(예:●보행자●도로,●자건거●도로,●버스●차선●등)에●전용될●수●있는●공간●확보가●가능함.

●- 신설●도로의●경우●도로●폭이●감소함에●따라●도로●건설에●필요한●건설●자재●역시●30%●줄일●수●있음.

●- 일반적으로●자율주행●알고리즘의●고도화와●자율주행차량의●활용●증가는●도로의●폭을●좁힐●수●있는●핵심●

요인이나,●도입●비율에●따라●그●영향이●달라질●것으로●예상됨.

※●일반●차량을●제한하는●규제와●경제●전반의●편익●등을●고려할●경우●자율주행차량이●최소●85%●이상●도입될●경우●

경제성을●가지는●것으로●판단됨.

●● 도로●건설의●자동화를●통한●생산성과●이윤●증대

●- 도로●건설에●필요한●수작업의●양이●상대적으로●많다는●점을●감안할●때,●자동화는●이윤이●적은●건설산업의●

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는●절호의●기회로●판단됨.●

●- 라이다(LiDAR),●3차원●MC(Machine●Control)/MG(Machine●Guidance)●건설●중장비●등을●활용하여●

여러●소스의●데이터를●디지털화하여●제공·활용이●가능함.

※●핀란드의●경우●지리정보(GIS)와●디지털●모델을●결합하여●1cm●이내의●시공정확도를●유지하면서●노동생산성을●

100%●향상시킬●수●있는●●3차원●블레이드●제어●시스템을●구축함.

●● 디지털화를●통해●차선●교통용량●확대와●예측●정비●위주의●스마트●도로●구현

●- 미래의●도로는●순수●기계식●아스팔트●구조에서●교통밀도●측정·안내●시스템을●갖춘●시스템으로●변화할●●

것으로●예상되며,●이러한●시스템은●매립형●센서를●설치하거나●도로●주변에●센서를●설치함으로써●구축●가능함.

●- 센서를●활용한●교통밀도●안내●시스템을●활용하면●차량이●더●가깝게●주행할●수●있어●차선●교통용량이●50%●

증가할●것으로●예상됨.

※●이러한●방식은●중국과●미국에서●시범●적용●중이며,●미국(캐브뉴社)의●경우●디트로이트●시내와●미시간●남동부●●

앤아버●사이에●통행●가능한●스마트●도로●구축을●목표로●함.

1)●Road●work●ahead●(The●emerging●revolution●in●the●road●construction●industry),●McKinsey,●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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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와●관련하여●표면●상태를●자율주행차량에●전달할●수●있는●매립형●센서의●활용●등이●검토되고●있음.

※●네덜란드●도로공사는●이미●도로●자체의●상태에●대한●데이터를●취득하기●위해●시공●시●센서를●매립하도록●권장하고●있음.

●- 도로의●또●다른●스마트●기능으로는●전기자동차●충전이●가능한●도로로서,●2018년●스웨덴에서●처음으로●적용된●

바●있음.

●● 도로●내구성●60%●향상●가능한●신소재●개발

●- 도로●건설비용의●약●50%●이상이●원자재(암석,●시멘트,●아스팔트●등●석유화합물),●물,●모래●등이●차지하기●●

때문에,●과학자들은●이를●대체하기●위해●오랜●기간●동안●내구성이●좋고●경제적인●신소재●개발을●위해●노력함.

※●2050년에는●차선●용량의●증가로●인해●1km●당●더●많은●차량을●수용하기에●적합한●아스팔트●혼용재●등의●적용이●

필요할●것으로●예상됨.

●- 영국의●기업가●토비●매카트니는●포장재의●내구성을●향상시키기●위해●아스팔트●혼합물에●플라스틱●첨가물을●●

활용하는●방법을●개발하였으며,●아스팔트보다●가볍고,●버려지는●플라스틱을●재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이러한●신소재는●기존●도로●대비●사용●기간을●10배●더●늘릴●수●있으며,●네덜란드의●경우●실제●주행환경에서●신소재의●

성능을●증명하기●위해●실제●거리를●조성한●사례가●존재함.

●- 미국●애리조나주의●경우●추운●날씨와●피로와●관련된●균열의●발생을●감소시킬●수●있는●장수명●포장재를●개발●●

고무●아스팔트●시장을●선도하였으며,●승차감●향상과●소음●저감●등의●장점이●있음.

※●차선●1km●당●약●1,500개의●낡은●타이어가●필요하며●폐기물을●재활용하기●때문에●환경적●측면에서●큰●장점을●가짐.

●- 델프트●대학의●연구원에서는●포장재에●강철●섬유(Steel●fiber)를●혼합한●아스팔트●재료를●개발하여●균열이●

발생했을●경우●고성능●자석을●활용하여●균열을●봉합할●수●있는●신소재를●개발한●바●있음.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토목공학부에서는●인도의●톤데바비●마을에서●유사한●기술을●시험한●사례가●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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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도로건설 프로세스의 최적화 방향

●● 미래의●도로●건설에서는●여러●건설●공정●단계의●시간과●비용을●절감하고●불필요한●공정을●제거함으로써●기존의●

도로●건설●공정을●최적화할●수●있으며●그●단계는●다음과●같음.

1km 도로 건설에 총 3개월 소요

1개월1개월

단계

상세 설명

1차선 1km 당 
건설 비용

(USD, 백만 달러)

2개월2개월 3개월3개월

기존
2.5

2.0

1.5

1.0

0.5

0

새로운 방법

요구 사항 평가를 통한 
특정 유형의 도로 건설 

초기 단계의 빅데이터 활용
- 누구의 주도로 언제, 어디에
- 새로운 발주 모델

디지털 기술이 적용 가능한 
설계 및 실행 가능한 계획

LiDAR 기술을 활용한 
현장 조사

3차원 엔지니어링 구조 모델
(3D BIM)

실행 계획에 따른 도로 건설

프리팹 (OSC)

새로운 건설 자재 적용

새로운 설계 요구사항:
더 가벼운 차량과 더 좁은 
도로에 적합한 설계 필요

데이터 기반 
수요 평가

설계 및 
실행 계획 수립

제조 및 시공

●

●● 1단계:●데이터●기반●수요●평가

●- 미래●도로●건설은●데이터●기반의●수요●평가를●실시할●것으로●예상됨.●이는●자동차●제조사●및●네비게이션●앱을●●

활용하여●실시간●데이터를●익명으로●수집하고●가상●분석●및●시뮬레이션을●통해●프로젝트●계획,●도로●폐쇄의●

영향●최소화,●교통●흐름●개선●등에●적용●가능함.

