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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이 강조되며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산업 구조상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역시, 기존 주력 산업의 친환경 기술뿐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로써 친환경 기술 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자전거 산업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운송장비를 제조하며, 사회 전체에 유행하는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저가 제품 양산에 머물고 있는 한국 자전거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차세대 친환경 기술을 개발 및 접목하기 위해 제품모델을 표준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Abstract: Nowadays,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y is attracting considerable attention be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increasing price of raw materials. Korea has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exports, and therefore it has 
stressed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Bicycle manufacturing industry has a bright future 
because bicycles do not use fossil fuels, and cycling is good for one’s health. We develop a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y for bicycles. The goal is to promote the bicycle 
industry in Korea while keeping the product in the low to medium price range. 

 
 

그 중에 운송분야에서는 그린 카, 그린 선박과 

같은 원동 기관에 의한 친환경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있고, 근거리 자가 발전 운송 수단으

로서 자전거 산업에 대한 재검토 및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정책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녹색성장이라는 전략 하

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환경 친화와 에너지 절감

이라는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다.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에는 화석 연료를 소비하

는 원동기의 효율성 극대화나 화석 연료 대체에 

대한 연구,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원인 제

거, 재활용 자재 사용의 극대화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 자전거의 경우에는 그 운용 자체가 

§ 이 논문은 2010 년도 대한기계학회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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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산업 자체를 활성화 하는 것이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과 맥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자전거 산업은 선진 국가에 비해

서 매우 침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전거 산

업이 활성화 되지 못했던 이유로는 자전거로 이동

할 수 있는 전용도로의 부족, 정책적 지원 미흡, 

대기 오염의 심각성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내의 자전거 수요가 창출되지 

못하면서 소수의 국내 자전거 제조업체들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산업을 활성화하

고 선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제품 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적용을 고려하였다. 이 분야

는 PDM 이라는 분야로 타 제조업에서는 중요성이 

부각된 정보 시스템이다. 제품의 정보를 디지털화 

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구는 자동자, 조선, 일반 기

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조선 분야에서는 함정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함정은 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

과 함께 군함으로써 무기 체계를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된 제품 데이터와 3D 모델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검증에 활용되고 있다.(2~4)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 금형 제작업체와 자동

자 부품업체에서 PDM 활용 사례가 있다. 부품업

체에 구성된 PDM 은 그 업체의 부품제작 비용 절

감과 생산성 향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신차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1,6) 

일반 기계 분야에 대우종합기계에서 3 차원 

CAD 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

한 PLM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다. 3 차원 

CAD 모델은 제품 형상을 3 차원으로 가시화 할 

수 있어 작업자가 제품 형상을 쉽게 이해하고 설

계오류를 초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3 차원 설계 데이터를 생산, 구매, 영업 등의 

후속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3 차원 

CAD 모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PLM 시스템을 

구축하였다.(5) 

위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제품 데이터를 디지털

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다르지만 제품 데이터 관리 시스템

이 생산성 향상과 데이터의 재활용 측면에서 효과

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의한 자전거 제조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요구

되는 연구 분야 중 자전거 분야에는 아직 이렇다 

할 연구사례가 없는 제품 정보의 고도화 및 체계

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자전거 제품모델 

및 제품모델 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 내용을 소개

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국내 자전거 제조업체에 고부가가치 자전거를 

개발할 수 있는 제품정보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을 목표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품 구조(Product 

Structure)에 관련된 선진 연구를 분석하고 국내 자

전거 제조 환경을 연구하여 국내 산업에 적합한 

정보 체계를 정의한다. 이는 특정 자전거 제조업

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전거 

제조 업체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표준 모델을 정

의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표준 모델은 업체

간 제품 구조의 교집합이 아닌 향후 고부가가치 

자전거 체계로 개선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한

다. 

