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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 tie

The Development of ‘'KAERI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I.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information resources

(1). Efficient management of information resources

(2). Establishment of scientific management tools

(3). Establishment of efficient management system

b. Effective informations transmission

(1).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transmission

(2). Enhancement of information transmission speed for a better work

perform하Ice

(3). Establishment of systematic transmission for effective

information exchange

c. Efficient assistance to research activitites

d. Establishment of automated and scientific works

(1). Being free of repeated works

(2). Specialization of staff

(3). Solution to the managerial limitation of gener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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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당lhancement of development capability throu방1 obtain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f. Creation of hi방1 value-added with efficient information

distribu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 Implementation of multi-media environment in considerations of

ch없Iges in information utilization environment and in

information demand

b. For the sake of best system performance. implementation of

Server-Client system configuration which distributes load of

host to each PC connected to the host for the most efficient

performance

c. Adaption of Window function for user friendliness and human

engineering

d. Set-up of DB through Oracle

e. Use of Visual basic. one of software development tool. instead

of program language such as C in consideration of limited

manpower and development perio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a. Establshiment of an institutional system for mor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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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of operational departments in setting up DB

b. Solutions to the limitations of institutional systems and

proceduress for the security of experienced and capable

researchers , unlike the present recruit system of only making

up the required number of manpower

c. Contribution to maintaining project team in such a way as

technology of each specific field could be accumulated, and to

the solution of personnel problems such as assi훌Ulent to

proper department

d. Education and training of managers to encourage

computer-oriented management

e. It is required to reform or establish institutional systems so

that the developed system may be properly used. The receptive

attitute 하ld conciousness of both managers and users are most

important.

f. Data should be continuously provided and input in order for

the developed system to be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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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I 1 장 셔폼

때 1 철 연구 배청

組織體에 있어서 關聯情報의 要求가 適時性.m連性， 正確性， 多樣性 둥율 要求하고

있으나 많存의 훌훌홈g앓理시스탬에서는 이떠한 要求외 充足이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要求의 充足율 위해서는 業務의 혔짧化률 기활 수 있는 새로운 情報管理시스템 購훌훌이

필요했다. 그똥안 鳳.技術自立과 新技術 關훌훌용 훌훌的， 質的인 많은 훌훌廣과 成長율

가져 왔지만 각종 빠究業務률 支擾하는 行政部門은 크채 改善되지 않았다.

또한 많存의 專務處理 시스템은 홈훌훌훌化， 定型化되지 않아 各 部門과 寶料의 共有

가 어려워 많은 問題點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處理시스템의 質과 業務能

짧를 向上시키고， 必要한 情報률 圓續하게 供給활 수 있는 範合的인 “쇄ERr觸響情報시스

템”엠 構훌훌이 철실히 要求되었다.

이러한 問題點률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現業部뽑에서 發生하는 各種情報률 體系的으로

整理 하고 有用한 簡報로 加工， λ力， 解藏할 수 있는 構報範合管理시스템 構藥의 期本

이되는 部門別 Sub-System開鍵의 先行과 統合올 前提로한 體系化， 組織化， 標揮化作業

이 웰行되어야 했다. 또한 情報 利用環境 變化와 構報要求 훌훌化롤 考慮하여 멀티미디

어 覆境을 導入했다. 그리고 題終使用者(End-User)가 쉽케 接近할 수 있도록 오랬봉안

親熟해격 있는 PC 環境 율 가본으로 構成했다. 또한 향후 현업에서 척용중에 發生할 수

있는 補隆作業율 考慮하여 Oracle 데이타베이스 等의 關聯 數育/힘"練에 많은 時間을 劃

愛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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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課題에서 開發된 시스템은 Server-Client構造로 構成되어 있어 Host負禮률 PC로

끓어 내려 性能을 趣大化하도록 했으며，또한 各種 OA構能율 提供하는 S/W흘 설치하므로

서 遠距離 懷用者와 짧速한 意思交換， 個AI그룹 日程管理. !잃要g흉에 쉽게 構훌훌하여 像

用할 수 있는 DB機能. Name Card DB. 電話 Message送. 훌信 및 鍾報가 可能토룩하는 業

務支擾 시스템도 設置했다.

그러나 橋報시스템이 構훌훌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團內外 企業의 훌

{9)J에서 보듯이 최소한 5-6년의 세월과 廳醫者와 情報시스템 部門의 顆力한 파트너섭과

El더쉽이 必要한 것이다. 릅히 最홈經훌훌者가 쇼스로 훌與하지 않으면 成功하기 어렵

기 때문에， 多角的이고 持鷹的으로 鼎究할 수 있도록 A力 및 寶算支援훌의 홉B農가 휘

따라 할 것이다.

本 課題의 1차년도언 今年에는 “싹力管理情報샤스탬”觀鍵이었는데， 부혹한 期間.A

力，鍵算等의 制約으로 다소 無理라는 생각에서 出훌훌했지만 주어진 覆境r에서 훌훌適의

結果률 挑버하려고 最善을 다해 多角的으로 新究블 했으나 다소 未휩한 面어 있다. 앞

으로도 2차년도 課提가 推進되변 >&.行하여 補完.樓正해나갈 計훌l으로 있으나 人力補充

어 있어야 한다. 以上갈이 本 課題 鍾行의 必要性과 期待쳤果률 簡單히 흉흉約하면 아래

와갈다.

가.빠究의 웰要性

(l).單純文書 管理의 限界性

(2).科學的인 文書管理의 必要性

(3).새로운 橋報管理의 必要性

나.期持 흥훌果

(l).敬果的인 情報傳運

(가).情報簡建의 敎책§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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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情報傳建의 m速化(業짧能훌훌 向上)

(다).情報傳훌의 g훌흙化(혔果的인 情報交擾題훌훌)

(2). 精훌훌賣題의 g훌짧的인 統合管理

(가).情훌훌賣題의 혔훌홉的 管理

(3). 圓禮한 휠퓨究훌홍行業훌훌 支훌훌

(4).훌훌훌의 법動化

(5).最新技術 휩得으로 關훌훌龍力 向上

(6). 혔짧的언 情報流훌훌으로 홉負~ 價t훌 홈u出

째 2 철 훌훌훌훌 훌fiJ:의 圖題톨홉

1. 現훌部훌 훌典度 훌훌{Ii

使用者률율 위한 시스템이라는 題醫下에 現業 使用者률의 훌與률 척극 훌훌훌훌하여 훌n

期 題룹f훌 f'F成暗 부터 關훌훌過種에 이르기까지 척극 훌훌與하도록 努力했다. 또한 표로그

햄 一邊倒의 鍵械훌훌的 思考에서 탈피하여 現業部뽑와 圓濟한 意思짧훌훌율 통해 兩者의

공갑대률 形成하려고 努力했지만 情報化에 共慮하고 電算化 作業에 同훌하는데 홈훌훌훌的

이지 못했다. 現業의 경훌훌홈負뼈가 主要 鳳困이라고 생각되지만， 무엇보다도 童要한 것운

全所的언 電算 바언드 훌훌散이 훌홈對로 必要하다.

