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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건설 분야의 정보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건설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감을 한 다양한 건설자재 정보 서비스 차원의 web 기

반 온라인 시스템이 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이 제공 인 품질  규격등 건설자재정보가 표 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의 

정보획득시 여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유사한 작업을 반복하는등 건설 장 실무자들의 자재정보 활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 데이터 상품 속성 시스템(GDAS, Global Data Alignment System)을 기 으로 건설자재 정보항목을 정형화하고 건설자

재 통합정보 리를 한 시스템 모델을 설계하 다. 본 시스템은 건설공정별 국제 표 분류체계(OmniClass Part-22)와 유엔 표  제품  서

비스 분류체계(UNSPSC,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lassification)를 용한 건설 자재의 자동 분류, 자재정보의 조건별 

복합검색, 자카탈로그의 실시간 자동구 , RFID 검색  리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자재정보의 효율 인 리  활용이 가능하다.

키워드 : 건설자재정보, 국제 데이터 상품 속성 시스템, 건설자재 자동분류, 자카탈로그,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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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information technology of constructional area develops recently, web-based on-line system is rapidly increasing to provide 

information on diverse constructional materials so as to enhance productivity of constructional business and to reduce cost. Since the 

constructional materials information provided by these systems, i.e., quality, specification, etc are not standardized, however, the staffs on the 

constructional site suffer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using materials information when acquiring information on specific materials, e.g., using 

diverse information systems or repeating similar jobs. Thus, this research typified information items of constructional materials on the basis 

of GDAS and designed multi system model to control integrated information on constructional materials. This system can efficiently control 

and utilize materials information by supporting automatic classification of constructional materials to which OmniClass Part-22 and UNSPSC 

are applied, conditional complex retrieval of materials information, real-time automatic embodiment of electronic catalog and retrieving/controlling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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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목

건설자재는 건설공정의 계획․설계․시공․유지보수 등 

건설 산업 반에 걸쳐 련될 뿐만 아니라 건설 업무에서 

수행되는 견   구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장 실무자들은 자재구매에 소비되는 자원을 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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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자재를 확보하기 해 력업체  기타 건설자재

정보 제공 시스템에 속하거나 자재홍보 차원의 페이퍼 카

탈로그를 수집하여 자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재 

서비스 인 시스템들의 건설자재정보가 정형화  표 화

가 미흡하여 특정 자재의 품질이나 가격 정보 등을 수집하

는데 있어 여러 시스템에 속하거나 자재 리자에게 직  

연결하는 등 반복 작업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상황

으로 건설자재 정보항목의 표 화  정형화가 시 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 장 실무자들에게 표

화되고 정형화된 건설자재정보를 효율 으로 서비스하고 

리하기 해 건설자재 통합정보 리를 한 시스템 모델

을 구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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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문헌  재 web 기반 건설자

재정보를 제공 인 시스템을 분석하고 본 시스템이 갖추어

야할 기능 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멀티 시스템 모델

을 구 하는 것으로 범 를 한정하 다. 이때 태그에 사용

될 표 코드 체계로는 유통물류 진흥원에서 리하고 있는 

공공기 용 ISO-15459 코드체계를 용하 으며 자재생산

업체의 코드 할당 요청에 따라 식별코드를 할당하고 부여된 

식별코드를 이용하여 자재의 유통 황 등을 검색  리가 

가능한 시뮬 이션 형식으로 제한하 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기존 건설자재 정보제공 시스템 구

축․설계와 련한 연구 문헌  재 온라인상에서 서비스 

인 국내․외 건설자재 정보제공 시스템을 비교․분석하

다. 둘째, 건설자재 정보항목을 정형화하기 해 국제 상품 

코드 리기 에서 개발한 국제 데이터 속성 시스템(GDAS, 

Global Data Alignment System)을 분석하 다. 셋째, GDAS

를 바탕으로 건설자재 정보항목을 정형화하고 건설공정별 국

제 표 분류체계(OmniClass Part-22)와 유엔 표  제품  서

비스 분류체계(UNSPSC,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lassification)를 용하여 건설자재 분류체계

를 구축하 다. 넷째, 정형화된 건설자재 정보의 효율 인 

검색  리가 가능한 건설자재 통합정보 리를 한 시

스템 모델을 구  하 다.

