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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국내외 건설자동화 및 건설 현장 적용 가능 기술 분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21세기의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의 발달은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음. 다양한 기술의 발전은 3D 산업으로 인식되어지던 건설 산업 역
시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기계화∙고효율화∙기술집약화 등을 위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임. 이러한 변화에 따라 건설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
표적인 것이“건설자동화”라 할 수 있음. 건설자동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는 것은 건설자동화를 통하여 건설시설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작
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임.
○ 기존에 연구되었던 건설자동화의 개념을 되짚어보고, 국내외의 건설자동화
사례를 바탕으로 고층화∙대형화 되어가는 건설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는 건설자동화의 성과를 고찰해 보고자함. 또한 이를 통해 건설자동화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있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들과 로봇의 기술의 적
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외 건설자동화 연구 현황
∙ 일본, 미국, EU, 기타지역의 건설 로봇 및 건설자동화 동향
○ 국내 건설자동화 연구 현황
○ 국내 건설현장적용 가능 기술 분석
∙ 건축 공사에 로봇 적용 분야의 운선 순위
∙ 건설분야에서 로봇의 적용 가능 분야
∙ 건설분야에서 로봇의 적용 방향
∙ 건설분야에 적용 가능한 로봇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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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 국내외 건설자동화 및 건설 로봇에 대한 연구 현황을 고찰
○ 국내 건설자동화 및 건설 로봇의 적용 분야와 적용 방향을 고찰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국내외 건설자동화 및 건설 로봇의 현황을 기반으로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
고 있는 로봇기술의 접목을 통한 건설 분야의 자동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
음.
○ 현장 중심의 수요분석과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노하우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변화하는 건설환
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자동화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 현재 우리나라는 IT(information Technology)의 강대국이라는 이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한다면 건설 산업의 자동화/기계화 도입과 활성화에 있어 단기
간 내에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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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tate of the Art on Construction Automation and Robotic System in
Domestic and Foreign Construction Industr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In this report, we review the existing concept of construction automation
and also survey the state of the art on construction automation and
robotic system in domestic and foreign construction industry
○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review and survey, we want to suggest an
applicable robotic technology to construction industry and points to be
duly considered for activating construction automa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State of the art on construction automation and robotic system in
foreign Construction Automation
○ State of the art on constuction automation and robotic system in
domestic construction automation
○ Analysis of robotic technology which can be applied to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Ⅳ. Result of Project
○ Investigation of state of the art on construction automation and robotic
system in domestic and foreign construction industry.
○ Investigation of applicable area and direction of domestic construction
automation and robotic system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We hope that contruction automation and robotic technology, which are
improved rapidly nowadays, can contribute to the growth of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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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배 경
21세기의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의 발달은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
져왔다. 다양한 기술의 발전은 3D 산업으로 인식되어지던 건설 산업 역시 타산
업과 마찬가지로 기계화∙고효율화∙기술집약화 등을 위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건설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건설자
동화”라 할 수 있다. 건설자동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건설자동화를
통하여 건설시설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건설자동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과 연계된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되어진다는 점과 건설자동화에 대한 전문지
식 부족,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및 연구 개발 결과에 따른 위험 부담이라는 다양
한 요인에 의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건설자동화의 개념을 되짚어보고, 국내외의
건설자동화 사례를 바탕으로 고층화∙대형화 되어가는 건설의 특성에 맞추어 개
발되고 있는 건설자동화의 성과를 고찰해 보고자한다. 또한 이를 통해 건설자동
화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있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들과 로봇의 기술의 적
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건설자동화”의 의미
이준복(2003)은 건설자동화(construction automation)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컴퓨터 및 전산기술을 이용한 정보화, 통합관리시스템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과 시공이 성력화, 기계화를 위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로봇 개발 등 하드웨어적
인 기술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현재 건설정보화를 위
한 건설 CALS, CIC구축 등을 통하여 건설프로세스별(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업무의 전산화, 프로세스간의 정보의 교류 및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이의 범주에서 다루어 질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건설자동화라 함은 정보화
의 측면보다는 고소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인력 의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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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건설 공사의 근로자 안전문제 및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정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지원 또는 인력대체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자동건설자동화는 원격조종, 통신, 수치제어 등 콘트롤,
다양한 센서에 의한 자료수집 등의 기능을 포함한 인력대체형(robotic) 또는 인력
과 장비가 협력하는 형태(manmachine interface)의 건설 장비 개발을 의미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토대로 건설자동화의 기술개발동
향과 그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

제 2 장 국외 건설자동화 연구 현황
제 1 절 일본의 건설자동화 연구 현황
○ 일본에서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건설공사의 자동화∙
기계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건설자동화 부문
에 있어 가장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있음.
○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일본의 건설자동화 연구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게 대기업 중심으로 자동화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왔음.
○ 일본의 경우에는 제조업 Factory Automation의 성공, 노동시장의 인력부족
에 따른 건설업체의 위기의식과 메카니즘, 엑츄에이터, 센서, 컴퓨터, 시스
템 분석, 설계 등의 기술진보가 제조공장의 고정형 로봇 건설현장에서의 지
능형 로봇으로의 발전을 가능케 하고 있음. 일본건설로봇에 관한 연구가
1978년부터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시점으로 현재는 많은 업체에서 상품화
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
주·해양공간의 개발계획도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1980년대 들어 기존 건설기계에 자동제어장치를 부착한 반자동 건설기계개
발의 시도가 성과를 거두면서 건설자동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건설용 로봇의 연구개발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평면 콘크리트 타설 로봇(Horizontal Concrete
Distributor), 콘크리트 수평 측량로봇(Concrete Floor Leveler), 콘크리트 바
닥표면 면처리로봇(Concrete Surface Treatment Robot), 콘크리트 바닥표면
마감로봇(Concrete Floor Surface Finishing Robots), 철골구조 용접 로봇
(Steel Frame Welding Robots), 콘크리트 바닥표면 워터 흡수 로봇(Water
Absorbing Robot on Concrete Surfaces)등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
음.
○ 특히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시스템( C I M )의 대표적인 예인 초고층 빌
딩 (100m) 전자동 시공로봇은 CAD화된 도면 읽고 공장에서 콘크리트 2차
제품을 순차적으로 조립, 검사로봇 간의 정밀도 정보를 피드백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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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콘크리트 타설·균등화·면 고르기 로봇, 실드 작업로봇 등의 다양
한 건설로봇이 개발되었으며, 도시의 지하공사 세그멘트의 운송, 조립작업
의 자동화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음.
○ 또한, 무인시공자동화시스템의 상용화에 성공 하였고, 그 사용성을 점차적
으로 확대해 나가가 있는 추세임. 즉 1990년대에 진행되었던 건설자동화 관
련연구들은 실용성보다는 기업의 이미지와 홍보의 측면이 존재했으나, 최근
의 연구들은 기능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실용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
는 특징이 있음.
○ 일본이 건설 로봇산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쉽게 이루어진 원인
∙ 서구와는 달리 위험작업, 오염작업, 특수 작업 등에서 경험이 부족하
여 이러한 문 제를 로봇으로 대체해 보려는 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
∙ 일본의 건설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지난 10여 년간 약 5% 저하되
어 제조업에 비하여 상당히 낮고 한편으로는 심각한 건설노동자 부족
문제로 고민
∙ 건설성은 생산성 향상을 중점 4개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현장 시공시의 省力化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로봇화의 필요성이 강하
게 제기
∙ 일본건설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건설사의 연구소가 세계
에서 가장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건
설로봇개발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짐
○ 주로 민간의 제네콘, 기계메이커에서 주체가 되어 프로젝트 수행
∙ (재)선단건설기술센터내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로봇 연구회」는 현
제 제네콘 43사, 로봇메이커 24사의 모두 67사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건설 작업의 합리화, 자동화기술의 개발․보급을 목표로 연구 활동
실시
∙ 건설회사내의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로봇기술의 기초적 연구, 요소기
술의 조사

연구를 1975년경부터 시작하면서 일본 산업용 로봇공학회

의 프로젝트나 건설성의

통합기술개발 프로젝트, 와세다 대학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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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건설회사와 건설기계 메이커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면
서 건설용 로봇의 기반이 되는 기술의 축적에 노력
∙ 특히 「Big6」(「Big6」는 일본의 6대 건설업체로 淸水, 鹿島, 竹中,
大林組,大成, 能谷組를 말한다)를 중심으로 건축분야의 로봇화가 급속
히 진전
○ 지금까지 일본에서 개발된 건설로봇의 면모를 보면 건축공사의 철근공사,
콘크리트 공사 등에 많고, 토목에서는 기초공, 터널공사 등에 많음
∙ 비교적 이동이 별로 없고 상대위치가 쉽게 결정될 수 있으며 재료의
질 등도 사전에 쉽게 알 수 있기 때문
○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건설작업의 로봇 화에 대한 연구개발
은 일본건설학회 와 토목학회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하계에서도 적
극적인 연구가 시작
○ 콘크리트 타설․균등화․면 고르기 로봇, 실드 작업로봇 등의 다양한 건설
로봇이 개발되었으며, 도시의 지하공사 세그먼트의 운동, 조립작업의 자동
화는 이미 실용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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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의 건설자동화 장비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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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 건설관련 기업에 의해 개발된 건설작업로봇의 예
구분

적용분야

명 칭

조성공사 돌쌓기 로봇
철근건방로봇, 철근용접로봇, 철골내화피복로봇, 중량철근
용배근로로봇, 철근조립로봇, 프레싱로봇, 플레싱크레인,
구체공사 콘크리트수평distributor, 콘리스 크레인, 콘크리트 바닥수
평로봇, 콘크리트 바닥마무리로봇, 자주식 다기능로봇, 플
로어 브러싱머신, 외벽판넬부착로봇, 벽면판넬 부착로봇
건설

천정 마무리작업로봇, 사이로 리폼시스템, 사이로 내장
마무리공사 스프레이 도장로봇, 초고층 외복도장로봇, 고효율도장시
스템, 외벽도장로봇
타일박리검지기, 관내 수평주행장치, 외벽자동검사기, 관
검사