자전거 제조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모델 체계

를 갖춘 후 실제 상용 제품정보관리(PDM, Product 

Data Management) 솔루션을 이용하여 현업 자전거 

제조 업체의 제조 및 개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효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상업 솔루션

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성이 검증된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7)을 적용하여 모듈별로 설계하였고, 

현업 상황에 따라 유연한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도

록 하고자 한다. 

2. 자전거 제품모델 

2.1 자전거 제품모델의 개념 

실제 제품을 디지털 모델로 정의하고 관리한 다

는 것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생산, 판매,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보를 명확히 기술하여 정보

화 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자전거를 디지털 모델

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모델의 정보 스키마

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디지털 모델로 각각의 조립품들의 형

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품 형상이 있다. 여기에 

제품의 형상 이외의 정보로 제품 설계 구조, 각종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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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생산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하면 제품 개발 

및 생산 공정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게 된다. 이렇

게 제품과 연관된 많은 정보가 존재하지만 정보를 

단순히 모아두기만 해서는 정보로써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의 집합을 분류하

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정보 스키마로

써 자전거 제품 모델을 정의하였다. 

디지털 자전거를 표현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제

품형상(Product Shape), 제품 데이터(Product Data), 

프로세스 데이터(Process Data)로 정의하였다. 제품

형상은 프레임, 핸들, 안장, 페달 등의 자전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형상 컴포넌트를 의미하

고, 제품 데이터는 설계/조립 도면, 해석 데이터, 

부품정보 등의 자전거와 자전거의 컴포넌트에 대

한 정보를 의미한다. 프로세스 데이터는 자전거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나 생산/제조하기 위한 공정 

등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요소이다. Fig. 1은 제

품형상, 제품 데이터, 프로세스 데이터로 구성된 

자전거 제품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다. 

자전거 제품 모델에서 제품형상, 제품 데이터, 

프로세스 데이터는 제품 형상을 중심으로 제품 데

이터와 프로세스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자전거 제품모델은 자전거의 설계부터 

생산, 폐기까지의 자전거 전 수명주기에 걸친 자

전거의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표현함으로

써 효과적인 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기술

이라고 할 수 있다. 
 
2.2 자전거 제품구조와 스켈레톤 모델의 연관성 

제품 모델을 구성하는 3 개의 요소인 제품형상, 

제품 데이터, 프로세스 데이터를 자전거의 설계 

및 생산의 특징에 맞춰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표현

하기 위해 중심 데이터 구조가 필요하다. 일반적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 제품 데이터 

모델을 정의해서 사용하며, 이를 조립구조를 중심

으로 연계하여 표현한다. 자전거의 경우 차체를 

제외한 부품들의 사양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컴

포넌트(핸들, 페달, 바퀴 등)와 사양이 다양한 컴

포넌트(차체)로 나누어 제품구조를 추상화하면 공

통된 형태의 자전거 제품구조를 정의할 수 있다. 

자전거의 제품구조는 먼저 자전거의 형상을 결정

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컴포넌트들을 조립

하여 기능 컴포넌트를 정의한다. Fig. 2는 자전거 

제품 구조의 일부를 보여준다. 자전거의 제품 구

조는 자전거의 기본 틀이 되는 플랫폼 컴포넌트와 

자전거의 부품으로 각각의 기능을 하고 호환성이 

높은 기능 컴포넌트가 유기적으로 표현된 추상화

된 구성정보의 형태를 가진다. 

정의된 자전거제품구조는 일반적인 자전거의 구

조를 추상화한 형태로 개별 자전거에 적용하기 위

해 구체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품 

구조를 바탕으로 구체화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자

전거 모델을 자전거 스켈레톤 모델이라고 정의한

다. 스켈레톤 모델을 기반으로 플랫폼 컴포넌트와 

기능 컴포넌트를 조립하고 제품 데이터와 프로세

스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자전거 제품 모델을 정

의한다. 
 

