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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토목 로젝트를 효과 으로 수행하고자 개발된 CPLM(Construction Project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을 재 진행 인 교량 건설 로젝트에 용함으로써 실제 토목 로젝트의 주기

에 걸쳐 CPLM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과 효율성을 검토하 다. 테스트베드 상은 ○○○ 교의 Ramp A

구간과 주경간 교량의 주탑이며, 용 차는 상에 한 정보 모델을 구축하고 CPLM 시스템을 통한 참

여 조직간 업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성  활용성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 인 토목 로젝트 리를 한 CPLM 시스템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토목 로젝트의 효

율  수행을 한 방향을 제시하 다.

keywords : CPLM(Construction Project Lifecycle Management), PLM, 업, 정보 모델

1. 서 론

토목 로젝트는 산업의 특성상 외주로 수행되는 업무의 비율이 높으며, 각 업무도 분업의 형태로 수행된

다. 이러한 토목 로젝트의 효율  로젝트 수행을 해서는 업무 수행 주체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업

이 요구된다. 하지만 재 토목 로젝트의 경우 “기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 리, 폐쇄” 등으로 이루어지는 

로세스 단계별로 데이터가 순차 으로 제공되어 업을 통한 동시 작업의 효율이 떨어지며, 결과물을 생성

하기 해 사용된 각종 데이터는 상이한 데이터 형식으로 인한 인식 오류와 부정확한 데이터 달 등으로 

인해 타 업무단계에서 활용하기 해서는 불필요한 재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개발된 토목 CPLM 시스템을 교량 로젝트에 용하여, 업수행 업무 로세스의 개선과 

데이터의 효율 인 리를 통한 업무수요의 감소와 데이터 재활용성의 향상을 검증하 다. 테스트베드 상

은 ○○○ 교 로젝트의 RAMP-A와 주경간교의 주탑을 상으로 하 으며, 해당 로젝트의 기획과 설계 

단계의 업무를 상으로 구조해석, 도면자동화생성, 견 자동화, 시뮬 이션을 주로 데이터의 리  업무

로세스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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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PLM 시스템 개요

2.1. PLM 시스템의 정의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은 제조업분야에서 주로 발 되어온 것으로 제품 생애주기에 

따라 제품에 한 데이터와 로세스를 포 으로 리하는 개념이다. 업을 해 데이터를 리하는 부분

을 일반 으로 PDM(Product Data Management)시스템이라 하는데 CIMdata[1997]에서는 “PDM은 설계자를 

비롯한 련 부서의 제품개발 로세스와 제품자료의 효과  리를 지원하는 도구이다. PDM 시스템은 제

품 설계, 생산 혹은 건설, 그리고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리하게 된다.”라고 정의하 다. 이는 

PDM이 단순히 제품 련 자료만을 리하는 것이 아닌 업무 로세스까지 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PDM 

시스템은 제품 정보 리를 하여 아래와 같은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 토목 CPLM 시스템의 주요 기능

상용 PDM 솔루션을 기반으로 토목 산업의 특성을 반 하여 BIM 정보  로세스 리가 가능하도록 

토목 CPLM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 다. 로젝트 참여 주체  로젝트 수행단계에 따라 CPLM 시스템의 

사용 환경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인트라넷 는 인터넷을 통해 CPLM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웹 기반의 포탈 시스템으로 구축하 다. 한 CPLM 시스템과 토목 엔지니어링 어 리 이션 간의 정보 

교환  통합  리를 한 립의 을 제시하여 CPLM 시스템 기반의 통합 환경에서 토목 로젝트 수행

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로서 토목 로젝트를 수행하는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3차원 형상모델과 상구조

물의 각종 메타정보(공사기간, 공사비, 투입인원 등)가 참여 주체 간에 공유되어 업 수행을 가능  함으로

써 효율 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었다. 표 1에는 PDM 시스템의 일반 인 핵심기능 요구사항을 CPLM

에 맞게 개선한 주요 기능이 정리되어 있다. 

