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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Near Field Communication)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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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plant market grows up, client demands to increase quality, technology and to reduce construction period. Due to 

the vast scale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complexity of process, plant project can have some problems of communication 

among the project participants, the duplication of work, errors and rework. As a result those cause more costs, delay the 

construction schedule and reduce productivity and quality. Therefore, real-time communication between participants and 

real-time sharing of information such as material, equipment and construction are required in plant project site.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process and develop system using NFC(Near Fiel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with mobile device for plant construction site. Administrators and operators are able to work efficiently using  

proposed process and system which create an environment designed to share and deliver information such as material, 

construc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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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랜트 로젝트는 다른 건설 로젝트에 비해 공사 장

의 규모가 방 하고, 공정이 다른 건설 로젝트와 비교해 

복잡한 로세스를 가지기 때문에 시공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효과 인 공사 리를 하여 다양한 연구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효과 인 공사 리를 통한 공사

의 효율성 향상을 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Song 

et al. 2006, Kim et al. 2011, Jeon et al. 2012, Choi et al. 

2012)가 이루어져 왔다. 랜트 공사의  단계에 걸친 시공, 

진도, 자재, 인력 리를 하여 QR(Quick Response) code,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의 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Kim(2011)의 연구에서는  모바

일 기기 기반 증강 실 기술을 구 하여 장에서 배 시

공 리가 이루어져 보다 효과 인 리가 가능한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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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를 제안하 다. 

하지만 기존에 연구는 랜트 공정  43%를 차지하는 

주요 공정인 배 시공(Kim 2011)에 련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한 IT기술  증강 실을 활용한 배 시공 리 

로세스는 랜트 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을 구 하

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있다. 마커 인식을 한 모바일 

기기에 부착된 카메라의 능숙한 사용이 제되어야 하며, 

증강 실 기술을 구 하기 해선 마커의 크기 한 부재

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여야 하는 문제, 마커를 부재에 부착

시키는 문제, 3D 모델만이 아닌 다양한 도면 시각화 불가

능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랜트 공정  배 시공과 련하

여 부재의 특성과 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 인 

리가 가능하여 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주된 목

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랜트 장의 특성과 기존 로세스를 분

석하고 랜트 배 시공 리에 합한 IT기술을 도출한다. 

도출된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기술의 문제 을 개선한 

로세스  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로

세스  체계를 용한 모바일 기반의 랜트 배 시공

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체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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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랜트 로젝트는 타 건설 로젝트와 달리 미리 제작된 

자재와 설비를 설치하는 공정이 체 로젝트에서 차지하

는 비 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D.U. Kini외 1999). 특히, 배

공사는 랜트 설비의 목  자체이며, 랜트 로젝트의 

공종별 비 에서 43%를 차지하고, 공정 리 측면에서는 주

공정(Critical Path)상에 있는 요한 공종이다(Kim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랜트 공정  배 공사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다. 효율 인 배 시공을 하여 기

존의 활용되었던 기술들을 분석하고 랜트 장의 특성과 

배 시공을 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한 IT 기술을 도

출하고, 도출된 IT 기술들을 용한 로세스  체계를 구

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IT 기술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보

다 효율 인 기술 활용을 하여 IT 기술 융합을 통하여 

장 용에 합성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순서와 세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기존에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IT기술들  랜

트 공사의 생산성 향상에 한 기존 사례  문헌 고찰을 

통해 기존 기술의 특성  개선 사항을 악하 다. 둘째, 

문가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하여 랜트 장에 합

한 IT 기술 도출하고, 배 공사의 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기술 용 가능하며 개선이 필요한 업무 역을 도출하 다. 

셋째, 도출된 기술들의 랜트 장 용에의 문제 을 분석

하고 기술의 개선  융합을 통한 새로운 로세스와 체계

를 제안하고 이를 반 한 시스템을 개발하 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배 시공 리 시스템과 개선 방안을 용하여 개발

된 시스템간의 비교를 통해 개선 효과를 검증하 다.

