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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adapt today's short product life cycle and rapid technology changes, integrated systems should be 

extended to support PDM (Product Data Management) or CE(Concurrent Engineering). A PDM/CE environment has 

been developed and a prototype is presented in this paper. Features of the PDM/CE environment are 1) integrated 

product infbnnation model (IPIM) includes both data model and integrity constraints, 2) database systems are organized 

hierarchically so that working data cannot be referenced by other application systems until they are released into the 

global database, and 3) integrity constraints written in EXPRESS are validated both in the local databases and the global 

database. By keeping the integrity of the product data, undesirable propagation of illegal data to other application system 

can be prevented. For efficient validation, the constraints are distributed into the local and the global schemata. Separate 

triggering mechanisms are devised using the dependency of constraints to three different data operations, i.e.» insertion, 

deletion, and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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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춰근 CAD/CAM, 네트워크, 정보 시스뎀, 소프 

트에어 인터페이스, 그리고一그래픽스와 같은 컴퓨터 

기슬들이 급속하게 발달하여, 생산 시스뎀들의 릉합 

을 어느 정도까지는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릉합 시스템 그 자체로는 최근 짧아지고 있는 제품의 

수명주기와 급속한 기슬 변화에 대한 요구들을 만족 

시칠 수 없고, 제품외 생산성 향상 및 시장 추하 기간 

을 단축하기 위하여 설계, 공학 해석, 그리고 제풍의 

생산이 등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CE (Concurrent 

Engineering) [Carter and Baker, 1992] [Trapp, 1991]와. 

제프 데이타를 지속적으로 등제하五, 그 릉제된 데이 

타置 요구하는 사응자에게 자동으로 전달함으로써 

CE의 이검을 극대화할 수 있는 PDM (Product Data 

Mmiagement) [CIMdata, 1994]외 원리 및 방법른을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품 정보모델의 

국제표준인 STEP을 이용하여 PDM/CE 환경올 설계 

하였으며, 이 환경의 주요한 륵징은 다음과 같다

1) 릉합 제품 정보모델 (IPIM): IPIM은 모든 데이타 

모델들과 통합 시스템에 포함된 응용 시스렘들 

을 위한 제품 데이타롤 표현하는데 필요한 관계 

들을 포함한다. 이 러 한 IPIM 은 STEP [ISO, 1992] 

에 정외되어 있는 공통 자원들과 응응 프로토콜 

둘을 사용하면서 륵정한 응용 영역외 정보모델 

들을 추가하여 구성 하였다.

2) 계층구조 데이타베이스: 각각의 응응 시스템은 

작업 데이타룰 관리하는 그 자체의 지역 데이타 

베이스를 가지며, 일단 설계 과정이 완료되면, 

작업 데이타는 다른 웅용 시스템들이 참조할 수 

있도륵 하기 위하여 전역 데이타베이스로 전달 

된다. 이러한 데이타베이스듈외 계충구조는 대 

다수의 공학 환경을 위한 구성 관리외 전형을 제 

공한다. 또한, 다양한 저장소 시스省에 저장되어 

있는 STEP 데이타들을 액세스할 수 있도룩 하기 

위하여 SDAI (Standard Data Access Literface) 

PSO. 1993]도 지원한다.

3) 무결성 제약조건 확인: EXPRESS [ISO, 1994]로 

정외된 무결성 제약조건들을 확인한다.

EXPR职SS는 STEP외 공식적인 정보 모델링 언 

어로서 객체 지향적이며 다양한 무결성 제약조 

건들을 표현한 수 있다. IPIM에 정외된 무결성 

제약조건들은 지역 및 전역 데이타베이스로 분 

산되며, 각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타들외 

무결성은 해당되는 제약조건들에 외하여 확인된 

다.

STEP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은 이중 공학 환경들 간외 정보 공유를 촉 

진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외 일환이다. STEP에서 

는 륙히 공학 데이타의 풍부한 외미롤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모델링 언어인 EXPRESS를 정외하 

고 있다. EXPRESS는 전형적인 객체 지향 언어이기 

4문에, 엔티티의 정외 내에 데이타와 제약조건들을 

함께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엔티티들외 

상속 계충구조률 지원한다. STEP외 정보모델은 공릉 

자원, 응용 자원, 그리고 응용 프로토콜로 분류된다. 

연관된 공릉 자원과 응용 자원은 응용 프로토콜에 외 

해 참조되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이 응용 프로토콜 

을 릉하여 제품 데이타를 교환한다. 공릉 자원과 응 

용 자원에 정외되어 있는 정보모델은 전역 규칙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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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의 하위 타입들을 기술함으로써 응응 프로토 

콜에서 수정된다 [Owen, 1993). 본 연구에서는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 CAPP (Computer 

Aided Process Planning) 시 스템, 그리 고 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시스템을 대상으로 퉁합 시스 

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프로토타입 

을 위해 STEP의 정보 자원듈을 이용하여 릉합 제품 

정보모델을 개발하였다. 릉합 제품 정보모델은 기계 

가공 제품의 형상 및 위상 정보, 형상 륵징 정보, 공차 

정보, 그리고 BOM (Bill Of Materials) 정보를 포함한 

다.

퉁합 시스템에서는 공유되는 데이타의 무결 

성이 적절히 유지되지 않는 한 전체 시스템의 행위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됨으로 데이타의 무졀성 확인 및 

유지는 필수적이다. 륵히 PDM/CE 환경에서는 한 시 

스템에 의해 전역 데이타베이스로 전달된 설계 데이 

타가 이 환경에 포함된 모든 응용 시스템들에 의해 

이용되므로, 적절한 무결성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타 무결성의 확인은 데이타베이스로부터 검색될 

동일 타입 또는 다른 타입 의 엔티티 인스턴스둘에 대 

한 많은 교차 참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종종 매우 많 

은 비용이 든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PDM/CE 환경 

에서의 효과적인 데이타 무결성 확인에 대한 방법을 

다룬다. 전역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으로부터의 무결 

성 확인 오버헤드를 절감하기 위하여, 롱합 제품 정 

보모델에 포함된 무결성 제약조건들외 일부분을 지 

역 스키마듈로 분산시켜 지역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에 의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및 전역 데이 

타베이스 시스템둘을 위한 무결성 규칙들의 분산과 

확인 과정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본 논문에 제시하였 

다.

