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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application of construction IT (Information Technology) is recognized as an essential tool for the effectiv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construction CALS. And the large construction projects are already using PMIS tool, and the
application of construction IT tool will be accelerated by rapid popularization of computerized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defines a concept of construction IT and suggests an improved method to apply construction IT tool for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건설정보화의 개념 및 현황1.

건설정보화 는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순차적인 건설공사 업무수행방식에 각(Construction IT)

종 정보화 도구를 적용하여 업무수행형태를 전자적이고 동시공학(Information Technology, IT) ,

적이며 실시간 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지원체계라 정의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산(On-line) .

업전반에 걸친 정보화추세는 건설 산업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특히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인터,

넷의 건설분야 활용도 증대와 이에 따른 공사관리 업무의 전자화요구 각종 정보화 도구의 건설분,

야 적용성 증대 및 건설사업관리 에 의한 공사관리 업무 체계화(Construction Management, CM)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건설정보화는 필수적 운영도구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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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정보화에 의한 동시공학적 감리업무처리 개념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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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리업무는 시공자문을 제외한 업무의 상당부분이 관리적 업무이고 체계화가 가능한 절차

적 업무들로 구성되므로 건설프로젝트 수행주체 가운데 정보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

는 업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감리업무에 소요되는 기존의 종이문서들은 전자적 문서로 변환.

될 것이며 인편 또는 오프라인의 정보전달행위는 온라인 매체에 의한 실시간 전달체계로 변환될,

것이다.

건설정보화 현황2.

현재 국가 차원의 건설정보화 현황은 년 최종적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설2008

생애조달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이 대CALS(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

표적이며 건설행정전산망 교통처리시스템 첨단화 국토이용정보화, , , (National Geographic

체계 등이 구축되고 있다 또한 민간차원의 건설정보화는 주로 대형Information System, NGIS) .

건설업체 위주로 사내 업무처리전산망 본사 및 현장 간 온라인 업무협의체계 단위현장과 본사를, ,

연결하는 사업관리정보체계 구축 전사자원관리(PMI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및 지식경영체계(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KMS, Knowledge Management

구축 등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재공급 외주관리 외부인력관리 등 건설공사에 필System) . , ,

요한 각종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급망관리 의 개(SCM, Supply Chain Management)

념을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간 거래 가 이루, (B2B)

어지고 있다 특히 건설 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설계 입찰 및 구매 시공 유지관리 전 단. CALS , , ,

계에 소요되는 업무절차의 전자화 및 발생정보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 참여자간의 정보공유를 위

한 종합건설정보망체계로서 건설 단계 구축결과로 구성된 계약자 상호간통합기술정보서비, CALS 1

스 는 공사단계의 발생자료를(Contractor‘s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ystem, CITIS)

계약자간에 전자적으로 납품 및 승인하는 체계로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건설 는 향후 감리. CALS

체계 문서관리업무 등에 많은 변화를 갖고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감리업무 발생정보의 전자적 관리3.

감리업무의 전자정보관리3.1

감리업무는 시공사 및 발주처간의 업무협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발생정보 역시 주요 사안

별 검토 보고 및 승인 업무절차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는 전자적 보고 및 승인체계를 갖, , CITIS

고 있으므로 감리업무 전자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리업무에 소요되는 공.

사정보들은 도면 시방정보 공정계획정보 및 각종 공사문서 등을 들 수 있다, , .

문 서 표 준 화

표 준 공 사 분 류 체 계

STEP , IFC

K O SD IC

수 작 업 공 사 관 리 방 식 전 자 식 공 사 관 리 방 식

전 자 문 서 교 환 체 계

A  도 면

C  공 사 문 서 D  공 정 표

B 시 방 규 정

A 공 사 B  공 사

C  공 사 D  공 사

D 공 정 표C  공 사 문 서

A 도 면
B 시 방 규 정

온
라

인
공

정
관

리전
자

문
서

교
환

체
계

C IT IS

K ISC O N

협 회 D B

민 간 D B

전
자

시
방

서

국 가
건 설
D B

국 가
건 설
D B

전
자

도
면

관
리

체
계

그림 감리업무 발생정보의 전자적 공유체계2.



