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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일상적도구와전략적도구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이의 보편적인 활

용확산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업 경 전략과 관

리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산업에서도 이미 정보시스템은 일상적 도구

(Commodity)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전략적 도구

로서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

하지않는다.

더욱이,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는 건설기업 내

부 및 외부의 모든 활동 자료들이 자의 또는 타의

에 의하여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집

된다. 이는“모든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와 컴퓨

터로 연결되는 정보화나 지식화를 뛰어 넘는 새로

운초혁명적대전환을예고”1)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특성에 기인하여,

건설산업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한 기업 내에서도

정보화의 정도가 높은 업무분야와 그렇지 않은 업

무분야의 차이는 여전히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건설기업의 일상 업무에서 발생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매일 컴퓨터에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경 관리 및 기술관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한것도사실이다.

이는 아직도 건설산업이 정보화를 통한 전략적

경쟁우위를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음을 반증하

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는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

보다는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 방안을 모

색하는 노력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본 고에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대형 건설기업의 대응전략을 경험과 설문에 의한

현상의‘문제 인식’과 사례와 교훈에 의한‘대안

┃이슈┃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략적 건설기업 정보화

정 수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1) 전자신문. “U혁명은계속된다”, 「유비쿼터스혁명이시작됐다」시리즈기사, 전자신문, 2003년 12월 29일.



제시’를 통하여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대안은 투자 대비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

한전략적판단이어야함은자명하다.

2. 새로운 기회 파악을 위한 정보시스
템 문제 인식

오늘날 정보시스템은 모든 건설기업에서 누구

나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범위와 활용범위에 대하여는 제

한적인식을갖는오류가빈번히발생된다.

첫 번째, 구성범위의 관점에서 볼 때, Burch는

정보 시스템을“특정 조직의 정보 요구에 부합하

도록자료를수집하고처리하는사람, 기계, 개념,

그리고 활동의 총체적 개념”2)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이렇듯, 정보시스템의 개념은 조직 또는 기업

의 업무 형태와 성격을 묘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체계이다. 즉,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과정(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이며, 이 과정에

서 선진기법 적용 및 조직특성 반 을 통한 기업

의 최적 업무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있다. 따라

서, 시스템 개발에 있어 구체적으로 설정된 목적

이 최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초

기의 목적이 개발과정에서 시스템에 적절히 반

되지못하는오류가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이다. 이

미 오래전에 MIS학자인 Bakos와 Treacy가 제시

한 정보시스템의 세 가지 활용 유형은 많은 시사

점을 준다. 이들의 세 가지 유형은 기업내, 기업

간, 그리고 산업간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활용3)이

다. 기업내 활용은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기업간 활용은 같은 산업계(예로

서, 건설산업) 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활용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간 정보

시스템의 활용은 타 산업(예, 부동산, 정보통신)으

로의 기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도구로서의 정

보시스템 활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

로 볼 때, 우리나라 대형건설기업도 기업간 및 특

히 산업간 활용에 있어서는 현재 매우 제한적임을

알수있으며, 이러한분야의기회를활용할수있

는가능성은상당히높다고판단된다.

3. 개선 우선분야 도출을 위한 현재의
정보화 수준 고찰

한건설기업의정보화가얼마나잘갖추어져있

는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포괄적

인 일이다. 이는 기업의 전략, 목표, 유형 등에 따

2) Burch, J.G, Strater, F.R., and Grudnitski, G. (1979). Information Systems: Theory and Practice.
2nd Ed., John Wiley & Son, New York, USA.

3) Bakos J.Y. and Treacy M.E., (1986).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rporate Strategy: A Research
Perspective, MIS Quarterly, Vol.10, No.2,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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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 대형기업의 정보화 요

건 분석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정 수와 깁슨의 연구4)에서는 정보화

요건분석의 기준을 경 전략, 경 관리, 정보통

합, 그리고 전산효율의 네 가지 관점으로 설정하

고, 각 업무기능을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 분석하

는틀을제시하 다<그림1 참조>. 

즉, 우선순위 분석은 각 업무기능(예로서, 원

가관리)이 경 전략에

여하히 부합하는가?,

BPR 관점의 효과는

어떠한가?, 정보공유

의 공헌도는 큰가?, 정

보시스템 사용 시 효율

증대는 어떠한가?를

각각 정량화하고 합산

하여 부가가치 기대효

과로서 평가하 다. 한

대형건설기업의 대내

외 조건을 반 한 사례

분석 결과는 그림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비

교적 추가 투자가 작

으면서 기대효과가 큰

부분으로서 업, 견

적, 원가관리, 기획,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야의 우선 집중 투자와 개선

작업은 전체 경 목표의 극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 사례의 결과가 많은 대형건

설기업에 공통점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보다 거시적인 산업계 관점에서 일

반화된 정보화 수준 및 개선 방향을 고찰하는 것

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서, 정 수 외의 연구5)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정

4) Jung, Y. and Gibson, G.E. (1999). "Planning for Computer Integrated Construction." Journal of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13(4), pp.217-225.

