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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설생산성의 신  향상을 지향하는 린건설(Lean Construction) 구 을 해 가장 시 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생산 로세스의 개선과 건설정보의 신뢰성 향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생산 로세스  설계/

시공단계에서의 개선사항을 설계 리, 자재조달 리, 공정 리 측면에서 도출하고, 각 단계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웹 

기반 정보시스템으로 실 하여 건설산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웹 기반 분산형 건설정보 시

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해 건설생산 로세스 각 단계에서의 주요 문제 을 악하여 개선모델  요소기술

을 제시하고, 모델의 구 을 한 시스템 로토타입을 개발하 다. 설계,/자재조달/공정 리지원 시스템은 웹 기반의 

지식 리 시스템을 심으로의 통합을 추진할 정이다. 

키워드: 린 건설, 설계 리, 자재조달 리, 공정 리, 지식 리

                                                                                                                 

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  목
  

건설산업은 높은 노동의존성으로 인한 생산성 구

조를 근본 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건설업체들의 낮

은 수익률과 세성의 원인이 되며, 건설사업의 독특

한 수행방식과 함께 기술과 경험의 축 을 어렵게 한

다. 이는 건설정보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으며, 신뢰성 

있는 도구의 부재에 의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기술과 

경험을 토 로 한 건설정보와 지식의 축 은 기본설

계, 감리, 사업기획, 건설사업 리 등 고부가가치 업

역의 선진화가 실한 국내 건설산업의 신  진보

를 해 가장 우선 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보화/지식기반 사회로의 환으로 변되는 외부 

환경의 변화는 고품질건설에 한 소비자의 높이를 

높이고 있으므로, 시스템  사고의 기 에 건설생

산 로세스의 개선을 지향하고, 건설정보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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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건설교통부가 출연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탁시행 한 2005년도 건설기술 신사업(과제번호 : 05 기반구축 

D05-01)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향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건설생산성의 

신  향상을 지향하는 린건설(Lean Construction)

의 궁극 인 목표와도 일치하며, 린건설 기반의 개선

에 한 노력은 국내외에서 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답보상태에 있는 한국 건설산

업의 경쟁력을 신 으로 제고하고, 건설생산 로

세스 개선  건설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린건설

의 구 을 해 설계/시공 단계 심의 개선방법을 

도출하고, 신뢰성있는 건설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웹 기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   방법

건설생산 로세스 개선모델  각종 요소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3D 시뮬 이션 기술을 활용한 업 도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ADC 

(Automatic Data Collection) 기술을 응용한 건설자

재의 시조달을 지원하기 한 자재공 망  조달

시스템 신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골조자재  철근을 심으로 한 연구추진 이후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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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로의 용가능성을 검토할 정이다.

둘째, 체 건설 로세스에서 가장 향이 큰 설계

단계의 개선을 해 발주자 요구사항과 설계단계 사

업비 측이 가능한 정보 심의 설계 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공정계획의 신뢰성 제고를 한 시뮬 이션

과 건설 로젝트 기반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 인 공

정 리를 지원하기 한 린 기반 공정 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넷째,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각자 필요한 정보 는 

지식을 원활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식 리 시스템을 

블로그/공정표/Business Process 기반으로 개발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본격 인 웹 기반 분산형 린건설 정보시

스템의 개발에 앞서 건설생산 로세스 개선모델  

각종 요소기술의 개발가능성과 실용성을 검증하기 

해 개별 시스템의 로토타입을 개발하 으며, 향후 

웹 기반 정보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추진할 정이다

2. 세부과제별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단은 자재 리, 설계 리, 공정 리, 지식

리를 담당하는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그림 1은 각 세부과제에서 개발할 시스템을 

심으로 본 연구단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 세부과제 구성

2.1 철근 자재공 망  조달 리 시스템 개발

웹 기반 건설자재 조달 로토타입 시스템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건설자재의 시 공   

