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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건설현장의 공정과정 및 작업 결과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일반

적인 건설현장 관리 및 모니터링의 경우 작업 현장의 영상을 작업자가 촬영한 후 이를 관리감독 본부에 직접 전송하여 작업의 진도

나 작업결과 정확도에 대한 통제를 받는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 과정은 진행 방법의 특성상 많은 시간

적 금전적 제약사항이 존재하며 신속한 의사결정 및 작업 현장과의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건설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근 각

광받는 스마트 모바일 장비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작업자의 사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실험 및 구현 결과를 통

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R system which enables monitoring and managing of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construction site. In  
case of the conventional construction managing system, a worker takes several images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sends them directly to 
the supervisory headquarter, which manages the progress of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checks weather the construction is achieved 
according to the architectural design or not. Due to the nature of the offline process, the conventional management system has time and 
monetary constraints, and there exists a disadvantage that it is impossible to make quick decision-making and real-time communication 
with the work site. In order to minimize these disadvantages, we proposes an AR real-time construction monitoring/management system. In 
particular, we aim to developed a system based on mobile device so that it can maximize usability.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system is 
verified through several experiments and implement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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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합시켜서 제공해주는 

기술이며, 최근 모바일 기기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그 관심과 

중요도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자

가 위치한 환경에 대한 정보나 작업자가 수행 중인 작업관련 필

수 정보가 실사영상에 실시간으로 정합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

문에 사용자에게 보다 새롭고 편리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 [2]. 공장, 건설현장 등과 같이 현재 수

행중인 작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모니터

링 받아야 하는 작업환경에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다면 작업 

환경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최근 

이를 위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

문에서는 실시간으로 건설현장의 공정과정 및 작업 결과를 파

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

은 건설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로 취득된 실시간 영상에 작업 및 

공정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정합시키고 이를 작업자에게 제

공해 주는 형식으로 구현된다. 특히 공정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사 영상에 3차원 가상 모델을 실시간으로 정합하여 작

업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예상치 못한 작업 오류로 인한 재작

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로 인하여 통하여 

공사비용 및 노력의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현장 작업자와 프로젝트 관리자간의 실시간 의사소통

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 또한 갖고 있다. 

Ⅱ. 본  론

2-1 기존의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1. 일반적인 Grantt chart를 이용한 막대그래프 진도 관리 

시스템의 예

Fig. 1. An example of a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using the Grantt chart

일반적인 건설현장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은 Gantt bar/chart
를 이용한 막대 그래프 진도 관리 시스템이나 PERT/CPM 을 이

용한 네트워크 형태의  종합관리 기법 등을 주로 이용한다. 이
와 같은 방식은 공간적 정보 및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적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운 점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3]. 건설현장의 작업자는 도면과 경험에 의해 작업

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공 현황과 공정 등에 관한 보다 직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한 재작

업으로 공사비 증가, 공사기간 연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

이 존재한다. 또한 도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간의 의사소통이 힘들고 결과물에 대해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제안된 건설현장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은 증강현

실 기술을 이용하여 작업 대상이 될 부분에 대한 가상의 3D 모
델을 실사영상에 정합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작업자가 실시

간으로  작업 내용을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

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함으로써 휴대성을 극대화 하고 건

설현장에서 쓰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단점 

또한 최소화 하였다. 

그림 2. 제안된 공정모니터링 시스템의 순서도

Fig. 2. Workflow of the proposed system

2-2 제안된 건설현장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1) 시스템 구성 및 개요

현장 작업자는 건설현장과 증강된 3D 모델을 확인하고 정해

진 계획과 일치할 경우 작업을 진행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

재의 상태를 현장에서 떨어진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보내 수정

된 정보를 받아 작업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순서도를 그림 2에 

보인다. 시각기반 증강현실의 구현을 위해서는 특징점의 검출 

및 추적을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징점을 검출하기가 

어려운 실내 건설환경에서는 사각형의 마커를 이용해서 카메

라의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한편, 실사영상에 합성될 3차원 객

체의 영상 내에서의 위치를 추정한다. 이에 대한 그림을 그림 4
에 보인다. 그림 4와 같이 다양한 방향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되

는 사각형 마커의 형태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위치 및 시점 방향

을 추정한다.  그리고 마커 내부의 패턴을 이용하여 마커 종류

를 판별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실사영상에 정합할 3차원 객체

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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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각형 마커를 이용한 카메라 시점 정보 추정 및 3차원 

