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se

Lecturer

4th IR 기술의 플랜트 건설업 적용 방안 (Application of 4th IR Technology in Plant EPC)
Name

이용상 / 류선철

Company / Position

DAELIM / 플랜트 설계실장, DAELIM / 플랜트 설계팀장

E-mail : ysyi@daelim.co.kr / sclyu@daelim.co.kr
기존과목과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6대 Key word (BIM, VR/AR/MR, 3D Laser Scanning, Drone, IoT, Big
연계성
기대효과

Data) 의 플랜트 분야 구체적 활용 방안 제시
플랜트 분야 (PEPCOM)에서 적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사례를 검토하고 이해함으
로써, 국내 및 해외사업에 적용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적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현재 수준을 이해함
으로써, 각 기술 별 플랜트 분야 각 단계별 적용 사례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
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학습내용이 포함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건설업

-

플랜트 분야의 각 단계별 이해 (Project Planning,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Operation & Maintenance) 및 스마트 건설 필요성

Course
Description

플랜트 분야 스마트 건설 환경 6대 Key word
1)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2) VR (Virtual Reality), AR (Augmented Reality), MR (Mixed Reality)
3) 3D Laser Scanning
4) Drone
5) IoT (Internet of Thing)
6) AI (Big Data)

-

학4차 산업 혁명 핵심 기술의 실무 도입 장벽과 해결 방안

-

각 기술의 확장성 및 향후 미래 건설 환경 발전 방향 예측

Practice by
Trainee

없음

Textbook,
Reference

별도 교재

Evaluation

Attendance

Assignment

Final Exam

Total

100%

0%

0%

100%

Qualification 플랜트 분야 재직자 및 대학원생
Course
Level

플랜트 관련 업무 Process 에 대한 기초지식 (기초 및 고급과정)

S/W

Remark

강의 자료는 PPT 로 진행 예정
강의 목적상 동영상 재생을 위한 인터넷 / 스피커 필요

Course Schedule
Days

Content

Time

4 Hours



4차 산업혁명과 건설업
- 4차 산업 혁명이 건설업에 미칠 영향



플랜트 분야 각 단계별 이해 및 스마트 건설의 필요성
- 플랜트트 분야 (Project Planning,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Operation & Maintenance) 단계별 주요 Work 및 스마트 건설 연계 가능성



1 Day

플랜트 분야 스마트 건설 환경 6대 Key word 및 적용 사례
1)
-

4 Hours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플랜트 분야의 BIM 적용 수준 및 현 수준 (실제 사례)
3D BIM / 4D BIM / 5D BIM / 6D BIM의 확장성
플랜트 분야 단계별 활용 방안

2) VR (Virtual Reality), AR (Augmented Reality), MR (Mixed Reality)
- 현재 기술 수준과 플랜트 분야 적용 방안



4 Hours

* 필요 시, 3D Laser Scanning 전문 업체 (삼인 정보 E&C)의 기술 / 실제 적용 분야
소개 가능함

2 Day



플랜트 분야 스마트 건설 환경 6대 Key word 및 적용 사례
4) Drone
5) IoT (Internet of Thing)
6) AI (Big Data)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실무 도입 장벽과 해결방안
- 실무 도입을 위한 장벽의 유형 분석
- 스마트 건설 선진화를 위한 과제

4 Hours

4 Hours

3 Day

플랜트 분야 스마트 건설 환경 6대 Key word 및 적용 사례
3) 3D Laser Scanning
- 플랜트 분야의 적용 실제 사례 소개 (S-OIL RUC Project)
- 기술 발전과 플랜트 분야 확장 적용 방안



각 기술의 확장성 및 향후 미래 건설 환경 발전 방향 예측
- 도면과 문서 중심(Dimensional Information)의 건설에서 Data 중심(NonDimensional Information) 의 건설로의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