자재 리를 이루기 한 목 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

며, 크게 철근 물량 자동 산출  배근 상세도 작성

시스템과 RFID기반 자재 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웹 기반 철근자 재 조 달  로토타입 시스템 구성도

철근 물량 자동 산출 시스템은 설계 도면 정보를 

바탕으로 투입되는 철근의 물량을 산출하고, Shop 

Drawing  Bar-list를 생성함으로써 물량의 

검  정척 철근의 정 리 방안을 찾아내어 철근 

loss율을 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3. 철근물량 자 동 산출  리  시스템

RFID기반 자재조달 시스템은 철근 물량 산출 시스

템을 통하여 산출된 물량정보를 최종 목 물의 부

별 부재로 분류하여 부재별 가공, 재, 공장출고, 운

반, 장입고, 장출고  설치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시조달체계로 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4. RFID 기반 자 재 조 달  시스템 시나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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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설계 업  최 화 시스템 개발

정보 심의 표 설계 로세스를 실제 설계 리 

시스템으로 구 하기 해서는 설계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흐름을 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설

계가 필요하다. 다음 그림 5는 설계 리 시스템 

로토타입의 설계 로세스 개념도이다. 로세스의 

진행은 선행 로세스에서 Output정보가 생성되면 

해당 로세스의 Input정보로 제공되면서 시작된다. 

한 로세스에 담당자가 한 명일 경우는 요구하는 담

당자가 Output 정보를 생성해서 최종본을 시스템에 

장하면 후행 로세스의 Input정보로 자동 으로 

달된다. 

Output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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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Input

OutputInput

Proces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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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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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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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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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설계 리  시스템 로세스 개념도

한 로세스에 담당자가 여러 명이 배정되어 있고, 

생성해야 할 Output 정보 한 나 어져 있을 경우

에는 Input 정보를 이용하여 각 담당자가 업무를 진

행한다. 한 Output 정보를 담당자 한명이 생성할 경

우에는 자체 으로 작성한 내용을 최종본만 시스템에 

장하면 되지만, 같은 Output 정보를 두 명 이상의 

담당자가 함께 진행할 경우에는 최종본이 만들어지기 

까지 지속 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작업 인 정

보의 진행  완료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두

어 시스템 상의 일 DB를 통해 해당 정보의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그림 6는 설계 리 시스템의 DFD(Data Flow 

Diagram) 설계 내용  주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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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설계 리  시스템 주요 DFD

그림 6의 a)는 시스템 기본 정보 설정 DFD로, 시

스템에 속한 업체의 등록과 시스템 상에서 기본 으

로 제공해  표 설계 로세스 정보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설정한다. 이 데이터들은 웹 기반 시스템의 

서버 단 에서 설정  장되는 정보로, 로젝트에 

계없이 시스템에 장되어 있게 된다. 시스템의 기

본 정보가 장되고 나면 그림 6의 b)에서처럼 로

젝트 개설이 이루어진다. 로젝트 개설 시에는 로

젝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그 데이터 자체가 일 

DB에 메타 데이터로 장되어 추후 유사 로젝트 

활용 시 검색이 용의하게 하 다. 그리고 각 로젝

트마다 표  설계 로세스와 기본 설정 데이터를 토

로 로젝트에 맞춘 설계 로세스를 재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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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로젝트의 설계 로세스 DB를 구성하게 하

다. 그림 6의 c)는 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

고 달되는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흐름을 정의

하 는데, 이는 크게 도면, 회의록, 이미지, 기타자료

의 네 가지 정보 유형으로 나 었다. 표  로세스

의 설정에서 정의된 각 소분류 로세스의 Input 정

보와 Output 정보를 토 로 각 정보가 일 DB에 

장됨과 동시에 로세스 상에서 연결되는 업무와 

와 해당 업무의 담당자에게 달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이와 동일한 수 의 DFD가 시스템 구축에 필

요한 모든 기능에 해서 정의 되었다.

