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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건설산업에서 BIM의 적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BIM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은 통합발주(in-
tegrated project delivery, IPD)방식입니다. IPD 발주방식은 기존 
발주방식과 달리,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모두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발주하는 방식으로 모든 프로젝트 관계 주체가 
초기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IPD를 성공적으로 적용할 시 
최적화된 성과, 프로젝트 가치 향상, 설계 및 시공과정의 효율성 
극대화, 공기 단축 등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산업의극대화, 공기 단축 등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산업의 
실정상 법 및 제도적인 제약이 있어 아직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 
IPD 발주방식으로 적용된 국내 사례는 없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전 과정에 응용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IPD를 활용하여 
건설된 1.5조원 대규모 병원시설이 2월에 성공적으로 완료 
되었는데, IPD로 인해 향상된 협업 및 의사소통으로 약 2천억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IPD는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IPD는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계약방식으로, 미국의 병원시설 사례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모든 관련 관계자들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의료와 관련된 뉴스, 연구,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의료 산업 언론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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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중장비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약 73%를 
차지했으며, 절반 이상은 중장비가 후진할 때 사각지대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장비를 운행하기 위해 근로자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만, 사각지대는 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뿐만 아닌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중장비에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후진 카메라 및 모니터, 바퀴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후진 카메라 및 모니터, 바퀴 
보호울, LED 경고등, RFID, 인력배치 등의 방안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각종 중장비 
대상으로 사각지대의 각도 등을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중장비를 
운행하는 근로자의 자세, 위치, 높이, 그리고 장비의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변화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국립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서 국제 표준화 기준을 기반으로 각각의 중장비에 대한연구원에서 국제 표준화 기준을 기반으로 각각의 중장비에 대한 
사각지대 도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생산된 다양한 
중장비들의 디자인에는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시한 
사각지대 표준을 반영하여 제작됐으며 추가적인 안전장비는 
후방카메라와 센서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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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산학연 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기존의 석유화학 
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활성화의 필요성이라 하습니다. FMI社 *의 
2015년 1분기 건설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shale gas 혁명에 이어 석유화학 
플랜트, 풍력 및 태양열 농장의 수요 증가로 다양한 부가시설물의 공사 
프로젝트가 많이 발주되었는데, 이를 통해 미국 에너지 산업 규모가 2015년에 
약 102.4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의하면 전기 및 미국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의하면 전기 및 
냉난방에 사용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2015년에 2.9% 증가할 것이며 2016
년에 풍력에너지가 총 에너지 생산량의 약 5%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태양에너지 산업은 2016년까지 약 60% 증가할 것이며 절반 이상의 
에너지는 캘리포니아州에서 생산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력 발전소 
개발의 증가로 인해 미국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의 유통 및 저장시설의 개발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미국의 다양한 연구소에서 2014년 대비 
2015년에 3배 이상의 에너지 저장장치가 설치 될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의2015년에 3배 이상의 에너지 저장장치가 설치 될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의 
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소 및 저장장치의 건설사업이 다음 몇 년간 지속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발주된 주요 대형 에너지관련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지니어링 및 건설산업을 위한 관리 컨설팅, 투자은행 및 인력양성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US ENERGY MARKET TO SEE RECORD CONSTRUCTION SPENDING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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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Amazon社는 택배 배달용 Drone을 
운영하기 위해 미국항공청(FAA)에 시험용 
운항허가증명서를 요청했으며, 최근에 FAA가 
Amazon社의 청원*에 시험용 운항허가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본 증명서는 Amazon社가 미국 
내에서 약 120m 이하 고도에서 Drone의 연구, 
테스트 및 운항할 수 있는 허가증이며, 다만 
Drone의 조종은 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Drone의 조종은 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해야 하는 규정 및 비행금지구역을 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Drone은 최근에 
건설산업에도 적용 되고 있습니다. Bechtel社는 
2013년에 Skycatch**社와 합작을 맺어 Bechtel
社의 메가 프로젝트에 적용할 Drone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BechtelBechtel社도 FAA로부터 현장에 Drone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가 요청 해야 됐으며, 지난 
4월 6일에 승인 받았습니다. 본 Drone은 HD 