2. 련 연구

2.1 연구문헌 분석

정보통신  건설 정보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건설산업의 

발 을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자재 B2B 

시스템 구축  건설자재정보 활용 모델 방안 등 수많은 건

설자재 정보 련 시스템도 개발 이다.

먼  건설자재 B2B 시스템 구축방향에 한 연구에서는 

건설자재 B2B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건설자재 B2B e-Mar- 

ketplace의 구성과 그 구성요소  기능을 도출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분석하여 용한바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요소기술로는 첫째, 건설자재 분류체계 표 화로 

e-Marketplace의 기반이 되는 자재정보가 분류되어야 하며, 

이후 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 카탈로그의 상품 분류

에 응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 카탈로그 표 화로 분류체

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재정보가 e-Marketplace

에서 사용되려면 표 화된 자 카탈로그 형태로 가공되어

야 한다. 셋째, 자문서의 표 화로써 기업간 입찰  견  

등의 정보 교환에 필요한 일정한 형태의 표  포맷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넷째, 자재 설계정보 등 교환체계의 표 화

로 자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에는 일반 자재정보 

뿐만 아니라 자문서 형태로 교환되는 정보외에 설계정보

(CAD 데이터)와 같이 별도의 표 화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

하기 때문에 e-Marketplace에서 효과 인 정보교환 체계 구

축을 해 XML 기술과 함께 STEP 련 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1].

온라인 자재정보 활용을 한 모델 개발에서는 재 활용

되고 있는 건설자재정보 시스템의 문제 을 일방향 인 정

보제공, 정보의 부가가치가 생성되기 어려움, 디지털 디자인 

컴퍼 트로서의 역할 부족으로 요약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실시간 수요분석, 실시간 견 , 설계단계의 실시간 시뮬 이

션이 가능한 NetDraw 시스템을 설계한바 있다.

NetDraw 시스템은 자재정보의 검색  도면 정보의 사

용을 한 클라이언트 도구로써 자재정보서버에 등록된 자

재생산회사의 정보를 키워드로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 에

서 원하는 오 젝트를 즉석에서 다운로드하여 도면요소로 

삽입하여 사용이 가능하다[2].

건축 마감자재정보 리 시스템화 연구에서는 건설 공정 

단계별 필요한 건설자재 정보의 수집․분석  각 작업 단

계별 주요 정보 리 체계가 미흡하여 소모되는 자원을 약

하기 한 건축 마감자재 정보 리 시스템을 제시한바 있

다. 이 연구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있어 다양한 제품의 

정보를 검색하고 고품질의 마감자재 선정을 통해 건설 생산

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설 단계별 가공된 정보들의 공

유  재활용 체계의 확립으로 향후 동일한 반복 작업을 배

제하여 자원의 효율  운용이 가능하다. 한 실시간 온라

인 검색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표 화된 데이터 리를 통한 

업무 표 화 확립이 가능하고 산화된 표 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업무처리가 가속화됨을 제시하고 있다[3].

건축공사 마감자재정보시스템 구축  활용방안에서는 건

축 마감자재에 한 가격, 시방서, 품질 등의 자재 기본정보

와 가격, 상세도, 생산성, 공기, 리스트 등의 시공사례 정보

를 건축생산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 마감자재

정보 리 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를 통해 설계, 견 , 

업, 시공 등의 단계에서 마감자재 분석  선정에 활용이 

가능하며 력업체에도 이를 활용하게 하여 유사  동일 

업무 반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4].

설계단계 건축마감자재 선정을 한 지식정보기반 자재성

능비교 지원모델에서는 마감자재가 결정되는 설계단계에서 

자재선정에 해 설계자가 고품질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

도록 지식기반의 자재정보와 로젝트의 실․부  등의 공

간정보를 연결한 지식정보기반 건축마감자재 성능비료 지원

모델 시스템을 개발하 다[5].