2. 기존 IT 기술을 활용한 플랜트 공사관리 

현황 

2.1 플랜트 공사관리 및 기존 IT 기술을 활용한 

공사관리 관련 연구 동향

랜트 로젝트의 성공  수행을 해서는 복잡화 형

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공사 리를 정확하고 신속

히 하여 사업수행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공사 리는 로젝트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비효율 인 정보 리로 인한 작업의 복, 오류, 락, 재작

업 등 비용  공기의 증가, 생산성 하락, 품질 하락 등으

로 인하여 다양한 낭비 요소와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처하고 낭비 요소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련 연구를 

살펴보면 단계마다의 로세스 분석  개선(Jung 2008, 

Won et al. 2009, Song et al. 2009, Arbulu et al. 2006), 배

 제작 공정에서의 작업자 로세스 개선(Lim 2012), 공사 

정보 리 시스템 개발(Kang et al. 2008, Lee et al. 2012)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랜트 공사의 효율성 향상을 하

여 지속 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 자재 리, 물류 리, 생산 리, 공사 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을 한 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와 같은 연구들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한 Lean 

construction을 이용한 리기법과 공장가공배 , 리드타임 

감소를 한 고려사항 제시  PDA, RFID, 모바일 기기, 

증강 실 등과 같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로세스 개선  

시스템 개발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Web, PDA(Personal Digita 

Assistat), Mobile Device, RFID 등과 같은 IT 기술을 활용

한 정보 리  공사 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리가 가

능하며 업무 시간  리를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정보

화  자동화의 방향으로 발 하고 있다.

기존의 IT기술을 활용한 공사 리에 한 연구를 살펴보

면 자재 리, 조달, 이력 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랜트 산업에서 로젝트 리, 공정설계, 랜트 감시 

 진단, 유지보수  리 등  단계의 랜트 IT 융합기

술 황  망 분석(Choi et al. 2012)과, RFID기술을 

용시킨 물류 리 자동화 모델 제안(Song 외 2005)과 같은 

로세스 개선, QR Code를 이용하여 배 공사  배 스

풀의 이력을 유무선망과 연계하여 QR Code로 통합 리하

는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 개발(Jeon et al. 2012),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증강 실 기술을 이용한 랜트 배 시공

리 로토 타입 구축(Kim 2011) 등의 시스템 개발 등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 활

용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실

시간 공사 리의 역으로 확 되고 있다. 하지만 IT기술의 

단편 인 사용만 있었을 뿐 로세스  업무 개선을 한 

환경구축이란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의 융합 인 활용이란 

측면에 있어서는 한계 을 나타낸다.

3. 효율적 배관공사관리를 위한 업무영역 

도출 및 IT기술 융합 모델  

3.1 업무영역 도출 및 분석

기존 로세스 분석  문제  악을 통하여 배 공사

리의 로세스 개선을 한 업무 역을 도출하 다. 도출을 

한 역은 본 연구에서 제한하기로 한 배 시공에 련

된 업무로 한정하 으며 업무도출을 하여 1차 으로 S사

를 상으로 장 방문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보다 범용 인 수요  요구사항 도출을 해 국내외 시공

사(4개社), 력업체(3개社)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이를 종합하여 랜트 배 공사 로세스 내 주요 개선 



문대윤 ․권순욱

124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5권 제2호 2014년 3월

 Fig. 1. Analysis of Pipe work process

공정 항목을 도출해냈으며, Fig. 1은 개선 공정항목   

로세스 개선이 가능한 업무 역을 나타낸 것이다.

의 Fig.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로세스 개선이 가능

한 업무 역으로는 배 설치 계획문서 비단계와 배 스

풀도면  3D 도면 형상화 부분, 설치  검사, 이력 리, 

작업이력 처리 부분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업무 역을 심으로 기존 로세스의 문제 을 

악하 다. 기존 업무의 문제 으로는 크게 정보 리, 검

토 작업의 어려움, 업무 취합에 있어서 비효율성, 장과 

사무실 업무의 분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계단계에서 배 련 정보들이 3D 모델정보로 작성됨에

도 불구하고 시공단계  설치확인 단계에서는 정보를 구

하기 한 환경이 구축되지 못하여 정보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단 되는 문제 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 리의 문제

