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rse Engneering Industry Cooperative
역설계산업협동조합은 급격하게 융합·발전하는 역설계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조합원사 간의 관련 신기술 공동 개발, 관련 산업계에 대
한 역설계 기술 적용 등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verse Engneering Industry Cooperative

역설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먼저, 존경하는 역설계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여러분과 우리 조합의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역설계산업협동조합은 급격하게 융합·발전하는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공동사업체로서, 조합원사 간의 협업
과 관련 신기술의 공동개발, 관련 산업계에 대한 역설계 기술의 적용 확대 등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D Scanning을 이용한 역설계 관련 기술은 토목, 건축, 설비, 구조, 플랜트 등의 설계는 물론 반도체 클린룸과 각종 주요 시설물 등의 변위량 측정과 유지보수 분야
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능형 공장(Smart Factory)의 건설과 안전관리 분야의 기반기술로서 산업계 전반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그늘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꼭 필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설계산업협동조합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조합원사 간의 긴밀한 협업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조합원사의 우호증진과 함께 고객 여러분께도 더욱
더 좋은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여 관련 산업계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딘 신생조합으로서 부족함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준비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보, 나눔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조합은 학계의 관련 학회와 산업계의 관련 조합 등과 우호적인 교류와 협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학회와 선배 조합, 고객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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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설계산업협동조합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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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설계산업협동조합 설립 일정 재협의

04월

· 역설계산업협동조합 설립 동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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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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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기준 최소 출자구좌는 임원사 5구좌 이상, 조합원 1구좌 이상입니다.
출자금 1구좌 : 2,000,000원(이백만 원정) / 가입비 : 300,000원(삼십만 원정) / 월회비 : 50,000원(오만 원정)

출자금
납부

조합원
활동

역설계산업이란
현재 건설 및 플랜트 업계는 경기 침체로 인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비용 절감 필요성이 절실하며, 신설보다 시설 수명 주기 연장을 선호하는 기업이 증가 추
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집중 건설되어 현재 노후화(25년 ~ 40년)로 유지관리 보수 및 설비 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1세대 기술진 퇴진, 잦은 설계변경, 도면부재 등으로 시설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목표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업안전 사전예방/사후대응/시설물 유지관리가 가능한 GIS 기반 3D 시설물 구축
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내용에서는 시설물 운영, 증설, 이설, 보강, 보수, 복원사업, Revamping, 변위검토, 구조물 오류검토, 안전점검, 시공성 검토 등 관리 측면
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했던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기술 및 활용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역설계 개요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기술은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물의 형상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3D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3D Scanning을 통해 대상물의 정
확한 형상을 공간상에 구현하여 디지털데이터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각종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정확한 측량을 통해 얻은 Point Cloud Data에서 실
제 치수를 가지는 3D 모델을 재현하기 위하여 각종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보를 얻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설물 역설계는 노후 되거나 설계 데이터가 없는 시설물을 정밀 3D Scanning 기반으로 기존 시설물을 재생성하여 시설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
설계 자동화 프로젝트는 2D 도면이 아닌 3D 기반의 모델링으로 프로세스를 구현함으로 관리자가 유지보수 또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결과
물을 다양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3D 스캔 및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 시작

[

역설계 스캔 대상지
범위확인 현황 파악

스캔 데이터 분석 및 설계 모델링

][

3D 레이져 측량 및 좌표 Point Cloud 작업 영역
스캔
획득
Data 정합 및 Point Cloud
노이즈 제거
Data 추출

지능화 및 유지보수

][

현장 시설물 3D 모델링 및 설계 도면화 물량 정보
변위 분석
BIM 설계 (Ortho/ISO 확인
도면 추출)

지능화 데이터 시공 및 공정
생성
시뮬레이션

1) 현장작업
스캔 대상지 현황 파악

>
현장 답사

3D 스캔(Point Cloud Data 획득)

측량 및 기준점 설치

>
좌표 획득 및 타겟 지정

3D 스캔 작업

2) 정밀한 3D 모델링 작업

스캔 데이터

스펙작업 - 스캔 데이터 기준 모델링

3D 모델링 결과

ISO 도면

각종 속성정보 결과

3) 도면화 작업

Ortho 도면

]

분석/변위/ 통합 유지관리
이력 관리
체계 구축
체계 구축

주요사업 분야
3D Scanning 및 3D 모델링 사업
•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25 ~ 40년)까지 집중 건설되었으며, 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노후화 시설물의 도면 부재 및 시설물의 현행
화 기초자료 취득을 위한 3D Scanning 기술 수요 증가
•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신속한 대응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절감, 사전예방 적용을 위한 역설계 기술을 통한 BIM 기반 3D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유지관리 시스템(FMS) SI 사업
• 2D, 3D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도면관리(DMS), 설비관리(EMS), 작업관리(WMS) 업무 지원
• FAS(Facility Analysis System)
- 3D 시설물 네트워크 분석 솔루션

FAS(Facility Analysis System)

• Smart 4D Simulator
- 공정관리 솔루션

FAS(Facility Analysis System)

SMART FACTORY /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예
측/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즉각적인 재난대응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솔루션

역설계 분야
토목 분야

터널 분야

Entertainment 분야

댐 분야

건축 분야

3D 레이저

스캔 활용 분야

문화유산 분야

http://www.reng.co.kr 문의 02)3467-5070

Plant 분야

Inspection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