2. 관련 연구

STEP에 의해 개발된 자원 모델듈과 방법론둘 

이 시스템 롱합, CE, PDM 둥에 적용되고 있다 

[Hardwick 외 3, 1996] [Wu 외 2, 1992] [Carver, Bloom. 

1991] [Hardwick 외 3, 1995], EXPRESS 는 STEP 프로 

젝트에서 개발되었고,STEP에서 개밭된 모든 정보모 

델둘을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 외 

에 도 EXPRESS 는 다양한 연구 분야와 산업 계 외 제품 

모델링 및 시스템 롱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Vuoskoski, 1994] [Divoux, 1994] [Schoenefeld, Bohm, 

1993] [Eberl, 1994] [서효원, 유상봉, 1995], 파일 시스 

템 또는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된 STEP 데이타 

룰 위한 EXPRESS외 무결성 제약조건 확인은 다중 

처리 [Mueller 외 2, 1993], 데이타 의존성 분석 [Yoo, 

Cha, 1993], 트리거링 방법 [도남철 외 2, 1993], 그리 

고 뷰 구체화 [Alt, 1994]에 외해 최적화 되고 있다. 그 

러나,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중 저장 시 

스템들에 저장되어 있는 제품 데이타의 무결성 확인 

울 위한 연구는 아직 구현되지 않고 있다.

상업용 DBMS 들의 무결성 유지는 매우 단순 

하여, 단지 도메인 규칙과 트리거 메커니즘에 대해서 

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DBMS 의 웅용 영역이 

공학, 멀티미디어, 그리고 지리 정보 시스템 둥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데 이타베 이스의 일관성을 강화하 

기 위한 더 일반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 

단체에서 다양한 접근 방법둘을 제시하고 프로토타 

입을 구현하고 있지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제약조건의 위반을 발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발견된 위반을 정정하는 방법이다. 제약조건 

확인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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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Henschen 외 2, 1984] 

[Jagadish, Qian, 1992]. 제약조건 규칙들은 트랜잭션 

이후에 데이타베이스의 일 관성 이 유지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등가외 조건들의 집합으로 변환된다. 활성 

제약조건들에 의해 위반듈이 정정되고 나면 [Cacace 

외 4, 1990] [Urban 외 2, 1992], 데이타베이스의 일관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데이타를 생성하거나 삭제한 

다. 트리거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컴파일되고 활성 

화된 제약조건들을 가동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중 데이타베이스 시스템들에 있어 제약조 

건 유지는 다수의 몰리적 또는논리적 인터페이스 충 

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든 

다. 인터페이스 충들은 데이타베이스 시스템들이 서 

로 다른 경우 스키마 변환을 포함한다 [Sheth, Larson, 

1990]. 이러한 오버헤드률 피하기 위하여 전역 제약 

조건 규칙들은 지역 규칙들의 집합으로 변환될 수 있 

고, 각각외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내에서 확인될 수 

있다 [Blakeley 외 2, 1989] [Gupta, Widom, 1993], 전역 

제약조건둘과 약간의 수정을 포함한 데이타베이스 

트랜잭션이 주어지면, 이에 필요한 지역 검사들이 결 

정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원격 데이타베이스들과의 

불필요한 상호작용올 제거함으로써 평가 비용을 절 

감한다. 검사 집합들은 다수의 프로세서듈에 걸쳐 분 

산될 수 있고, 또한 검사 집합들이 논리적으로 독립 

되어 있다면 동시에 확인될 수 있다 [Blelloch, 1986].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 무결성 제약조건둘은 

대수 비교 연산자들을 지닌 1 차 논리 함수로 표현되 

고 있으나, EXPRESS 에서는 제약조건들이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절차적 인 프로그램으로 표현되 

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적인 프로그램올 이용하여 다 

양한 제약조건을 표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 

선 EXPRESS 로 표현될 수 있는 제약조건둘을 분석하 

고, 분석된 제약조건들을 지역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듈로 분산한다. 응응 시스템들로부터 전달되는 모든 

설계 데이타듈은 미리 해당되는 지역 데이타베이스 

들에서 제약조건으로 무결성이 확인되며, 또한 전체 

PDM/CE 환경에서 데이터외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 

도륵 전역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된 규칙들이 

전달된 데이터에 적용된다.

3. PDM/CE 환경 의 구조

본 연구에서 개발한 PDM/CE 환경은 STEP의 

방법론을 이용하였으며, 이 환경에서 전역 데이타베 

이스는 중추적인 저장소 사스템 역할을 한다. 다른 

컴퓨터 원용 응용 시스템둘은 전역 데이타베이스에 

의해 설계 및 생산 정보를 공유한다. 전역 데이타베 

이스는 제품 모델과 무결성 제약조건듈을 포함하는 

전역 스키마, 측 통합 제품 정보모델을 가진다. 각각 

의 응용 시스템은 자신만의 지역 데이타베이스롤 가 

지고 그 응용 시스템의 작업 데이타를 관리한다. 또 

한, 각각의 데이타베이스는 전역 데이타베이스의 부 

분 집합인 EXPRESS 로 기술된 지역 스키마를 갖는다. 