2.3 자전거 제품모델 구축 

자전거를 구성하는 하위 컴포넌트들은 표준화가 

있으며 속성을 기준으로 구조화기가 용이하다. 자 

 
 

 

Fig. 2 Bicycle product structure Fig. 1 Bicycle produ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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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생산 공정을 기준으로 하는 프로세스 데이터

를 고려하여 표준에 해당하는 자전거 제품구조를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제품모델을 구성한 후 이

를 스켈레톤 모델로 구축하였다. 자전거 스켈레톤 

모델은 새로운 자전거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 템

플릿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자전거 모델 개발에 

들어가는 시행착오와 공수를 감소시키고 새로 개

발해야 할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

전거 개발 방법론을 수립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전거 제품모델 구성을 위해 실제 자전거를 제작

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부품 계층구조와 생산 공정

을 분석하였으며,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컴포넌

트를 도출한 후 생산 부품의 물리적 성질 및 생산 

공정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작업 분담을 고려하여 

제품구조를 확정하였다. 작업 분담은 자전거 개발 

업체의 규모에 따라 부서별로 나뉘어질 수도 있으며, 

업체별 분담(원청 및 하청)으로 나뉠 수도 있다. 이

러한 작업 분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현한 

스켈레톤 모델은 실무 적용에 앞 서 실정에 맞추어 

재구성되며 부서와 부서, 업체와 업체간 가용 네트

워크와 자원을 고려한 배치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

해 자전거 스켈레톤 모델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에 타 제조 산업군에 

광범위하게 적용과정이 연구된 제품정보관리 

(Product Data Management) 시스템이 자전거 제품모델 

이용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PDM 시스템 중 독일 

지멘스의 Teamcenter 를 이용하여 자전거 스켈레톤 

모델을 BOM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지면 관계로 일

부를 Fig. 3 과 같이 예시하였다. 
 

2.4 자전거 제품모델 의미 

정의하고 구축한 자전거 제품모델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자전거 제품 개발에 체계적인 핵심 정보 

관리가 더해지게 된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자전거 제품모델을 스켈레톤 모델로 이용해서 

신제품의 기반으로 삼게 되고,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정보가 체계적인 자전거 

제품구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관리되어 자전거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인력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 시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고부가가치 

자전거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친환경 기술이나 고부가가치 기능 개발에 

투입해야 할 자원과 인력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제품 개발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데 소모하지 않고 효율적인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자전거를 비롯한 제조 산업에서는 

제품모델을 중심으로 제품 정보 일체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Fig. 3 BOM of the bicycle product model 

더불어 신제품 개발이 끝난 후에 바탕이 되는 

자전거 제품모델에 새로 추가할 구조와 정보가 

있다면 갱신이 가능하며, 자전거 제품모델은 제품 

개발이 거듭될수록 재활용 가능한 최신 정보를 

정리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자전거 제품모델 관리시스템 설계 
 

3.1 자전거 제품모델 관리시스템의 필요성 

자전거 제품 개발 및 생산은 그 자체가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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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컴포넌트의 제조 및 조립 특성이 자동차나 

항공처럼 생산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 이후에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대체가 가능한 

파트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제품은 완성품 관점에서의 다품종이라기 보다는 

자전거를 구성하는 각 기능 모듈의 다양성과 기능 

모듈 조합의 구성 사양의 다양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제품 개발 단계와 생산, 판매 및 

유지 보수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한 자전거 제품 

모델에 대한 관리, 특히 개발 단계에서의 각 기능 

컴포넌트의 부품 제작 업체에 대한 외주 개발 및 

판매 및 유지 보스에 있어서의 기능 컴포넌트의 

호환성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산 기반의 관리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나 자전거 제품 개발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 설계를 

수행한 후 자전거 제품모델 관리시스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3.2 제품모델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일반적인 제품모델 관리 시스템의 경우에 요구되는 

항목들을 기반으로 자전거 제품모델 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3 차원 형상 데이터 관리, 획득데이터 등록 관리, 

일반데이터 관리, 사용자 관리, 분류체계 관리,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 일반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제품을 설계하고 제품의 생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관련된 담당자들 간의 정보 교환 

및 업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세분화 하여 자전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세부 요구사항들을 Table 1에 보이고 

있다.  
 