지 까지의 연구문헌을 종합해본 결과 자거래  건축

마감자재, 온라인 자재정보 활용 등 각 분야별 수많은 건설

자재 정보 련 시스템의 설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표

화된 건설자재 분류체계와 건설자재정보 정형화 연구 등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건설자재정보 제공 시스템을 

한 선행 작업으로 건설자재 분류체계  건설자재정보가 

정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2 web 기반  건설자재 정보 제공 시스템 분석

재 국내․외 web 기반 on-line 건설자재 정보제공 시

스템은 300여개(국내 110여개, 국외 200여개)이상으로 많은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속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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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기반으로 건설공정에 필요한 건설자재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본 에서는 건설자재 정보제공 시스템  가장 리 알려

진 국내(조달청 나라장터, KCC, 건설자재연구소), 국외(Sweet 

Catalog, First Source, Aec info) 시스템 심으로 각 시스템

별 건설자재정보 서비스 기능을 비교 분석하 다.

<표 1>은 각 시스템별 기능을 비교한 것으로서 자재정보

에 한 검색 기능의 경우 국내․외 시스템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시스템별로 조건 검색  연산자를 이

용한 복합 검색 기능 등의 차이 을 제외하고 공통 서비스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RFID를 이용한 자재 리 

서비스 기능으로는 국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자재에 해서 시범 용 에 있으며 조달청에

서 코드를 할당하면 납품업체가 물품에 태그를 부착하여 납

품하는 태그부착 납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카탈로그는 Sweet Catalog, First Source, Aec info 

시스템 등 일부 시스템에서 제공 이나 기존 Paper 카탈로

그를 이미지화한 형태 그 로 제공하고 있어 일부 자재정보

의 수정 편집시 체 카탈로그를 다시 이미지화 해야하는등 

정보 리에 비효율 일 뿐만 아니라 자재정보 데이터베이스

와 직  연계하여 생성  리되는 자카탈로그는 국내․

외 모두 무한 실정이다.

자거래의 경우 국내의 조달청은 시스템 상에서 입찰  

견  등의 행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시스템의 경우 

해당 제품에 한 업체와 직  연계하는 방식의 자거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

재 분류 시스템으로는 유엔 표  제품  서비스 분류체계

를 용 인 조달청을 제외하고 자체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

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부분이 북미지역 건설자재 표 분

류체계인 MasterFormat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구

분

사이트

명

검

색
RFID

자

카달

로그

자

거래
분류체계 특화기능

국

내

조달청 O
O

(시범)
X O

UNSPSC

용
온톨로지 검색기능

KCC O X X X
자체

분류체계

도료 련 공간별 

시뮬 이션  시공 

동 상 제공

건설자재

연구소
O X X O

자체

분류체계

신기술  신공법 등 

각종 건설자료 제공

국

외

Sweet 

Catalog
O X O O

Master

Format
조건별 검색기능

First 

Source
O X O X

Master

Format

분류체계

Code검색기능

Aec info O X O X
Master

Format
- 

<표 1> 국내․외 건설자재 정보제공 시스템( 표 사이트)

2.3 국제 데이터 상품 속성 시스템(GDAS)

지 까지의 분석 결과 건설자재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에 

앞서 선행 작업으로 건설자재 정보항목의 정형화가 이루어

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에서는 건설자재 정보 

항목을 정형화 하기 해 재 호주, 벨기에, 랑스, 독일,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 스, 미국 등 총 20여개 선

진국   세계 98개국의 100만여 기업에서 사용 인 국

제상품 속성 시스템 GDAS를 선정  분석하 다. 

GDAS란 상품 정보에 한 공통 인 데이터 세트를 정의

한 자 카탈로그의 핵심 시스템으로 국제 상품 코드 리 

기 에서 각 국의 EAN/UCC(European Article Numbering- 

Uniform Code Council) 시스템이 보 된 산업을 상으로 

자 카탈로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상품 정보

에 한 공통 인 데이터 세트를 정의한 것이다. 상품 정보

를 표 하기 해 필요로 하는 국제 거래 단  번호(GTIN, 

Global Trade Item Number), 국제 거래처 번호(GLN, Global 

Location Number), 유엔 표  상품  서비스 분류 체계

(UNSPSC,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상품 속성(규격, 단 , 포장, 물류, 계층  정보) 등에 

