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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활동과 성능에 관한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PLM 활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통적인 PLM 활동과 지속가능 PLM 활동을 고려하여 S-PLM 프레임워
크를 디자인 했다. 또한 제조기업의 PLM성공 요소를 추적하고 각 성공요소들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경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품정보, 제조정보 그리고 엔지니어링정보와는 지
속가능 성과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둘째, 지속가능 활동과 성과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전통적이 
PLM활동과 지속가능 PLM활동 요소는 혁신성과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넷째, 지속가능 성과는 경영과 비즈니스 성과
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PLM의 구축 메카니즘과 활동 요소간의 영향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융복합적 PLM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혁신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주제어 : 제품수명주기관리, 지속가능 제품수명주기관리, 융복합 제품수명주기관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le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ctivity and performance. To ensure this purpose, we designed the S-PLM Framework which is 
consisted of traditional PLM activity and sustainable PLM activity. We also conducted path analysis to 
investigate PLM success factor on manufacturing company an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success factors. First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PLM activity and sustainable 
performance. Second, there i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le activity and performance. 
Third, traditional PLM activity and sustainable PLM activity factor have an influence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factor. Fourth, sustainable performance have an effect on the management and business 
performance. In conclude we analyzed and verified the influence sustainable PLM establishment mechanism and 
the sustainable PLM activity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is to create innovative performance and to improve 
efficiency of Convergence PL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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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 변화의 가속화, 제품 수명주기의 단축, 로벌 경

쟁 심화 등의 환경 변화는 기업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에서는 R&D 투자 규모를 해

마다 늘려 기업의 경쟁 우 를 유지하고, 미래를 비하

고 있으나, 기업의 투자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에 투자 

비 수익을 극 화 할 수 있도록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부

터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생산, 서비스에 이르는 체 수

명 주기에 걸친 제품정보를 리하고 이 정보를 고객  

력사에 업 로세스로 지원하기 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기업의 제조부문을 심으로 

제품 설계를 한 아이디어 단계부터 폐기까지 제품의 

수명주기에 걸쳐 People, Process, Business System과 

Information을 통합 확장한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

다[1,2].

 세계 제조 업계의 화두  하나는 빠른 신제품 출

시이며, 신제품 출시시간의 부분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소모되고 있어, 제품 개발의 반 인 리를 한 PLM

의 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 생산성  품질센터

(APQC : American Productivity and Quality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으로 27.5%의 회사매출이 최근 3

년 이내에 출시된 신제품을 통해 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제품 수명주기 역시 짧아지고 있는데, 지난 50

년간 제품 수명주기는 400%나 단축되었다. 이러한 상

은 제품 신의 가속화에 따른 것이다[3].

IBM은 PLM을 통하여 서버 출시기간을 70개월에서 

19개월로 단축시켰고 수익 비 R&D 비 을 12%에서 

6%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한 삼성 자는 휴 폰 

개발기간을 30%나 단축시켰고 물리  로토 타입에 

한 필요성을 30%가량 감소시켰다고 한다[4].

그러나 부분의 제품들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 생산성  품질센터의 동일한 보고서

에 따르면 겨우 반을 상회하는 수 의 상업  신제품 

개발 로젝트들만이 재무  목표를 충족하 으며, 제시

간에 맞춰 출시된 경우는 51%에 불과하 다. 

부진한 신제품 개발성과와 련하여 사업 략 

에서 제품 개발의 주요 역할은 결과 으로 많은 제조업

들로 하여  제품 신의 성과  성공의 원동력이 무엇

인지에 한 탐구에 집 하게 되었다. 어떤 신제품이 성

공하고 어떤 사업이 특히 큰 성공을 거두는지를 이해하

는 것은 신제품 리에 있어서 매우 효과 인 일이며, 이

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 로젝트를 히 

리하고, 신제품을 히 선정해내는 일에 한 지혜

를 얻는 것이다[5].

