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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도로건설사업에서의 원격 현장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Remote Site Monitoring System
in Public Road Construction Projects

옥 현 Ok, Hyun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E-mail : okhyun@kict.re.kr)

ABSTRACT

PURPOSES : Efficiency Improvement of a public road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work using the development of a real-time remote
site monitoring system

METHODS :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remote site monitoring system using a web camera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RCMA(Reg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Administration). We can be monitored a construction progress and a weak point of the situation in
real time using this. To achieve this, we tested about 10 road construction projects ordered by RCMA. Then, we verified a applicability for the
site monitoring system in future. 

RESULTS : Take advantage of the remote site monitoring system consists of the Construction CALS System, one of the business systems
used in the part of the MLTM(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stitution-agencies. Was configured to be served through the
“Construction CALS System”of“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Contractors)”and the “Construction CALS Portal System”. Through
this, Benefit analysis through a pilot application of the 10 road construction sites and developing considerations and “Guide for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installation-operating in construction sites”are presented.

CONCLUSIONS :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mote site monitoring system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In addition, Various disasters and calamities, accidents and illegal construction will be prevented in advance is expected. This is
expected to further improve the quality of the facilities.

Keywords
MLTM(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CMS(Reg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Administration), web camera,

construction CALS portal system,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contractors)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 도로건설사업은 주로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중

하나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수행하는 건설사

업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발주되는 각각의 용역 및

공사에 대해 공사관리관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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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관은 업무 특성상 담당하고 있는 여러 공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 감독하고 있으나,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

는 등 현장관리 업무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사관리관은 다수의 현장을 동시에 관리함에 따라, 공

사진척 상황을 확인하거나 공기 지연 및 민원발생, 안전

사고, 각종 재해 및 재난 발생 등 현장의 돌발상황이 발

생되는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데 많은 어

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현장의 진척상황을 유선통신 및

문서로 확인하는 방법은 정확한 현장 실정파악과 입체

적인 현장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

고 점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절개사면이나 옹

벽 등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거나, 불안전한 시공지점

의 경우, 공사관리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점검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특정 현장의 경

우, 취약구간에 위험요소를 매번 방문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되며 악천후 시 현장 실태점검을 위

하여 해당 현장의 시공지점까지 이동해야 하므로 위험

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관리관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고, 원격지에서 현장상황 및 공사 진척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원격 현장관

리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

사업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본부, 지방국

토관리청, 현장사무소 등의 원격지에서 건설현장의 공

사 진행상황과 취약지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웹카메라를 활용한 실시간 현장모니터링시스템

을 구축하 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10개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하 으며, 정성적

₩정량적 효과분석을 통해 현장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하 다.

1.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원격 현장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선, 현장모니터링 적용사례를 조사₩분석하 으며 지

방국토관리청의 공사관리관을 비롯하여 시공사 및 감리

단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웹카메라를 활용한 현장관리체계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범적용을 위한 현장 선정

등 발주청과의 사전 업무협의를 실시하 다. 시범적용

을 위한 현장방문 및 조사를 실시하 으며 웹카메라 설

치를 위한 위치선정과 전기₩통신라인 인입 유무를 확인

하고, 장비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을 검토하 다.

또한 현장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면(안)을 설

계한 후 시스템 개발을 실시하 으며 선정된 1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원격현장관리체계의도입및적용을위해

시범적용 결과에 따른 정성적₩정량적 효과분석과 웹카메

라 구축 및 유지관리에 따른 가이드를 마련하 으며, 현

장모니터링시스템구축시고려사항을제시하 다.