Strategic Fit
Analysis

Critical Success Factor
Analysis

Corporate Strategy

Management

Integration Effectiveness
Analysis

Computer Systems

Information Technology
Assessment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Estimate

Incremental Investment

Techniques to measure

IS Measure

LEGEND:

VALUE-ADDED
ENHANCEMENT

INVESTMENT

IS PORTFOLIO
ANALYSIS

▲

▲

High

L o w
H igh L o w

Business
Funct ion

그림 1. 전략적 건설정보시스템 기획 방법론

자료출처 : 정 수와깁슨 1999, 미국토목학회논문집



보화의 기업별 비교, 기업群별 비교, 그리고 건

설기업 전체의 수준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측정

지표로서 앞서 기술한 기업전략, 경 관리, 정보

통합, 그리고 전산효율의 네 가지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계 차원의 설문을 실시하 다. 설

문구성은 크게 세 가지 역(정보화 기반, 정보

화 이용, 정보화 지원)을 설정하고, 다시 이를

표 1에서와 같이 14가지 세부 평가 역으로 구

체화하 다. 또한, 이를 정보화 단계별, 건설업

무 기능별, 기업규모별로 통계 분석하 다

37개 건설기업의 설문응답 결과를 요약하면,

기업규모에 따른 정보화 수준을 결정짖는 가장 중

요한 요소는 네트워크, 시스템통합, 그리고 정보

화 계획 등으로 나타난다<표1 참조>. ‘경 전략과

의 연계’의 정보화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가장 높

5) Jung, Y., Chin, S.,and Kim, K. (2004). "Informatization Index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Journal of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18(3),
pp. 267-276.

그림 2. 건설 정보시스템 기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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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정 수와깁슨 1999, 미국토목학회논문집

<표 1> 한국 건설기업의 정보화 수준-측정요소법

구성 역 평 가 역 전체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대기업평균 중기업평균 소기업평균

정보화

기 반

정보화

이 용

정보화설비 79.42 16.02 0.49 86.23 67.01 75.71

네트워크 58.81 18.44 0.70 68.80 52.66 37.71

표준화 72.16 13.97 0.44 71.76 72.00 75.71

데이터베이스 62.70 18.69 0.64 67.06 64.00 45.71

소 계 67.93 11.06 - 72.02 65.19 59.55

시스템통합 75.14 22.13 0.52 86.47 80.00 41.43

기업내업무지원 69.62 12.55 0.60 73.50 64.57 64.90

기업간업무지원 54.81 17.61 0.11 48.36 58.86 58.98

사용자만족도 68.11 15.04 0.75 72.94 67.00 58.57

소 계 68.37 10.45 - 72.87 68.30 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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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건설기업의 정보화 수준-업무기능별

기 획 72.43 54.05 18.38 59.46 38.38 21.08

업 78.92 63.78 15.14 70.27 44.32 25.95

설 계 69.73 46.11 23.62 69.73 40.54 29.19

견 적 85.41 59.46 25.95 73.51 46.49 27.03

공정관리 84.32 54.59 29.73 70.81 41.08 29.73

자재관리 82.16 67.03 15.14 74.05 45.95 28.11

외주관리 83.78 63.24 20.54 78.92 54.05 24.86

원가관리 85.41 68.11 17.30 68.11 44.86 23.24

품질관리 78.38 54.59 23.78 70.81 43.24 27.57

안전관리 71.35 52.97 18.38 65.41 40.54 24.86

인사관리 82.16 72.97 9.19 57.84 35.68 22.16

재무관리 88.65 82.70 5.95 61.08 42.16 18.92

일반관리 72.97 61.62 11.35 57.84 38.92 18.92

연구개발 65.41 45.95 19.46 60.54 40.00 20.54

평 균 78.65 60.51 18.13 67.03 42.59 24.44

자료출처 : 정 수, 진상윤, 김경래 (2004). 미국토목학회논문집.
업무기능의분류는정 수와깁슨 (1999)에의함.

