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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LM 기술 개발 시 고려사항 도출에 관한 연구

강태욱1*

1한국건설기술연구원

Deduction of R-PLM technology development consideration

Tae-Wook Kang1*

1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Railway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기반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R-PLM) 기술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철도 분야는 구성요소들이 객체지향

으로 모델링되고  생애주기가 효과 으로 리된다면 공학건설 생산성을 극 화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각각 

BIM, PLM 기술로 리 알려져 있다. 연구 목 을 얻기 해 국내 PLM과 BIM 문가 자문을 통하여 R-PLM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 효과와 장애요인에 하여 3차에 걸쳐 인터뷰를 수행하 다. 회수된 결과를 통계 으로 분석하여 분야, 경력에 

따른 각 항목들의 시각 차이를 확인하고 유의미한 수 에서 우선순 를 도출하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R-PLM 기술 개발

을 한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R-PLM (Railway BIM-based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technology. The railway engineering productivity can be maximized if the railway product is created using the object
modeling method and the railway lifecycle process is managed effectively. Recently, technology known as BIM and 
PLM was appli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improve the productivity. To define the R-PLM functions, the expert
interview and a practitioner interview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expected outcome and obstacles to R-PLM 
technology. As a resul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ccupation and the priority of those were derived. Finally, R-PLM
technology development consideration was suggested based on the interview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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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Railway BIM기반 PLM (R-PLM)기술은 철도 공학건

설 생산성을 극 화하기 해 객체 모델링을 기반으로 

철도 로세스 생애주기 정보를 효과 으로 생성하고 

활용하기 한 기술이다. 이와 련된 BIM과 PLM기술

은 주로 기계와 건축 분야에 용되어 활발히 활용되었

다. PLM은 자동차, 조선과 같은 기계 제조 분야를 심

으로 로세스 생애주기의 공  사슬을 효과 으로 통

합해 비용 경쟁력을 얻기 해 활용되고 있다.

BIM과 PLM기술은 최근 건설 분야에도 용되기 시

작하여 해외 유명 PLM 개발 벤더 사가 Lean 

construction 이란 개념의 솔류션을 출시하 으며 일부 

건설 장에 활용되고 있다. BIM의 경우 건축 분야는 

PLM기술에서 디지털 목업 (Mockup) 기술을 응용하여 

공사의 시간과 비용 정보까지 포함한 4D/5D 시뮬 이션

으로 발 한 기술이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토목 분

야에 기술 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12년에 발주된 카타르 지하철 로

젝트, 2012년 국 Crossrail 로젝트에 PLM과 BIM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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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같은 목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로젝트 발

주 시 이런 기술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

무 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의 경우 B/555 

Roadmap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련 기술의 효과

인 활용을 제도 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

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유사한 목 으로 

CIM (Construction Information Modeling) 로젝트를 

일본 토목 엔지니어 학회, JACIC (Japan Construction 

Information Center), ACTEC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Center)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CIM은 

2012년부터 별로도 재 련 기술  용 수 과 장애

요인 등을 분석하기 해 일본 역 11개 지역에 토목분

야를 심으로 터 , 교량, 구조물, 토공, 도로 등에 한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상건설연구단(2006)을 시작으로 BIM 

련 기술검토와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조달청을 심으

로 2012년 500억 이상 공사는 BIM을 의무 용하도록 하

고 2016년에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BIM 

설계 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 다. 하지만, 국내는 

BIM이 건축분야를 심으로 3D 모델링을 통한 간섭체

크 정도로만 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PLM은 업을 

한 목 으로만 일부 활용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련 기

술 활용 시 교육 인력, 라이 러리 부족, 발주 시 가 체

계, 건설 로세스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문제 으

로 지 하고 있다. BIM과 PLM 기술에 한 연구는 건축 

분야에 한 기술 개발 연구가 부분이라 철도나 도로

와 같은 토목 분야에 한 기술 활용  개발 연구가 부

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분야에서 BIM/PLM 기술을 기반

으로 한 R-PLM 기술을 개발하고 용할 때의 기 효과

와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련 기술 개발 시 고려사항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이를 해 국내 BIM/PLM 문가 

자문을 통하여 련 기술을 자문을 하 으며 이를 통해 

R-PLM의 기술요소를 정의하 다. R-PLM 기술과 련

한 질의 항목을 도출한 후 기 효과, 장애요인에 해 

2013년 8월 16일부터 3주 동안 오 라인과 온라인을 통

해 42명의 실무자에게 설문을 수행하 다. 수행된 결과

를 통계 으로 분석하여 분야, 경력에 따른 각 항목들의 

시각 차이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는 분야 따라 R-PLM 

기술의 기 효과와 장애요인에 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이를 바탕으로 R-PLM기술 개발을 한 고려사항

을 도출하 다. 이를 통해 R-PLM에 한 좀 더 체계

인 연구 개발이 가능하리라 기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R-PLM 기술과 련된 연구를 조사해 

비교 분석하고 이 기술이 철도 분야에 효과 으로 용

되기 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도출한다. 이

를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

하 다.