상호의존도가 높은  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성공

인 제조업을 하기 해서는 사회/조직의 다양한 

이해 계자들을 인식하여 개방 인 계를 발 시키고, 

상호이익을 해 지속 으로 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

으로 지속가능성에 한 개념은 올바른 경  활동을 

통해 기업이 어떻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인가를 강조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연구개발 부문을 심으로 

제품 기획에서 설계, 제조, 출시, 유지보수, 폐기에 이르

기까지의 로세스, 정보  의사결정 체계를 신하기 

한 방안으로 지속가능 PLM 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PLM의 등장 배경

과거 제조환경이 단순히 비용 감을 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 을 추진해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고객 리, 

비즈니즈 로세스 개선, R&D 력 등 다양한 업무 역

에서 제조업의 로벌 아웃소싱으로 확 되었다. 기업 

 견 제조사들은 국 등 비용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 함에 따라 제품기획, 설계 부품조달, 생산, 폐기 등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외의 각 거 별로 진

행되기 때문에 제품개발의 효과 인 수행  제품개발․

제조 등 련된 모든 정보의 통합  리가 필요하게 되

었다. 이러한 무형의 지식을 체계화하는 시스템이 PLM

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 리의 요구는 PLM에 한 

투자수요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설계 이거나 설계 후에 많은 비용이 드는 실물 

제작 신 컴퓨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매뉴팩처링이 확산

되고 있다. 해외 시장조사분석기 인 Forrester에 따르면 

제품 설계단계에서의 비용은 체 비용의 60～80%에 달

하고, Aberdeen Group 조사에 따르면 제품원가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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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는 설계단계에서 생산단계로 넘어갈 때 결정된다고 

한다. 와 같은 데이터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제조 공정 

 설계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IT기술 목을 통해  가

상의 설계, 시뮬 이션, 작업성 검토 등을 수행하는 디지

털 매뉴팩처링이 확 되고 있다[6].

마지막으로 선진국을 심으로 환경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온실가스, 험물 리, 환경오염물질 제제 등 로

별 환경 규제의 강화 추세는 제품개발, 생산 등 제조 공

정 단계별로 체계 인 응을 한 리시스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해물질사용과 직결된 제품 

련 데이터를 기획, 개발단계부터 체계 으로 리하는 

PLM이 효율 인 솔루션으로 어필되면서 환경규제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PLM 필요성에 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는 국가 으로는 비 세장

벽으로 작용하는 등 직 인 무역규제 효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련 기업들은 환경문제 해결을 한 비용과 

투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기업을 심으로 

PLM에 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 PLM 개념과 정의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변화되고 있는 산업 반의 변화를 충족시

키기 해 태어났다. 우선 PLM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PDM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PDM(Product Data Management)은 제품 정보 리라

고 번역되기도 하고, 형상 리 시스템으로도 번역되어진

다. 제품정보란 제품 자체에서부터 부품, 도면, 부품간의 

계, 설계 로세스, 매뉴얼, 도면 창출 방법, 생산 장소, 

생산 원가 등 제품과 련된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이 많아지고 복잡

해지면서 리하는 부분의 체계화가 요구되는 것이다[7].

PLM은 이론 으로 산업공학, 제품 리, 체계공학과 

경 리에 근거를 둔다. 제품구조형태나 형상 리 로

세스나 수명주기 리 등 PLM의 핵심인 PDM의 3가지 

요소는 체계공학에 기반을 가지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다. 즉, 체계공학은 비용  성능의 균형을 요하게 

생각하지만 PDM은 시장에 출시 기간 단축이나 동시공

학의 구 이며, PLM의 비 은 제품과 제품 로세스의 

신이다[8].

[Fig. 1] PLM Features

IBM에서는 PLM에 하여 “제품개발 통합 임워

크로 구 함으로써 가치사슬 통합, 의사결정, 유연성, 반

응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라 정의하 고, IDC는 “제품 기

획에서 설계 제조, 출시, 유지보수,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

품의 체 수명주기를 리하는 것”, Forrester는 “제품 

기획 등 기단계에서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정보

의 업  리”라 하 다[6]. 