한 정의와 이러한 데이터를 교환하기 한 매핑에 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EAN International이 개발/보 하고 

있는 12개 그룹(Group), 114개 Data Field의 GDAS 원안은 

국내 상품정보를 기술하기에는 합하지 못하여 자상거래 

통합포럼(ECIF, Integrated Forum of Electronic Commerce)에

서는 <표 2>와 같이 GDAS 원안을 토 로 112개 데이터필

드 에서 33개 데이터필드를 추출하고 19개 데이터필드를 

추가하여 총 52개 데이터필드로 구성된 한국형 GDAS를 개

발  상정하 다. 이후, 2003년 5월 27일 산업자원부 기술

표 원은 ECIF에서 상정한 GDAS를 자카탈로그 상품공

통속성 국가표 (한국산업규격, KS)으로 정식 제정․고시 

하 다[6-7].

GDAS 원안 한국형 GDAS

No Name No Name

01 Prouct Identification 01 Prouct Identification

02 Product Classification 02 Product Classification

03 Parties 03 Parties

04 Dates 04 Dates

05 Descriptions 05 Descriptions

06 Measures 06 Measures

07 Packaging 07 Packaging

08 Commercial Data 08 Commercial Data

09
Handling &

Hazardous Informations
09

Handling &

Hazardous Informations

10 Attributes 10 Attributes

11 Product Hierarchies

12 Packaging Configuration

<표 2> GDAS 원안  한국형 GDAS

3. 건설자재 정보 항목 정형화

건설자재의 표 정보를 제공하고 리하기 해서는 데이

터베이스 내부에 고품질 자재정보가 입력되어야 함은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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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tep Item Attribute

필수

정보

1

업체정보

<생산, 유통, 

구매>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홈페이지, 

화/팩스번호, 주소, 로고, 표자

명/이력, 업체연 , 주요생산품목, 

업종, 업태, 사업장 정보, 업체공장

정보

2
분류 & 

식별코드

분류코드: 건설자재 분류체계에 따

라 입력자가 선택 

식별코드: 정보입력 완료시 자동부

여 

3 상품정보
상품명, 랜드명, 모델명, 상품소

개, 시방서(특기포함)

4 측정(규격)정보
상품세로/가로/높이( 비/길이/깊

이), 상품지름, 단 , 량, 부피

부

가

정

보

자

거래

활용

5 거래정보

가격유형, 가격정보, 가격통화, 보

증기간, 취 방법, 배송기간, 최

주문수량, 지 방법

6 카탈로그정보
제목, 내용설명, 상품정보 등록일

자, 상품정보 변경일자

7 포장정보
포장 유형, 포장 규격, 포장 구성물 

성분, 포장 구성물 수

품질

정보

8 품질성능정보
품질인증종류, 품질인증규격, 건설

자재별 품질성능속성

9

상품기술정보

<신기술, 

특허,친환경>

출원번호, 출원명, 출원명세서, 등

록여부, 출원내용, 첨부 일

자

카탈

로그

10
도면  

이미지정보

도면제목, 일형식, 도면설명, 상

품 & 업체 이미지(3D  실물사

진)

11 속성정보 원산지, 색상, 재질

<표 3> 건설자재 속성정보 표 항목

(그림 1) 건설자재정보 표  입력 포맷

(그림 2) 건설자재 자카탈로그 정보속성 정형화

의 사실이다. 이에 자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표 정보 입력을 

한 건설자재 정보속성 정형화를 해 GDAS의 속성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국내 상거래 환경에 맞도록 개발한 ECIF-0 : 

2002 자카탈로그 상품속성코드를 바탕으로 공통속성과 개

별속성을 추출하고 추출된 속성항목을 건설 분야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표 3>과 같이 건설자재 속성정보 표 항목

을 정형화하 다.

정형화된 속성정보는 총 11개 Item으로 Step 1부터 4 까

지는 자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 한 필수 정보이

며 이후 부가정보로 Step 5부터 7까지는 자거래를 한 

Item 정보, Step 8, 9는 품질정보, Step 10, 11은 자카탈로

그를 한 정보에 해당한다. 이후, 정형화된 자재정보의 효

율  리  멀티 시스템 용을 해 건설자재정보 표  

입력 포맷을 (그림 1)과 같이 설계 하 다.