업 무 기 능
기업내 정보시스템 기업간 정보시스템

인 식 활 용 차 이 인 식 활 용 차 이

(표1 계속)

구성 역 평 가 역 전체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대기업평균 중기업평균 소기업평균

경 전략과의연계 72.84 14.36 0.86 75.59 70.00 66.43

제도및정책 62.70 18.11 0.72 66.47 59.00 61.43

정보화계획 72.97 23.22 0.81 80.20 69.00 55.24

정보화예산 61.89 19.71 0.71 66.47 51.00 60.00

정보화교육 65.41 16.39 0.71 68.63 58.67 64.76

정보화조직 55.14 17.18 0.23 46.47 59.00 71.43

소 계 65.47 14.32 - 68.09 61.09 62.51

합 계 67.15 10.65 1.00 70.82 64.61 59.66 

정보화

지 원

자료출처 : 정 수, 진상윤, 김경래 (2004). 미국토목학회논문집.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의구분은시공능력순위 80위이상, 80-200위, 200위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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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값을 보여 주었다. 즉, 비교적 작은 점수 편차

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직접적으로 정보화 수준

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시스템

에 있어 앞서 언급한 경 전략 및 BPR 관점의 중

요성을입증한다.

업무기능 관점에서는, 모든 기능에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재무, 인사, 원가

등의 분야에서 정보화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

다. 기업간자료공유의정보화는외주, 자재, 견적

분야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표2 참조>. 기술 경쟁

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정보화를 통한 경쟁우위

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인 설계, 공

정관리, 품질관리 등에서 우선적으로 확보가 가능

함을알수있다.

요약하면,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

더 이상 컴퓨터 확보나 소프트웨어 보유와 같은 기

본적사항이정보화를좌우하지는않는다는것이증

명되었다. 오히려, 충분한계획및전략적고려와같

은 관리적 요소가 정보화의 성공요소라는 것이다.

특히, 재무, 인사, 원가, 자재등의관리업무분야는

어느기업에서나기본적인정보화가상대적으로충

실히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경쟁우위는 설계, 견

적, 공정등의기술분야업무정보화에서보다효율

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앞의두가지연구결과의

일치는이러한가능성을뒷받침하여준다.

4. 축적되는 자료와 활용되는 자료

: 자료의 전용 횟수?

자료의 상세도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의해서도

결정되나, 많은 부분은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관

리목적 또는 기업관리 방침에 따라 정하여 진다.

상세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와 분석에는

유리하나, 이를 수집, 분석, 유지하는노력이과다

하게 요구된다. 많은 시스템 실패의 사례는 이러

한‘관리수준’의 설정에 기인하게 되며, 앞서 언

급한현장중심기술업무의경우더욱그러하다. 

예로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의 전자적 수집에 필요한 추가 노력은 기술업무

정보화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유비쿼터

스 시대에는 원하는 자료 또는 원치 않은 자료이

던지 수집에 필요한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오히려, 쌓여있는 자료의 재활용을 위한 자료구조

를만드는노력이더욱필요하게된다. 실제로, 오

늘날 대형건설기업에서 수집되는 전자적 형태의

자료는 외주업체의 투입 인력부터 세세한 자재 관

련자료까지매우다양하다.

Navon6)의 최근 연구에서는 멀지 않은 장래에

중장비가 토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장비의 기계적

움직임은 바로 토공사 물량 산정을 하게 될 것이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

더 이상 컴퓨터 확보나 소프트웨어 보유와 같은

기본적 사항이 정보화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오히려, 충분한 계획 및 전략적 고려와 같은

관리적 요소가 정보화의 성공요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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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거푸집 기능공의 위치 이동은 거푸집 설치 완

료의 신호를 보내게 될 것임을 예로 들면서, 건설

생산현장의유비쿼터스자료의활용안을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예시한 중장비는 이미 상용화

되어있는현실이다.

가까운 미래에 자료 수집의 자동화가 극대화 된

다 하더라도, 이의 재활용(실적자료의 활용)을 위

해서는 각 업무특성에 맞는 프로세스 분석과 데이

터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분류 및 저장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 필자가 개발

에 참여하 던 두 가지 흥미로

운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관점

을살펴보고자한다.

첫 번째는, 국내 한 대형건

설기업의 개략견적시스템 개

발 사례이다. 사례회사는 플랜

트건설 분야에 전문화된 기업

으로서, 주어진 정보의 제한성

에 관계없이내역과심지어 노

무 공량까지 견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7)하 다. 즉, 도

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세 견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이전에 준공된 유사 현장들

의 실적자료가 견적작업에 맞

도록 매우 세분화되어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

러한 자료는 공사 중에 작성되지 않으면 준공 후

재작성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그림 3참조). 이 사

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적 목적의 분류체

계, 공사중원가자료의시설물별분류, 그리고보

정계수의 자동화된 갱신이다. 더 많은 실적자료가

쌓일수록 개략견적의 정확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

다. 사례회사의모든현장에서이러한정도의실적

자료를유지하기란매우어려운상황일뿐더러노력

그림 3. 실적 노무량 기반의 개략견적시스템

자료출처 : 정 수외 200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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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avon, R. (2003). "Automated Project Performance Control (APPC)." Proceedings of the
Automatic Data Collection in Construction (ADCIC 2003), Las Vegas, U.S.A.