●- 데이터●중심●접근●방식에●대한●신뢰도가●높아질●경우●승인●프로세스의●개선이●가능하며,●의사●결정을●위한●

증거로서의●가치가●향상됨.

●● 2단계:●설계●및●실행●계획●수립

●- 타당성●조사에서부터●건설●계획에●이르기까지의●모든●활동이●포함됨.●최근●건설●분야에서●시도된●신기술

(라이다●및●5D●BIM●등)은●약●6-12개월의●소요기간을●2개월●이내로●단축시킬●수●있음.●

●- 라이다(LiDAR)를●활용한●기술은●물체뿐만●아니라●풍경까지도●3차원●디지털●정보로●표현할●수●있고,●자동차,●

드론●등에●장착이●가능하여●높은●활용도를●가짐.●이를●통해●현재의●노동●집약적이고●시간●소모적인●현장조사●

단계의●혁신이●가능함.

●- 5D●BIM을●사용하여●인프라●프로젝트●및●기타●메가●프로젝트의●시공●시간을●단축할●수●있으며●건설●업체

들은●디지털●방식으로●한●번,●실제●현장에서●한●번,●총●두●번에●걸쳐●프로젝트●구현이●가능함.●

●● 3단계:●시공

●- 도로●건설은●평균●20명●이상의●작업자기●필요한●작업을●포함하며,●●반복적인●수작업을●다수●포함함.●이러한●

작업의●자동화를●통해●시공●정밀도를●향상시킬●수●있으며,●재작업에●의한●지연을●방지하여●시공●시간●단축이●

가능함.

●- 대부분의●도로●요소는●여전히●현장에서●타설되지만,●재활용●플라스틱●재료를●모듈화하여●시공할●경우●시공●

시간●단축이●가능함.

※●네덜란드의●KWS社는●플라스틱을●활용한●포장도로(Plastic●Road)를●기존의●도로보다●70%●이상●빠르게●건설할●

수●있다고●주장함.●배수●시스템과●같이●모듈화하기●어려운●부분을●규격에●맞게●표준화할●수●있다면●총●공사기간●

감소●효과는●극대화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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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로건설산업의 미래 대응방향

●● “스마트●도로”●표준●제정

●- 도로●설계에●대한●기술●혁신이●이루어짐에●따라●미국과●중국의●기업들은●국가●차원의●전폭적인●지원을●받아●

다양한●방식의●노력을●취함.

●- 따라서●유럽●정부들은●관련●분야를●선도하기●위해●유럽의●민간●부문(특히●건설회사●및●자동차●제조업체)●

관련●업체들의●광범위한●제휴를●통해●다수의●의견을●수렴한●EU●스마트●도로●표준●초안●제안이●필요함.

※●이를●위해●이미●도로의●디지털화를●국가의●전략적●우선순위로●설정한●27개●국가●도로●당국의●대표들로●구성된●유럽●

도로●이사회와●같은●조직을●활용할●수●있음.

●● 공공●조달을●통한●혁신●도약

●- 필요한●기술●및●표준●개발을●지원하기●위해●EU●정부는●공공●조달을●전략적으로●활용해야●하며,●이러한●●

방법에는●파일럿●프로젝트에●대한●비용●지원과●표준●제안●과정에●참여하는●기관에●우선권(가점)을●주는●●

것을●포함함.

※●영국●정부의●경우●‘디지털●도로’●건설을●위한●‘창조적●솔루션’을●제공하는●기업에●총●2천만●유로(약●312억●원)를●

제공하는●프로그램을●추진●중

●- 2019년●왈룬(Walloon)●보완●인프라●금융회사(SOFICO)에서는●벨기에●왈룬(Walloon)●지역의●주요●도로에●

새로운●조명●인프라를●설치하기●위해●민관●협력을●시행한●사례가●있음.

※●왈룬(Walloon)●고속도로를●미래형●자율주행자동차●주행이●가능한●유럽●최초의●디지털●고속도로로●전환하기●●

위하여●광도●조절이●가능한●조명,●원격●관리●센서,●도플러●레이더,●블루투스●카메라●등의●센서를●도로변에●설치한●

사례가●있음.

●● 새로운●가치●풀(Pool)●형성을●위한●협력●및●협업

●- 도로●건설에●스마트●기술을●채택하기●시작함에●따라●유럽●건설●업체는●센서●제조업체,●데이터●분석●및●●

인공지능●전문가,●자동차●제조업체와●같이●건설●분야에서●비전통적인●업체●간의●협력●확대가●필요함.

●- 정부는●도로●건설회사들을●연구기관과●연계하여●핵심●기술을●확보함으로써●정부가●스마트●기술●채택에●●

있어●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새로운●비즈니스●모델●활용

●- 도로●운영자는●다양한●기준(예:●자율●주행)●기준을●충족하여●설계된●도로를●통해●스마트●통행료나●자동차●

데이터의●수익화와●같은●새로운●금융●모델을●구현할●수●있으며,●이를●통해●기존●도로●인프라를●업그레이드●

하는데●필요한●대규모●자본●동원이●가능함.

●●필수●기술●및●역량●구축

●- 공공기관은●적절한●표준을●개발하는데●필요한●역량을●구축하여●공공●조달●혁신을●지원할●수●있는●체계를●

구축하고●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활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야●함.

●- 건설●회사들은●자동화된●기계와●디지털●도구(라이다,●드론●등)을●활용하는데●필요한●관련●기술을●확보하여●

스마트●기술이●가진●비용●절감●및●품질●향상을●실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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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해외 동향

 | 2021년 건설 산업 전망(딜로이트)2)

●● 영국의●유명●컨설팅●기업인●딜로이트(Deloitte)는●미국●대선●이후●건설●산업●전반에●걸친●전망을●파악하기●위해●●

약●250●명의●건설기업●임원●및●경영인을●대상으로●설문을●진행함.

●- 응답자의●68%가●산업●전망이●긍정적일●것으로●대답하였으며●주거부문(주택●등)은●긍정적인●전망을●보이는●

반면,●비●주거부문(사무실●등)은●부정적인●전망을●보일●것이라고●대답함.

