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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웹 서비스의 질은 꾸 히 향상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분야에 합한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 웹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자

재의 재사용을 목 으로 자재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웹 데이터베이스를 제안한다. 제안된 건축자재 

리 시스템은 치추정 모듈을 탑재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사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재의 태그 ID, 치, 자재명, 상태, 주기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 후, 스 링 임워크을 이용한 웹기반의 건축자재 리 시스템을 구 한다. 최근 건축 장에서 건물의 

해체 시 발생하는 량의 잔재를 처리하는 것에 한 여러 문제 들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웹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건축자재 리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자재의 재사용율을 향상시켜 잔재처리의 문

제 을 개선하고, 재사용 가능한 건축자재를 효율 으로 리함으로써 건축비용 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qualities of Web services are steadily improving and the Web database systems are actively 

employed to efficiently manage proper informations in various fields. In this paper, we propose a Web database system for the efficient material 

management for reusing construction materials. The proposed Web-based management system is operated using the spring framework, after 

constructing a database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ncluding tag ID, Location, Material, State, and Cycle, using the RFID(: Radion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 equipped with a location estimation module. Recently, the processing problem for a large amount of the residues generated at 

the demolition stage of various buildings is magnified in the construction site. The proposed Web-based construction material management system is 

expected for improving the processing problem as increasing the reusability and for reducing the construction cost as efficiently managing the 

construction materials for the 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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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웹 데이터베이스(web database)는 웹 서비스의 

특성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데이터 리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1]. 량의 데이터를 리해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웹 서비스가 출 함에 따라  용량 

데이터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능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웹 서비

스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합한 웹 데이터베이

스가 등장 하 으며, 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2-3].

이러한 웹 데이터베이스는 건축 분야에서도 자재

의 효율 인 리를 해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되어 

사용되고 있다[4-6]. 건축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베이

스들은 주로 기본 인 자재 수량  정보 리를 

해 설계되었고, 자재의 재사용이 고려된 데이터베이

스는 활발히 개발되어 오지 않았다. 한, 건축물 해

체 시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  건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한 심이 꾸 히 증가하고 있다[7]. 

자재의 효율 인 재사용을 해, 본 논문에서는 

치추정 모듈이 탑재된 RFID 시스템[8-10]을 사용

하여 습득한 치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 인 

데이터 수집  리가 가능한 웹 기반의 건축자재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은 MVC(Model-View-Controller) 패턴[11]을 사용

하기 해 스 링 임워크[12]를 통하여 구 되었

다. 웹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자재 리 시스템은 자

재 데이터의 복기록을 피할 수 있고, 데이터의 공

유가 가능하며, 높은 수 의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제안된 자재 리

시스템은 건물 해체  재건축 단계에서 자재의 효

율 인 재사용에 용이하고, 이를 통해 건축 비용감소 

 시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건축자재 

리를 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하여 

고찰하고, 3장에서는 건축자재의 재사용을 한 웹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효율 인 건축 자재 리 시스

템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건축자재 리를 한 기존의 D/B

건축자재는 건축 장에서 가장 요하고 민감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자재의 정보를 악하는 것은 필

수 이다[13]. 다양한 자재들을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그 재료들의 성능을 평가하여 리하는 것

은 매우 요하다. 이를 해 건축자재 리를 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축되어 왔는데, 주로 기

본 인 자재의 수량  입출고 장소의 기록을 한 

기능에 국한되어 있어, 건축물의 해체 단계를 고려한 

건축 자재 재사용을 한 자재 리 시스템의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지 못하 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게 해, 본 논문에서는 건축자재의 효율 인 

재사용을 한 웹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건축자재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Ⅲ. Web D/B 기반의 건축자재 리 시스템

본 장에서는 건축자재의 재사용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제안한

다. 한, 기본 인 웹 서비스의 기본구조를 소개하

고, 구 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재를 효율 으로 

리하는 를 제시한다. 

3.1 웹 서비스 기본 구조

웹 서비스의 기본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웹 라

우 는 웹상에서 사용자의 작업창을 뜻하며, 웹 서버

는 웹 라우 의 요청을 받아들여 작업 결과를 웹 

라우 로 송한다. 그리고 DB와의 연동을 해 

어 리 이션 서버에 해당 작업을 요청한다. 웹 어

리 이션(Web application)은 요청된 페이지의 DB 

연동을 처리하는 부분이다. 표 인 웹 어 리 이

션에는 PHP (Hypertext Preprocessor)와 JSP (Java 

Server Pages)가 있다. PHP와 JSP 모두 웹 로그

래  언어로서 서버와의 통신을 해 사용된다. 마

지막에 치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웹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장하는 데이터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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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웹 서비스 기본 구조
Fig. 1 Architecture of Web service