現業의 管理者나 使用者가 電算化의 必要性율 훌훌훌훌하고 關發部뽑와 現業部뽑간에

훌훌同關係가 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없l度化가 必要하다. 現業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電

算化의 成果률 期홈할 수 없다. 그러으로 現業의 뺨理者나 뾰用훌의 훌훌훌構造가 電算化

成敗의 主要 鳳困이 되기 때문에 現業의 훌與度 題化률 위한 制度化 作業이 必훌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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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ject Organization(task force)

훌行課題와 類뻐分野의 훌g톨용과 能力이 있는 開훌훌훌훌員의 最小의 ~要A力은 醫題 훌

行 홈n期부터 確保가 되어야 한다. 缺員 補充에 대한 A力훌훌保가 훌훌B홈에 이루어지;t.l 않

으므로서 課題흉行에 많운 어려움이 뒤따랐다.

프로그램 름罷의 親짧性， Oracle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必須的인 ~麗 홉홈， 벌티미

디어짧境 휩훌훌훌융 위한 Interface技홉， Server-Cl ient樓훌율 위한 Network技術， Windows

開發 Tool 活用 빛 구현기슐， PC ROM Bios와 Interrupt Service Routine둥 開훌훌에 必훌훌

한 專門分野에 대한 홈n醫(knowledge)의 훌훌훌훌(experience)이 척은 要員률율 활育올 롱하

여 어느 정도의 開훌훌 生훌性올 기대했먼 홈f훌빼에 훌훌용율 가져오} 期間內 훌용훌훌完了률 위해

서는 關훌훌훌륭圍 縮小훌의 륨tJ때 훌更이 不可훌훌 했다. 顆題 훌行에 훨요한 A力의 륨~l훌는

成功的인 課훌훌훌行율 뷔하여 先훌되어야할 題題이다. 또한 開훌훌된 시스탬이 現業애서

寶極 活用될 수 있을 때까지 關發要員이 持훌的으로 支훌훌되어야 할 것이다.

3. 觸훌훌훌훌홉 과 훌算

現寶的으로 要求 條件울 모두 充足할 수 있는 H/W 나 S/W률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

니다. 部門.B tl이라도 Test나 Simuation할 수 있는 覆境與件옳 갖추는 것어 훌훌的으로

不可能하고 설령 수용하는 H/W 나 S/W가 있어도 훌算， 期間， A力， 技術훌의 빼約的 與

件內에서 훌훌適案을 찾아내야 하기 때분에 많은 時間율 要한다.

훌當性 關흉는 可能한 技術의 存在與홈， 開훌훌要員의 賣力， Hardware나 Software의 技

能/性能없l約， 훌추흉된 寶算範圍훌이 뿜j約要素가 되기 때문에 各種 없l約條件률울 克服할

수 있나를 원100하기 위해서는 Case Study, Worst-case Analysis , Prototyping동올 통해

- 15 -



分析해야 하는데 事빼分析은 公開률 꺼리기 때문에 現賢的으로 避近이 어렵다. 셜령

모든 조건율 수용한다 해도 부혹한 寶算으로는 解決方홉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必要

한 만큼의 ￥훌算운 옮훌홉되어야 한다. 上홈E에서 열거한 혐l約的 障짧要累률이 複슴的으로

훌훌題훌行의 훌훌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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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 1 철 연구내용 및 방법

1.캐 요

객역L 효르
'-- '--

때ERI 훌훌홈情報시스템은때ERI내의 業훌훌 電算化7r 可能한 各 조직의 情훌훌툴율 一實性

율 維持하면서 훌훌遭， 표確하게 l않集， 聚合， 分析해서 有혔한 形顧로 加I된 情報블 提

供， 훌훌훌훌하는 A間과 技械가 關和된 셔스탬 뿔훌훌율 目훌훌로 하는데， 本章에서는 이러한

土훌가 되도룩 하기 위하여 先行되어질 각 서브 시스탬을 關發하는 段階로서• -lk年

度課題인 “lA力管理情報시스템”훌開훌훌하였다.

人力의 效짧的인 管理와 짧遭， 표確한 報告뽑없l의 휩훌훌， 흉R究 生흩흩性 向上이라는 目

的下에서 推進된 “IA力情報뺨理시스템"I 構훌은 推鍵 當時 OSI(Office System

Information)擺念쪽에 큰 비증을 두어 推進하려 했으나 開훌훌期間， 寶算， 人力 不足훌

非現實的인 與件율 考盧하여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擺念 쭉으로 計l빼울

4흥正. 縮小하였다. 따라서 本옳에서는 “IA力情報管理시스탬”購훌에 관한 흙뺏內뺨에 대

하여홉a~하였다.

2. 인력 관러 시스램 환경

가. RDBMS(Relational Data Base Management System)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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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ata Base)의 정의는 ”어느 조칙의 다수 웅용 시스템률이 사용하기 위해 통합，

저장된 상호 연란을 갖은 데이타의 집합”으로써 다읍과 같은 의미률 가절 수 있다.

* 통합 데이타 (Integrated data)

*져장 데이타 (Stored data)

*운영 데이타 (Operated data)

* 풍용 데이타 (Shared data)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은 대량의 정보를 환리하도록 절계되는데 정보의 저장 구조에

대한 정의와 저장된 정보률 조착하기 위한 방면율 제공하는 일율 포함한다. 또한 데이

타베이스 시스텔은 시스템이 고장난다거나 핀한을 부여받지 않은 작업 시도가 있더라도

데이타베이스내의 안전생율 제공해 주는데 있으며 데이타가 여러 사용자간에 공유될 경

우， 시스템은 발생될 수 있는 이상현상율 방지하여야 한다.