※●COVID-19의●영향으로●주거환경●개선●수요●증가●및●추가적인●주택●건설이●전망되며,●사무실●수요는●감소하는●

것에●기인함.

●● 딜로이트는●디지털●투자로●2021년●건설●기업●차별화가●진행될●것으로●전망함

●- 응답자의●76%●이상이●2021년에●최소●하나의●디지털●기술에●투자할●계획이라고●대답하였으며,●도입하고자●

하는●디지털●기술은●다음과●같음.

●- (BIM)●실시간●프로젝트의●가시성을●높이고,●비용이●초과될●가능성을●제거하며,●프로젝트●일정을●단축시킬●

수●있음.

●- (디지털●공급망)●인공지능을●활용하여●지속적인●건설●재료●및●부재●공급이●가능하게●함으로써●일정관리●

효율성●향상

●- (디지털●트윈)●3차원●공간정보●데이터를●구축함으로써●실시간으로●건물의●부재●및●구성●요소를●파악하여●

건물의●생애●주기●전반(설계·시공·유지관리)에●걸쳐●효율성●향상

●- (건설●자동화●및●건설●로봇)●고위험●작업을●수행하는●인력을●대체하여●근로자의●안전성을●확보하고,●건설●

장비의●대기시간을●감소시킴으로써●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음.

●- (예방적●유지관리)●시공●및●유지관리●단계에서●건설●장비●구성●요소의●수명을●예측하여●고장으로●인한●시공●

지연을●방지함으로써●공기●단축에●기여함.

●●소규모●건설●기업은●디지털●전략을●채택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이러한●기업들이●가치와●수익을●창출할●수●

있는●생태계●구축이●필요함

●- 딜로이트는●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건설●기업이●디지털●기술을●가진●기업과●연계해●프로젝트에●참여할●

수●있도록●생태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며,●이는●새로운●시장●현실에●적응하는●핵심●요소가●될●것이라고●

제시함.

●● 2021년●건설산업의●인력난은●계속될●것으로●예측되며●이러한●현상은●건설●산업에서●디지털●기술●도입을●

가속화함.

●- 디지털●건설로의●전환에●따라●디지털●기술에●대한●유연한●대처가●요구되며,●프로젝트에●필요한●다양한●●

기술과●기술을●활용할●수●있는●인력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러한●영향을●완화하기●위해●외부●인재●풀을●확보하여●상시●활용하거나,●사내●연수●프로그램●개발,●미래●

인력●양성●등의●기업●차원의●장기적●전략●수립의●필요성을●강조함.

2)●“2021●engineering●and●construction●industry●outlook”,●Deloitt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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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최초의 디지털 건설 현장3)

●● 애즈빌트(AsBuilt)社는●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스파크(Spark)●및●엔지스트롱●(NZ●Strong)社와●협력하여●●

뉴질랜드●최초의●“연결된●건설●현장”을●구축함.

●- IoT,●Microsoft●Azure●클라우드●및●드론●및●3차원●이미지●및●지리정보를●결합함.

●- 이를●통해●설계·시공●및●유지관리·자산관리에●이르기까지●하나의●플랫폼으로●연결하여●안전성을●향상시키고●

비용을●절감시키며,●실시간●의사●결정을●지원함.

●●더●안전한●작업●공간을●만들기●위해●”디지털●트윈“을●만들어●관리함.

●- 플랫폼은●Microsoft의●Azure●클라우드를●활용하였으며,●설계,●건설●자재●공급,●프로젝트●관리에●이르기

까지●프로젝트와●관계된●모든●팀이●접근할●수●있는●플랫폼을●구축함.

●- 3차원●카메라는●디지털●트윈과●매칭되는●실제●현장의●실시간●정보를●활용하여●얼굴●및●물체●인식●기술과●

통합하여●어떠한●인부가●어디에서●어떤●일을●하고●있는지●확인할●수●있음.

※●필수●안전●장비의●착용●여부와●위험●지역으로의●진입●여부를●표시하여●작업자에게●경고하는●기능을●포함함.

●● 스파크社가●관리하는●IoT●장치는●온도,●습도,●소리를●현장에서●모니터링하여●NZ●Strong社가●작업자의●안전을●

확보하기●위한●규정을●준수할●수●있도록●함.

●- 이러한●IoT●장치를●통해●현장에●설치된●장치들의●생태계가●강화되고,●이로●인해●빠른●의사결정이●필요할●

때●이를●지원하기●위한●데이터를●제공함.

●●시공●중●설치된●IoT●센서●및●디지털●트윈은●준공●후●유지관리에●필요한●정보를●지속적으로●소유자에게●제공할●

수●있지만,●실제●실무자들은●이를●활용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

●- EBOSS(뉴질랜드●주요●건축●자재●공급●업체)의●통합●온라인●플랫폼의●설문●조사●결과,●관련●업계●실무자의●●

1/3●미만이●BIM●기술을●활용중인●것으로●나타났으며,●10명●중●9명은●설계에만●BIM을●활용하는●것으로●●

나타남.

3)●https://news.microsoft.com/en-nz/2020/01/28/the-first-ever-connected-construction-site-in-new-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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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칸쿤의 고정익 드론 측량 적용 사례4)

●● 드론●기반●데이터●분석●및●검측●회사인●아젠다●디지털l社(Agenda●Digita)는●윙트라원社(WingtraOne)와●협력

하여●위성사진●기반의●오래된●칸쿤의●지적●정보를●드론을●활용하여●업데이트●하는●프로젝트를●추진함.

●- 멕시코●정부는●칸쿤의●개발을●촉진을●목적으로●드론을●활용하여●높은●정확도를●가지는●대규모●지적●측량●

프로젝트를●추진함.

드론 측량으로 취득한 3차원 점군 데이터

●● 19일간,●총●270k㎡●면적의●도시의●지적●측량을●완료함.

●- 하루●평균●6회의●드론●측량을●수행하고,●한●번의●비행으로●4k㎡●넓이를●측량함.

●- 지적●측량의●목적에●맞게●평균●5cm의●점밀도를●가지도록●측량을●계획했으며,●90%의●전면●중첩(종방향),●

70%의●측면●중첩(횡방향)을●가지도록●함.