2.3 건설 생산 공정 신기술 개발

공정 리기법이 도입되고 난 이후, 이에 한 내용

은 악하고 있으나 실질  운 측면에서 그 역할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 많은 선진 공

정 리기법이 소개되고 이론 인 인지도도 높아진 상

태지만 실제 건설 장에서 그 용과 활용의 정도는 

미비하며, 서구의 공정 리가 액티비티 심인 반면 

국내의 동향은 내역 심이어서 그 차이로 인해 용

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시스템 기반이 미

약한 소업체의 경우 CPM 공정표에 한 인식부족 

 시스템 구축에 한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

이 용이하고, 실무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정 리 

시스템의 제공이 실하다. 

그림 7. 린 기반 공 정 리  모델

공정 리를 공정계획과 공정운  단계로 구분하면, 

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린 기반 공정 리 시

스템에서 치정보와 작업정보가 명시된 월간계획이 

도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행성능평가를 한 주간

계획이 도출되고, Discrete Event Simulation 시스템

을 이용한 마이크로/매크로 연계공정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Master plan에 피드백하여 최 화된 공정계

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한다. 

-전공종작업계획

(Master Schedule)

-공종단계별작업계획

(Phase Schedule)

CPMCPM

-3~6주단위공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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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및물적자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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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벤치마킹및공유

(Best Practice)

-공정의안정성및건설프로젝트

전략성확보

최적의최적의공정계획공정계획수립수립

Constraints Analysis
(작업제반요건분석)

Feedback

공정계획모델(Best Practices) 라이브러리구축

Quality Criteria
Evaluation

•정의(Definition)
•합리성(Soundness)
•연속성(Sequence)
•규모(Size)

- 작업완료여부점검(생산성측정)

- 저해요인분석

- 개선방안도출

Percent Plan Complete (PPC)Percent Plan Complete (PPC)

-예비작업준비목록

-Make Work Ready

예비작업예비작업준비준비목록표목록표

-작업제반요건분석표

-작업장애요인검토및도출

Construction PlannerConstruction Planner

Long-Term
Strategy

-전공종작업계획

(Master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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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작업공정계획

-효율적인작업순서조합

-인원및물적자원계획

주주단위단위예상작업계획예상작업계획

- 1~2 주단위작업계획

- 주간작업과제지시

- 최적의작업계획수립

주간주간작업계획작업계획

-생산성향상및공기·공사비절감

-체계적인공정관리시스템확보

-성공사례벤치마킹및공유

(Best Practice)

-공정의안정성및건설프로젝트

전략성확보

최적의최적의공정계획공정계획수립수립

Constraints Analysis
(작업제반요건분석)

Feedback

공정계획모델(Best Practices) 라이브러리구축

Quality Criteria
Evaluation

•정의(Definition)
•합리성(Soundness)
•연속성(Sequence)
•규모(Size)

- 작업완료여부점검(생산성측정)

- 저해요인분석

- 개선방안도출

Percent Plan Complete (PPC)Percent Plan Complete (PPC)

-예비작업준비목록

-Make Work Ready

예비작업예비작업준비준비목록표목록표

-작업제반요건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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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lannerConstruction Planner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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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린 기반 공 정 리  T o -be  모델링

그림 9. 공 정계 획 지 원 시스템(S imu la tio n  syste m)  

확정된 주간공정계획은 수행성능평가시스템을 통하

여 공정운 과정에서 지속 으로 평가되며, 작업수행

을 신뢰성/효용성/생산성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그림 1 0. 수행성능평가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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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웹 기반 건설정보시스템 구축

건설생산 로세스 개선과 련된 각종 요소기술들

이 구체화된 개별시스템들을 하나의 포탈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지식의 형태로 제

공받을 수 있는 웹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지식 리 시스템은 블로그 기반의 지식 리 시스템과 