이러한 감리업무 발생정보 중 도면은 정보열람 회수 및 사용 부서면에서 가장 빈번한 정보들로

서 전자화된 도면의 계약자간 온라인 공유를 위해서는 도면의 전자교환규약이 요구된다 이CAD .

러한 규약의 대표적인 것으로 제품STEP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모델정보 호환기준 을 들 수 있으며 은 건설외에 전자 조선 기계 등을 모두 포함한 전자도) , STEP , ,

면관리 규약이다 은 이와 같이 전산업분야의 광범위한 도면규약을 의미하므로 실무에의 적. STEP

용속도가 지체되어 건설산업분야에 적용가능한 전자도면규약을 호환성을 보유한 채 별도로, STEP

규정한 것이 이다 향후 건IFC (Industry Foundation Classes, http://www.iai-international.org) .

설분야 도면정보는 또는 기준으로 상호간 호환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CAD STEP IFC .

건설정보 표준분류체계에 의한 감리업무 전자화3.2

감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기초적 정보를 표준화할 수 있는 표준 공사 정

보분류체계의 구성과 각종 문서양식의 전자표준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공사 정보분류 표준화는 건.

설교통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토목시설물 분야의 표준분류는 다양한 시설종류로

인하여 매우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분류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감리업.

무 전자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건

설정보의 표준분류가 선행되어야

분류체계 코드가 모든 관련 공사

관리정보의 정보중심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서표준화 역시 감리업무

에 소요되는 각종 검토 보고 및,

승인 문서형식들이 국가적으로 표

준화된 이후에 전자화가 시도되어

야 유사 공사문서 또는 보고서 등

의 상호 공유가 가능해 질수 있다.

감리업무 문서관리의 전3.3 XML

자화 방안

감리업무는 공사관리업무 대부분을 포함하므로 다양한 문서형태와 문서관리업무를 수반한다 건.

설 도입과 함께 공사관리의 문서업무는 점차 전자문서양식으로 변환되고 있다 전자문서화를CALS .

위해서는 일반적인 문서형 정의로서 를 준용하여 작성하고 있지DTD(Document Type Definition)

만 최근에는 복잡한 문서의 속성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개, DTD

선하여 다양한 내장형 데이터 형식과 사용자 지정 데이터 형식을 표현하는데 장점을 가(Built-in)

진 스키마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감리업무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

전자문서화도 방식으로 구성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감리업무 문서전자화를 위한 절차XML .

는 감리업무지침서를 예로서 다음과 같다.

지침서 목차에 따른 공통정보를 추출하고 장 절에 맞는 엘리먼트 요소들을 구분한, (Element)①

다.

목차에 따라 추출된 장 절의 엘리먼트요소들에 대한 이름정의 및 속성정보를 정의한다, .②

목차 및 속성정보에 따른 스키마 논리구조 를 작성한다(Contents Modeling) .③

엘리먼트요소들의 충돌 및 중복 방지를 위하여 선언부에 네임스페이스 를 정의(Name Space)④

한다.

표준화된 정보의 스키마를 완성하고 외부 스키마로서 문서 정보에 규정화를 위한XML XML⑤

그림 3 전자화된 정보분류체계에 의한 공사관리 정보의 표현.



참조를 수행한다.

구성된 스키마에 근거하여 문서를 브라우져 형식으로 작성한다XML (Browser) .⑥

감리업무 전자문서체계를 구성하게 되는 핵심 정보임과 동시에 공통정보로서 제공되는 감리업

무지침서는 각 목차별 세부 텍스트 내용과 사진 표 그림 도면 등의 다양한 컨텐츠 정보를 포함, , ,

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스키마작성을 위한 논리구조의 구성이 필요하다.

표준적인 스키마를 구조적 논리구조 구성 기법을 통하여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XML XML spy

기능 등을 활용한다 각각의 엘리먼트 요소들간의 속성 표현을 위해서는 단일엘display diagram .