7) 정 수, 박현석, 이 환, 이복남, 김정섭, 오 석. (2000). "실적 노무량 기반의 건설공사비 개략견적 시스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10), pp.125-134



투입에 대한 기대효과도 의문시 될 수 있다. 사례

회사는이견적시스템을특정전략상품에만적용하

려는목적으로개발하 다.

두 번째 사례는, 공정과 원가를 통합관리하려는

또 다른 한 대형건설기업의 사례이다. 이 과정에

서 사례 회사는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 현장

성과측정(공정/원가)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 개발
8)9)하 다. 그러나 시범현장 운 과정을 통하여,

기성고 산정의 정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다시 자동화된 기성고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

다. 자동화된 기성고 산정 시스템은 유연한 전

사표준을 활용함으로써 현장 초기의 작업분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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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ung, Y. and Woo. S. (2004). "Flexible Work Breakdown Structure for the Integrated Cost and
Schedule Control",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ASCE, 130(5), 626-
625.

9) Jung, Y. (2005). "Integrated Cost and Schedule Control: Variables for Theory and
Implementation." Proceedings of the 2005 Construction Research Congress, San Diego, USA.
Accepted paper.

그림 4. 표준 진도단위를 활용한 자동화된 기성고 산정 시스템

PMP는 Progress Measurement Package를의미함
자료출처 : 정 수외 2004, 국제건설프로젝트관리컨퍼런스-IC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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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WBS)를 자동으로 작성하여 준다.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또한 과거의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안을 기계적으로 제

시하는 것이다. 즉, 현장 직원의 경력 정도에 상관

없이 일정한 수준의 계획안 작성과 활용이 가능하

여 질 뿐더러, 오히려 이전 실적자료를 통하여 경

험이 적은 직원이 선배들의 지식을 현장업무에 활

용하게되는셈이다.10)

두 가지 사례의 활용 방안은 조직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다르게 기대효과

를 갖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나, 위의 사

례에서 기술적이며 정형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

안에 대하여 서술하 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의 방

안은 매우 지식화를 지향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

다. 즉, 정형화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쌓이는 자

료이지만, 오히려 지식시스템으로 쓰이지 못하

던부분들이다. 이러한지식화, 즉 구체적업무프

로세스에 기반을 두고, 앞선 과거 경험의 자료를

정형화 할 수 있으면서도 지식화를 구현할 수 있

는 분야는 생각보다 매우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짚어보아야할것이다.

5. 맺음말 : 결국은조직의특성에따른선택

인터넷이 처음 개발된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경 정보학자들은 미래의 Market Space가

Market Place를능가할것이라는예언을내놓았

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예언을 먼 장래의 공상과

학으로 받아들이려는 성향을 보 던 것도 사실이

다. 그러나, 오늘날 유비쿼터스의 의미는 이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며 모든 사람이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일이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바꾸어 놓았

던 일보다 훨씬 빠르게 유비쿼터스가 우리 생활을

급격히바꾸어놓을수도있다.

중요한 점은 주위의 환경이 여하히 변하든, 이

변화의 과정에서 선두주자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전략적 우위라는 점이다. 전략적 우위를 갖는

도구는 곧 일상적 도구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그

러나, 선두주자는 항상 새로운 선두자리를 다시

마련하기 마련이다. 선진 해외 건설기업의 사례에

서우리는이러한교훈을실감하게된다. 

정보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보화는 업무(관

리 및 기술)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능력향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동시에 갖는다.

결국, 정보시스템 효율의 극대화는 Bakos와

Treacy의 주장처럼 기업내, 기업간, 또는 산업간

의 전략적 활용범위를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게 조

율함으로써달성될것이다.

정보화는 일시적인 노력도 아니며, 더욱이 선택

적인 노력은 더욱 아니다. 끊임없는 개선의 노력

10) Jung, Y., Kang, S., Chin, S., Kim, Y.-S., Yoon, S., Cho, C., and Chung, M. (2004). "Automated
Progress Measurement Framework Using Standard Work Packages"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ICCPM), Singapore, pp.427-436.



이 정보화를 통하여 체계화 되고 효율화 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인식을 함께하고 참

여하는것또한성공의요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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