내 수직주행장치, 외벽 타일진단로봇, 가스관내 자동검사
로봇, 크린룸 검사로봇, 벽면검사로봇

청소

덕트청소로봇, 자주식 바닥청소로봇, 창닦이 로봇

해양

해양조사잠수기

댐

댐용 자동식형틀, 댐콘크리트 자동차설시스템, 댐콘크리
트 무인운반시스템
콘크리트 분무로봇, 세그멘트 자연조립로봇, 실드 굴삭작

터널

업시스템, 전자동 유압삭암기, 터널단면 자동 입체측정시
스템

토목
도로

자동도로공사 시스템

교각

형틀승강 잭 로봇

교량

로봇화 도장시스템

검사

굳어짐 계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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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에서 개발된 건설로봇의 사용목적별 분류
공 정

품 성 공 안 환

작 업 명

개 발 기 업 명

질 력 단 전 경

철골자동설치

○

○

大林, 淸水

철골보자동접합

○ ○ ○

淸水, 大成

철골
유닐철근자동조립

○ ○ ○

竹中, 淸水, 大成

구체

중량철근배근

○ ○ ○

○ 鹿島, 竹中

공사

콘크리트타설

○ ○ ○

○ 竹中, 大林, 戶田

철근

콘크
리트

콘크리트바닥균등화

○ ○

콘크리트바닥미장

마무리
공사

淸水, 竹中, 후지타

○ ○ ○

외벽

외벽패널설치

내화

내화피복뿜칠

○ ○ ○

플라스터보드

○ ○

바닥연마, 청소

○ ○

○ 鹿島, 竹中, 大林, 淸水

○ ○ ○

鹿島
○ 淸水
淸水, 大成, 東急

내장
외장

빌딩외벽도장

외벽

외벽타일박리검사

○ 淸水, 大成

○ ○ ○ ○

大成, 淸水, 能谷, 竹中

○ ○ ○

鹿島, 竹中, 大成, 大林

사일로 사일로내벽라이닝

○ ○

클린룸 클린룸검사

○ ○

○ ○ 淸水

보수

토목

大林, 戶田, 淸水

청소

유리창청소

○ ○

실드

세그먼트 운반, 조립

○

자동상승식 형틀

○ ○ ○ ○ 淸水, 鹿島, 大林, 能谷

댐

공사

NATM 뿜칠

○ ○ ○

日本비소
○ ○ 能谷, 戶田, 淸水

○ 大林, 鹿島, 大成, 東急

터널
LNG

굴착

○ ○ ○ ○ 鹿島

벽면공사

○

- 8 -

○ ○ 淸水

그림 2. 일본 건설용 로봇

○ 대형건설업체들의 자동화 빌딩건설 시스템(SMART system, ABCS, T-UP
System, Lift-Up Method)은 상용화에 성공을 하였고, 그 우수성이 입증되
어 일본 내외의 고층빌딩 시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SCF
∙ SCF는 비, 바람 등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시공이 가능하도
록 옥상과 벽을 가진 쉘터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건물조립을 위한
Factory Automation(FA) 장치임.
∙ SCF는 실제 건물과 같은 수와 폭의 기둥을 가지고, 각 기둥에는 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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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업(Lift-Up) 기구가 장치되어 있다. 리프트업 기구는 SCF전체를 구
조적으로 지지하고 또한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SCF를 한층씩 상승시
키는 역할을 지니고 있임.
∙ SCF 내부에는 천장주행 크레인이 설치되어 시공층 전성의 양중 작업
을 함. 또 천장주행 크레인에서 철골조입 로보트와 용접로보트 등 각
종 작업로보트가 장치되어 철골 및 공업화 부품의 조립과 용접등의
작업을 자동으로 실시함.
∙ 이와같이 각종 로봇의 제어, 시공정밀도의 관리 등 작업전체를 관리․
제어하는 조종실은 SCF의 최상층에 설치되어 있음.

그림 3 일본의 SCF

1. 일본 건설 로봇 개발 사례

가. 콘크리트 공사의 자동화․로봇화
(1) 콘크리트 타설, 다짐 로봇
① 기대효과
○ 작업자가 중노동이나 오염작업으로부터 해방
○ 콘크리트 타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배근, 형틀 등의 복잡한 공정의 단순화 및 품질향상을 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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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 안전성 향상
○ 펌프 압송시 배관의 교환 없이 연속타설로 능률 향상
- 저슬럼프 콘크리트의 타설이 가능
② 개발 현황
○ 현장에 투입 실적이 있는 로봇은 수평 디스트리뷰터, 컨디스
크레인, 프레싱 크레인의 3종류 로봇이 있음
○

수평디스트리뷰터(Horizontal

distributor,

Takenaka

corporation)
- 전장 약 20m의 수평 방향으로 굽어지는 4관절 암과 앞
부분의 호스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2관절로 구성된
6자유도의 조종형 로봇, S조, SRC조 등의 건물 공사에
적합
표 3. 수평 디스트리뷰터 스펙

본체

형식

PE 20-82 HA

전장

20 m

중량

3500 kg/800 kg

기주 모멘트

28 t-m (최대 정적)

배관경

125 mm

작업범위

약1,000 m2

주기능
자동제어부

자동 장애물 회피기능, 압송유무의 검출 기능, 모니터
기능

연산부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8086)

축제어

4축 동기제어

검출기

로터리 엔코더, 터치 센서

유압 유닛

7.5 kw, 80 kg/c m2, 18 ℓ/min

전원

AC 200 V 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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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평 디스트리뷰터

○ 컨디스크레인(Takenaka corporation)
- 수직방향으로 굽어지는 3관절 암과 회전의 4자 유도의
조종형 로봇
- RC조의 건물에 적합
- 약 40t-m의 크레인 기능 보유
- 2개의 유니버설 레버를 이용하여 각 관절의 구동기를
직접 제어하거나, 수평 및 수직 이동을 위한 지시용 레
버로 조작

○ 프레싱 크레인(Pressing crane, Obayashi corporation)
- 수직 방향으로 굽어지는 4관절 암과 선단의 끝부분이
회전이 가능 한 L자형 배관, 붐 회전의 6자유도의 조
종형 로봇
- RC조의 건물에 적합
- 콘트리트를 타설하지 않을 때는 약 20t-m의 크레인 기
능 보유
- 끝부분의 L자형 배출관의 자세를 변화시키지 않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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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및 상하 이동 가능

○ 콘크리트 자동 다짐장치(大林組: Obayashi corporation)
- 콘크리트 타설 후, 형틀에 설치한 바이브레이터를 이용
하여 다짐 작업
- 관리용 컴퓨터에 다짐 위치, 진동 시간, 가해지는 힘,
타설량 등이 표시됨
(2) 바닥 고르기 작업 로봇
① 기대 효과
○ 수작업에 따른 바닥 고르기 정도의 불균일성을 해소하고 바닥
레벨의 품질 향상
○ 바닥 고르기 작업을 기계화하여 작업부하를 경감
○ 인력절감효과
② 개발 현황
○ 레일 위를 이동하는 거더 방식(실용화)과 무궤도로 주행 및
보행을 하는 방식(실용화에 이르지 못하였음)이 있음
○ 스크리드 로보(Screed robo, Concrete floor leveler, 竹中工務
店: Takenaka corporation)
- 콘크리트의 고르기 부분을 레일 위로 주행이 가능한
거더에 탑재
- 바닥의 레벨은 레이저 레벨 발진기에서 레이저 광선을
받아서 높이를 측정하여 일정하게 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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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스크리드 로보 스펙
크기

L 6.3~17.3 x W 1.9 x H 1.9m

중량

880 kg

레일 폭

6.7~17.0 m

고르기 폭

최대 15.5 m

고르기부

2조 스크류 방식,
길이 1.6 m

주행 속도

최대18 m/min

반복 속도

최대 48 m/min

운전

전자동, 레벨 자동

Screed robo

○ 주행식 스크리드 로보(Screed robo, Concrete floor leveler,
Takenaka corporation)
- 4개의 바퀴로 주행
- 광다중전송방식으로 운전자가 원격으로 조작

표 5. 주행식 스크리드 로보 스펙
크기

L 3,770 x W 1,790 x H 2,100 mm

중량

720 kg

고르기 부분

2조 스크류 방식, 길이 1.6 m

고르기 면적

약 2.5 m2/회

주행부

4륜 구동, 4륜 조타

주행 속도

최대 0.4 m/s

운전

전자동, 레벨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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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 미장 로봇
① 기대 효과
○ 고된 작업에서 해방
○ 안정된 작업 품질 확보
○ 기능 인력 절약
○ 작업 능률 향상
② 개발 현황

그림 5 淸水 建設의 바닥 미장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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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바닥 미장 로봇 개발 현황
鹿島 建設
개발 년도 2호기(1986.3)
2연 트로웰
(칼날 3장)
특징

전자동

장애물

자동회피 시스템
전동식

크기

竹中工務店

淸水 建設

2호기 (1986.12)

1987.3

일체식

일체형(5분할 가 2연 트로웰

2연

1987.10

트로웰(칼날 능)

(칼날 4장)

4장)

칼날 3장

전자동

전자동, 전동식

엔진식, 발전기

엔진식

1,200 x 1,400 x 2,226 x 1,256 x 2,300
670 mm

大林組

1,120 mm

x 1,560 x 1,935 x

2,300,810 mm

1,290 mm

300kg
본체 163 kg 300kg

185 kg
중량

본체 105 kg
트로웰 75 kg
범 퍼

트로웰

185 kg

자율주행차

120 kg
가드프레임

5 kg

200kg
트로웰 100kg

17kg
구동방식 롤러 방식

제어방식

주행
사
양

속도
시공
능력

메이커

주행제어: 프로그

캐터필러 방식
주행제어:

롤러 방식

시퀀스 주행제어:

저압 타이어 방식
시퀀

주행제어:

