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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dependency upon the construction equipment is getting bigger and the mass of equipment
cost is increase, those are indirect evidence of important of equipment. But construction field has the
characteristic that is the various activities and wide work area. These make many problems in the
operating of equipments. These problems bring about diminution of workability and productivity, in
result it makes increase of cost and time. Owing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introduce of
Telematics technique. This study analyzes process into its work and management for construction
equipment using at the land work, and will apply Telematics to the field equipments.

서론1.

근래 들어 과학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실시간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은

물론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공하여 정보의 수요자가 원하는 바대로 어떠한 형태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촉구된 각 산업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그 기술을 개발한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그 기술을 기반으로 타 산업에도 응용되어 또 다른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 간의 기술 교환은 근본적으로 정보통신 산업이 일으킨

혁명적 결과를 보다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활용되고 기반의 텔레매틱스 기술을 건설산업의 장비 운GPS

용 부분 적용의 타당성과 함께 적용 시 예측되는 기능을 분석하였다.

텔레매틱스 기술2.

텔레매틱스의 정의2.1

텔레매틱스는 과 가 합쳐진 용어로 정의가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Telecommunication 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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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술 무선통신 기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결합하여 차량과, GPS , ,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정보서비스를 의미한다 텔레매틱스는 최근 유.

비쿼터스라는 시대적 패러다임과 무선 및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텔레매틱스의 기능과 활용2.2

텔레매틱스는 사용목적에 따라 도로정보 안전 및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이동통신기술과 위치추적 기술을 이용하.
여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사고처리 도난신고 도로안내 생활정보 안내 등을 운전자에게, , , ,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엔진에, .
내장된 컴퓨터를 통해 주요부분의 상태를 점검하여 언제든지 정비사에게 정확한 고장위치와 원인

을 알려줄 수 있다.

컴퓨팅하드웨어 주변장치/ 무선통신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마이크로 프로세서 GSM, PDC, CDMA, TDMA 디지털 압축(MPEG)

메모리(Flash) 2.5G/3G Cellular DSP

CD/DVD 디지털 라디오(DAB, DVB, DSR) 3D Acoustic

음성인식 LAN 디스플레이(LCD, HUD)

문자의 음성변환 Ku/Ka Satellite 고속데이터 버스

액세스(xDSL, Cable, Wireless) Bluetooth Conditional Access

고속 인터넷 WAP/WML 스마트 카드

라우터 DVD/MP3 Playback

출처 문형돈: (2001)

표 텔레매틱스 지원기술1.

텔레매틱스 적용 대상 공종의 선정3.

텔레매틱스 기술을 건설현장에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건설기계에 적용을 위한 적절한 대

상 공종의 선택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장비가 운용되고 있으나 모든 장.
비가 본 텔레매틱스 기술에 적용되기는 적절치 못하며 건설기계가 운용되는 시점에서 빠른 의사

결정에 근거하여 다른 장비와의 협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생산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공종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종의 선택을 위해서는 타당한 분석방법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종을 선택하기 위하여 를 적용하였으며 로서 현장 기사와Concern-Rating Method Raw-Data
장비 운용기사의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였다.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운용 현황3.1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운영의 문제 도출을 위해 작업의 지시부터 작업 종료 후 확인까지의 과

정을 조사하였다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일반화한 건설기계 운영 프.
로세스는 그림 과 같다1 .
작업지시 작업확인 등 건설기계와 관련된 작업들을 위해 현장관리자는 일 평균 시간 이상의 시, 1 1
간을 이동하는데 사용하며 이동을 위해 준비하고 기타 건설기계 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작업 전체로는 시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2 .



그림 1.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운용 현황

건설현장의 특성3.1.1

건설작업은 대부분이 외부의 여러 장소에서 여러 공정이 실시되어 현장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

기에 무리가 있다 특히 토목공사 현장은 그 범위가 넓어 현장관리자는 여러 곳을 이동하며 작업.
을 확인해야 하므로 업무 중 많은 시간이 이동 중에 소비된다 이로 인해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
있는 시간이 줄고 부수적으로는 차량 연료비와 유지비용이 늘며 이동거리가 길 경우 신속한 문, ,
제 해결이 어렵다 또한 여러 장소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현장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작업정보를 수.
집하는데 제약이 있어 이는 현장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

건설기계의 특성3.1.2

건설기계는 작업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 충격이 신체에 직접 전달되어 이로 인한 피로는

작업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단순 반복 형태의 작업이 많고 작업현장이 현장사무소로. ,

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근거리라도 접근에 제약이 있어 건설기계 기사는 장시간 작업 시 고립,

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건설기계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장비 워밍업 연료 보충 오일 교환, , ,

그리스주입 등 추가작업이 요구되어 건설기계 기사는 장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를 인해 건설기계 운전자는 일반 노무자에 비해 추가적인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

복합적 특성3.1.3

건설기계 운영과 관련 현장과 장비의 복합적 특성은 작업내용의 전달과 변경 진행상황 및 결, ,

과 확인 등에 영향을 미친다 작업 수행을 위해 서로 대면하는 작업이나 무전기 핸드폰 등 통신. ,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소음 또는 조작의 제약으로 인해 작업을 멈춰야 한다 이는 작업 시.