2. 사용자 의견수렴 및 분석결과

현장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수렴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의 공사관리관과 관할 공사현장의 시공사,

감리단의 업무담당자 등 총 14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웹카메라를 활용한 현장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웹카메라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과

“웹카메라 설치 비용에 따른 의견수렴”등 크게 두 부분

으로 분류하여 정리하 으며 사용자 의견수렴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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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카메라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 웹카메라의 사용 목적은“공사현장의 작업상황

확인”, “취약지점 상황 확인”, “현장 작업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 “현장 작업 시 위험요소 사전

예방”등으로 조사됨

- 웹카메라 설치 위치는“절개사면”“터널입구”,

“교량상부”, “교량하부”, “제방”등의 순서로 조

사됨

-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예방 효과, 부실시공 방지,

도난사고 방지, 기상변화 확인 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현장작업자의 사생활

침해와 장비 설치비용 대비 효과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결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웹카메라 설치 및 관리 시 애로사항은“웹카메라

장비 이동설치”와“웹카메라 장비 고장 등의 유

지보수 업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된 반

면, 현장에서는“웹카메라 관련 장비의 도난 또

는 훼손”이 애로사항으로 조사됨

- 단순히 2~3대의 웹카메라로 노선 전체를 현장관

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터널 및 교

량 등 단위 공종에 적용 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웹카메라를 활용한 현장관리 측면에서는 대체적

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반면, 투자비용 대

비 적용효과, 장비유지관리 및 보수 등 현장적용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웹카메라 설치 비용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노선에 따른 연장이 길고,

작업장소가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주요 구간

및 지점 설치 시 많은 장비설치 비용이 소요됨

- 웹카메라 설치 시 소요예산 확보 방안은 지방국

토관리청의 경우, 도급내역서 상에 공사비에 반

시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와 별도로 발주청 자체 예산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함

국토해양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시공사 및 감리단 등

의 의견수렴 결과, 재해 및 취약지점에 웹카메라를 활용

한 현장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반면, 설치비용 대비 효과, 장비유지관리 및 보수 등 현

장적용 측면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

다. 특히 웹카메라 장비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적용 이

전 단계”에서는 장비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현장적용 이후 단계”에서는 장비 운 및 유지관

리에 따른 전반적인 유지보수 방안에 대하여 지방국토

관리청및건설현장모두부정적인의견을제시하 다.

따라서 웹카메라를 활용한 원격 현장관리를 위해서는

발주청 및 업계의 의견수렴과 정량적인 효과분석 등 타

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확보, 운 및 유지

보수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전면 적용에 앞서 발주청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범적용을 통해 단계별 적용과 이를 통해 향후 확대 적

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3. 적용사례 조사

현장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례는 주로 건축공사 현장

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토목공사의 경우, 적용사례가

많지 않고, 주로 교량, 터널, 절개사면 등 주요 구조물의

공사진척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활용

되고 있다.

도로건설사업에서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웹카메

라 적정운 방안(2007년)”을 마련하고, 웹카메라를 활

용한“원격 상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적용중에있다.

초기에는 도로건설사업의 주요구간 중 39개소를 선

정하여 시험운 을 실시하 으며 웹카메라 확대시행 방

침 수립을 통해 전체 현장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웹카메라 신규설치 시“Hi-건

설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웹카메

라 적정운 방안(2007년)”을 통해 웹카메라 설치기준

과 표준 화면 상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

음은 한국도로공사의 웹카메라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

이다.

○ 교량/터널/절개사면

- 특수 구조물로서 공정추진 및 시공기록 보존이 필

요한 구간

교량 : 200m 이상

터널 : 200m 이상(양방향 설치, 이동설치 포함)

특수교량

○ IC/JCT

- 공사가 일정구간에서 장기간 이루어지고 전체적으

로 공정추진 현황 파악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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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노선의 교통흐름 파악이 가능한 위치

현장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산 정상부 등)

○ 안전사고 다발구간 /재해 취약구간

- 고소작업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어 안전사고가 우려

되는 곳에 설치

-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대절토부 구간에 설치하여 자

료축적이 필요한 구간

- 대형사고 개소 및 사고다발 개소

-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대절토 구간

서울시에서는 통합공사관리시스템(TPMIS)의 구축을

통해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기관 및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가 50억 이상인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후 즉시 현장웹카메라를 설치하여 운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각 웹카메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ActiveX 컨트롤 및 화면 컨트롤 부분이 상이함에 따라

현장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

고자 ActiveX 컨트롤 및 화면 컨트롤 표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무선방식의 CCTV시스템을

안전취약구역에 설치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현장

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절차서를 마련하

여 운 중에 있다. 시스템의 구성은 현장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근 인터넷이 가능한 지점까지 무

선 데이터 통신으로 상을 전송하고, 광전용 모뎀 등

인터넷 접속기를 통해 현장사무실, 지역본부, 본사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 다.