제품 수명주기는 기존의 제품정보 뿐만 아니라, 제품

의 설계단계에서 요구되는 개념  디자인 지식  사후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제품 설계도부터 최종 제품 생산

에 이르는 체과정을 일 으로 리해 제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하여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을 리하는 

PLM은 “제품과 련된 제반 정보를 제품기획 단계에서

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수명주기 반에 걸

쳐 일원 으로 통합 리하는 제품정보 통합 리 솔루션 

 서비스”라고 정의될 수 있다. 한 제품 에서 기

업의 Value Chain을 리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어지고 있다[9].

2.3 PLM 특징 및 Process 체계

그림 1에서 PLM은 제품의 수명주기의  과정을 

리하는 개념이며 기존의 사업군, 제품별 개별 시스템에

서 사 의 Visibility 확보를 목 으로 포트폴리오 

리, 과제 리, 연구/선행개발, 제품개발, 업 리, 기

술자산 등의 6개 PLM 표  Backbone을 기반으로 통/폐

합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군 별 특화 시스템인 개발 업

무 Tool, SCM, ERP 등은 표  Backbone과 연계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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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LM Vision

발계획, 실행, 지원 등 모든 역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고, 의사결정 스피드를 제고할 수 있다[10].

PLM은 효율성의 추구보다 략  의사결정에 의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리하는 것이 요하며, 기업의 

Value Chain을 통하여 진행되는 로세스를 리하고 

련 참여자와의 소통이 되어야 한다. 즉 PLM은 정형화

된 시스템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산업의 특성을 반 한 경

철학의 구 으로 이해해야 한다.

(1) 운 체계  로세스의 정의를 통해 효과 인 기

술 략 수립  로드맵 정의가 가능하며, 기술검

토 원회 등의 의사결정 조직을 이용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수립이 가능하다.

(2) 로세스 간 연계는 장기 기술 로드맵과 제품개

발 계획(기술 아키텍처, 랫폼)을 상호 연계하는 

계획간 연계 부분과 연구개발, 선행개발, 제품개발 

과제를 상호 연계하는 실행간 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 로세스 간 연계의 강화를 함으로써 연구개

발에서 선행개발, 선행개발에서 제품개발로 연결

되는 로세스의 Lead Time 단축으로 개발속도를 

제고할 수 있다. 

(3) 시스템 활용을 이용하여 실시간 정보제공을 해 

기존의 로젝트 리, 기술자료 리 개념인 PDM

을 포함한 개발계획, 개발 황  지원기능까지 

확 하여 체 개발정보 가시화가 가능하다.

제품 수명주기 단축, Market Driven으로의 변화, 업 

필요성의 강화 등 기업 경 환경이 다품종 사업 심으

로 Paradigm Shift 됨으로 인해 제조업에서는 시 고객 

응을 통한 시장 선   사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다품

종 환경에 응하고자 통합/상호연결성 확보, 조직/개인

별 명확한 R&R( Role & Responsibility)의 정의, 통합시

스템, 표 화 등으로 PLM의 특징을 정의할 수 있다.

3. 지속가능 PLM 설계

3.1 S-PLM(Sustainable-PLM) 개요

PLM 일정은 보통 고객의 니즈로부터 샘  시 제작까

지를 상으로 하며 상품기획에서 개발계획, 연구개발, 

양산개발, 양산, 유지보수,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체

의 수명주기를 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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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기획

고객으로부터 신제품의 Option 수  자체 시장조

사를 통한 제품기획 단계의 로세스

(2) 개발계획

수  기획된 제품개발을 한 과제 검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의 로세스

(3) 연구개발

제품개발에 착수한 과제별 고객의 옵션을 만족하는 

제품설계를 진행하는 업무 착수  개발진행 로세스

(4) 양산개발

제품이 설계되고 샘 을 시 제작하기 한 양산 비 

 신규 Assembly 공정 개발 로세스

그림 2 에서는 제품 설계자  엔지니어로부터 각 

로세스를 담당하는 다양한 사용자를 상으로 생산, 마

  업, 물류, 고객지원, 유지보수, 제품폐기 등 제

품수명주기에 따른 일련의 활동을 지속 으로 수행하기 

해 다음과 같은 S-PLM 비 을 제시하 다.