지역 스키마는 자신이 지원하는 웅용 영역에 관련된 

엔티티둘과 제약조건둘만을 포함한다. 본 논문의 주 

요 주제인 제약조건의 배치와 확인은 5 장과 6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PDM/CE 환경 의 기본 구조는 그림 1 과 같으며, 

다양한 컴퓨터 원용 시스템들 （예를 들어, CAD,CAM» 

CAE, CAPP,그리고 MRP 시스템 둥）이 포함될 수 있 

다. 여기서는 이러한 응용 시스템듈 중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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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Aided Design), CAPP (Computer Aided 

Process Planning) 및 MRP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시스템을 통합하는 프로토타입을 제시한다. 

본 프로토타입에서 CAD 시스템에 외해 생성된 제품 

데이타는 다른 응응 프로그램들이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륵 하기 위하여 전역 데이타베이스에 전달된 

다. 제품 데이타가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들 간에 공 

유되는 동안 기존의 데이타가 갱신될 수도 있고 새로 

운 데이타가 추가될 수도 있다. 전역 데이타베이스는 

여러 응용 시스템들을 위한 공릉 저장소의 역할을 하 

며, 또한 각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갱신되거나 생성 

된 데이타의 무결성을 확인하여 부당한 데이타의 삽 

입을 미연에 방지한다.

Global Data Kfsniitenient System

Global 
Integrity 

Velidation 
Module

Glolnl Database

r포기宜

3 f.Ethernet

CAPP System

Local Database

I 必 ~l

V그림 1> PDM/CE 환경의 구조

STEP 은 다양한 산업계 (예를 둘어, 자동차, 조 

선, 기계 설계, 공정 계 획, 그리고 FEM (Finite Element 

Method) 등) 간에 데이타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모델 

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파일, 작업 데이타 형 

태 및 데이타베이스 둥과 같이 다룐 양식으로 저장된 

STEP 데이타롤 액세스하기 위한 옹용 프로그램 인터 

페이스인 SDAI (Standard Data Access Internee)를 정 

의하고 있다. SDAI의 목적은 STEP 데이타를 액세스 

하기 위한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SDAI를 이용함으로써 CAD 시스템은 

DBMS 의 특정한 명령올 전혀 모르더라도 이기종의 

DBMS 로부터 STEP 데 이타를 검 색하거나, DBMS 로 

STEP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PDM 환경에서는 파일 시스템 또는 데이타베이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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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저장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방형 인 

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급속한 하드웨어 및 소프 

트예어 기술의 변화에 대해 생산업계의 CAD/CAM 

시스템에 대한 투자플 보호할 수 있다.

4. STEP 을 이용한 통합 제품 정보모델 

(IPIM)

본 연구에서 개발한 릉합 제품 정보모델은 

EXPRESS로 정의되어 있는 STEP 의 자원들을 이용 

하고 있다. 관련된 STEP 파트듈로는 파트 42 

(Geometric and topological representation), 파트 47 

(Shape variational tolerances), nt 리고 파트 224 

(Mechanical Product Definition for Process Planning 

using machining features) 동이며, 또한 이러한 파트됼 

외 에 파트 41 (Fundamentals of product description and 

stqjport)과 파트 43 (Representation structures) 동도 참 

조하고 있다.

파트 41 은 제晉의 묘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들, 즉 제품 구성, 인가, 계약, 기간, 인사 조직 및 치수 

단위 동외 기본 타입들을 제공한다. 파트 43 은 제품 

표현을 위한 전체적인 구조*  기술하고 있으며, 사용 

되는 엔티티들이 모임에 참여하도룩 하는 표현을 할 

수 있게 헤준다. 예롤 듈어, 파트 42에서 제공되는 정 

보모델들을 사용하여 정외된 형상 요소는 륵정한 좌 

표계에 놓여지지 않는 한 아무런 외미를 갖지 못한다.

파트 42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스키마에서 

형상 및 위상 표현을 제공한다.

1) Geometry_schema point, vector,

parametric curve, surface 등을 정 외.

2) Topology_schema : vertex, edge, face, path, 

loq>, shell 등을 정 의.

3) Geometric_model_schema: solid model (CSG

및 B-rep), surface model, wire&ame model 

등을 정외

파트 47에 정의되어 있는 공차들은 크게 

geometric tolerance 와 plus-minus tolenmce 로 분유될 

수 있다. Geometric tolerance는 제품의 기하학적 륵성 

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률 정외하며, 하위 타입으로 

geometric_tolen>nce_with_datum_n/erence 와 

geomehicdolmmce」with_d^ined_ynit 롤 갖는다. 또한 

속성으로서 name, magnitude, toleranced_shape_aspect, 

zone_elements 등을 가지며, toleranced_3hape_ aspect 

는 공차가 적용되는 대상을 표현한다. Plus-minus 

tolerance는 주어진 치수에 대한 허용오차외 범위를 

정 외 하며, 속성으로는 tolenanced项mension 와 range 

를 갖는다.

파트 224 는 기계 가공 부품의 제조를 위해 필 

요한 제품 데이타를 정외하는데 요구되는 정보의 표 

현과 교환을 위한 정보 요구조건 및 그 범위를 정외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릉합 자원들을 기술하고 있다. 죽, 파트 224 에 

서의 제품데이타 표현은 제품 형상을 기존의 부품 설 

계에 바탕욜 둔 가공 형상륵징 (machining 企ature)에 

외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정보 교환을 위한 요구조건 

들은 공정 계획을 위한 부품외 정외에 필요한 부품 

식별 데이타, 형상 정외 및 형상 표현 데이타, 그리고 

재료 데이타 둥을 기술하고 있다.