객체 선택

Fig. 4. Estimation of the camera parameters and 3D 
model augmentation

그림 5. 제안된 시스템에 사용된 프레임 형태의 마커

Fig. 5. The frame marker used for the proposed system 

본 논문은 일반적인 사각형 마커가 아닌 마커 프레임에 위치한

정보를 이용하여 마커 종류를 판별해내는  프레임  마커를 활용

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프레임 마커는 일반적인 사각형 마커

보다 연산량이 적으며 구련 결과가 보다 강건할 뿐만 아니라 연

산의 수행 속도 또한 빠른 장점이 있어 모바일 환경에 적용하기

에 적합하다[4]. 또한 마커 안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마

커 테두리의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어 보다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이미지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프레임 마커는 시계 방향으로 데이

터를 읽게 되고 36비트 중 9비트는 마커를 구별하는 비트로 사

용되어 512개의 다른 3차원 모델을 증강시킬 수 있다. 나머지 

27비트는 중복 비트로 마커의 방향과 외부 환경에 의해 소실 될 

수 있는 비트를 복원하는 오류 정정에 사용되어 진다.

2) 실내 건설현장을 위한 처리 과정 

건축 시설물에서의 실내 환경은 조명장치의 미설치 및 태양

광이 불규칙하게 투영되기 때문에 마커의 인식률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로부터 들어온 

영상에 히스토그램 명세화를 수행함으로써 마커의 검출이 보

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밝기를 보정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증강현실의 실시간성을 위해 다른 

밝기 보정 알고리즘보다 시스템 성능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히스토그램 명세화를 적용한다[6]. 다음의 식 (1)은 이상적

인 환경으로부터 취득한 평균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과정을 보

인다.  는 검출된 프레임의 평균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고 p는 

픽셀의 값을 나타낸다. N은 영상의 프레임의 수이다.  

  


  



 

.                                                               (1)

카메라에서 입력된 영상 를 이상적인 환경으로부터 구해진 

히스토그램 함수 에 대입해 식(2)와 같이 명세화된 히스토그

램 값를 갖는 출력 영상을 얻는다. 

  ′                                                                              (2)

그림 6. 실내 환경을 위한 처리 과정

Fig. 6. Work flow for the indoor environment 

그림 7. 실내 건설 환경의 예

Fig. 7. Examples of inddor construction site

3) 실외 건설현장을 위한 처리 과정 

실외 건설현장에서는 일정한 형태의 마커를 사용하기가 어

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따라서 건물의 특징을 이용하여 카메라

의 파라미터를 계산한다. 실제 환경에서 가상의 물체를 추정하

여 증강시키는 과정은 크게 특징점 검출, 기술자 생성, 기술자 

정합, 호모그래피 추정, 카메라 추적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특징점을 검출하는 과정들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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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5]와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7]가 있다.  SIFT와 SUFR는 특징점 검출 및 추

적에 있어서 강건한 알고리즘 이지만 많은 연산량으로 인해 모

바일에 실시간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특징 검출에서는 코너 기반 접근 방법인 

FAST(Features from Accelerated Segment Test)[8]를 사용하였

고, 기술자로는 차원수를 줄인 SIFT 기술자를 사용하였다. 
FAST 검출기는 빠른 속도로 코너를 검출하기 때문에 실시간으

로 사용되는 시스템에 유용하다. 코너를 검출하는 과정은 그림 

8과 같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수행된다.  FAST 검출기를 통하

여 검출된 특징점의 추적은 SI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행된

다. SIFT 기술자는 특징점 추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징점 주변 

영역의 밝기값의 방향성과 크기 정보를 이용하다. 즉, 특징점 

주변의 16 x 16영역 내에서 4 x 4 마스크를 형성하여 16개의 공

간 영역을 설정한다. 그리고 설정된 16개의 공간 안에 픽셀들에 

대한 각각의 방향성과 밝기값 기울기의 크기를 계산한 후 공간 

안의 방향성을 8방향 벡터로 형성하며, 결과적으로 16개의 영

역에 각각 8개의 벡터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128차원의 

벡터를 특징점 추적을 위한 기술자로 이용한다. 모바일 환경에

서는 처리속도의 한계로 인하여 128차원의 벡터를 모두 사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그림 9에 보

이는 바와 같이 9 개의 공간 영역 안의 4방향 벡터를 가진 36차
원의 벡터로 차원 수를 줄여서 사용하였다[9]. 차원 수를 줄임

으로써 속도 면에서 빠르고 정확도에서도 비교적 우수한 결과

를 나타내어 모바일 환경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림 8. FAST 특징점 검출자

Fig. 8. FAST corner detection

           

그림 9. 128차원과 36차원의 SIFT 기술자

Fig. 9. SIFT descriptor of 128 and 36 dimension, 
respectively

그림 10. 제안된 시스템의 응용 예 (GPS를 활용한 건설현장 

위치 정보 확인)
Fig. 10. Example of the system operation (positioning of 

the construction site using GPS)