리먼트 다중엘리먼트 참조 및 그룹엘리먼트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과 엘리먼트 요소들간의 연결, ,

표현을 나타내는 방식 그리고 각 엘리먼트의 데이터 타입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컨텐츠

모델링을 제시할 수 있으며 표 과 같이 특징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구조적 관계를 구성한다, 1 .

표 내용표현의 스키마 논리구조 표현 방식1.

표 은 스키마 작성을 위한 내용표1

현의 논리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표

현방식의 기호로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타입의 기호를 사용하여

스키마를 작성하기 전 각 세XML

부내용 표현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

하게 된다 스키마 논리구조가 완성.

되면 이를 근거로 컨텐츠모델링을

수행하여 최종 스키마구조를 완성하

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리업무.

지침서 및 관련 문서양식의 전자화

가 가능하며 전자화 초기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문서양식부터 선별하여 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자화에XML ,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후속 문서들의 전자화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리업무 전자화를 위한 업무절차 재설계 개요4.

감리업무 전자화에서 주요부분은 기존 방식 업무절차를 방식 업무로 재설계Off-line On-line

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실무적으로 활용성이 있는 업무(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절차 재설계의 구축여부는 전자화 추진효과 측정의 주요 변수가 된다.

업무절차 재설계의 도구4.1

현행 시공단계 건설업무의 주요주체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가 되며 시공 및 관리업, , , ,

무의 수행은 시공자가 주가 되고 감리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형태가 된다 본 고에, .

서 시공단계 감리업무 정보구성체계의 표현은 기능모형화 기법인 기법을 이용하였다IDEF0 .

기법은 프로세스를 하향식으로 기능분할 하는 그래프에 의한IDEF0 (Functional Decomposition)

기법으로서 기능을 나타내는 활동 과 입력 출력 제어 및 메커, (Activity) (Input), (Output), (Control)

니즘 을 구성요소로 한다 여기서 활동은 개별단위업무로 입력과 출력은 문서체계(Mechanism) . , ,

및 조치사항으로 제어는 건설관련법규 건설사업목적 사용자요구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메커니즘, , , ,

은 건설사업 참여주체들로 표현하였다 모든 정보들은 개별 단위업무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에서.

발생되고 유통되어 개별 단위업무가 수행되며 각각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은 단위업무내에,

서 사용되어지며 또한 타 업무의 입력자료로도 사용되어 진다, .

엘리먼트

표현
단일

엘리먼트

단일

엘리먼트

(PCDATA)

단일

엘리먼트

(OPTION)

다중

엘리먼트

(unbounded)

참조

엘리먼트

그룹

엘리먼트

연결

표현 순차적 연결

(sequence)

선택적연결

(choice)

전체연결

(all)

MinOcc=1

MaxOcc=5

MinOcc=1

MaxOcc=

unbounded

데이터

타입
SimpleType ComplexType



업무절차 재설계의 구체적 사례 적용을 위해 감리업무중 일정관리업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행 일정관리업무를 공정관리계획 진도관리 부진공정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연기 등, , , ,

으로 분할하였다 이러한 현재의 일정관리업무절차는 그림 로 표현할 수 있다. 4 .

현재의 일정관리 업무절차파악4.2

그림 의 공정관리계획4 (A231)

업무에서 출력된 실시공정표는

진도관리의 입력자료가 되며 진,

도관리 의 공정실적자료는(A232)

부진공정만회대책 의 입력(A233)

자료가 된다 또한 수정공정계획.

과 준공기한연기(A234) (A235)

의 출력자료는 다시 공정관리계

획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일정.

관리에 관한 규정은 현행업무와

향후 제도하의 업무에서 큰CM

차이를 보이지 않는 유사한 구조

로 되어 있으며 현행 일정관리,

업무의 주요 수행주체는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가 된다, .