4. 실시간 원격 현장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사관리관이 공사

현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최소

화하고, 원격지에서 현장 상황 및 공사진척 현황을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원격 현장관리체계를

구축하 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별로 웹카메라를 설치

하고, 국토해양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현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

하 다.

현장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시공사는 안전관리 시행

상태 확인 및 자재도난방지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감리

단은 사무실에서 현장작업자의 공사수행 상태를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또한, 국토해양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은 건설현장별로 공사별 진척사항을 현장방문 없이 원

격에서 파악할 수 있다.

Fig. 2 Concept Drawing of Remote Site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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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모니터링시스템의 구성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

관에서 활용되는 업무시스템 중 하나인 건설CALS시스

템을 활용하 으며, 건설CALS시스템 중 건설사업관리

시스템(계약사용)과 건설CALS포탈시스템(대민)을 통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국토해양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담당자는

일반 인터넷망에 위치한 건설CALS포탈시스템에 접속

하여 전체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건설현장

의 시공사 및 감리단의 업무담당자는 건설사업관리시스

템(계약사용)을 통해 해당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국토해양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담당자는 건설

CALS포탈시스템(http://www.calspia.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국토해양부 링크포탈(http://link.mltm.go.kr)

의“건설CALS”를 선택하면 건설CALS포탈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 다.

건설CALS포탈시스템은 건설CALS 단위시스템의

정보 및 운 환경을 통합 관리하여 단일접속창구, 대

민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Fig. 5와 같이

초기화면 하단의“현장모니터링(웹카메라)”메뉴를 선

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고, 해당 사용자 아이디

(ID)와 비 번호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현장모니터링(웹카메라)”의 초기화면은 웹카메라

가 설치된 전체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웹카메

라가 설치된 전체 현장 화면에서 해당 현장을 선택하

면 선택된 현장의 실시간 공사현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화면상단의“현장목록”버튼을 선택하면 웹카메라가

설치된 전체 현장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우측의 현장모니터링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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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agram of Remote Site Monitoring System

Fig. 4 Link Portal of MLTM

Fig. 5 Construction CALS Portal System

Fig. 6 Pilot Application of the Construction Sit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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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모니터링시스템의 구성은 우선, 한 화면에 5×3

크기의 웹카메라 화면이 나타나도록 기능을 개발하 으

며 조회되는 웹카메라 중 하나를 더블클릭 하 을 경우,

확대된 하나의 카메라 화면이 조회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 다.

또한 확대된 웹카메라 화면의 경우, 1번 카메라와 2번

카메라의 화면을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 으며 확대

된 웹카메라 좌측 상단에는 해당 공사의 개요가 표시되

고, 좌측하단에는 해당 카메라에 대해 지도상에 위치가

표시되도록 구성하 다.

시공사 및 감리단 등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시스템(계약사용, http://www.citis.go.kr)에 로그인

한 후 초기화면 상단에 있는“웹카메라”를 선택하여 해

당 현장의 실시간 공사현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

성하 다.