제어

스 제어

접지압 제어

접지압 제어

15 m/min

12 m/min

10.2 m/min

11 m/min

500 m2/h

300 m2/h

800 m2/h

500 m2/h

鹿島製作所

三和機材

日本鑛機

三- 重工

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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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방식

프로그

나. 건재(建材) 메이커의 자동화 ․ 로봇화
○ 현장에서의 작업량과 작업의 종류를 줄이기 위해 건설 부재나 자재를 사전
가공 및 조립하기 위한 로봇이 도입되고 있음
(1) PHC말뚝(Pretent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s) 제조의
자동화
○ PHC 말뚝은 직경 300~1,000 mm, 길이 7~15 m, 중량 약 8~11
톤의 대형 중량물로 관련 작업들을 로봇을 이용하여 자동화함
으로써 인력 및 작업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로더 시스템
- PC 강재의 절단 및 강재 양단의 가공 작업을 자동 수
행
- 작업원이 종래 3~4명에서 1.5명으로 감소, 생산성
125% 이상 달성
- 三谷 섹션에서 개발되어 제품 생산 중
○ 철근 자동 편성기
- 축철근(PC 강재)의 주위를 감싸주는 철근을 자동 배치
하는 시스템
- 1본의 철근을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에 기
능공에 의할 경우 30분이었으나 자동화 이후 6분으로
감소
- 작업에 필요한 인원이 기존 28명이었으나 자동화 이후
남자 3, 여자 1명만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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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 콘크리트 중공 패널의 자동화
○ PS 중공 패널은 스팬크리트라고 불리우며, 여러 개의 속이 빈
중공체를 가지는 제품에 PC 강선으로 프리스트레스트를 부여
한 콘크리트 패널임
- PS 중공 패널은 단열, 방음, 내구성이 우수하고 프리스
트레스트의 도입으로 내력도 강하며, 주로 외벽, 칸막
이벽, 바닥 슬래브 등으로 사용됨
- PS 중공 패널의 제조 공정은 와이어 가이드, 댐퍼, 코
어, 피니셔 및 사이드 폼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와이어 가이드: PC 강재를 필요한 위치에 고정
- 댐퍼: 콘크리트를 다지기 위하여 상하로 댐핑 장치를
설치
- 코어: 공동을 형성하기 위한 내부 형틀 장착
- 피니셔: 표면 마무리용의 장치로 성형기의 주행에 따라
표면 마무리
- 사이드 폼: 측면 형틀로 성형기의 주행에 따라 측면 부
분 마무리
- 작업원 4명으로 콘크리트의 타설에서부터 표면 마무리
작업까지 시간당 200m의 생산 능률을 보임

(3) 트러스관 삽입 PC패널 제조의 자동화

○ 최근 빌딩 건출에서 슬래브나 벽체구조에서 형틀 겸용 마무리
재의 제품화가 활발히 추진 중
○ 옴니아판은 대표적인 마무리재로서 주철근의 일부에 옴니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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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를 사용한 것임
○ 옴니아판의 제조 공정 자동화는 코일 선재의 공급부분, 직선
기에 의한 코일선의 직선화, 벤딩기에 의한 경사선재의 성형
및 철근 저항용접의 단계로 진행
○ 다카무라 건설에 의해 개발되어 가동 중
(4) 유닛 주택용 철골구조체의 자동조립
○ 유닛 주택의 제조 공정은 바닥, 천장, 외벽 등의 부품제조에서
시작하여 전자동 용접에 의한 유닛 구조체의 조립으로 이어지
며, 내외벽 패널의 접착, 단열재의 배치, 부엌, 계단, 설비 코
어 등을 조립하고 최종라인에서 검사를 거쳐서 출하
- 각 유닛은 매분 약 2m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상에서 작
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짐
- 자동화를 위한 기계 요소
- 라인 생산을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
- 보의 가공을 위한 자동절단기, 자동 드릴기
- 바닥, 소형보, 기둥의 조인트, 후더, 외벽 접속품 등의
설치를 위한 용접 로봇
- 조립을 위한 자동 못 박기 기계
- 천장 프레임, 바닥 프레임과 기둥 등을 연결하기 위한
전자동 스폿 용접기
(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판 제조의 자동화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판은 벽식 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조
의 건물에 사용되는 것과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
트조 건물에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있음
○ 전자의 경우 벽, 슬래브, 지붕 등의 4~6톤 정도의 대형 평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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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되며, 후자의 경우는 그 외의 기둥, 보 등이 포함됨
○ 부재가 다품종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려워 공장 생산의 자동
화가 지연됨
○ 제조 공정상의 자동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형틀 제작: CAD 정보에 의한 자동 절단, 휨, 구멍 뚫
기, 조립
- 형틀 조립: 유압 또는 서보 모터에 의한 자동 조립으로
다관절 로봇이 사용
- 철근 메시 제작: 철근의 자동 절단, 자동 굽힘, 자동 결
속 또는 용접 등을 수행하는 자동 기계의 라인화
- 부품 접착: 다관절 로봇, 낙하식 로봇에 의한 자동 부
착
-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기의 자동화, 바이브레이
터와 연계된 작업의 프로그램 제어
- 마무리: 콘크리트 미장 로봇, 제품명 자동 색인
- 강도 촉진과 양생: 온도, 습도 자동 제어
- 탈형: 유압 또는 서보 모터에 의해 자동 탈형
- 제품 재고, 출하: 자동 크레인(위치 인식, 자동 반송, 자
동 탈착)
(6) 철골 용접의 자동화
○ 용접공의 고령화로 인해 기능 인력의 수급이 원활치 못함
○ 용접 로봇을 이용할 경우 하루에 100~120 kg의 와이어를 소
비하는데, 이것은 기능공에 비하여 3~4배의 능률 증가 효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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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목 공사의 자동화 ․ 로봇화
(1) 토목, 기초공사의 자동화, 로봇화 동향
○ 기존의 불도저, 트랙터 쇼벨, 파워 쇼벨 등의 기계들을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원격 조작 및 무인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
○ 건설 회사가 주체가 되어 로봇을 개발하는 다른 분야의 건설 로봇과는 달
리, 주로 중장비 메이커에 의해 범용기가 개발되어 사용자에게 공급
표 7. 토목공사의 자동화 ․ 로봇화 개발 현황
공종

기계명

개발회사

자동화, 로봇화의 내용
에너지 절감, 운전 간이화, 작동관리 등의

유압백호
이동식 벨트 컨베
이어
토공 불도저

다수사(多數社) 목적으로 엔진 유압 제어, 자동운전, 모니터
일본 컨베이어
소송(小松)제작

등에 컴퓨터 도입
컨베이어를 자동식 크롤러 열차에 실어 직
선을 유지하며 횡이동하게 하는 장치
레이저를 이용한 3차원 위치 계측 기술을
사용하여 흙고르기 작업을 자동화
유압백호에 따로 부착기기를 교환하지 않고

토지조성 만능로봇 동급(東急)건설 도 굴착, 블록 쌓기 등의 작업이 가능, 리모
컨에 의해 작동

모터 그레이더

소송(小松)조기

뉴매칭케이슨

다수사(多數社)

지하연속벽굴착기 다수사(多數社)
어스오거 등의 자
기초공 동운전
메카트로닉스 컨솔
리데이션 시스템

을 이용하여 평면 마무리 작업 수행
케이슨 내의 압력 자동 조절, 배출토의 자동
운전, 굴착기의 무선 조종
굴착 정밀도 향상, 굴착 속도 제어 등을 자
동으로 수행
어스오거 등으로 흙에 고화제를 혼합하는

다수사(多數社) 공법에서 어스오거 등의 침하속도나 고화제
의 주입량을 자동 조절
샌드 파일을 조성할 때 침하량과 재료 공급

부동(不動)건설 량 등을 자동 조절, 항체의 위치 결정도 자

페이퍼 드레인 기 다수사(多數社)
계측 다짐 계측 로봇

오토 매칭 그레이드 컨트롤을 레이저 광선

다수사(多數社)

동 측량 시스템을 채용
드레인 재의 삽입, 절단 작업의 일부를 자동
화
지반의 다짐도를 비파괴, 비접촉으로 수행하
여 리얼타임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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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터널 공사의 자동화 ․ 로봇화
(1) 터널공사의 자동화, 로봇화 동향
○ 터널 공사는 토목 공사 중에서 자동화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분야로서 실
드 공법에서의 자동화, 로봇화는 거의 전자동 시스템화로까지 진전 중
○ 산악 터널 기술은 NATM 공법의 일부를 자동화한 것들이 많고, 터널 공사
시의 기계의 위치 제어, 공사의 진행 관리, 계측 등의 분야에 다수 활용 중

표 8. 터널 공사의 자동화, 로봇화 개발 현황
공종

기계명

개발회사

자동화의 내용
NATM 공법에서 콘크리트의 뿜칠

콘크리트 뿜칠 로봇 다수사(多數社)

작업을 리모컨으로 자동 조절, 유
압 쇼벨 등이 이용됨

전자동 점보
세그먼트 조립 로봇
실드의 자동화

고하(古河) 광업

자동 굴착, 수치 제어에 의해 굴착

마쓰타
능곡조(熊谷組)

패턴을 지시
실드 공사에서 세크먼트를 자동적

호전(戶田) 건설

으로 조립
누수압, 추진 속도, 방향 제어, 배

다수사(多數社)

소구경 추진 운전의

다수사(多數社)
터널 자동화
배터리 로코 무인 운 녹도(鹿島) 건설
전 시스템
자동 환기 시스템
터널용 방수 시트 부
착 곤돌라
내벽 콘크리트 성형
장치

출토의 반출 등을 자동화
추진 속도, 방향 등의 각 요소의
자동 제어
배터리 로코를 수동, 리모컨, 무인

서송(西松) 건설
녹도(鹿島) 건설

의 3모드로 운전
가스, 분진량을 계측하여 송풍기를

삼정(三井) 건설

자동 제어 운전
자동적으로 방수 시트를 부착하는

좌-(佐-) 공업
좌가(佐加) 공업

시스템
콘크리트 내벽을 성형하는 장치
더스트 센서에 의해 공기의 오렴도

자동 환기 시스템

녹도(鹿島) 건설

를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팬의 속도
및 풍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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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댐 공사의 자동화 ․ 로봇화

