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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건설산업에서의 디지털뉴딜은 단순 숙련공에게 의존

했던 건설현장을 정보기술(IT) 등 신기술과 결합해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디지털 산업과 전통 산업인 건설업이 만나

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한국판뉴딜 `SOC디지털화`에새

로운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201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조사 [1]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자동화기술의수준은선진국대비기술격차가매

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기술 보유국(미국)의 건설기술

자동화 기술 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 국내 건설현장 자동

화 기술 수준 및 기술격차는 평균 65.68%(3.77년) 수준으로,

이에대한기술경쟁력확보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BIM 설계 자동화 기술 61.36%, 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기

술수준은 62.14% 수준으로타기술대비상대적으로낮은기

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적측면에서도설계-시공간오류에따른비용손

실이직접비용 6.85%, 간접비용 7.36%로, 전체계약금액의약

14.21%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것은건설현장에서

시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손실 가능성이 있는 비용이

14.21%라는의미로설계-시공간의휴먼에러등의문제점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본연구에서는시공현장에서의레이아웃프린팅공정

의자동화기술개발방향을수립하기위한연구로써레이아

웃프린팅기술의특성과자동화기술의적용에대하여살펴

보고자 한다.

본연구의대상범위인시공현장에서의레이아웃프린팅(먹

매김작업) 공정은단순 작업자중심노동집약적건설공정으

로이루어지고있는대표적인건설기능인력중심의공정기

술이라 할 수 있다.

2. 시공현장 레이아웃 프린팅 공정 및 기술

적용 범위

2.1 시공현장 레이아웃 프린팅의 개념

일반적으로 3D 도면상의 객체는 점과 점의 집합인 선으로

이루어져있다. 선의형태는직선또는곡선으로서형상을표

현하게 된다. 점은 3차원에서 X, Y, Z값을 좌표 값으로서 가

지고, 이좌표는측량된위치에맞추어배치되어야하며, 이런

형상으로구성한시설물과같은오브젝트의배치를레이아웃

(Layout)이라 한다 [2].

시공현장레이아웃프린팅은이러한공간배치레이아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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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건설산업에서의디지털뉴딜은단순숙련공에게의존했던 건설현장을정보기술(IT) 등신기술과결합해혁신을강
조하고있으며, 디지털산업과전통산업인건설업이만나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한국판뉴딜 SOC디지털화에새로
운가치를요구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시공현장에서의레이아웃프린팅공정의자동화기술개발방향을수립하
기위한연구로써레이아웃프린팅기술의특성과자동화기술의적용에대하여살펴보고자하였다. 본연구의대상범위
인시공현장에서의레이아웃프린팅(먹매김작업) 공정은단순 작업자중심노동집약적건설공정으로이루어지고있는
대표적인건설기능인력중심의공정기술이라할수있다. 기존먹매김기술의한계점을고려해서적용가능한자동화
기술을접목한다면, 기존먹매김작업의비효율성을개선하고, 앞선디지털레이아웃을활용한먹매김작업공정을대체
할 수 있는 기술로, 시공현장의 시공성능 향상 및 품질관리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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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건설공사 시 먹통, 먹물, 실(먹줄)을 이용하여 바닥면을

중심으로기초, 기둥, 옹벽등세워질곳에표시해두는작업인

표준시방서 상의 바닥면 먹매김 작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

로 현장검측 후,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면에 의거하여

시설물의 주요 기점(바닥면 형상이나 치수, 마감면 위치 등)

에 먹매김(기준선)을 통해 마감재를 포함하는 벽 두께, 창호

와 도어의 위치까지 디테일하게 표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2 시공현장 레이아웃 프린팅(바닥 먹매김)의
공정 범위

건설공사표준품셈(4-1-1. 먹매김, 12-2. 먹매김) [3]에서는

일반적인 시공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거푸집 먹매김, 구조부

먹매김, 마무리 먹매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정의

된기존먹매김작업을시공현장레이아웃프린팅기술로통

칭하여 먹매김 건설자동화 기술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거푸집 먹매김: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

- 구조부 먹매김: 거푸집해체 후 구조부 내부의 기준선을
표시하기 위한 작업

- 마무리 먹매김: 조적공사 또는 여타 마감공사를 표시하
기 위한 작업

2.3 디지털 레이아웃을 활용한 먹매김 기술

최근 디지털 레이아웃 장비를 활용해 시공현장 레이아웃

프린팅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레아이웃 장비

의특성 [4] 상, 비용이 고가이며, 조작난이도가복잡하고, 기

준세팅시간이길고, 작업범위가한정적인단점이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디지털 레이아웃을 활용한 먹매김 기술은 현

장허리먹, 시공감리에일부적용이되고있으나, 공정 효율

상의 문제로 현장 먹매김 기술로는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그림 1] 디지털 레이아웃을 활용한 시공현장 설계

3. 결 론
현재국내먹매김기술개발은실용목적의아이디어, 개념

정립 수준의 선행 연구만 수행된 바 있으며, 아직까지 기존

먹선을 이용한 수작업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레이아웃 프린

팅공정은과거인력중심, 작업자숙련도중심의먹매김공정

을 활용해 기존 인력의 노하우에 의존해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시공현장에서의 자동화 기술 적용에서도 앞

선디지털레이아웃기술이일부활용되고있으나, 많은어려

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먹매김 기술 한계

➜

자동화 요소기술 적용

작업기능인력 중심의 시공, 

소규모 작업 범위
멀티레이어를 활용한 다양한
시공환경 적용 모듈

먹매김 시공 성능 저하, 시공
품질 불균일

시공환경 정밀 분석 후, 마킹
공정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
기술 개발

설계-시공휴먼에러, 현장도
면화 불일치

BIM/Point Cloud 정보를통해현
장매칭이가능한레이아웃프린팅
기술적용

[그림 2] 시공현장 레이아웃 프린팅의 자동화 기술 적용 방향

그림 2와 같이 기존 먹매김 기술의 한계점을 고려해서 적

용가능한 자동화기술을 접목한다면, 기존 먹매김 작업의 비

효율성을 개선하고, 앞선 디지털 레이아웃을 활용한 먹매김

작업공정을대체할수있는기술로, 시공현장의시공성능향

상및품질관리에활용이가능할 것으로기대된다. 또한, 레이

아웃 프린팅 자동화 기술 개발은 지능형 서비스 건설기술로

의작업혁신과새로운기술적가치를창출하는국가적차원

의 디지털뉴딜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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