1) 기존연구 고찰: R-PLM 련 기술 연구의 수 을 

분석하고 향후 개발 방향을 탐색한다.

2) 문가 인터뷰: BIM/PLM 련 기술 수행 경험이 

있는 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R-PLM 기능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한다. 

3) 실무자 인터뷰: BIM/PLM 로젝트 수행경험이 있

는 엔지니어 등 실무자를 인터뷰하고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BIM기술 개발의 기 효과, 장애요인을 

도출한다. 

4) 고려사항 도출: 문가, 실무자 인터뷰 결과를 통해 

R-PLM기술 개발 시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다음 Fig. 1은 앞서 설명한 연구 방법을 표 한 연구 

흐름도이다.

Research Trend 
Study

Expert Interview

Practitioners 
Interview

Interview Results 
Analysis

Consideration 
Development

Conclusion

[Fig. 1] Research Flow

3. 연구 동향 조사 

3.1 국내 연구 동향

본 연구와 련된 표 인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보았다.

PLM과 련된 건설 로세스 리 련 연구에서 

Shim[1]은 통합 철도 인 라 정보 모델을 통해 유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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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계획에서 철도 인 라의 라이  사이클 반에 걸쳐 

통합  상호 작동을 하도록 제안하 다. Chung[7]은 건

설사업의 효율 인 리를 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

을 제안하 으며 재 사용 인 PMIS는 생명주기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 Park[2]의 연

구에서도 철도 턴키(Turnkey) 시스템과 같이 규모로 

시스템이 구성되는 로젝트의 경우 필연 으로 다양한 

업체에서 제작된 다양한 제품들이 서로 연계되어 최종

으로 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지 하고 이런 다

양한 시스템들 간의 체계 이고 원활한 기능 구   통

합을 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제안하고 있다.

Park[4]은 철도 건설 분야의 수명주기를 고려한 

PMIS 구성에 있어 핵심은 토목건축분야의 데이터베이

스 체계인 BIM과 BOM (Bill of Material)의 통합에 한 

문제라고 지 하고 있다. 건설 산업의 낮은 효율의 이유

의 분석을 바탕으로 Liu[5]은 효율성을 개선하기 해서

는 생애주기 련 정보를 통합 리 구 하는 것이 

요함을 지 하 다. Lee[6]은 기존 2D기반 설계방식의 

안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구체 인 사례를 만들어 

규모 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되는 모델링방법의 

특징과 문제 을 악하여 안으로 BIM을 제안하 다. 

Ahn[8]은 형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면 리, 자정

비 메뉴얼, 유지보수시스템 등에 3차원 정보를 연계하여 

유지보수 시 정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3차

원 형상정보로부터 부품 이력, 기술자료, 도면 등에 한 

자료 조회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Kim[9]은 철도 로

젝트 기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할 시스템 엔지니어링 

근이 필요한 분야들을 식별하고 로젝트 수명주기에 따

른 한 원리를 제안하 다.  

3.1 해외 연구 동향

해외 주요 동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Crossrail 철도 로젝트를 통해 건설 반에 

BIM확산을 노력하고 있는 국은 체계 인 국가 BIM 

로드맵 개발을 해 B/555를 개발하고 있다. Crossrail 

로젝트에는 로세스 리를 해 PLM기술을 일부 활

용하고 있으며, Bentley 솔류션의 i-Model과 

ProjectWise를 로세스 정보 공유를 해 활용하고 있

다.

BIM기반 로세스 수행 지침에 한 연구로는 미국

과 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 미국 GSA는 2003년부터 

3D~4D-BIM 로그램을 개발해 2006년 말부터 모든 설

계사들에게 기존 설계도면을 BIM 포맷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연방기 들로 하여  BIM 채택을 

유도  용을 진하는 목 으로 GSA 가이드가 개발

되었고 모델링뿐 아니라 시설물 리  에 지 성능  

운용 등 반 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국 보훈청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BIM 가이드라인은 

Omniclass를 기반으로 건물객체를 구분하고 있으며 미

국 건축사 회의 AIA Document E202 경우 LOD100 ~ 

500까지 정보 수 을 구분해 모델링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외에 펜실베이니아 주립 에서 개발한 BIM 수행 

계획서 지침의 경우 BIM 발주 시 세계 으로 리 활용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연구는 철도 분야에 BIM과 PLM의 시스템 엔

지니어링 방법을 용하면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

임을 지 하고 이와 련된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해외

의 연구는 로세스 생애주기 제품 정보 공유와 같은 

PLM기술을 도입해 로젝트 로세스를 리하는 사례

가 있었다.