표 9. 댐 공사의 자동화, 로봇화 개발 현황
공종

기계명

개발회사

레미콘 자동 운반 장
치
댐용 그린컷 차

다수사(多數社)
녹도(鹿島) 건설

댐공 그라우트 펌프

광연(鑛硏) 공업

사
케이블 크레인 운전
의 자동화

인크라인의 자동운전, 버킷의 탈
착의 자동화, 무인화
3조의 노즐을 7종의 패턴으로
자동 운전
재료 혼합, 주입 압력, 주입량
등의 제어
케이블 크레인의 운전을 숙련자
의 운전 패턴과 동등하게 자동
운전

케이블 크레인 자동
조종 시스템

간조(間組)

자동화의 내용

서송(西松) 건설

케이블 크레인의 주계의 조정을
자동화

바. 포장 공사의 자동화 ․ 로봇화
표 10. 포장 공사의 자동화, 로봇화 개발 현황
기계명

개발회사

자동화의 내용

로드히터

녹도(鹿島) 도로

노상 재생 처리기 다수사(多數社)

서펜스 리사이클 용 로드 히터를 리모
컨화
도로 기초의 절삭 깊이, 스피드의 컨트
롤, 재료 혼합량 등을 자동화
주행 방향, 속도, 수평 레벨, 재료의 공

아스팔트 피니셔

일본 포도(鋪道)

자동 운전 롤러

녹도(鹿島) 도로 명령에 의해 자동적으로 주행하면서 다

다짐 관리 로봇

급량 등을 자동화
타이어 롤러의 주행 패턴을 입력하면,

짐 횟수 등을 제어
동급(東急) 건설 다짐도를 자동 측정하여 CRT 화면상에

삼정(三井) 건설 표시
진동 롤러용
진동 롤러의 전후진, 차속, 진동의 on,
주정(酒井) 중공
제어장치
off 등을 자동 제어
콘크리트의 마무리 정도를 자동적으로
콘크리트 마무리기 녹도(鹿島) 도로
조정하여 디지털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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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공사의 자동화 ․ 로봇화
(1) 기타 공사의 자동화, 로봇화 동향
○ 유지 관리나 구조물 철거 작업등에 이용
(2) 개발 현황
표 11. 기타 공사의 자동화, 로봇화 개발 현황
공종

기계명

개발회사

자동화의 내용

죽중공무점(竹中工
크레인
크레인

감시 務店)
삼정(三井) 건설

시스템
자동

운전 시스템
원자로

해체

로봇

터
로터리

제설

차
터널

조명의

청소 장치
관경생기(管更
生機)

간조(間組)

타워 크레인 운전의 자동화
리모컨 식으로 크롤러 트랙터

호전(戶田) 건설

상에 콘크리트 장비를 탑재시
켜 원자로를 해체

워터 제트 커

유지

으로 감시

대성(大成) 건설
크레인

해체

타워 크레인의 움직임을 자동

소송(小松) 조기
북해도 개발국
굴전(屈田) 철공
이세키 개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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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바닥 등의 절단용, 리모컨
으로 자동 운전
눈의 양에 따라 주행 속도가
자동 조절
1인이 컨트롤 하면서 조명 장
치의 자동 청소
리모컨 식으로 흄관의 파쇄와
새로운 흄관의 자동 매설

제 2 절 미국의 건설자동화 연구 현황
○ 일본의 대기업 위주의 건설자동화 개발과는 달리 미국은 NASA, NC State
Univ. 등에서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의 작업을 위한 자동화 장비 및
로봇을 개발함 국가적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형태로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설 자동화분야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건설자동화에 있
어 미국은 초기에 노동조합 등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연구 개발에
큰 장애를 겪기도 하였음.
○ 하지만, 건설로봇과 같은 인력 대체 장비의 개발을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노무자의 작업 환경 개선, 숙련도, 기술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인 시각으로 전환되었음.
○ 현재 여러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자동화 연구의 주요
연구개발 항목은 (1) MMI를 이용한 토공사장비 (2) 위험작업환경에서의 작
업 가능로봇 (3) 다목적 머니퓰레이터 개발 (4) 도로면 및 교량유지 보수
자동화 로봇 개발 (5) 인간공학적 작업개선을 위한 도구 및 장비의 개발 등
임.
○ 최근 3D 기술을 접목하여 신속∙정확한 작업환경을 모델링하여 그 결과를
건설 자동화 장비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
고 연구를 진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연구 개발은 소형화 기술, 센싱기술, 통신기술, GIS의 기술진보가
있기에 가능하며 그 개발 속도가 더욱 더 빨라지고 있다. 또한, 개발로봇
또한 첨단 컴퓨터 및 전자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보다 정밀하고
소형화되는 추세임.
○ 미국은 현재 로봇화에 의한 접근과 조사방법 등 방법론적 연구가 많고 대
부분 대학 중심의 연구개발이 활발함. 이를 대학별로 알아보면 Stanford 대
학은 Center for Integrated Facilities Engineering(CIFE) 연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MIT는

Integrated

Construction Automation Design Methodology (I.C.A.D.M) 등 연구 프로젝
트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저조한 실정임. Carnegie Mellon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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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행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로서 건설
을 포함한 지능 이동형 로봇 연구가 행해졌음. 내용은 인간의 행동에 가까
운 건설용 매뉴플레이터, 항법을 포함한 센싱 기술의 개발, 원자로 격납용
기 내 점검수리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음. Texas 대학은 Tucker 교수가 주
최하는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C.I.I)에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추진 중. 미국 Bechtel 사와 공동 개발한 건설부재 Handling
용 거대 Remote Control Arm과 로봇작업을 검토할 3차원그래픽 시뮬레이
터가 개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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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미국에서의 주요 연구개발 테마
연구개발테마
내용
지중매설관 매설관의 센싱, 굴착방법, 굴착
굴착의

자동 기계, 시공을 위한 전문가시스

화

템의 개발

갱도굴착로봇

카네기멜론
대학

로봇작업용 소프트웨어, 센서 카네기멜론
를 사용한 갱도지도의 작성

대학

연구기관
W. L. Whittaker,

B.

Motazed, S. J. Fenves,
N. Baker, J. Blash
M. L. Maher, I.

J.

Oppenheim,

R.

D.

Rehak,

W.

Whittaker,

J.

L.
Crowly,

J. Bares, T. Wood
이동식 작업로봇의 기능성, 세

건설공사
마무리작업의
로봇화

정작업과

샌드블라스트작업을 카네기멜론

별도로 로봇구상, 도입효과, 경 대학
제성분석
인간에 가깝게 행동하기 위한

건설공사용
머니퓰레이터

머니퓰레이터의 물리적 특성,
동적 안정석의 검토

M.

Derrington,

봇용

로

지원기

술

C.

카네기멜론 I. J. Oppenheim, I. J.
대학

Petrosky
Motazed,

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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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Hendrickson

B.
건설공사

Skibniewsky,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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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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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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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 MIT

Wallbots

법론
칸막이용 프레임 설치로봇

Blockbot

블록 쌓기 로봇

Shear

보나 Shear Stud를 용접하는

Studwelder
ACW

로봇

(Automated 반복이 많은 표면 마무리 작업
Construction 용 로봇의 설계

A. H. Slocum

A.
MIT

H.

Slocum,

L.

Demsertz, D. Levy, B.
Ziegler

퍼듀 대학 M. J. Skibniewsky

Worker)
군용시설의
로봇화 건설

건축용 자재취급시의 고도화장
치 개발, 목조 건축보의 이동 미군

공장에서 로봇화생산
파이프공사의 자동화의 필요성, 종래공법의 텍사스
자동화

문제점, 자동화의 가능성 검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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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M. Gatton, R. B.
Blackmon
대 J. T. O'Conor, A. E.
Traver, R. L. Tucker

1. 미국 건설 로봇 개발 사례

가. Stanford 대학
○ Center for Integrated Facilities Engineering (CIFE)연구 프로젝트 중
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
나. Carnegie Mellon 대학
○ 로봇 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행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로서
건설을 포함한 지능 이동형 로봇 연구가 행하여짐
○ 인간의 행동에 가까운 건설용 메뉴플레이터, 항법을 포함한 센싱 기술
의 개발, 원자로 격납용기 내 점검수리 로봇 등을 개발
다. Texas 대학
○ Tucker 교수가 주최하는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C.I.I.)에 많
은 회사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 추진 중
○ 미국 Bechtel 사와 공동으로 건설부재 Handling용 거대 Remote
Control Arm과 로봇작업을 검토 할 3차원 그래픽 시뮬레이터 개발
라. Purdue 대학
○ Skibniewsky가 카네기멜론대학에서 이적한 1986년부터 시작
○ 표면 마무리 작업용 로봇 ACW(Automated Construction Worker) 설
계
○ 건설로봇개발에 관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로봇에 관한 잠재적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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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urdue 대학의 ACW 시스템의 구성

마. MIT
○ Slocum이 제안한 건설공정 자동화 시스템 (Integrated Construction
Automation Design Methodology(I.C.A.D.M))등 연구 프로젝트 중심
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저조한 실정
○ 일본에서의 건설로봇 개발은 종래공법의 한 가지 작업을 자동화시키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현재의 로봇기술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
로나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지적
○ MIT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한 기금
으로 “시스템 오토메이션센터”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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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스템 오토메이션센터에서 개발된 Blockbot의 개념도

바. North Carolina 주립대학
○ Bernold 교수는 파이프 매설 로봇을 개발하였음
○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개발하였고, 파이프 매설 자동화 로봇은 굴
삭기 끝단에 부착되어 작동됨
○ 그리고 교각 유지보수 로봇 (Robotic Bridge Maintenance System
(RBMS)) 시스템도 개발하였음. 전체 4자유도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
진단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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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파이프 매설 로봇

