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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manufacturing industry begins to demand the PDM which 

integarates design and manufacturing information concurrently to reduce the 

time-to-market of new products. However, current commercialized PDM tools have 

drawbacks in representing by relational data modeling a variety of data types such as 

CAD files, images, audio, long text, etc. For this reason, object-oriented approaches ar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In this paper, using one of object-oriented approaches, 

Rumbaugh's OMT(Object-Modeling Technique), we propose a data model of draw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essential for PDM. The scope of the model is limited 

to the information management for drawings, parts, and product structures. Static, 

dynamic and functional models are suggested in detail. In the models, the drawing 

status is classified into on-progress, approved, disposed, and released. Also, parts are 

classified into products, assemblies, and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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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의 목표변화가 70년대의 생산비 

감축에서 80년대 생산품질 향상으로 변화 

해 왔으며, 90년대에는 설계에서 출하까지 

소요시간, 즉 제품개발시간 (Time-to 

-Market)의 감축이 기업의 최대 핵심 이슈 

로 등장했다. 기업이 경쟁시장에서 경쟁력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값싸며 좋은 

품질을 갖는 제품을 보다 빠르게 경쟁시장 

에 공급해야한다[D. A. Taylor, 1995], 이를 

위해서는 최초의 제품 개념설계에서부터 

생산 및 출하 단계까지의 소요시간을 전체 

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시공학 

(Concurrent Engineering)이라는 엔지니어 

링 작업을 순차적이 아닌 병렬적으로 처리 

한다는 관리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동시공학을 실현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계정보와 제조 관련정보가 결합된 종합 

적 인 PDM (Product Data Management) 

이 필요하다[김선호 등, 1996； 이충화 등, 

1996； 최열현, 1995； CIMdata,1995； HP, 

1993],

PDM은 조직내 관련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적절한 시점에 원하 

는 곳으로 알맞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으 

로,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정보인 이미 

지 정보, 도면, 문서, 제품구성, 엔지니어링 

정보, 업무프로세스、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정보 등을 개념설계부터 제품 전체의 라이 

프사이클에 걸쳐 정보를 공유하여 관리하 

는 것이다. PDM에서는 CAD/CAM 정보, 

이미지, 오디오, 긴 문장 등 다양한 멀티미 

디어 정보가 복합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정수나 문자, 문자열 등과 같은 기 

본적 인 데이터형 만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에 

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인 이미지, 음 

성, 긴 문장과 같은 구조가 일정치 않고, 

많은 양의 데이터의 저장과 검색을 지원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 

는 구조를 표현하려면 함수적 종속성 

(functional dependency)을 가지는 열(row) 

들을 모두 테이블(Table)로 나누어 저장하 

므로, 이를 검색할 경우 수많은 결합(join) 

을 통해 튜플(tuple)들을 검색해야 하는 어 

려움이 있다. 설계환경과 같은 장기간 동일 

한 일을 하는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장 

기간 트랜잭션을 지원해야만 하는데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모델은 장기 

간 뿐만아니라 객체와 스키마의 버전과 변 

화 통보(change notification)와 같은 기능 

을 현세계에 나타내고 관리하는 일을 지원 

하지 못한다[최영근 등,1995； W. Kim, 

1990],

이에 반해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는 설게시의 장기간 트랜잭션의 처리, 시간 

개념, 설계변경에 따른 버전 갱신, 변화통 

보의 개념, 멀티미디어와 같은 비구조적인 

객체 처리, 일반화(generation) 및 집단화 

(aggregation) 같은 의미개념의 표현, 복합 

객체(composite object) 계층 구조를 가진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하다[D. 

A. Taylor, 1990；W. Kim, 1990], 결국 PDM 

에서 정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객 

체지향적 데이터베이스와 객체지향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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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입각한 데이터 모델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PDM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설계정보관리 영역을 객체지향적 

패 러 다임을 이 용하여 설 계정보관리 요소들 

을 '객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설계정보관리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분석모델링을 하였다. 객체지향 모델링방법 

론으로는 Rumbaugh 의 OMT(Objejct 

Modeling Technique) 방법을 이용하였다.