지속가능한 제품개발 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기업은 해당 산업의 심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제품개발 뿐만 아니라 이와 연 된 상품기획, 공

망 리 등 기업 반에 걸친 신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 인 S-PLM의 추진을 해서는 ① 사 인 

에서 Framework을 고려하여 ② 데이터/ 로세스/ 조

직 간의 연결을 보장하고 ③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활용한 개선  결과에 한 가시성 확보가 

필요하다. 한 원가 감  출시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신제품을 개발 할 수 있는 개발환경 구축

도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신 인 아이디어의 발굴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

는 역량 강화가 요하며, 원가 감  출시기간 단축뿐

만 아니라 신 인 제품을 출시하기 해 기업 내부  

기업 간에도 PLM 업 추진이 필요하다.

Factor Function Detail

PLM

Factor

PIM

Product Data Management

Manufacture Data Management

Engineering Data Management

PMS

Performance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Administration

S-PLM

Factor
S-PLM

Collaboration Management

Compliance Management

Service Management

<Table 1> PLM Factor & Function

 

3.2 S-PLM 주요 기능

S-PLM 은 고객에게 지속 이고 독창 인 편익

과 뛰어난 가치를 제공하는 우수하고 차별화된 제품 개

발을 한 원동력 제공에 있다. 우수하고 차별 인 품질

을 갖는 제품이 기업 성공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제품

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로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많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응 인 제품” 혹은 “미투 제품” 략이 외 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론 이러한 부분의 노력들은 충분한 수익을 거두는 데

는 실패할 수 있다.

고객 는 사용자에게 독창 인 편익을 지속 으로 

제공하는 제품 개발의 공통 은 무엇일까? 시장에서 지

속 으로 승리하는 부분의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

을 표 2에 표 했다. 

(1) 경쟁제품과 비교해 고객에게 높은 비용 비 가치

(Value for Money)를 제공하며, 고객의 총 비용을 

감소시키고, 뛰어난 가격 비 성능을 제공한다.

(2) 경쟁제품에 비해 훌륭한 품질을 제공하는데, 특히 

사용자 의 품질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3)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경쟁제품이 제공하

지 못하는 독창 인 편익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경쟁제품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수 있다.

(4) 고객이 쉽게 인지 가능한 혜택과 장 을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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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Competitive 

Environment 

Change

S-PLM Implications

Renovation Failure - 

Market Control 

Weakness

■ Effectiveness Importance

 - Efficiency(QCD) → 

   Effect(Design, Business    

   Model)

 - Differentiation Idea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apidly 

Product Sales 

Decrease

■ Optimization(Process,       

   Organization)

 - Co. Inner Part : R&D,     

   Marketing/                

   Produce/Purchase          

   Efficiency

 - Co. Outer Part :           

   Cooperative Firm,          

   Supplier Firm

New Business Model 

Appearance

<Table 2> S-PLM Implications

3.3 S-PLM Framework 설계

그림 4에서는 PIM, PMS 그리고 S-PLM의 기능과 핵

심성과요소에 한 맵핑을 표 했다. S-PLM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Product Portfolio 리에서 제

품정보, 로젝트 리, 설계/개발, 생산 그리고 로세스 

반에 업  규제, 서비스 로세스에 이르는 역을 

포함하고 있다. 

PIM(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의 분야는 제

품정보 리와 제조정보 리, 기술정보 리로 나 고, 

PMS(Project Management System)는 수행 리, 품질

리, 공 자 계 리, 시스템 리로 나 다. S-PLM에서

는 업 리, 수 리, 서비스 로세스 리로 나 다.

