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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기술콘텐츠 데이터 활용 시스템 모듈 개발

조현정*, 장진석, 김연수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Development of System Module Based on BIM Technical Contents 
Data

Hyun-Jung Cho*, Jin-Seok Jang, Yeon-Soo Kim
Hyundai Architects & Engineers Assoc.

요  약  소규모 설계사무소에서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용은 BIM 라이 러리  기술콘텐츠 등 요소 

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있다. BIM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설계사무소의 기술 인 부담을 최소

화하기 해서는 BIM 라이 러리  기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단일 BIM 정보를 다양한 용도로 공유  교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BIM 설계는 단순히 3D 형태로 건물의 외 만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들어가는 물량을 산출하

고, 자재 정보 등을 바탕으로 기술에 한 설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 콘텐츠의 마련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 업무 단계에서 BIM 데이터와 기술 콘텐츠가 연계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모듈 개발을 

통해 BIM 기술 콘텐츠를 보 함으로써 BIM 기반 설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목 이 있으며, 개발된 BIM 기술 콘텐

츠 데이터 활용 시스템 모듈을 통하여 BIM 변이 확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Small and middle sized architectural design firms still have trouble using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for their tasks, which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BIM Libraries and Technical contents. These
BIM libraries should be based on common technical standards that reflect the technical contents to provide optimum
BIM design support. This is essential to reduce the technological burden on the design office, because BIM does not
just involve the 3D modeling of the design, but　provides very important information for calculating the quantity of
materials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and providing materials for the design work. Therefore, this research was aimed
at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BIM　design process by developing a system module based on the BIM technical
contents data for the purpose of linking the BIM data and technical contents. The developed system module will be
expanded to other uses of BIM in the long term.

Keywords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Libraries, Cost Information, Materials Information, Small 
and Middle Architectural Design Firms, Standard details, System Module, Technic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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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축·건설업계에 반 으로 도입되고 있는 3차
원 건축설계정보기술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 리에 이르기까

지 통합 인 설계 로세스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분야

에서 실질 으로 용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소규모 설계사무소에서의 BIM 활용은 개별  기

술도입에 한 부담과 정보표 의 부재로 인하여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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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생산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요소기술의 

부재는 무엇보다도 BIM　설계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한 

BIM 라이 러리  련 콘텐츠 확보가 어려워 이를 조

회하거나 활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BIM 설계 로세스로 자리 잡게 

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4
년 약 25%의 설계사만이 BIM 수행경험을 보유하는 등 

국내 건설 산업에서의 BIM 확산속도는 조한 상황이

다[1]. 따라서 설계사무소의 BIM 활성화를 해서는 설

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 , 기술 , 리  여건을 

개선하기 한 제반 요소의 확보  요소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BIM 설계는 단순히 건물의 외 만을 설계하

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들어가는 물량을 산출하고, 자재 

정보 등을 바탕으로 기술에 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콘텐츠의 마

련이 필수 이다. 그러므로 BIM 라이 러리는 물론이거

니와 BIM 라이 러리에 직  포함되지 않는 부가 인 

기술자료 정보인 BIM 기술콘텐츠까지 제공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여 BIM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의 도입이 시 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업무 단계에서 기술콘텐츠를 

활용하고 BIM 데이터와 연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모듈을 통해 BIM 기술콘텐츠를 보 함으로써 BIM 기
반 설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목 이 있으며, 개
발된 본 시스템 모듈을 통하여 장기 으로는 민간 자생

인 유통체계를 확보하여 BIM의 변이 더욱 확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BIM 기술콘텐츠  기술콘텐츠 데이터 활

용 시스템 모듈을 개발하여 BIM 기반 설계 환경을 개선

하기 한 연구로서 연구 범 를 건축 설계 단계로 한정

하고, BIM 기술콘텐츠의 범 를 부분상세(표 상세)정
보, 단가정보, 기술정보로 한정한다. 이를 한 본 연구

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기술콘텐츠 사례를 

분석하여 시스템 모듈 개발을 한 설계사의 요구사항을 

정립한다. 둘째, BIM 기술콘텐츠 시스템 모듈의 기본 개

념을 정의하고 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셋째, 
BIM 기술콘텐츠 데이터 활용 시스템 모듈을 개발한다.