다만, BIM과 PLM 기술을 용할 때 구체 인 기 효

과와 장애요인을 객 으로 조사하고 장애요인을 해결

하기 한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는 이 기술을 철도 분야에 목한 R-PLM의 기

능을 분명히 정의하고 문가와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기술에 한 기 효과  장애요인을 도출해 향후 련 

기술 개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4. 본 론

4.1 R-PLM 기능 정의

R-PLM기술은 철도 공학건설 생산성을 극 화하기 

해 객체 모델링을 기반으로 철도 로세스 생애주기 

정보를 효과 으로 생성하고 활용하기 한 기술로서 

BIM과 PLM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R-PLM 기술의 기

능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하기 해서 7명의 BIM/PLM 

련 문가들을 통해 BIM과 PLM기능의 기능을 먼  구

분하고 다음 표와 같이 R-PLM에 필요한 기능을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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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Function

Function Usage 

Description as the 

viewpoint of R-PLM

BIM

Object 

Modeling / 

Management

Modeling   and Managing 

the element of the railway 

such as the bridge, tunnel, 

alignment   and earthwork 

etc

Object Library 

Management

Managing the parts of the 

object to modeling it such 

as   the pier, retain wall, 

side ditch etc

Collision 

Detection

Finding the collision 

objects between the 

railway product   elements 

to check the 

constructability

4D/5D 

Simulation

Railway construction 

simulation including the 

time data   (4D) and the 

cost data (5D) to check the 

constructability

BIM   Quantity 

Takeoff

Railway product quantity 

takeoff by using BIM 

based on   the railway 

quantity takeoff rule set

BIM Quality 

Rule Check

Checking the railway 

product model which was 

designed   such as the 

railway alignment, bridge, 

tunnel, earthwork etc

PLM

Product 

Breakdown 

Structure (PBS) 

Modeling / 

Management

Defining and managing the 

PBS depending on the 

railway   project and 

delivery type

Lifecycle 

Process 

Structure (LPS) 

Modeling / 

Management

Defining the railway 

lifecycle process schema 

and   managing it which is 

similar to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Project 

Collaboration 

Management 

(PCM)

Managing the 

communication method, 

message, data between   

the railway project 

stakeholders

Issue / 

Knowledge 

Management 

(IKM)

Managing the knowledge 

and the issue to reuse the 

railway   project execution 

experience

Decision 

Support System

Supporting the railway 

project decision making 

including monitoring   the 

project progress from PBS, 

LPS, PCM and IKM

Configuration 

Management

Managing the revision 

about the railway product 

modeling   by using the 

ckeckin/out, branch, 

labeling etc 

Database 

Schema 

Management

Managing the database 

schema related to LPS and 

PBS   including the 

railway project contents 

such as the object 

modeling files, the   report 

files, the project raw data 

etc

External 

System Linkage

Supporting the system 

linkage including ODBC 

(Open   Database Connect), 

the neutral standard file 

format, ETL (Extract, 

Transform   and Load) 

method to use the 

heterogeneous data from 

the external railway   

system such as PMI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FM (Facility 

Management) etc

[Table 1] R-PLM Function

철도는 엔지니어링되는 최종 제품이 철도 노반, 괘도, 

차량, 설비, 기, 정류장 등으로 구성된다. PLM의 개념

에서 이러한 제품은 로젝트 유형마다 고유의 제품 계

층 구조 (PBS. Product Breakdown Structure)를 이루고 

있으며 이 구조는 체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

을 이루는 각 부분들은 련된 객체 모델, 메뉴얼, 지침, 

시방서, 도면과 같은 컨텐츠가 첨부될 수 있다. 첨부된 컨

텐츠들은 로젝트 업과 형상 리 기술을 이용해 

히 리된다. 철도 생애주기 로세스 구조 (LPS. 