(그림 1)의 자재정보 입력순서는 Top-Down 방식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입력 체계를 구성하 으며, 각 

속성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속성별로 Attribute의 

개별명칭을 부여하 다. 품질정보 탭 폴더는 품질성능정보

와 상품기술정보에 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기타 추가 일이나 한 번에 여러 정보 입력 시 발생 

가능한 혼선을 이기 하여 탭 폴더방식으로 설계 하 다.

이와 더불어 건설자재 자카탈로그의 정보속성 정형화를 

해 기존의 페이퍼 카탈로그를 MasterFormat 2004의 2Level 

기 으로 자재별 국내 210개, 국외 150개를 수집 분석하고 

국제 데이터 속성 시스템과 비교하여 (그림 2)와 같이 공통속

성과 개별속성을 추출  분리 하 고 국제데이터 속성 시스

템에서 정의한 속성항목에 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국내 실정과 비 미흡한 부분에 해 속성을 추가하 다.

(그림 2)에서 공통속성의 소 그룹핑 명칭은 GDAS의 내용

과 수집된 카탈로그의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상품식별, 상품분

류, 제조/ 매업체정보, 상품날짜정보, 상품기술정보, 거래정보, 

배송  주문정보의 7가지로 그룹을 정하여 사용자의 식별성

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결과 7그룹(Item), 37항목(Attribute)

로 도출되었고 개별속성의 경우 MasterFormat 2Level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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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asterForamt + UNSPSC 건설자재 통합분류체계

(그림 4) 건설자재 자동 분류 시스템

를 기 으로 30개 분류 405개항으로 정형화 하 다.

4. 건설자재 통합정보 리 시스템 모델 설계

4.1 건설자재 분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자재정보의 효율 인 리를 해

서는 자재의 분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한, 국제간 상

호 호환성 확보  자거래를 해 체계 이고 표 화된 

분류가 필요하다. 이에 건설정보화 사회특성을 반 하고 국

제  표   호환성을 확보하고자 미국 건설시방서 회

(CSI, Construction Specification Institute)와 산업용 상호 운

성 연합(IAI, Industry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 국제 

건설정보 연합(ICIS,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formation 

Society)의 건설공정별 국제 표  분류체계인 OmniClass 

Part-22(이하, MasterFormat)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이 개발하고 표 화 통합 포

럼(ECIF)이 국내 자 상거래 민간 표  분류 체계로 확정

하여 재 조달청에서 물품분류체계로 사용 인 UNSPSC

를 용하여 건설자재 통합분류체계를 (그림 3)과 같이 구

축하 다[7-8].

구축된 분류체계는 (5), (38), 소(1234), 세(3057) 각 2자

리 4단계 분류로 구성되었으며 ․ ․소는 MasterFormat

을 마지막 세 단계는 UNSPSC와 맵핑 연계하여 향후 조달

청  국내 건설정보 분류체계와의 상호 호환성(2006. 07 국

토해양부에서 건설정보 분류체계를 공고했으나 자재 분류 

분야는 조달청 분류체계를 용하도록 하 음)을 확보하

다. 이후 구축된 건설자재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모

델링 작업을 통해 5개의 어트리뷰트와 8개 엔티티로 구성된 

건설자재 분류체계 데이터베이스 객체 테이블을 생성하 으

며 향후 새로운 자재 분류의 수정  삭제를 고려하여 해당 

코드의 상․하  계 코드를 분석하여 해당 분류체계로 자

동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능함수를 설계 하 다. (그림 4)는 

건설자재 자동 분류 시스템을 나타낸 것으로 계형 데이터

베이스에 장된 분류 데이터를 계층구조로 설계한 것이다.