상황정보를 활용한 지식 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블로그 기반의 지식 리 시스템에서 개인 블로그의 

경우에는 MIS 시스템 상의 조직 정보를 기본으로 연

동되며, 지식 검증 모듈이나 개인의 스 쥴 모듈과도 

연동되게 된다. 한 개인 블로그의 모든 지식은 

XML을 통해 로젝트 블로그에 자동으로 보내지게 

된다. 로젝트 블로그는 공정표 어 리 이션의 데

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공정 정보를 구성하며, 그 외

에도 사  시스템 내의 조직 정보  로젝트 정

보와 연동되게 된다. 한 공정에 한 추가  정보

나 사진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결을 갖게 된다. 

그림 1 1 . Syste m Ar chite ctu r e  o f Blo g -ba se d KM S  

상황정보를 활용한 건설 지식 리 시스템(Context 

-based Construction Knowledge Management 

System, C2KMS)은 ASP방식을 채택한 웹 기반 시

스템으로 개발된다. 

INTERNET
(LAN / Wireless)

Client System
(CKMS ASPs
Users)

Construction
Knowledge
Management
System (CKMS)

Application
Services
Provider (ASP)
System

Construction Knowledge Capturing and Searching System

Knowledge
Database

Web Services Interface

Adapter

Legacy
Systems

Existing
Record format

XML

Schedule Management Software
(PrimaveraTM)

MS-SQL
Database Server

Web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Schedule

Knowledge Context Application
(Knowledge Context Generating)

Legacy
Systems

Knowledge Knowledge Context Information

Real-time Sync

INTERNET
(LAN / Wireless)

Client System
(CKMS ASPs
Users)

Construction
Knowledge
Management
System (CKMS)

Application
Services
Provider (ASP)
System

Construction Knowledge Capturing and Searching System

Knowledge
Database

Web Services Interface

Adapter

Legacy
Systems

Existing
Record format

XML

Schedule Management Software
(PrimaveraTM)

MS-SQL
Database Server

Web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Schedule

Knowledge Context Application
(Knowledge Context Generating)

Legacy
Systems

Knowledge Knowledge Context Information

Real-time Sync

그림 1 2. Co n te xt-ba se d Co n str u ctio n  Kn o wle dg e  

M a n a g e me n t S yste m Ar chite ctu r e

각 사용자들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는 공정 어 리

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

서 사용하고 있는 공정 어 리 이션은 Primavera 

5.0이며 MS-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동되어 운

용된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ASP방식으로 개발되는 건설 지식 리 시스템은 인

터넷을 통하여 연결되어 상황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ERP 는 PMIS등의 기존 시스템들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기 하여 Web Services를 사용하여 

통신하게 된다.

C2KMS는 지식을 입력, 추출, 검색할 수 있는 공

정기반 웹 어 리 이션(Web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schedule), 지식 상황정보를 추출하는 

상황정보 어 리 이션(Knowledge Context 

Application), 그리고 지식을 장하는 지식 데이터베

이스로 구성된다. 공정기반 웹 어 리 이션은 

MS-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공정 데이터를 

가져와 공정 상황을 확인하면서 Activity와 련된 

지식을 입력, 추출, 검색을 할 수 있는 웹 라우 를 

구동한다. 사용자가 공정기반 웹 어 리 이션을 사

용하면서 Activity를 선택하게 되면 상황정보 어 리

이션은 그 Activity와 련된 상황정보를 MS-SQL 

데이터 서버로부터 가져온다. 지식을 입력할 때 이 

상황정보가 함께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장되며 지식

을 추출할 때에는 선택된 Activity의 상황정보를 나

타내는 키워드들이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련된 상황정보를 검색, 출력하게 된다. 