데이타베이스시스템의 장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

* 데이타의 충북성 제어

* 데이타의 일관생 유지

* 데이타의 결집생

* 데이타의 공유

*표준화

* 웅용 프로그램 개발의 용이생

* 일관적안 보안생과 무결성 유지(미리 지정된 일관성 제약 조건 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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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이

D뻐S가 사용되기천에는 주로 화일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률 쳐리하였으나 업무

량이 증가하고 여러 정보가 축척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첨이 발생하게 되었다.

- 컴퓨터 천문가가 유지，보수 작업에 총사하는 비율이 증가

-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칸이 요구됨

- 필요한 변경에 산속한 대쳐 불가

- 비정형적언 경영정보 체공 불가

- 웅용 시스템 사이에 유사 항묵 정의가· 일관성이 없융

- 개별 화일의 증가로 안한 비용 증가

- 정보률 사이에 일관성의 결여

- 데이타와 호프로그램 사이의 관계로 인해 데이타의 변경에 따른 유지보수가 많

아침

- 정보의 통체와 보수가 어렵다.

- 충북 데이타의 입력 비용

- 데이타 자원에 대한 전체척인 관리의 결여

이련한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는 각종 응용 시스탤 구축에 DBMS을 사용하논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데이타빼어스 샤스템은 효율척인 정보검색이 중요하므로 데이타베이스

내의 데이타률 표현하기 위한 북잡한 데이타 구조로 설계된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로부

터는 이려한 북잡한 구조를 감추기 위해 데이타베이스률 보는 관점율 추상화 시켜 여러

개의 계충으로 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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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척 계충(Physical level) : 최하위 단계로 데이타가 실제로 ’어떻게’ 저장

되는가를 기술하고 북잡한 하위 계충의 데이타 구조툴율 상세히 기술.

* 개념척 계충(Conceptual level) : 어땐 데이타가 셀쩨로 져장되었는지와 데이타

간의 환계룹 기술. 데이타베이스를 비교척 간단한 데이타 구초륭 사용하여

기솔. DB 판리자(DBA，Data Base Administrator)에 의하여 사용되고 DBA운 어변

쟁보가 떼어타빼어스에 져장되어야 하는지 컬쩡하는 사람이다.

*뷰 계충(View level) : 최상위 계충으로써 데이타베이스 천체의 일부분만융

기슐. 일반 사용자는 국허 일부분의 정보에만 환심융 갖고 있으며 각자 다른 뷰

률 정의 사용 가농.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을 윗받침하는 데이타 구조로 레코드에 근거한 논리척 모텔이 있

는데 이는 데이타베이스의 천체척인 논리척 구조률 지청하는데 사용되며 그러한 구조의

구현율 위하여 구현 계충보다는 상위 계층에서 논리 구초를 기술하는데 다읍과 같다.

* Relational Model : 데이타와 데이타칸의 환계가 테이블의 집단으로 표현.

각 테이블은 유일한 명칭율 갖고 여러 개의 열 (Col뻐η)로 구성

* Network Model : 데이타는 혜코드 집단으로 표현되고， 데이타 칸의 환계는

Link로써 표현(pointer) ， 데이타베이스내의 레코드들은 임의의 Graph 형태로

조직.

* Hierarchical Model : Network 모렐과 유사하나 레코드률이 임의의

Graph보다는 Tree 형태로 조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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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은 주변 여건의 변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정이 따르게 마련인

데 이는 시스랩 측면에서는 사소한 변동이라도 심각한 영향율 미칠 수 있다. 예률 틀어

기존 화얼에 새로운 데이타 항북 하나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그 화일의 불리척 구조와

그 화일율 이용하는 모든 웅용 프로그램들이 변경되는 일을 수없이 경험해온 것이 사실

이다.

이런 문제률 해결하는 것이 데이타의 톡립성인데 이는 추상적 데이타형과 같은 개념

으로써 정의는 ”어느 계충 x의 상위 계충에서 정의한 스키마에 영향올 미치지 않고 계

충 x의 스키마를 변경 가능”할 때률 발한다. 데이타 톡립생에는 두가지로 분류된다.

* 물리척 데이타 톡립성 : 불러척 스키마의 변경이 개넘척 스키마에 무환할 때.

*논리척 데이타 톡립생 : 캐념적 스키마의 변경이 Subschema와 무환힐 때

(데이타와 웅용 프로그램과의 톡랍)

DBMS율 이용하여 데여타베이스 시스탬율 구축하고， 휴지보수 동의 작업운 데이타

정의 언어률 사용하면 가능하다. 이 언어는 직첩 데이타베이스 테이블틀율 생생 소멸할

수있다.

* DDL( Data Defini tion Language , 데이타정의언어 ) : 데이타베이스 Sch빼a률 정의

하는 륙수언어

* 데이타 사전(dictionary) : metadata륭 수룩하고 있는 화얼로서 실제의 데이타

가 DB에 작업되기 전에 참조된다. (데이타에 판한 데이타)

이미 구축된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율 사용자로 하여금 척절한 데이타 모델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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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칙된 데이타률 첩근하거나 조작하도록 허용하는 언어로써 데이타 조작어가 있다.

* Proe려ual 뻐 :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타률 구훌}는 방법율 명시

* Nonproeedual 뻐‘ :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타만 명시하고 방법은 무판.

사용하기 취우나 비효율척이지만 다양한 최쩍화 기업으로

해결

* 테이타의 조착

- 데이타베이스내의 정보 검색

- 데이타베이스내의 정보 저장

- 데이타베이스내의 정보 삭쩌l

* Query때뺑ge(질의어) : 뻐L애서 정보의 검색에 환여하는 부분

DISK

응용 :It를「랩1 -

DATA

웅용프로그햄 2 DB뼈 집합

.

그림 2.1 DBMS( Data Base 뼈nagement System)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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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베이스 시스템내의 하위 계충 데이타와 시스템에 제기훤 웅용 프로그햄 또는

질의칸의 Interface률 제공하는 모률로서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이 있는데

그 구생과 기능은 그립 2.1과 같다.

* 화얼 활려 표로그햄과의 상호 롱신

: O/S의 화일 시스햄율 롱하여 디스크에 쩌장

: DBMS는 뻐L문율 하위 계충의 화일 시스햄 명명으로 번역하여 데이타에 대

한 처장， 검색， 갱신율 담당.

*무결성 유지 : 데이타베이스내의 쳐장된 데이타 값율 륙쩡한 일판생 있는 져1약

조건을 만축하도록 DBA가 분명히 지쩡하여 DB뻐은 데이타베이스

갱신 요구가 그 체약 조건에 위배되는 자률 검사한다.