●● 측량●데이터는●안정적으로●고품질●데이터를●수집하여●수집된●데이터●분석●결과를●2개월●이내에●제공함.

●- 일반적인●경우●6개월~8개월이●소요되었을●것으로●예상되어●측량에●소요되는●시간을●최대●70%●줄일●수●

있음.

●● 칸쿤과●같은●해안●도시의●경우●기후●변화로●인해●폭풍우를●겪고●있기●때문에●고도●모델을●사용하여●홍수의●영향

을●추적할●수●있음.

●- 수치지형도를●활용하여●후속●조치를●취해야●하는●경우●해변에●대한●체적●비교를●통해●홍수●전후의●영향을●

파악할●수●있음.

후처리 작업을 완료한 3차원 수치지형도

4)●https://wingtra.com/case_studies/urban-drone-survey-of-canc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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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일리노이주의 태양광 패널 설치 부지 측량 사례)5)

●● 미국의●BFW社는(Bacon●Farmer●Workman●Engineerng●and●Testing,●Inc.)●일리노이주●남쪽에●침수가●

잦은●부지에●태양광●패널을●설치하기●위해●드론을●활용하여●부지●측량을●수행함.

●- 대상●부지는●미시시피●강과●오하이오●강이●합쳐지는●위치로●침수●발생으로●인해●습지가●형성되는●다수의●

사례가●발생함.

●- 또한,●프로젝트●기간이●우기와●겹치면서●측량●인력의●접근이●어려움에●따라●드론을●활용한●측량을●실시함.

●●약●6.9●k㎡●부지를●측량하는데●5일●간●약●6시간이●소요됨.

●- 프로젝트●기간●동안●비,●바람●등의●열악한●조건으로●인해●하루에●비행할●수●있는●시간이●제한되어●5일이●

소요되었으나,●양호한●기상●조건에서는●이보다●기간을●단축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드론●측량●결과●평균●정확도●4.5cm의●3차원●포인트●클라우드를●구축할●수●있었으며,●Pix4D●프로그램을●포함한●

여러●소프트웨어를●활용하여●정사영상,●3차원●모델●등●다양한●결과물●산출이●가능함.

●●이는●전통적인●방법으로●인력에●의한●측량을●실시했을●때●보다●경제적인●결과를●도출함.

●- 드론●측량을●통해●기존의●방법●대비●40%의●비용을●절감

정사영상 3차원 점군 데이터

3차원 수치 지형도

5)●https://wingtra.com/case_studies/drone-solar-land-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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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국내 동향

 | 현대건설, 싱가포르 Tuas 서부해안 매립공사 현장 드론 측량 및 플랫폼 적용

●● 현대건설이●싱가포르●Tuas●서부해안●매립공사●현장(93ha)을●대상으로●드론●측량●및●드론●플랫폼을●이용하여●

현장●관리를●수행중임.

●- 드론●맵핑을●통해●생성된●정사영상을●현장도면에●중첩시켜●현장에●나가지●않고도●누구든지●쉽게,●진행●중인●

공종,●작업지역,●매립재●분류●등의●현장●세부●정보를●파악이●가능함.●

●- 주기적으로●맵핑한●데이터를●바탕으로●축적된●정사영상들을●이용한●시공기록●확인하고,●현장의●설계도와●

중첩시켜●잘못된●시공●및●리스크를●조기에●탐지할●수●있음.

●- 드론●맵핑●데이터를●통해●관련●업무●담당자가●쉽게●토공량●측정하고,●지형●단면도를●활용하여●시공현장●관리에●

효과적임.

싱가포로 Tuas 서부해안 매립공사 현장 드론 플랫폼 적용 사례

 | 포스코, 드론활용 솔루션(POS-Mapper)의 현장적용 사례 

●● 포스코건설은●원격으로●현장●3D모델을●생성하고●현장직원의●PC,●모바일에●공유하여●토공량을●산정하고●시공

계획,●사면검토,●시공오차●검토●등에●활용할●수●있는●드론●활용●솔루션(POS-Mapper)를●개발,●국내외●현장에●

적용●중에●있음.●

●- (화태-백야●도로●1공구)●입찰●시●LiDAR●드론,●광대역●스캔●통한●사업지●고정밀●현황데이터●확보●및●타사●●

대비●고정확도의●지형●데이터●입찰●시●활용

●- (서부내륙고속도로)●전●구간●분기별●드론●Mapping●통한●이력관리●예정,●주요●토공●발생지역●LiDAR●드론●

통한●정밀●물량●산정

●- (의정부●리듬시티)●공사●전●단계(착공●전~시공●중)●드론●항공측량●활용,●LiDAR●드론●적용●통한●수목지역●

지반고●확인●및●벌목면적●확인

① 계획/현장조사

현장(As-Built)

3D지도化

Site Digitalization
(드론, 스캐너, GPR 등 활용)

3D형상정보

Design 3D Information
(3D BIM, 2D도면 등 활용)

설계(As-Designed)

사업지분석, 물량산정
정밀도 5%↑

설계변경용이
물량견적리스크↓

사업지분석, 물량
정밀도 향상

시각화 기반 공사관리
신속한 의사결정

시공 검측 효율↑
시공안전↑

•사업부지 현황측량

•부지경계, 지장물 확인

•토공물량, 사토장 조사

•제작장 부지조사

•정밀 토공 물량 산정

•절토 및 성토 물량 최적화

•사면 안전 조사

•지형 분석(토사 및 암)

•토취장, 사토장 용량 산정

•가상 시공(장비운용)

•가상 시공(일조 조망)

•민자사업 불법 가설물 관리

•가설도로 계획

•위험사면 예측

•수계분석(우기)

•저수량 산정

•토공계획(터파기, 파일 등)

•가상 시공 시뮬레이션

•장비 제원 결정 및 배치

•주기적 공사 디지털 이력관리

•이해관계자 공사, 현황 공유

•토공 기성 측량(발주처/업체)

•해안선 침식 모니터링

•사면 안정 검토

•우기 시 수계, 침수 분석

•Prefab 시공성 검토(정합성)

•준공 현황 Documentation

② 설계 ③ 시공계획 ④ 시공관리 ⑤ 품질안전관리

Pos-Mapper

화태-백야 도로 (1공구) 

서부내륙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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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의 4D 스마트모델링 프로그램, “스마일(SM.ile)”

●● 대우건설의●‘스마일,●SM.ile●:●SMart+~ile(가능한,●할●수●있는)’●프로그램을●활용하면●3D●모델링●시간을●획기적

으로●단축이●가능하고,●실시간●시공계획수립을●통한●최적공법●선정과●공사물량●및●공사기간●산출이●가능함.