그림 1 3. 업무 로세스 지 식 의 요구  생성 시  개념

BPM을 통하여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재의 업무

의 사항을 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행자가 정

의되어 있고, 제공 지식이 정의되어 있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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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연구 목표 주요 내용  범

1

세

부

▪철근 자재공

망  조달시

스템 로토타

입 개발

▪웹 기반 건설자재공 망  조달 리 

로토타입 시스템 개발

▪철근물량 자동산출 알고리즘 개발

▪Pilot test 략수립

2

세

부

▪설계 리시스

템 로토타입 

개발

▪정보 심의 표 설계 로세스 개발

▪설계 로젝트 리시스템 로토타

입  스 리 모듈 개발

▪설계단계 사업

비 리모델 

개발

▪오 젝트 기반 설계단계 사업비 리

모델 개발

▪상용 워크시트 로그램 기반 시스템 

개발

▪발주자 요구사

항 정보화 시

스템  개발

▪발주자 리업무  요구사항 체계화

▪발주자 리 업무지원 시스템 개발

3

세

부

▪건설공정 운

특성 분석 

▪Micro-modeling 

단 모듈 구축

▪ 로세스 모델링 기  모듈 구축

▪Discrete event simulation modeling 

시작품 개발

표 1  세부과제별 주요 연구내용  범 (2차년도)

▪건설생산 공정 

리 개선모델 

구축

▪린 장 실무 

 교육 매뉴

얼 개발

▪LWT 개발

▪세부작업계획 작성  제약요소분석 

기술 개발

▪각 로세스 단계별 참여 책임자, 역

할  의무, 공정 계획에 필요한 계획

서 양식, 기타 문서 양식 설명

▪ 로세스 단계별 업무 가이드 제시

▪건설생산 공정 개선모델  매뉴얼 

탑재

▪성과측정  

평가 시스템 

개발

▪작업 가치 측정  분석기술, Process 

분석  최 화 기술 활용

▪흐름과 가치를 고려한 웹기반의 통합 

성과측정 시스템을 구축

4

세

부

▪웹 기반 건설 

지식 리 시스

템 개발

▪블로그 기반의 시스템 개발

▪상황 정보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

▪지식 리 시스템 용 방안 수립

▪건설 로젝트 

지식 활용 모

델 개발

▪성과 리 임워크 수립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지식 리 분류

체계 로토타

입 개발

▪EPC Business Process 분석  데이

터/지식유형 악

▪EPC Business Process별 지식 정보 

분류 로드맵 작성

▪시공단계  골조공사를 심으로 지

식 리 분류체계의 로토타입 제시

▪공정리스크 

리기법의 산

화

▪공정리스크 

리기법 산모

듈 검증

▪시스템 로토

타입 개발

▪ 리기법의 산모듈의 개발

▪공정 리 로그램 기반 시스템 개발

▪공정리스크 악, 분석, 리기법 

산모듈의 장 용의 효용성 분석

▪공정리스크 리시스템의 리스크정보 

처리 차 설계

▪공정리스크 리기법 산모듈이 통

합된 공정리스크 리시스템 로토

타입 개발 

지식은 BPM과 연동되어 해당업무가 시작될 때, 지

식을 제공하게 되고 제공된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물을 다음 단계로 진행될 때 그 결과물은 

그 단계의 Output Data로 KM DB에 장되게 되어 

자동으로 지식이 장 된다.

일반 으로 제공되는 지식과는 달리 로젝트 기반

으로 제공되는 지식은 로젝트의 환경에 따른 공정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 있는 공정계획을 수

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로젝트의 계획단계

에서 지식의 형태로 제공되어, 해당 로젝트의 리

상 공정리스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1 4. S che du le -r isk  Co n tr o l S yste m Ar chite ctu r e

3. 2차년도 연구추진 결과

본 연구는 총 5차년도의 연구기간  2차년도까지

의 진행되었으며, 다음 표는 각 세부과제의 2차년도 

주요 연구내용  범 를 나타낸 것이다.