그림 11. 제안된 시스템의 응용 예 (건축 일정 관리를 응용한 

스케쥴 관리)
Fig. 11. Example of the system operation (schedule 

management)

Ⅲ. 구현 결과

건설현장에 3차원 모델이 증강되었을 때 추가적인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의 

GPS를 활용한 기능,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정보, 일정을 포함하

고 있다. 모바일의 GPS를 구글맵과 연동해 현장 작업자는 자신

의 작업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프로젝트 관리자는 현장에서 떨

어진 장소에서 인력 관리 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떠한 작업이 진

행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을 이용해 건

설현장의 도면 및 각종 자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D 모델의 

부족한 세부적인 정보를 기존의 도면으로부터 수치 및 수량 등

을 확인한다. 화면 터치를 통해 필요한 지시사항을 텍스트 및 

저장된 음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정 관리는 

무척 중요한 작업이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공사비 증가로 이

어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일정 관

리는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

에서는 효율적인 일정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력과 연동해 

남은 공사 일정에 따라 3D 모델의 텍스쳐 색을 달리하였다.
한편, 표 1은 1000프레임을 대상으로 마커의 검출률을 나타

낸다. 히스토그램 명세화를 하기 전에는 21.7%로 낮은 검출률

을 보였지만 히스토그램 명세화를 진행한 후에는 75.6%로 높

은 검출률을 보였다. 그림 12 (b)는 히스토그램 명세화를 적용

하기 전의 영상이다. 조명이 일정치 않아 3D 모델이 떨리는 현

상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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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2. 히스토그램 명세화 결과 (a)마커영상, (b) 명세화 

적용전 (c) 명세화 적용 후 결과  

Fig. 12. Result of the histogram specification (a) frame 
marker, (b) before the histogram specification, and 
(c) after the histogram specification

그림 13. 3D 모형을 이용한 실내 시뮬레이션 

Fig. 13. Indoor simulation using 3D miniature

그림 14. 실내 건설현장에서의 시스템 구동 예

Fig. 14. Example of system operation at the indoor 
construction site

표 1. 히스토그램 명세화 적용 전 및 적용 후 마커 검출률

Table 1. Marker detection rate before and after the 
histogram specification

 
Detected 
frames

Detection 
rate

Error frames Error frame rate

Before the 
histogram 

specification
217 21.7% 783 78.3%

After the 
histogram 

specification
756 75.6% 244 24.4%

그림 15. 실외 건설현장에서의 시스템 구동 예

Fig. 15. Example of system operation at the outdoor 
construction site

그림 12 (c)는 명세화를 적용한 후의 영상이다. 적용 전의 영상

에 비해 떨림 현상이 줄어 안정적으로 증강되는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3은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실내 모

형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두 개의 배수관을 설치한 다음 배수관의 다음 설치 

위치를 증강 현실로 나타내어 보여주게 된다. 그림 14는 프레임 

마커를 사용해 실내 건설현장에서 테스트한 모습을 나타낸다. 
현장 작업자는 자신이 해야 할 작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관리자는 진행된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

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5는 실외 건설

현장에서 건물로부터 특징을 뽑아 정해진 마커를 사용하지 않

고 증강시키는 모습을 나타낸다. 모바일 장비를 이용하여 실내

와 실외 건설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공정 모니

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증강현실을 도입함으로써 건설현

장에서 직관적으로 작업 내용 및 피드백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작업 오류 및 실패 등과 같은 인한 문제점을 줄

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작업과 공정지연 등과 같은 문제

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내 건설현장에서 조

명의 영향에 강건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 히스토그램 명세화를 

이용해 증강되지 않거나 증강된 3D 모델의 정합 오차를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프레임 마커를 이용해 기존의 패턴기반 마커를 

인식하는 방법인 템플릿 매칭보다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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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환경에 적합하였다. 실외 건설현장의 경우 마커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아 건물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3D 모델의 정합에 이

용하였다. FAST 코너 검출기와 차원수를 줄인 SIFT 기술자를 

이용해서 계산량을 줄여 모바일에 적합하게 최적화 하였다. 한
편, 증강현실 기술 이외의 부가 기능으로 GPS를 이용해 작업자

의 위치 파악 및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 및  3D 모델에 대

한 도면 및 각종 자재 정보,작업상  주의사항 실시간 통보기능, 
공정 진도 관리를 위한 스케줄 관리 기능 등 또한 추가하였다. 
실외 건설현장의 경우 특징점이 취득된 장소에 대한 3D 모델 

정합만 가능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다

양한 시각에서 찍은 이미지를 빠르게 검색해 3D 모델을 증강할 

수 있는 기술,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최적화 기법 구현 

등에 대한 연구가 향후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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