릉합 제품 정보모델에서는 처리 대상물인 

기계 제품을 product 로 표현하며 , product 는 그 

속성으로 product_info, mrpjnodel,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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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_structure 롤 가진다. 그림 2 는 product 나타내고. 가는 실선은 엔티티와 그 속성을 연결

와 관련된 최상위 단계의 정보 구조만을 EXPRESS 하며, 이 경우 연견되는 속성에는 작은 원이 덧불

의 그래픽 표현 방법인 EXPRESS-G〔6］롤 이용하여 는다. 굵은 실선은 상위 및 하위 타입의 관게를

표현한 것이다. EXPRESS-G에서, 박스는 엔티티를 나타내며, 하위 타입에는 작은 원이 덧붙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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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롱합 제 품 정보모델의 상위 단계 표현

proces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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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product.info 는 제품외 전반적인 륵 

성 (예롤 들어, 식별자, 제품명, 제품 설명 동)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이 속성 

은 엔티티 product, description을 참조한다. 속 

성 mrpjnodel 은 제품의 MRP 정보를 표현하기 위 

한 속성이며 엔티티 MRP 를 참조한다. 속성 

productqtructure 는 제품 구조에 관한 정보■ 

표현하기 위한 속성이며 엔티티 欧을 참조한다.

엔티티 B0M욘 그 속성으로 assemblies 와 

ccmponen「parts 클 선낵적으로 가진다. 속성 

assemblies는 엔티티 assembly외 집합으로 표현 

되며, 속성 canponent_parts 는 part 의 집한으로 

표현된다. 이 속성들을 선백형으로 정외한 이유는 

제퓽의 보한성 여부에 따라 제품 구조외 표현이 

상당히 복잔해지기 때문이다. 엔티티 assembly는 

속성으로 subassemblies 와 compdnent-parts플 선 

•专으로 가지며, assembly 외 건반적인 륵성율 

표현하기 위하여 속성 assemblyjnfo*  가진다. 

속성 subassemblies 는 재귀적으로 엔티티 

assembly 외 집합으로 표현되며, 속성 

ccnmorstqarts 는 엔티틱 part 외 집합으로 표현 

된다. 속성 assembly.info 는 엔티티 

productjdescription 외 서브 타입인 엔티티 

assenbly_description 을 참조하며, 따라서 이 엔 

티티는 식별자를 표현하기 위한 속성인 id, 

ass헤bly 이롬을 표현하기 위한 속성인 name, 

assembly 의 설명을 나타내기 위한 속성인 

descript ion 율 엔티티 product.descript ion 으로 

부터 상속 받고 assembly 의 상위 단계에 있는 품 

윽, 측 product 에 포함되는 assembly 외 개수를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속성인 

quant i t i es^incl udecLin_super i tem 율 그 속성 으 

로 가진다.

Product 구조에서 최하위 단계인 엔티티 

part 는 속성으로 part.info, geometricjnodel t 

part.features, part_tol erances r 그리고 

process■이an 윤 가진다. 속성 part_info 는 part 

의 전반적인 륵성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는 엔티티 

인 part-description을 참조하며, 이 엔티티는 

속성으로 도면에 나타나논 표제란 정보*  나타내 

기 위반 titljinf。와 부풍의 관리 정보를 나타 

내기 위한 sanag혆nent.inf。를 가진다.

Part 외 형상 (Geometry) 및 위상 

(Topology) 정보는 STEP의 파트 42에 정외되어 

있는 s이 id model 중에서 manifold_solid_brep 은 

이용하였다. 이논 여러 가지 soHd model 중에서 

B-rep (Boundary representation)욜 사용하는 것 

이 part 의 형상과 그것에 연관된 형상 륵징 및 

공차 사이의 관계餐 표현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 

기 파문이다.

엔티티 part 는 다수외 형상 륵징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형상 륵징듈은 엔티티 

fom^feature 로 표현되고, 속성 part_features 에 

외해 참조된다. 엔티티 form」eature 는 륵별히 

가공 형상 륵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sachining-feature 를 서브 타입으로 가지며, 형 

상 륵징의 타입은 나타내가 위하여 속성 ff.type 

을 가진다. 형상 륵징욘 다수외 face 또는 

edgjloop 들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face 나 

edge_loop 정보는 속성 ff.elements 에 외해 참조 

되며, 엔티티 shape.aspect_ forqart 를 릉하여 

형상 정보모벨과 연결되도큭 하였다. 여기서 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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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엔티티 shape_aspect_for_part 는 파트 43 이나 

파트 224 외 shape_aspect 에 해당되지만 거기에서 

는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다소 이헤하기 

어렵게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정보모델에서 

는 응용외 문맥상 명백한 이해와 적용을 위하여 

face 와 edge_18p로 그 범위를 제한하었다. 이러 

한 엔티티 범위외 정의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확 

장 또는 축소함으로써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형상 륵징 사이외 공차 관계는 속성 

ff_tolerance롤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이것은 선 

택형 타입인 tolerance를 릉해 파트 47에 정외되 

어 있는 p 1 us_jninus_to 1 erance 또는 geometric, 

tolerance롤 참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형상 륵 

징의 구체적인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속성 

ff_rep 롤 가지며, 이 속성은 엔티티 

form_feature_rep 를 참조한다. 그리고 가공 형상 

특징 즉, machining_feature는'비기하학적 정보 

（예를 듈어. 면취, 가공 여유. 표면 조도 등）를 

표현하기 위하여 속성 nongeom_inf。를 가진다.

Part 는 다수의 공차둘을 가질 수 있으며, 

각 공차는 STEP 의 파트 47에 정의되어 있는 

geanetric_tolerance 와 pIus_minus_to1 erance 중 

하나가 된다. 파트 47에서는 공차외 대상을 

shape_aspect 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새로 

운 엔티티인 shape_aspect_for_part 룰 구성하고 

이 엔티티룰 통하여 형상 정보모델인

manifold_sol id_ brep 의 face 나 edge_loop 엔티 

티룰 참조함으로써 공차 정보와 형상 정보가 연결 

되도록 하였다.