3.1. 건설자재공 망  조달 리 시스템 개발

철근공사를 상으로 철근물량 자동 산출  배근 

상세도 작성과 RFID기반 자재조달  주문 리 기능

을 포함하는 웹 기반 건설자재 조달 로토타입 시스

템을 개발하 다. 물량산출시스템의 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구조 용의 표 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면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이 보완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이외의 보완사항으로는 각 부

재별 물량산출 처리방식의 일 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수용하기 하여 CAD도면을 바탕

으로 각 부재별 가공 형상 철근 산출논리구조를 용

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Shop Drawing과 동일한 산출결과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 각 업체별 배근기 이 다른 

것을 재 시스템의 환경설정을 통하여 탄력성을 주

고 있으나, 배근기 을 표 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등이 도출되었다.

3.2. 설계 업  최 화 시스템 개발

설계 업  최 화 시스템 개발을 해 설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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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리 시스템과 오 젝트기반 설계단계 사업비 

리 시스템, 발주자 요구사항 정보화 시스템의 로

토타입을 개발하 다. 

설계 로젝트 리 시스템은 표 화된 설계 로

세스를 제안함으로써 설계사무소의 입장에서는 다수

의 주체가 참여하는 형 로젝트에서의 효과 인 

업무 조가 가능해져 조직의 효율성을 높아지게 했

고,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소속기 에 계없이 일

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인 인 설계업

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토 를 마련해 주었다. 

오 젝트기반 설계단계 사업비 리 시스템에 의해 

설계자가 설계 진행과정에 따른 마감공사비 측  

그 결과로부터 산과의 비교를 통한 마감수  조정

업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 부 별 분류

체계를 모델의 기본구조로 활용함에 따라 WBS  

CBS와 결합할 수 있으며, 부 별 마감 오 젝트 제

시로부터 마감공사비에 한 구성항목이 인지되므로 

이를 통한 상세견  지원  상세견  정보의 피드백

이 가능하다. 발주자 요구사항 정보화 시스템은 설계

사무소의 설계 리자를 주 상으로 하며, 총 인 

발주자 리 업무를 지원하는 발주자 리 일반지원 모

듈과 로젝트 착수시 발주자 요구에 부합한 최  건

축물 사례 제시를 지원하는 발주자 요구사항 구체화 

지원모듈, 그리고 로젝트에 발주자 요구사항 반

시 체계  정보수집과 문서 리 등을 지원하는 발주

자 요구사항 리모듈의 총 세 모듈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결과물을 활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요구사

항 설정을 지원하고 로젝트  과정에서 설계자의 

발주자 요구사항 리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발주자

와 설계자 간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3.3. 건설 생산 공정 신기술 개발

실제 건설 장의 장비 운  데이터를 측정하여 데

이터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DB구축을 하여 데이터

를 축 하 으며, 시뮬 이션 모델을 구축하 다. 그

리고 마이크로 로세스 모델링 단 모듈을 구축하고 

Discrete Event Modeling 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

하 다. 지방 소건설업체의 공정 리상의 문제 을 

분석하고 장 리 시스템화를 해 문가와 실무자

를 상으로 설문  면담을 통하여 해요인을 분석

하 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린 워크패키지(LWT) 

시스템을 설계하고 웹기반의 로토타입 시스템과 실

무 운용 매뉴얼을 개발하 다. 건설 성과 리 로세

스에 해 정의하고 각 단계별 세부사항에 한 내용

을 바탕으로 framework을 제시하 으며 시뮬 이션

을 통해 실제 으로 project level에서 성과 리의 활

용 방안을 제시하 다. 성과측정 체계가 지속 으로 

활용되고 성과 리가 이루어지도록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악할 수 있는 Web 기반의 성과측정 시스

템인 수행성능평가 시스템과 실패원인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 다. 

3.4. 웹 기반 분산형 건설정보시스템 구축

블로그 기반의 시스템 로토 타입을 개발하 다. 