2. 관련된 기존연구

제품개발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품 설 

계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발생되는 복잡 

하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삼 

성HP,1993； 이충화,1996； 김철호 등,1994].

CAD 도면과 같은 벡터 그래픽 정보, 

여러종류의 화상정보, 수식 및 테이블 등의 

도구, 그리고 동화상과 음성정보 등 한 문서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공유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기술정보관리 

시스템 (Techn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몌신영길 

등,1995], 도면과 관련된 기술정보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도면정보관리시스템 

에 대한 개발 연구가 있었다[김선호 등, 

1994], 그러나, 이들 시스템들은 기존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몇가지 문제 

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 

료들을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관계형데 

이터베이스가 갖는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 

해 새로운 개념인 객체지향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나게 되었고, 생산정보시스템을 객체지 

향접근방법을 이용해 모델링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다[김광수 등,1992]. 또한, 제조시 

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정보로 널리 사 

용되어지고 있는 BOM을 Chung와 Fisher 

가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기 

본개념으로 제안하였다[Y. Chung et 

al.,1991],

최근에는 설계와 제조분야에서 개별 

적인 자동화 관련 시스템간의 데이터 교환 

을 위해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제정한 표 

준 제품 데이터 모델(STEP :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del data) 

을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유상봉 등,1995].

3. 객체지향 방법론

3.1 개요

객체지향 방법론은 객체지향 패러다 

임 (paradigm)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 

러 가지 개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대 

부분의 객 체지향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객 

체 및 그 구조를 정 의 하는 정 적관계 (Static 

Relation) 부분과 동적 행위 (Dynamic 

Behavior)부분으로 파악한다.

정적관계는 객체 및 클래스들 사이에 

곤士계가 문제 영역이 존재하는 시간 동안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항상 고유하게 유 

지되는 것이다. 객체 및 클래스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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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관계들은 연관관계 (association), 상속 

관 계 (inheritance), 집단관계 (aggregation) 

등이 이에 속한다. 연관관계는 가장 일반적 

인 개념으로써 객체 및 클래스 사이의 의 

미적인 관련성(relationship)을 말하며, 계승 

관계나 집합관계는 연관관계의 특별한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연관관계는 객체들 사 

이의 의미적 관련성을 표현하는데, 그 관계 

가 양방향으로 존재한다. 즉, 연관화는 어 

느 시점에서 보는냐에 따라 상대적인 관 

계를 나타낼 수 있다. 계승관계는 하나 이 

상의 클래스들로부터 속성이나 행위를 공 

유한는 관계를 의미하며, 상위 클래스의 속 

성과 행위와는 별개로 자신 나름대로의 속 

성과 행위를 가질 수 있다. 집합관계는 여 

러 클래스들을 모아서 새롭게 클래스를 생 

성하는 것이다. 이때 내부에 포함된 기존의 

클래스는 독립된 클래스로 존재하지 않고 

자기를 포함하는 클래스의 일부분이 된다.

동적행위는 정적 관계의 상대적인 개 

념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관계를 

말한다. 모든 객체는 서로 사른 객체와 일 

정 시간동안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메시지(message) 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상태(state)가 변하거나 다른 객체의 상태 

를 변화시키 게 된다. 이 러한 동적변화를 위 

해 객체들은 항상 외부 또는 자기 자신에 

게서 들어오는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고, 메 

시지가 들어오면 그에 적절한 행위를 일으 

키게 된다. 이 행위는 다른 객체에게 메시 

지를 보내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 

다. 다시 여기에 보내진 메시지에 따라 객 

체들이 새로운 행위를 하게된다. 이렇게 동 

적 행위는 시간이 지남에 흐르면서 연속적 

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연속적인 흐름 

이 모여 어떤 하나의 작업을 구성한다[최 

성운 등, 1996； 최영근 등, 1995； D. A. 