2. 요구사항분석 

2.1 국내외 기술콘텐츠 보급 사례

2.1.1 부분상세(표준상세)정보

국내에서 상세정보는 발주자마다 다르고 설계사마다 

달라 공통 으로 사용되는 부분상세(표 상세)  보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형설계사무소의 경우 개별

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부분상세도서를 구축하

는 경우가 부분이나 공유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2], 국내에서는 반 으로 설계도서 자료정보의 

표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2.1.2 단가정보

국내 단가정보 보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

는 건설공사 실 공사비 용 공종 단가자료와 조달청에

서 발행하는 일 가 단가자료 등이 있으며, 시장시공

가격  실 공사비의 경우는 조달청의 웹시스템[3]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한건설 회에서는 

매달 건설자재 단가정보를 문잡지[4]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1.3 기술정보

기술정보의 보 사례로는 조달청에서는 우수제품에 

한 물품목록을 게시하여 간단한 규격을 제공하고 있으

며, 이는 웹 기반의 공사코드 운 시스템을 통하여 자료

를 게시하고, 분류별 조회  명칭조회 기능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시장시공가격, 실 공사비까지 다양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3]를 제공하고 있다.

2.2 BIM　기술콘텐츠 시스템의 요구사항 정립

BIM 기술콘텐츠의 개발과 시스템 모듈을 통한 각 콘

텐츠의 보 을 해 부분상세(표 상세)정보, 단가정보, 
기술정보 각각의 설계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정리하

다.

2.2.1 부분상세(표준상세)정보 

부분상세(표 상세)정보는 자료정보의 표 기반이 매

우 취약하다는 은 물론이거니와 몇몇의 형설계사무

소에서 자체 으로 개발된 사례가 있으나 로젝트 기반

의 도면 일의 형태로 일 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분이며, 설계자간의 공유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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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양질의 BIM 기술콘텐츠 확보는 물론 데이터 공유

의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형설계사무소를 조사하여 각 사의 부

분상세 분류체계  도면의 수  등을 분석하 으며, 이
에 한 조사지표는 H사를 포함한 7개의 형설계사무

소 외에 L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설계사무소별로 표 상세의 구축 개수나 표  수 에는 

차이가 있었으나(Table 1.) 분류방법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Design 
Firm Content Analysis Floor Wall Ceili

ng Etc.

H
 ·Systematic distinction
 ·Include various information 
  of other detail

140 72 60 981

N  ·No specific requirements 4 - - -

S  ·Include various information 
  of other detail 46 10 29 645

W  ·Separated by facilities 138 188 136 1,343
E  ·No specific requirements 15 7 7 5
J  ·Systematic distinction 36 14 16 16
C  ·Systematic distinction 43 22 13 10

LH
 ·Systematic distinction
 ·Include various information
  of other detail 

- 36 30 360

Table 1. Study of Standard Details

LH W S H
·General
·Floor
·Wall
·Ceiling
·Room details
·Roof
·Unit
·Public areas
·other facility
·Etc.

·Indoor 
 standard 
 details
·Outdoor 
 standard 
 details
·Waterproof
 & Insulation
·Drywalls
·Windows
·Roof
·Room details
·other details
·Basement 
 room
·Etc.

·Floor
·Floor+Wall
·Wall
·Wall+Ceiling
·Ceiling
·Stairs
·Windows
·Etc.

·General
·Indoor 
 standard 
 details
·Waterproof
 & Insulation
·Outdoor 
 standard  
 details
·Wall
·Basement 
 room
·Ceiling
·Floor
·Windows
·Etc.