표 1 CPLM 시스템 주요 기능

기능명 주요기능

문서 리

(Document)

⦁문서, 도면, 사진 등 각종 물리 일 등록, 수정, 삭제

⦁폴더형태를 통한 자료 리

⦁물리 일의 리비  리

⦁PMS, PBS, WBS와 연 계 리  확인

로젝트 리

(PMS)

⦁ 로젝트 일정 리

⦁Schedule, Step, Task의 단계를 통한 Gant Chart 형식 지원

⦁기존 유사한 로젝트의 일정 정보 활용

⦁PBS와의 연 계 리  확인 

구조물 리

(PBS)

⦁구조물의 부재와 련 메타데이터 리

⦁PMS, WBS와의 연 계 리  확인

공종 리

(WBS)

⦁ 로젝트의 공정과 련 메타데이터 리

⦁PBS와의 연 계 리  확인

과업 리

(My Task)
⦁ 자결재 형식을 통한 업무 확인  상신, 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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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LM 시스템의 테스트베드

3.1. 테스트베드 상  계획

본 연구에서는 4경간 1주탑으로 구성되어 있는 ○○○ 교의 Ramp-A와 주탑을 CPLM 시스템의 테스트

베드 상으로 선정하 다. 한 테스트베드를 용하기 하여 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업무 수행 주체들

이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체계 기반의 모델을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PLM 

시스템의 문서 리 기능을 심으로 각 업무 단계별 산출물을 기반으로  리하고 이와 연 된 부가

인 정보를 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로젝트 리의 경우 상 구조물에 하여 요구된 엔지니어링 업

무를 정의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해 수행 가능한 과업일정을 Schedule-Step-Task의 형태로 계층화하여 용

하고 각 과업별 담당자 등의 련 정보를 정의하 다. 구조물 리의 경우 부재의 각종 메타데이터가 리되

며 각 구조물의 계층구조를 세분화하여 재질과 가격 등 리 가능한 항목까지 용 상 범 로 선정하 다. 

공종 리는 PMS의 과업일정을 참조하여 상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일정, 제자원, 비용 등의 정보를 정의

하 다. 마지막으로 각 기능을 통해 정의한 정보들을 연 성에 따라 상호 매핑 해 으로써 사용 환경을 구축

하 으며, 부가 으로 해당 테스트베드 용을 한 담당자 정보 설정과 권한을 설정하 다.

과업 리는 기존에 로젝트 리에서 정의한 각 담당자별 세부 과업의 진행 내역을 테스트베드 용 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한 자결재 기능과 연계되어 해당 과업의 산출물을 검토, 승인과 같은 과정을 

거쳐 릴리즈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3.2. 테스트베드 용

테스트베드는 월드컵 교 로젝트  기획과 설계단계에 속하는 “구조설계”와 “3D모델을 통한 도면생성”, 

“내역  단가 산출”, “시공  험도 시뮬 이션” 업무를 그림 1와 같은 워크 로우를 따라 수행하 다.

그림 1 테스트베드 워크 로우

그림 2는 앞서 언 된 테스트베드 워크 로우를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화면으로써, CPLM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와 로세스를 리하며, 토목 엔지니어링 어 리 이션을 통하여 각 담당자별 과업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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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토목 CPLM 시스템 테스트베드 수행 화면

3.3. 테스트베드 결과

토목 CPLM 시스템에서 각종 문서  도면 등 물리 일의 리비 을 리하여 업 수행 시 빈번하게 발

생하는 동일 자료가 혼재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고, 필요한 결과물이 재 작업 인지 여부를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업무소요가 최소화되었다. 한 PMS와 PMS, WBS의 연 계로 인해 일정, 

비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업무 특성에 맞는 기 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테스트베드 워크 로우

의 업무 이외에 토목 로젝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토목 CPLM 시스템의 정량 , 정성 인 효율성 검

증과, 토목 CPLM 시스템의 정보 모델이 다양한 토목 로젝트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지에 한 합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한 토목 로젝트를 토목 CPLM으로 수행하기 하여, PBS, WBS, PMS에 

용 가능한 통합되고 효과 인 분류 체계 기반의 모델에 한 연구가 요구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토목 CPLM 시스템을 교량 로젝트를 용하여, BIM 기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량 

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이를 통해 효율 인 토목 로젝

트 수행을 해서는 시스템의 기능만이 아니라, 로젝트 기 단계에서 기획 과정이 매우 요하며, 업무 

단계별로 발생하는 정보의 달을 한 CPLM 시스템의 정보 모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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