Taylor,1990； J. Rumbaugh et al., 1991],

3.2 사용된 모델링 기법

Rumbaugh 의 OMT(Object Modeling 

Technique)는 그래픽적 표기법을 이용하여 

객체를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분석(Analysis), 

시스템 설계 (System Design), 객체 설계 

(Object Design), 구현(Implementation)의 4 

단계로 나누어지며, 전 과정에 추상화 

(abstraction), 캡슐화(encapsulation), 모듈화 

(modulation), 계층화(hierarchy) 등의 일관된 

객체 지향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OMT 방법은 분석과 설계모델을 설 

정하는데 있어 3가지 모델 즉 객체와 클래 

스를 중심으로 이들의 관계성(relationship) 

을 분석하는 객체 모델링(object modeling), 

객체의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과 반응에 대 

한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는 동적 모델링 

(dynamic modeling), 데이터의 변환 과정 

에 따른 처리 과정과 데이터의 흐름을 나 

타내는 기능 모델링 (functional modeling) 

등을 적용한다[J. Rumbaugh et al.,1991],

OMT 는 사용하기 쉬우며, 문제들을 

이해하기 쉽고, 사용자와의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업무를 모델링하기 쉽 

고,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유용하게 사용되 

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최영근 

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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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설계정보시스템 기능적 측면[삼성HP, 1993]

여기서는 설계정보에 관련된 객체와 

클래스를 추출하여 그들간의 관계를 연관 

화(association), 집단화(aggregation), 일반 

화(generalization) 관계를 규명하여 클래스 

의 속성과 연산을 함께 표현하여 정적구조 

인 객체모델링을 생성하였으며, 도면과 관 

련된 상태 즉, 진행상태, 승인상태, 폐기상 

태와 관련된 사건들을 상태다이어그램 

(State Diagram)을 이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동적모델링을 생성시켰다. 또한, 프로세스 

(process), 데이터흐름(data flow), 제어 흐 

름 (control flow), 데이터 저장소 (data 

dictionary), 행위자들로 구성된 기능 모델 

링을 생성하기 위해서 부품정보와 도면정 

보관리에 관련된 다수의 프로세스들간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여 데이터 흐름 다이 

어그램(DFD： Data Flow Daigram)을 이용 

하여 표현하였다.

4. 객체지향 설계정보관리시스템 

모델링

4.1. 설계 정보관리시 스템

설계정보관리시스템은 도면 및 

BOM(Bill of Material) 등의 기술관련 자 

료를 저장 및 곤f리하며, 데이터간의 연관성 

을 부여하여 부품과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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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도면정보관리 모듈에서 식별된 객체들

객 체 명 객 체 설 명

도면정보 도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상위 개념의 객체로, 검도이력, 수정이력. 승인이력, version, 폐기이 

력, 출도이력 등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도면번호, 도면명, 실계자, 도면상태, 설계착수일, 설계 

완료일, 도면크기, CAD화일명 등의 속성정보를 갖는다. 또한 도면과 함께 수정, 삭제, 조회, 출력 

되며, 부품정보와 BOM에서 도면정보가 참조된다.

검도이 력 도면에 대한 검도요청시 작성되는 문서로, 도면번호, 도면명, 검도자, 검도신청일, 검도내용 등의 

속성을 갖는다. 도면수정시 참조되어지며. 검도확인된 도면에 대한 승인요청을 한다.

수정이 력 가상팀인 검도자들이 작성한 도면 검토내역에 따라 도면수정시 작성되는 문서로, 도면번호, 도면 

명, 수정자, 수정사유, 수정내용, 수정번호 등을 속성으로 갖는다. 수정된 도면에 대한 검도요청을 

한다.

