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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미래가치를창출하는

21c ICT INNOVATOR
Based on deep and diverse SI business experience
and customer base Supplying leading IT technology 
and products at home and abroad

깊고 다양한 SI 사업 경험과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외
업계의 선도적인 IT 기술 및 제품을 공급합니다.
분야별 전문 기술인력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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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 Zero

표준화된 업무 절차, 지속적인 개선,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불만 zero를 추구0
2025년중견 SI 기업

2025년 직원수 300명, 매출 1,000억, 매출이익 50억을 목표로
클라우드/빅데이터 신기술 중심으로 성장

2025

재무건전성우수

기업 신용평가등급 A를 지향합니다A
함께오래일하고싶은회사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사내문화와 자기개발 지원을 통해
함께 오래 일하고 싶은 회사∞

BUMI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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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도전으로미래 ICT를책임지는기업

대표자

설립일

직원수

매출액

사업분야

박영기

1993년 9월 1일

115명 (2022년현재)

약 500억 예상 (2022년)

클라우드 구축 / IT인프라 구축사업 / 플랫폼 구축 /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업무 포털 개발 / IT Outsourcing, 운영&유지보수 사업 / Dell EMC Business

사업장

홈페이지

연락처

[본사]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5길 5

[김천사무소]경북 김천시 혁신1로 81, 301-2호 (율곡동, 한신휴시티상가)

www.bumil.co.kr

053)422.4005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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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범일정보설립

1994
Sun Microsystems IVAR 등록

1996
Sun Microsystems Authorized Reseller등록

2004
한국 CA Gold Partnership 체결

2001
Sun iPlanet Enterprise Partnership 체결

2000
Sun Microsystems
LSP 협약체결

1999
Citrix Korea Reseller 등록

2005
Sun Top Ten Club 선정

200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OSS Support Partner 선정

2009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인증

2010
지역 SW융합지원과제수행

2015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인증

2014
개발사업본부신설(혁신도시사무소개설)

2013
기업부설연구소설립

2012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재인증

2017
김천지사설립

2016
D-클라우드구축사업 1단계완료

2018
부산지사설립

2019

알파시티
본사사옥건립

범일정보는 1993년설립이후
IT 중견기업으로꾸준히성장하고있습니다. 
수많은경험을발판으로미래를이끌어가겠습니다.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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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D-클라우드 2.0
구축사업완료



ORGANZATI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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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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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WATEF, CERC 공로상

세계트리플헬릭스미래전략학회 기관회원 인증

경일대학교 총장 감사패

2016   아토리서치 비즈니스 파트너 인증

대구대학교 IPP형 일학습병행제 감사패

2015 SK브로드밴드 B-Award(Growth-Biz부문) 최우수상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MAIN-BIZ)회원 등록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원 등록

TOMS(통합운영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등록

사설망 데이터베이스 간 통신 프로그램 등록

한국사학진흥재단 감사패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명패

2014 경상북도 교육감 감사패

201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회원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11 스마트 세이버 v1.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사용자 패턴에 따른 절전 관리시스템 특허

IBS 미들웨어 프로그램 등록

2010 Smart PC 전원관리 프로그램 등록

2009 PoP-IP인력양성사업단 감사패

200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인증패

한국교육공학회장 감사장

레드게이트 총판점 인증

2005 경상북도 교육감 감사패

WATEF, CERC 공로상

SK브로드밴드 B-Award
최우수상

MAIN-BIZ 확인서INNO-BIZ 확인서

CERTIFICATION & AWARDS

아토리서치비즈니스
파트너인증

경일대학교총장감사패



BUSINESS AREA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연한 개방형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수요자들이 맞춤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제공합니다.

플랫폼구축

IT 인프라구축사업

고객 환경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오랜
경험과 다양한 성공사례, 입증된
전문 역량으로 최상의 통합
시 스 템 구 축 서 비 스 를
제공합니다.

IT Outsourcing, 운영/유지보수사업

분야별 전문 Engineer들이 고객 시스템 서비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장애를 사전 진단하고 조치하는 고도화된
유지보수를제공합니다.

DELLEMCBusiness

대구∙경북 최초의 Dell Technologies
Titanium Tier1 파트너로서 서버 ,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
제품을 제공하며, 가상화 및 클라우드
솔루션기술을 지원하고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GIS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도시데이터를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
서비스를제공합니다.