으로 인하여 3차원으로 다시 해석해야 하며, 시공 장에 

맞게 변환시켜 배 의 크기, 형태, 각도 등을 고려해야 하

므로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하고 수많은 배  사이에서 배

스풀 확인의 어려움이 따른다. 한 설치 이력 리 단계

에서 수기업무  장과 사무실 업무의 단 로 인하여 실

시간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고 이는 곧 통합 인 공정 리

 측면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결과를 래한다. 따라서 도

출된 업무 역과 각 업무에서의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는 

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3.2 배관공사관리를 위한 IT기술 융합 모델

랜트 공사 리에 있어 IT기술의 활용은 랜트 반에 

걸쳐 그 기술의 가치와 실용성에 근거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져 왔으나, 기술의 활용 안과 사용 역에 한 연구는 

없다는 에 근거하여 이를 하여 우선 으로 랜트 건

설 장의 특성에 근거한 IT기술의 우선순 를 도출하고 

랜트 장의 특성에 합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을 가

진다.

랜트 건설 산업에 재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과 앞으

로 가능성 높은 IT기술을 악하기 해 ‘IT 용기술  

유망기술 후보군’을 참고하 다(지식경제부 2011). 한, 

장 연구소 등 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랜트 산업에 유

망한 IT기술을 추가하 다. 자료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추

출한 IT기술의 종류로는 센서(Sensor), QR-code, RFID, 

USN, WNS(Wi-Fi, 무선네트워크), AR, GIS, 로 ·자동화기

술, 3D SCanner, 3D monitor, 모바일기기, 4D CAD, BIM 

등으로 나타났다. 

Maintain
technology

Strengthen
technology

Develop
technology

Reduce
technology

Fig. 2. Modified IPA analysis(Park 외 2012)

랜트건설·IT 융합 수요조사를 악하기 해 총 2회에 

걸쳐 국내외 랜트 업체  련 업체의 실무자를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최소 5년 이상의 실무  연구 경험을 가진 CM사, IT업

체, 국가연구기 , 학교, 건설사, 설계사의 문가를 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 고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설문조사 한 결과 총 72부의 설문지  48부가 회수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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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IT기술  랜트 공사 Process

에 필요한 기술을 도출하기 해 경 략  마  략 

역에서 사용되는 요도·만족도 분석(IPA :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을 응용하여 실시하 다. 

IPA분석은 상 인 요도와 활용도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여 랜트 공사 로세스에 따른 IT기술에 한 평

가  개선 을 악할 수 있는 기법이다. Fig. 2는 랜트 

공사 로세스의 특성에 맞는 기술 도출을 하여 IPA분석 

기법을 변형시킨 분석 개념을 사용하 다. (Park et al. 

2012)

IT기술의 용 도입에 한 수요  요구사항 분석은 

랜트 시공 장에 다방면으로 IT기술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건설 기업을 상으로 한 장, 연구소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 으며 본 연구의 5  척도

로 이루어진 요도·활용도 응답에 한 기술 통계량은 

Table 1, 2와 같으며 이를 토 로 IPA 분석을 실시하 다.

Item 

( IT Technology)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ensor 1.00 5.00 3.6923

QR-code 1.00 5.00 2.6923

RFID 1.00 5.00 3.7692

USN 1.00 5.00 3.5384

WNS 1.00 5.00 3.8205

AR 1.00 5.00 3.7179

GIS 1.00 5.00 3.7179

Robot·Automation 1.00 5.00 3.6923

3D Scanner 1.00 5.00 3.4102

3D Monitor 1.00 5.00 3.6410

Mobile Device 1.00 5.00 4.0256

4D CAD 1.00 5.00 3.7179

BIM 2.00 5.00 3.9230

Total - - 3.64

Table 1. IT Technology Importance statistical value 

Item 

( IT Technology)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ensor 1.00 5.00 2.7692