Part 의 공정계획 정보모델인 엔티티

process_plan 은 setup_result_by_capp_system 을 

속성으로 가진다. 이 속성은 접속하는 CAPP 시스 

템에 의한 셋업 결과를 표현하기 위한 속성이며 

엔티티 setup_resu]t 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Product 의 MRP 정보모엘인 엔티티 MRP는 

접속하는 MRP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BOM 정 

보를 표현하기 위한 속성인 bcm_info 와 MRP 시스 

템에 의한 스케쥴링 결과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속성인 schedule_result_by_mrp_system 을 

그 속성으로 가진다.

5. EXPRESS 의 무결성 제약조건

EXPRESS는 무결성 제약조건을 정의할 수 있 

는 강력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알고리즘 

을 포함할 수 있으나, 표현이 강해진 만큼 요구되는 

계산도 많아진다. 무결성 제약조건에 포함되는 알고 

리즘둘은 개별적으로 실행 가능한 함수들로 변환되 

며, 이러한 함수들은 무결성 제약조건들이 확인될 동 

안에 필요할 경우 호출될 수 있다. EXPRESS에서는 

유일성 제약조건, 지역 제약조건, 존재성 제약조건, 

그리고 전역 제약조건 둥과 같은 네 종류의 무결성 

제약조건듈이 있다.

5.1 유일성 제약조건

UNIQUE 절은 엔티티 타입의 단 하나의 속성 

또는 여러 속성듈외 집합에 대하여 유일성 제약조건 

을 선언한다. 만일 UNIQUE 가 단 하나의 속성에 대하 

여 정의된다면, 두개 이상의 엔티티 인스턴스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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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에 대하여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없으며, 여러 속 

성들의 집합에 대한 UNIQUE 정외는 명명된 속성듈 

에 대한 동일한 값들의 조합을 제한한다. 유일성 제 

약조건듈외 확인은 지역 데이타베이스에서 행해질 

수 있으며, 만일 동일 엔티티에 대한 인스턴스들이 

다른 응응 시스템들에 의해 생성된다면, 전역 데이타 

베이스에서도 확인되어져야 한다.

예제 1. 엔티티 partjnanagementjnformation 

은 part의 식별자, 이롬, 설명, 그리고 assembly포 

함된 수량과 같은 전반적인 관리 정보를 포함한다. 

다음의 엔티티 정외에 포함되어 있는 UNIQUE 절의 

"I 은 id가 유일성을 지닌 속성임을 기슬하고 있으 

며, 엔티티 partjnanagementjnformation 대한 모든 

인스턴스둘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질 수 없음을 선언 

하고 있다.

ENTITY part_management_information： 

id : identifier； 

name： label: 

descript ion： text: 

quantities_included_in_superit 

em： INTEGER；

UNIQUE

url： id；

END_ENTITY；

5,2 지 역 제약조건

WHERE절은 엔티티 타입의 각 인스턴스에 

적용되는 지역 제약조건둘을 정의하며, 지역 제약조 

건들은 하나외 속성 또는 여 러 속성듈외 조합에 대한 

유효한 값을 기슬한다. 이러한 제약조건들이 단 하나 

의 인스턴스에만 적응되기 때문에, 모든 지역 제약조 

건들은 지역 데이타베이스에서 확인될 수 있다.

예제 2. 이 예제의 WHERE 절은 throughjioh 

외 형상 륙징 의 구성 요소둘외 개수가 세 개 (즉, 두개 

외 edgejoop 와 하나외 3uiface_of_revolution)°] 고, 그 

중 하나는7&ce 이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ENTITY through_hole；

SUBTYPE OF (machining_feature):

WHERE

wrl SIZEOF (SELF.

ff_elements) = 3；

wr2 : SIZEOF (QUERYCtemp <*  

ff .elements I TYPBOF (temp)= 

['face'])) = 1；

END_ENTITY；

5.3 존재성 제약조건

존재성 제약조건은 한 엔티티의 인스턴스 

존재 여부가 다른 관련된 엔티티의 인스턴스 존재에 

의존함을 선언한다. 만일 다른 엔티티가 명시气외 속 

성에 외하여 현재 엔티티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면, 

역 (inverse) 속성은 현재 엔티티의 문맥에 따라 그 관 

계暑 기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존재성 제약 

조건들의 확인은 관련된 두 엔티티가 동일한 지역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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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마에 정의되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두 엔티티가 동일한 지역 스키마에 

정의되어 있다면, 이 제약조건은 그 스키마가 포함된 

데이타베이스에서 확인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전역 데이타베이스에서 학인되어져야 한다.

Example 3. 이 예제는두엔티티 b이t 와 nut 롤 

포함하고 있으며, 엔티티 b。”는 속성으로 대응하는 

nut를 기술하기 위하여 /2烦心尸를 갖고 엔티티 gf는 

대응하는 bolt 를 기술하기 위하여 /hsfe”을 속성으로 

갖는다. 데이타베이스외 무결성이 적절히 유지되도 

륵 하기 위하여 서로 대응하는 bolt 와mit 외 인스턴스 

쌍이 데이타베이스 내에 존재해야만 한다.

ENTITY bolt；

SUBTYPE OF (part)；

size： bolt.size.type； 

type' bolt.type； 

fastener： nut；

END-ENTITY：

ENTITY nut；

SUBTYPE OF (part)；

size- nut„size.type； 

type*  nut.type；

INVERSE

fasten： bolt FOR fastener：

END_ENTITY：

5.4 전역 규칙

전역규칙은 EXPRESS의 RULE로 정외될 수 

있으며, 하나의 엔티티 타입 또는 여러 엔티티 타입 

의 인스턴스 집합 간외 제약조건들을 기슬한다. 

RULE은 실행 가능한 문장들과 실행의 결과에 외한 

데이타외 유효성을 결정하는 WHERE 절로 구성된다. 

RULE 의 선언에는 규칙에 의해 참조되는 엔티티둘의 

리스트가 포함되며, RULE 의 확인은 참조되는 엔티 

티둘이 선언된 장소에 의존한다. 즉, 참조되는 엔티 

티들이 모두 하나의 지역 스키마에 선언되어 있다면, 

상응하는 지역 데이타베이스에서 확인될 수 있고, 그 

렇지 않을 경우는 전역 데이타베이스에서 확인되어 

져야 한다.