5. 현장모니터링시스템 시범적용

현장모니터링시스템의 시범적용에 앞서 웹카메라 설치

시건설현장에서의비용처리방안을마련하 으며다음으

로 시범적용 대상 현장을 선정한 후 각 시범적용 현장별

웹카메라설치지점을선정하여웹카메라를설치하 다.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4 No.662

Fig. 7 Construction Site List

Fig. 8 Individual Construction Site Monitoring

Fig. 9 Site Monitoring of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Contractors)

Table 1. Web Camera Installation Number or 

Location of Site-specific

Reg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Administration

Site
Name

Web
Camera

Installation
Number

Installation
Location

Seoul
Administration

A Site 2
Bridge superstructure,
IC foreground

B Site 1
Site foreground
or Intersection

Wonju
Administration

C Site 1
Bridge superstructure
₩substructure, Cut
slope, Retaining wall

D Site 2
Bridge superstructure
₩sbstructure, Tunnel
entrance, sut Slope

Daejeon
Administration

E Site 1
Bridge superstructure
₩sbstructure

F Site 1 Cut slope

Iksan
Administration

G Site 2
Bridge superstructure
₩sbstructure

H Site 2
Bridge superstructure,
Tunnel entrance

Busan
Administration

I Site 2 Bridge superstructure

J Site 1

Section of existing
road management
Intersection
construction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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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모니터링 구축을 위해 웹카메라 설치에 따른 비

용 처리방안을 살펴보면, 부산국토청의 2개 현장은 안

전관리비에 포함시켜 처리하 으며 나머지 현장은 공사

내역서의 부대공 공종 내에 신규 항목(웹카메라설치비)

을 추가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 처리하 다.

현장모니터링시스템의 시범적용 대상 현장의 선정은

지방국토청별로 2개 도로건설현장을 선정하여 총 10개

의 건설현장으로 선정하 다.

현장모니터링을 위한 웹카메라 설치는 우선, 현장 취

약지점, 자재₩장비 적재지점, 위험작업 수행지점 등 전

체 공사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

다. 또한 절개사면, 터널입구, 교량상부, 교량하부 등

구조물의 전체 또는 특정위치를 볼 수 있는 지점 등 주

요 구조물의 진척현황 파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

다. 아울러 발주청 또는 감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설치하 다.

6. 시범적용에 따른 효과분석

시범적용에 따른 효과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효과분석과 원격 현장관리에 따른 소요시간 및 비용 절

감에 따른 정량적 효과분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

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효과분석은 웹카메라

시범적용 현장의 웹카메라 활용 및 운 효과를 조사하

으며, 조사방법은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조사대상은 10개 시범적용 현장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및 감리단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 결과, 현장모니터링시스템의 활용은 일일

평균 1~2회 접속하여 10~20분/회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웹카메라 활용 목적은 현장 작업상

황 파악, 취약지점 현황파악, 현장작업자 안전사고예방,

현장기상상황 확인, 현장장비 도난방지 및 작업위험요

소의 사전예방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장별로 다

양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활용에 따른

만족도는 업무에 다소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

(88%)을 제시하 으며, 웹카메라 구축비용 대비 효과

또한 긍정적인 답변(93%)을 제시하 으나, 현장 작업자

의 사생활 노출에 대해 다소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웹카메라의 구축 확대 여부는 전면적인 확대 적용보

다는 1종₩2종 시설물이 있는 현장 등 특정 현장에 웹카

메라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량적 효과분석은 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를 대상

으로 국토해양부 및 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 및 감리

단의 업무담당자로 구분하여 소요시간 및 비용절감액을

산출하 다. 비용절감액 산출은 현장이동과 현장점검에

따른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따른

인건비와 현장이동에 따른 유류비를 산정하고, 이를 합

산하여 비용절감액을 산출하 다. 웹카메라 장비 설치

비용의 산정은 설치 시 전기인입 및 통신라인 구축이 원

활하고, 하나의 현장당 회전형 웹카메라 2개소 설치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 다.

이를 통해 웹카메라를 활용한 원격 현장관리는 기존

현장관리 방식에 비해 약 35%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도 건설현장이

현장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기인입 및 통신라인의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어 태양열 축전

지, 고비용의 안테나 및 데이터 중계기의 설치가 요구됨

에 따라 현재 설치비용의 2배~3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

되어 비용절감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효과분석은 크게 긍정적인 측

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현장의 24시간

안전 감시체계 확립이 가능하다. 현장 작업자 등의 안전

의식 고취 및 현장 작업 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현장 취약지점에 대한 안전점검을 현장모니

터링으로 대체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인력,

자재, 장비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를 실시간 기록 관리함

으로서 사후 조치가 가능하며 현장의 자재 및 장비의 도

난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하다. 