승인이력 가상팀인 승인자들이 도면승인 요청시 작성하는 문서로, 도면번호, 도면명, 승인자, 승인일 등의 

속성을 갖는다. 승인시 도면에 대한 version이 발생하며, 배포 및 출도가 발생된다.

Version 승인된 도면에 대한 변경요청으로, 새로 작성된 수정도면을 승인할 때 작성되는 문서이다. 속성으 

로 version번호, 버전갱신일,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갖는다.

페 기 이 력 도면의 폐기 승인이 발생할 때 작성되는 문서로, 도면번호, 도면명, 폐기자, 폐기일, 폐기사유 등 

의 속성을 갖는다. 신규도면 작성시 조회가 가능하며, 복사요청시 도면복사가 가능하다.

출도이 력 도면의 출력 요청시 작성되는 문서로, 도면번호, 도면명, 출도자, 출도일, 출도매수, 출도용도, 배포 

처 등의 속성을 갖으며. 도면출력 요청시 도면을 출력한다.

사용자 관리자, 설계자, 검토자, 승인자, 승인자로 역할이 주어지며, 사용권한에 따라 가능한 업무를 수행 

하는 사원이다. 사원번호, 소속부서코드, 사용자명, 비밀번호, E-mail 주소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 

다.

사용권 한 관리자는 사용자들을 생성/조회/삭제와 그 외 객체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고 있다. 설계자는 도면에 대한 생성/읽기/쓰기/복사 등의 권한을 갖으며 도면작성과 수정시 이들 

이력을 작성할 수 있다. 검토자는 도면에 대한 읽기만 가능하며 검도시 검도이력을 작성한다. 승 

인자는 도면에 대한 을］기만 가능하며 승인요청시 승인이력을 작성한匸卜. 권한여부를 체크할 수 있 

도록 사용자 생성 및 삭제 여부, 도면에 대한 생성, 스！저L 읽기, 쓰기, 복사 여부 등의 속성을 갖 

占 다.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도면정보관 

리 시스템, 부품정보관리 시스템, 모델정보관 

리시스템, 엔지니어링 BOM관리시스템, 군 

분류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통합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 기능과 연관관계를 살펴보 

면〈그림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모델정보관리시스템은 제품번호, 제품 

명, 규격, 소비자 가격, 제품의 외형사진 등 

의 일반적인 제품정보와 제품의 조립, 분해 

방법을 알 수 있는 총 조립도, 제품의 구성 

품목 및 소요수량을 알 수 있는 부품리스 

트를 관리한다.

부품 정보관리 시스템은 부품코드번호, 

부품명, 공급처, 납기일, 단가 등 부품과 관 

련되어 설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 

며,■ 현 부품이 그려져 있는 도면, 부품의 

기술 사양을 담고 있는 문서와의 관계를 

관리한다. 또한, BOM 시스템과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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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부품정보관리모듈에서 식별된 객체들

객 체 명 객체 설명

부품 정보 부품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상위 개념의 객체로, 부품이력을 소유하고 있으벼, 부품번호, 부 

품명, 도면번호, 적용모델명. 부품규격, GT코드정보, 자재정보. 공급업체정보, 대치품정보. 부품등록 

일 등의 속성을 갖는匸卜 또한 부품생산품. 조립품L 부분품들로 구성된다. 또한, 부품관련 정보를 생 

성, 수정, 조회, 스｝제, 출력을 할 수 있다.

GT-CODE 부품이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군분류코도 정보를 관리하며, 각 군부류코드 및 코圧설명 등의 속성 

을 가진다. 또, 군분류코드를 생성, 수정, 삭제, 조회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급업체 부품이 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부품의 공급업체정보를 간리하며, 공급업체코드-. 공급업체명, 업체부 

품코드, 업체품명. 등록일 등의 속성을 가진다. 또한 생성, 수정, 삭제, 조회 기능 갖는다.