* 보안 유지 : 사용자는 필요로 하는 데이타쩨이스의 일부분만율 참조

* Backup and Recovery

* Concurrency Control : 동시에 제기되는 사용자의 요구률 처리

데이타 베이스 관리자(DBA)는 데이타베이스 시스댐에 대한 전반척인 충앙 통쩨릅 가

하는 사람으로셔 주로 DDL(Data Definition Language)율 사용하여 다읍과 같운 작업울

한다.

* 스키마 정의 : 데이타베이스 스키마 정의

*저장 구조 정의와 액세스 방법의 정의

*스키마의 수정 및 물리척 초직의 수정

* 데이타 베이스 판한의 인정 : 사용자의 첩근 범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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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생 제약조건의 지정

이미 구축된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 뻐‘(Data Manipulation 벼명뻐gel율 사용하여

필요로하는 정보를 검책하는 사용자틀에는 다읍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웅용 프로그램 사용자

* 일반사용자
*초보자

* 륙수 사용자 : 데어타베이스융 륙수한 몹척 (CAD, 지식 베이스. 양pert System)

에 사용흥}는 사람.

휘에셔 쌀펴본 DBMS의 천체척인 시스템 구조율 찰펴보면 다읍과 같다.

* 화일 판리 시스탬 (File Manager)

* 데이타베아스 판리 시스템 (DB뼈)

* 질의 처리기 : 질의어률 DBMS가 이해하는 효율척인 하위 계충 명령어로 변환

* DML Precompiler: 척절한 쿄드흘 생성하기 위해 질의 척리기와 상호 통신

* DDL 번역기 : DDL푼율 Metadata를 찾은 테이블로 변환하고 이는 데이타 사천에

져장

* 데이타 화일 : 데이타베이스 자체률 져장

* 데이타 사천 : 데이타베이스의 구조에 환한 정보를 저창

* 색인(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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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RACLE ROBMS의 륙정 및 구성

Relational Dat aBase Management System(RDBMS:판계형 데이타베이스 관리 체계 )인

ORACLE은 SOL에 기한율 두고 웅용프로그햄 개발 및 의사결정 지원율 위한 소프트웨어

Tool률로 이루어져 있다. ORACLE사는 가장 큰 RDBMS 회사이며 ORAαE 제품의 기술척인

륙정운 다읍의 4가지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이러한 4가지 기능운 H/W 및 DIS에 상관없

이 모든 제품에서 동일하게 체공된다.

(1). 없L Compatibility(호환생 )

ORAC파은 IBMlDB2. ANSI S마퉁 사실상의 산업표준과 완천한 호환성율 제공하여 비표

준의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루자버를 철약할 수 있다.

(2). Portability(이식성 )

ORAαE운 C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대형 컬퓨터에서 PC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종에

서 운영된다. 이러한 여러 기종에서 운영되기 위하여 다양한 DIS하에서 수행될 수 있도

록 이식 (Porting) 되어져 있으며， 해당 H/W의 최신기술율 충분히 활용하도록 작생되어

있다. 따라서 ORACLE은 H/W 및 DIS에 의존하지 않은 유일한 RDBMS로서 약 120여종의

H/W와 90여종의 OIS환경하에서 동일한 사용법 및 기능율 제공한다.

(3). Connectibility(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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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완성과 마찬가지로 ORAαE은 대형 컴퓨터에서 PC까지 운용되며 서로 다른 H/W상의

서로 다른 Network에서도 SOL*Net 및 SOL*Connect률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올 하나의 데

이타베이스로 연결하는 해결책을 제공하며， 이률 바탕으로 데이타률 서로 공유하여 사

용하도록 한다. 않LtNet는 서로 다른 네토워크 환경하에서도 연결성율 허락하기 때문에

다양한 O/S하에서 개발된 웅용프로그램툴야 네트워크를 통하여 근거리 및 원꺼리의 시

스탬간에 데이타률 추고 받울 수 있다.

(4). ca행bility(기농성 )

관계형 DBMS의 천체기농에 부가되는 것으로 ORA다E은 웅용 표프로그램의 생성 및 의사

결정 지원용 T∞l률올 통해 부가척인 능력율 부여한다. 이러한 Tool들은 웅용 프로그램

개발자 빛 최종 사용자률에게도 보다 놓은 생산성율 보장한다. 또한 ORACLE울 여용한

웅용 프로그랩파 DB 화일이 내부적으로 직접 처리되고， 대부분의 3세대 언어둥과 연동

되며， 칼라 그래픽， 스프례드쉬트 둥에서도 O뻐따 데이타베이스의 데이타률 이용할 수

있다.

O뻐따 version 6.0은 다읍과 같은 Kernel 및 Utili ties와 웅용 프로그램 개발용

Tool，보고서 작성 기농율 포함한 의사 결정 지원용 Tool , 사무자동화 Tool , 분산 데이

타베이스(Distributed DataBase)처리를 위한 네트워크용 Tool , 데이타베이스 구성 및

웅용 프로그램 개발율 위한 기획 설계， 분석 지원용 Tool (CASE Tool)동의 다양한 제품

율 제공함으로써 효율척인 전산업무처리 빛 높은 생산성을 보장한다. ORAαE 뻐!EMS의

구생도는 그럼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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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PLUS SQL*FORMS SOL*NE1‘ S마*CAl‘C S마*GRAPH Host 언어

PRO*COBOL

ORAα.E-MAIL EASY*SOl‘

ORAαE

CASE*CONNECfOR RDBMS S마*빠:NU

CASE*DESIGNER t---- S마*Loader

S마*TEX SOL*Repor‘ t- SQL*Repor‘t SOL*Connect CASE*DICf IONARY

Retriev 1 wri ter‘

그림 2.2 ORACLE의 시스템 구생도

ORAαE DB뼈의 각 요소률은 다움과 같은 기능이 있다.