둘째,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공사진행 현황의 실시간

원격조회가 가능하다. 현장의 기상변화 또는 기상악화

에 따른 현장상황 파악이 가능하며 작업자의 잘못된 작

업공정을 실시간 파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으

며 발주청 공사관리관 및 비상주감리원의 현장방문 감

소로 인한 비용이 절감된다. 특히 웹카메라 설치에 따른

현장모니터링의 효과는 운 상의 효과 이외에 공사작업

자의 심리적인 안전관리 준수 등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났다.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웹카메라 구축 및 유

지관리 비용이 공사비에 반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건

설사 자체 비용으로 구축함으로써 웹카메라 확산에 저

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시설물 공사일 경우,

웹카메라는 공사 종료시까지 고정 설치되어 운 되나,

도로확₩포장 공사일 경우, 웹카메라는 공사 진행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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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속적으로 이동 설치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웹카

메라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비용 대비 효과가 저조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카메라 구축 및 유지관리에 따른 설

치, 운 , 유지관리, 소요비용의 공사비 반 등 제반사

항에 관하여 정의한“건설현장 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하 다. “건설현장 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운 가이드”는 국토해양부 및 소속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원격현장관리를 목적으로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 하는 경우, 해당 업무담

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7. 현장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현장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웹카메라 설치

에 따른 현장여건 등 여러 요소들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고려사항을 도출하 다.

첫째, 현장모니터링 대상현장 선정 시 해당 건설현장

의 공사진척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만 개

설된 공사 초기의 현장보다는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현장 위주로 현장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웹카메라 설치 지점에 전기 및 통신라인 인입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부분 웹카메라를 설치하는

공사지점은 현장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전기 및 통

신설비 연결에 어려움이 발생된다. 특히 전기인입이 되

지 않을 경우, 태양열 축전지를 이용할 수 있으나 설치

비용이나 작동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장모니터링 적

용에 한계가 발생된다.

셋째, 현장모니터링을 위한 화면 전송속도를 고려하

여야 한다. 웹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은 대부분 산간 오지

에 위치하여 광통신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신속

도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해당 웹카메라 화면의

끊김 현상이 발생된다. 특히 현장의 화면 전송속도는 현

장에 설치된 통신라인에 따라 결정되며 전체 건설현장

의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수 현장

의 상정보를 송수신함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건설현장별로 구축한 상송수신 서버(AV서

버)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장에 구축된 상송수신

서버별로 다양한 방식에 따라 상이 송수신됨으로서

현장모니터링시스템과의 연계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건설현장의 현장모니터링을

위해 상송수신 서버 규격의 통일이 필요하다.

다섯째, 웹카메라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야 한다. 현장의 자재 도난 등은 방지될 수 있으나, 웹카

메라 관련 장비 자체의 파손 및 도난사고의 예방이 필요

하다. 또한 잦은 폭우, 폭설, 눈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웹카메라 및 관련 장비의 고장이 발생되면 현장 방문 및

조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8. 결론 및 기대효과

웹카메라를 활용한 현장모니터링시스템은 현장별로

작업상황 파악, 취약지점 모니터링 등 다양한 목적에 활

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장에 웹카메라 설치 이후 효율적

인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에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현장별로 현지 사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원격

현장관리를 위해 모든 현장에 현장모니터링 관리 체계

를 전면 적용하는 것보다 주요 현장(시설물 관련 공사)

중심의 현장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현장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국토해양부 및 지

방국토관리청에서는 불필요한 현장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 및 중점관리현장, 공정관리 등 각종 공

사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원격지에서 가

능하게 되었다. 또한 현장의 취약지점에 대한 위험요소

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함으로서 작업환경의 정비가

가능하며, 천재지변에 따른 각종 재난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

취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의 근절을 통한 시설물의 품질

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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