3.3 제품모델 관리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수집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정제하여 유스케이스를 

정의한다. 요구사항이 현업이 원하는 목표를 정량적

으로 수집하고 분류한 것이라면, 유스케이스는 실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와 요구사항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유스케이스는 단순히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을 분류한 것뿐 아니라 해당 기능별 시나리오 분

석을 통해 기능별 컴포넌트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유스케이스별로 사용자와 시스템의 상호 작용을 1

차 분석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한 분석을 통

해 기능별 컴포넌트를 식별한다. 식별한 기능별 컴

포넌트를 MVC(Model – View – Controller) 패턴에 따

라 분류하여 정리하면 컴포넌트 사이의 의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컴포넌트 설계가 완성된다. 다음  

Table 1 System requirements of the bicycle product 
information system 

요구사항 세부 요구사항 

3 차원  
형상  
데이터 관

리  

 자전거 컴포넌트 3 차원 형상정보 관
리 
 설계 및 관리 시스템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속성정보 수동/자동 입력 
 컴포넌트 검색기능 
 컴포넌트 3 차원 형상파일 조회 및 
미리 보기 

획득데이터 
등록 관리  

 자전거 설계산출물 획득 자료의 일괄

등록 
 설계 업무 획득자료 목록 검증 

일반데이터 
관리  

 참조 2D 도면, 문서 등록/수정/삭제 
 컴포넌트 속성정보 수동/자동 입력 
 컴포넌트 검색 

사용자 관

리  

 사용자/그룹의 추가/수정/삭제 기능 
 사용자/그룹 권한설정 
 클래스별/프로세스 단위의 권한설정 

분류체계 
관리  

 자전거 정보모델 기반의 분류체계 관
리 
 분류체계 구성 객체 관리 
 분류체계 자동생성 

워크플로우 
관리  

 데이터 관리에 관계되는 승인절차에 
대한 클래스를 식별 
 워크플로우 플로우차트 구성 
 플로우차트 별 노드 구성 및 노드 별 
담당자 구성 
 자료 관리체계 승인절차 구성 

시스템 일

반  

 이력관리 (리비전별 이력관리, 이력발

생시점 및 이력발생사용자 관리)  
 미리보기 (평행이동, 회전이동, 

Redline, 단면보기, 이기종 file format
에 대한 미리보기 기능 제공)  

Fig. 4와 Fig. 5는 자전거 제품모델을 관리하기 위

해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의한 내용이다. 

각각 프로세스 관련 기능의 유스케이스, 전체 시스

템 컴포넌트 구조를 나타낸다. 이렇게 완성된 컴포

넌트 구조는 실제 제품정보관리 시스템 구현 시 기

능별 개발 조직을 나누는데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4. 자전거 제품모델 관리시스템 사례 

4.1 제품모델 관리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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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계한 컴포넌트 구조는 사용자에게 제공 

 
할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한 것으로 특정 솔루션

이나 개발 언어 및 환경과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다. 다음 단계인 구현에서는 솔루션 독립적인 컴

포넌트 설계를 실제 개발할 환경에 맞추어 진행하

게 된다. 전 기능 요소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면 

시스템 구현 환경은 Java 나 Microsoft 닷넷 프레임

워크 기반의 C# 등 개발 언어와 환경에 맞추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는 상용 

PDM 솔루션 중 하나인 Teamcenter 를 이용해서 

제품모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시제를 구현하였다. 