- 매ACLE DBMS : OARCEL Database kernel 및 Utility

- SOL*PLUS : SOl회화형 4GL 및 자동 reportwriter(Query, 뻐‘. DDL, DCS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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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마tForms : Application Generator (Pie Chart , Bar Chart 포함)

- SOLtNet : 분산 데이타베이스 구축울 위한 Network software(l맨lIP 포함)

- S마tCalc : Integrated spreadsheet

- SQLtGraph : Intergrated Graphics Tool(Pie Chart , Bar Chart 포함)

- EasytS마 : 초보자용 조작 T∞1 (S마*PLUS， S따.*Forms ， S마lIlReportwriter ，

S마*Loader 포함)

- CASEtDictionary : 데이타베이스구축시 데이타에 대한 청보를 갖고 있는 사천

- SQLtLoader : 외부 DATA를 데이타베이스 DATA로 변경해 주는 Tool

- SQLtConnect : IBM DB2 S마/IE의 연결 가농한 T∞1

- SQLtRep아‘t : 보고서 작생율 위한 Tool

- SOLtRepor‘ twriter : S따*Report에 기능 추가

- SOL*Menu : 기개발된 form과 Reportwri ter‘의 Menu화

- SQL*Textretrieval : Word Processor 기농 외에 책을 만툴 수 있는 기능

(I농sk Top Publishing System)

- CASEtDesigner -, CASE률 이용하여 업무 분석， 설계를 위한 표준화 Tool

- CASEtConnector ~

- ORACLEtMail: ORACLE사용자간 E-MAIL을 통한 정보처리 기능율 체공

- Host 언어 . PROtC

PROtCOBOL

PROtFOR재AN

다. MS-WINDOWS

기폰에는 개인용 컴퓨터 (PC:Personal Computer) 를 사용함에 잊어서 운영쳐1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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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룰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기존에 MS-뼈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αI(Character User Interface)환경에서 GUI(Graphic User Interface) , 벌티태스

킹. 멀티미디어 동의 환경울 추구하는 운영체혜들이 션율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MS-WINDOWS는 MS-DOS의 640뼈의 벽율 냄어서 멀티타스킹울 구현하여 추는 둥 다음과 잡

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뛰어난 그래픽 사용자 환경율 제공한다.

- 뼈-DOS의 한계인 640KB의 한계를 념어서 시스템 메모리를 16뼈까지 사용할 수 있

다.

그러고 기존의 뻐-OOS 프로그램이 WINDOWS내에서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

고， MS-뼈에서는 640KB의 벽율 허물기 위해 확장(extended)메모리률 사용하고 있으나，

표준척인 사용방법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호환생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MS-WlNOOWS에서는 통얼된 확장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률이 호환생 운헤에

부딪치지 않고 뻐-WI뼈WS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웅용 프로그램깐에 데이타 교환

이 협게 야루어 진다.

- 386 시스템에서 386 프로세서의 기능율 완전히 이용하여 자연스런 멀티타소킹율 구

현하여 주었다. 지금까지는 386 이상의 시스템율 가지고 있어도 386프로세서의 보호모

드률 사용하여 진정한 386 시스탬 환경율 구현할 만한 소프트웨어가 꺼의 없었다. 그러

나 MS-WINDOWS는 386 프로세서의 보호모드률 이용하여 완벽한 멀티타스킹울 구현하여

주고 있고. 포한 386 프로세서에셔 제공하는 가상메모리 기법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다.

아칙까지 MS-WlNOOWS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륙히 386이상의 시스템에서

완벽한 다중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32 Bit 윈도우 웅용 프로그램 착생에 필요한 개

발 도구률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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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뻐-WlNOOWS의 구성요소

(가). 윈도우의 구성

@ 아이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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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윈도우의 구성

대부분의 MS-WlNOOWS 프로그램틀은 공몽척 인 구성요소률 이루고 있다. 타이툴바

(Ti tle Bar) , 메뉴(Menu)둥과 같은 구성요소률 다읍에 셜명한다.

- 콘트롤 메뉴박스[Control Menu Box] : 각 윈도우의 화혹 상단에 있는 것으로 이 박

스내에 있는 각 명령어률 사용하여 윈도우의 크거를 확대， 축소할 수 있으며 윈도우즈

프로그램융 총료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웅용 프로그랩으로 천환 할 수도 있다.

• 타이툴 바[Ti tIe Bar] : 타이툴 바는 각 어풀리케이션의 명칭을 나타내는 곳으로

하나 이상의 윈도우가 셔로 겹쳐있으변 현재 작업중인 윈도우(Active Window)의 잭상이

비작업 원도우(Inactive Window)의 타이를 바의 잭상에 비하여 상이한 잭율 지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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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더 짙게 나바나 현재 작업중인 윈도우를 알려주게 된다.

- 윈도우 타이툴[Window Ti tIe] : 윈도우의 형태에 따라 탈라지게 되는 데， 어풀리케

이션， 그룹. 다렉토리， 화일 동의 명칭율 알려주며 저장이 되지않은 상태일 정우에는

그 옆에 "Unti tled"이라는 메세지률 함께 표시한다.

- 메뉴 바[Menu Bar] : 실행시킬 수 있는 명형어를 포함하는 메뉴(File， Edit , Help

둥)률포함한다.

- 스크롤 바[Scroll Bar] :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윈도우의 한 화변에 사용자가 필요

로 하는 내용이나 필요한 리스트(Li st)가 보이지 않율 때 야 스크롤 바률 옵직여 필요

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 확대(축소) 버른 : 이 가능은 마우스 사용자률 위한 것으로 콘트롤 메뉴 박스률 열

지 않고 작업 윈도우률 화면 천혜에 채옳 수 있게 하거나 아이콘으로 풀일 수 있다.

- 리스토어 버른[Restore Button) : 우혹 상단에 있고， 마우스로 클력하면 현재 사용

중인 윈도우의 크기률 전에 사용하던 크기로 북원한다.

- 마우스 포인터 [Mouse Pointer] : 마우스의 현재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여러 웅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마우스 포언터가 나타난다.

- 데스크 탑[Desktop] : 화변에서 윈도우가 차지하지 않은 빈 공깐율 말한다.

- 아이콘[Icon] : 그래픽으로 표사된 조그만 그림율 말하며， 크게 세가지 총류가 있

다. 수행중인 웅용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용용프로그램 아이콘. 하나의 윈도우률 혹소시

켰율 때 나타나는 문서 아이콘， 그러고 그룹 윈도우 안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 아이콘

이 있다.

(나) . 윈도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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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에는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뭔가 미묘하게 차이률 두는 세가지 기본 윈도우가

있는 데， 이는 웅용 프로그램 윈도우와 문서 윈도우 그러고 다이얼로그 윈도우로 나눌

수있다.

- 용용 프로그램 윈도우(Application Window)

웅용 프로그램 윈도우는 수행중인 프로그램올 나타내는 원도우로， 용용 프로그램의

작업영역과 메뉴 바를 가진며 한 웅용 프로그햄 윈도우는 다양한 문서 윈도우를 구성한

다.

