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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연구목적

제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시스템과 품질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왔다. 그러나 시스

템과 품질기법의 도입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제품 데이터 활용과 품질관

리 기법을 무시한 시스템의 구축에 있다. 따라서 제품

데이터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품질관리 기법이 잘 반

된 시스템을 구축하면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의류제품이 갖는 유행성은 제품 수명주기와 개발기

간을 단축시켜 제품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을 야기한다. 특히, 짧은 개발기간은 잦은 설계 변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변경자료의 관리가 어려워 원본

과 사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한 사무용 S/W, CAD,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등의 많은 업무용 시스템으로 인해 다량의 중복 데이

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디지털 데이터의 홍수로 원

본이나 자료의 검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데

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검색의 어려움과 더불어 단위

업무간의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로 인한 정보의 섬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섬은 데이터의 중

복입력을 발생시키고,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도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비교해야하는 불편함을 야기한다.

제품의 품질관리는 80, 90년대에 등장한 전사적품

질관리(TQC: Total Quality Control)와 종합품질경

(TQM: Total Quality Management) 개념에 의해

ISO9000, QS9000, 6Sigma 등의 품질관리 방법이

나타났다.1) 특히, QS 9000의 경우 미국의 3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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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주요한 방법인 품질계획(QP: Quality Plan)에 대

해 명확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다. 품질계획은 제품의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QS 9000에서

는 사전제품품질계획 및 관리계획(APQP: Advanced

Product Quality Planning and Control Plan)이라는

관리방법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

한 품질 기법은 일본의 다구찌(G, Taguchi)박사가 60

년대 제안한 강건설계(Robust Design)를 바탕으로 하

고 있으며2),3), 최근의 품질관리는 이러한 설계중심의

제품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하 다.

이러한 품질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품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통계중심에서 설계중심의 데이

터로 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 자체는 사무실의 문서

를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생산현장의 데이터가 반 된

제품모델 중심의 데이터를 생성해야 한다. 이러한 데

이터 관리를 통해 기존의 품질관리 방법인 QC

(Quality Control), QA(Quality Assurance)를 벗어난

실질적인 TQC, TQM 개념의 품질관리가 가능하다<그

림 1 참조>. 특히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나 품질관리

를 위한 자료의 관리방법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고가의 시스템과 특출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도입하여도 기업 전체의 입장에서는 그 효율

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중심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작업

사양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먼저 설계 데이터를 제품

모델 중심으로 관리하는 PDM(Product Data

Management)의 기능을 정의하고, 품질관리에 필요

한 PDM의 기능을 작업사양서 관리에 필요한 기능으

로 재설정한다. 이를 통해 제품모델 중심의 데이터 관

리 및 설계기반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작업사양서 시스

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PDM의 기능을 이용한 설계 데이터 중심

의 작업사양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의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첫째, 설계 데이터 중심의 품질관리를 위한 작업사

양서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의류제품의 품질관리상의

문제점을 제시하 다.

둘째, 제품모델 중심의 PDM 정의에 따른 기능을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작업사양서의 기능들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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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품질관리의 변화



하 다.

셋째,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사양서의 기능을 중심

으로 제품설계 데이터의 관리기능을 설정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사양서 시스템의 기능을 개

발하여 설계 데이터의 관리를 통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 다.

II. PDM

1. 작업사양서의 의미

의류산업의 작업사양서는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등으로도 불리며 생산수량, 제품규격, 제품 도식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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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류제품의 업무흐름과 작업사양서 작성 관계도



제도, 원부자재 등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제품기획

및 설계에서 결정된 제품정보를 생산현장에 전달하는

데 사용한다. 최근 해외생산을 위한 작업사양서는 생

산된 제품의 검증을 위한 제품 치수, 사용 원부자재의

규격, 봉제작업 방법, 포장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설계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작업사양서는

설계부서와 생산현장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용

되기 때문에 잘못된 작업사양서의 작성은 틀린 제품을

생산한다.