그림 9 RBMS(Robotic Bridge
Maintenance System)

- 31 -

제 3 절 EU의 건설자동화 연구 현황
○ 독일의Thomson 사는 Long Reach의 대형 머니퓰레이터를 개발하였으며,
Coppel사는 Computer Aided Loading (CAL) System을 구비한 유압구동
굴삭기의 개발을 수행하였음.
○ 영국의 Bristol 공과대학에서는 Cusak 교수를 중심으로 건설용 로봇의 현장
도입의 가능성 연구와 로봇 화에 적합한 건물의 설계 방법에 대해 연구 수
행하였으며, Nottingham 대학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설공사의 계획방
법을 연구하고 있음.
○ 또한, Lancaster 대학에서는 건설기계의 자동화를 위한 연구를 행하고 있으
며, 자동굴삭기 System을 개발하였음. 이외에, Wales 대학은 이동로봇의 항
법 연구와 철골교량의 Stand Bolt 용접로봇의 연구 수행하고 있음.
1. 유럽 건설 로봇 기술 동향 및 개발 사례

가. 프랑스
○ 건설과학기술연구센터(CSTB)의 C. Giraud, Rubinstein이나 그레노블
국립기술 연구소의 J. L. Crowley 등이 중심이 되어 이동로봇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
○

CSTB는

프랑스와

영국의

민간기업에

의한

공동프로젝트

(EUREKA/GEO)를 설립하여 대형이동로봇(GEO로봇)과 그 제어시스
템의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
나. 독일
(1) 스테우드갈트 대학
○ 브라운호퍼 생산자동화연구소가 건설공사의 자동화․로봇화의
필요성조사나 개발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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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mson사
○ Long Reach의 대형 머니퓰레이터를 개발
○ 콘크리트 펌프용 마스트 개발
(3) Coppel사
○ Computer Aided Loading (CAL) System을 구비한 유압구동
굴삭기의 개발을 수행
다. 영국
(1) Bristol 공과대학
○ Cusak 교수를 중심으로 건설용 로봇의 현장도입의 가능성 연
구와 로봇화에 적합한 건물의 설계 방법에 대해 연구 수행
(2) Nottingham 대학
○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설공사의 계획방법 연구
(3) Lancaster 대학
○ 건설기계의 자동화를 위한 연구
○ 자동굴삭기 System 개발
(4) Wales 대학
○ 이동로봇의 항법 연구와 철골교량의 Stand Bolt 용접로봇의
연구 수행
라. 이탈리아
(1) 제노바 대학
○ Molfino 교수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서 자동으로 굴착하는
Roboclimber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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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면에서도 굴착 가능

그림 10 이탈리아에서 개발한 RoboClimber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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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타지역 건설 로봇 기술 동향
1. 이스라엘

가. 이스라엘 대학
○ Building Research Station이 주체
○ 연구소장인 Warszawski는 로봇화를 위한 구조공법, 컴퓨터 시뮬레이
션모델, 플로트타입의 연구개발을 주로 함
○ 내장공사용 범용로봇, 블록 쌓기 로봇, 내장뿜칠공사나 실링 작업 등
에 이용되는 로봇을 만들어 실용화를 위한 실험 수행
2. 기타 국가
○ 건설용 로봇은 헝가리, 스웨덴, 네덜란드, 싱가포르, 핀란드 등에서도
연구가 진행
○ 주로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이 중심
○ 연구개발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이고 구체적인 성과는 거의 나오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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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의 건설자동화 연구 현황
제 1 절 국내 건설자동화 연구 현황
○ 국내에서는 1980∼90년대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 자동화의 필요성
및 적용대상 공사선정을 위한 이론적인 연구를 수행
○ 진동롤러의 자동화, 타워크레인의 반자동화 연구 등 현장적용을 위한 기존
장비의 자동화 방안 연구를 수행
○ 건설기업 및 관련연구기관에서 일본에서 개발된 미장 로봇을 도입하여 국
내에 적용한 사례 발표도 있었고 거푸집 자동화 공법이 소개
○ 국내의 경우과거 20여년에 걸쳐 건설자동화기술개발에 많은 연구노력을 기
울여왔던 미국, 일본, 유럽의R&D 투자규모, 로봇개발 및 상용화 건수에 비
교해볼 때 그 수준은 매우 미약
○ 국내에서도 안전, 생산성문제, 경제성확보, 품질향상을 위해 자동화 분야의
연구 개발이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2000년 이후 해외에서 건설자동
화를 전공한 신진 과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메카트로닉스 전문가집단
과의 산·학·연 컨소시엄구성을 통해 건설자동화기술개발에 관한 연구가 다
시 활성화
○ 일본이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
설 자동화 기술개발을 이루어온 것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에는 건설 자동화
장비 개발을 위한R&D 펀드는 대부분 건설교통부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
되고 있으며 대학과 국책 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는
있으나 R&D 투자규모는 선진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실정
○ 200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시공 및 유지 보수 분야에 걸쳐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원척( full-scale )의 주요 건설 로봇으로는 ‘콘크리트 흄관 매
설 로봇( 2000∼2003 )’, ‘PHC 파일 연직도 자동제어 및 두부정리 로봇(
2002∼05 )’, ‘초고층 빌딩 커튼월 시공을 위한 미니 굴삭 로봇’, ‘도로면 크
랙실링 로봇( 2001∼04 )’, ‘도로면 사인도색로봇( 2001∼03 )’, ‘초고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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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노면표시 자동제거 로봇( 2002∼04 ) ’등이 있으며, 주로 단일 공정
혹은 작업을 수행 하는 건설 로봇이 연구·개발되어 현장 적용성 실험 및 현
장 실무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진단하는 단계
○ 최근 교량유지보수용 로봇 (BIRDi)의 개발, 지능형 굴삭시스템의 개발 등
건설자동화 및 로봇 분야의 대형 국책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건설기술혁신사업 5개년(2003∼2007) 계획
∙ 2003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중점 R&D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건설공사의 자동화·로봇화 기술개발이 전체 29개 프로그
램 중 12위를 차지
∙ 사회기반 기설의 고도화 및 활용극대화,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
한 사회기반 구축,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 건설,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 5가지 전략적 목표 간의 중요성을 고려한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
는 10위를 차지
표 13. 건설기술혁신사업 세부 R&D 프로그램별 중요도, 시급성 조사결과
(5점척도)
R&D 프로그램

세부 R&D 프로그램
- 건설공사 자동화 시공기술 개발

중요도

시급성

4.04

3.88

4.04
발
화․로봇화 기술 개 - 자동화를 위한 측정 원격제어 기술개
3.56
발
발

3.96

건설공사의

자동

- 자동화를 위한 측정 원격제어 기술개

- 건설로봇시스템 운영 및 성능 시험기
술 개발

3.72

3.32
3.68

∙ 우선순위가 높았던 "홍수 및 가뭄피해 최소화 기술", "지하공간 활용
기술", "초고층/대공간 건설기술" 등과 관련한 R&D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 추후 진행할 프로그램에 건설로봇과 관련한 과제가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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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전자동 건설로봇 시스템 연구 개발"이란 제목으로 건설로봇
과 관련한 과제가 제안된 상황
∙ 2005년 9월 연세대학교와 건설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철도기술
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5개 기관 컨소시움 으로 구성된 "첨단
융합건설연구단"이 건설기술과 첨단기술(6T)을 융합하여 차세대 건설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첨단융합건설기술사업"의 최종 사업단으로 선
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 현재workshop, 국제 심포지엄, 포럼 등을 개최하여 관련 동향, 인력
및 기술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제 협력, 인력양성, 홍보
등의 활동

제 2 절 국내 건설 로봇 개발 사례
○ 국내에서는 1980~1990년대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자동화를 위한
기술동향 분석과 개발전략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수행하였으며, 최근 다음
과 같은 장비들이 실용화되고 있음.
1. 두부정리 및 PHC 파일연직도 자동제어 장비
○ 2002~2005 : 산학연 공동 연구 개발 사업
○ PHC(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파일의 상부파쇄시
발생되는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일 파쇄 이전에

파일의 내·외부

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구상된 장비임.
○ 두부정리 자동화 작업을 위한 장비의 초기 투자 비용이 있을 수 있으
나, 전체적으로 자동화 장비 1대 도입으로 인한 연간 발생 이익은
19.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두부정리 자동화 장비 도입에 따라 기능인력이 일당 3인에서 1.5인으
로 감소가 이루어 졌고, 편익비용비(Benefit/Cost)는 3.43, 손익분기점
(Break-Even Point)은 1년 7개월로서 장비 도입 후 19개

월이 지

난 시점부터 순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런 점으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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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두부정리의 자동

화는 경제적 기대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두부정리 및 파일연직도 자동제어 장비는 PHC 파일 항타시파일의 연
직도를 자동 제어함과 동시에 두부정리 작업을 위한 현장작업을 줄이
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음. 이 자동화장비는 현재 프
로토 타입 개발 이후 시제품 제작을 위한 수정단계에 있는데 연직도
제어를 위해 파일 드라이버가 지표면과 수직을 유지하면서 파일 매입
을 위한 굴착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또한 두부정리 기능을 위해 기존 재래식 작업에서 노무자에 의해 수
행되었던 그라인딩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원뿔형 및 블
레이드 말단 장치가 장착된 4방향 유압 압쇄 장치의 사용으로 PHC
파일을 종방향 균열없이 파쇄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음

표 14 기존 작업 및 자동화 작업의 투입 비용 비교/분석
기존 작업(작업량 150본/일)
자동화 작업(작업량 150본/일)
항목
수량
단위
비용(원)
수량
단위
비용(원)
굴삭기
1
대
300,000
1
대
300,000
유류비
200
l
120,000
200
l
120,000
할석공
2
인
200,000
0.5
인
50,000
조공
1
인
80,000
1
인
80,000
그라인더
1.5
개
39,600
3
개
79,200
파일캡
150
개
42,000
150
개
42,000
잔재처리
6*
m3
90,000
1**
m3
15,000
기타잡비
130,000
118,750
계
1,001,600
계
804,950
본당 투입비용
6,677
본당 투입비용
5,366
연간 비용
240,384,000
연간 비용
193,188,000
자동화 장비 1대 도입으로 인한 연간 발생 이익 47,1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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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두부정리 자동화 장비

