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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앱 개발이 완료될 시 업무 효율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서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렌탈업체간 비용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본 앱은 장비 
대여관련 소송에서 증거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 건설산업에 유용한 앱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Zachary과 DPR 
社는 건설장비 smart 앱을 인식하여 앱 
개발을개발을 위한 투자자로 참여하였으며,

시간에 빌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건설장비의 활동성을 100%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Getable 앱 개발 전에는 장비의 특이사항 및 문제점 등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모바일 앱 개발도 마찬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 Getable* 이라는 벤쳐 

캐피탈 회사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한정한 

건설관련 앱을 최근에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앱은 현장에서 

특정 건설장비 필요시 가능한 렌탈업체와 위치 

등을등을 제공해서 최적의 건설장비를 가장 빠른

THE UBER OF EQUIPMENT RENTAL EXPANDS FOOTPRINT

http://www.bdcnetwork.com/5-crucial-lessons-moving-bimvdc-workflows-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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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년간 건설모델링산업은 AEC 산업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기술 수준의 차이, 호환성 문제, 

기존 프로젝트 조달 방식의 한계, 법적 책임 등으로 

인해 건설 산업이 BIM/VDC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cloud 기술을 건설분야에 

도입되면서 BIM/VDC의 활용에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보였습니다. 특히, 진보적이며 발전적인 기업들은 

BIM과 cloud를 융합하여, cloud를 이용한 

프로세스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거나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우 cloud 기반의 제품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loud를 적용하고 

경험한 건설기업 및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였습니다.

5 CRUCIAL LESSONS FROM MOVING BIM/VDC WORKFLOWS TO THE CLOUD

  최근 미국의 shale 가스 혁명으로 인해 배럴당 50$ 이하로 

폭락한 이후 미국의 제조업 외에도 일자리 상실 등의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merican Specialty Alloys Inc.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州에 2.4조원 규모의 자동차 및 항공 

산업을 위한 알루미늄 생산시설 공사가 올해 시작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 생산시설은 2020년에 완료되며 공사를 위해 

약 2,000개의 건설관련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미국은 shale가스를 앞세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제조업에서 오랫동안 잃었던 경쟁력을 확보하여 원자재생산설비, 

에너지 생산설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http://theadvocate.com/news/business/11656295-123/24-billion-metals-mill-planned

$2.4 BILLION METALS MILL PLANNED IN CENTRAL LOUIS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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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립식 공사 (prefabrication)

작업을 공사 현장이 아닌 창고와 같은 공간에서 진행할 경우 넘어지거나 떨어지게 
되는 안전 문제를 줄일 수 있음

2 안전 사고 분석 (safety hazards analysis)

여러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해서 BIM 모델에서 바닥판이나 지붕의 구멍 등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위들을 도출하여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3 사전작업조율 (coordination)3 사전작업조율 (coordination)

체계적인 작업 순서를 정하여 정확한 수치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현장관리를 
할 수 있음

4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 (facilities O&M planning)

BIM 모델을 가상 현실로 사용함으로써 기업들은 보다 더 빠르고 안전한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공간을 최적화 할 수 있음

5 일일 안전 관리 (day-to-day safety coordination)

안전안전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BIM 모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안전점검을 
효율적이고 섬세하게 수행 할 수 있음.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노동집약적인 

건설산업의 특징상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 통계청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매년815명의 

사상자와 200,000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부상과 

질병이 미국 건설 산업에서 발생한다고 

조사됐습니다.조사됐습니다. BIM/VDC *안전관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BIM을 사용한 건설 계획 (planning) 과 

사전작업조율 (coordination)으로 사고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BIM과 VDC를 

이용해 안전을 도모하는 5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BIM FOR SAFETY: HOW TO USE BIM/VDC TOOLS TO PREVENT INJURIES ON THE JOB SITE

이하 프로젝트 중 약 37%가 실패하고, 더 큰 프로젝트는 약 

66%가 실패한다는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실패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발주자가 역할분담 및 범위 

등의 설정을 미흡하게 하여 프로젝트의 실패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A에 따르면 대형 

프로젝트의 실패 여부는 시공자가 도입 되기 전부터 

선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초기계획단계가 중요한 

대형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주자의 관리능력 등을 대신 할 수 있는 

CM/PM 기업의 중요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할 시 발주자가 CM회사나 설계사, 

시공사에게 책임을 넘기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Independent Project Analysis (IPA)* 대표에 

의하면 발주자와 대형프로젝트의 실패율**은 연관성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프로젝트의 실패율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이는 시공 

계약자가 아닌 무지하고 관리능력 부재한 발주자에 문제가 

있는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700개 이상의 프로젝트 

대상으로 규모와 실패율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7,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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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 TAKE RAP FOR BIG PROJECT FAI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