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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prefecture railroad construction accelerates, unmanned system's reliability and safety 

is increasing in demand. 

Accordingly, effective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for the PM and SE techniques are 

being applied, with the introduction and use of PMIS computerized systems. 

Due to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from the start of PMIS research planning, design, 

procurement, to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various expertise is being carefully gathered, 

and by integrating it into the unified budget ideas and processes, rational, efficient, organized, 

and manageable financial plans are developed for the computerized system. 

However, the current PMIS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life-cycle. 

This study is to bring attention to the BIM smart BOM-based configuration management for 

life-cycle through the consideration for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1.서론

 근래 철도는 고속화 및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건설됨에 따라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PM 및 SE기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으로는 

PMIS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PMIS는 계획조사부터 시작, 설계, 조달, 건설,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각종 전문지식

을 유기적으로 결집하고 통합하여 예산, 공정, 품질 등을 합리적, 능률적, 조직적, 경제적으로 계획 관리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나, 현재 사용중인 PMIS는 전생명주기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는 BIM 기반/스마트 BOM에 형상관리를 통해 전 생명주기를 고려한 철도건설 사업관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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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기존의 PMIS 예시도 그림2.기존의 PMIS DB체계도

2. 전수명주기를 고려한 철도사업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철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이하 '철도 PMIS'라 칭함)은 철도의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운전단계 및 유

지관리단계로 이루어진 전수명주기의 각 단계를 수행하면서 각의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가 설계 DB, 시

공 DB, 시운전 DB 및 유지관리 DB로 서버에 저장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종래 철도 PMIS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상기 각 단계마다의 DB는 통합관리되고 있지 
못하여 철도 PMIS의 전수명주기의 각 단계간의 정보 연계 없이 주로 해당 단계별 업무 중심의 문서/ 도

면 관리만 이루어지고 실정이어서 설계, 시공 및 시운전 단계 등 사업수행에서 작성된 정보가 유지관리 
단계에 활용되지 못하여 현안 발생시 연관된 정보의 일관성 및 품질관리가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PM(Project management) 업무와 문서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철도 PMIS의 수명주기 중 계획, 
설계, 시공, 시운전관리 까지만 관리가능(운영 및 유지보수와 단절) 하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기존 철도 PMIS에 SE(System Engineering)를 적용한 시스템이 있으나 정보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및 물품분류체계(PBS : Physical Breakdown Structure)를 통한 단순 문서 및 도면의 
변경관리에 머물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BOM(Bill Of Material) 중심의 유지관리 및 현장적용이 어렵고, BOM의 시각적 확인 및 관리가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현 철도 특히, 도시철도분야의 경우 차량시스템이E&M(Electric & Machinery) 
및 토목구조(civil) 시스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철도차량위주의 통합관리가 더욱 필요

한데, 이러한 요구를 종래의 철도 PMIS 에서는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건축분야에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대두되고 있다. BIM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면 디지털화된 3차원 공간적 정보로 측정가능한 정보 정량화, 치수화, 질의가능으로 이루

어진 포괄적정보는 설계의도, 건물성능, 시공성, 교환가능, 또 이를 다루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절차적인 
측면과 재무적인 측면의 정보도 포함된다. 또한 모든 부서의 접근 가능성(정보호환성과 직관적인 인터페

이스를 통하여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건축주 전체 팀이 접근가능해야 함)이 있는 정보로 전수명주기 
기간동안의 지속성(시설물의 전체 수명주기동안 사용가능해야 함)을 가진 건설 정보 및 관리 방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건축분야의BIM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도의 차량, CIVIL 및 E&M을 
포함하는 철도 PMIS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BIM 기반/스마트 BOM에 형상관리 개념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 PMIS의 전 수명주기인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시운전단

계에서 생성된 각 DB를 형상관리모듈과 인터페이스모듈을 통해 BIM 기반의 스마트 BOM DB로 구축함

으로써 각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의 작성/활용/보관에 효율성 및 품질과 일관성을 증대하고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기 구축된 BIM 기반의 스마트 BOM DB를 활용토록 한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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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철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이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시운전단계에서 생성된 각종 정보가 형상관리 모듈 
및 인터페이스모듈을 통해 BIM 기반 스마트 BOM DB로 구축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활용됨을 보여준 
개략적인 장치 구성도이다. 