분석및시각화서비스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의 업무 시스템 및 포털
시스템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정보시스템에 관해 분석,
설계, 구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업무포털개발

벤 더 와 관 계 없 는 다 양 한
클 라 우 드 구 축 을 통 해
정보시스템 최적화 , 통합된
운영관리 환경 및 전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IT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구축사업

범일정보는고객의가치를최우선으로생각하는 IT 서비스전문기업으로
국내외업계선도적인 IT 기술및제품을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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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BUILDING
클라우드구축사업

BUSINESS AREA

Cloud Architecture

데이터관리
(Open DB)

데이터분석
(Hadoop)

PaaS Solution
(Openshift, PaaS/TA)

Application Deployment
(w/Scale-out Architecture)

In
fra (P

latfo
rm

, D
ata) 영

역

Facility

Hypervisor
(Xen, KVM, Docker)

서버 스토리지

NW

모니터링
(Zabbix, Nagios)

자동화
(Puppet, Chef)

Cloud Solution
(OpenStack, CloudStack)

SDF

SDC SDS

SDN

P
rivate

 C
lo

u
d

P
u

b
lic C

lo
u

d

범일정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시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설계 및 구축 경험으로벤더와관계없는다양한클라우드구축서비스를제공합니다.

IaaS

▪ 서버가상화
▪ 스토리지가상화

PaaS

▪ Openshift
▪ 파스타(PaaS/TA)

▪ PaaS Add-on
Service

On-Promise

▪ Legacy

클라우드영역별구축서비스

Cloud 
Consulting
& 구축서비스

Migration
Service

Manag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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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nfrastructure SI 
IT 인프라구축사업

BUSINESS AREA

IT인프라설계/컨설팅
서비스

IT인프라구축서비스 대형사업의 IT인프라
영역 SI수행

정보보안인프라 구축
서비스

IT인프라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팀의 고객의 IT환경에
최적화된 IT인프라를 설계하고,
컨설팅을수행합니다.

다양한 IT벤더의 IT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등 )를
파트너로서 제품 공급 및 시스템
구축서비스를수행합니다.

대형아키텍처의 설계,구축,감리
및 운영설계까지 IT인프라
전영역에 걸쳐 시스템 통합(SI)
구축을수행합니다.

정보보안의 전 영역에 걸친 핵심
보안 및 네트워크 등 보안인프라
구축

IT인프라 SI

공공부문

교육부문

금융부문

기타

범일정보의 IT인프라 구축 사업은 IT인프라 전반에 걸쳐 설계, 구축, 감리 등을 포함하여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서버 및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통합인프라SI서비스를 말합니다.

범일정보는 시스템 통합 사업/컨설팅, 구축/유지보수기업으로서 공공, 민수, 금융, 국방 등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우수한 컨설팅 인력과 다수의 IT 벤더의 파트너로서 제품 공급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대구/경북 최고의 IT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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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Outsourcing, IT Infra O/M

IT Outsourcing 서비스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HW,SW 및 인력 등 IT전반에
대한구축·운영·관리활동을관리합니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IT 기술들이출현하고,
IT가 새로운 산업분야와 연계하여 융합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요구되는 기업의 업무환경을 변화된
시장의 니즈에 맞추어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도록서비스를지원합니다.

IT 운영/관리 서비스

기업이나 기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ITIL기반의 관리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운영
서비스를제공합니다.

IT통합유지보수 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HW, SW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 성능 유지 및 장애 시
기술적대응을위한통합서비스를제공합니다.

IT Outsourcing, 통합운영/유지보수사업

BUSINESS AREA

아웃소싱서비스컨설팅

시스템환경진단컨설팅 아웃소싱효율화컨설팅 아웃소싱역량진단컨설팅 ISP

Application 운영서비스 ERP SAP서비스 Groupware 서비스

Infra 운영서비스 Infra 유지보수 Application 유지보수 재해복구서비스

SLA 기반 IT 서비스관리체계실행(Bumil-ITO 방법론)

ISO 9001 품질경영인증 GS(Good Software) 인증
지역최다

Outsourcing 경험 INNO-BIZ 인증

대구/경북지역 IT선두기업인 범일정보는 최고 수준의 IT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업무 효율화와 Cost 절감을 통해 생산성과 영업이익을 높이고, 핵심역량에
집중함으로써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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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Y BIG DATA BLOCK CHAIN A.I.

PLATFORM CONSTRUCTION

스마트시티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

ICT, AI 등의 기술을 적용해
인프라와 정보 , 정보와 공간 ,
공간과 서비스를 연결하여 모든
도시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이자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치를제공하겠습니다.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변환,분석,
시각화, 의사결정 지원에 탁월한
플 랫 폼 구 축 서 비 스 를
제공합니다 .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제공하여 활용도 높은
미래 예측과 의사결정 수단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자원과 결합하여 정보보호에
중점을 두고, 블록체인과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의 개척 및 확대를
위한 고도화된 플랫폼구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업기회 ,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설계및테스트를진행합니다.

