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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ccess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 is mostly judged by process and costs. It can raise the accuracy of 

the process and costs through productivity measurement and management. System which can increase th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is required at this mo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ase of measuring productivity 

system using the Digital Pen System. To utilize Digital Pen System can raise construction productivity. This system is 

expected to more efficient to accumulation and utilization of construction si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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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대부분 공정과 원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1). 그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생산성의 측정 

및 관리를 통하여 공정과 원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국내 건설 업체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현시점에서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펜을 활용한 생산성 측정 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의 생산성 측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펜 시스템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이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제한하였다. 연구 방법은 휴대성이 높고 전산화가 용이한 디지털 펜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2. 문헌 고찰

2.1 기존 연구의 고찰

정민구(2015)3)연구에서는 디지털 펜 기술 기반 일일작업량 측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봉년(2002)4)연구에서는 협력업체의 작업일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작업일보 작성 프로세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펜 시스템을 활용한 생산성 측정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펜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측정하여 정보 축적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표 1. 기존 연구의 고찰

분류 연구자 연구내용

디지털 펜
관련 문헌

정민구 (2015) 디지털 펜 기술 기반 일일작업량 측정에 대한 연구

김봉년 (2002)
협력업체의 작업일보의 문제점 분석
작업일보 작성 프로세스의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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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지털 펜 기술

건설 현장에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IT기술 중 대표적인 것이 PDA, RFID, 바코드, 디지털 펜 등이다. 디지털 펜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개념이 결합된 방식으로 종이에 일반 펜처럼 기록을 하면 펜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에 내용이 저장되고 정보는 컴퓨터에 

데이터 형태로 전송되어 관리되는 IT장비이다.

3. 디지털 펜 활용 생산성 측정 시스템 구성

3.1 데이터 획득 및 시스템 구성 개요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업일보 양식에 디지털 펜이 인식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디지털 펜으로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USB 

혹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3.2 디지털 펜을 이용한 작업일보 작성 및 전산화

디지털 펜으로 작업일보에 작업명, 작업일자, 작업량, 인원 및 장비투입현황 등 현장작업정보를 작성 후 작업완료를 인식시킨다. 그 후 USB를 

통하여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된다. 서버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서비스를 식별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한다. 입력정보 이미지를 캡처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 처리 결과와 필기체 인식 결과를 수신한 후 사용자가 확인하고 작업일보를 비교 및 수정한다.

3.3 생산성 측정 데이터 생성

현장의 작업량 뿐 아니라 장비투입량 및 주요자재현황 등의 데이터를 PC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 파일을 통해 현장과 본사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건설 산업의 프로젝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수많은 공사정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된 작업일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누락될 수 있고, 추가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 디지털 펜 기반의 작업일보 

시스템을 활용한 생산성 측정 및 관리를 통하여 공정과 원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산성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행 작업일보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여 건설현장의 정보의 축적과 활용의 

효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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