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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기업들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고품질의 제품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현

실에 직면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업의 모든 활동을 자사의 조직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 상에서 우수한 파트너를 찾아 가상의 팀을 이루

는 가상기업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기업간의 관계가 유동적이며 수평적으로 

전환되어 협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상의 기업들이 

제품의 생명주기동안 협업을 위해 요구되는 효율적인 정보 교환 및 공유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1. 서론 

요즈음 기업들은 제품의 다양성, 저렴한 가격, 신속

한 배달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직면하여 기업의 
모든 활동을 자사의 조직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

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업체 및 고객과의 연계를 필
요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
이버 공간 상에서 우수한 전략적 파트너를 찾아 이들

이 신속한 팀(Agile Virtual Team)을 구성하여 기업 활
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상기업(Virtual Enterprise) 환경

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협력업체 또
는 공급업체와의 관계가 고정적이며 수직적인 관계에

서, 유동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되어 기업간 협
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이다[1].  

협업의 핵심은 기업간의 전자거래이나 현재 기업간

(B2B, Business-to-Business) 전자거래는 B2C(Business-to-
Customer)에서의 개인과 기업간의 거래를 기업간의 거
래에 적용하여 기업의 소모성자재(MRO: Maintenance, 
Repair, Oeprating)나 완제품의 거래를 중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들어, B2B 를 기존의 B2C 확장이 아닌 기
업 상호간의 긴밀한 협동을 중시하는 협업적 전자거

래(Collaborative Commerce)형태로 발전시키자는 시도가 
있지만 현재의 수준은 비교적 기술적으로 수월한 분
야인 기업간 경매,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에 국한 
되어 있다. 또한 전자거래 관련 솔루션들의 주류를 차
지하고 있는 SCM(Supply Chain Mnagement),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ERP(Enterprise 
Resource Management), e-Marketplace 등은 제품 비용의 
70~80%를 차지하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의 기업간 거
래를 수행하지 못하여 제품의 사양, 가격, 그리고 지
적자산 등을 공유하기 위한 협업 기능을 지원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분산된 협업 환경 하
에서 제품의 생명주기동안 가상기업의 내부/외부간의 
정보 교환을 효율화함으로써 고품질, 고기능의 제품개

발 및 제품정보 중심의 기업간 거래를 지원할 수 있
는 웹 기반의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시스템

에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3 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언급한다. 4 장

에서는 시스템 구현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 장

에서 결론을 맺고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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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요구사항 

사이버 상에서 형성된 가상기업간의 협업을 지원하

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협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 정보

를 각각 이질적인 구조와 내용으로 관리하는데, 협업

을 위해서는 이를 공통된 모습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둘째, 제품정보가 관리되는 응용시스템에 관한 문

제로 각 기업들이 서로 다른 제품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를 위해 각 시스템이 상

호운용성을 갖고 통신할 수 있는 방법 역시 필요하다.  

셋째, 가상기업 환경에서는 여러 기업이 정보를 공

유하게 되므로 정보의 수준에 따른 사용자의 접근 제

어가 요구된다.  

넷째는 보안 문제로써 네트워크 상에서 일반적인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중요한 데이터를 가로채서 액세스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간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는 적절한 암

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와 메시지 구조를 

보호해야 한다.  
 
3. 시스템 설계 

3.1 Product Metadata 

Product Metadata 는 협업에 참여하는 각 기업이  공
유 및 교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정보로써 [그림 1]과 
같이 각 기업에서 달리 관리되는 제품정보들을 공동

의 구조로 매핑시켜 기업간 제품공유 시에 발생되는 
의미적, 구조적 충돌을 없애 준다.  

 

 
 

[그림 1]  기업간 이질적인 제품정보를 Product 
Metadata 로 매핑 

 
Product Metadata 가 이질적인 의미와 구조의 제품정

보를 통합하기 위한 스키마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서는 표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의 Product Metadata 는 ISO STEP PDM Schema[2]를 
따라 설계하였다. STEP PDM Schema 는 PDM 시스템에

서 관리되고 있는 주요한 공통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 참조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STEP 에서의 
정보표현은 EXPRESS 언어[3]가 사용되지만, Product 
Metadata 는 웹 중심의 시스템 구현을 고려하여 XML 

스키마의 복합형식요소 형태로 표현되었다. Product 
Metadata 에 포함되는 정보는 제품과 관련되어 제품모

델(Product Model), 제품형상(Product Configuration), 제품

아이템(Product Items), 제품구조(Product Structure), 제품

속성(Product Property), 설계변경(Engineering Change) 등
이 있고, 그 외에 프로젝트정보, 기업정보, 접근권한정

보, 그리고 기업간의 제품 식별을 위한 별칭(Alias)정
보 등이 있다.  

 
3.2 CPC Adaptor  

가상기업 환경 속에서 지역적으로 분산된 기업으로

부터 제품정보를 얻어 Product Metadata 로 매핑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응용시스템을 사용하는 각 기업

으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얻고 이를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웹 
서비스[4] 기반의 CPC Adaptor 를 두었다. 웹 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비
즈니스 업체간의 응용시스템을 결합시키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2]는 CPC Adaptor 를 통해 두 
기업 사이에 제품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2] CPC Adaptor 를 통한 두 기업간의 제품정보 

공유 과정 
 
이 때,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SOAP 및 XML

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면 잠재적으로 데이터가 
손상될 뿐 아니라 SOAP 메시지 자체에 표시된 XML 
스키마에 따라 웹 서비스의 내부 작업 방식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어댑터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데이터 전송은 WSE(Web Services 
Enhancements)[5]를 사용한 보안 통신을 한다.  