QR-code 1.00 5.00 2.2564

RFID 1.00 5.00 3.6666

USN 1.00 5.00 2.8974

WNS 1.00 5.00 3.4615

AR 1.00 5.00 3.0000

GIS 1.00 5.00 2.4871

Robot·Automation 1.00 5.00 2.4871

3D Scanner 1.00 5.00 2.4615

3D Monitor 1.00 5.00 2.2307

Mobile Device 1.00 5.00 3.4102

4D CAD 1.00 5.00 2.8717

BIM 1.00 5.00 3.2051

Total - - 2.86

Table 2. IT Technology performance statistical value 

IPA 분석결과 Fig. 3와 같이 제1사분면(기술강화)에 속하

는 WNS, 모바일 기기, RFID, WNS, 모바일 기기, BIM, 

AR, 4D CAD 기술은 요도, 활용도 모두 높은 수치를 나

타내어 랜트 로세스에 필요성이 높은 융합 IT기술로 

도출되었다. 제 4사분면(기술개발)에 포함된 3D Monitoring

은 아직 활용성 부분에서 낮은 수를 가지지만 그 기술의 

요성 인지에 있어 개발을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으로 

단된다. IT기술 체  분포를 보았을 때,  개발된 기술

의 활용가치를 체 으로 상향시킬 필요성을 가지며 이는 

다시 말해 IT기술을 랜트 건설 장의 특성에 맞게 재조

합  개량시킬 필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Fig. 3. IPA analysis - IT Technology

IPA분석 결과를 토 로 RFID, WNS, BIM, AR, 4D 

CAD 등의 기술이 지원가능한 모바일 기기(Smart Phone, 

Tablet PC)를 바탕으로 한 랜트 배 공사 로세스 개

선을 목표로 설정하 다. 특히, 랜트 배 공사 장 IT

기술 수요조사에서 높은 수를 획득한 RFID의 경우 

재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기기에서 지원하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기술로 체 가능하다는 에서 모바

일기기를 활용한 랜트 장의 업무 개선은 의사소통 분

야를 넘어서 기술  분야를 범 하게 포용할 수 있는 

안으로 분석되었다.

4. 효율적 배관공사관리를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개발 

4.1 IT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 프로세스 체계 제안

앞서 도출된 업무 역에서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먼  사무실에서 비가 필요한 업무를 실시간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여 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로세스가 필

요하다. 한 기존의 생성된 정보(2D, 3D 도면, 부재정보)

가 단 되지 않고 각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로세스에서의 문제 을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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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IT기술을 활용하여 장에서 업무가 가능하며 리  

측면에서 효율 인 리가 가능하게 하기 한 로세스로 

변환하 다. 

Fig. 4. Process improvement

 

의 Fig.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바일 기기 기반의 

융합 IT 기술을 활용하여 장에서 실시간 업무, 3D 도면

을 시공단계  활용단계에서 활용,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

능한 로세스를 제안하 다. 

4.2 IT 기술(NFC, 증강현실)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 

시스템 개발 

4.2.1 시스템 개념

Fig. 4에서 제시한 개선된 로세스를 바탕으로 시공단계 

 확인 단계에서의 3D 도면 가시화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

고, 실시간으로 장에서의 업무처리  확인,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하기 한 시스템 개발하 다. 

Fig. 5. Conceptual diagram of system

RFID 기술  모바일 기기에 Chip이 탑재되어 있으며 보

안성이 뛰어난 NFC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증강 실 기

술에 목시켰다. Fig.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NFC Tag 

Marker를 모바일 기기로 인식하여 NFC Tag Marker에 등

록된 그룹핑 된 부재리스트를 출력 받게 된다. 그  련

된 부재를 선택하여 배 정보  도면(2D, 3D), 이력정보 

등을 요청하는 작업을 하게 되며 Web 는 App상에서 

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청 받은 사항들은 서버를 

통하여 달되고 서버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web 는 

App에서 정보를 이용한 기능들을 구 하여 보다 효율 인 

시공 리, 정보 리, 이력 리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한 

장에서 정보를 이용하기 하여 도면 가시화기능에는 모

바일 기기의 카메라를 이용한 증강 실 기술을 용하 다.

4.2.2 기술 보완

증강 실의 기본 인 사용 이론은 상 객체에 증강 실

을 한 Marker를 부착하고 이를 이용하여 3차원 정보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랜트 장의 경우 장규모와 자재 

크기가 방 하기 때문에 Marker 부착과 크기에 문제가 발

생한다. 증강 실의 경우 실물 이미지에 3차원 모델을 출력

하기 때문에 Scale을 자재 크기에 맞출 경우, 멀리서 

Marker를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선 Marker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 마커가 부

착되기 해서는 랜트 장의 특성에 합한 내구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FC 기술을 활용한 

Marker를 개발하여 모바일 기기 내에 탑재된 NFC Chip와 

장 내 설치된 자재에 부착된 NFC Chip와의 송을 통하

여 자재를 인식하 으며, 이와 련된 정보를 서버에서 

송 받아 3차원 모델을 구 하여 기존 증강 실을 하여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환경들과 Marker의 인식을 한 과

정들을 체하 다. 다음 Fig. 6은 랜트 장의 외부환경

을 고려한 내구성을 갖춘 NFC Tag Maker의 상세도이다.