예제 4. 이 예제에서는 그림 3 과 같은 두 개외 

part, 즉 base_part 와 matching_part 에 대하여 고려 한 

다. 성공적으로 조有되도륙 하기 위하여 base에 

있는 hole 듈과 matching_part에 있는 boss 둘은 크기 

가 서로 맞아야 한다. 이 예제에서 rulel 은 base_part 

에 있는 hotel (또는 holeZ) 의 춱소 크기가 

matching_part에 있는》。sxZ (또는 3oss2)의 최대 크기 

보다 적어도 더 커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제 

약조건은 세 엔티티, 즉 base_part, matching_part, 그 

리고 asse/w3(y에 대하여 기술되며, 엔티티 assembly 

에 의하여 함꼐 조립되도록 정의된 Base丿art와 

matchingjpart 2J 쌍에 대하여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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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rulel FOR (basejpart, matching_part, assembly)；

LOCAL

partE basej)art:

part2： matching_part:

hl, h2： through_hole；

bl, b2： boss；

ENDJjOCAL；

parti 촉 QUERY (temp <*  assembly I TYPBOF (temp.componentj)arts) 

=[*basej )art,])；

part2 = QUERY (temp <♦ assembly I TYPEDF (temp.component_parts)

=[*matchinfiLpart >])；

IF (EXISTS(partD) THEN

hl h QUERY (temp <♦ partl.parCfeatures I temp.fCid = 'h이el')；

h2 = QUERY (temp <• parti.part.features I temp.ff.id = 'h이e2')；

ENDJF；

IF (EXISTS(part2)) THEN

bl = QUERY (temp <• parti.part.features I temp.ff^id = 'bossD；

b2 * QUERY (temp <• parti.part^features I temp.fCid = 'boss2')；

ENDJF：

WHERE

wrl： IF (EXISTS(partl) AND EXISTS(part2)) THEN

((hl.ff_rep.prof i 1 e.dianeter - hl.f(.tolerance.range. lower_bound) > 

(bl. ff_rep.prof i le.diameter + bl. f Cto I erance. range. upper_bound))

AND

((h2.ff^rep.profile.diameter - h2.ff.to!erance.range.lower_bound) >

(b2. ff.re.pr 이He.diameter + b2. ff^tolerance. range.upper_bound))

END.IF：

END.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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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_part (b) matchin£,part

v그림 3> 엔티티 basfiLPa/t 와 mate/而dPart 의 개념도

5.5 제약조건의 상속

엔티티 타입에 대하여 정의된 제약조건듈은 

그 엔티티외 하위 타입에 상속된다. 지역 및 전역 제 

약조건듈은 하위 타입에서 다시 정의둴 수 없지만, 

새로 추가적인 제약조건듈은 상속된 속성들에 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속 메커니즘으로 위에서 설명 

된 것과 동일한 확인 방법들이 상속된 모든 속성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6. 무결성 제약조건의 확인

앞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EXPRESS 에는 네 

가지 타입의 무결성 제약조건둘이 있다. 각 타입의 

제약조건은 다룐 의미 및 사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전체 시스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전체적인 확인 시스템은 이률 고려하여야 한다.

6.1 제약조건의 계층구조

본 연구에서 설계된 PDM/CE 환경에서는 다 

룐 응용 시스럼들이 전역 데이타베이스를 릉하여 제 

품 데이타를 공유한다. 각 응용 시스템들은 그 자신 

외 지역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자신외 작업 데이타를 관리한다. 일단 응용 시스템이 

작업 데이타를 마무리 지으면, 그 데이타는 전역 데 

이타베이스로 전달되며, 다른 응용 시스템들은 전역 

데이타베이스를 릉하여 그 전달된 데이타률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 관리 전형에서는 응용 시스템 

으로부터 전달되지 않는 어떤 사전 준비 데이타도 

PDM7CE 환경에 있는 다른 응용 시스템들에 의해 참 

조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설계 데이타는 우선 

지역 데이타베이스들로 삽입되고, 상응하는 지역 스 

키마에 포함된 무결성 제약조건들로 확인된다. 따라 

서 지역 스키마는 단지 지역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타들과 함께 확인될 무결성 제약조건들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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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예로 WHERE 절로 표현되는 지역 제약조건을 

듈 수 있다. 즉, 엔티티외 인스턴스가 생성되거나 갱 

신되는 순간에 WHERE 절은 그 인스턴스외 유효성올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되어질 수 있다.

한편, 전역 데이타베이스에 있는 전역 스키마 

는 지역 스키마듈과는 달리 모든 제약조건들을 포함 

하며, 전역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제약조건 

듈은 응용 시스템듈로부터 전달된 데이타외 유효성 

욜 검사한다. 다른 응용 시스템들로부터의 몇몇 엔티 

티들에 대한 전역 규칙둘은 전역 데이타베이스에서 

확인된다. 예제 4 외 제약조건은 CAD 시스템으로 설 

계한part들에 포함된 형상 륵징들의 최소 및 최대 크 

기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두 part의 모 

든 인스턴스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한 관계는 검 

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단지 pait들외 어떤 두 

인스턴스들이 함께 조립되도륵 계획된 경우에만 의 

미•鲁 가지며, 조립 정보는 MRP 시스템에 외해 생성 

된다.