대치품 부품이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부품의 대치정보를 관리하며, 대치품코드、대치품명, 삭제사유, 등록일 

등의 속성을 갖으며. 대치될 날짜와 대치될 생산번호에 따라서 부품을 대치하는 기능을 갖는다.

담담자 부품을 담당하는 사원으로서, 사원번호, 성명, 소속부서코드, 비밀번호, 권한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품생성시 군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유사부품을 조회할 수 있다.

생 산 품 업체가 납품하는 부품으로, 부분품과 조립품 개개가 생산품이 될 수 있匸卜. 이는 부품의 한 종류로 

서, 부품번호, 생산품코드, 생산품명 등의 속성을 갖는다. 또한, 모델정보와 BOM정보에 참조되어 

진다.

조립품 단품인 부분품들을 조립하거나 조립품들이 조립품을 말하며, 이는 부품의 한 종류로 부품번호, 부 

품명, 하부조립품 및 부분품정보 등의 속성을 가지며, 모델정보와 BOM정보에 참조되어진다.

부분품 단품을 말하며, 부품의 한 종류로서 원재료등도 포함되며, 부품번호, 부품명 등의 속성을 갖으벼, 

모델정보와 BOM정보에 참조되어진디-.

〈표 3> BOM정보관리모듈에서 식별된 객체들

객체명 객 체 설 명

BOM 부품구성을 관리하기 위한 객체로서, 모부품' 자부품, 부품의 위치, 수량 등의 속성으로 亍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BOM 클래스를 객체로써 갖二다. BOM 정전개 및 역전개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다.

BOM정보를 관리하고, 군분류시스템과 연 

관되어 군분류코드정보를 관리한다.

도면 정보관리 시스템은 도면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도면번호, 도 

면명, 부품혹은 조립품의 이름, 작성자, 검 

토자 작성일자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 도면 

의 생성, 수정, 삭저】, 조회 등의 기능을 수 

행한다. 또한, 도면정보시스템의 중요한 기 

능으로 버전관리가 있으며, 일단 검토를 거 

쳐 출도되면, 이 도면은 작성자라 할지라도 

수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도면의 수정 

을 위해서는 같은 도면에 수정번호를 추가 

하여 버전이력을 기록여야만 개정도를 작 

성할 수 있게 관리한다.

엔지니어링 BOM 관리시스템은 부품 

의 속성과 모품목번호, 자품목번호, 소요수 

량 등을 입력하는 엔지니어링 BOM 입력 

기능과 부품의 소요수량을 정전개 및 역전 

개 방법으로 탐색하여 부품구성 목록을 보 

여주는 BOM 처리 기능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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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클래스 연관성 다이어그램

군분류코드관리 시스템은 부품의 군분 

류코드를 작성하거나 군분류코드 수정, 조 

회, 삭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삼성HP, 

1993； 김선호 등,1996]

4.2 객체 모델링

객체 모델링은 실 세계 문제 영역을 

표현하는 객체 및 클래스의 식별과 이들의 

관계를 연관화, 집단화, 일반화 관계를 중 

심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클래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속성과 연산을 함께 표현함으로 

써 시스템의 정적인 구조를 표현한다.

4.2.1 모델 구축을 위한 객체도출

설계정보관리시스템에는 크게 3가지 

모듈, 즉 도면 객체와 관련된 도면정보관리 

모듈, 부품 객체와 관련된 부품정보관리 모 

듈 및 BOM 모듈로 나눌 수 있다.• 객체모 

델링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위에서 설명 

된 설계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클래스 객 

체를 식별한 것이〈표1-3〉과 같다.

4.2.2 연관성 정의

식별된 클래스들의 연관성을 식별하 

기 위해서는 각 클래스간 즉, 이 미 정의된 

객체 클래스를 중심으로 객체, 클래스의 상 

호 연결 관계, 다중성을 정의해야한다. 이 

는 클래스간에 전달되는 메시지를 표현함 

으로써 시스템의 흐름과 클래스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정보 

관리시스템에 관련된 클래스들간의 연계성 

을 다이이그램을 나타낸 것이 〈그림2>와 

같다.

