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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success to PLM in construction industries, the creation,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all 

product-related information are essential, and the exchange of product information and data has became 

an important part of the of the product development. But, it is difficult to exchange, unify and 

manage the engineering information between different kinds of system. In this paper, introduce 

standard and method on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heterogeneous systems for C-PLM(Construction 

Project Lifecycle Management), present embodiment case. The result of this paper expect on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heterogeneous systems for C-P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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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은 기 제품 기획 단계인 고객 요구사항 악에서부터 유지 리, 복

구의 마지막 단계가지 제품의  라이  사이클에 걸쳐 련된 정보를 통합 으로 리하는 것으로, 신속한 

제품 개발과 업 달성 등 제조업이 당면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생산정보화의 핵심 략으로 주

목 받고 있다.(노상도 등, 2006; noh et al, 2003) 하지만 PLM이  라이  사이클에 걸쳐 련된 정보를 통

합 으로 리함으로써 달성됨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효과 으로 리하고 있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Stark, 2005) 이러한 문제 의 해결을 해서 기업들은 상용 PDM(Product Data 

Management)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과의 정보 교환문제나 이기종 PDM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문제 등으로 상호운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의 건설업계는 계획,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유지 리, 해체와 같은 로젝트에 참여하

는 기업들 사이에서 시간과 비용을 감하기 해서 PLM의 도입을 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해서 상용 

PDM을 포함한 이기종 시스템간의 효율 인 정보 공유  력은 필수 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 PLM을 하여 이기종 시스템들 간의 제품 정보 교환을 수행하는 표 과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PLM 비즈니스 로세스 내의 정보와 데이터 표 이 가능한 OMG 표 인 PLM 

Services를 기반으로 립 스키마를 정의하고 상용 PDM 시스템들을 포함한 이기종 시스템간의 제품 정보 

교환 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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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기종 시스템 간의 정보교환에 한 기존연구

이기종 PDM 시스템들에 하여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기

반의 임워크와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여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실 하는 연구로는 OpenPDM

이 있다. 독일 ProSTEP에 의해 개발된 개방형 PDM 통합 지원 시스템인 OpenPDM은 웹 기반 환

경에서 PDM 시스템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제품 구조와 형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지원한

다. 한, 리되는 데이터의 STEP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포맷으로의 추출도 가

능하다.
 
OpenPDM은 실제 상용 PDM 시스템들 간의 연동을 해서 OpenPDM 시스템에서 기정의

한 구조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해야 하고, GUI(Graphical User 

Interface) 연동을 지원하는 OpenPDM 참조 시스템의 체 구조 자체가 PDM에서 리되는 실제 

메타데이터, 형상정보,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교환하고 표 한다. 이기종 시스템간의 정보교환에 

한 국내의 표 인 연구로는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의 MetaPDM이 있다. MetaPDM은 “ 업

 제품거래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결과로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공유 데이터

를 통합, 운용하기 해 앙에서 개자 역할을 하는 시스템 지원 서비스들과 상호 운용하면서 

기업 간 제품정보를 통합 리하는 시스템이다. MetaPDM은 STEP PDM 스키마를 통해서 정의한 

제품 메타데이터를 XML 스키마로 표 하고 그 결과를 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매핑 하여 범

용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에서 운용될 수 있는 제품 메타데이터 장소(Product Metadata 

Repository)를 통합 리함으로써 업  제품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자 하 다.(김  외, 2003) 

3. 사용표 과 립 스키마

3.1 PLM Services

본 연구에서는 이기종 시스템간의 제품 정보 교환을 한 국제 표 인 PLM Service를 소개하고

자 한다. PLM Services는 PLM 시스템에서 리되는 정보에 한 교환과 근을 해서 

ProSTEP iViP연합의 XPDI(eXtended Product Data Integration) 에 의해 개발되었고, 2004년 

OMG(Object Managenment Group)에 의해 채택된 데이터 교환표 이다. PLM Services의 데이터 

모델은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제품 데이터의 구조를 잘 표 해주는 STEP 214의 구조를 따르

고 있다. 특히 PLM Services는 웹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XML을 통해서 표 되었기 때문에 미

들웨어를 통한 데이터 교환의 측면에서 STEP보다 우수하다. 한 랫폼에 향을 받지 않는 

PIM(Platform Independent Model)모델을 정의하고 있으며, STEP, XML,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등 다양한 표 들에 맞게 실행되고 근할 수 있게 정의되어 있다. Fig. 1은 PLM Services의 개

념을 Fig. 2는 PLM Services의 체 구성을 보여 다. 