그림 2. 제안된 시스템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the proposed system

3.2 건축자재 리 시스템

이번 장에서는 제안된 웹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건

축자재 리 시스템을 소개한다. 그림 2는 제안된 건

축자재 리 시스템을 보인다. 웹과 컨트롤러 사이에 

JSP가 존재하며, 이를 Tomcat이라는 웹 서버를 사

용하여 연결한다. 수신된 요청은 각각 분류되어 

한 컨트롤러에 달되고, 서비스 객체에서 비즈니

스 로직을 작성하여 처리한다. 서비스와 데이터베이

스 사이의 근은 DAO(: Data Access Objects)를 

이용하며, DAO 객체는 Mapper(xml)를 통해서 원하

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처리

된 데이터가 다시 컨트롤러에 달되면, 컨트롤러는 

그림 3. MVC 패턴 구조
Fig. 3 Structure of MVC pattern

스 링 MVC로 데이터를 달하고, 달된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MVC 패턴이란 모델, 뷰, 컨트롤러의 3가지로 구

성된 컴퓨터 S/W 개발을 한 구조 인 패턴이다. 

그림 3은 MVC 패턴의 구조를 나타낸다. 모델은 데

이터와 로직에 한 규칙을 리하며, 데이터 상태에 

변화가 있을 시 이를 컨트롤러와 뷰에 통보한다. 뷰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모델에 의해 업데이트 되며, 

컨트롤러는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며 뷰와 모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언 했던 로 본 논문에서는 Tomcat 7.0

을 사용하 으며, MVC 패턴을 사용하기 해 스

링 임워크를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

스는 그림 4와 같이 오라클에서 배포한 SQL 

developer를 사용하여 속하 으며, 그림 5는 구축

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도우를 보인다.

그림 4.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Fig. 4 ORACL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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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도우
Fig. 5 Database table window 

3.3 건축자재 리 시스템 구

본 장에서는 제안된 웹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건축

자재 리 시스템의 구 에 하여 소개한다. 그림 6

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웹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건

축자재 리 시스템을 한 로그인 화면이다. 그림 7

은 회원가입과 로그인의 과정을 거친 후, 자재목록 

선택 시 나타나는 메인 화면으로, 기본 인 건축 자

재 등록, 삭제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다. 치추

정 모듈이 장착된 RFID 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Tag-ID와 자재의 치 등이 포함된 Material, 

Location, State, Cycle 등의 데이터를 구 된 웹 데

이터베이스 기반의 건축 자재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

정이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9는 등록된 데

이터의 세부사항이며,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상 목록

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림 6. 로그인 화면
Fig. 6 Login screen 

그림 7. 메인 화면
Fig. 7 Main screen

그림 8. 건축 자재 등록 화면
Fig. 8 Construction material registration screen 

그림 9. 자재의 세부사항
Fig. 9 Details of construction materials

다음으로 장된 데이터들을 웹상에서 검색하는 

몇 가지 를 제시한다. 그림 10은 자재 리 시스

템에 등록된 자재들 에 자재의 Material이 Steel

인 자재들을 검색한 결과목록이다. 등록된 자재의 

종류에는 Steel과 H-beam만을 임의로 지정해놓았

는데, 그  검색을 요청한 Steel 자재만 목록에 나

타난다. 그림 11은 시스템에 등록된 자재들  

Gwangju에 치한 자재들만 검색한 시이다. 그

림 12는 웹상에서 등록된 자재목록들이 오라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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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건축자재 검색 시 1
Fig. 10 Example of Construction Materials Search 1 

이터베이스에 장 되어있는 화면이다. 웹상에서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도 직  자재 정

보를 확인하고 리할 수 있다. 

그림 11. 건축자재 검색 시 2
Fig. 11 Example of Construction Materials Search 2 

  

그림 12.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자재 정보
Fig. 12 Saved material information in database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재의 종류, 수량  다양한 정보

를 체계 으로 리하여, 건축자재의 재사용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웹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건축

자재 리 시스템을 구축하 다. 구축된 자재 리 

시스템은 스 링 임워크를 사용하 으며, 데이터

베이스는 오라클 sql developer를 사용하 다. 제안

된 웹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건축자재 리 시스템은 

건축자재의 Tag ID, Location, Material, State, 

Cycle 등의 데이터를 웹상에서 등록, 삭제  검색함

으로써 건축 자재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다. 특

히, 자재의 치정보와 순환정보를 추가함으로써 효

율 인 자재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제

안된 웹 데이터베이스 기반 건축자재 리 시스템은 

건축자재의 재사용을 효율 으로 리하여 건물 해

체 단계에서 발생하는 잔재 처리의 문제  해소와 

건축 비용  시간 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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