작업사양서는 샘플 설계와 제작을 통해 양산제품의

불량요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사전제품 품질관리의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구찌의 강건

설계는 제품 제작 공정중의 불량요인 제거는 실제 불

량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내재시킨다고 보고, 정확한

제품 설계를 통해 불량원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러한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사양서를

이용한 샘플제작과 불량요인이 제거된 정확한 설계서

를 작성하여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의류산업의 경우 <그림 2>와 같은 작업흐름으로 제품

설계를 하고 있어, 사전제품 품질관리 방법이 이미 정

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작업사양서의 미비

로 명확한 품질관리를 하기 어렵다.

2. 의류제품의 품질관리 문제점

의류제품은 소재의 특성 때문에 일반 산업분야의 설

계 데이터와는 약간 다른 구성을 갖는다. 자동차, 전자,

항공 산업의 경우 CAD에서 작성된 설계 데이터가 3차

원 성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는데 반해, 의류

의 경우에는 CAD에서 작성된 설계 데이터는 2차원 성

형에 대한 정보만을 갖는다. 특히 의류제품은 3차원 성

형이 봉제공정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 데이터로 봉

제부분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사양서에서 사용하는

봉제부분도는 강건설계의 제품설계와 공정설계 중 공정

설계에 해당하는 설계 데이터이다<그림 3 참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산업의 경우 제품설계 데이

터의 관리를 CAD만 사용하여도 충분한데 반해, 의류

산업의 경우에는 CAD 데이터만을 사용한 제품설계

데이터만으로는 품질관리에 한계가 발생한다. 즉, 봉제

부분도와 같은 공정설계 데이터의 관리가 함께 이루어

져야 정확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사양서의 90%

정도는 1-2장 정도로 구성되어 제품의 도식화 데이터

는 수록되어 있어도, 부분봉제도와 같은 제품의 품질

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설계 데이터를 수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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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패션의류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 포인트



하고 있다.4) 패턴 CAD에 의한 설계 데이터는 2차원

성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3차원 성형에 필요한 정확한

제품 규격을 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류제품의 종

합적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사양서에 의류제품의

3차원 성형을 위한 설계 데이터를 수록하여 생산현장

에서 명확한 설계 데이터를 통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한다.

3. PDM의 정의

설계중심의 품질관리를 위한 작업사양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PDM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정의

할 필요가 있다. PDM은 제품의 개념정의에서부터 설

계, 개발, 제조, 배송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 이르는 제

품의 전 수명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와 정

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여 주는 시스

템 및 서비스를 통합하여 말한다. CIMdata에서는 다

음과 같이 PDM을 정의한다.

“PDM은 기술자나 다른 인원들이 제품개발 데이터

와 공정을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PDM 시스

템은 제품을 설계, 제조 및 조립 그리고 지원 및 유지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데이터와 정보를 추적한다.”

CIMdata에서는 PDM Packag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적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다.

PDM package will be satisfied the technology

that is used to manage5)

- All informations related product: any information

that describes the product including

information such as part information,

configurations, documents, CAD files,

authorization information, etc.

- All processes related to the product: both defini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cesses including

authorization and distribution information.

PDM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헌과 보고서에서는

CIMdata, Inc.의 PDM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 PDM과

유사한 개념으로 EDM(Engineering Data

Management)이 있으며, PDM의 collaboration이 강조

된 개념으로 CPC(Collaborative Product Commerce),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cPDm

(Collaborative Product Definition Management),

PLC(Product Life-Cycle Collaboration) 등의 개념

이 있다. 현재 PDM은 전자상거래와 웹의 활용으로 단

순히 기업내부의 협업이 아닌 기업간 협업의 개념인

PLM으로 진화하고 있다.

PDM은 EDM의 개념에서는 Engineering Data와

Workflow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EDM은 다음과 같

이 정의하고 있다.