Table 2. Classification System of Standard Details

2.2.2 단가정보 

BIM 기술콘텐츠의 단가정보는 합성단가를 용한 공

종별 일 가들의 합을 기 으로 기본설계 단계에서 개

산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보라고 정의

하겠다. 재 국가에서 보 하는 단가정보는 BIM 설계

에 용할 수 있는 합성단가의 형태는 아니다(Fig 1.). 

따라서 부분상세정보 데이터와 연계하여 설계 작업 시 

개산견 의 기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도록 합성단가의 

근거와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뢰 가능한 단가 데이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5]그
리고 합성단가 견 이 기존 방식과 다른 은 단지 물량

산출  이에 한 비용정보 입력방식이 다를 뿐이며[6], 
많은 건설회사에서 사용 인 공종별 견 시스템과 내용

에 있어서는 차이를 지니지만 그 견  구조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Fig. 1. Public Procurement Service - Cost Information

2.2.3 기술정보 

Fig. 2. Construction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기술정보는 그 범 가 

산업군으로 내용이 매우 방 하여 건축 설계단계에서 활

용할 경우 알맞은 기술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기에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건축 주의 자재정보를 분류하여 건

축 자재 업체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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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설계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기술콘텐츠

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건설자재통합정보시스템(Fig 2.)과 조달청 목록

정보시스템(Fig 3.)을 분석하여 기술정보 스키마의 공통 

필수요소를 분석하고 BIM 설계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

한 요소들을 분석하 다.

Fig. 3. Public Procurement Service System

2.3 소결

기술콘텐츠에 포함된 부분상세정보, 단가정보, 기술

정보는 설계업무에서 실무자가 쉽게 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표 분류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의 기존의 

보 사례를 분석하여 공통표 분류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표  부재로 인한 설계단계  용도별 BIM 데이터의 

복 작성을 방지하고 개별  정보표 의 혼란을 제거하여 

일 성 있는 BIM 정보표 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아래 Table 3.과 같이 기술콘텐츠별 요구사항을 반 하

여 기술콘텐츠 데이터 활용 시스템 모듈을 개발하여 

BIM 데이터와 모든 기술콘텐츠가 연계된 통합모델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Division Requirements

Standard
Details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ment
 Quality of Standard Details Drawings 
 Linkage of BIM Libraries
 Optimizing Drawing System Environment
 Composed Unit cost for rough estimate 

Cost 
Information

 Reliable Cost Information
 Linkage of BIM Libraries
 Flexible Cost possibility

Materials
Information

 Avoid duplication of existing systems
 Focused architectural design field 
 Linkage public procurement data
 inducing participation of material firms
 information for architectural design

Table 3. Requirements of Cost Information

이 때, 부분상세정보는 무엇보다 양질의 상세도서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BIM 라이 러

리와 연계되어 BIM 설계시 부분상세정보를 즉각 반

하고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자의 편의를 도와

주어야 한다. 단가정보는 BIM 설계만으로 개산견 이 

가능한 수 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가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추후 각 민간기업에서 개별단

가를 활용하여 확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기술정보는 기존 보 된 시스템들과는 차별성을 두

어야 하며 건축설계 단계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어

야 함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자재업

체들이 직 으로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설계자들

이 최신정보를 가지고 설계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장기

인 계획과 구조를 갖추어야 하겠다.  

3. 시스템 모듈 개발 

3.1 시스템 기본 개념 

기존 기술콘텐츠 보 의 문제 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 모듈이 갖추어야 할 필수 인 개념은 다음과 같

다. 설계사무소들의 BIM 설계의 자발 인 참여와 콘텐

츠 활용을 하여 국가표 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기술

콘텐츠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후 제조업자들의 자

발  참여를 이끌어 기술정보 등이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하여 장기 으로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 표 정보를 구축함은 물론이거니와, 사용자 정보

로 확장하여 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를 우선 으로 고려

하여 웹서비스를 통해 BIM　라이 러리  기술콘텐츠

를 검색하고 한 설계정보를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BIM 시스템 모듈 개발을 통하여 BIM 설계를 용

이하게 하며 설계된 BIM　데이터는 해당 정보에 한 

속성을 담게 된다.