그림 12. 기성 콘크리트파일연직도 자동
제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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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굴삭 장비를 활용한 초고층 빌딩 커튼월 시공장비
○ 빌딩 건설에 있어 최근의 추세는 고층화, 대형화, 복잡화로 대변될 수
있으며 커튼월 등과 같은 자재의 무게 또한 점차 중량화되어 가고 있
음.
○ 일반적으로 커튼 월 시공을 이한 장비로는 윈치와 크레인이 요구되며
약 7명 정도의 노무자가 투입되고 있으나, 커튼월설치 작업의 특성상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생산성과 품질의 균일성 확
보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 최근 초고층 빌딩을 대상으로 커튼 월 자재를 자유로이 핸들링하고
설치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로서

흡입

장치가

장착된

다자유도

(multi-DOF) 미니 굴삭 로봇이 개발되었으며 건설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바 있음.
○ 개발 로봇의 활용은 커튼 월 시공 공정의 단순화, 공기 단축 및 안전
성향상을 물론 투입 노무자의 수를 기존 7명에서 2명으로 줄임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노무자 감소를 통한 원가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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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초고층 빌딩커튼 월 시공을 위한 미니굴삭
로봇

그림 14 초고층 빌딩커튼 월 시공을 위한 미니굴삭
로봇 현장 적용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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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골구조 용접 로봇
○ 철골생산의 효율화와 고품질화를 목적으로 로봇에 의한 용접 시공이
빈번하게 실시되어지고 있음. 로봇은 용접기술자에 비해 생산성이 높
고 내부결함의 발생이 적으며 외관과 품질이 우수한 장점을 지니는
데, 최근 수직 용접부를 포함하는 로봇의 용접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층건물의 자동화 시공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용접시공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를 관통하는 기둥과 보와의 이음부는 아래보기 용접으로 시공한 후
기둥에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용접구조물을 뒤집고 교환하
는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지금과 같은 로봇 아래보기 용접장식으
로는 용접능률을 높일 수가 없음. 이에 반해 수직 용접은 기둥과 보
의 접합부를 뒤집는 작업이 필요 없으므로 용접작업의 무인화가 가능
하고 용접품질과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
4. 콘크리트하수관 배설용 원격자동장비 개발
○ 콘크리트 하수관 배설용 원격자동화장비는 콘크리트하수관(이하 흄
관) 매설시 터파기 사면의 붕괴위험 상존하며 흄관 이동 중 추락 및
충돌 사고위험으로 근로자 안전이 위협 받고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
발되었음.
○ 터파기 사면붕괴, 흄관 추락 및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무리한
관이음에 의한 파손 및 접합상태불량으로 인한 품질확보의 어려움,
작업생산성저하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 해결
○ 이 장비는 ① 매니퓰레이터(스튜어트플랫폼, 삽입부, 집게부로 구성),
② 비디오 비젼시스템(카메라, 모니터로 구성), ③GPS 및 CAD시스
템, ④ 컨트롤러(산업용컴퓨터, 합성자기동조제어 알고리즘)로 구성되
어 있는데, 기존 굴삭기의 버킷을 떼어내고 개발장비를 부착하여 사
용하며 기존 굴삭기로부터 유압 및 컨트롤전원 공급받는 특징이 있음
○ 개발된 흄관매설 자동화 장비의 프로토 타입은 흄관 매설작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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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동작 및 성능을 모두 구현 할 수 있도록 6자유도 운동이 가
능한 스튜어트 플랫폼(SPM : Stewart Platform Manipulator)을 기반
○ 흄관 매설 자동화 장비는 백호와의 결속 및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한 연결부, 흄관 매설 작업 시 6자유도 운동을 지원하는 구동부, 흄관
연결 시 삽입기능을 담당하는 슬라이딩부, 흄관 결속 및 운반, 연결
작업을 수행하는 집게부로 구성
○ 현장 실험결과, 개발 장비를 활용하여 흄관 매설작업을 수행할 경우
자동화시공에 의한 안전성확보, 품질향상과 더불어 65%의 생산성 향
상 효과, 33% 정도의 공사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그림 15 콘크리트 하수관 배설용 원격자동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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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콘크리트흄관 매설 로봇

5. 타워크레인의 자동화
○ 고층 건물의 시공에 있어 타워크레인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인식이 되고 있음.
○ 타워 크레인 작업시 가장 많은 작업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작업 기중
물을 기중하기 위해 타워 크레인의 후크(hook)를 기중 대상물체에 접
근시키는 과정과 기중되어 이동시킨 기중 물을 적절한 위치에 놓는
작업공정임. 이 작업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능을 요구하는 부분이자
안전에도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임.
○ 신호수를 두거나 지상에서 무선조종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에서 타워
크레인과 기중 물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작동하는 방식이 채택되
기도 하였으나, 인건비 상승, 절차상의 번거로움, 기중물을 내려놓을
위치까지 조종원의 도보 이동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음.
○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타워크레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자동화
에 대한 연구가 일부 건설회사와 연구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대

- 45 -

표적인 예로는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한 타워크레인의 양중 합리
화 방안, GPS 및 머신비전을 이용한 타워크레인 양중 효율화 연구등
으로 이 연구들은 타워 크레인의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 졌음.
○ 또한 위치 측정 장치와 운반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한 타워크레인의 반
자동화 시스템 개발의 연구에서는 타워 크레인의 동적 최적화와 아울
러 타워크레인의 조종석에서 기중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거리
계측 장치와 3차원 각도를 계측하는 각도 계측장치 및 계측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통한 후의 이동 량을 산출하여, 목적위치까지 후크
의 이동시키는 지능형 타워 크레인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였음. 이러
한 연구들은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고, 신호수의 잘못된 신호에 의한
안전사고 및 작업시간의 지연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17 타워크레인의 반자동화 시스템
6. 도로면 크랙실링자동화 장비 (APCS : Automated Pavement Crack Sealer)
○ 2001~2004 : 산학연 공동 연구 개발 사업
○ 노무자의 안전사고 예방,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
○ APCS는 시방 규정에 따라 도로 면에 3mm 이상 크랙이 존재할 경우
CCD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도로면 영상을 이진화 및 노이즈 제거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크랙 이외의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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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CS의 말단장치(turret)가 크랙의 중앙(spine)을 따라 일정량의 실런
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사하도록 크랙네트워크 맵핑 및 모델링 알
고리즘, 패스플래닝(path planning) 알고리즘을 개발
○ APCS의 현장실험결과, APCS의 도입 및 활용을 통해 노무 인력의
50% 감소 효과, 32.5%의 생산성향상 및 43.6 %의 공사비용 절감효과
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평가

그림 18. 도로면 크랙실링 로봇
7. 교량 외관 조사 자동화 장비(2001~2004)
○ 점검 차량에 직접 교량 진단기술자가 탑승하여 육안으로 점검을 수행
하는 현행 육안조사업무를 완전 자동화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교량 점
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점검자의 안전성을 확보 가능
○ 점검자의 주관적인 판단 및 교량의 보수·보강 시기를 객관적으로 산
정 가능
○ 교량 외관 조사 자동화 장비는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교량하부영상을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이용하여 외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머신
비전 시스템(machine vision system)과 머신 비전시스템을 교량의 원
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교량 하부 이미지를 스캐닝 하여 저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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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형운전제어시스템(linear motion control system)으로 구성
○ 교량외관조사 자동화 장비는 교량의 일상 점검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현행 교량 유지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열화부분의 조기파악을
통해 교량의 구조적인 손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8. 도로면 사인 도색 및 제거 로봇
○ 최근 각종 도로면 사인과 차선을 자동으로 도색할 수 있는 로봇 시스
템 개발
○ 개발로봇은 갠트리 로봇을 기본으로 하여 한차선 까지 작업영역을 확
대할 수 있는 구조로 창안되었고, 자동으로 사인 도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폰트파일시스템, 경로생성알고리즘, 대형사인도색알고리즘, 로
봇 시뮬레이터 등의 모듈을 포함
○ 현재의 노면 표시 제거 작업은 많은 작업자가 투입되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작업은 장시간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과 혼잡비용
발생
○ 작업에 투입된 모든 인원들이 작업장 주변의 차량 충격에 무방비 상
태로 노출되어있고, 깎이식 제거기와 가스 불을 이용하므로 가스폭발
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유해 가스는 작업자나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건강상의 큰 위험을 주는 문제점 내재
○ 개발 로봇은 3,000bar 이상의 초고압 수분사 펌프 시스템제작과 단일
차량내부에 설비를 구성하여 작업자의 외부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운
전자가 간단한 컴퓨터 및 레버조작만으로 2km/h 이상의 속도로 노면
표시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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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도로면 도색 및 도색제거 로봇
9. HJ 너클 시스템을 이용한 리프트 업(Lift Up) 공법
○ 대형 지붕 구조체를 포함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시공기술을 한 단
계 전진시키는 기술로서 HJ 너클을 이용해 지상에서 조립 완료된 지
붕 구조체를 리프트업 시키는 기술을 말함.
○ 높은 곳에 배치되는 지붕 구조체의 조립 작업을 지상에서 진행함으로
써 높은 곳에서 작업시 필요한 안전 사고 방지 시설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건설 노무비와 현장관리비용 등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갖고
있음.
○ 이 공법을 적용한 현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래식 공법과 지붕 구조
체의 조립 설치비용(간접비)을 비교한 결과, 공기 면에서는 약 2.5개
월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사비 면에서는 약 30%의 절감 효과
가 있음.
○ 따라서 통계청의 건설공사 비용 중 직접노무비가 차지하는 약 29.2%
의 비율을 적용하면, 약 9%의 기능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미
루어 짐작 할 수 있음
10. A.C.S (Auto Climbing System) 공법
○ A.C.S공법은 Core Wall 선행 공법으로써 각종 작업 발판을 장착한
System Form과 자동 인양 장치를 결합한 시스템 거푸집을 말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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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비계는 Truss Girder를 중심으로 상하 3∼4단의 작업 발판으로 구
성되고, 외부 비계는 Cross Beam을 중심으로 상하 4∼6단의 작업 발
판을 갖추고 있음.
○ 일반 공법의 단가를 적용하여 A.C.S 공법을 적용한 공사 금액과 대비
해 보면 직접공사비 부문에서는 A.C.S 공법이 23% 정도 높게 나타나
고, 공정 단축에 따른 경상비, 장비비 및 기능 인력비의 절감 효과를
환산해 보면 A.C.S 공법의 공사 금액이 5.5% 정도 저렴함.
○ 따라서 통계청의 건설공사 비용 중 직접노무비가 차지하는 약 28.5%
의 비율을 적용하면