일반적으로 무결성 제약조건은 하나 이상외 

스키마에 포함될 수 있다. 우선 무결성 제약조건이 

다수외 지역 스키마둘에 포함貝 수 있으며, 이 경우 

는 엔티티가 다수의 지역 스키마들에서 정의될 때 받 

생한다. 예를 들어, PDM/CE 환경에서는 여러 개의 

CAD 시스템둘이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엔티티에 대 

하여 다른 인스턴스듈이 다른 시스템들에 외해 설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지역 규칙은 여러 개의 지역 

스키마들에 포함될 수•있으며, 인스턴스들이 생성되 

거나 갱신되는 순간 확인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약 

조건은 지역 스키마와 전역 스키마 양쪽에 포함될 수 

있다. 에를 들어, 만일 엔티티외 인스턴스들이 두 응 

용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되고 유일성 제약조건이 그 

엔티티에 대해 정외되어 있다면, 그 유일성 제약조건 

은 지역 데이타베이스뿐만 아니라 전역 데이타베이 

스에서도 검사되어야 한다.

위에서 논외된 일반적인 지침을 따라 무결성 

제약조건들외 계층구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1) 유일성 제약조건: 유일성 제약조건은 상응하는 

엔티티가 정의되어 있는 지역 스키마에 포함된 

다. 하나 이상외 지역 스키마가 동일한 엔티티 

롤 정외할 경우, 유일성 제약조건은 전역 스키 

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 제약조건: 지역 제약조건은 상응하는 엔티 

티가 정외되어 있는 지역 스키마에 포함된다.지 

역 제약조건은 단지 엔티티의 개별 인스턴스만 

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역 스키마에 포함될 필 

요는 없다.

3) 존재성 제약조건: 만일 INVERSE 절에 의하여 

관련된 두 엔티티가 하나의 지역 스키마에 정의 

되어 있다면, 존재성 제약조건이 지역 스키마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는 전역 스키마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전역 규칙: 만일 전역 규칙에 의해 관련된 모든 

엔티티들이 하나의 지역 스키마에 정외되어 있 

다면, 전역 규칙은 상응하는 지역 데이타베이스 

에 포함되고 확인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는 전역 스키마에 포함되어야 한다.

6.2 제약조건 확인을 위 한 소프트웨어 구조

EXPRESS 스키마로 정외된 무결성 제약조건 

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약조건들은 적절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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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될 필요齐 있다. 그림 4 는 무결성 제약조건 확인 

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모률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는 것이다. 첫번째로, 제약조건둘에 포함된 모든 함 

수둘은 프로그래밍 언어 (예률 듈어, 본 프로토타입 

에서 사용된 C와 같은 언어들)로 변환되어야 하고, 

그 다음 변환된 함수들은 컴파일된 후 함수 라이브러 

리로 구축되어야 한다. 두 번저로, 네 가지 타입외 무 

결성 제약조건들 역시 제약조건 라이브러리플 구축 

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스키마에 정의된 엔티티 구조와 제약조 

건들은 분석된 후 제약조건 트리거 모듈로 컴파일되 

어야 한다. 각 라이브러리둘 및 제약조건 트리거 모 

듈과 함께 링크되는 제약조건 검사기 (Constraint 

Checker)는 저장 시스뎀에 저장되어 있는 제품 데이 

타듈올 액세스하고 그 데이타들을 확인한다.

〈그림 4> 무결성 제약조건 확인울 위한 소프트웨어 모들들 간의 관계

EXPRESS 에는 두 타입의 함수들이 있는데, 

하나는 내장 함수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 정 의 함수 

이 다. 내장 함수들 (예를 듈어, mn(). cos( ), and 

血祯) 등)에 대해서는 C 라이브러리 함수들이나 사 

용자 정의 C 함수들이 사용되고, 사용자 정의 

EXPRESS 함수둘은 C 함수들로 변환된다. EXPRESS 

의 기본 구조와 C 외 기본 구조가 유사하며, 또한 

EXPRESS 의 키워드들과 C 의 키워드둘은 상응하기 

때문에 함수 변환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두 언어 

사이외 차이점은 중첩 함수외 지원이다. 즉 EXPRESS 

는 함수둘이 다른 함수의 내부에 정의되는 것을 허용 

하지만, C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을 

다루기 위하여 EXPRESS 외 중첩 함수들은 C 에서는 

별개의 함수들로 변환된다. 각각의 무결성 제약조건 

듈은 C 에서 실행 가능한 모듈로 변환된다. 현재는 이 

러한 실행 가능한 모듈들이 SDAI를 퉁하여 저장 시 

스템에 저 장되어 있는 제품 데이타룰 액세스한다.

6.3 확인 트리거 메커니즘

PDM/CE 환경에서 무결성 제약조건들은 두 

가지의 다른 기본적인 접근 방법, 즉 온라인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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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일괄처리식 확인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될 수 

있다. 은락인식 확인 방법에서는 각각의 인스턴스가 

삽입되거나 갱신되기 전에 무결성이 미리 확인되고, 

반면에 일괄처리식 확인 방법에서는 인스턴스가 여 

러 번 삽입 또는 갱신된 후에 무결성 확인 절차가 실 

헹된다. 한편, 은라인식 확인 방법은 데이타베이스 

시스뎀들과의 상호작용을 느리게 하지만 제품 데이 

타가 잘못된 상태가 되는 것을 즐여주는 반면에, 일 

괄처리식 확인 방법은 한밤중이나 주말과 갇은 시스 

렘 유尊 시간을 이응하지만 다음 확인 때까지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 내에 부적절한 제품 데이타를 내버려 

둘 수도 있다.

은라인식 확인과 일괄처리식 확인외 두 경우 

모두에 있어 모든 삽입듈이나 갱신들이 확인될 필요 

는 없기 때문에, 어떤 트리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스턴스가 삽입되거나 기존의 인스턴스가 

갱신寻 적마다 어떤 제약조건들외 확인이 필요한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정을 위하여 각 제약 

조건외 확인에 포함된 엔티티들과 속성들을 알아야 

한다. 인스턴스듈과 제약조건듈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트리거 외존성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만일 

제약조건이 엔티티외 속성 값들을 평가하면 엔티티 

와 제약조건 사이에 트리거 외존성이 존재한다고 정 

의하고,어떤 조건이 위반되고 있논지를 검사한다.