      

                 Fig. 1 PLM Services의 개념
               Fig. 2  PLM Services의 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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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제품정보 교환을 해 재정의한 립스키마 (Item 부분)

 

3.2 PLM Services 기반의 립 스키마 

PLM Services는 제품정보, 로세스 계획, 조직 리 등 체 PLM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고 

리되고 있는 정보들에 한 구조  스키마에 한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PLM 비즈니스 로세

스 상의 거의 부분의 정보와 데이터를 표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제품 정보 교환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 한 규모가 효율성을 해하며, 각 클래스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

자의 이해와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단 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 상용 시스템들에서 리

되고 있는 제품 정보의 원활한 표 과 교환을 해서, PLM Services에서 정의한 클래스 논리구조

와 속성 값을 고려하 다. 실제로 기업 정보 시스템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 데이터의 표 을 

한 립 스키마를 정의하 다. Fig. 3은 PLM Services의 Part identification의 하부 클래스인 

Item과 그 하부 클래스들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립 스키마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Item

에서는 제품의 BOM(Bill of Material)정보, 각종 정보 시스템에서 리되는 모든 속성정보, 링크 

문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3.3 상호 연동을 한 데이터 교환 방법

 3.3.1 XML 립 일

XML은 W3C에서 정의한 데이터 교환, 공유를 해 정의된 언어이자 일형식, 개념이다. 본 논

문에서는 PLM Services의 Informational Model 스키마를 바탕으로, 이기종 상용 PDM내에서 리

되고 있는 제품 BOM정보와 메타 데이터 등을 원활하게 표 , 교환하기 한 XML 형식의 립

일을 정의하 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립스키마가 XML의 가장 큰 장 인 확장성

을 보유하게 되어 향후 여러 이기종 시스템들 간의 제품정보 교환이 필요할 경우 정보의 추가와 

수정이 용이하게 되었고, 기존의 여러 응용 로그램들과 시스템들이 XML에 한 지원 기능을 

일반 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용의 편의성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 일기반의 교환은 교

환의 결과가 일로 보존되며, 언제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 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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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RDF 립 일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는 웹의 방 한 정보들에 한 메타데이터를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한 기 로서, 웹에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어 리 이션 간에 상호

운용성을 제공한다. RDF는 XML기반의 구문을 사용하므로 XML의 장 을 포함하면서 각 리소스

(resource)간의 계를 효율 으로 정의한다. 한 객체지향의 클래스(class)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메타데이터의 정의와 리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용이하다. 특히 RDF는 온톨로지(ontology)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추후 OWL(Web Ontology Language) 등의 형식에 한 

확장가능성 한 보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DF에서 언 하는 리소스의 개념을 PDM시스템 

내의 제품과 련된 모든 정보라고 가정하고, PLM Services의 구조와 매핑 하여 RDF 스키마 기

반의 립 일을 정의하 다. 

 3.3.3 XDAO 사용

DAO(Data Access Object)는 객체 지향 설계 패턴의 일종으로, 하나 이상의 어 리 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일 인 근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컴포 트를 의미한다. XDAO(eXtensible 

Data Access Object)는 DAO의 개념을 PLM 비즈니스 로세스내의 데이터들을 하여 확장, 정

의하여 용한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는 PLM Services기반의 데이터 구조를 DAO기반으로 사용

할 수 있게 정의하 다. DAO는 시스템간의 일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강력하며 간

편한 설계 패턴으로 유용하지만, 업 환경에서 수시로 새로운 자회사나 특정 업자와의 제품 정

보교환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변경  수정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4. 이기종 시스템간의 상호연동 구  사례

4.1 상 시스템

 4.1.1 상용 PDM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이기종 시스템간의 제품 정보 교환 상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용 PDM 

시스템을 선정하 으며, Siemens PLM Software사의 총체 인 제품구조, 업  CAD 조립 구조 

모델링, 탑-다운 설계, 구조화된 디지털 목업 기능을 결합하는 능률 인 구성 리  변경 리 기

능을 제공하여 업이 가능한 Teamcenter Engineering과 Dassault System사의 CAD 설계, 제조, 

유지 보수 등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  리가 가능한 SmarTeam을 그 상으로 용하 다. 