(성균 학교산학 력단, “건설산업 부재 용을 한 

NFC 태그 패키징”, 10-2013-0046473, (2013)) 

Fig. 6. NFC Tag Marker

한 기존의 증강 실 기술로는 카메라를 다루는 숙련도

에 따른 마커 인식문제와 랜트 장의 부재 크기를 고려

하 을 때 크기가 커짐에 따라 용하기 어려운 기술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출력된 3D 모델을 

확 , 축소, 회 기능을 통하여 장 부재와 scale을 맞출 

수 있도록 하 으며, 투 되는 실사이미지와 3차원 모델을 

동시에 실시간 장하는 스냅샷 기능을 통해 장완료 후 

별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4.2.3 시스템 정보 모델

다음 Fig. 7은 시스템의 정보모델을 도식화한 것이다.

Fig. 7의 정모 모델은 UML의 Class 다이어그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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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formation model of system

방법에 의거하여 배 시공 리를 함에 있어 도면정보, 부재

정보, 증강 실을 통한 설치확인  추가기능을 통하여 효

율 인 배 공사 리를 하는데 을 맞추어 제안하 다.

제안된 정보 모델은 사용자가 공통  숙지하거나 공지하여

야 할 사항들에 한 정보공유를 한 Comment Class, NFC 

Tag와 련된 부재들의 도면 정보를 한 Drawing_Info 

Class, 부재들의 스풀단  정보를 한 Spool_Info Class, 

Mat_Info Class로 구성되어진다.

배 공사 리를 한 정보의 흐름을 심으로 정보간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자가 부여된 ID로 로그

인을 하여 권한을 얻게 된다. 모바일에 탑재된 NFC chip이 

배 에 부착된 NFC Tag Marker를 인식하고 련 배  정

보를 받게 된다. 배  정보에는 도면, 스풀단 의 배  정

보, 배  상세 정보, 시스템과 NFC에 한 정보를 받게 된

다. 이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각각의 기능에서 

활용하게 되며 도면정보  배  정보들은 AR 기능과 연

계되어 활용되며, AR 기능을 통한 검사확인 후 화면 정보

를 스냅샷으로 장하게 된다. 

4.2.4 시스템 기능 구성

Fig. 8. Function organization of system

다음 Fig. 8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기능 구

성을 도식화한 것으로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한 NFC 기

술과 증강 실, WNS 기술 활용하여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부재정보확인  3D도면미리보기를 통한 도면선택  

장, Spool 단  부재정보확인, 상세부재정보 확인, 설치확인, 

진도율 확인이 가능한 부재정보기능과 서버로부터 장된 

3D도면 출력이 장에서 가능하며 실사이미지와 3D 모델

링을 스냅샷으로 장하고 장된 실사이미지에서 추가

인 작업이 가능한 증강 실 기능과, NFC Chip을 이용하여 

Tag와 단말 는 단말간의 읽고 쓰기기능, 공지사항  

로그램의 정보를 나타내는 Home 화면 등 네 가지 화면으

로 구성되어있다. 다음 Fig. 8은 App에서의 NFC, Hom화

면을 나타낸다. 

Fig. 9. NFC, Home view  

NFC 화면에서는 최근 실행한 NFC Tag에 련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Read 기능과 NFC Tag에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는 Write 기능 있다. 이 기능을 통하여 NFC Tag 

생성  수정을 리자  작업자가 손쉽게 할 수 있으며 

방향 통신의 기술  장 을 통하여 단말간의 정보 교환 

이 가능하다.