●- 설계도면과●주변●지형정보●등을●분석해●시공계획을●수립하고●공사물량과●공사기간을●산출하는데까지●통상●

1달●가량●소요됐던●작업이●하루●만에●가능함.●

●- 프로젝트●정보를●입력하면●2D●도면을●자동●인식해●실시간으로●3D●모델링이●구현되며,●라이브러리를●통해●

공사물량과●공사기간을●산출할●수●있음.●

●● 건설드론●관제시스템(DW-CDS)

●- 요구에●맞는●최적●자동비행을●설정하여●현장●드론운영자의●모바일제어●어플리케이션을●통해●드론에●자동임무

비행을●전송한다.●드론관제시스템에●의한●맵핑(mapping)촬영●후●후처리로●생성한●정사이미지(Orthoimage)

에서●시공된●말뚝을●학습하여●현장●내에●전체●말뚝의●수량을●파악함.●

4D 스마트모델링 프로그램(SM.ile) 건설드론 관제시스템(DW-CDS)

 | DL이앤씨의 ‘스마트홈 3.0’과 RPA로봇 ‘DINNO(디노)’

●● DL이앤씨가●클라우드●방식의●로봇●프로세스●자동화(Robotic●Process●Automation,●사람이●처리해야●하는●

반복적이고●정형화된●업무를●소프트웨어●로봇이●자동으로●수행하는●기술)●기술을●활용하여●‘DINNO(디노)’●

로봇을●개발함.

●- 디노는●최신●법규●변동사항●모니터링,●원자재●시황자료●수집●등을●처리하고●있으며,●현장●업무에도●빠르게●

도입하여●전사적으로●8만●시간의●업무를●처리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 DL이앤씨의●브랜드●‘e편한세상’은●입주민의●눈높이와●주거문화●변화에●발●빠르게●대응하기●위해●자체●빅데이터●

분석을●통해●세심한●부분까지●고려한‘스마트홈●3.0’을●통해●쉽고●빠르게●원하는●정보를●확인할●수●있음.

●- 실내●공기●질●모니터링●기능을●추가해●입주민이●손쉽게●현재●공기●상태를●확인할●수●있으며,●‘지진●감지●알림●

시스템’,●'도어폰●호출시●원격●통화●시스템',●'방문자●이력●관리'와●'침입●감지●알람●시스템'●등도●개발해●안전과●

보안을●강화함.

●- 해당●특화기술은●지난해●부산에●오픈한●e편한세상의●주거●철학과●기술력을●담은●브랜드●경험●공간●‘드림

하우스’에서●시현●중에●있음.

RPA 로봇 DINNO(디노) 스마트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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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드론 시장 및 기술동향

❶ 건설 드론 개요 및 시장동향

 | 건설 드론 개요

●● 일반적으로●드론은●무인항공기(Unmanned●Aerial●Vehicle,●UAV●혹은●Unmanned●Aerial●System,●UAS)●

또는●원격조종항공기(Remote●Piloted●Aircraft●System,●RPAS)으로●정의됨.

●- 일반적으로●카메라●시스템인●페이로드를●활용하지만,●라이다(Light●Detection●and●Ranging,●LiDAR)와●

열화상●카메라●등의●센서를●적용하기도●함.

●● 드론의●활용●현황●조사●결과●건설●산업에서●드론●기술을●적용한●비율이●239%●증가한●것으로●나타남6)

●- 드론●통합●플랫폼●개발●업체인●드론디플로이(DroneDeploy)는●약●180개●국가,●40만개●현장에서●약●1억●개의●

항공●영상을●분석함.

건설업

239%
198%

172%
171%

118%
광업

농업
측량·조사

부동산

산업별 드론 기술 채택 증가율
(18년 기준)

●● 건설●드론의●활용●이점에●대한●설문조사●결과,●비용●절감,●데이터●분석●시간●단축,●안전성●향상,●의사소통●및●

협업●개선,●측정●정확도●향상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남.

●●건설●드론의●적용●효과는●크게●프로젝트●및●유지관리●비용●최적화,●근로자의●안전성●확보,●최상의●의사●결정에●

따른●건설●품질●향상으로●나타남.

5-20%
비용 절감

52%
데이터 분석
시간 단축

55%
안전성 향상

65%
의사소통 및 
협업 개선

61%
측정 정확도
향상

1) 프로젝트 및 유지 관리 비용 최적화

●- 시공과●동시에●드론을●활용한●검측이●가능하므로●건설●자동화에●기여
●- 절성토량,●건설●자재의●재고량●분석,●설계●데이터와●비교,●대규모●지형●측량을●통한●프로젝트●진행률●등●●
프로젝트●운영에●필수적인●데이터를●빠르게●취득●가능

2)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

●- 고위험●지역(고소●작업,●화학적●노출,●열●노출●등)의●인력●대체

3) 최상의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 취득 및 제공

●- 건설●산업●디지털화의●핵심은●프로젝트●관리자에게●필요한●정보를●빠르게●제공하는●것
●- 드론을●활용해●취득한●정보를●즉시●제공하여●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

6)●https://27.group/drones-in-construction-what-does-it-mean-for-the-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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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드론 시장 동향

●● 글로벌●시장조사기업인●얼라이드마켓리서치(Allied●Market●Research)는●세계●건설●드론의●시장●규모가●

2019년●48억●달러로(약●5조●4천억●원)●추정되며,●2027년에는●약●120억●달러(약●13조●5천억●원)에●이를●

것으로●예측함.7)

※●2020년부터●2027년까지●약●15.4%의●연평균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됨.

●- 건설●드론의●활용이●점차●인프라●측량,●3차원●공간정보●취득,●준공●검측●등으로●확대됨에●따라●건설●드론●

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됨.

48.0 49.0 50.8
58.6

67.7
78.1

90.1

104.0

120.0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USD, 억달러)

<건설 드론의 연도별 시장 규모 변화 추이> 

●● 건설●드론은●카메라,●배터리,●리모컨,●프로펠러,●GPS/GNSS●등의●개별●제품의●조합으로●구성되기●때문에●

개별●제품의●가격●상승●가능성이●시장●성장의●걸림돌로●작용함.