 4.1.2 MEMPHIS

이기종 시스템간의 제품 정보 교환 상 시스템  하나로 IGI(Institute for Graphic Interfaces)

에서 개발한 MEMPHIS 시스템을 선정, 용하 다. MEMPHIS 시스템은 제조 기업의 설계 공정

에서 CAD 데이터와 VR 데이터의 데이터 교환  리를 목 으로 한 미들웨어 시스템이며, 다수

의 이기종 CAD데이터로의 근을 해 PDM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4.1.3 업 포탈

제품의 복잡한 설계 로세스를 거치면서 다양한 개발지식이 설계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필요하

며, 제품의 종합 이고 총체 인 평가를 하여 분산된 개발지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런 분산된 지식을 부서나 들 간의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인터넷을 통한 시스

템 구축하 고 시스템 내에서 제공하는 요소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 개발을 지원해  수 있는 

업 포털 시스템에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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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M Integrator의 개념과 체 구조

4.2 PLM Integrator

본 논문에서는 정의된 립 스키마를 기반으로 이기종 시스템들 사이에서 제품 정보를 상호 교

환하는 PLM Integrator를 개발하여 용하 다. PLM Integrator는 상 이기종 시스템들 각각에 

해 개발, 운 되는 PLM Adaptor를 포함하며, Fig. 4는 개발된 PLM Integrator의 체 구조를 

보여 다.

4.3 XML 립 일과 RDF 립 일을 이용한 Teamcenter와 MEMPHIS 간의 제품 정보교환

립 일은 립스키마에서 정의한 데이터 구조에 따라 XML과 RDF형식을 통해서 Teamcenter

와 MEMPHIS에 담겨 있는 모든 제품 정보 데이터를 포함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의하 다. Fig 

(5)는 XML 립 일을 통한 Teamcenter와 MEMPHIS간 제품 정보교환 흐름을 나타낸다.

                

          Fig. 5 XML 립 일을 통한 Teamcenter와 MEMPHIS간 제품 정보교환

                

4.4 XML 립 일을 이용한 Teamcenter와 SmarTeam 간의 정보교환

립 스키마와 PLM Inetgrator를 이용하여 두 PDM 시스템의  다른 구조와 환경에서 리

되는 데이터 정보구조를 모두 표 하고, 정보의 손실없이 제품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 다. 

Fig. 6은 PLM Integrator를 통한 Teamcenter Engineering과 SmartTeam간 제품정보 교환을 나타

낸다. 

Fig (6) PLM Integrator를 통한 Teamcenter Engineering과 SmartTeam간 제품정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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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업 포탈에서 Teamcenter와 SmarTeam 간의 정보교환

업 포탈에서 이기종 시스템간의 정보교환을 지원하기 해 개발한 제품정보 교환기는 각 시스

템에서 각 시스템의 통합기능을 통하여 XML을 생성 후 업 포탈을 지원한다.  Fig. 7은 업 정

보지원 시스템 구조를 나타내며 Fig. 8은 PDM 정보 업 포탈 지원 과정을 나타낸다.

SmarTeam
제품정보

Team Center
제품정보

SmarTeam
통합 기능

Team Center
통합 기능

XML 기반의 중립파일 생성
(PLM Services 스키마 구조)

이 기종 PDM간의
통합기능

협업 포탈
정보 지원

SmarTeam
제품정보

Team Center
제품정보

SmarTeam
통합 기능

Team Center
통합 기능

XML 기반의 중립파일 생성
(PLM Services 스키마 구조)

이 기종 PDM간의
통합기능

협업 포탈
정보 지원

     

             Fig. 7 업 정보지원 시스템 구조           Fig.  8 PDM 정보 업 포탈 지원 과정

   

5. 결론  향후과제

건설업계에서 PLM을 성공 으로 구축하기 해서는 건설과 련된 모든 정보의 창조, 리 그

리고 조화가 필수 이다. 엔지니어링 데이터 교환은 비즈니스 로세스에서 핵심 분야이다. 그러나 

로젝트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이기종 시스템간의 효율 인 정보 공유  

력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PDM 시스템을 포함한 이기종 시스템간의 효

율 인 제품정보 교환을 지원하기 해 표  립 스키마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한 립 

일을 이용하여 이기종 시스템들이 리하고 있는 제품정보의 통합 리와 교환을 지원하는 

PLM Integrator를 개발하고 용된 사례를 소개하 다. 이기종 시스템간의 제품정보 교환과 통합 

리를 달성함으로써, 시설물의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유지 리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업무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PLM 실 의 기반이 조성

된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PLM을 한 범 한 이기종 시

스템간의 정보교환에 한 통합 구 에 한 실제 인 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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