완성된 로토타입은 개인 블로그와 로젝트 블로그

로 나뉘게 되며, 각각의 모듈은 지식 장소로서 주

요 기능들을 가능  한다. 완성된 로토타입은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훨씬 간편한 지식 입력 모듈을 제

공하게 되며, 완료된 로젝트 리스트 는 진행 

인 로젝트 리스트를 통해 각각의 로젝트 리스트

에 근이 가능하게 한다. 상황정보를 활용한 건설 

지식 리 시스템(C2KMS)의 로토타입을 제시하

고,  건설 지식 상황 정보가 로젝트 공정표의 데이

터 서버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도록 데이터 구조와 

시스템 아키첵쳐를 구성하 다. 국내 건설업체의 지

식 리 황 분석을 통한 문제 을 살펴보고, 지식경

의 흐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3세  지식경 을 실

천하기 하여 BPM 기반의 KMS의 개념을 제시하

고, BPM 기반의 KMS의 기능에 해 분석하 다. 

BPM 기반의 지식 리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로세

스 엔진, 로세스 모니터링 등의 모듈  각 DB로 

분류하 으며 각 모듈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BPM 기

반 KMS 아키텍처  운용 알고리즘을 구축하 다. 

국내 건설기업과 설계업체의 Business Process의 분

류 기 을 한 사  분석을 실시하여, BPA의 벨

을 정의하고 EPC 단계별 로세스 체인 벨의 BP

를 정의하여, 형 건설업체에 설문을 실시하여 검증

을 받고, 검증된 BPA를 제시하 다. 제시된 BPA를 

바탕으로 로세스 체인 단계의 상세 분석을 실시하

여 업무와 동시에 연동될 지식인 Input Data  

Output Data를 로세스 벨에서 분석하고, 주요지

식의 흐름을 포함한 EPC단계별 Business Process 

로드맵을 제시하 다. 설문을 통해 KMS의 활용 황 

 요구되는 지식 유형을 분석하 다. 분석된 지식의 

유형을 바탕으로 로세스 체인의 하 인 로세스 

벨의 지식을 상세 분석하여 업무 수행 주체와 지식

의 유형을 분석하 다. BPM 기반 KMS 아키텍처에 

따라 업무 로세스 가시화  모니터링, 업무 로

세스별 지식의 활용, 업무 로세스 별 지식의 장 

등 각 기능별 로토타입을 제시하 다. 기존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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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form and improve the productivity of construction industry, 1) it should be encouraged to improve the 

construction production process and 2) it is required to enhance reliability of construction information based on the 

systematic thinking process. To promote the information reliability created during construction production process, 

Lean Construction Research Center(LRC2) is developing a supporting system to improve design/material 

supply/schedule management, functioning to efficiently manage the information created at construction production 

processes and developing a web based construction information system that provides result management/decision 

making support/knowledge based information services. 

Keywords : Lean 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 Material management, Schedule management, Knowledge management

                                                                                                                

비 BPM 기반의 KMS의 활용성 평가를 해 11개 

업체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응표본 T검정 

분석 결과,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리스

크 응방안 DB를 매개로 한 공정리스크 리도구를 

개발하고, 장실무자들의 리스크 리업무를 지원하

기 한 웹 기반의 공정리스크 리 로토타입 시스

템과 공정 리 로그램을 이용한 공정리스크 리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 다.

4. 결 론

본 연구단은 건설생산 로세스 개선을 통한 건설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해 웹 기반 건설정보시스

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건설생산단계의 로세스 개

선을 한 각 단계별 주요 안에 한 분석을 통해 

세부과제의 연구방향을 설정하 으며, 1차년도의 개

선모델 제시에 이어 2차년도에는 각종 개선모델  

요소기술을 시스템 로토타입의 개발을 통해 구체화

하 다. 

개별 으로 개발된 시스템 로토타입은 사용편의

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 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인 시스템의 개발  

보완과 더불어 Data, Functional, Service platform 수

의 시스템 통합을 검토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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