Home에서는 체 공지사항  일정들을 공유할 수 있으

면 로그램의 버  정보를 통하여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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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ipe information view 1 

부재정보 화면에서는 NFC Tag에 장된 정보를 바탕으

로 련 부재들에 한 리스트와 그 부재에 한 미리보기 

형태의 도면이 출력된다. 리자는 이 화면을 통하여 부재

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기능을 통하여 서버로부터 도면을 

받게 된다.

Fig. 11. Pipe information view 2 

한 스풀단 의 부재정보  설치구역, 설치유무, 작업 

진도율에 한 정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2. AR view  

부재정보에서 서버로부터 송받은 도면 일  선택하

여 실사 이미지에 출력하고 출력된 3D 모델을 실제 부재와

의 Scale을 맞추기 하여 확 , 축소, 회 , 이동기능을 통

하여 맞추게 되며 스냅샷 기능으로 장하게 된다. 장된 

실사이미지는 고정되며 이후 맞춰진 Scale과 각도에 따라 

다른 3D 모델이 화면에 출력되게 된다. 

5. 성능 검증 및 활용 방안

5.1 Pilot test

NFC와 증강 실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 랜트 배

시공 리 시스템 장 용을 하여 Pilot test를 진행하

다. 실험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모바일 기기인 Google 

Nexus 10을 이용하 으며,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와 내장된 

NFC Chip을 사용하 고, Marker는 시스템을 해 개발한 

NFC tag Marker를 사용하 다. 인터페이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기 해서 모바일 기기의 터치 형식을 사용하 다. 

장소는 랜트 장 용에 앞서 로세스 확인  배 의 

정보와 3D 모델을 투 하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학

교 건물의 기계실에서 진행하 다.

Fig. 13. Pilot test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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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ig. 13은 Pilot test 진행 순서  Test 모습을 나타

낸다. 실험을 하여 3차원 BIM 모델에 한 정보를 서버

에 장하고 NFC tag Marker에 부재ID 정보를 입력하

다. App으로 로그인 한 후 모바일 기기 내의 NFC Chip과 

NFC Tag Marker가 인식되며 인식되는 과정에서 로그인 

한 사용자에 한해서 NFC Chip의 보안알고리즘이 자동 

용되며 인식을 하게 된다. 배  는 장비에 부착된 NFC 

tag Marker와 모바일 기기 내 탑재 된 NFC chip 간의 근

거리 통신을 통하여 부재ID 련 정보를 인식하고 그와 

련된 부재 정보를 App상에서 확인한다. 이 후 서버로부터 

3차원 정보  배  정보 등을 수신하게 된다. 장된 도면

을 이용하여 실사 이미지를 카메라를 통해 바라 과 동시

에 수신 된 3차원 모델 투 하여 확 , 축소, 회 , 이동을 

통한 scale 조정을 하고 스냅샷 기능을 통하여 장한다. 

장된 실사이미지와 3차원 모델을 동시에 실시간 장하고 

장된 실사이미지는 고정되며 이후 맞춰진 Scale과 각도에 

따라 다른 3D 모델이 화면에 출력되게 되며, 증강 실기능 

화면에서 부재정보 출력 한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실시

간으로 배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3차원 모델을 통한 

배   후속공정에 한 이해가 용이하다. 

Pilot test는 NFC tag Marker의 부착과 인식, 모바일 기

기를 통한 부재와 3차원 모델 간의 scale 조정과 스냅샷 기

능 활용  이후 추가기능에서의  다른 배 의 정보 출

력기능을 활용하 다. 부재의 규모가 크고 환경  어려움이 

많은 장에서의 활용가능성과 본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를 

통하여 개선된 업무 용과 3차원 모델을 장에서 활용 가

능하게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의 용가능성

에 한 검증을 하 다. 하지만 WNS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

야 하는 테스트 조건과 실제 장에서의 다양한 부재와 각

각의 모듈에 한 용이 필요하다는 한계 이 있었다. 

