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에서 없어서는 안될 측량기입니다

1938년에 설립된 교세이 건설 공업 주식회사. 오타루, 시리베시 지역을 중심으로 삿포로, 하코다
테, 아사히카와 지역에서도 다양한 시공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합 건설 회사이다. 이 회사가 해안
옹벽 공사를 i-Construction 사양에 대처하여, 3D 레이저 스캐너-GLS-2000을 활용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양한 메리트가 있는 3D데이터 활용
“당사에서는 5년전부터 본격적으로 3차원 C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공사부
공사과장 오후지 오사무씨. 최근에는 iPad에 도면이나 시공 데이터를 넣어, 현장에서 활용할 정도
로 3D 데이터 활용에는 능숙하다. “저희는 2차원 도면을 머릿속에서 3차원화할 수 있습니다. 말하
자면 이것은 숙련된 기술입니다. 3D 데이터를 사용하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현장을 직감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복잡한 형상이나 간섭(干渉) 등의 문제를 가시화 할 수 있
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i-Construction에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3D 데이터 활용 사례 책자를 만들거나 스터디 그룹 또는 현장 견학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3D 데이터 활용의 메리트를 발주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
로, 발주자 측의 이해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공사도 당사의 제안으로 i-Construction
사양에 따라 결정하여 GLS-2000 활용하게 되었다.
놀라울 정도로 작업량을 경감한 GLS-2000
GLS-2000의 용도는? 그 결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공사부 공사계장 시모자와 데츠야 씨에게 물

었다. “기공측량의 설계조사부터 시공계획의 작성, 수량확인, 완성형 계측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활
용하고 있습니다. 도입 효과는 GLS-2000을 활용한 5개 현장과 기존의 방법으로 계측한 과거 현장
을 비교 검증해 알아 보았습니다. 모두 70%의 작업을 경감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효과가 나온 것에, 솔직히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 등 재해 현장의 복구 공사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시모자와 공사 계장은 “출입이 금지된 현장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계측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가 빠릅니다. 실제로, 작년말에 산사태가 발생한 장소를 GLS-2000으로 계측하
여 복구 공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였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인프라 유지 관리 업무 등 다양한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해변의 급경사지나 방파제를 정
기적으로 관측하는 변위 계측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계측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UAV로는 계측할 수 없는 돌출 단면이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 지금 떠오르는 활용 사례만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오오후지 공사과장.
이 회사에서는 GLS-2000의 특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금도 대상물의 차이나 설치
장소, 시간대 등으로 점군 데이터 취득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검증해 가고 있다. 열정적으로 연구
하는 자세가 인상깊다.

※ i-Construction은 국토교통성 국토기반 정책 종합 연구소의 등록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