- 문서 윈도우(Document Window)

한 웅용 프로그햄 윈도우에서만 착용하는 윈도우률 발하며 자신 고유의 스크롤 바와

크기 변환 키 및 그 테두리션 (Border)율 가지며， 한 웅용 프로그햄 윈도우에 두 개 이

상의 문서 윈도우가 겹치거나 타일 형식으로 나란히 옆으로 존재 힐 수 있다.

- 다이얼로그 윈도우

사용자와 MS-WINDOWS의 다리역활율 하는 윈도우로 사용자로부터 정보률 받아요는 데

사용된다.

랴. Visual Basic

Visual Basic이 란 GUI(Graphic User Interface)이 라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래밍 기

법올 사용하여 Micr‘。soft Window의 웅용프로그램율 만툴 수 있는 베이직 언어이다.

Vis뻐 Basic운 그래픽율 사용하는 웅용프로그램율 만드는 개발 시스템이므로 그래픽

디자인 툴(Tool)과 간단하면서도 높은 계충의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용용 프로그

햄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의 대화에 의한 디버깅 툴이 지원된다.

Vis떼 Basic은 두 가지 요소률 중심으로하여 진행되는데. Form이라는 Window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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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작성한 다움 이 윈도우 상에서 Control이라는 다른 요소를 그러게 된다. 그러고

나서 Form과 Control이 어떻게 웅용프로그램과 사용자의 지시에 웅답할 것인가를 쩡해

주는 표로그랩을 묘드라 한다. 이와같이 하여 GUI환경에서 가능한 대부분의 기농율 웅

용프로그램에 간단하게 부가힐 수 있다.

(1). Visual Basic의 륙성

( 가). Graphic User Intewrface와 Event-driven 방식

Vis떠1 Basic이 운영되는 환경은 WINDOWS와 같이 사용자와 프로그햄 사이의

Interfacin홉에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는 Graphical User Interface 방식으로 사용자가

프로그햄에 어현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화면상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요소(object)에

조착율 가한다. 이는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며 Visual Basic

자체의 운영 뿔만 아니라 이에 의해 만률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이와 갈운 방식여 사용된

다. 륙， Vis떠1 Basic운 WINDOWS나 Presentation Manager상에서 사용되는 웅용 프로그

랩율 만드는 개발 도구다.

GUI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DOS와 다른 륙생율 가지고 있다.

- 웅용 프로그램은 화면율 풍유하며 여러 개의 웅용 프로그램이 각각의 윈도우상에서

실행된다.

- 웅용프로그램률은 계산시간율 공유하고 있어 1개의 프로그햄이 계숙하여 실행되지

않는다.

Visual Basic에서 사용되는 event-driven방식은 다른 웅용 프로그램과 계산시간이나

클럽보드 둥 그 밖의 여러가지 자원율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Event-driven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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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각각의 Object가 어현 륙정한 사용자의 초작(event)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다. 윈도우 웅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버른은 하나의 Object이며 마우스로 이 버른율

션핵하는 것은 Event어l 해당된다.

륙 Event한 프로그랩이 인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조작율 말하며 이 Event에 의해 프

로그햄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Vis뼈1 Basic의 코드는 일반척인 뼈 프로그램과 잡이 프

로그램이 쓰여진 순서대로 진행되자 않으며 각각의 코드는 해당되는 Event가 얼어나기

륨 기다린다. 이와 같이 각 Object가 Event률 기다려는 동안에는 프로그램의 계충이 그

환청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 동안에는 다른 용용 프로그램율 설행하거나 윈도우의 크기

나 배경잭율 바꾸는 풍의 다른 작업율 할 수 있다.

(나). GUI 및 Event-driven 표로그램의 기본요소

1). Form과 Control

사용자와 프로그램사이의 Interfacir필이 그래픽에 의해 이루어지케 하기위해서는

Interfacing하는 Object가 화면에 나타나케 하여야 하는 대 이려한 Object률이 나타나

는 영역율 Form이라 하며 Form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Interfacing 요소(버른，입력박스，

션택박스，타이머)틀울Control이라 한다.

2). Procedure

Visual Basic 프로그램은 여러 Event에 대하여 각각의 코드를 부여하고， 어땐 Event

가 얼어났을 때 해당되논 코드률 불러 일으킴으로서 프로그햄이 Event에 대한 웅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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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되어있다. 어느 Object에 대해 일어난 Event에 대한 프로그햄의 용탑을 정의해

주는 루틴율 event Procedure라 한다. 각각의 Proc혀ure는 다읍파 같은 형태로 그 합수

명이 붙여져 。bject， Event , Procedure상호간의 연결이 이루어 진다.

Objectname_Eventname

Visual Basic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늪 과정운 다융과 강다.

1. 입의의 Object(Form 또는 Control)에 가하여진 Event률 인식한다.

2. Event에 대환 Event Procedure률 얼행한다.

3. 다읍의 Event률 기다린다.

그림 2.4에서 Command1이 라는 Object에 대해 얼어나는 각 Event에 대하여 procedure

률 정의할 수 있다.

Event Event Name Object Event Procedure

펀셉마우스로션택한다. Command1_C1ick

커서로지시한다. 판평 훨편 Comm하ldl_GetFocus

버은이 션택흰 상태에서 펀웰 Com뾰ndl_KeyPress

키보드률누른다

Commandl 에 부가되 어

있는 procedure각각의

event에 의해 호출된다.

그립 2.4 Event에대한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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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perty

Object는 필요로 하는 기능에 따라 그 륙성에 따라 그 륙성(Property)률 지정해 준

다. 다읍은 문자 입력 박스의 륙성융 정의한 것이다.

4). Basic 언어

Visual Basic 언어는 BASICA와 GW-BAISC의 칸략화된 syntax가 사용되지만 거의 모든

기능이져원되고， 다음과 같운 변에서 다른 Basic언어보다 개선되어 있다.

Textbox "Readout"

Property Setting

CtlName "Readout"

용〕
Text "Abc"

Hei방lt 400 twips

Width 2000 twips

ForeColor black

BackColor white

그럼 2.5 Object의 륙성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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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Basic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구조률 사용한다.

- Event률 인식할 수 있다.

- WINI삐WS나 Presentation M때ager와 갈은 환경과 OIS에 대하여 직첩척인 명령

올할수있다.

- 륙정한 Object에서 명령이 실행되는 Method라는 륙수한 형태의 명명이 사용

되며 각각의 Object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Method를 쩡의할 수 있다.