Lifecycle Process Structure)는 로젝트 유형에 따라 달

라지는 데 를 들어 무엇을 모델링하고 구에게 그 객

체 모델을 달해 주며 가 그 모델의 무결성을 승인하

는 지 등을 사 에 정의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

한 PBS와 LPS는 로젝트 수행 에 그 구조가 정의되

어야 체계 인 리가 가능하다. 이를 해 데이터베이

스에 PBS와 LPS의 스키마를 정의하여 로젝트가 수행

되는 동안 합리 인 철도 제품 구조와 로세스 구조 유

지를 보장해야 한다. 철도 로세스 수행 에 발생된 이

슈는 이슈 리 시스템 (IMS. Issue Management 

System)에 체계 으로 리되며 여기서 정제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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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PLM Framework

지식 리 시스템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에서 리된다. 

BIM의 역활은 주로 건설 정보 모델링과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이 맞추어 져 있다. PLM에서 정의된 

PBS의 각 부분은 객체 모델이 될 수 있는 데 객체를 모

델링하고 이를 리하는 것은 BIM의 역활이다. 객체를 

모델링하기 해서는 객체를 구성하는 라이 러리가 

비되어 있어야 한다. 모델링 된 객체는 시공성을 검토하

기 한 간섭체크, 안 비교 등을 한 4D/5D 시뮬 이

션, 수량 견 , 품질 검증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철도 엔지니어링 상에서 리가 필요한 정보는 제품 

수명주기와 련된 요구사항, 설계, 구 , 테스트, 유지보

수 등이며 PLM 기술 개발의 방법론인 시스템 엔지니어

링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체계 으로 개발하는 지에 

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즉, PLM에서는 요구사항, 유지보

수에 필요한 메뉴얼 등도 하나의 객체로 정의해 리한

다. 앞서 언 한 PLM의 기능은 BIM 모델링과 외부 시스

템 연동을 해 보안을 고려한 개방형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제공되어야 한다. Fig. 2는 앞에 정

의한 기능들을 묶어 표 한 R-PLM 임웍이다.

4.2 실무자 인터뷰

실무자들 상으로 BIM기반 PLM 체계에 한 기

효과,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기 해 직종별 항목별 설문

을 2013년 8월 16일부터 오 라인  온라인을 통해 3주

간 인터뷰를 수행하 으며 이를 통계 으로 분석해 유의

미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직종은 정책/행정, 발주/ 리, 

시공, 설계/공학건설, CM/연구/개발/컨설 으로 구분하

으며 설문 항목은 리커트 5  척도이다. 

실무자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총 응답 42명에 결측치 1

명을 제외한 41명을 분석하 으며 오 라인은 23명, 온

라인은 18명이었다. 

직종은 BIM 로세스 과정에서 상호간 상 계에 

있다고 단되는 그룹간 차이를 확인하기 해 정책/행

정, 발주/ 리, 시공, 설계/공학건설, CM/연구/개발/컨설

으로 5종 직종으로 구분하 다. 5개의 직종  CM/연

구/개발/컨설  직종이 53.7%로 가장 많이 차지하 으

며, 정책/행정 직종은 4.9%로 가장 은 응답자를 차지하

다. 

   

Policy
4.9%

Delivery
7.3% Build

7.3%

Design
26.8%

Research
53.7%

[Fig. 3] Survey Group Distribution

응답자  실무경력 20년 이상과 5년 미만이 각각 

22%로 가장 많이 차지하 으며, 5～10년 19.5%, 10～15

년 17.1%, 15～20년 19.5%를 차지하 다. PLM/BIM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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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용한 로젝트 수행 경력은 2년 이하가 75.6%, 3

년 이상이 24.4%를 차지하 다. 

실무경력과 PLM/BIM 경력과의 계 악하기 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 으며 실무 경력이 BIM 경력과 

련은 없었다 (카이제곱 검정값 15.1, 유의확률 .057).

5  리커트 척도로 설문이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응답자의 의견을 강하게 구분하기 해, 간 값 보다 

큰,  4  이상인 항목이 요한 요인이라고 기 을 정하

다. 이를 기반으로 단일 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 

Table 2, 3과 같이 기 효과 10항목, 장애요인 13항목이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유의확률 .05 이

하).

[Table 2] Expected Outcome

[Table 3] Obstacle

R-PLM 기술에 한 기 효과는 커뮤니 이션 향상, 

건설 정보의 체계  통합 가능, 시공성 개선, 모델 검증과 

추 성 확보와 같은 순서로 효과를 기 하고 있었다. 