●●또한,●드론의●설계,●개발,●운용을●위한●숙련●인원의●부족●역시●시장●성장의●억제●요인으로●작용함.

●● 글로벌●건설●드론●시장은●유형에●따라,●고정●날개●드론과●회전●날개●드론으로●분류되며,●응용●프로그램에●따라●

토지측량,●인프라●검사,●보안●및●감시●등으로●세분화●됨.●최종●사용자에●의해●주거용,●상업용●및●산업용으로●●

나뉘며,●지역적인●특징으로는●드론●기반●솔루션부문에서●유럽이●세계●건설●시장에서●높은●점유율을●나타냄.8)

●- 유럽에서는●초스펙트럼●센서,●열●센서와●같은●다양한●기능을●갖춘●드론의●개발과●적용이●확대되고●있음.

●- 중국,●인도와●같은●아시아●태평양●지역은●지역의●인프라●개발●투자가●증가함에●따라●드론을●활용할●수●있는●

시장이●급격히●확대될●가능성이●있음.

●●세계●건설●드론●시장을●선도하는●대표적인●기업은●아이덴티파이드테크놀로지(Identified●Technologies),●

3D로보틱스(3D●Robotics),●드론디플로이(DroneDeploy),●그리고●스카이락드론프라이빗리미티드(Skylark●

Drones●Private●Limited)●등인●것으로●나타남.

●●이●외에도●트림블(Trimble,●Inc.),●프리시젼호크(PrecisionHawk),●ABJ드론(ABJ●Drones),●프리나브

(Prenav,●Inc.)●등의●기업이●시장에●참여하여●경쟁하고●있음.

7)●https://www.alliedmarketresearch.com/●

8)●https://www.transparencymarketresearch.com/drone-based-solutions-in-construction-mark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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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주요 건설 드론 기술동향

 | 드론의 종류와 특징

●● 다양한●유형의●드론이●존재하지만●디자인과●적용●목적에서●주요●차이를●가짐.

●- 고정형●날개를●가진●고정익●드론은●비행기와●같은●디자인으로●미리●설정된●경로를●따라●활공할●수●있고●●

회전익●드론보다●높은●고도에서●비행이●가능하며●장거리●조사에●효율적임.●

※●한●방향으로만●비행이●가능하다는●단점이●있음.

●- 프로펠러와●유사한●날개를●가진●회전익●드론은●호버링(일정●위치에●머무르며●비행하는●기능)이●가능하여●

제어하기●쉬우며●어떠한●방향으로도●비행이●가능함.

●●드론은●카메라,●GPS●장치,●열●센서●및●적외선●센서가●장착되어●건설●현장의●주요●데이터를●취득할●수●있음.

●- 취득된●정보는●소프트웨어를●통해●컴퓨터로●전송되어●사용자가●분석●및●해석을●수행할●수●있으며,●이러한●

기능을●통해●건설●프로젝트의●효율성을●높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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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이 건설 프로젝트를 변화시키는 6가지 방법

●● 미국●캘리포니아에●위치한●장비회사인●빅렌츠社(BigRentz)는●건설●프로젝트에●적용●가능한●6가지●활용●방안을●

제시함.9)

1) 지형 매핑 및 토지 측량

●- 대규모●토지를●측량할●수●있기●때문에●현장●지형을●시각화하는●시간을●기하급수적으로●단축할●수●있음.

●- 또한,●드론을●활용하여●구축된●고해상도●이미지●및●점군●데이터를●3차원●모델로●조작할●수●있어●설계·시공●

상의●오류를●식별하여●공기●및●비용●절감이●가능함.

2) 장비 추적 및 자동화

●- 드론을●활용하여●관리자가●실내에서●건설●장비가●제●위치에●있는지●확인●가능하며,●건설●장비의●과도한●사용으로●

인한●추가적인●비용●소모를●방지함.

●- 건설●장비의●오작동이●발생하는●경우●드론으로●취득한●정보를●분석을●위해●현장의●정보를●시각화하여●관제실로●

전달하여●장비의●빠른●유지●보수가●가능함.

●- 미래에는●드론이●무인화●장비를●지휘하고●안내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9)●https://www.bigrentz.com/blog/drones-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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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 모니터링 및 공정 보고서 작성

●- 드론은●필요한●장면을●시각화하여●고객에게●제공하여●프로젝트의●진행●상황●파악이●가능하게●함.

●- 고객●이외에도●드론을●활용하여●팀●내●설계팀,●엔지니어,●시공●관리자,●작업자●및●소유자는●동시에●데이터에●

접근하여●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발생한●오류를●파악하여●협업할●수●있음.

4) 보안 감시

●- 영국의●캡테라社(Capterra)에●따르면●매년●3억●달러●이상의●건설●현장에서●건설●자재●및●장비의●도난이●

발생하며●그●중●25%●미만을●되찾을●수●있는●것으로●나타남.

●- 드론●운용자는●비행을●통해●장비의●존재●유무를●판단하고●현장에●접근●권한이●없는●사람이●있는지도●확인

하여●도난을●방지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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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자의 안전 확보

●- 고소작업●등에●인력을●대체하여●드론을●활용한●정보●취득으로●근로자의●위험●발생●가능성을●낮출●수●있음.

●- 또한,●드론에●비디오●카메라를●장착하여●건설●현장에서●안전●문제를●모니터링함으로써●안전●사고를●미연에●

방지할●수●있음.

6) 구조 검측 및 영상 정보 취득

●- 구조물●주변을●비행하면서●안정성과●세부●사항을●확인하고●분석을●위한●고해상도●영상●정보●취득이●가능함.