마. Cl ient-Server 시스템

H/W 가격이 내려가고 PC의 생농이 향상됨에 따라 예천에는 PC에서 불가농했먼 많운

기농률이 실현가놓하게 되었으며. Network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든 혐퓨터률

Network으로 연결하여 자원울 풍유할려는 요구가 중대되고 있다. 조직의 추요 경영정보

률 환리하는 혹면에서도 GUI채념에 업착한 편러한 사용차 인터페이스는 PC에서 개발하

고， 초직의 전체 데이타는 Host에 집중적으로 판리하게 함으로써 PC혹 표로그랩에서 필

요한 작업율 요청하고 Host는 요청될 작업올 쳐리해주는 Client-Server구조로 옳겨가고

있다. 물론 두 시스템율 논리척으로 연결하기 위한통신 Protocol이 지원되어야하며，

Client혹 웅용 프로그랩에서 천체 세션과 DATA 란리 및 프로그램 흐름율 총괄해야 한

다.

그림 2.6은 Client-Server 구조률 깨념적으로 셜명한 그립이다.

- 37 -



MICRO VAX II

(SERVI페 1<---,

* 기능
- 총쳐1척 자료관리

- 동시성 제어

- Client 에서 요청한 작업실행

•
1.작업요청

톨

>

2. 작업결과통보

CLI패T CLIENT

* 기능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동

- 작업 요청 및 결과 수령

- 결과 처리(영상 출력. GRAPH 생성， 읍성출력)

그림 2.6 Client-Server’의 구조

2 Client-Server 와 DBMS (ORACLE)와의 란계

- 그림 2.6은 Host 축에서 ORACLE로 자료률 관리하고. LAN상의 PC에서 웅용프로그램

을 구동하여 유기척으로 정보를 판리하는 S/W구조도이다.

- Client혹 환경은 웅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와의 대화에 의해서 작업명령을 생성하

고. ORACLE Network 지원 PRODUcr인 S마*뾰I’과 TCPIIP 률 통하여 Server쭉에 작업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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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다.

- Server측은 S마*NEf의해 ORACLE K뻐타쩨 작업 명령이 천달되어 작업이 실행되며，

그 결과는 혁순으로 Client혹에 전탈된다.

- 따라서 PC혹 ORACLE운 ORA다E 때NEL 이나 실쩨 데이타률 포함힐 필요가 없으며，

웅용 프로그램율 생생하기 위한 개발 도구률과 TCP/IP률 구동키 위한 S마*뾰r만 었으면

가능하다.

SERVER

(MICRO

VAX II)

CLIENT

(PC)

O뻐α￡ KERN모‘

D B

SOL * NIT

TCP/IP

LAN

TCP/IP

없R*FORMS ， VI

SOL * NET 포함) PRO*C

APPLICATION

앉1AI‘ BASIC(O+E

그림 2.7 Client-Server 와 DBMS(ORAα.E)와의 판계

- 39 -



- Host축운 S따뼈r와 데이타를 실제로 관리하는 O뻐C파 K돼NEL， 그리고 설체 데이

타들율 저장하게 될 TABLE SPACE, ROLLBACK SEQUENT.CONTROL 화일 영역을 힐당해야 한

다. 물론 Host 컴퓨터에서 프로그랩율 개발하기 위해서는 S마*FOR뼈 PRO*LANGUAGE 둥이

필요하다.

3. 인력 관리 시스템 구생도

가. H/W 구생도

인력 관리 시스탬의 H/W 구성도는 Micr‘。 VAX II 시스템율 데이타 저장용 Host로 사용

하고 뼈ERI-나N율 롱하여 PC를 검색용 단말기로 사용하였다. Micro VAX II 시스템은 2

MIPS 정도의 사스템으로서 처리 농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한 화상이나 읍성율 치원하도

록 장비를 추가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거l되어 요즘 많이 사용되는 PC률 검색용 단말

기로 사용하였다. PC에는 여러가지 매체를 지원하논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며 대표척인

환경언 MS-WINDOWS융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환경율 구현하였다. PC Server는 화상과 업

무지원시스템인 IT(Futurus T잃m)용 Server로써 개인의 사진율 Scanner나 Camcoder률

사용하여 화상 화일을 만률고 이률율 PC Server에 저장하게 된다. PC Server도

뼈ERI-LAN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Server자체에는 Network Protocol 인 TCPIIP가 운용

되고 있다. 컴잭용 PC도 뼈ERI-나N에 직접 연결되며 언사정보 Server인 Micro-VAX II와

화상 정보률 갖고 있는 PC Server율 동시에 접혹하여 필요한 정보률 검색한다. 입력용

PC는 S때ner나 않mcode!'율 사용하여 화상정보를 만툴고 PC Server에 저장되며， 인사정

보 데이타베이스에 자료률 입력하기 위해서 Vf220 바ulator률 사용하여 R를 Micro V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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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말기로 작동되게 한다.

HOST

l486PCINSA Server 1
Data Bank Digital | 검색
DBMS: Micro-

/(인사과)ORACLE VAXII

(전산운영실)

KAERILAN
디

486PC

검색

486PC

엽력

LAN Server2
(전산운영설)

(인사과) \ /(인사과)

그림 2.8 인혁 관리 시스템의 H/W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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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W 구성도

인력정보 시스템의 S/W 구성는 북잡한 여러가지 S/W툴로 화여져 있다. 우션 인력 정

보. 데이타베이스는 Micro VAX II에 구축되어 있는데 앞서 깐단하게 셜명된

ORAαE-RDBMS율 이용하여 구혹하였다. ORA다E의 다양한 Tool률율 사용하여 면려하고 쉽

게 자료환리가 가능해쳤다. 또한 Micro VAX와 검색용 PC 및 입력용 PC 및 PC Server 시

스탬운 뻐ERI 나N으로 연결되어 있다. Micro VAX와 검잭용 PC 사이에는 TCPIIP

Protocol 이 운용되고 그 위에 Remote Database Link Driver인 SOL*Net TCP/ IP가 운용되

고 있다.

검색용 PC에는 기본적인 데이타베이스 연결용 Protocol외에도 MS-WINDOWS가 운용되고

있는데 MS-WINDOWS 3.1의 한글 지원운 윈도우용 한매 한글 1. 01율 사용하였다.

