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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구매부터 현장안전관리까지, 건설현장의 위치정보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건설산업, 위치기반 기술 적용으로 업무 편의성 향상과 산업재해 감소 효과 기대

▶ (철근N) 위치기반서비스 철근 구매 플랫폼 출시
•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자신과 가까운 철근 업체 정보(가격, 물량 등) 확인 및 구매 가능
- 판매를 원하는 공급자가 물량과 가격을 해당 서비스에 등록, 구매자가 플랫폼 내 여러
업체의 제품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는 방식
- 구매를 위한 사용자의 경우, 회원가입 없이 자유로운 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판매 및
구매 시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
- 향후 철근뿐만 아니라 형강류 등 여러 품목으로 확장할 예정

▶ (현대엔지니어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ICT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전국 33개 건설현장에 RFID・IoT 등 첨단기술 기반 장비접근경보시스템 구축
- 건설장비에 설치된 RFID 수신기와 작업자 안전모에 부착된 RFID 스티커의 양방향 무선
통신 원리로 상호 간 거리가 7.5m 이하로 좁혀지면 즉시 경고 알람 발생, 건설장비 사용
시 배치되는 신호수와 함께 이중으로 강화된 안전관리 가능
- RFID 수신기와 스티커가 1:1 통신뿐만 아니라 수신기 1대당 다량의 스티커가 동시 통신 가능,
적외선이나 초음파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존 시스템보다 인식률이 높아 정확성 향상
- 또한, IoT 안전모 시스템 도입으로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장비 전문가가
타워크레인 지휘자, 검사원, 작업팀장의 안전모에 부착된 카메라와 통신장비를 통해 작업
현장관리, 실시간으로 고위험 작업의 집중 모니터링, 즉각적인 위험요소 제거 진행 가능
- IoT 안전모 착용자에 의존해 발생할 수 있는 촬영 사각지대에서는 타워크레인 혼합형
블랙박스를 통해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4대의 CCTV로 작업 상황의 전방위 모니터링으로
건설현장 내 안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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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_장비접근시스템 개념도(상)과 타워크레인 혼합형 블랙박스 개념도(하)

출처 : 국토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건설현장에 ICT 기술기반 건설자동화시스템 시범적용
• 비콘 및 위성수신 기반 기술로 건설현장 효율성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 국토교통부의 투자로 개발된 ‘건설자동화시스템’을 LH 건설현장 시범적용
- ‘양산사송 공공택지 조성공사’에는 ’비콘(Bluetooth6.0) 기반 기술‘,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공사‘에는 ’GPS-RTK(위성수신) 기반 기술‘이 시범 적용될 예정
- 건설현장의 굴착기나 불도저 등 중장비에 블루투스와 위성수신 기반 기술 적용으로 기존
중장비 사용 전 작업량 측정을 위한 별도의 작업 없이, 각 장비의 내부에 디스플레이
장비가 탑재되어, 필요한 작업량이 실시간으로 전송, 작업 효율성 증대 전망
- 각 장비의 위치정보가 컴퓨터와 연동하여 건설현장 근로자가 위험반경 내에 있을 경우,
자동으로 장비가 멈추는 기술이 적용,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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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인프라코어) 건설장비 원격 모니터링 텔레매틱스 서비스 ’두산커넥트‘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장비의 위치 및 상태 등 파악으로 이용자 편의성 향상
- 기존 PC 및 모바일 웹 기반으로 제공되던 건설장비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앱 형태로 출시
- 앱을 통해 장비의 위치, 가동현황, 엔진과 유압 계통의 주요 부품 상태 파악, 작업장 관리
및 장비 운영 효율성 향상 기대
- 연료 잔량 20% 미만 장비 검색이나 원하는 지역 내 오류코드 발생 장비 검색 등 세부
검색 및 필터 기능, 이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장비 위치까지의 최적 경로 안내 기능 강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성 향상
- 영업 딜러-고객 간 모바일 채팅 기능, 사진 업로드 기능 등의 추가로 장비 이상 발생
시 빠른 지원 가능

Reference
1. 철강금속신문,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174
2.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129
3. 데일리그리드,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553
4.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9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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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활용으로 진화하는 P2P 서비스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재능공유, 물류, 차량공유 등 생활 밀접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P2P 서비스

▶ (부르자) 필요한 재능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재능연결 플랫폼 ’부르자‘
• 재능인과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재능연결 플랫폼 출시(2018년 6월)
- 음악, 디자인, 사진이나 법률, 비즈니스 상담, 종교, 반려동물, 청소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재능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별로의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와 카카오톡 계정 연동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키워드를 통한 검색, 지역 및 카테고리별 필터 적용뿐만 아니라 지도에서 인근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며, 구매자는 판매자의 정보, 재능 상품, 리뷰 등 확인 가능
- 메시지 기능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한 유선 상담도 가능
- 또한, 안전구매서비스를 통해 부정 거래 방지, 사용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을 대비한 신고
기능도 제공, 불건전한 신고를 받은 판매자는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블랙 처리
- 블록체인을 결합한 재능공유 플랫폼 향후 출시 예정