현재업무의 문제점 파악4.3

업무재설계대상이 정해지면 그림 와 같이 현재 업무의 절차를 파악한 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4 ,

점들을 파악한다 현재의 문제점 예로는 일정관리의 세부적 업무구분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구분되지 않은 점과 이러한 점은 하나의 업무에 관련되는 부서 또는 담당자의 수가 적정 수 이상,

이 되고 있음이 원인 중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에서 주요 원칙은 현재업무가 재설계 되었을 시에는 업무처리주체의 수적 감소와 현재의BPR

순차적 업무흐름을 동시적 업무흐름으로 변경시키는데 있다 또한 공사관리 전반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으나 관리전반에 걸쳐 설계자의 의견수렴 및 교환경로가 거의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

는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의 정보 단절을 의미하며 정보의 교환을 오직 설계도서에만 의존함을 나,

타낸다 그러므로 시공단계의 각종 검토 및 결정에 설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설계도서. ,

외의 설계자 의도가 시공과정에 반영되고 시공단계의 정보가 설계단계에 피드백 될 수(Feed back)

있는 절차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관리에 원가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점 감리업무수. (

행지침서 과 기성금 관리부분이 취약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

개선대상 업무의 재설계 목표설정4.4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현재의 일정관리 업무는 관리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들로 재 구분되어야 하며 또한 현재의 세부업무들이 동시적으로 처리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업무가 동시에 처리 가능하도록 업무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의 감리업무는 체계하의 업무로 대체하며 현재의 수작업에 의한 업무처리는. CM ,

체제하에서의 전자화된 업무처리로 변경된 업무절차로 구성함을 목표로 한다CALS .

재설계된 일정관리 업무절차4.5

업무절차의 문제점 및 재설계의 목표가 설정되면 현재업무를 목표에 맞게끔 재설계한다 그림.

는 및 체제하에서의 전자화된 일정관리업무가 재설계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5 CM CALS .

그림 현행 일정관리업무4. (AS-IS)



에서는 따라서 사업참여자는 현행 책임감리제도 하의 감리자를 제도하의 업자로 대체하였5 CM CM

으며 이는 감리업무가 업무에 포함된다는 관점에서 적용한 것이다, CM .

건설 체제 및 제도하에서는 업자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가 시공단계의 주요 건설사CALS CM CM , , ,

업주체가 될 것이며 건설사업의 전문경영자인 업자는 모든 정보교환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CM .

이외의 사업참여 주체로서 전문 컨설턴트들의 역할도 기대된다.

일정관리의 세부업무는 현

행 일정관리업무와 유사하게

구성되나 업자에 의한 총, CM

괄공정관리계획은 시공단계의

공정만을 고려한 현행 일정관

리업무와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점은 대형프로젝트 등

에서의 현행업무규정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예가 된

다 그림 의 재설계된 일정. 5

관리업무들에서 각종 보고 및

승인 업무 등은 문서로SGML

작성되어 통신망 상에서 신속

히 처리될 수 있도록 CALS

적용시의 각종 도구들을 명시

하였다.

결론5.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및 체계의 적용과 이에 따른 건설정보화도구들의 급속한 적용을CM CALS

예상할 때 감리관련 업무의 전자화 방안들을 주제별로 고려하여 제시하였으며 향후 감리업무수행,

의 기준이 되는 관련 법규들은 정부통합 기술정보서비스 에 의해 공공 로 구축될 것이GITIS ( ) DB

며 각종 문서정보 및 도면정보는 각각 관련 표준인 등에 의해 작성되어 통신망을 통해 전, XML

달되게 된다 또한 계약자의 자금 결제 등은 조달망 금융망 보험망 등과 연결되어 에 의. , , EC/EDI

해 자동처리 되므로 현재의 기성금 지불방식 등도 인터넷으로 확인 후 전자금융으로 결재될 것이,

다 특히 시설물 유지관리자료는 관련 표준인 대화형 전자식 기술 매뉴얼 에 의해 작성되. IETM ( )

므로 전자매뉴얼 상에서 전문가 또는 소요되는 주요 자재회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직접 연결

되어 유지관리단계의 업무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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