약 1.65%의 기능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제 3 절 결론
○ 국내의 건설자동화는 현재까지 주로 단일 공정 혹은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
화 장비가 연구되어 현장 적용성 실험 및 실용화 가능성을 진단하는 단계
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국내의 성과는 미국, 일본 등의 투자
규모, 로봇 개발 및 상용화 건수에 비교해 볼 때 그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
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도 건설안전과 생산성 문제, 경제성 확보, 품질향상을 위해
자동화 분야의 연구 개발이 부족하나마 일부 진행되어 왔으며, 2000년 이후
해외에서 건설 자동화를 전공한 신진 과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산∙
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건설 자동화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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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 건설현장적용 가능 기술 분석
제 1 절 건축 공사에 로봇 적용 분야의 우선 순위
○ 건설자동화 및 로봇의 공종, 공정 및 작업별 분류 체계
표 15 공종, 공정 및 작업별 분류 체계
공종분류

공정분류

토공사 및

토 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철근 공사

흙파기
흙막기
파일 공사
철근 가공
철근 조립
거푸집 설치

철근
콘크리트공사

작업분류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다짐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면처리

철골 공사

철골 설치

철골 운반
철골 용접
외부 도색

외부 공사
마감 공사

PC 파넬 설치
내부 공사

자재운반 및 설치

타일 붙이기

자재 운반

내부 도색
천정 설치
수평 운반
수직 운반
콘크리트 검사

유지 보수
유지 보수 공사

콘크리트면 보수
타일 검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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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청소
콘크리트면 청소

○ 건설자동화 및 로봇의 도입 시 고려 요소
표 16 건설자동화 및 로봇의 도입 시 고려 요소
주요 고려요소
안전성

생산성

품질성

경제성

인적요인

세부 고려요소
건강에 유해한 작업
물리적인 위험이 있는 작업
열약한 작업환경 하에서 작업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자동화를 통한 작업 프로세스의 단축이 가능
품질에 대한 요구성능 달성이 가능
일관된 정밀성 및 정확성의 확보가 가능
작업시간의 단축이 가능
노무인력의 절감이 가능
재해사고율의 감소를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
숙련된 기능인력의 부족
육체적 피로가 심한 작업
더럽고 불쾌한 작업

○ 건설자동화 및 로봇의 공종, 공정 및 작업별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주요 고
려요소 및 세부 고려요소를 기준
○ AHP 분석기법을 이용한 주요 고려요소별 가중치(중요도) 산정
표 17 건설자동화 고려요소별 가중치
주요

안전성

생산성

품질성

경제적

인적

고려요소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안전성
요인
생산성
요인
품질성
요인
경제적
요인
인적
요인
합계

합계

가중치

1

2

3

1

4

1.66

0.33

1/2

1

2

1

3

1.09

0.22

1/3

1/2

1

1/2

2

0.57

0.11

1

1

2

1

4

1.33

0.27

1/4

1/3

1/2

1/4

1

0.35

0.07

3.08

4.67

8.5

3.75

14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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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 (자동화 선호지수, Automation Preference Index) 적용 결과
표 18 세부작업별 자동화 선호 지수(API) 산출 결과
안전

생산

품질

경제

성

성

성

적

요인

요인

요인

요인

흙파기

1/2

1/3

0

2/3

1/3

0.44

흙막기

1/2

2/3

0

1/3

0

0.40

기초공사

파일 공사

0

2/3

1/2

1/3

1/3

0.32

철근

철근 가공

1/2

2/3

1/2

2/3

1/3

0.57

공사

철근 조립

1/2

2/3

1/2

2/3

1/3

0.57

콘크리트 타설

1/2

3/3

1/2

2/3

1/3

0.64

콘크리트 다짐

0

2/3

1/2

2/3

1/3

0.41

쇠흙손 마감

0

1/3

1/2

2/3

2/3

0.36

1/2

2/3

1/2

2/3

3/3

0.62

공종분류 공정분류

토공사 및 토 공사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공사

작업분류

콘크리트
면처리

인적
요인

API

철골

철골 운반

1/2

2/3

0

2/3

1/3

0.52

설치

철골 용접

2/2

2/3

2/2

1/3

2/3

0.72

외부 도색

1/2

1/2

1/2

2/3

1/3

0.53

타일 붙이기

0

1/2

1/2

2/3

1/3

0.37

PC 파넬 설치

0

1/2

0

2/3

1/3

0.31

내부

내부 도색

1/2

1/3

1/2

2/3

1/3

0.50

공사

천정 설치

0

2/3

1/2

2/3

1/3

0.41

자재운반

자재

수평 운반

1/2

1/3

0

2/3

0

0.42

및 설치

운반

수직 운반

1/2

1/3

0

2/3

1/3

0.44

콘크리트 검사

0

1/3

0

2/3

1/3

0.28

1/2

1/3

1/2

1/3

1/3

0.41

타일 검사

0

1/3

1/2

1/3

0

0.22

창문 청소

1/2

1/3

0

1/3

1/3

0.35

1/2

1/3

0

1/3

1/3

0.35

철골 공사

외부
마감 공사

유지 보수

공사

유지

콘크리트면

보수

보수

공사
청소

콘크리트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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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 적용 결과를 통한 건설 작업 중에 로봇이 적용이 필요한 순위 (> 0.5
이상)
∙ 철골 용접 작업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 철근 가공 작업
∙ 철근 조립 자업
∙ 외부 도색
∙ 철골 운반
∙ 내부 도색

제 2 절 건설분야에서 로봇의 적용 가능 분야
○ 유지관리용 로봇
∙ 터널유지관리시스템
∙ 교량유지관리시스템
○ 보수/보강의 자동화공법
∙ 지진/진동에 의한 시설물 보강자동화시스템
∙ 시설물 외 벽 보수보강 시스템
○ 재난복구용 로봇
∙ 수해 및 지진 등의 재난으로 인한 오염 혹은 위험지역에서의 무인시
공시스템
○ 환경보존을 위한 로봇
∙ 심각한 환경오염 지역의 복구를 위한 특수건설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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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대체형 지능형로봇
∙ 자재의 운반 및 인양용 로봇
∙ 협소하고 위험한 지역에서 작업이 가능한 지능형로봇

제 3 절 건설분야에서 로봇의 적용 방향
1. 기계화 시공을 위한 건설기계의 반자동화, 무인화/자동화, 지능형 로봇화
○ 건설기계의 자동화/반자동화의 목표는 건설현장에서의 ①작업속도 향상 ②
시공품질 향상 ③안전성 향상 ④공사비 절감 ⑤기능인력절감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①건설기계의 자동화/반자동화, ②시공의
첨단화 등이 요구됨.
○ 기존의 26종의 건설기계의 몸체(구동부)의 견고함과 스스로 이동 능력의 자
동화
○ 중량물을 취급하는 건설공사에 적합한 자동화기계는 규모가 크고 견고하여
야 하나 신소재등을 이용하여 자체 무게를 경량화할 필요가 있음
○ 자동화기계의 작동 및 제어를 위한 요소기술
∙ 무선통신
∙ 첨단제어
∙ 계측기술
가. 기술의 예
○ 일본의 건설관련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것에 ITS(intelligent traffic system)
가 있음. 여기에는 과거 건설분야의 주된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치 않았던
센싱(sensing), 제어(control), 유선 통신, 무선 통신, 위성통신 등의 기술이
추가로 필요함. 일본의 도로,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각종
정보 전달 기술은 이미 과거의 기술이 되었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량
이 고속으로 통과하면서도 별도의 Tag를 부착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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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이미 일본은 수년전부터 차량의 번호판 인식을 위하여 2.4GHz의 데
이터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 건설기계와 지상 중계기와의 데이터 통신에
는 420MHz 밴드가 사용되고 있으며, 중계기와 종합 센터 사이에는 50GHz
밴드와 160MHz 밴드가 사용되고 있는 추세임.
○ 도심지역의 각종 공사시에는 지중의 가스관, 수도관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
해 굴착시 불측의 사고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최근에는 지중의 매
설물을 지상에서 탐지하는 장치(GPR:ground penetraiting RADAR)들이 개
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이 GPR
은 아직 그 기술이 안정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현재 개
발된 상태의 GPR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측 결과를 판독하기 위하
여는 토목 기술자와 함께 전자 기술자의 도움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노후 건축물의 유지 보수에 첨단 계측 제어 기술을 사용한 일본 개보수 사
례를 들 수 있음. 1584년에 신축되어 1665년에 전소된 뒤, 1931년에 재건된
건물로써 1997년 일대 보수공사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및 철근의 부식상태
를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벽체에 구멍을 뚫고 철근 주위에 미니 센서와 작
용전극을 삽입한 뒤, 충진재로 충진하여 건물 구조체의 부식 상태를 자동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격지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하도록
한 것 등은 제어 관련 기술의 각종 공사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
례라고 보임.
○