- Engineering Data : 제품과 공정 모두에 관련된 모

든 데이터

- Engineering Workflow :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생

성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의 흐름

PDM은 Product-Model 중심의 데이터를 관리하

는데 반해, EDM은 Document 중심의 데이터를 관리

한다. 즉, EDM은 기존의 ERP 및 사무자동화 프로그

램과 접한 관련이 있는데 반해, PDM은 CAD 프로

그램과 접한 관련이 있다.

제품 데이터의 관리에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업무흐

름(Workflow)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문

제이다. PDM과 EDM은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 개념의 업무흐름을 지원하도록 시스템

이 설계되어 있다. 즉, 순차적인 업무 흐름을 벗어나

작업자들 간에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한다.

4. PDM의 기능

일반적으로 PDM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2

부분의 사용자기능(User Function)과 유틸리티기능

(Utility Fun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6) 사용자기능의

경우 데이터의 저장, 검색, 관리와 같은 PDM 시스템

의 기능이 사용자에게 적합한 구성을 갖도록 하며, 사

용자마다 다른 구성을 갖는다. 이 기능은 5개의 분류

로 구성되어있다.

1) 사용자 기능(User Functions)

사용자 기능의 경우 사용자가 기업 환경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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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으로 데이터금고와 문서관리, 작업흐름과 프로세

스관리, 제품구조관리, 분류, 프로그램관리 등의 기능

이 있다.

(1) 데이터금고와 문서관리(Data Vault & Document

Management)

이것은 PDM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여기에

는 보안설정과 접근권한관리, 데이터 사이의 상호연관

관계설정, 사용자의 체크인(Check-in)과 체크아웃

(Check-out)관리, 사용자 리스트, 메타데이터(Meta-

Data) 관리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금고와 문서관리 기

능에서 관리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PDM의 중심기능인 저장소의 보안과 제어

② 체크인과 체크아웃으로 정보 접근권한 제공

③ 데이터의 일치성을 보증하는 출판관리

④ 데이터의 궤적정보를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⑤ 비전산 데이터 관리

⑥ 사용자가 데이터의 저장위치를 몰라도 사용 가능

(2) 작업흐름과 프로세스 관리(Workflow & Process

Management)

이 기능은 데이터저장 및 문서관리 기능과 연결되어

사용된다. 각 업체마다 정해진 업무규칙에 근거하여

업무흐름과 프로세스 변경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

(Tool)를 제공하며, 각 부서마다의 업무규칙에 따른 업

무흐름의 정의와 변경을 다룰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한

다. 또한 시스템 내에서 프로세스의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추적기능을 제공한다. 프로세스를 바꾸

려고 하는 사용자 또는 그룹은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프로세스 변화에 대한 버전

(Version) 관리와 개발문서, 도면, BOM 등의 제품데

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제품의 변경이나 조절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작업흐

름을 관리

② 제품데이터의 변화를 정의하고 제어

③ 승인과 권한을 추적

④ 프로세스의 변경은 순차적으로 제어

⑤ 변경은 전자적 신호에 의해 반

⑥ 적합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전달

⑦ 감사와 이력 기록을 유지

(3) 제품구조관리(Product Structure Management)

제품구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으로서, 부품

표(Part List)나 BOM(Bills of Material)을 보여주고,

부품에 대한 정의와 속성, 부품간 연관관계, 그리고 부

품/구성품(Assembly)/제품간의 연관관계를 맺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품구조관리는 부품표, 조

립, 제품구조 또는 BOM 구조를 생성하고 관리함으로

써 제품구조와 관련된 PDM 시스템내의 다른 요소와

연관시켜준다. 또 PDM 시스템은 BOM의 기본 부품표

형태로부터 각 부품의 옵션, 버전(Version), 대체품 등

을 포함하는 확장된 구조체계를 지원한다. 이러한 기

능을 제공함으로써 부품과 BOM과 관련된 다른 모든

제품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① 제품구성과 BOM을 관리

② 문서, 그림과 같은 제품데이터를 부품구성과 연결

③ 물리적 구성요소와 연관관계를 추적

④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보여주는 뷰(Views)

