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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ed for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increasing in order to improve productivit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established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road map to commercialize the smart construc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is also underway. However, due to the lack of cost estimation standards for such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to be deployed to actual sites,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are not actively applied to 

construction sites. In particular, cost estimation standards are needed for construction machinery equipment with ICT 

technology that is currently available for commercialization. Therefore, as a prelimina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mart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standards,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ICT construction estimation standards in 

Japan and present them as basic data for standar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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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설 산업의 생산성향상과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스마트건설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스마트건설기술 상용화를 위하여 스마트건설 기술로드맵을1) 수립하였으며, 이와 관련 연구개발도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이 부재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현재 상용화가 가능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건설 장비를 활용한 공종들에 대한 전문화

된 공사비산정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ICT 적산기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 스마트건설 공사비 

산정 기준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본 ICT 건설기술 적용 사례조사

2.1 ‘i-construction’

일본은 건설업계의 노동인구 부족상황에서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설 산업 전 과정에 ICT기술을 도입하여 2025년까지 건설

생산성 20% 향상을 목표로 하는 ‘i-construction’ 정책을 2016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표 1. 건설생산프로세스 내 ICT기술의 전면적 활용 계획

측량 설계·시공계획 시공 검사

드론 활용 3차원 측량 3차원 측량데이터에 의한 설계 시공

계획

ICT 건설기계를 활용한 시공 드론 등에 의한 3차원 측량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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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 ICT공종 시공패키지 표준단가 운영 현황

토공(ICT) - 굴삭(ICT), 성토(ICT), 노상성토(ICT)

법면 정형공(ICT) - 법면 정형(ICT)

노반공(ICT) - 불육조정(ICT), 하층노반(ICT), 상층노반(ICT)

ICT 준설공, ICT지반개량공, ICT 부대구조물설치공 등으로 확대
예정

표 3. 토목공사표준적산기준서 내 ICT시공패키지 단가 예시(굴삭 ICT 사례)

항목 규격 비고

기계

K1

ICT
백호(크롤형)〔표준형·초저소음형·배출가

스 대책형)〕
산적용량 0.8㎥ (평적용량 0.6㎥)

- 임대료
-「오픈커트」에서 시공수량
50,000㎥미만의 경우

- 편절굴삭의 경우

K1
백호(크롤형) 〔표준형·배출가스 대책형

(제1차 기준치)〕
산적용량 1.4㎥ (평적용량 1.0㎥)

-「오픈커트」에서 시공수량
50,000㎥이상의 경우

K2 ICT건설기게경비가산액 (백호)

노무
R1 운전수 (특수)

R2 보통작업인 - 편절 굴삭의 경우

재료 Z1 경유 1.2호 패트롤 경유

시장
단가

S -

i-construction은 ‘ICT의 전면적인 활용(ICT토공)’, ‘규격의 표준화(콘크리트 공사)’, ‘시공시기의 표준화’ 3대 분야를 바탕으

로 추진되었으며, 이중 ‘ICT의 전면적인 활용(ICT토공)’을 위해서 전 건설생산프로세스에 ICT 기술 도입을 위하여 측량, 설계, 

시공, 검사에 15개의 기준을 수립·정비하고 ICT 활용공사의 적산요령을 수립하였다. 

2.2 ICT적산기준 추진방향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하는 ‘토목공사표준적산기준서’에는 ICT

기술을 적용한 적산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시공패키지형 

표준단가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6년 ICT 토공과 ICT 법

면정형공의 적산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노반공, 준설공, 지

반개량공, 법면공, 부대구조물 설치공 등 세부 공종으로 점차 확

대 시행 중이다. 또한 ICT 활용공사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으로, 

발주자가 ICT적용을 지정하는 발주자 지정형과, 계약 후 시공자가 ICT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공자 희망형 발주정책을 시행 중이다. 

2.3 ICT적용 토목용 적산기준

‘토목공사표준적산기준서’에서 제시하고 있

는 ICT공종의 시공패키지에는 적용범위, 시공

개요, 시공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범위

에는 적용 가능한 범위와 적용이 불가능한 범위

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공개요에는 시공과정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시공패키지에는 시공량, 

장애물 유무 등 현장 상황에 따른 조건을 구분

하고, 그에 따른 투입 기계, 투입 인원, 투입 자

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공종별, 

규격별 시공패키지 단가를 결정할 수 있다. 

2.4 ICT활용공사 적산요령

‘토목공사표준적산기준서’에 ICT 시공패키지 단가를 수록하기 전 사전 시행 단계로 ICT 활용공사 적산요령을 공개하고 있다. 

ICT 활용공사 적산요령에는 ICT 공종에 대한 실제 적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CT 활용공사 적산요령은 크게 1. 적용범위, 2. 

기계경비, 3. 3차원 측량 및 3차원 설계데이터 작성비용, 4. 발주방식에 따른 적산방법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ICT 

기계경비의 경우 기계경비(임대료 또는 손료 제시), ICT건설기계경비 가산액, 보수점검비, 시스템 초기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는 ICT기술 적용을 위한 각종 기기 부착비용, 시스템 초기 도입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결 론

본 연구는 일본 i-construction 도입현황과 ICT건설 적산기준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 스마트건설 공사비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였다. 향후 국내에서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스마트건설기술을 도입 초기투입 비용을 도출하고 

투입 소요품 조사 및 생산성측정 등을 통해 스마트건설 공사비산정기준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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