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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제조업의 제품 개발 환경은 원가절감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화 원격지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제품 개발 환경에서 제품 설계자간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협업.

엔지니어링에서 설계자간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

는 아키텍처 정의와 설계 구현 및 테스트의 과정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객체지향 컴포넌트 기반.

개발방법론(ooCBD:object oriented Component Base Development)

을 적용하여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1].

ooCBD 방법론을 통해 분석된 유스케이스(use case)는 사용자

의 요구사항과 시스템의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컴포넌

트와 비즈니스 객체 모델을 도출해내며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

이스 사이의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도록 한다 프로세스 관리는.

원격 협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웹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본 논문에서는 분석된 유스케이스를 바탕으로 웹기반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을 보인다.

프로세스매니지먼트시스템2.

본 연구에서의 프로세스관리는 원격지에 떨어져있는 서로

다른 회사나 부서간의 협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프로세스관.

리시스템은 협업참여자가 협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프로세

스 일정 및 정보를 웹 환경에서 관리함으로써 원격지에서의

협업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2].

협업 엔지니어링을 위한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협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업무 수행 경험을 축적하여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기존에 수행되었던 협업 프로세

스를 템플릿 형태로 보관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협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수행 경험이.

없는 새로운 협업 업무에 대해서도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템플릿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협업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협업 업무 과정에.

서 생산되는 문서를 프로세스 단위로 관리하고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문서관리와 더불어.

회의 자료의 공유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원격지에 떨어져있는.

참여자간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웹 환경에서 3D도면과 2D이미지를

참여자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컨퍼런스 시스템을 제공하여

협업 업무에 대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또한 회의 결과를.

리뷰 할 수 있도록 회의 내용을 프로세스 단위로 관리한다.

세 번째로 프로세스관리시스템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모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협업업무의 성격이나 협업이.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에 따라 프로세스관리시스템에 요구하는

기능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설계된 도면데이터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품질표준화 검사나 제품의 BOM(Bill OfMaterials)데이

터를 조회 갱신 할 수 있는 모듈이 포함 된다.

본 논문에서는 협업 엔지니어링을 위한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을 개발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고, ooCBD방법론을

통해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한다.

방법론의적용3. ooCBD

개발방법론3.1. ooCBD

ooCBD 개발방법론은 유스케이스를 정의함으로써 사용자 요

구사항을 도출하고 관리하며 유스케이스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컴포넌트와 비즈니스 객체 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유스케이스.

스토리보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추출하고 정의하게 된다 [3] 또한 시스템의 비기능적인 요구사.

항의 기술은 유스케이스(technical use case)를 사용하여 정의하

며 기술 유스케이스 분석 과정을 통해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게 된다. Fig 1은 ooCBD 방법론의

개요를 나타낸다.

요구사항 분석3.2

ooCBD 개발 방법론에 따라 프로세스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

을 Table 1과 같이 분석하였다. Table 1에서의 요구사항을 바탕으

로 Fig2와 같은 유스케이스를 도출하였다 이때 유스케이스 목록.

을 요구사항에 맞추어 작성하며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전반적인 흐름을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이벤트 흐름을 유스케이스 이벤트 기술서로 작성한

다.

유스케이스 행위 분석은 MVC(Model - View - Control) 패턴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청부터 시스템의 응답을 나타내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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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ooCBD 기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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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관리시스템 아키텍처 정의3.3.

아키텍처의 정의는 요구사항과 품질 속성에 적합한 초기 아키

텍처를 정의 비즈니스 객체 모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에,

대한 정의와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설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비즈니스 객체 모델은 사용자와 시스템 시스템 내부간의,

데이터의 이동을 정의하는 객체이며 이 객체를 바탕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설계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UI(User

Interface) 설계자는 사용자 화면을 디자인 한다 이를 위해. UI

설계자는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유스케이스 행위에서 참여 화면

을 식별하며 화면의 흐름을 모델링한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작성된 유스케이스를 기반

으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각 행위의 기능을 기술한다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입출력 매개변수와 컴포넌트가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항목 컴포넌트에 적용해야 할 제약 사항 등이 포함된다, .

은Fig 3 ooCBD의 논리적 아키텍처이며 클라이언트 레이어와,

퍼사드레이어 그리고 비즈니스 레이어의 관계를 나타낸다, .

클라이언트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데이터를 받는 UI 컴포넌트와

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협업회의 템플릿관리 문서관리, , ,

모듈관리 컴포넌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커뮤니케이션 컴포넌트는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TCP(Transfer Control Protocol), FTP(File Transfer Protocol)을 이용

하여 서버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는다 서버는 비즈니.

스레이어와 퍼사드레이어로 구성된다 비즈니스레이어는 클라.

이언트에서 수신한 데이터의 비즈니스로직을 처리하는 컴포넌

트의 집합이다 퍼사드레이어는 비즈니스레이어와 클라이언트.

레이어의 연결을 간단히 해준다.

결론4.

협업엔지니어링을 위한 프로세스관리시스템은 분산화된 환

경에서 설계 참여자를 간의 협업을 위해 개발되었다 프로세스관.

리 시스템을 통하여 프로세스 일정을 관리하며 협업 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회의 자료를 관리한다 또한 프로세스 절차를.

템플릿으로 관리함으로써 추후에 있을 협업과정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협업 엔지니어링 기능 구현에.

ooCBD방법론을 적용하여 요구사항 분석 아키텍처 정의 설계, ,

구현 테스트의 개발 과정을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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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요구사항

일정관리
원격지 협업참여자를 위한 프로세스의 일정을-
관리

문서관리
협업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관리-
프로세스단위로 문서를 저장 수정 조회 가능- , ,

모듈관리 협업에 필요한 새로운 모듈 추가 가능-

협업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업업무를 위하여 원격지간-
의 참여자가 회의를 수행
캐드 도면이나 설계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열람 가능
음성 회의 가능-
완료된 회의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록-

템플릿관리
협업의 절차를 템플릿 형태로 관리-
템플릿은 다른 협업에 필요에 따라 사용-

사용의 편의성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
이 없도록 함

Table 1 프로세스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유스케이스다이어그램Fig. 2

cmp Components

Facade Layer

Buiness Layer

TempletInfo

ITempletInfo

DocumentInfo

IDocumentInfo

ConferenceInfo

IConferenceInfo

ModuleInfo

IModuleInfo

ModuleManager

IModuleManager

Present Layer

Conference

IConference

Document

IDocument

Templet

ITemplet

Module

IModuleManager

DocumentManager

IDocumentManager

TempletManager

ITempletManager

PMServiceIPMService

Communication

ICommunication

ConferenceManager

IConferenceManager

UI 
Component

Fig. 3프로세스관리시스템의 아키텍처 논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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