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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호텔 건축에 있어서 마감공정에 대한 현장관리는 골조공사와는 

다르게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리상 한눈에 진행사항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는 공정 및 공사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중에 

하나이다. 

기존의 공정 및 공사관리의 기법은 각 실에서 발생되는 Activity를 

공정관리 부서 및 공사부서에서 MS-Excel로 정리해서 각각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서, 각 부서의 Communication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QR Code 및 

Management Tool을 도입 하게되었다.

  2. QR코드                                                                              

2.1 QR코드 개요

바코드(Bar Code)란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크기가 다른 흑색막대를 조합하여 만든 전통적인 1차원 바코드와, 

바코드는 아니지만 커다란 사각형 형태에 사각형 점을 배열하여 

이루어진 2차원 바코드가 있다.

[그림 1] QR Code ➊ 

  3. 적용시스템                                                                              

3.1 Sablono Platform

QR Code의 연동의 Management Program으로는 SABLONO 

Platform을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P.C와 Mobile에서 연동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Activity를 단순하게 요악된 

Dashboard나 Visual Reporting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➋

3.2 Sablono Platform의 특징

모든 현장의 자료를 Real Time으로 볼 수가 있으며, 계획사항과 

실제사항 및 S-Curve등을 볼 수 있다. ➌

[그림 2] Real Time Task Monitoring 

현장회의에 필요한 각종 Monitoring Tool을 제공한다. 이러한 Tool은 

자동생성된 [그림 3]의 형태로 제공되며, 다양한 색상으로 Real Time 

상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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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eal Time Visualization

공정에 관하여서는 자동생성된 3주간의 예정공정표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그림 4] 3주간 예정공정표

[그림 5] Mobile연동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P.C와 더불어 Mobile에도 연동되어서 

나타나며, 각각의 기능을 Mobile에서도 확인가능하며, 필요한 

데이터의 입력 또한 Mobile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자료 및 데이터들은 [그림 6]의 Dashboard의 형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림 6] Dashboards

  4. 현장적용                                                                            

당현장은 마감공사에 있어 각 실의 작업현황을 확인하고 각 작업의 

착수, 진행, 완료 및 검측, 이슈/간섭사항등을 입력하는 공정 Tracking 

System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4.1 Platform Setting

당 현장은 초기 Setting을 위하여 Sablono 본사 직원 5명과 현장의 

Planning 관련 Team 5명이 2주 간 작업을 하였다. 

기존 예상했던 3,300개의 Deliverables보다 증가된 4,484개의 

Deliverables와 거기에 속한 68,500개의 Activity를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Set-up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의 공정관리 

Programme인 Primavera 및 각종 Room Data, Layout자료(Elevation, 

Plan등) 및 Activity(마감작업)의 일반적인 순서등을 Setting 하였다.

공정작업의 경우, Primavera에 입력된 Baseline자료에서 정보 추출 

후 필요한 Platform 정보에 알맞게 변환하여 기본정보 및 세부정보를 

입력하였다. Work Flow는 아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현장초기 Setting Work Flow

SABLONO 계약 

Platform Basic Setting

Platform Basic Setting & Training

Data 입력 및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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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당현장 Schedule 입력후 화면

[그림 8]은 공정관리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정보를 Management 

시스템으로 변환된 화면이다.

당 현장의 경우, 마감 시공 도중에 시행하게 되어, 각 Activity에 대한 

기존 자료 입력에 일시적으로 추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4.2 시스템 운영

초기 Setting 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3개의 Zone(Hotel, 

Residence, Podium)공간적으로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공사담당,QA/QC담당 Sub-Contractor 직원들이 실시간 자료를 

입력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림 9] 참조).

[그림 9] 직원운영방안

Sub contractor
6개 업체 34명

(입력직원 + Viewer)

Main contractor
(공사담당 및 QA/QC)

입력 13 (및 Viewer 4명)

Sub contractor
5개 업체 42명

(입력직원 + Viewer)

Main contractor
(공사담당 및 QA/QC) 3명

(및 Viewer 7명)

Sub contractor
5개 업체 25명

(입력직원 + Viewer)

Main contractor
(공사담당 및 QA/QC) 4명 

(및 Viewer 3명)

Operation

Hotel

Residence

Podium

Planning Team : Manager 및 Planner 4명 

공사진행시 입력 및 업데이트의 절차는 각 공종별 담당업체와 

관리자를 선정하여 [그림 10]과 같은 절차로 관리하고 있다.

[그림 10] 업데이트 Work Flow

공정별 담당 선정 

작업 진행상황입력(담당)

작업완료 후 QC 확인 

감리사 검측 

Confirm 후 후속공정알림

각 공정의 작업시작전에 스마트폰에서 QR Code로 로그인하여 작업 

시작과 작업현황을 입력하여 진행현황을 입력하게 된다([그림 11~12] 

참조).

[그림 11] Login 화면  [그림 12] 입력화면

또한 이러한 작업사항을 Personal Computer에서도 작성 및 열람이 

가능하게 하였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PC 입력화면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입력된 사항의 관리는 위에서 언급된 

Dashboard, Deliverables 및 Visualization으로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 14] 당현장 Dashboard

당 현장은 Structure 및 팀별로 Filtering을 통하여 계획, 품질, 기타 

메모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 업데이트 사항 및 진행사항을 

관리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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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동,층별 위치별 작업의 세부 진행현황 및 작업 시작 종료 

계획일정을 한꺼번에 파악하여 관리 할 수 있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당현장 Deliverables

전체관리를 위하여 Realtime Visualization으로 각각의 Section 및 

동별 진행사항을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여 주/월간 

회의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6~17] 참조).

[그림 16] Hotel Section Visualization

[그림 17] Podium Plan Visualization

  5. 타 현장 적용시 유의 사항                                                                        

5.1 Activity의 분할 수준

각 Project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 포인트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 

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세분화 하여 Activity를 상세화 할 필요가 있다.

5.2 사용목표의 설정

Management의 사용 목표 효과를 확실히 정해두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 플랫폼 자체만으로 설계변경 등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입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수효과나 장단점을 잘 살펴서 

기존관리기법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취사선택이 필요하다.

  6. 맺음말                                                                        

당현장은 Smart 건설의 일환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QR Code와 

Management 시스템의 Collaboration의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국내 도입시 한국어 버전을 제공하는 업체와 협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호텔, 병원 등의 건축은 복잡다단한 공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 및 공정관리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IT기술의 발전을 최대한 이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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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LONO

한승표 상무는 싱가포르 W호텔, Tan Tock Seng 
Hospital, 싱가포르 예일대학 현장 등 다수의 해외 건축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두바이 로얄 아틀란티스 호
텔&레지던스 현장 현장소장 재직 중이다.

김상훈 차장은 투스카니힐스 현장, 세인트 레지스 랑카
위 호텔&컨벤션센터 현장, 건축기술팀 등 국내외 현장과 
본사 건축기술팀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건축기술팀에 재
직 중이며 CM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성윤 대리는 포시즌스 호텔&컨벤션센터 현장에서 근
무하였다. 현재 두바이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레지던스  
현장에 재직 중이며 공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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