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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미국 상공부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60

년대부터 90년대까지 농업부분을 제외

한 미국 전체 산업의 생산성이 1.7% 향

상 되었는데 건설분야는 0.5% 생산성이

감 소 되 었 다 . FIATECH (Fully

Integrated Automated Technology)

은 이러한 위기의식과 함께 기존공기의

30-40% 향상과 투자비의 30-40% 절

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1999년 미국

CII의 Breakthrough Committee와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제안

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CII의 부속 연

구단체로 출발하였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인 NIST

SEMATECH 과 NCMS(National

Center for Manufacturing Science)

를 기본 모델로 하여 건설관련업체

(Engineering/Procurement/Constru

ction Firms), 대학(Universities), 기

술개발업체(Technology Developers),

발 주 기 관 (Owners), 연 구 기 관

(Research Institutes)들을 회원사로

하나의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건설산업의

정보의 통합화와 자동화의 활성화를 위

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인은 박사연구과제 수행동안의

NIST연구참여 및 FIATECH과의 공동

워크숍을 통하여 FIATECH의 연구 추

진과정을 접할 수 있었으며 이번 미팅이

본인에게는 세 번째로 참가하는

FIATECH에서 주최의 워크숍이 된다.

이 번 2004 Spring Meeting은

Delaware주의 Wilmington이라는 도

시에서 2004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개

최되었다. 참고로 Delaware주는 미국에

서 첫 번 째 로 명 명 된 주 이 며

Wilmington은 DuPont이라는 다국적

기업의 모태가 되는 도시이다. 이번 미

팅은 AVEVA와 Burns & Roe와

DuPont의 협찬으로 열렸다. 이번 미팅

의 주제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로 "Smart Chip"이라는

RFID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기술의 적

용사례 및 향후 전망, 두 번째로

"Interoperability"기술의 건설산업에의

적용 및 활용 방안, 마지막으로 국방분야

에서의 기 개발된 기술의 건설산업에의

적용방안에 중점을 두고 미팅이 진행되

었으며 미팅은 각 주제마다의 기조발표

에 이어서 전체 미팅 참가자들의 토론으

로 구성되어졌다. 다음은 각 주제별 주요

논의 사항 및 발표되어진 내용들이다.

본론

1. Smart Chip 기술의 건설산업에의

활용방안 :

이 프로젝트는 건설산업에 있어서

Chip기술(RFID, GPS, Sensors등)의

현황 그리고 향후 이 기술들이 건설 현

장, 공급사슬 (Supply Chain), 플랜트

시운전(Operation)등에의 활용가능성을

연구,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

다. 현재 Bechtel, DuPont, Flour,

Intel, Jacobs등 유수의 회사들이 참여

하고 있다. 일단계 연구는 파일럿 프로

젝트를 통하여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플랜트 공사에서의 파이프

에 부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활용

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에는 GPS 기

술과의 접목에 대해 연구를 할 예정이며

자산관리 등에의 이용성에 대해 검토하

고 있다. 시작단계와는 달리 많은 발주

자, 건설회사, 기술개발 회사들이 참여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ntel에서도 관심

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도 참여자들이 현장 활용성에

대해 많은 토론을 벌였으며 특히 한국건

설기술연구원과 건설관리학회에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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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국내의 RFID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향후 협력가

능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2. "Interoperability"기술의 건설산업

적용 및 활용 방안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건설산업에서

이용되는 정보의 원활한 상호교환 및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 종류나 소

프트웨어의 종류에 상관없이 데이터교환

이 자유로운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한 기반확충에 있다.  표준화 연구 및

Open System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

고 있으며 많은 주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관련 소프

트웨어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워

크숍에서 Meridian Project System의

CEO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의제

들을 발의해 주었다. 첫째,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차세대 Open system에 투자

를 하고 있나? 둘째, 회사간의 수준 격차

는 얼마나 되는가? 셋째, 이러한 분야에

의 R&D 투자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비

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제

하에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의

EPC 어플리케이션들의 변화는 XML과

Web 서 비 스 를 기 반 으 로 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아울러

진정한 Interoperability를 위해서는 소

프트웨어 벤더들이 플랫폼을 Web 서비

스와 XML기반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제차 강조하였다.