[Fig. 4] S-PLM KPI

본 연구에서는 이론  배경과 연구모형을 토 로 PLM 

활동의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문제는 3가지로 PLM활동과 경 성과와

의 계, PLM 활동과 지속가능성과의 계, 경 성과와 

지속가능성과의 계를 실증분석 함으로써 PLM 활동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1  : PLM 활동은 지속가능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 PIM 활동은 지속가능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 PMS 활동은 지속가능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 S-PLM 활동은 지속가능성과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PLM 활동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PIM 활동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2-2 : PMS 활동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2-3 : S-PLM 활동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지속가능성과는 경 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 자료는 통계패키지인 IBM SPSS 20.0

과 IBM AMO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변수들 간

의 련성을 악하기 하여 상  는 공분산의 계산

을 해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피어슨 상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에 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의 

계에 한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지속가능성과에 가장 큰 향력을 

보여주는 PLM 활동은 S-PLM으로 0.66으로 가장 높았

으며, PMS 0.2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일반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S-PLM이 0.53으로 가장 높았으며, PMS 0.35, PI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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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S.E. C.R P

Hypothesis 1. 

PLM -> S-KPI

PLM Activities  influence S-KPI 

Effect verification

 1-1. PIM -> S-KPI 0.036 0.092 0.389 Reject

 1-2. PMS -> S-KPI 0.2 0.076 2.63 **

 1-3. S-PLM -> S-KPI 0.664 0.094 7.054 ***

Hypothesis 2. 

PLM -> B-KPI

PLM Activities  influence B-KPI 

Effect verification

 2-1. PIM -> B-KPI 0.295 0.116 2.531 **

 2-2. PMS -> B-KPI 0.352 0.108 3.264 ***

 2-3. S-PLM -> B-KPI 0.539 0.09 5.968 ***

Hypothesis 3. 

S-KPI -> B-KPI

S-KPI  influence B-KPI 

Effect verification

 3. S-PLM -> B-KPI 0.563 0.238 2.37 **

<Table 3> Hypothesis Testing Result

[Fig. 5] S-PLM Proposal

0.29 순으로 나타났다.  

통  PLM 기능인 제품정보 리(PIM)는 지속가능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036, p>.05). 반면, PLM의 주요 기능인 PMS와 

S-PLM은 각각 0.2(p<.01), 0.664(p<.001)로 유의미한 정

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LM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통  PLM 주요기능과 S-PLM 모두 경 성과에 유의미

한 정의 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를 충족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속가능성과는 경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

(β=0563, p<.01)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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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 등장한 제품수명주기

리는 각 기업들이 PLM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PLM 구축에 필요한 비용  범 한 시간과 기

업 스스로의 비부족으로 소수의 기업에서만 PLM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축하고 있다. 특히, 로벌 경쟁시

를 맞이하여 생산  제조기능보다 R&D 활동의 요

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에 맞추어 기업경쟁력 강화를 

한 PLM 도입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지만, 개별 기업 

실정에 맞춘 PLM Framework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제조 기업들은 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R&D 경쟁력이 부족하여 로벌 시장 내에서의 경 활

동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 환경에 합한 PLM 

Framework이 부재하여, R&D 기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진입하기까지 효율 인 R&D 활동을 한 S-PLM 

Framework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개되는 S-PLM을 제안하고

자 한다[그림 5].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제조기업의 R&D 활성화를 하여 Sustainable 

PLM 활동들이 지속 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R&D 

기단계에서 R&D 반 인 시각을 가질 수 없어 특정

분야에만 심과 집 이 치우쳐질 수 있으므로, 단계

으로 Sustainable PLM 구축을 한 기업별 로세스 개

발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 내 부서 간, 공 업체 간 그리고 고객간 유

기 인 네트워크 연결  활성화를 하여 업 리

(Collaboration Management)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

해 R&D 참여 주체들 간 원만한 인 계 능력과 업심

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장기 인 R&D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리 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Sustainable PLM이 정착되고, 실질 으로 성과

를 창출하는 지속가능 PLM 요인을 반 한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즉, PLM 구축 메커니즘인 제품정보

리  로젝트 리 시스템과 같은 구축요인들을 제 로 

갖추는 것도 요하지만, 이에 더하여 지속가능한 PLM 

구축을 하여 업 리, 규제 리, 서비스 로세스 

리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고, PLM Framework를 개발

한다면, PLM을 통한 지속가능 성과창출이 보다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단기  차원의 R&D 개발 로세스로 끝날 수 

있는 기존 PLM 로세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S-PLM Framework를 보완하고 Sustainable PLM의 이

론과 실무를 겸비한 연구원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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