 
3.3 권한 기반 접근 제어  

권한기반 접근 제어(RBAC: Role-Based Access 
Control)의 개념은 사용자가 기업이나 조직의 자원을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에 접근 
권한이 역할(role)에 부여되고 사용자는 적절한 역할에 
소속됨으로써 역할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 자원만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역할은 조직 내의 다양한 작
업 함수에 따라 생성되고, 사용자는 그들의 자격과 책
임에 기초하여 역할에 지정된다. 또한, 하나의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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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역할로 재지정함으로써 접근 구조의 변경 없
이도 역할의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다. 역할은 새로운 
응용으로써 새로운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에 의해 권한이 역할로부터 회수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사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는 권한기반 접근 제어[6] 모델을 적용하였다. 시나

리오는 시스템 사용을 동작(action)과 이벤트의 시퀀스

로 표현하는데, 시나리오 내의 각 동작과 이벤트는 특
정한 접근 연산(operation)과 관련된 하나의 단계(step)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리 정
의된 사용자의 접근허가를 유도해 낼 수 있다.  

 
3.4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MetaPDM Server 는 각 기업들의 응용시스템에 
대응되는 CPC Adaptor 를 통하여 동일한 의미와 구조

로 얻어진 Product Metadata 를 관리하고, 서로 교환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MetaPDM Server 는 Project 
Manager, Product Master Manager, Product Configuration 
Manager, Product Structure Manager 로 세분되어 운용되

는 정보에 적합한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3] 시스템 구조도 
 
4.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MetaPDM Server 는 웹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협업에 참여하

는 가상기업들은 구현된 웹 사이트를 통해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한 예로 [그림 4]는 프
로젝트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기 위한 화면을 
보여준다.  

웹 사이트는 Microsoft ASP.Net 을 이용하여 구현되

었고, 정보 저장소로는 상용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인 Microsoft SQL Server 를 사용하였다.  
 

4.1 MetaPDM Server  

Project Manager 는 사이버 상에서 형성된 팀의 프로

젝트 관리를 지원한다. 프로젝트를 생성, 수정, 삭제하

는 것은 물론, 상/하위 개념을 갖는 계층 구조의 프로

젝트 관리를 할 수 있다.  
Product Master Manager 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의 모든 리스트와 제품의 버전, 그리고 각 버전에 해 

 
 

[그림 4] MetaPDM Server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 
 

당하는 제품의 설계사양, 설계도, 기타 관련문서들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VRML 플러그인과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의 형상(Geometry) 정보를 볼 수 
있다.  

Product Configuration Manager 는 하나의 제품에 대한 
형상 관리를 지원한다. 제품설계의 시작에서부터 폐기

까지, 제품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설계변경을 발생시키

고 이에 따른 새로운 버전의 제품정보를 교환 및 공
유 가능하도록 한다.  

하나의 완성된 제품은 여러 부품의 조립에 의해 이
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의 완성품에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는 대개 다층적 계층구조를 갖는다. Product 
Structure Manager 는 이러한 제품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4.2 Product Metadata Repository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MetaPDM Server 는 Product 
Metadata 의 저장소로써 범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Product Metadata 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계층구조의 XML 스키마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었다.   

첫째, 기본적으로  Product Metadata 에서 하나의 개
체(Entity)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테이블

로, 각 개체의 속성은 테이블의 컬럼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모든 테이블에는 고유 식별자를 추가하여 기
본키로 설정하였다.  

둘째 개체간의 상속성을 위해서 상속받는 테이블에 
상속하는 테이블의 기본키를 가리키는 외래키를 추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관계(many-to-many relationship)는 두 

테이블 사이에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여 양 테이블

의 기본키를 가리키는 외래키 컬럼을 두었다.  
 

4.3 CPC Adaptor  

CPC Adaptor 는 기존의 다양한 응용시스템에 대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상용 
PDM 시스템에 대한 CPC Adaptor 를 시험 구현하였다.  

어댑터간의 보안 통신을 위해서는 WSE 의 
X509SecurityToken 을 사용하여 SOAP 메시지를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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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메시지에 디지털 서명하였다. [그림 5]는 이를 
위해 작성된 코드의 일부분이다.  

 

 
 

[그림 5] 보안 코드 부분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형성된 
가상기업들이 유동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시스템이 갖춰야 
할 사항으로는 각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정보를 관리

하는 데 있어 데이터 구조와 내용이 서로 다르고, 다
양한 응용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공
유되는 정보에 대해 사용자의 접근을 제어하는 문제, 
그리고 기업간 정보 전송 시 데이터의 보안 문제 등
을 논의하였다. 또한 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ISO STEP PDM Schema 표준을 따르는 Product Metadata, 
웹 서비스 기반의 CPC Adaptor, 시나리오 바탕의 권한

기반 접근 제어, WSE 를 사용한 보안 통신 등을 제안

하였다.  
현재 MetaPDM Server 에서 운용되는 제품정보는 제

품의 구조를 중심으로 고려하였으나 협업에 참여하는 
각 기업에서 관리되는 제품지식(Product Knowledge)을 
통합하고 공유하면 제품개발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지식을 통합, 공유하여 협업에 필요한 여
러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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