R-PLM기술 용 시 상되는 장애요인에 한 설문에

서는 장 실무자의 련 기술 활용 수  부족, 제도  

지원의 부족, 정보 활용에 한 상세 모델링 지침 없음, 

설계/시공/유지보수 분리 발주의 문제의 순서로 장애요

인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종별로 R-PLM 기술에 한 공공지원도에 한 인

식차이를 보았을 때 시공 직종 (평균값 2.0)은 낮게 평가

한 반면 발주/ 리 직종 (평균값 4.33)은 높게 평가하

다. 별도로 시공과 연구 두 직종에 해 T-TEST한 결과 

연구/컨설  직종 (평균값 2.41)은 낮게 평가한 반면 발

주/ 리 직종 (평균값 4.33)은 높게 평가하 다 (유의확

률 .017).

직종별로 기 효과의 인식차이를 보았을 때 연구/컨

설  직종 (평균값 4.77)은 발주/ 리 직종 (평균값 4.0)

보다 낙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유의확률 0.043). 직

종별로 장애요인의 인식차이를 보았을 때 연구/컨설  

직종 (평균값 2.91)보다 시공 직종 (평균값 4.67)이 PMIS

와 같은 거시 시스템 연동 문제가 장애요인이라는 인

식이 높았으며, 실제 실무자는 업에서 사용되는 거

시 시스템 연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 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확률 .006).

실무 경력 별로 기 효과의 인식차이를 보았을 때 20

년 이상 실무자 (평균값 4.67)는 15년~20년 경험의 실무

자 (평균값 3.37)보다 더 시설물 유지보수  운 지원에 

한 효과를 좋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의확률 .007), 다

만 시각화를 통한 커뮤니 이션은 반 로 실무경력이 높

을수록 그 효과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실무 경력 별로 장애요인의 인식차이를 보았을 때 20

년 이상 실무자 (평균값 4.22)는 15년~20년 경험의 실무

자 (평균값 3.13)보다 더 PMIS와 같은 거시 시스템 연

동이 장애요인이라 단하고 있었다 (유의확률 .009).

이러한 결과는 경력이나 직종에 따라 기 효과와 장

애요인의 우선순 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

를 R-PLM 기술 개발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

여 다. 

4.3 고려사항

문가  실무자 인터뷰와 설문을 분석한 결과 

R-PLM 기술 개발을 해서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한다

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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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체계 개선

R-PLM 기술에서 기 한 효과를 얻기 해서는 

한 가 체계가 고려한 발주체계 개선이 필수 이다. 이

는 특히, 장애요인 b와 c항목을 해결하기 함이다. 

2. 사전 협업 설계체계 개발

발주자가 활용 가능한 모델링을 해서는 장애요인 f

 g와 련해, 시공 정보나 시설물 리 정보 등을 설계 

단계에서 선 반 해야 한다. 이를 해서 사  업 설계

가 필요하다. 

3. 공공 로드맵 개발

공공차원에서 R-PLM 기술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로드맵에는 교육, 

지침,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요인 m

을 해결하기 함이다. 

4. 단계적 기술 적용

R-PLM 은 재 작업 수 에서는 장에서 도구와 기

술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단계 으로 기술

을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 철도 산업 성

숙도 수 을 조사해 용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 으로 

기술을 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요인 j를 해결하기 

함이다.

5. 명확한 수행 지침

R-PLM 기술을 효과 으로 철도 로젝트에 용하

기 한 명확한 수행 지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 지침에

는 모델링 수행 계획, 모델링 수 , 모델링 활용 목 , 수

행 로세스, 업 체계, R-PLM 추진 체계, 교육 체계, 

외부 시스템 연동 방안, 발주 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요인 f  g를 해결하기 함이다.

6. 데이터 상호운용 방안 마련

철도 엔지니어링 로세스 상에 생성되고 교환되는 

데이터에 하여 로젝트 이해당사자들이 데이터를 교

환할 때 필요한 상호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장

애요인 i를 해결하기 함이다.

5. 결론

BIM/PLM 기술을 철도 산업에 목하기 해 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 다. 부분의 연구에서 BIM/PLM 

기술을 철도 산업에 용할 때 효율성 개선 효과를 지

하고 있으며, 철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철도 산업에 용할 수 있는 BIM/PLM 기술을 좀 

더 명확하기 해 련 기술 문가와의 자문을 통해 

R-PLM 기술을 정의하 다. 그리고, R-PLM 기술을 효

과 으로 용하기 해 련 기술 문가와 실무자에 

한 기 효과, 장애요인을 설문하 다. 회수된 결과를 

통계 으로 분석한 결과 직종, 경력에 따라 각 항목들의 

시각 차이를 확인하 으며 R-PLM 기술 기 효과, 장애

요인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이 조사

를 바탕으로 R-PLM 기술 개발을 한 고려사항을 도출

하 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R-PLM 임웍 구성

요소를 좀 더 구체화하고 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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