메카트로닉스(mechatrnics)란

기계

기술(mechanics)과

전자

기술

(electronics)의 합성 용어임. 과거의 기계장치는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 많았
으나 최근 전자기술의 발달로 기계장치에 전자 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음. 그런데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 유지 관리, 보수, 정
비하기 위하여는 기계분야의 기술인력 이나 전자기술 인력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므로 이들 두 가지 분야의 기술을 가진 인력이나 인력의 집
합인 메카트로닉스 기술 인력 건설업체에 필요함.
○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건설업체에 메카트로닉스부서를 설치하여 두고서, 자
동화 시공법 및 장치의 개발을 활성화 하여 판매하는등 과거 건설분야의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치 않았던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수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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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넓혀나가고 있음.
2. 자동화시공시스템 구축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건설사업관리 정보와의 연계된 자동화시공 시
스템
○ 구성 요소
∙ 건설로봇
∙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
∙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
∙ GIS/GPS 기술등의 위치정보기술
3. 초대형화
○ 세계적으로 볼때 대규모 건설현장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 대규모 공항 건설, 장거리 터널 건설, 스페이스 셔틀 및 우주선 발사 기지
건설, 대규모 항만시설 건설등이 예이다.
○ 이런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 시공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
축을 위하여 로봇이 적용시에는 로봇의 형태의 대형화가 되어야 함
○ 예로서 해안을 매립하거나 호안을 축조하거나 터널 공사를 위한 불도저 등
은 이제는 70~100톤의 초대형화가 이미 실용화되고 있음
4. 초소형화
○ 건설기계는 초대형화라는 방향과 함께 초소형화라는 방향으로도 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음
○ 수도관 매설 등 도심지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수요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소 지역에서 건설 및 건설시에 협소한 구역내의 작업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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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작업 환경에서 작업자의 안전, 시공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위
해서는 로봇의 형태가 초소형화가 되어야 함

제 4 절 건설분야에 적용 가능한 로봇의 기술
○ 현재 건설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설작업용 로봇은 전문서비스로봇으로
분류되어 있음
○ 로봇의 공통/원천기술은 다양한 로봇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
으로 건설로봇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함.
○ 7가지로 대분류로 구성된 머니퓰레이션, 자율이동, 로봇 지능, 인간-로봇 상
호작용, 센서 및 구동기, 시스템 통합과 네트워크 기술의 일부는 현재 건설
로봇에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함.

표 19 로봇의 공통/원천기술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량화, 모듈화, 유연화, 시각기반 조작, 센
서기반 조작,

머니퓰레이터

하이브리드 힘/위치 제어, 수동/능동 컴플

로봇 손

라이언스
3지/5지 손, 센서기반 스마트 핸드
웨어러블 햅틱장치, 햅틱 암마스터, 햅틱

햅틱장치

핸드컨트롤러,
햅틱 글러브, 촉각제시기
마이크로 액츄에이터, 마이크로 센서, 마이

마이크로/
제어

Manipulation

크로 위치/힘 측정, 마이크로/나노 평면부

나노로봇기술

품용 그리퍼

작업도구 메커니
즘
구조설계

청소메커니즘
경박구조설계, 전복방지, 내열, 방수설계
여유자유도 제어, 양팔협조, 작업/모션/파
지 planner 개발, mobile manipulation, 학

조작제어

습기반 머니퓰레이션, 비쥬얼서보잉, 센서
융합, 시각기반조작,
인체핸들링, 다개체군 제어, 원격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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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이동

작업알고리즘
청소알고리즘
고등제어알고리
가상환경연동제어, 행위기반제어
즘
무한궤도형, 바퀴형, 전방향 바퀴, 카펫주
휠구동메커니즘
행
특수이동메커니
문턱극복, 계단승월, 비행, 벽면이동
즘
보행메커니즘, 2족보행, 자세제어, 4족보행,
보행 메커니즘
6족보행,운동예측, 안전 메커니즘
지도작성, 위치추정, 경로계획, 장애물회피,
주행알고리즘

영상기반 주행, SLAM, 2족 다족 보행 알

보행알고리즘

고리즘
ZMP 제어, 자세제어, 모션 시뮬레이션
3차원 물체인식, 실시간 인식, 조명변화/가

환경인식

려짐에 강인한 인식
작업환경의 모델링, 작업계획, 지능형 에이
전트,

학습 및 추론

학습추론기반

로봇지능
Context/Semanti
cs

지능 및

ontology 기반 지식기반시스템, 대화 및

시각인식

의 실시간 추적, 조명/포즈에 강인한 인식,

촉각인식
감정표현

감성인식

생체인식

센서

Intelligence
Context/Semantics 모델링 및 학습 기술,
의사소통
칼만 필터링
얼굴인식, 표정인식, 제스처인식, 이동물체

음성인식

부품

Social

센서융합

인식

HRI

인터페이스,

문자인식
대화음성인식, 음원 감지/추적, 대화음성
생성, 잡음에 강인한 음성 전처리
촉각제시, 힘반영 원격제어, 시간지연 대처
기술
감정 모델링, 얼굴표정, 자세생성, 가상인
성
인간-로봇 상호작용 모델링, 사용자의도
인식, 멀티모달 매개 인터페이스, 지능형
사용자 HRI, 학습자상황인식
운동측정, 생체상호작용, 무구속인체모니터

센서인식
시각센서

링, 수면모니터링, 바이오피드백
센서기반 인지모듈
CCD/CMOS, 스테레오비전, Depth map

청각센서

마이크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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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힘(수직력, 전단력) 감지, 인공피부로서

촉각센서

의 유연성,신호처리, 질감/물체 인식
초음파센서, 레이져스캐너, IR센서
자이로센서, 가속도센서
6축 힘/토크센서, 촉각센서
근육경직부위 탐지센서, 사용점 측정 위치

거리센서
운동센서
힘센서
생체센서

센서
먼지센서, 물감지 센서
소형 고출력 모터
Dielectric elastomer actuator, Conducting

특수 센서
모터
액츄에이터

인공근육

polymer actuator
Harmonic drive, RV감속기
고효율 배터리, 자동충전
Deliberative control, Reactive

감속기
에너지

Hybrid deliberative/reactive control, 실시

제어구조

간 제어, 원격제어
회로안정화, SoC설계, 모듈설계, 컴포넌트

하드웨어

설계
Interoperability, 분산 미들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
폼

미들웨어,
실시간성, 이종 네트워크간 통신, RTOS,
Linux, 실시간 분산제어, 임베디드 OS,클

시스템
언어
표준화 및 평가
시스템

control,

래스 라이브러리
로봇언어
초정밀로봇표준화기술,

초정밀로봇평가기

진단알고리즘

술
자기 고장/진단, 능동적 자율극복
비쥬얼 서보잉, 접촉 탐색 기술, 개방형 분

시스템 통합

산 제어 시스템 전투로봇설계기술, 건축로

시뮬레이션
컨텐츠

봇설계기술
3차원가시화, 운동상태모사
교육, 오락, 재활
종단간 QoS 보장을 위한 네트워킹 기술,

통합

디지털 홈 네트워크 연동 기술, 센서 네트
워크 연동 기술, 실시간 멀티미디어 스트
네트워크

네트워크 인프라 리밍 기술, 실시간 원격 제어 프로토콜 처
리 기술, 로봇 및 서버 네트워크 보안 기
기술
술, 로봇과 서버간 응용 프로토콜 표준화
기술, 로봇과 서버간 유무선 통신품질 진
단 및 분석 기술, 실시간 음성/영상/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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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정보 처리를 위한 고성능 서버 기술,
로봇을 이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기
술, 로봇 위치 원격 인식 기술
분산 컴포넌트 기반의 행위/태스크 모델링
및 개발 기술, 네트워크 기반 실시간 제어
프레임워크 기술, 휴대 가능한 초소형 네
트워크 로봇에 대한 제어 프레임워크 기
시스템 프레임워
크 기술

술, 네트워크 기반 멀티-로봇 제어 프레임
워크 기술, 가변우선순위 기반의 로봇행위
선택 프레임워크 기술,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 컴포넌트의 Plug & Play 기술, 네
트워크 기반 로봇 고장 자가진단 및 복구
프레임워크 기술, 분산 컴포넌트 기반의
지능형 S/W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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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국내의 건설자동화는 현재까지 주로 단일 공정 혹은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
장비가 연구되어 현장 적용성 실험 및 실용화 가능성을 진단하는 단계에 와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의 성과는 미국, 일본 등의 투자규모, 로봇 개발
및 상용화 건수에 비교해 볼 때 그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건설안전과 생산성 문제, 경제성 확보, 품질향상을 위해 자동화 분야
의 연구 개발이 부족하나마 일부 진행되어 왔으며, 2000년 이후 해외에서 건설
자동화를 전공한 신진 과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을 통해 건설 자동화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건설 자동화 기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설계단계에서부터 자동화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선
진국에 비해 건설공사의 자동화가 미흡한 원인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기계
화나 자동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
서 부터 시공의 자동화∙기계화에 적합하도록 부자재의 표준화 및 규격화, 공장
생산화, 각종 시방서의 표준화 시키는 노력과 아울러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건설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서 적절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유기적인
연계 아래 기술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동화 가능 분야 파악과 경제적 타당성 예측이 필요하다. 인력 수요가
많은 공종과 전문성 및 정확성이 요구되는 작업의 기능 분야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초기 투자 비용, 장비의 일일소요 비
용, 연간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고 편익비용률(Benefit/Cost)을 통해 인력 감
소에 따른 이익 분석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수요의 파악에 따른 마스터 플랜의 작성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생산시스
템의 구축을 위한 기술선도형 접근방법의 마스터 플랜의 작성이 요구된다. 작성
된 마스터 플랜을 기반으로 중장기적 안목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기술적 로
드맵과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중장기 목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및 연구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고려하고 현장 중심의 수요분석과 산∙학∙연 컨소시엄
을 통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노하우의 축적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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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변화하는 건설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자동화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IT(information Technology)의 강대국이라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건설 산업의 자동화 / 기계화 도입과 활성화에
있어 단 기간내에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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