PDM/CE 환경에서는 삽입, 삭제, 갱신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한 데이타 연산이 있다.. 엔티틱 의 인 

스턴스가 삽입되거나 삭게될 때, 그 인스턴스에 트리 

거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들은 확인될 필요 

가 있으며, 갱신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 

하다. 즉, 갱신은 인스턴스의 속성 값을 변경하기 때 

문에, 만일 그 속성이 제약조건에 의해 사용되지 않 

는다면 트리거에 외존하는 제약조건을 평가할 필요 

가 없다.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삽입 외 

존성, 삭제 의존성, 그리고 갱신 의존성과 같은 세 종 

류의 트리거 의존성을 정외한다. 각 의존성은 상응하 

는 데이타 연산들에 대한 확인 과정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면, 삽입 의존성은 단지 삽입 연산에 대해서 

만 확인 과정을 활성화한다. 이러한 외존성 관계들은 

주어진 EXPRESS 스키마로부터 분석되어지고, 그림 

4 와 갈이 제약조건 라이브러리로 컴파일되어야 한다. 

각 제약조건에 대한 트리거 외존성은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1) 유일성 제약조건: 유일성 제약조건은 제약조건 

이 정의된 엔티티 상외 삽입에 의존하며, 유일 

하다고 정의된 속성 상의 갱신에 의론한다. 유 

일성 제약조건에 대한 삭제 의존성은 전혀 없다.

2) 지역 제약조건: 지역 제약조건은 제약조건이 정 

외된 엔티티 상외 삽입에 의존하며, 제약조건에 

외해 평가되는 속성듈 상외 갱신에 외존한다. 

지역 제약조건에 대한 삭제 외존성은 갖지 않는 

다.

3) 존재성 제약조건: 존재성 제약조건은 제약조건 

이 정의된 앤티티 상외 삽입에 외존하며, 역 

(inverse) 속성에 외해 참조되는 엔티티 상외 삭 

제에 외존한다. 역 속성과 역 속성에 외해 참조 

되는 속성 양쪽 상의 갱신에 외존한다.

4) 전역 규전역 규칙은 규칙으로 평가되는 속 

성들을 가지고 있는 엔티티들 상의 삽입 및 삭 

제 양쪽 다에 외존한다. 또한, 규칙에 의하여 평 

가되는 속성들 상외 갱신에 외존적이다.

예제 5. 예제 4 외 전역 규칙을 위한 트리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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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성들은 그릴 3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에서 표는 삽입 및 삭제 의존성율 나타내고 점선 화살표는 

사각형은 엔티티를, 타원형은 속성을, 그리고 둥근 갱신 의존성을 나타낸다.

모서리의 사각형은 제약조건을 나타내며, 실선 화살

〈그림 5> 예제 4의 e用 에 대한 트리거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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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논문에서는 STEP을 이용하여 구현한 

PDM/CE 환경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발생하는 공학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러한 환경에서는 데이 

타 저장 시스템들을 지역 및 전역 시스템으로 분류한 

다. 지역 데이타베이스에서 관리되는 작업 데이타는 

그 데이타들이 전역 데이타베이스로 전달될 때까지 

다른 응용 시스템들에 외하여 액세스될 수 없다. 

EXPRESS로 정외된 무결성 제약조건들은 지역 데이 

타베이스듈 및 전역 데이타베이스 양쪽에서 확인된 

다. 제품 데이타의 무결성을 유지함으로써 부적절한 

데이타가 다른 응용 시스템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전 

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효율적인 확인 

을 위하여 제약조건듈은 지역 및 전역 스키마들로 분 

산된다. 주요한 세 가지 외 다른 연산듈, 쥭 삽입, 삭제, 

그리고 갱신에 대하여 별개외 트리거 메커니즘들이 

제약조건듈의 의존성을 이응하여 고안되었다.

또한, 통합 시스템의 프로토타입도 제시하였 

으며, 릉합 제품 정보모델은 STEP의 공릉 자원들과 

응응 프로토콜들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STEP 을 이 

응한 시스템 릉합과 EXPRESS 제약조건들외 확인에 

대한 많은 연구 프로토타입이 밭표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계층구조로 된 저장 시스냄들, 즉 지역 

및 전역 데이타베이스들에 저장된 제품 데이타외 무 

결성 학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재외 프로토타입에 

서는 웅용 시스템들이 SDAI룰 릉하여 데이타베이스 

들을 액세스하기 때문에, 다중 사용자 액세스를 지원 

하지 않는다. 현재외 확인 절차는 인액스 파일, 포인 

터 또는 활성 데이타베이스와 같은 저장 시스댐들외 

시스템 의존적인 륵징들을 이용하여 더 최적화될 수 

있으며, WWW (World Wide Web) 와 CORBA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OMG, 

1996] 둥의 산업 표준을 활용하여 분산 시스뎜에서의 

은라인 처리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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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과 석사. 1990 넌 Purdue 대학교 전기및컴퓨터공학과 박사. 1989 넌 AT4T Bell 연 

구소 연구원. 1990넌 삼성전자 첨퓨터부문 선임연구원• 1992년 ~ 현제 인하대학교 

자동화공학과 부교수. 관심분야는 공학 테이타베이스. 시스템 통합. STEP. CALS, PDM, 

동시공학 둥임.

서효원: 1991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1983 ~ 1987넌 대우중공업 중앙 

연구소 주임 연구원. 1992 ~ 1995넌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1996년 ~ 현재 한 

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조교수. 관심분야는 CE, CIM 동임.

고굉욱: 1993넌 인하대학교 자동화공학과 학사. 1996년 인하대학교 자동화공학과 석사. 1996 

~ 현제 인하대학교 자동화공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는 공학 데이타베이스. STEP, 

EDM/PDM, 분산 시스템 등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