플랫폼구축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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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CITY DATA GIS BI
빅데이터 분석 실시간 도시데이터 관제 GIS 서비스 시각화 서비스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각 분야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용량 데이터에 숨겨진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 이 터 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 에너지 ,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실시간 관제하여 측정하여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시민의 행복 증강 및 혁신적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토지 활용 계획 , 인프라 및
유틸리티 개발, 환경 자원 및
인구통계학적 분석 등을 위한
맞춤형GIS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분석하고 활용된 데이터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시각화 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눈에
정확하게 데이터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BUSINESS AREA

ANALYSIS/VISUALIZE SERVICE
분석및시각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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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RVICE PUBLIC WORKS CORPORATE WORK FINANCIAL
대국민 서비스 포털 행정업무시스템 경영업무시스템 금융업무시스템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을제공하겠습니다.

각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최적화된 시스템을
각분야별로제공하겠습니다.

각 기업에서 부서별로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 는 맞 춤 형 서 비 스 를
제공합니다. 각 기업별로 최적화된
시스템을제공하겠습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업무에
맞 춤 시 스 템 을 개 발 하 여
제공합니다 . 각 금융기관별로
최 적 화 된 시 스 템 을
제공하겠습니다.

BUSINESS AREA

BUSINESS PORTAL
업무포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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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최초의 Dell Technologies Titanium Tier1 파트너로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등인프라구축제품을제공하며, 가상화및클라우드솔루션기술을지원하고있습니다.

SERVER
서버

-서버혁신이 IT 현대화의시작
-확장가능한비즈니스아키텍처
-지능적자동화/통합보안

NETWORKING
네트워킹

-네트워크말단환경
-중앙데이터센터
-클라우드

CONVERGED
INFRASTRUCTURE
-구축및 관리간소화
-고성능워크로드지원
-클라우드운영지원

DATA PROTECTION
데이터 보호

-데이터환경을간소화
-확장시워크로드를최적화
-데이터자산을보호

HCI
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유연한구축옵션
-단순하지만강력한인프라스트럭처
-선도적인지원및서비스

STORAGE
스토리지

-데이터환경간소화
-모든워크로드최적화
-데이터자산보호

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엔드포인트를위한보안강화
-뛰어난성능의사용자경험제공
- IT리소스효율화, 생산성향상

CLOUD
클라우드

-워크로드별적합한클라우드
-클라우드서비스공급업체연결
-비용최적화

BUSINESS AREA

DELL EMC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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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Information Technology Solution

범일정보의
통합개발환경솔루션

ITS는 Information Technology Solution의 약자로 IT 솔루션의대표라는 의미를담고있습니다.

IT’s(이츠)라고읽으며, 그것은 OOO을 대표하는솔루션이라는의미를부여합니다.

Chainform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플랫폼

BLOCKCHAIN
SOLUTION

-증빙서류필요없는온라인
자격검증으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
부여및자동화구현

-블록체인기반의통합인증체계를
도입하여각종행정서비스를손쉽게
이용할수있는기반확대

BIGDATA
SOLUTION

Davisu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시스템

BigiGeo
빅데이터 분석 GIS 관리 시스템

BigiMan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행정 관리시스템

SMARTCITY
SOLUTION

BUSINESS SYSTEM
SOLUTION

- 키워드연관어네트워크, 유형별현황

추이, 지역별현황지도등데이터
분석결과에대한다양한차트및
지역별지도대시보드제공

-분석정보의결과에대한 GIS 시반
발생분포현황검색기능제공

-분석정보의동지역까지지역별
발생현황제공

-분야별효율적인정책결정을위한다양한
분석정보와로드뷰를통한사실감있는
공간정보서비스제공

-데이터분석및시각화
-데이터셋등록및관리(데이터 관리자 기능)

SmartyGeo
스마트시티 도시관제 GIS 시스템

Smarty
스마트시티 도시관제 시각화 시스템

-데이터분석및시각화
-데이터를활용한빅데이터분석, 일반,     
지도기반사례조회

-데이터셋등록및관리(데이터 관리자 기능)