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결국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작업 업무 내용 수행방법

작업 지시
작업 시작시 작업 범위의 전달․
작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전달․

직접 전달․
핸드폰 및 무전기 이용․

작업 확인
작업 진행 상태 확인․
작업 완료 상태 확인․

핸드폰 무전기 이용 장비기사현장관리자/ ( )․
육안으로 직접확인․

돌발상황 대처
작업 중 관리자의 결정이 요구․
되는 항에 대한 조치

핸드폰 및 무전기 이용하여 조치사항 전달․
직접 현장 방문 후 육안으로 확인 후 조치사항 전달․

표 건설장비 관련 업무2.



텔레매틱스 적용 대상 공종 선택의 타당성 분석3.2 : Concern-Rating Method

본 연구를 위하여 텔레매틱스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었을 때 가장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상 공종으로 토공사를 가설로 선택하였다 토공사는 건설공사에서 굴착 싣기 운반 쌓기 등 흙. , , ,

을 다루는 공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건설기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작,

업이다 건설기계의 협업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며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의한 업무.

지시가 필요하므로 텔레매틱스 기술의 주요 기능을 소화 할 수 있는 요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토공사는 대부분의 건설공사의 기초가 되는 공종이므로 이로 인해 토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전체 공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분. Concern-Rating

석 방법을 통하여 토공사가 텔레매틱스 기술이 건설현장 도입됨에 있어 그 타당성을 실험할 수

있는 적절한 공종인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와 그림 와 같다3, 4 2 .

표 에서는 토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굴삭기와 덤프 그리고 도져 각각의 가장 주된 역할을3

으로 표시하였으며 표 에서는 각 장비의 를 정량적으로 표시하였다Concern-Rating 5 Cast-Impact .

이러한 표 과 표 의 결과를 통해 과 의 상관관계를 표시하면 그림3 4 Concern-Rating Cost-Impact 2

와 같으며 이를 통하여 장비의 역할 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간의 상관성으로 보아 텔레매틱스의

주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덤프와 도져 굴삭기 각각의 고유한 업무가. ,

가 높게 나온 것은 예측된 결과이지만 그림 에서 사분면의 측량업무가Cost-Impact 2 2

는 낮지만 이 높게 나온 결과는 장비가 서로 조합됨에 있어 서로간Cost-Impact Concern-Rating

의 위치관계를 파악과 함께 고유 업무량의 신속한 전달과 같은 빠른 의사결정은 협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굴삭기.

로 굴착 및 흙 싣기 덤프트럭으로 흙 운반 도저로 평탄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텔, ,

레매틱스의 도입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Concern rating
#1 #2 #3 #4 #5 Total Idleness

Rating
Overall
Rating1 2 3 4 1 2 3 4 1 2 1 2 3 1 2 3 4 H M L

굴

삭

기

작업준비 L - M H M H M - H L M M M L L - L 3 6 5 M 6

흙 뜨기 M H M H H H H H M H H - H M - - H 10 4 - H 13

흙 담기 M H M H H H H H M H H - H M - - H 10 4 - H 13

덤

프

측 량 M - M M M H H H H M H H H H L M M 8 7 1 H 11

자리잡기 L - M H M H L M M M M L M M - - L 2 8 3 M 6

이 동 - H M H H H H H M M M - H M - - M 7 6 - H 10

도

져

덤프하기 - - M H M H H - M M M L M L - - L 3 6 3 M 6

작업준비 L - - H M H M - H L M M M L - - L 3 5 3 M 6

흙 밀기 M H - H H H H H M H H - H M - - H 10 3 - H 12

측 량 M - - M M H H H H M H H H H L M H 9 5 1 H 11

주) L : Low, M : Medium, H : High

표 3. 토공사를 대상 공종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 개 현장Concern-Rate (5 )

Concern rating
Task (%) Total Cost

Impac t(%)20 %

굴
삭
기

작업준비 ① 1.5 0.3

흙 뜨기 ② 19.0 3.8

흙 담기 ③ 19.0 3.8

측 량 ④ 5.0 1.0

덤
프

자리잡기 ⑤ 2.0 0.4

이 동 ⑥ 14.0 2.8

덤프하기 ⑦ 14.0 2.8

도
져

작업준비 ⑧ 1.5 0.3

흙 밀기 ⑨ 19.0 3.8

측 량  5.0 1.0

평 균 10 2

표 4. Cost Impact

그림 2. Cost-Concern Matrix



텔레매틱스 도입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예측 시 고려요소4.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고려요소4.1

텔레매틱스 적용시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투

자 비용과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노무비 절감비용 작업시간 증대로 인한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