현업에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모

든 기능을 개발하는 경우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

할 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PDM 솔루션을 

기반으로 구축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차후 대상 PDM 솔루션이 바뀔 경우 컴포넌트 설

계 이후의 단계를 대상 PDM 솔루션에 맞추어 진

행하면 되며 이전에 개발된 컴포넌트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사례 구축에 사용한 Teamcenter 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설계 단계까지 구축한 산출물

과 설계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자원 
cmp 프리젠테이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티어

데이터 레이어

데이터 티어

외부시스템

웹 티어

프리젠테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퍼사드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비즈니스 퍼사드 컴포넌트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비즈니스 
컴포넌트인터페이스

에이전트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실명인증서비스

클라이언트 티어

웹브라우저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BOM관리 
컴포넌트인터페이스

데이터서비스

BOM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회의관리컴포넌트

인터페이스

회의 퍼사드 
컴포넌트인터페이스

프로세스매니저 
퍼사드 컴포넌트인터페이스

회의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회의서버시스템

회의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인터페이스

프로세스매니저관리컴포넌트

인터페이스

프로세스매니저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스마트클라이언트

프로세스 매니저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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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User cases of bicycle product data management 
system 

 

 

Fig. 6 Product structure and CAD model 

으로 자전거 제품모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게 된다. 

시제 개발을 위한 솔루션 결정의 다음 단계로 

앞서 설계한 컴포넌트의 기능들 중에서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은 제외해야 한다. 솔루션이 제공하

는 기능은 이용하고 부족한 기능에 대해 개발 후 

Teamcenter 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동하

였다.  
 

4.2 자전거 제품모델 관리시스템 개발 

앞서 정의한 자전거 제품 모델과 유즈케이스를 

기반으로 Teamcenter 에서 자전거 제품모델 관리

시스템을 개발 및 구현하였다. 

제품모델 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데이터 관

리 기능은 앞서 작성한 제품모델구조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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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품으로 구체화 시켜 구현하였다. 제품의 

설계 구조를 트리의 형태로 표현하고 각각의 형상

데이터에 대한 CAD 모델을 연결하였다. Fig. 6 은 

Teamcenter 에서 구현한 크랭크의 제품 데이터를 

보여준다. 

협업 지원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용자 관리 

기능을 사용자 그룹을 정의하고 각각의 그룹에 대

하여 권한을 부여한 후 개별 사용자를 할당하는 

형태로 구현하였다. 자전거 제품모델 관리시스템

의 전체 사용자 그룹의 구조는 Table 2 와 같다. 먼

저 큰 분류로 시스템을 관리할 관리자와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을 활용할 사용자로 그룹을 나눴다. 

관리자는 세부적으로 관리자 그룹까지 관리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을 가진 주관리자와 사용자 관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보조관리자로 나눴다. 사용자

는 자전거 제품 모델 구조을 기반으로 하여 4 개

의 그룹으로 세분화 하였다. 각각의 그룹은 자신

이 속하는 그룹명과 같은 모델 구조의 하위 데이

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른 그룹이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다. 조립품 설계나 

통합 설계와 같이 여러 그룹이 관리하는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사용자는 사용자 세부그룹에 중복

으로 할당하여 복수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구성

하였다. Fig. 7 은 Teamcenter 에서 사용자 그룹을  Table 2: User group Definition 
 

1 차 
그룹 

2 차 
그룹 

권한 

주관리자 
 보조 관리자의 모든 권한 
 그룹 생성/추가/삭제 
 관리자 계정 생성/추가/삭제 

관리자 
보조 
관리자 

 사용자의 모든 권한 
 사용자 계정 생성/추가/삭제 
 사용자 권한 부여 

Control 
System 

 Control System 하위 데이터에 
대한 생성/추가/삭제 
 타 사용자 그룹 관리 데이터

에 대한 열람 

Driving 
System 

 Driving System 하위 데이터에 
대한 생성/추가/삭제 
 타 사용자 그룹 관리 데이터

에 대한 열람 

Main 
Frame 

 Main Frame 하위 데이터에 대
한 생성/추가/삭제 
 타 사용자 그룹 관리 데이터

에 대한 열람 

사용자 

Accessory 

 Accessory 하위 데이터에 대한 
생성/추가/삭제 
 타 사용자 그룹 관리 데이터

에 대한 열람 
 

 

 

Fig. 7 User group (Teamcenter) 

 

자전거 설계 워크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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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orkflow definition 

나누고 실제 사용자를 할당한 결과를 보여준다. 