⑤ BOM과 같은 제품데이터를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와 연계

(4) 분류(Classification)

부품을 분류하고, 부품이나 설계 데이터를 찾기 위

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제품의 데이터와 그것의 속

성을 연결시켜서 비슷한 종류끼리 하나로 묶고 필요한

부품이나 설계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분류기능은 문서, 설계데이터, 표준부품 등을 찾는

데 이용된다. 검색기준으로는 그룹테크놀로지(Group

Technology)의 개념에 의해 미리 정의된 표준적인

부품 코드, 형상분류코드와 데이터 삽입, 상태(Status),

설계자 등이 쓰일 수 있다.

① 기존 부품 설계의 재사용

② 표준부품이나 유사부품의 손쉬운 검색

③ 부품이나 다른 제품 데이터와 속성 연결

④ 설계도에 유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부품집합 계

통 제공

⑤ 부품분류기준을 위한 표준제공

⑥ 표준부품 라이브러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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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관리(Program Management)

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를 생성

하고, 자원(Resource)활동 계획의 수립기능을 제공한

다. 작업분할구조란 업무를 주요업무(Major Task), 하

위업무(Sub Task), 상세업무(Detailed Task)로 구분해

서 구조화시킨 것이며, 자원(Resource)이란 각 업무에

할당된 비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업무를 구분하고 자원

을 할당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계획 관리

와 자원의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관리 기

능은 작업분할구조기능에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을 추가시켜서 취약경로

(Critical Path)와 항목을 결정하고, 그 항목을 중심으

로 자원의 스케쥴링과 일정의 관리, 그리고 작업부하를

분산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또한 각각의 업무에 대한

수행정도가 모니터링 되고 원래 계획된 비용과 실제

사용된 비용을 모니터링 하여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① 제품정보와 연계하여 프로젝트 관리

② 업무조직과 자원을 관리하는 작업분할구조 제공

2) 유틸리티 기능

유틸리티 기능은 PDM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로서 PDM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통신, 데이터 전송, 데이터 변환, 이미지 서비스, 시스

템 관리기능 등이 있다.

(1) 통신과 알림(Communication & Notification)

시스템 내에서 통신과 외부통신시스템과의 연결기능

을 제공한다. PDM 시스템 내에서 설계데이터, 메시지,

이미지 파일, 파일관리정보 등을 사용자와 사용자간,

부서와 부서간 통신하는 것은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다. 그리고 PDM 시스템 사용자들은 자기가 언제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므로, 데이터나 프로

세스의 변경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① 온라인(On-Line) 연결

② 이벤트 발생시 자동 알림

(2) 데이터 전송(Data Transport)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각 PDM 기능 사이에 데이터

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PDM 시스템내의 사

용자 환경은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서 다른 OS를 가

지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에서 질의했

을 때 그 데이터를 PDM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환경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

을 한다. PDM 시스템 내에서 사용자가 질의를 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 받기 위해서는 표준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① 모든 데이터를 PDM 시스템 내에 저장

② 다른 시스템간의 정보를 쉽게 이동

(3) 데이터 변환(Data Translation)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한쪽의 데이

터를 다른 쪽에서 보려면 서로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환경에 맞게 데이터를 변환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데

이터 변환 기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표준 포맷이 정

해져야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 포맷으로는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이나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 등이 있다. PDM 시스템 내에서는 여

러 가지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 사용되므로, 데이터의

변환기능은 PDM 내에서는 필수적이며, 사용자의 사

용 환경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된다.