5.2 시스템 적용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비교하기 하여 기존 로

세스 방식과 기존 모바일 기반 증강 실을 이용한 시스템

(Kim 2011) 방식과의 작업 소요시간을 비교 분석하 다. 소

요시간 측정 작업에는 배  설치 확인 작업 이  단계와 

배  설치 획인 작업 두 단계로 나 어 조사하 다. 한 

성능  시간 측정을 하여 총 5회에 걸쳐 수행하고 이에 

한 평균값으로 비교하 다. Table 3은 각각의 방식의 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결과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발된 시스템의 용은 마커 부착  매핑 작업, 도면  

시방서 비, 설치 검토 작업에서 시간의 단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체계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모바일 기기에 3D 모델을 장하는 작업에 걸리

는 시간은 모바일 기기의 통신 성능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

로 비교를 배제하 다.

Work

Working hour(Min)

As-is  
Process

existing 
AR system

To-be 
process

Preparation for 
Pipe installation

Quality inspection of Pipe 5 5 5

Attaching Marker - 0.5 -

mapping work
(Maker and pipe ID)

- 3 0.5

Checking Pipe 
installation

Preparation of drawing and 
specification

6 - -

examination of installation 1 0.3 0.2

Table 3. Comparison of Working hour  

Fig. 14와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

안한 기술 보안  작업 로세스 개선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에 비하여 로세스가 축소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14. Comparison of existing AR system and New AR system 

Classification existing AR system New AR system

Preparation of 3D model

<condition>
 · Read Only VRML format
 · Need format conversion
 · Save file in mobile
   device
<time>
 · Need to extra time for  
   conversion of format

 · Read 3D model format
  

Preparation of Marker

<condition>
 · Consider Marker size
  (related to pipe size)
 · Impossible to reuse
 · ID Mapping work

 · Possible to reuse
   (NFC Function)
 <condition>
 · Consider ID-grouping

Implementation of AR for Pipe 
Installation

<condition>
 · Fixed distance and 
   angle for AR
 · Need to user's camera 
  skill(difference of scale 
  between 3D model 
  and pipe)  
 · Display Only saved 
   model

<condition>
 · Select drawing for AR
 <time>
 · Need to time for 
   downloading drawing
 

Checking Pipe installation
<condition>
 · Spool unit(3D model is 
   not divided)  

· Divide layout into each 
  materials

Table 4. Reviewing test condition and performance 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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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랜트 로젝트의 효과 인 배 시공 리

를 해 IT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IT 기술에 합한 업무

역을 악하기 하여 기존 로세스 분석  문제 을 

분석하 다. 분석된 문제 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기 한 

새로운 형태의 융합된 IT 기술을 활용한 로세스를 제안

하고, 이를 반 한 모바일 기반의 NFC기술과 증강 실 기

술을 활용한 배 시공 리 시스템 개발  로세스의 효

과 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체계  로세스는 최근 랜트 

산업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기술들인 WNS, BIM, NFC, 

AR,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3D 도면을 활용하

며 장과 사무실간의 업무 분리를 최소화하기 한 방안

을 담고 있다. 한 이러한 체계  로세스를 용하여, 

기존의 모바일 기반 AR 시스템이 갖고 있던 랜트 장

의 부재의 크기에 따른 마커제작에 드는 별도의 작업과 카

메라와 마커 간의 거리  에 따른 인식 문제, 마커의 

내구성 부족에 따른 부착 문제 등을 해결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NFC와 증강 실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로세스  시스템은 배 시공 리를 한 것이다. 

향후 배 시공공종 뿐만 아닌 타 공종에 한 리와 공사

리만이 아닌 종합 인 리를 한 추가 연구와 시공단

계에서 국한되지 않고  단계에서 활용가능 한 로세스

로 확장 가능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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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랜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발주자의 공기단축을 한 품질, 기술에 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다른 건설 로젝트에 비하

여 랜트 로젝트는 방 한 규모와 복잡한 공정으로 인하여 로젝트 참여자간의 의사소통 , 작업의 복, 오류, 락, 재시공 등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참여자간 장에서 부재, 장비, 공사에 한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 인 배 공사 리를 한 모바일 기반의 NFC, AR기술을 활용하여 로세스 개선  시스템 구축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세스  시스템은 장에서 실시간 인 정보공유  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통하여  

장에서 보다 효율 인 공사 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 된다.

키워드 : 배 공사 리, 근거리통신, 증강 실 모바일 기기

Stream Analysis of Construction Supply Chain : Case 

Study on Pipe Supports used in Power Plants" 10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Group for Lean 

Construction, Gramado,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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