3. 연방기관 및 국방분야에서의 기 개발

된 기술의 건설산업에의 적용방안

미국의 많은 연구 기관들이 국방성에

서 조성된 연구기금으로 국방과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첨단 기술과 관련된 연구

를 하였으며 건설분야도 그 동안 많은 연

구들이 국방관 관련하여 시작되었다가

얻어진 연구결과를 산업에 적용한 사례

가 많이 있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미

해군에서의 함정제작 프로세스를 통하여

Design Automation과 효율적인 프로

세스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건설 프로세스에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각각의 요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D Simulation,

Visualization 분석들을 어떻게 이용하

였는지와 PDM(Product Database

Management)기술을 이용한 설계에서

제작까지의 통합된 시스템 그리고 공정

관리를 위한 자원관리의 최적화 기술 등

이 소개되었다. 향후 이러한 국방분야의

연구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건설산업에 활

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

이번 Spring Meeting을 참가하면서

그림 1. RFID Test bed (FIATECH)

그림 2. Equipment Life Cycle Work Process (FIA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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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워크숍에 참여했던 2001년도

와 많은 것들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

다. 첫번째로 주요 참여자들의 변화이

다. 그 당시에는 주요 참여자들이 발주자

측 과 기 술 개 발 회 사 (Technology

Developers)이었고 건설업체들은 참여

업체수가 적었으며 신기술의 도입 및 적

용에 대하여 비용문제 때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일부 발주자들이 새

로운 기술(3차원 스캐닝 기술 및 Smart

Chip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였었다. 두

번째와 이번 워크숍에 참여에서는 회원

사 전체가 작성한 커다란 기술지도에 따

른 세부적인 분과로 나뉘어져서 현장 시

험 및 연구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었다.

더욱이 Bentley사의 CEO인 Greg

Bentley와 Meridian Project Systems

의 CEO인 John Bodrozic, Primavera

사의 CEO인 Joel Koppelman등이 참

여하여 건설산업의 IT 분야의 미래에 대

해 전략을 세우고 토론하는 시간에 참여

했을 때에는 부러움에 앞서 "이래서 이들

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인가?"하는 두

려움도 느끼게 되었다. 

미팅에 참여한 70여명의 사람들은 모

두들 자신들이 미국의 건설산업을 위하

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한 자

긍심을 느끼고 있으면서 그보다 더욱 그

들이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공

동체에서 서로의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

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장에 있다는 희열

이었다. 그 동안 우리 건설업계는 IMF와

수많은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이 태어나

고 있으며 변화와 혁신을 끝없이 강조하

고 있다.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이 어떻

게 움직이는지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

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한단

계 더 나 아 가 서 우 리 나 라 에 도

FIATECH과 같은 조직체를 만들고 건

설산업전체에 종사하는 실무 대표자들

이 모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연구하는

공동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러한 조직을 통해 건설산업에도

크게는 타 산업의 정보화 및 자동화 사

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인지에서부

터, 작게는 일례로 플랜트공사에서의

통합화(IT Integration) 성공사례를 어

떻게 초고층공사에 도입할 수 있는가에

까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향

후의 기술개발은 산학연의 상호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한다. 그래야만 개별기업의 독자연구

를 통한 자금부담과 저 효율성에서 탈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모든 산업에서

기업체 연구의 많은 부분이 아웃소싱 되

어가는 추세에 와있다. 우리나라의 건설

업체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FIATECH과 같은 연구의 장을 통

해 산학연이 협동하여 필요한 연구를 발

굴하고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즘 강조되고 있는

Technical Roadmap(TRM)의 작성에

앞서 필요한 고객들과 기술개발자가 고

민하여 Market Roadmap과 Product

Roadmap을 먼저 작성한 후 면밀한 계

획을 통해 TRM을 작성해 하나하나 실

천해 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림 3. DELMIA Solutions (NAVY)

DELMIA Solutions for MP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