  

그림3. BIM 기반 스마트 BOM DB체계도

도시된 바와 같은 철도 PMIS의 전수명주기를 수행하는 시스템 구성을 살펴보면, BIM 기반의 스마트 
BOM DB(11)와, 이 스마트 BOM DB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시운전단계 및 
유지관리단계의 해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받은 정보를 변경 가공하고 저장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출

력하는 형상관리모듈(12) 및 인터페이스모듈(13)을 구비한 서버(1)와 상기 서버에 저장된 스마트 BOM 
DB 구축을 위한 정보입력과 변경된 정보를 참조하여 활용하는 상기 각 단계별 클라이언트(2)로 구성된

다. 
상기 BIM 기반 스마트 BOM DB(11)는 종래와 달리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시운전단계에서 발생한 

설계DB(111), 시공DB(112) 및 시운전DB(113) 그리고 이러한 DB를 통해 유지관리단계에서 발생한 유지

관리 DB(114)를 단절된 DB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결합된 BOM DB로 통합 관리하여 
각 사업단계에서 발생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참조하도록 구성하였고, 여기에 종래 일반적인 BOM과 달리 
BIM DB(115)까지 포함하여 구성한 스마트 BOM DB를 구축하였다. 

또한 BIM 기반 스마트 BOM DB(11)는 종래 도면DB(부품, 준공)과 정비지침서 DB로 이루어진 일반 
BOM에 기능계통 정보 DB가 합쳐진 지능형 BOM에서 보다 확장된 DB로 BIM의 개념을 도입하여 부품

정보 DB 및 정비지침서 DB 뿐만 아니라 기능정보 DB, 3차원 모델정보 DB와 부품정보DB를 추가한 스

마트 DB로 사업수행 단계와 유지관리 단계에 활용되는 DB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BIM기반 스마트 BOM 중심의 사업수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사업정보의 생성, 활용, 

보관의 효율과 일관성 및 품질을 증대하고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활용성을 높여 도시철도의 전수명주기 
활용하게 된다. 즉, 경전철 사업을 포함한 철도사업에 BIM과 기능정보 개념을 도입한 스마트(Smart) 
BOM을 구축함으로써 형상관리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등의 사업수행과정의 모든 자료 및 
시스템이 유지보수단계에서 유기적으로 이전 단계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BIM기반 스마트 BOM을 이용하게 되면 유지보수단계에서 단순히 고장난 부품명 및 정비

지침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장치 또는 유지보수하고자 하는 장치와 연관된 장치구성까지 고려하

여 고장난 부품의 기능 및 해당부품의 설치 또는 제작시의 실제 히스토리까지 파악하여 3차원 도면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획기적인 능률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

다. 
한편, [그림3]에서는 편의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철도 PMIS의 전수명주기인 설계단계, 시공

단계, 시운전단계 및 유지관리단계가 하나의 도면에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각 단계가 끝난 후 그 다음 
단계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각 단계별로 성격을 달리하여 나타나고, 각 단계에서의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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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트는 다수의 지역 및 부서에 각각 설치되어 서버에 관련정보를 입력 후 활용하거나 입력 후 변경

된 정보를 서버에서 불러와 활용하게 된다. 
각 단계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예를 들자면 설계부서 클라이언트, 감리부서 클라이언트, 공사현장 클라이

언트, 관리부서 클라이언트, 유지보수부서 클라이언트 등등의 클라이언트가 존재한다.

4. 활용

[그림4]은 스마트BOM에 따른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시스템의 전체 업무흐름도이다. 이를 통해 본 발

명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시스템의 전수명주기인 철도의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운전단계 및 유지관리단

계를 거치면서 생성되는 각 단계의 정보가 이후 단계에서 활용되고, 다시 해당 단계의 정보로 저장되는 
BIM 기반 스마트 BOM의 형상관리에 의한 전수명주기를 고려한 철도 건설 사업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철도 PMIS의 전 수명주기 중 설계단계에서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각각의 담당하는 부품

정보 DB 및 정비지침서 DB, 기능정보 DB, 3차원 모델정보 DB, 부품정보DB를 형상관리 항목정보와 인

터페이스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정보를 전송하고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설계정보 입력단계를 가진다. 이때 형상관리 항목정보와 인터페이스 정보는 동일한 부품정보 
DB 및 정비지침서 DB, 기능정보 DB, 3차원 모델정보 DB, 부품정보DB를 가지고 분류한 정보이다. 인터

