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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은 단순히 일상생활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건설 산업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많은 건설 기업에서 이미 스마트폰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 산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비용 감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 건설 산업에서는 건설 장 

리를 하여 이미 PDA를 비롯한 여러 기술의 도입을 통해 이와 같은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 다. 그러나 

PDA의 경우 PDA가 가진 여러 한계 으로 인하여 도입 효과가 다소 미미하 다. 반면에 스마트폰은 별도

의 장비 도입이 아닌 단순히 어 리 이션 개발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 장 리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개발된 시스템은 건설 기업의 장 인

터뷰  설문을 통한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실제 장에 용하여 테스트함으로써 

개발 시스템의 효과  보완 사항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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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9년 말부터 불어 닥친 스마트폰 열풍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놓았다. 최근의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단순 IT 기기 수 을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수 에 이르

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진화는 최근 건설 산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비용 감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건설 산업에서는 효율 인 장 리를 하여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eb Camera,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등의 도입을 시도하 다. 특히 스마트폰과 유사한 PDA의 경우 이와 같은 

건설 산업에서의 요구를 해결해  것으로 기 되었으나 조작  휴 의 불편함과 같은 여러 단 으로 인하

여 용이 미미하 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경우 기존의 PDA 기능 외에 화 모듈, GPS, 3G  Wi-Fi 네트

워크 기능, 카메라와 같은 다양한 모듈을 포함하고 있어 PDA와 달리 건설 장에서의 용이 용이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건설 장을 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건설 장 리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연구는 시스템 개발을 한 요구사항 분석  실제 시스템 개발, 

시스템 보완을 한 장테스트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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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시장 동향

최근 세계 스마트폰 OS(Operation System) 시장 유율을 보면 iPhone으로 유명한 Apple의 iOS와 

Google의 Open Platform인 Android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Gartner, 2011). 이와 함께 가트 는 2014년까지 

Android가 기존의 Symbian의 시장 유율까지 성장할 것으로 상하 으며, iOS 한 꾸 히 증가할 것으

로 내다보았다(Gartner, 2010).

이러한 세계 스마트폰 시장 동향과 함께 국내의 스마트폰 시장 한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상되

고 있다. 2009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다음 <표 1>과 같이 2015년까지 

약 6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Icon Group International, Inc., 200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489.63 507.07 525.07 543.71 563.01 583.00 603.70

표 1 한국 스마트폰 시장 규모 상 (2009-2015) (단 : US$ Million)

이와 같은 국내외 스마트폰 시장의 확 는 단순히 일반 사용자의 증가 뿐 만이 아니라 국내 건설 기업에

서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건설 장 리를 하여 PDA와 같은 추가 인 장비의 도입이 아닌 

단순히 스마트폰 소 트웨어의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한계 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스마트폰 기반 건설 장 리 시스템

스마트폰 기반의 건설 장 리 시스템 개발을 하여 먼  수요  요구사항 분석이 이루어졌다. 수요 

 요구사항 분석은 건설 장 리를 하여 스마트폰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건설 기업을 상으로 한 

장 인터뷰  설문, 기존 범용 어 리 이션 검토 등을 통하여 도출하 다 (윤수원 외, 2010). 

그림 1 시스템 개발 기능  방법 도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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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스마트폰 도입 시 새로운 로세스  기능이 도입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데이터 조회·검토 

는 결재 등의 기능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기존의 문자 주의 입력 방식 보다

는 음성, 사진, 동 상 등을 포함한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코드화된 입력 방식을 통해 데이터 입력 

 조작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차에 의하여 최종 으로 개발해야 할 기능 리스트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반 하여 체 인 시스템 구성도를 다음 <그림 1>과 같이 설계하 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시스템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1차 인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다. 

그림 2 개발 시스템  

1차 으로 개발된 시스템은 실제 장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효과 분석  시스템 보완 방향을 수립하

으며, 재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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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발 시스템의 실제 장 테스트  

4.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건설 기업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건설 장 리 시스템 개발에 

해 연구하 다. 개발을 하여 재의 스마트폰 시장 동향 분석이 우선 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시스템의 

수요  요구사항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1차 으로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실제 장 테스트를 통

하여 시스템 효과 분석  보완 방향을 도출하여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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