집단화 (aggregation) 는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개의 객체 (components) 를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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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상위 객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a-part-of〃의 관계성이 있다. 다른 객체로

수정이력

수성자

,성일 밒S-PARLOL
:상위치 a -
수성사유 J

十 징내용

个성 EC；
추릭히다
召农Eg하나

검1k 사힝울보”

生憩暮풘" 

저오

Version

버선번호
버젼경신일
변거사유
변겅내용

임 SPARTW

SS-PART-0
븐경번호， 
우이하다

{ 仏착수.

3=검토
y 인
5기포}

도면번호 
E 면영 
성게자 
도면 m기 

설게시작일 
설게완료일 
화일 이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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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다 
조회하다
* 익하다

《그림 3> 도면관련정보클래스의 집단화

구성되는 객체를 복합 객체 (composite 

object)라고 하며, 집단화는 복합 객체의 종 

속 성분을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며, 

복합■/성 분 (assembly/componenet) 클래스 

관계를 통해 복합 속성 계층 (composite 

attribute hierarchy) 을 형성한다 [J.

Rumbaugh et al.,1991].

객체의 속성이 임의의 클래스를 그 

영역으로 할 수 있는 복합객체(composite 

objdct)에 대한 표현으로 도면관련정보클래 

스를 예로들면,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에서의 모든 정보는 각 정보별로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고 도면번호를 Primar\- 

key로 하여 다른 테이블과 연결시켰다. ：1 

러나 객체지향형 도면정보관리모듈에서는

수퍼클래스인 도면관련정보에서 수정이 력, 

검토이력, 승인이력, 폐기이력, 출도이력, 

폐기이력, 버전이력 등 일련의 작업흐름을 

거치면서 작성되는 이력사항들을 한 도면 

에 종속시켜 관리하게 된다. 즉,〈그림3〉 

과 같이 도면관련정보클래스는 수정이력클 

래스, 검도이력클래스, 승인이력클래스, 폐 

기이 력클래스, 출도이 력클래스, 버전이 력클 

래스 등과 Composite Relationship을 가지 

게 된다.

BOM 객체들은〈그림4>에서 보는바 

와같이 전형적으로 원재료의 집합이나 서 

브조립품 객체들로써 구성되어질 수 있다. 

BOM 객체는 3가지 객체 즉, 부분품 

(component), 조립품(assembly), 생산품 

(product)를 갖는다. 부분품 객체들은 원재 

료 및 단품으로써 설계되어진 객체들이며, 

조립품 객체들은 부분품들 또는 어떤 서브 

조립품늘로 구성된다. 또한 생산품 

(product) 객체들은 업체가 납품하는 부품 

들로-, 부분품과 조립품 개개가 생산품이 될 

수 있으며, 조립품 및 부분품 객체들로 구 

성 된 다.

〈그림 4〉BOM 클래스의 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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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속성 식별과 상속성 정 의

클래스 관계성 다이어그램에서 작성 

된 객체모델을 바탕으로 객체의 연산과 인 

스턴스 변수 등 객체 특성을 기술하여 클 

래스에 관련된 연산 및 클래스간의 상호 

연관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클래 

스에 연산과 객체의 특성을 함께 표현하면 

테이터 모델과 프로그램밍 언어의 구현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그림5〉에서 보는바와 같이 생산품 

클래스, 조립품클래스, 부분품클래스는 각 

각 속성들로 부풉번호, 부품명, 재질, 규격, 

GT-코드 등을 공통적으로 가지며, 생성하 

다-수정하다•조회하다•삭제하다•출력 

하다 등의 함수들 또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통된 속성고F 행위들을 가지 

고 있는 클래스들을 수퍼클래스인 부품클 

래스와 같이 추상클래스를 생성하여 상속 

성 개념인 일반화(generation)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그림6〉에서와 같이 부 

품은 수퍼클래스가 되며, 생산품, 조립품, 부 

분품은 서브클래스가 되어 부품에 있는 속성 

및 행위들이 서브클래스들로 상속된다.