Fig. 4. System Usag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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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2.1 기술콘텐츠별 연계 방안 

재사용율이 높은 BIM 기술콘텐츠는 상호보완  요소

로서 BIM에 의한 통합모델 작성 시 서로 유기 으로 연

계되어 활용되어야 하므로 기술콘텐츠별 연계방안이 모

색되었다. 시스템을 통하여 BIM 라이 러리와 더불어 

표 화된 BIM 기술콘텐츠 DB로 구축된 부분상세정보, 
단가정보, 기술정보는 Fig. 5.와 같이 각 콘텐츠가 포함

하고 있는 상세재료를 따라 서로 연계 가능하도록 계획

하 다. 부분상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자재는 규격

에 따른 단가정보를 가지므로 자동 합성단가가 계산되

고, 이 자재는 다시 각 이어에 기술정보 DB가 연계되

어 재료에 한 기본 자재정보와 자재 카달로그 등을 스

키마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이다. 

Fig. 5. Data Base Linkages

3.2.2 기술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분상세정보는 기존의 설계사무소에서 주로 사용하

는 분류체계를 분석  가공하여 표 분류체계를 개발하

으며, 표 분류체계 계에 맞추어 바닥, 벽, 천장 

주의 실내마감과 기타 부분상세를 함께 표 할 수 있도

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데이터베이스는 분류코

드, 바탕재료  마감 이어, 총 두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IM 라이 러리와 단가정보와 연계될 수 있도

록 코드체계를 부여하 다.
단가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부분상세정보와의 연동을 

하여 부분상세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그 로 사용하고, 원가 DB의 코드만 추가하여 합성단가

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구축하 다. 이때 원가 DB는 조달

청에서 발행하는 일 가 단가자료가 바탕이 되며, 국
토교통부에서 고지한 실 공사비가 추가로 반 되었다.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건축 외 MEP 분야에 한 

자재의 공통자재 등록정보와 업체별 자재정보 로 구분하

다. 자재명,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등록정보(등록일, 
등록자)를 포함하는 공통자재 등록정보와 자재분류코드, 
자재업체명, 제품명, 모델명, 자재카다로그 외 부가정보, 
자재성능정보(라이 러리 속성정보)를 포함하는 업체별 

자재 부가정보를 구분하 으며, 업체별 부가 정보는 건

설자재 생산업체의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구축하

다.

Fig. 6. The Concept of System Module 

 

3.3 시스템 개발

BIM 라이 러리-기술콘텐츠 유통보 시스템은 일반

사용자가 조회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의 응용 로그램으로 개발하 다. 기술콘텐츠 개발을 통

하여 작성된 각 기술콘텐츠의 DB를 바탕으로 부분상세

정보, 단가정보, 기술정보의 정보를 출력하고, 해당 정보

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Division Function

The Function of 
BIM Technical 

Contents System

 Search of linked Libraries and  
 technical contents
 Search of technical contents
 Download data of linked Libraries 
 and technical contents
 Download data of technical contents

Table 4. The function of BIM technical contents system

특히 BIM 라이 러리와 기술콘텐츠의 연계는 BIM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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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 이므로 BIM 라이 러리별로 기술콘텐츠가 연계

되어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IM 기술콘텐츠 데이

터 활용 시스템 모듈은 기본 으로 BIM 라이 러리와 

연계된 기술콘텐츠와 연계되지 않은 기술콘텐츠의 검색

과 기술콘텐츠의 다운로드(도면  카탈로그의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 으

로는 BIM 라이 러리에 기술콘텐츠의 속성정보를 반

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Fig. 7. The function of BIM technical contents system