4.2 건설자재정보 검색  리 시스템

국내 건설자재의 정보 검색  리를 한 건설자재 정

보 리 시스템(그림 5)을 설계하 다. 이 시스템은 건설자재 

정보를 등록하기 한 건설자재, 건설자재 자카탈로그 생

성을 해 카탈로그정보를 등록하는 자카탈로그, 특정 자

재에 해 자거래 지원을 해 자동 견 이 가능한 자

거래, RFID가 부착된 자재의 유통경로 등의 검색이 가능한 

RFID 정보, 토목공사 교량부분 련 3D자재  건축 설계 

조립 기 면 등 건설 문가들에 제공 가능한 문자료서비

스, 시스템에 등록된 자재  업체, 신규 자재 등의 통계를 

지원하는 통계정보, 시스템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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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R
KKR

기 코드

코드유형 구분

(36비트)

일련번호

(24비트)

K K R D C M 0 h 4 Y 0 1 224

정해진 값 고유식별코드 역

(그림 8) ISO-15459 코드체계  용 시

(그림 5) 건설자재 정보 시스템 메인 포털 화면

(그림 7) 생성된 건설자재 자카탈로그

자재정보 DB

call
template

Catalog Library

카탈로그
생성 모듈

(JDBC driver)

WAS

source  data

Catalog DB

Template Type 1
•
•

Template Type N

edit  data

send
template

(그림 6) 자카탈로그 생성 로세스

개지원 등으로 기능이 분류되어 있으며 2단계 depth를 기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 사용자들은 건설자재의 분류체계  자재명, 업체

명 는 가격  자카탈로그 정보등을 단일 검색  통합

검색 등을 통해 언제든 검색이 가능하고 이러한 자재정보들

은 건설자재 자동분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재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장되어 체계 인 리가 이루어진다.

4.3 건설자재 자카탈로그 자동생성 시스템

본 시스템의 기능  하나인 건설자재 자카탈로그 생성 

시스템은 건설자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재정보  

업체 정보를 카탈로그 생성 모듈과 실시간 연계되어 신규 

업데이트된 데이터 발생 즉시 해당 자재의 자카탈로그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이와 더불어 수정  삭제 등의 갱신이 

발생할 경우 생성된 자카탈로그의 정보도 자동 변경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6)과 같이 건설자재 자카탈로그는 자재정보 데이

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입력되면 시스템 리자의 요청에 의

해 WAS 서버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 생성 모듈을 호출하

고 해당 자재정보의 분류체계를 검색한 후 카탈로그 라이

러리에 장된 카탈로그 템 릿을 달받아 건설자재 자

카탈로그(그림 7)를 생성한다. 한 기 정보에 수정  갱신

이 가해지는 경우 카탈로그 생성모듈은 이를 감지하여 해당 

카탈로그의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해 다.

4.4 RFID 검색  리 시스템

RFID 검색  리 시스템은 건설자재에 부착하기 한 

태그에 유일한 식별코드를 할당하고 부여된 식별코드를 이

용하여 태그가 부착된 자재의 유통경로  재 치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이때 식별코드 즉, 건설자재에 용할 RFID 

태그에 사용될 표  코드체계로는 행정안 부 정보자원정책

과의 ‘행정․공공기  RFID 기 코드 리지침’에 따라 ISO- 

15459 코드체계를 용 하 다. ISO-15459 코드체계는 KKR 

(18bit), KKR 기 코드(18bit), 코드유형 구분(36bit), 일련번

호(224bit)의 네 역으로 구분된다. KKR 역은 국내 행

정․공공기 용으로 국제표 화기구에 의하여 할당된 KKR 

값으로 고정되었으며 KKR 기 코드 역은 행정․공공기

들을 구분하기 하여 유통물류 진흥원이 부여한 코드 값

을 의미한다. 고유식별코드 역은 기 코드를 부여받은 기

이 RFID태그를 부착할 상에 부여하는 식별코드로 세부 

구성요소는 각 기 이 자체 정의  리하도록 되었다

(ISO-15459 리지침 참조).