페이스 정보라는 것은 형상관리 항목간의 유기적 관계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그림 4. 스마트BOM에따른 전체 업무흐름도

상기 설계정보 입력단계를 거친 정보는 서버에서 형상관리 모듈의 형상통제 단계 및 인터페이스 모듈

의 인터페이스 통제단계 거치면서 설계정보의 수정, 형상정보의 변경 및 인터페이스 정보의 변경처리 
한 후 최종적으로 설계 완료된 정보가 생성되게 된다. 설계 완료된 정보는 설계DB 및 BIM DB에 저장

되게 된다. 
이후 철도 PMIS의 전수명주기 중 시공단계에서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저장된 설계DB 

및 BIM DB를 참조하여 시공하는 과정 중에 생긴 정보를 서버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시공정보 입력단계

를 가진다. 이때 전송되는 정보는 부품정보 DB 및 정비지침서 DB, 기능정보 DB, 3차원 모델정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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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정보DB의 추가, 수정정보이다. 
상기 시공정보 입력단계를 거친 정보는 서버에서 형상관리 모듈의 형상통제 단계 및 인터페이스 모듈의 
인터페이스 통제단계 거치면서 설계정보의 수정, 형상정보의 변경 및 인터페이스 정보의 변경처리 한 
후 최종적으로 설계/시공완료 정보가 생성되게 된다. 시공 완료된 정보는 시공DB 및 BIM DB에 저장되

게 된다. 
이후 철도 PMIS의 전수명주기 중 시운전단계에서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저장된 설계

DB, 시공DB 및 BIM DB를 참조하여 시운전하는 과정 중에 생긴 정보를 서버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시

운전정보 입력단계를 가진다. 이때 전송되는 정보는 부품정보 DB 및 정비지침서 DB, 기능정보 DB, 3차

원 모델정보 DB, 부품정보DB의 추가, 수정 정보이다. 
상기 시운전정보 입력단계를 거친 정보는 서버에서 형상관리 모듈의 형상통제 단계 및 인터페이스 모듈

의 인터페이스 통제단계 거치면서 시운전DB 및 BIM DB가 생성 저장되어 최종적인 형상관리 정보, 인

터페이스 정보 및 BOM으로 이루어진 BIM기반 스마트 BOM DB인 철도건설정보가 완성된다. 
이후 철도 PMIS의 전수명주기 중 유지관리단계에서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저장된 설계

DB, 시공DB, 시운전DB 및 BIM DB로 이루어진 BIM기반 스마트 BOM DB인 철도건설정보를 참조하여 
유지관리하게 되고, 이 과정 중에 생긴 정보를 서버에 접속하여 입력하고 형상관리 모듈의 형상통제와 
인터페이스 모듈의 인터페이스 통제단계를 거치면서 유지관리 DB 및 BIM DB 생성하게 된다. 

그림 5. 설계단계 업무흐름도

[그림5]은 스마트BOM에 따른 설계단계 업무 흐름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필드와 레코드로 이루어

진 형태의 형상관리정보 및 인터페이스 정보의 등록 및 3차원 도면 정보 등으로 이루어진 BIM이 형상

통제 단계와 인터페이스 통제단계를 통해 가공된 후, BIM기반 스마트 BOM에 DB가 저장되는 처리흐름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6]은 스마트BOM에 따른 시공단계 업무 흐름도이고, 도시된 바와 같이 설계단계를 거친 후, 시

공, 공정, 현안, 보고 정보와 같은 시공정보가 입력되면 형상통제 단계와 인터페이스 통제단계를 통해 
가공된 후, BIM기반 스마트 BOM에 추가 정보가 저장되는 처리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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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공단계 업무흐름도

5. 결론

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복잡화,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발생되고 있

다. 그러나 현재 철도 건설사업관리는 시공단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획, 설계, 유

지관리를 위한 철도사업관리 기술은 개별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사업관리 생애주기 관점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는 BIM과 유지보수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BOM의 융합한 것 이다.  BIM 기반 스마트 

BOM의 형상관리에 의한 전 수명주기를 고려한 정보통합기술은 설계, 도면수정, 내역 및 다른 부가가치

사항의 변경이 용이하다. 또한 시행착오를 점검할 수 있어 시공에 대한 경비 및 유지보수기간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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