① 데이터 변환용 표준 포맷 설정

② 그래픽 데이터 자동변환

(4) 이미지 서비스(Image Services)

그래픽 이미지를 보고 간단한 편집을 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미지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

인 기능은 뷰(View) 기능이다. 즉 환경이 다른 응용프

로그램에서 개발된 CAD 도면이나, 회로도면 등을

PDM 시스템 내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뷰(View) 기

능 외에 Check나 Red-line 등의 간단히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미지 서비스

기능은 PC를 포함한 UNIX 시스템 등 넓은 범위의 장

치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 PDM 시스템 내 사용자가

이미지를 보려고 할 때 직접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고 PDM 시스템 내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① Raster, Vector, Video 이미지의 처리

38

A 제7권5호



② 이미지 뷰어(Viewer)와 부호표시 기능

③ ECR(Engineering Change Requests)과

ECO(Engineering Change Orders) 처리에 사용

(5) 시스템 관리(System Administration)

PDM 시스템을 관리, 커스터마이징, 설치하는 기능

을 제공한다. 이런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관리자

(Administrator)는 PDM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한다. PDM 시스템 관리자는 PDM 시스템의 운

과 커스터마이징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주요 메타데이터의 정의

② 사용자 권한 관리

③ 데이터의 분배관리 및 승인

④ 백업관리 및 보안

⑤ 데이터 직접화

⑥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⑦ 제3자 응용프로그램 통합

⑧ CAD, CAM, MRP, ERP 같은 시스템과의 인터페

이스 구축

III.

작업사양서 시스템의 기능을 설계하기 위하여 먼저

PDM의 주요기능을 의류제품의 작업사양서 작성에 적

합한 기능으로 재정의 하 다<그림 4 참조>.

사용자 기능 중 데이터 금고와 문서관리는 작업사양

서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를 위한 기능으로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하

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다. 작업흐름과 프

로세스 관리 기능은 작업사양서의 작성에 따른 작업흐

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증과 작업권한 그리

고 동시접속 제한을 통해 구현하 다. 제품구조관리와

분류는 작업사양서의 경우 원부자재 내역, 봉제도, 사

이즈 스펙 등의 내역을 관리하는 것으로 의류제품의

품목별 구성내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 으나, 각

구성간의 연관관계 설정이 작업사양서 시스템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배제하 다. 프로그램/프로젝트 관리는

작업사양서 시스템에서는 일정관리의 기능이 요구되는

것으로, 개발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해져 본 개발에서는

차기 버전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연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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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기능 중 통신과 알림 기능은 작업사양서의

작업상황을 다음 작업자나 다른 부서에 알려주는 기능

으로,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e-Mail, 메신저, 게시판 등

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차기 버전으로 연기하 다.

데이터 전송의 경우 작업사양서를 생산현장에 전달하

는 것으로 암호화된 파일전송을 통해 보안을 유지하면

서 작업사양서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하 다. 데이터의

변환기능은 패턴 CAD와 텍스타일 CAD의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도록 TIFF, JPEG, GIF, BMP, SVG 등의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하도록 하 다. 이미지 서비

스 기능에서는 작업사양서를 확인할 수 있는 뷰어 기

능만을 제공하고, 수정사항에 대한 수정표시는 지원하

지 않는다. 시스템 관리기능은 작업사양서 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기능으로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관리모드

를 구성하여 관리자가 작업사양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에서 정의한 작업사양서의 기능은 데이터

의 관리 측면보다는 사용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설계 데이터의 관리에 필요

한 데이터 제어 기능으로 나열하고, 이러한 기능을 담

당할 수 있는 솔루션들로 재설정하 다<그림 5 참조>.

IV.

본 시스템 개발에서는 작업사양서의 저장과 관리를

위한 DBMS와 작업사양서의 작성을 위한 문서 편집기

그리고 도식화 작성을 위한 2D 벡터 그래픽 편집기로

시스템을 구성하 으며, 데이터의 관리와 전송 그리고

호환을 위한 표준 포맷 및 부가 기능을 갖도록 시스템

을 개발하 다.

1. DBMS

작업사양서 시스템은 다양한 보고서 양식과 데이터

를 저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많은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과 쉬운 검색 그리고 데이터의 보안성을 위해

SQL DB를 사용하 다.