대비용이다 경제성 분석을 위한 불확실한 고려요소에서 잉여시간을 어떤 작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에 따라 기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실제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산정하,

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구 분 추가 요소 사용 목적 비 고

건설
기계

무선 카메라 작업 현장의 확인 탈부착 고정비용/

송 수신기DGPS · 건설기계 위치 확인 및 작업량 확인 탈부착 고정비용/

단말기 작업 관련 사항 시각화 탈부착 고정비용/

통신장비 모뎀( )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한 매개체 탈부착 고정비용/

각종 센서 작업물량 감지 및 유지관리에 따른 건설기계 점검 고정 고정비용/

기타 입출력 장치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데이터 입출력 탈부착 고정비용/

현장
사무소

DB Server 현장 발생 의 저장DB 고정 고정비용/

통신장비 모뎀( )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한 매계 탈부착 고정비용/

시스템 운영 Software 건설기계 및 현장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고정비용

장비관리 프로그램 건설기계를 효과적으로 관리 고정비용

기 타

시스템 관리자 전체 시스템을 운영 인건비 정기비용/

통신비용 및서비스이용비용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서비스망 사용 통신료 정기비용/

장비 설치 비용 기본 장비의 장착을 위한 비용 고정비용

표 5. 텔레매틱스 도입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시 고려요소

구 분 비용 감소 요인 효과

명확한 비용
산정이 가능한

요소

장비 조장 비용 장비 중앙관리를 통한 장비조장의 최소화

장비 조수 비용 시스템에 의한 장비관리를 통해 장비 조수의 역할 최소화

측량 관련 비용 측량의 자동화 및 최소화로 인한 비용 감소

현장 방문 비용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횟수를 최소화하여 연료비 및 차량 유지비 절감

명확한
비용산정이
어려운 요소

현장관리 기회비용 현장관리자의 현장방문을 최소화하여 다른 작업으로 전환시 기대비용

장비관리 시간 감소 장비관리 시간의 최소화를 통해 주요 작업시간의 증대로 인한 기대비용

작업시간 증대 측량 통신시간 등의 시간 감소를 통해 주요 작업시간의 증대로 인한 기대비용,

텔레매틱스 기술도입에 따른 비용 증감 요인4.2

앞서 제시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각 요인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의 증감 요인

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표( 7).

증감 요소 대상 요소 내역

텔레매틱스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추가 요소

건설기계 대상

무선 카메라 작업 현장 확인

각종 센서 작업 물량 확인 및 돌발 상황 대응방안 확인

송수신기DGPS 건설기계 위치 확인 및 작업량 확인

기타 입출력 장치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입력 및 음성 출력 장치

단말기 작업내용 확인 및 돌발 상황 대응 방안 확인

통신장비 모뎀( ) 데이터 송수신 인터페이스

추가 장비 설치 비용

현장 사무소 DB Server 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장 및 제공Data

표 7. 텔레매틱스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감 요소



결 론5.

본 연구는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건설현장 적용의 예상효과와 이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해 보고자 했다 특히 건설공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장에서 건설장비의 생산성 관리의 중요. ,

성을 고려하여 건설장비를 대상으로 그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를 이용하여 텔레매틱스의 건설현장 도입은 부분적인 기술의 보완을Concern-Rating Method

통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건설현장에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도입에 의하여 발생 가,

능한 변화를 예측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텔레매틱스 도입에 따른 타당성 분석에 요구되는 요소들을 도출해 보았으며 타당성,

분석 시 예상되는 비용요인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 텔레매틱스의 현장 적.

용을 위한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활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건설 산업에서 생산성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채택되는 자동화 신기술의 경제

성과 타당성 예측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예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 건설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현장작업의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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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리처( )

대상

시스템 운영 Software 텔레매틱스 장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통신장비 모댐( ) 데이터 송수신 인터페이스

장비 관리 프로그램
건설기계에서 수집된 를 바탕으로 건설기계 관리를 위Data
한 기능 제공

기타

시스템 관리자 본 시스템을 운용하는 중앙 관리자 및 정보기술 보유 인력

통신비용 기존 통신 인프라의 사용료

유지보수 및 서비스비용 발생 가능한 유지 보수 비용 및 업그레드 비용

텔레매틱스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감소 요소

비용 산정이

가능한 요소

장비 조장 비용 중앙 관리를 통한 장비조장의 대체 기대비용

장비 조수 비용 중앙 관리를 통한 조수 대체 기대비용

측량 관련 비용 측량 자동화로 인한 기대비용

간접비용 기존 시스템 운용 시 장비관리에 소요되는 간접비용

명확한 비용

산정이 어려운

요소

현장 관리자 기회 비용 현장관리자 장비관련 업무 전환 시 발생하는 기대비용

장비 관리 시간 감소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시 절감되는 잉여시간

측량시간 감소 자동화 측량으로 인한 잉여시간

의산전달 과정에 의한 감소 업무지시와 같은 의사전달 과정의 대체에 따른 잉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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