또한,〈그림5>에는 부품과 관련된 정 

보들인 공급업체클래스, 대치품클래스, 관 

련도면클래스들을 부품관련클래스로 클래 

스들을 종속시킴으로써, 클래스 집단화를 

형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품클래스는 

클래스 속성으로 부품관련클래스를 가지며 

집합객체를 구성한다.

〈그림7>은 설계정보관리시스템에 있 

는 부품정보, 도면정보, BOM정보에 대한 

이들 클래스의 속성과 클래스 상속성을

《그림 5> 부품관련클래스의 집단화 및 

부품클래스의 일반화

《그림 6> 부품클래스의 상속성

하나로 표현한 객체 모델 다이어그램을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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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CODE
부풍번호 

군분류코 m.

속상 A 

속성 B 

etc.

BOM 
정보

오부품코드 

자부품코드 

부품위 치 

수량

참조하다

제품모델 

청보

생성하다 

수정히다 

조회 하다 

삭제 하다 

출력하다

제품코드

제품멍

전체 조립도. 

소비자가격 

이미지화일

무품번호

생성하다 

수정하다 

조회하다 

삭제 하다 

출력하다

전개하다

생성하다 

수정하다 

조회 하다 

삭제하나 

출력하다

참조하다
밒 S-PART0F”

참조하다
참조하다

공급업체

공금업체명

부품 코드

부품명칭
0 설계정보관리 

시스템

대치품

대치품코드 

대치품명 

대치될날싸 

대치될번호

旱營정보 
흐

2
^S-PART-OF"

{ 1=s 느 peruser,

2= 설계자 ,

3= 검토자 ,

4=승인자 }

대치하다

부 품

부품번호 

부품명 

재질/규격

GT-코드

Revision 

etc.

참조하다

도면번호

관련도면

도면 번호 

도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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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설계정보관리시스템의 객체 다이어그램(Objec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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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동적 모델링

동적 모델링은 객체 상태가 변환되어 

는 과정을 중요시하며, 시스템에서 병행 

(concurrent)으로 활동하는 객체들이 수행 

하는 순서, 제어의 흐름, 그리고 상호작용 

하는 관계를 다루는 모델이다. 즉, 객체의 

행위를 중심으로 객체가 변화하는 상태를 

정의하고, 시간이나 사건의 발생에 따라 어 

떻게 상태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는가에 대 

한 객체의 생명주기(object-life-cycle)를 분 

석한다.

설계 정보시스템에서 도면을 예로들면, 

도면은 진행상태, 승인상태, 폐기상태, 배포 

상태 등 4종류의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진행상태는 다시 신규상태, 수정상태, 검토 

상태 등을 서브상태를 갖고 있는 수퍼상태 

를 구성한다. 작성자가 신규도면을 선택하 

면, 도면에 대한 이력을 작성해야 한다. 기 

존에 유사한 도면이 승인도면이나 폐기도 

면으로 존재한다면 도면을 복사하여 도면 

을 작성한다. 유사도면이 존재하지 않으면 

작업자는 도면을 새로 작성한다. 또한, 검 

토된 도면을 수정하기 위해서 도면을 조회 

한 후, 도면수정을 하며, 도면수정이력을 

작성한다. 도면작성 및 수정을 다 마치면 

설계자는 가상팀(virtual team)으로 구성된 

검도자들에게 검도요청을 한다. 이때까지 

도면은 “진행”상태를 유지한다. 검도자들은 

검도요청을 통해 도면을 검토하며, 검도사 

항을 작성한다. 이러한 검도사항을 토대로 

수정자는 다시 도면을 수정한다.