2. 문서 편집기

작업사양서 시스템은 다양한 작업사양서 양식위에

도식화, 봉제도, BOM, Size Spec 등의 정보를 기록

하고 보관한다. 또한 작업흐름에 따른 사용자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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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설계 데이터의 관리 기능에 따른 작업사양서 시스템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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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작업사양서의 작성 및 부분도 불러오기

<그림 7>  Template Library를 이용한 도식화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작업사양서의 인증 및 전송이 가능

하도록 하 다<그림 6 참조>.

3. 그래픽 편집기

작업사양서의 그래픽 데이터는 비트맵과 벡터 데이

터를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2D 벡터

그래픽 편집기를 이용하여 스티치 라인, 주름, 부분도

등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벡터 그래픽

내에 비트맵 이미지를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직물이미지

를 직접 도식화 그림 내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빠른 도식화 작성을 위해 다양한 Template

Library를 제공하여 부분도의 조합을 통해 그림을 완

성할 수 있도록 하 다. Template Library는 자동 업

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최신 그림을 다운받아 사용

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작업사양서의 작성 중 가장 중요한 봉제작업에 대한

작성은 <그림 8>과 같이 Template Library와 벡터 그

래픽의 수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봉제작업도 그릴

수 있도록 하 다. 봉제작업도는 각 업체의 작업표준

과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Template Library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 사용자의 PC에 설치하도록

하 다.

V.

의류제품도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설계중심의 종합

적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계중심의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Apparel PDM(Product

Data Management)이고, 문서로는 의류제품의 작업

사양서이다. 의류제품의 작업사양서는 CAD 데이터와

는 달리 봉제부분도와 제품규격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

문에 설계중심의 품질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

42

A 제7권5호

<그림 8>  부분봉제도 작성 및 관리



을 담당한다. 작업사양서가 의류제품이 갖는 대부분의

생산정보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작업사양서의 기능은

PDM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 본 작업사양서 시스템

개발에서는 PDM이 갖는 기능과 작업사양서의 기능을

분석하여 작업사양서 시스템의 기능을 설계하 고, 이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하 다<그림 9 참조>.

개발된 시스템은 의류제품의 도식화에 적합한 풍부

한 Template Library를 제공하여 제품개발기간을 단

축하고, 샘플제작을 통한 불량요인 제거로 양산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설계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기능으로 제품 재생산시 정확한 원본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 재생산 기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2D 벡터 그

래픽 및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품설계의 변경시

간을 단축시킨다.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의 정확한

전송으로 협력업체와 커뮤니케이션 효율 향상 및 협업

등이 가능하다.

작업사양서 시스템의 업무적용에 따른 효과로는 제

품개발 기간이 20%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

계변경 소요시간의 경우 재작업의 용이성으로 인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형장과

의 협업이 가능하고, 표준 작업공정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정확한

제품 및 공정 규격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15%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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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d Miller(1996). PDM Today. CIMdata

6) CIMdata(1998). Product Data Management:

The Definition

7) DTI(1997, December 1). Product-data

management. Retrieved September 1, 2003,

from http://www.dti.gov.uk/mbp/bpgt/

m9nf75001/m9nf750011.html

8) The Association of Swedish Engineering

Industries.(2001). Product Data Management

and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9) Hewlett-Packard. Understanding Product Data

Management. Retrieved September 1, 2003.

from http://www.pdmic.com/undrstnd.html

10) John Stark Associates(2000, March 3).

Engineering Data. Retrieved September 1,

2003. from http://www.johnstark.com/pd36.html

11) John Stark Associates (2000, March 3).

Engineering Workflow. Retrieved September 1,

2003. from http://www.johnstark.com/pd40.html

12) Geoff Harrod. EDM & PDM. Retrieved

September 1, 2003. from http://www.

cadinfo.net/editorial/edmpdm.htm

(2003년 9월 22일 접수, 2003년 11월 15일 채택)

44

A 제7권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