▶ (볼트코퍼레이션) 첨단기술 기반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1) 서비스로 고객만족도 향상
-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배송 플랫폼으로 택배원 평가 관리, 스마트 콘트렉트2) 기반의
에스크로3) 운영, 고객의 배송 품목 및 수량 등의 정보 암호화를 통해 고효율의
배송서비스를 제공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날씨, 수요, 러시아워, 배달원 평가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서비스 가격을 측정하여 고객에게 제시

1)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 유통업체의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 유통업체들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배송 품질에 주안점을 두면서 확장된 배송 개념
2) 스마트 콘트렉트(Smart Contract): 스마트계약과 동의어, 분산 원장 기술(DLT)에서 거래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당사자
간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기술로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체결 등 다양한 계약에서 활용 가능
3) 에스크로(Escrow):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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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를 통해 배송 최적 경로를 찾아주며, Instant Hub를 통해 배달원들의 이동 거리 감소
및 가격을 낮춰 저비용의 스마트한 배송서비스 제공
- 2018년 8월 일본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추후 해당 앱을 통해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반의 일본전용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차량‘만 공유하는 서비스 P2P 차량공유 서비스 활성화
• (미국 겟어라운드) 미국 내 66개 도시에서 P2P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
- 우버, 디디추싱 등 기존 차량 공유업체나 렌탈 업체처럼 자체 보유 차량을 대여하는
방식이 아닌 차량 소유주와 대여자를 연결하여 차량만 공유되는 방식
- 차주가 이용 가능 시간, 요금, 픽업 및 반납장소를 지정하여 등록하면 대여자는 원하는
차량을 시간 단위로 대여 가능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 주변의 렌트 가능 차량 조회, 차량 정보(자동차의 브랜드,
모델, 색깔 등) 및 요금 단위로 검색 가능
-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하는 차량의 차 문을 열고 내부에 숨겨져 있는 열쇠로
차량 이용 가능
- 차주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 달러 보험 서비스 제공 및
대여자 운전경력 조회 외에도 신용조회 등 16가지 자료를 통해 대여자 신원 추가 확인,
실시간 차량 위치를 제공

Reference
1. 매일경제,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sCode=21&t_uid=20&c_uid=1610008
2.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80907000091
3.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2316310921062
4. 마주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1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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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로 교통분야의 스마트라이프 실현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MaaS4)로 대중교통의 연계성 향상, 미래 대중교통 이용 손쉬워진다

▶ (한국철도공사) GPS 활용한 ’열차 출발 후 코레일톡 승차권 직접 반환‘ 서비스 시범운영
• ICT 기술기반 승차권 반환 서비스로 부정승차 방지 및 승차권 반환 위약금 절감 기대
- 그동안 코레일은 열차 내부에서 승무원의 검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열차 출발 후 역창구를 통한 반환 접수만 제공, 반환시간 경과에 따라 고객의
위약금이 늘어나 부수적인 피해 발생
- 열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위치정보와 이용자의 스마트폰의 GPS 정보를
비교하는 기술을 개발, 이 기술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가 열차 안이 아닐 경우,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같은 문제를 해결할 예정
- 시범운영 기간에는 KTX 좌석 승차권을 대상으로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우선 시행하고,
내년 열차종별, 접수시간 등을 확대한 정식 서비스 제공 예정

▶ (한국교통안전공단)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시스템 개발 착수
•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통합결제시스템 개발 착수
- 현재 국내 교통수단별 운영사가 다르고 상호 정산이 어려워 교통수단 이용시 각각
예약하고 결제해야 하는 불편 발생
- 2016년, 핀란드에서는 월정액 결제를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사용자 요구에 따라 선택
통합 이용하는 MaaS 서비스를 운영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올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를 통해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와 개인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사용자를 확인하고 사전에 예약한 교통수단을 이용 가능
- 해당 기술은 개발 후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관광객은 서울에서 출발해
제주도에서 이용하는 비행기‧택시‧버스‧자전거 대여까지 한 번에 결제 가능

4)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이동수단을 의미, 전체 모빌리티(Mobility) 수단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본인 수요에 따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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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_‘교통수단 통합 결제 개요도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일본의 도쿄급행전철, 내년 초 MaaS 실증 실험 진행
• 시즈오카현의 이토역에서 이즈큐시모다역을 연결하는 45.7km구간의 전철을 지역의 버스,
택시, 자전거 공유 등과 연계해 진행 예정
- 이용자는 자기의 경로에 맞는 교통수단을 조합한 최적의 이동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파생 서비스도 선택 가능
- 지불시스템의 원스톱 패키지로 MaaS 프리패스를 통한 일괄 지불시스템 도입 목표
- 실증 실험을 통해 많은 관광지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이즈큐시모다역의 약점을
보완, 다양한 모빌리티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공 예정이며,
향후 도쿄와 카나가와에 이르는 노선에도 유사한 실험을 진행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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