(그림 8)은 ISO-15459 코드체계를 용하여 설계한 코드

구조의 시로 KKR 기 코드는 리지침상 ‘D'로 시작하는 

건설자재 데이터 수집(DCM, Dataaquisition Construction 

Material)의 뜻이며 코드유형구분 역은 4.1 의 건설자재 

통합분류체계에 따라 02.01.21.01(철합  철 )을 2bit -> 

6bit 변환 후 맵핑 테이블에 의해 0h4Y01의 식별코드로 변

환된다. 이하 일련번호는 역은 식별코드를 할당받은 업체

가 224bit 개의 연속된 시리얼번호를 자체 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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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 조건

검색기능

RFID

지원기능

자

카달로그 

생성기능

자거래

지원기능

등록물품

자동분류기능

조달청 O O X O △

Sweets

Catalog
O X X O X

건설자재 

통합정보 

리시스템

O O O O O

<표 4> 건설자재 통합정보 리시스템 성능평가

(그림 9) RFID 검색  리 시스템 로세스

(그림 9)는 RFID 검색  리 시스템 로세스의 철합

 철  자재 식별코드 발  요청 시로 제조사 RFID 서

버(생산업체 PC)에서 태그 발 요청을 하고 이를 통합 

RFID 서버를 통해 건설자재 정보 리 시스템으로 식별코드 

발  최종 요청을 하게 된다. 건설자재 정보 리 시스템은 

해당 자재의 정보등록 여부를 검색하여 식별코드와 시리얼 

번호 범 를 통합 RFID 서버와 제조사 RFID 서버에 달

한다. 이후, 태그에 발 된 식별코드를 이용하여 건설자재 

정보 리 시스템에 해당 자재의 상태  이력정보를 요청하

면 통합 RFID 서버를 통해 자재의 입고일, 입고지, 출고일, 

목 지, 상태의 이력정보와 RFID 태그 코드 발 등 수량정

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4.5 시스템 성능평가

본 연구에서 구 한 건설자재 통합정보 시스템의 성능평

가를 해 2.2 의 <표 1>에서 비교 분석한 시스템  서비

스 기능이 뛰어난 조달청과 Sweet Catalog 시스템을 상

으로 비교하되 세부 시스템 측면의 기술 인 부분에 해서

는 자료가 미흡한 계로 온라인상에서 분석 가능한 다 조

건 검색기능, RFID 지원기능, 자카탈로그 생성기능, 자

거래 지원기능, 건설자재 자동분류기능의 기능 심별 검증

을 실시하 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구 한 시스템의 성능평가 비교 테

이블로서 기능 심 측면에서 타 시스템에 비해 우월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먼  RFID 지원기능은 조달청과 본 시스템에

서만 지원하며 조달청의 경우 태그코드만 다른 ISO-15459 

코드를 이용하고 있다. 자카탈로그 생성기능은 본 시스템

에서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

보를 실시간 연계하여 카탈로그를 생성하는 시스템은 아직

까지 무한 상황이다. 등록물품 자동분류기능은 조달청과 

흡사하나 등록된 물품의 분류에 오류가 발생하면 수작업을 

통해 변경하는 조달청과 달리 본 시스템 에서는 자동 분류

시스템이 이를 신하게 된다. 기타 나머지 다 조건 검색

과 자거래 지원기능은 세 개의 시스템이 모두 지원 가능

한 기능으로 략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형화된 건설자재 정보의 효율 인 리 

 검색이 가능한 건설자재 통합정보 리를 한 시스템 

모델을 설계 하 다. 본 시스템에서는 국제 데이터 상품 속

성 시스템을 바탕으로 건설자재 정보 항목을 정형화 하고 

국제간 상호 호환성  국내 건설정보 분류체계 뿐만 아니

라 재 조달청 물품 목록과의 호환이 가능한 건설자재 분

류체계를 개발하여 반 한 건설자재정보 표 입력 포맷을 

설계하 다. 이와 더불어 계층간 자동 분류가 가능한 자동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자카탈로그의 자동 생성  수정이 가능한 건설

자재 자카탈로그 생성기능 뿐만 아니라 ISO-15459 코드

체계를 용한 RFID 검색  리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태

그가 부착된 자재의 유통경로  이동 상황, 태그(코드)의 

발  황 등 자재의 이력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

도 다 조건 검색기능과 자거래지원기능, 문가를 한 

문정보 서비스 기능 등 기존 건설자재 정보제공 시스템과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건설 자재정보의 효율 인 

리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내 건설 

산업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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