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디지털전환동향과대응방향

1단계정보디지털화(Digitization) 
기존아날로그자료, 콘텐츠디지털화단계
단순디지털화 (CAD), 분석가능디지털화 (BIM)

2단계업무디지털화(Digitalization) 
새로운업무범위와조직, 프로세스적용디지털화단계

3단계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화를통해기존사업영역을벗어난새로운비즈니스모델구현단계

2022.10 건설산업연구원

"건설 디지털전환은... 걸음마 수준“



1. 이슈



감리관련법규타임라인

건축감리
세부기준

2020.11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방법
시공지도

시공확인 의무

2020.10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건축법건축법

2018
시행규칙 제14조
체크리스트

공사사진동영상
허가권자 제출

세부
기준

2017
체크리스트

사진동영상 제출

건축법

2016
건축법24조
사진동영상
촬영 보관

건축물
관리법

2020.6
건축물해체허가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감리보고서제출의무화 (2018. 11. 29)

건축법 제25조(공사감리)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 (공사감리) 

제25조(건축물의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4.7>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9.>

1. 건축공사감리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총괄표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제24조제7항에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7. 공사감리자가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감리보고서제출의무화제출법제화 ⚫ 사진동영상촬영 제출 법제화



감리횟수, 시기까지법제화 (2020. 12. 24)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2020.12.24) 



설
도CAD

클라우드공사관리협업
핸드아웃 하드카피

계
서 검측, 안전, 품질

사용승인법적서류



혁신의비결은단하나, 방법을바꾸는것 !!

석기시대는돌이부족해서끝난것이아니다. 청동기때문이다.



2. 모바일워크프로세스



일곱가지
이유 !!

전국 3,000건축사가아키엠을선택한

01. 건축사사무소 특화 공사감리 워크프로세스

02. 상주,비상주,해체,석면감리올인원

03. 설계도면 페이퍼리스

04. 검측체크리스트, 일지 실시간 작성

05. 감리사진, 동영상 포토그리드

06. 스마트리포트전자문서화

07. 스마트폰,태블릿, 노트북, PC 동시사용



건축사사무소특화공사감리워크프로세스

비상주·상주감리 + 
해체·석면
건축사가 수행하는 모든 감리 올인원

무제한 + 5명 협업
무제한프로젝트, 최대5명협업으로 스마트
감리 협업 구현

감리일지
감리일지, 자동작성 템플릿 상용구 제공

설계도면·시방서
단일 소스 동일 설계도면 관리

사진·동영상 관리
공사사진, 동영상 촬영 실시간

업로드 사진첩 자동작성, 마크업

Online



공사감리, 해체, 석면감리올인원
법규 신설시 기능 업데이트 무제한 지원

건축공사감리

책임감리, 상주, 비상주

해체감리

2021년 5월업데이트

석면감리

2021년 8월업데이트



설계도면페이퍼리스

▪ 도면 풀세트업로드

▪ PDF 도면마크업

▪ 설계변경관리

▪ 실시간공유

▪ 품질관리구현

▪ 부실공사예방



시공위치도

▪ 시공위치표시

▪ 공사사진매칭

▪ 정밀한품질관리 구현

▪ 부실공사예방



검측체크리스트

▪ 원격 검측요청/통보

▪ 공사관계자서명

▪ 검측서류작성 간소화

▪ 서류 수발신단계 축소



감리일지

▪ 100% 터치 완성

▪ 공종별 상용구 제공

▪ 스마트감리 일지

▪ 하드카피 최소화



공사사진 · 동영상ㆍ포토그리드

▪ 사진보드 (철근리스트

자동입력)

▪ 중요부위 마크업 기능

▪ 공사사진첩 자동작성

▪ 동영상촬영

▪ 실시간업로드



▪ 공간별날짜별 공종추적 스마트리포트

▪ 전자문서 / 전자서명

스마트리포트전자문서화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올인원



3. 기술지원ㆍ구독



아키엠성능과우수성인증자료

서울시실증확인서 중기부혁신제품 지정 스마트건설기술마당 등록



실무지원Q&A 인터넷카페운영

⚫ 아키엠 사용자 카페 www.arkim.kr ⚫ YouTube 동영상 매뉴얼



상설실무교육및출장 원격화상교육

① 아키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매월실무교육실시

② 지방 건축사를 위한 출장 실무교육 실시(전국 대상 2주전 예약)

③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원격 화상교육시스템구축

실무교육장 현장 출장교육 현장 원격 화상교육



아키엠전용콜센터

① 아키엠 사용자 지원전용콜센터
② 실무교육담당자 직접상담
③ 운영 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④ 직통 02-3462-1336 교환 1번



2022 아키엠월드컵 4강기원프로모션!

3년구독2년구독

태블릿 증정 !

1년구독1개월

30일 사용

4만원

태블릿 증정 !

12개월 사용

44만원 → 36만원

24개월 사용

84만원 → 76만원

(3개월 할인) 특별구성 + 갤럭시탭
A8LTE 10인치 (사은품

여행용치솔세트)

36개월 사용

120만원 → 100만원

(6개월 할인) 특별구성 + 갤럭시탭
A8LTE 10인치

(여행용치솔세트+무선충전기)

➢2023년 구독료조정 전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기원!! 특별 프로모션 !!

10인치



2023 아키엠서브스크립션안내

3년구독2년구독

태블릿 증정 !

1년구독1개월

30일 사용

4만원

태블릿 증정 !

12개월 사용

44만원

(1개월 할인) 재구매시 3개월 할인
→ 36만원

24개월 사용

84만원

(3개월 할인) 특별구성 + 갤럭시탭
A8LTE 10인치 (사은품

여행용치솔세트)

36개월 사용

120만원

(6개월 할인) 특별구성 + 갤럭시탭
A8LTE 10인치

(여행용치솔세트+무선충전기)

➢2023년 구독은 장기구독자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특별패키지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재구매 파격 할인 및 2년 이상 장기구독자 태블릿 패키지 구성

10인치



구독 상담 02-3462-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