●- 또한,●교량,●타워,●지붕●및●가시설과●같은●대규모●구조물의●유지관리에도●적용이●가능하며,●다양한●센서를●

활용하여●열●누출,●전기●문제●등을●감지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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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5대 드론 스타트업

●● 오스트리아의●데이터사언스●회사인●스타트어스●인사이트(StartUS●Insights)는●자체●플랫폼을●활용하여●전●세계●

321개의●드론●관련●스타트업을●선정하고●그●중●가장●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5개●스타트업을●소개함.10)

트레이스에어 (TraceAir) - 미국

•건설●현장●운영을●위한●통합●플랫폼●제공

•지형●정보,●현장●측량●등의●데이터를●모든●휴대용●기기와●연결

•현장●관리자가●시공●진행●상황을●실시간으로●확인●가능

시브드론 (Civdrone) - 이스라엘

•스마트●표시목을●활용한●토지●측량●솔루션●제공

•드론을●활용하여●설계도면대로●표시목●자동●설치

•작업자●안전경고를●위한●RFID●태그●내장

센티언트블루 (Sentient Blue) - 이탈리아

•이탈리아●신생기업이나●미국에●기반을●두고●있으며,●드론●및●무인항공기를●위한●●
파워●트레인●솔루션●개발

•하이브리드●및●독립형●마이크로●터빈●시스템을●활용하여●전기●및●전력●드론●생산●
(비행●시간●및●드론●생산성●향상)

휴비에어 (Hubiair) - 인도

•건설●생산성●향상을●위한●소프트웨어●솔루션●제공

•드론●데이터와●클라우드를●기반으로●건설●단계를●시각화하며●분석하여●최적화●●
지원●(건설●프로젝트●일정●관리)

시스에이아이 (Sees.ai) - 영국

•원격●드론●운영●솔루션●제공

•관제실에서●조종사가●원격으로●드론을●탐색할●수●있는●가상●현실(Vitual●Reality,●
VR)에서●현장●시뮬레이션●가능(효율성●향상,●작업자의●안전성●향상,●경제성●향상)

10)●●●●https://www.startus-insights.com/innovators-guide/5-top-emerging-drone-startups-impacting-construction/●(사진은●각●社의●
홈페이지에서●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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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드론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독일의●드론●관련●리서치●기관인●Drone●Industry●Insights는●산업용●드론의●활성화를●위해●어떠한●법이●

필요한지에●대한●조사●결과를●발표함.11)

●- 드론과●관련된●규제를●만들기●위해●필요한●항목을●규제●적용●가능성,●인적●자원,●관리●인프라,●운용●

제한,●공역●통합,●사회적●합의●등●여섯●가지로●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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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설 드론 관련 기술(기준) 동향



19

Smart Construction Report VOl. 72021. 3

3.	 우수 스마트건설기업

엔젤스윙은●드론을●통한●건설●현장●가상화로●스마트한●시공●관리를●돕는●‘드론●데이터●솔루션’을●개발,●서비스하고●있는●

콘테크●기업으로,●3D●관련●기능●강화,●리얼리티●캡쳐●장비●연동을●통해●통합●가상화●플랫폼으로서●새로운●도약과●확산이●

기대되는●스마트건설기업임.●

 | 기업명●:●엔젤스윙

 |    보유기술 :●   사진측량●기반●건설●현장●3차원●디지털화●기술,●클라우드●기반●드론●데이터●자동처리●기술,●

토공●BIM●기반●계획고●물량●산출●기술,●국내●최초●컴퓨터●인공지능●기반●지상기준점(GCP)●

자동●탐지●기술●등●보유

1. 드론 데이터활용의 어려움
촬영 후 업로드만 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분석
촬영 후 업로드만 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분석

오차율 걱정 없는 정확한 측량
기존 방식 대비 정확도가 입증된 솔루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맞춤형 기능 제공
우리나라 건설 현장 최적화 솔루션

국내 유수 발주처, 시공사, 건설사 도입 사례
이미 수많은 회사들이 검증한 솔루션

2. 측량 데이터 정확도에 대한 불신

3. 국내건설 현장에 맞지 않는 솔루션

4. 보수적인 솔루션 도입 절차

 |     우수성 :●●●●●●건설●현장에●최적화된●다양한●기능을●개발하고,●측량●정확도●개선,●현장●내●효과적인●드론●

도입●및●활용을●위한●최적의●기술지원●역량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프로세싱 자동화

업로드만으로 드론 촬영 데이터가
자동으로 처리, 보정됩니다

대용량 데이터의 경량화로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빠른 로딩
일반 컴퓨터에서 보기조차 어려운 대용량

모델을 웹/모바일에서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 현장에서 활용되는
GCP 보정 및 현장좌표계 지원

국내 건설현장의 모든 좌표계를 지원하여
현장 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손쉬운 데이터 다운로드, 외부 공유
원활한 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

현장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며, 타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자동처리 2. 데이터 가시화 3. 데이터 분석 4. 데이터 관리와 공유

전문 드론 파일럿 촬영
전문 드론 파일럿이 직접 드론을
운용해 안전으로 데이터 취득

데이터 품질 검수 및 처리
플랫폼 내 데이터업로드, 검수 및 처리
진행으로 높은 정확도의 데이터 확인

GCP 설치 및 측량
현장 실 좌표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
생성을 위한 지상지준점(GCP) 설치

최적 비행 플랜 셋팅
현장 실도면에 기반으로 생성된 최적의
비행 계획 생성으로 효율적인 드론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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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기술

●● 플랫폼●내●3D●기반●강력한●현장●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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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3D●정사영상●뷰어에서●활성화하면,●3차원으로●구현된●계획고가●생생한●현장●위에●정확하게●표현이●가능함.●

●● 정확도●기반●한층●고도화된●측량●기능

●- 3D●BIM●계획고●기반●물량●산출은●가시화된●BIM●계획고●기반,●3차원●뷰어●기능을●통해●계획고●대비●절토/

성토량을●손쉽게●파악할●수●있는●기능임.●한●화면에●서로●다른●날짜의●종횡단면도를●동시에●보여주거나,●●

계획고와도●비교해볼●수●있어●공사●현황을●쉽게●확인할●수●있음.●

BIM 계획고 기반 토공 물량 산출

체적량(Cut/Fill) 비교 색상 맵 다중 종횡단면도/수치표면모델

다중 종횡단면도

플랫폼 내 정확도 실험 진행 영역 물량 산출 화면

소스포트 내 GCP 탐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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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처리부터●분석까지●전면●자동화

●- 엔젤스윙●솔루션은●매끄러운●사용자●경험을●위해●클라우드●환경,●기술●기반으로●모든●드론●데이터●처리,●

분석과정을●자동화함.●데이터●프로세싱●과정을●전●자동화함으로써,●고객이●전경●사진을●플랫폼에●업로드

하는●것만으로●촬영한●데이터가●자동●처리,●보정됨.●또한,●대용량●데이터의●경량화●및●최적화●기술로●어떤●

디바이스에서도●빠르게●데이터를●불러오고●확인할●수●있음.●

●● 현장●적용사례

●- (삼성물산●이문1●현장,●2021~2023)●잔여●철거●폐기물량●측정●후●공정●계획●수립,●가설계획단계에서●도면●

중첩기능을●활용한●게이트,●지하수●심정●위치●등●확정,●수치●표면모델●활용●등●적용함.