-빅데이터, GIS를통해수집되는각종
위치정보, 데이터 정보를가공하여고객이
원하는정보를실시간으로가시화하여
제공하는관제플랫폼

시각화(Visualiaztion)
다양한 Application의콘텐츠를위젯으로
시각화하여데이터표출

지능화(Intelligent)
프로세스자체에지능을불어넣어서복잡한
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

상호연결(Interconnection)
전문화된 Domain 상호연결되어안정적이고
효율적인운영

ArchiMan
아카이브 기록물관리 솔루션

AddCon
GIS 기반의 주소변환 솔루션

WaterGeo
GIS기반의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시스템

Watervisu
상하수도 시설물 분석 시각화 시스템

-다양한데이터의보존관리
-디지털화된자료의관리/검색
-멀티미디어기능적용

(이미지/동영상/하이퍼링크)

-빅데이터활용

-향상된주소정제및 도로명주소전환
-최신 GIS기반변환결과데이터의정확성
-표준화된주소데이터와좌표간매칭

-빅데이터, GIS를통해수집되는각종
데이터및정보를실시간관제운영상황에
따라효율적으로시각화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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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T인프라구축사업 Reference
풍부한경험과심화된하드웨어, 소프트웨어지식을기반으로고객환경을분석및진단하여
최상의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와최적인프라환경을제공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원격지백업시스템구축

상수도사업본부
노후정보시스템고도화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개발검증센터구축

금오공과대학교
노후전산서버통합사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안관제종합시스템구축

대구광역시
D-클라우드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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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대구광역시빅데이터플랫폼

빅데이터/AI/GIS
대구광역시민원분석예보시스템

금융업무시스템
신용보증기금업무시스템

스마트시티 플랫폼/AI
수성알파시티스마트시티

S/W 개발 Reference
한가지단일화된기술만을사용하는게아닌다양한플랫폼구축을기반으로
빅데이터분석및시각화를통하여다양한업무시스템및행정시스템을구현합니다. 

REFERENCE

대국민서비스포털
두드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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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통합운영및유지보수 Reference
고객맞춤서비스를목표로시스템서비스의안전과원활한운영을위해 365일 24시간지원수준을항상유지하고
장애를사전진단하고조치하는고도화된유지보수서비스를제공합니다.

대구미래교육연구원
통합유지보수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시스템통합유지보수

대구광역시
통합유지보수

대구광역시
교육청통합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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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ERFORMANCE

22

S/W 개발

통합운영및유지보수IT인프라구축사업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학진흥원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상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

차세대 지방교육행 · 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외 1건

전산망 분리 시스템 구축 외 2건

노후화 장비 및 솔루션 등 인프라 보강사업

클라우드 개발검증센터 구축 사업

가상화 서버 증설 작업 외 1

IT인프라 개선을 위한 H/W 및 S/W 구입 설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백업장비 용량 증설 사업

통합전산센터 정보화 인프라 보강 용역 외

교수학습시스템 노후 DB서버 교체 사업 외

차세대 상수도정보시스템 인프라 확충사업 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외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에 따른 경보전파시스템 구축 운영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데이터 스트림즈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서연이화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도시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하나은행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국학진흥원

㈜네오플러스

공사비 검증 시스템 개발 외 1건

비대면보증(O2O)시스템 구축 외 3건

빅데이터 기반 통합 재고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외 1건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 분석 인프라 구축 및 홈페이지 제작

민원분석예보시스템 구축 용역 외 5건

브라질 법인 전산시스템 구축

통합 융자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외 5건

수성의료지구 Smart City 구축 사업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고도화 외 2건

대구광역시 청년보장제도 지원시스템 구축

가상화 엔지니어링 시스템 개선 용역 외 1건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통합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대구은행 테블릿 브랜치 구축

BPR/ISP

교육연구정보원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 물적기반 유지관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총 17시·도 교육청 및 교육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국학진흥원

통합 융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BPR/ISP 수립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설계 사업

업무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광역시

대구미래교육연구원

대구도시철도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유아교육진흥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포항시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경북지역본부 정보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용역

전산실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구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외

교수학습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전자설비 전자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SUN 서버군 및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외

SUN 서버 및 서버보안 유지보수 계약 외

서버시스템 및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경북 교육포털서비스 내친구 교육넷 유지보수 외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울진군 전산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전산장비(토지관리,전자문서,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

기록관리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오랜경험, 최고의기술력과전문인력을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글로벌 IT 파트너가되겠습니다.

Leading Company
Leading the Future혁신도시공공기관

사업영역확대

SDDC 기반
클라우드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자체솔루션
개발/공급확대

공개 SW
기술강화

FUTURE B

지능형
스마트시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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