4. 시스템 주요기능 소개

4.1 부분상세정보 검색 및 활용 

BIM 기술콘텐츠 데이터 활용 시스템 모듈을 통해 부

분상세정보는 BIM 라이 러리와 연동된 부분상세의 상

세도면형태로 보여진다. 웹서비스를 통해 뷰어 로그램

으로 보여지지만 해당 정보는 PDF나 DWG 도면으로 다

운로드하여 설계자의 개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BIM 설계시 활용하고자 하는 공통라이 러리의 코드를 

검색하여 부분상세의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최종

마감 설계 안에 따른 재료 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Fig. 8. Standard Details Information 

4.2 단가정보 확인

BIM 라이 러리  부분상세정보와 연계된 단가정보

는 부분상세정보의 각 이어별의 자재별 단가를 제공하

여, 각 단가의 합을 산출한 합성단가의 형태이다. 각 

이어별로 자재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되어 단가정보를 

제공해주며, 표 시장단가의 용 여부 한 확인할 수 

있다. BIM 설계단계에서 사용하는 라이 러리에 따른 

단가를 확인할 수 있어, 설계단계에서 활용하기에 용이

하도록 구축하 다. 뿐만 아니라 단가정보 스키마에서 

자재상세명을 클릭하게 되면 연동되는 자재명이 나열되

며, 자재명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기술정보 스키마를 보

여주도록 데이터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Fig. 9. Cost Information 

4.3 기술정보 검색 및 활용

기술정보는 BIM 기술콘텐츠 데이터 활용 시스템 모

듈을 통해 자재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조달청의 목록

정보시스템 물품번호 8자리 숫자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기존의 다른 자재시스템과 차별화된 은 BIM 설계에 

을 둔 기술콘텐츠이기 때문에 자재, 모델에 따라 

BIM 라이 러리 속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겠다. 기술정보의 라이 러리 속성정보는 자재의 속성

을 BIM 객체에 부여함으로써, BIM 설계를 통해 건축물

의 성능을 측하고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쓰

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재의 카달로그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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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aterials Information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콘텐츠와 기술콘텐츠 데이

터 활용 시스템이 가진 문제 을 분석하여 새로운 BIM　

기술콘텐츠의 구축과 활용 시스템 모듈의 개발에 을 

두었다. 기존의 기술 콘텐츠 보  시스템의 문제 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 모듈이 갖추어야 할 필수 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기술콘텐츠에 포함된 부분상세정

보, 단가정보, 기술정보는 설계업무에서 실무자가 쉽게 

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이어야 하며, 설계단계  용도별 

BIM 데이터의 복 작성을 방지하고 개별  정보표

의 혼란을 제거하여 일 성 있는 BIM 정보표 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콘텐츠 데이터 활용 시스

템 모듈을 이용하여 BIM 데이터와 모든 기술콘텐츠가 

연계된 통합모델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본 연구

를 통하여 건축설계 업무과정에서 BIM　정보통합수

을 향상시키고 단일 모델에 의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범

를 확 시키기 하여 단기 으로는 국가차원에서 표

을 구축  보 하고 있다. 장기 으로는 회사의 제품

에 의존하는 라이 러리  개별지 소유권이 개입되는 

콘텐츠까지 풍부하게 민간 자생으로 유통될 수 있는 유

통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한 운 이 필요

하므로 향후 시스템 모듈의 지속 인 업데이트 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국내의 세한 소규모 설계사무소에 

확보된 표 화된 기술콘텐츠로 인하여 설계효율을 개선

시키고 단일화된 BIM 설계 로세스는 업무 , 기술 , 

리  여건을 개선하기 한 제반 요소를 확보하고 요

소 기술 개발과 더불어 시스템 모듈을 개발하여 BIM 설
계업무에 효율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소규모의 설계사무소 설계업무 황을 

기반으로 공통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콘텐츠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 시스템 모듈 구축과 이에 한 활용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발 보 된 BIM 기술콘텐

츠 데이터 활용 시스템 모듈을 통하여 앞에서 제시한 기

능이나 활용방법 외에 추가 인 다양하고 실 인 활용

방안에 한 산업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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