카메라, 적외선센서, 열방사 센서, 방사선 감시기 
등의 센서를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로, 본 
Drone이 운행 중 축적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Cloud에 업로드 되어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즉시 
열람하여 프로젝트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Bechtel Bechtel社에서 개발한 Drone은 호주의 LNG 
프로젝트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Drone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의 공기의 
질, 온도 등,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의 측량, 공사 
현황 파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공사 계획 및 
수행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 Amazon社는 지난 2014년 7월 9일에 FAA가 이미 허가한 BP의 
석유탐사(2014년 6월10일 허가)의 사례를 들어 아마존에도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청원을 FAA에 제출함
**미국 캘리포니아州에 위치한 Drone 전문 개발벤처기업

BECHTEL AMONG FIRST COMPANIES TO USE UNMANNED AIRCRAFT SYSTEM TECHNOLOGY IN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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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축물을 짓는 다양한 건축 로봇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건설산업에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의 자동화 로봇은 주로 공장에서 
고정되어 있어 모든 작업이 예측 가능하지만,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자동화 로봇은 
예측할수없는 건설현장의 특징상 이동성뿐만 아니라 공사 중 발생하는 진동 등의 
움직임까지 예측하여 동작 보완 등의 기능이 요구됩니다. 자동화 로봇 개발 전문 회사인 
Construction Robotics社는 최근에 건설로봇인 Semi-Automated Masonry (SAM)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AM은 벽돌 
쌓는 로봇으로, 사용자가 설계정보(벽돌 수치, 높이 등)를 미리 입력하면 SAM은 로봇에쌓는 로봇으로, 사용자가 설계정보(벽돌 수치, 높이 등)를 미리 입력하면 SAM은 로봇에 
삽입된 벽돌을 한 개씩 옮겨 모르타르를 칠하고 설계정보에 따라 쌓습니다. 
 SAM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용 track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는데 
소유되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이며 즉시 SAM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Track는 
공사 기간 동안 해체할 필요가 없어 공사과정이 효율적입니다. 추가로, SAM은 벽돌 쌓는 
동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분석하여 오차범위 내에서 정확히 벽돌을 쌓는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 자재가 부족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자동화 
로봇을 통해 Construction Robotics社는 기존 근로자를 기계로 대처하여 30%의 비용절감, 
근로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정확한 진도관리 등의 기대효과를 보았습니다. SAM과 같은 
자동화 로봇을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거라자동화 로봇을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CONSTRUCITON 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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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을 통해 홀로그램을 직접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HoloLens를 건설산업에 적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설계 및 3D 모델링 작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이러한 작업을 HoloLens를 통해 가상 실현시킬 수 있어 
시간 및 비용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가는직접 
다양한 시나리오를 HoloLens에서 투시된 홀로그래피를 직접 
상호작용하여 여러가지의 시나리오를 탐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HoloLens를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공가능성 여부를 확인 할HoloLens를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공가능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관계자는 프로젝트 참여자와 향상된 
의사소통과 더 빠른 의사결정 등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홀로그래피(빛의 간섭을 이용한 사진법) 기술을 문화예술, 
건축, 의료, 보안, 저장장치, 전기전자 및 디스플레이 산업분야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현재 주로 공연, 영화, 놀이동산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버랜드에서는 세계적인 스타 싸이를 디지털화하여 홀로그래피 
기술을 통해 공연을 재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과 연관성이 
적은 홀로그래피 기술은 최근 미국에서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AEC) 
산업에 대한 디자인, 시공, 품질, 협업 및 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산업에 대한 디자인, 시공, 품질, 협업 및 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Trimble社와 Microsoft社가Microsoft의 HoloLens를 응용하여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oloLens는 단순 증강현실 기기와 
달리, 주변 현실 공간에서 투시 홀로그래피 고화질 렌즈와 공간 

TRIMBLE PARTNERS WITH MICROSOFT TO BRING MICROSOFT 
HOLOLENS WEARABLE HOLOGRAPHIC TECHNOLOGY TO THE AEC INDU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