수정이 다 되면, 다시 검도를 거치고 

검도자들은 승인요청을 승인자에게 한다. 

〈그림 8> 도면에 대한 상태 다이어그램(Stat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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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청된 도면은 “진행” 상태에서 “승인” 

상태로 변한다. 승인자는 검도자들의 검토 

요청에 의해 도면에 대한 승인 작업을 한 

다. 승인자가 검도사항을 검토한 후, 도면 

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다시 도면을 수 

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도면의 상태는 

“승인”에서 다시 “진행” 상태로 변화된다.

승인자가 도면에 대해 승인을 하게 

되면, 도면은 “승인” 상태에서 "배포” 상태 

로 되며, 배포 대기를 하게 된다. 배포 대 

기에 있는 도면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배 

포날짜에 맞춰 관련부서로 배포를 하게 된 

다. 배포된 도면에 대해 다시 관련부서의 

수정요청시에는 “배포” 상태에서 “진행” 상 

태로 변하며 도면을 수정하게 된다. 이 수 

정요청된 도면에 대해 수정작업이 완료되 

어 승인이 이루어지면 도면은 버전 

(version) 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승인자가 도면에 대한 폐기 승 

인을 하게되면 도면은 "폐기” 상태로 변한 

다. 이때 도면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 아 

니라 폐기라는 상태로 일정 기간 보관이 된 

다. "폐기” 상태에 있는 도면을 완전폐기 

시키면, 폐기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 

던 도면의 이력과 도면이 완전히 삭제된다. 

〈그림8〉은 이와같이 도면에 대한 상태변 

화에 대한 변이 과정을 보여준다.

4.4 기능 모델링

이 기능 모델링 단계에서는 값과 값 

또는, 함수에 의한 값의 기능적 종속성을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DFD : Data Flow 

Diagram) 프로세스의 순서나 객체의 吁조

〈그림 9> 도면정보모듈에 있어서 데이터 흐름도(Data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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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관하게 한 시 스템 내의 여 러값들이 

어떻게 처리되어 지는가를 정형적으로 나 

타낸 것으로 DFD를 이용하여 데이터 흐 

름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표현한 

다. 〈그림9〉는 도면정보모듈에 대한 

DFD를 나타낸다.

5. 결론 및 향후 발전방향

본 연구에서 분석모델링된 설계정보 

시스템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상에서 구현 

된 시스템을 객체지향 패러다임을 이용하 

여 '객체'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시스템에 

관련된 객체와 클래스를 추출하여 클래스 

들 사이의 관계를 연관하(association), 집 

단화 (aggregation), 일반화 (generation) 관 

계로 정의하여 클래스의 속성과 연산을 함 

께 표현한 정적인 객체모델링을 생성하였 

다. 또한 객체의 각 상태와 그와 관련된 사 

건들을 상태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동적모 

델링을 하였으며, 부품정보관리모듈과 도면 

정보관리 모듈등 설계정보관리시스템 각 

모듈에 관계된 다수의 프로세스들간의 데 

이터 흐름을 분석하여 데이터 흐름 다이어 

그램을 이용하여 기능 모델링을 하였다.

객체지향으로 모델링된 시스템의 특 

징으로 첫째, 객체의 속성과 이에 대한 연 

산이 하나로 캡슐화시켜 변경으로 인한 영 

향을 지역화 할 수 있고, 한 객체가 다른 

객체의 종속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공통된 속성들을 명확히 표현하여 상 

속을 시킴으로써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는 점이다.

그러나, 제시된 객체지향 설계정보시 

스템은 작업의 흐름(workflow)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였기 때문에 동시공학적인 면 

을 모델링하지 못했으며, BOM에서 구성관 

리 (Configuration Management) 또한 고려 

하지 않았다. 앞으로 PDM시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는 연구를 계 

속할 계획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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