워크플로우 기능은 사용자의 작업 과정과 함께 

제품 설계 과정에 대한 결제/승인 시스템을 반영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의 설계 과정을 

크게 Part 설계, 조립품 설계, 설계 통합으로 나누

어 워크플로우를 작성하였다. Fig. 8 은 자전거 설

계 워크플로우를 도식적으로 나타냈다. Teamcenter

에서 구현된 워크플로우의 형태는 Fig. 9 와 같다. 
 
4.3 자전거 제품모델 관리 시스템 특징 

제품구조와 제품모델 구축 방법에 따라 자전거 

제품구조와 제품모델을 정의했으며, 이를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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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례 시스템을 상용 

PDM 시스템인 Teamcenter 를 이용하여 구축하였

다. 자전거 제품 개발에서 본 사례는 선진 제조업

에서 구축해 사용하고 개선 중인 PDM 시스템 적

용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계와 구축 과정에서 타 제조업 경우와 

다른 자전거 제조 산업의 특징이 관리 시스템 설

계와 구축에 반영되었다. 대형 제조업의 경우 수

많은 부품과 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업체 간의 

권한과 세밀한 프로세스 조정이 시스템 구축의 대

부분을 차지하며, 논리적으로 옳은 프로세스라고 

할 지라도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 

자전거 제조의 경우에는 표준화된 제품이 많고 업

체와 부품의 계층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일관성 

있는 프로세스와 구조 적용이 가능했으며 업체 사

이의 계층 구조보다는 평행적인 참여가 가능한 일

종의 제조업 포털 개념의 권한과 구조 관리로 완

성할 수 있었다. 평행적인 업체간 권한 덕분에 타 

대형 제조업에서는 적용 후 실질적인 사용이 힘들

던 KMS 와 같은 집단지성시스템이 자전거 제품정

보 관리 시스템에서는 적용하기 쉬웠다. 동일한 

관리 권한을 가진 업체끼리 정보를 공유할 때 제

한 사항이 적기 때문이다. 이는 워크플로우를 적

용할 때도 적용되어 수평적인 협업 관계 설계가 

가장 중요했으며 상대적으로 논리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했다. 

5. 결 론 

고부가가치 자전거를 개발할 수 있어야 국제적

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국내 자전거 산업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제품과 현업을 분석

하여 자전거 제품모델을 정의하였다. 이론적인 수

준의 제품모델에서 머물지 않기 위해 자전거 제품

모델은 개념적으로 구조화한 제품구조와 실제 제

품정보관리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는 스켈레톤 모

델로 구성하여 단순히 단일 자전거 업체의 시스템 

구축이 아닌 자전거 산업 전반에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Fig. 9 Workflow (Teamcenter) 

정의한 자전거 제품모델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

는지 검증하기 위해 현업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정

보관리(PDM)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업체 시스템 

구축시 사용한 솔루션이나 세부 구축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검증된 컴포넌트 기반 

개발(CBD)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능을 구조화하였

다. 이렇게 설계한 컴포넌트 구조는 기능별 모듈

로 나뉘게 되며, 업체별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안

정성과 유연함을 극대화하며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자전거 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

발하기 위한 견고하고 유연한 기반 구조를 정의하

고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진정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

해서는 이렇게 설계한 자전거 제품모델과 제품정

보관리 시스템에 창의적인 고안과 설계, 생산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반영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산업계 전반의 주목을 받고 있는 

녹색 기술의 접목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

후 연구는 정의한 자전거 제품모델을 기반으로 창

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방

향과, 국제 기준과 선진 사례를 분석해 친환경 기

술을 컴포넌트화하여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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