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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화의 경제성 분석의 경우, CII 회원 기관들로부터 총 45개 표준화 프로젝트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팀은 13개 이점과 6개 트레이드오프를 도출하였는데, 우선 사례 분석을 통해 표준화 전략 적용 시 일반 프로젝트 대비 평

 균적으로 수명주기비용 (life cycle cost) 25% 절약과 공사기간15% 단축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Engineering 

 (35%)과 Procurement (25%)에서 가장 큰 폭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운영 및 유지(Operation and Maintenance)의 경우 대

 략 10%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 표준화 적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모델의 경우, 모델 이용자가 표준화나 맞춤 생산 여부에 편향되지 않은 채 약 80여 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델 시제품(prototype)의 개발은 완료되었으며 검

 증 단계에 있습니다.  
 

3) 표준화 모범사례 연구 및 결정적 성공요인 연구의 경우 2가지 설문을 진행하여 총 15개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 요인들이 가

 능하게끔 하는 52가지 인자를 함께 찾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력 있는 표준화 결정적 성공요인 5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4) 건설 표준화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타 산업 분야의 혁신기술 및 경영기법 연구의 경우, 현재 CII소속 전문가 250여명으로부터 설문

 을 받아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부 건설 표준화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향후 5년 이내 실현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다음과 

 같으며, 분석된 혁신기술 및 경영기법은 향후 상세히 공개될 예정입니다.  

 

 

본 고에서는 CII의 Upstream, Midstream and Mining 연구팀에서 진행 중인 건설 표준화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 

연구과제에 대한 상세정보는 CII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5] (Choi et al. 2018) 에서 찾으

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2019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San Diego에서 열리는 2019 CII Annual Conference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CII Annual Conference는 매해 800명에서 1200명의 건설산업을 이끄는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본 원고는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의 최진욱 교수님이 집필하였습니다. 

 

 

 

 미국 건설회사 Katerra는 off-site construction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Ka-

terra는 2015년에 설립된 다세대주택 프리패브 전문회사로 2017년에 약 1,700억원 순이익을 올렸으며, 2018년에는 소프트뱅크

에서 약 1조원 투자를 받은 유니콘 기업을 성장하였습니다. Katerra는 주택 등을 고객으로부터 주문 받을 때 각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운반하고, 이를 현장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을 통해 전 프로세스에 걸쳐 작업시간 단축, 작업자 수 감소, 품질 향상, 고객

만족 극대화 등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 “Integrated Factory”를 구축하여 공장—운반-현장이 분절되지 않도록 연결하여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off-site 공장 내에 첨단 제조라인 및 생산 시스템,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여 작업 효

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Katerra의 off-site construction 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건설의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생산성 혁신 등을 이룬 대표적 사례입니다.  

https://katerra.com/en.html  

 

싱가포르 건설회사인 Straits Construction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사용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PC 생산 

자동화 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벽, 바닥 

등의 단순 부재 뿐 아니라 욕실, 주방 등의 모듈까지 생산

이 가능한데, 공장생산을 통해 주택 48채를 인력 60명 투

입을 통해 작업기간 10일 이내에 건설하였습니다. PC 생

산을 통해 기존 현장 대비 작업자 수는 70%, 작업시간은 

50% 감소되는 등, 작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https://www.nbmcw.com/tech-articles/precast-construction/38021-singapore-

promotes-precast-concrete-elements.html  

 

프랑스의 Finalcad은 iOS, android, Windows 기반의 모

바일 플랫폼을 개발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진행 현황 

및 의사전달을 모두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형

태의 플랫폼 상에서 특정 제품의 상세확인 및 품질 점검이 

가능하며, 과거 현장으로부터 기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

로 단계별 문제점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이 이루어집니다. 

Finalcad에서 현재 현장 작업의 단순화, 전체 공정의 디지

털화 및 표준화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inalcad.com/news/finalcad-android-app-launched-to-support-growth

-in-asia  //  https://www.capterra.com/p/151128/FINALCAD/  

 

 

  a) 이해당사자들의 표준화 전략 지지/동조 및 승인                                                b) 표준화 전략에 대한 빠른 인식 확산 

  c) 표준 유지를 위한 규율/노력                    d) 운전 및 유지단계 고려                    e) 기본 엔지니어링 디자인 데이터 체계화 

 

  a) 모듈화 (modularization)     b) 지능형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 (intelligent automated data collection technology) 

  c) 사전 시뮬레이션 기술 (construction simulation technology)       d) 모바일 인터페이스 장치 (mobile interface device) 

  e) 무선 네트워크 장치 (wireless networks for construction sites)   f)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https://katerra.com/en.html
https://www.nbmcw.com/tech-articles/precast-construction/38021-singapore-promotes-precast-concrete-elements.html
https://www.nbmcw.com/tech-articles/precast-construction/38021-singapore-promotes-precast-concrete-elements.html
https://www.finalcad.com/news/finalcad-android-app-launched-to-support-growth-in-asia
https://www.finalcad.com/news/finalcad-android-app-launched-to-support-growth-in-asia
https://www.capterra.com/p/151128/FINALCAD/
https://www.assp.org/news-and-articles/2018/08/28/national-crisis-opioid-abuse-in-the-construction-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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