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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거 건설사업 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 업무담당자들은 방 한 보고자료를 발주기 으로 송할 

경우 주로 웹하드를 이용하 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인터넷 보안사고가 빈번히 발생

함에 따라 발주기 별로 기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에서 발주기 으로 용량 일을 송하지 못함으로서 발주청의 건설사업 리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연구는 망분리 환경하에서 특정 사용

자만을 한 자료 공유체계를 마련하 다.

1. 서론

  건설사업은 설계, 계약, 용지보상, 설계변경, 기성( 공)

검사, 가지 , 사후 리 등 기획부터 공  유지 리

에 이르기까지 사업수행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발생된다. 과거 건설사업 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사 업

무담당자들은 이러한 방 한 자료를 발주기 으로 송하

기 해 주로 웹하드를 이용하 다. 웹하드 방식은 폴더 

내의 모든 일이 체 사용자들에게 공유되는 방식으로

서, 폴더에 따라 읽기 는 쓰기 권한으로 구분된다. 최근 

폴더가 아닌 특정 일별로 공유를 선택하고 공유 상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두되어 왔다.

  한,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인터넷 보안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발주기 별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여 

기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

라, 외부인이 발주기 으로 용량 일을 송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망분리 환경하에서 특정 사용자를 

상으로한 일 단 의 자료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하여 

건설사업 리 업무 차부문과 네트워크부문으로 구분하고

자 한다.

2. 선행 연구 조사

  업무 차 부문에서, 김성진[1]은 건설 장에서 공사 장, 

공정보고, 감리업무일지, 감리보고서, 설계변경  기성보

고 등 보고자료를 발주청에 온라인으로 송하기 한 업

무 차를 개선하 다. 

<그림 1> 발주청과 건설 장간 보고자료 업무 차

  네트워크 부문에서, 박세철[2]은 네트워크 상의 분리된 

망들을 제한 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4가지 방안을 제

시하고 그  NAT(Network Address Translator)를 이용

한 연결과 공유 스토리지를 이용한 연결 방법에 해 테

스트베드를 구 하 다.

<그림 2> NAT를 이용한 연결

  본 연구는 시스템 보안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설사와 발

주청 간의 양방향 보고체계를 건설사에서 발주청으로의 

단방향 보고체계로 개선하고, NAT 기반의 분리망 연결 

방식을 이용하여 기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근하여 

일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자료공유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3. 건설사업 리 자료공유체계 추진 방향

  먼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하에서의 사업 리업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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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1>과 같이 시공사는 감리사로 보고하고, 감리

사는 시공사 자료를 검토한 후 발주청으로 보고하는 방식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건설공사 참여주체별로 자유롭게 

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자료공유 업무 차

를 마련하 다.

 

<그림 3> 발주청과 건설 장간 자료공유 업무 차

  건설사업 리 자료공유체계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사는 감리사를 거치지 않고 발주청으로 직  

일을 송하고, 감리사도 시공사와 발주청으로 일을 

송하지만, 발주청은 일 조회만 가능하다. 즉, 발주청에

서 시공사·감리사로 일을 공유할 경우, 정보시스템 보안

성에 배되기 때문에 일 수신만 허용토록 구성하 다.

  둘째, 시공사와 감리사는 발주청으로 일을 송할 때, 

발주청 해당 부서를 지정토록 함으로서 특정사용자에게만 

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일 등록·조회방식은 웹하드 형태가 아닌 게시  

형태로 일을 리한다. 즉, 웹하드 형태는 일명으로 

리하며 모든 사용자가 등록된 일을 공유하는 형태인

데 반해, 게시  형태는 일제목으로 리하며 사용자권

한에 따라 등록된 일  일부만 공유하는 형태이다. 

  넷째, 일공유 상 지정은 해당 일을 등록한 시공사 

는 감리사에서 지정토록 한다.

  다음은 자료공유체계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3]

<그림 4> 자료공유체계 개념도

  망분리 하에서 외부망에 치한 A 일을 기  내부망

으로 송할 경우, 기 망 시스템에서 외부망 시스템에 

근하여 자료를 송받는 방식이다.

4. 기능 개발

  본 연구는 국토부에서 운 인 건설사업 리시스템을 

상으로 건설사업 리 자료공유체계를 용하 다. 건설

사업 리시스템은 기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시스템이 구

분되어 있으며, 기 망 시스템은 국토부 직원이, 외부망 

시스템은 설계사·시공사·감리사 업무담당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다음은 건설사업 리 자료공유체계 기반의 기

능개발 화면이다.

<그림 5> 외부망 시스템에서 자료 등록 화면

<그림 6> 내부망 시스템에서 자료 조회 화면

  

  설계사·시공사·감리사는 트리뷰 형태로 제공된 화면에서 

발주청 해당 부서를 자료 공유 상으로 지정하면, 공유

상으로 지정된 발주청 부서 사용자는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 다.

3.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 보안이 강화되어 기  내부망과 외부

망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건설사업 리 련 용량 자료

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다. 이를 해 건설사

에서 발주청으로의 단방향 자료공유업무 차를 마련하

고, 게시  형태의 일 단  공유방식을 용하 다. 

한, 네트워크 인 측면에서 NAT 방식으로 제한 인 보안 

연결 상황 하에서 기  내부망 시스템에서 외부망 시스템

으로 근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기능을 개발하 다.

  향후, 설계·시공-감리-발주청 등 수직  자료공유방식이 

아닌 개인-개인 는 회사-회사 등 수평  자료공유방식 

등 련 기능 개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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