●- (GS건설,●산성역●센트럴파크●건설현장,●2021~2023)●정사영상과●도면을●중첩하여●성토라인●검토●활용,●

펌프카●성토●부지의●안전성●검토,●파일●진행●순서●및●항타기●이동경로●검토●등에●활용함.●

잔여철거●폐기물량●측정(삼성물산●이문●1현장) 고해상도●2D●정사영상(GS건설●산성역●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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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지원센터●입주기업이자,●건설●드론●데이터●플랫폼을●개발한●콘테크●스타트업●카르타(대표●김영훈,●

최석원)가●총●25억원●규모의●시리즈●A●투자●유치에●성공함.

 | 카르타 드론 데이터 플랫폼

●● (대표)●최석원,●김영훈●공동대표

*●2018년●11월●스마트건설●창업●아이디어●공모전●최우수상●수상●및●2019년●스마트건설지원센터●입주●

●● (서비스)●건설●드론●데이터●플랫폼●●

●● (우수성)●국내에서●유일하게●드론●비행●및●촬영부터,●분석,●활용까지●전●과정이●통합된●플랫폼으로,●●

사용하기●쉬운●인터페이스를●구성하여●건설●현장에서는●카르타●플랫폼을●도입하기●가장●쉬운●스마트●●

건설●기술이라고●평가하고●있음.●

●- 양단면평균법에●드론●이미지분석●알고리즘을●융합해서●드론을●띄우기만●하면●종횡단면도,●토적표,●

토공사●진척●보고서가●자동으로●나오는●토공량●패키지를●개발하여,●기존●2~3주●대비●1~2일만에●●

토공량을●산출하고,●토공사●진척도를●파악하는●것이●가능함.●

●● (차별화)●국내●유일의●자체●개발●이미지●분석●엔진인●카르타●엔진을●보유한●것은●물론●스위스의●Pix4D사,●●

메타쉐이프(舊●포토스캔)를●개발한●러시아의●Agisoft●사와의●제휴를●통해●사실상●모든●세계●주요●엔진을●

선택해서●사용할●수●있는●플랫폼임.

카르타●서비스●주요●기능●

●● (투자유치)●카르타는●차별화된●우수한●기술을●기반으로●스틱벤처스,●에이벤처스,●타이탄벤처스,●서울산업

진흥원(SBA)로부터●25억●규모의●시리즈●A●투자●유치에●성공함.●

●● (주요성과)●포스코건설의●3D●디지털●지도앱(POS-Mapper)에●카르타●드론●플랫폼●적용●및●화태-백야●●

1공구,●2공구●기술형●입찰●선정,●동부건설,●코오롱글로벌●등●스마트건설기술●드론활용●MOU●체결●등●●

국내●현장●약●149개●적용(2020년말●기준●누적●건수)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 ‘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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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건설지원센터 NEWS

❶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 2020년 실적 및 성과 

●● (입주기업●수)●2020년●연말●기준●총●31개社(연구원●내부직원●창업기업●7개社●포함)가●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입주●중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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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입주기업●수

●● (고용창출)●2020년말●기준●고용창출●실적은●총●186명으로.●기업당●평균●고용인원이●2020년말●기준●6.0명/社로●

전년(2019)●대비●36%●성장하는●등●지속적인●일자리●창출에●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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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고용인원 그림●3●기업당●평균●고용

●
●● (연간●매출액)●기업당●평균●매출●또한●4.1억원/社로서●전년●대비●30.1%●상승하며●연간●매출액●약●127.2억원을●

달성함.●

*●●●입주기업인●㈜아드보는●2020년●매출이●10.3억원으로●전년●대비●747%●성장하는●등(2019년●1.2억원)●입주기업의●

스케일업이●시작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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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2020년●총●67.6억원의●자금을●조달하였으며,●투자유치는●25.1억원(37%),●기술금융(대출)은●

42.5억원(63%)의●성과를●창출함.●

*●●●투자유치●:●㈜무브먼츠●10억원(미래과학기술지주●외●1개사),●㈜지와이네트웍스●5억원,●㈜카르타●3.5억원●투자유치

(타이탄벤처스●외●1개사)●

**●기술금융●:●㈜카르타●5.5억원(기업은행),●㈜무브먼츠●4.5억원(신한은행●외●2개●기관)

자금확보

투자유치

(단위: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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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자금●조달●경로 그림●7●사업적용,●현장적용

●● (판로개척)●사업적용(설계까지●반영)●41건,●현장적용(매출까지●발생)●147건의●성과●달성

*●●●㈜카르타(포스코건설,●대림산업,●코오롱글로벌●등●건설사의●전국●70개●현장●적용),●㈜아드보(현대모비스●서산주행

시험장●납품하는●등●5건의●현장●적용),●㈜무브먼츠●및●파이어버스터(LH●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최종●선정)

카르타●현장시연 무브먼츠●성과품

커넥트브릭●적용●사례 아드보●현장적용

●● (수상실적)●2020●대한민국●산업대상,●한국무역협외●혁신기술●공모전●최우수상●등●8건●이상의●수상●실적을●달성함.

㈜카르타 •2020●대한민국●산업대상(ICT●드론●플랫폼●부문)

㈜무브먼츠
•방송통신위원회●2020●대한민국●위치기반●서비스●공모전●우수상

•한국환경공단●2020●물산업우수기술●창업●공모전●우수상

㈜모콘에스티 •호반그룹●x●동반성장위원회●·●한국무역협회●혁신기술●공모전(2020)●최우수상●수상

㈜선진알씨에스
•안전보건공단●2020●안전신기술●공모전●동상

•시흥산업진흥원●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우수상

•2020●스마트건설●창업아이디어●공모전●우수상

㈜아이원랩 •머니투데이●2020●IR●AWARDS●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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