MS-WINDOWS 3.1은 다양한 미디어율 쩨공하여 화상및 읍생 지원이 가능하였다. 검색용

프로그램은 MS-Window Programing Tool인 Vis뻐I Basic이라는 잭체 지향형 언어를 사용

하였는데 이 언어는 지금까지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운영체제가

GUI(Graphic User Unterface)방식으로 바뀌어지면 각황을 받율 언어이다.

륙히 이 언어는 기존의 3세대 언어와는 개념이 다른 언어로서 언어 자체에 이미 정의

된 여러 가지 도구툴율 사용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어 생산성에 많은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몇 기관에서 이 언어률 사용하여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 결

국 Micro VAX와 검색용 PC 사이에는 DDP(Distributed Data Processing)의 개념이 도입

되었다.

화상 Server용 PC에는 운영체제로 MS-DOS가 아닌 OS/2 1. 2가 운용되는데 이는

MS-DOS는 Single Task System이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

하여 multi-task 운영체제인 OS/2가 사용되었다.:1. 위에 LAN Protocol 로서 MS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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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AN울 검색용 단벌기와연결되어 업무 지원 시스탬이 가동되고 있다. 업무 자원용 시

스템인 F1’가 운용되어 여러 사용자간에 천자 메일동의 Service가 가능하다. 현재 셜치

훤 FT는 5 사용자용 시스템이다.

입력용 PC의 운영체제는 MS-OOS와 MS-Window 3. 1옳 사용하였는데 한률 구현울 위하

여 윈도우용 한매 한글 1. 01야 사용되었다. 화상 업력용으로 스케녀 셔스탬파 캡코더

시스탬이 셜치되어 화상 화일율 만툴게 되어 있다. 또한 Micro VAX의 데이타빼이스에

자료 입력옳 하기 위해서는 VT220 뼈u1ator가 설치되며 OAAαE의 Tool 인 않L*Fonns 3.0

으로 작성된 입력 시스템울 가동하여 입력하게 된다.

Digital Micro VAX II

인사헤아타에이스시스댐

DBMS I{ernel

Data Base
Remote Link Driver

TCP/IP

VMS 4 7

겁색용 PC

KAERI MIS
MS-WINDOWS + VBRUN

DB Connect Library

Remote DB LInk Driver

TCP/IP
MS-DOSSO

PCS하ver

확상데이타에。 l스 입력용 PC

엽-'it지윈데이타에이스 Camcodcr On"",

Ff System
SgJUlCf Dnvc:r

lAN-MAN2.!
vr·220 Emulator

TCP/IP
OSf]. J 2 MS·DOS 5.0

그립 2.9 인력 환리 시스템의 S/W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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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 관리 시스탬의 설계

가. 개념 껄계

인혁 정보 시스탬의 개념척인 쩔계는 크게 자료의 입력 부분과 자료의 겁잭 부분. 테

이타베이스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인사 자료의 입력 부분운 데이타베이스 Server률

Micro VAX 사스탬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Micro VAX의 ORACLE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Tool 인 S마*Forms 3.0과 없L*Loader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초기 차료 입력시에는 대량

의 자료툴 한꺼번에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명이 PC나 VAX의 Editor률 사용하여

데이타 화일율 착생한 다읍에 입력 자료의 정확성율 초사한 후 O뼈다‘E 시스탬이

Utili ty인 S마뼈ader융 사용하여 데이타베이스 시스탬으로 칙접 입력시키논 방법올 션

택하였다. 일단 기본척인 데이타가 압력이 끝난 후 변동 정보나 추가척인 정보은

ORACLE의 Tool인 S마*Fonns를 사용한 인사정보입력 시스템올 롱하여 입력하게 된다.

인력정보 검잭 부분은 Micro VAX의 용량이 작고， 동시에 지원 가농한 사용자의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혐}를 줄이고 V뻐 시스탬의 활용도률 향상시키고 동시에

시대 감각어I 부합되게 그래픽 동의 새로운 매체 지원율 위하여 PC에서 MS(Micro

Software Co. )사의 윈도우즈용 소프트웨어 인 MS-Window 3.1과 MS-WINDOWS 프로그랩 개

발용 T∞1인 Visual Basic 2.0율 사용하여 검색용 시스템융 개발하였다. 정보겁잭 부분

은 일반 정보검잭부분， 보고서 출벽부분， 통계 자료검색 및 Graph율 화면으로 볼 수 있

게 셜계하였다. MS-Window 3.1 Version은 아직 한글이 지원되지 않아서 (주)한매 한글

의 ‘}윈도우용 한매 한글’발 사용하여 한골 문제률 쳐리하였는데 이는 행망용 2 Byte 완

성형 한글이다. 한글 Window 3.01은 자체척언 문제률 갖고 있고 읍성 지원이 되지 않울

뿐더러 16 잭상만 지원함으로써 화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검색 시스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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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인 Visual Basic은 92년 12월 현재 국내에 1. 2 Version만 보급되어 있는데 1. 2

Version 또한 지원 잭상 수 및 Tool Kit의 다양성 문제로 인하여 2.0 Version율 긴급

입수하여 이러한 문쩌l첨률율 해결하였다.

데이타베이스부분용 RDBMS인 ORAαE율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앞서 쌀펴보았듯이

RDBMS가 HDBMS(Hierachical D빼S)나 NDBMS(Network DB뼈)보다 기능이나 사용상의 연려

함 때문에 최근에 도입되는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RDB뻐충에서도

ORACLE이 가장 많이 사용되논 사스탬인데 다양한 T∞1률이 지원되고 여러가지 기술척인

지원이 되고있는 RDBMS의 대표척인 제품이다.

나. 상세 셜계

(1) 입력 시스템

인력정보 입력 시스템은 각 입력 화면융 제어하는 주 화면과 각 데이타베이스 테이불

망 하나의 하나의 입력 화면으로 구생되어진다. 주 입력 화면은 그림 2.10과 갈이 구생

되어 있다.

현재 구축된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악 테이불 수는 코드 테이블옳 빼면 약 32개 정도

가 훤다. 추 화면에서는 작업하고자 하는 사항의 번호를 션택하게 되면 해당 화면이

화면에 나타나서 하고자 하는 입력율 하게되고 충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 X’률 션택

하면된다.

원래 S따*Fonns은 각 명령어에 대한 청의왼 키 (key)가 있으나 PC를 micro VAX의 단

말기로 사용하기 위해셔는 PC에 VT220 emulator륨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의된 키룰

사용하지 못하고 명령어룰 수행할 키률 재청의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모든 입력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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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핵 연구소 인혁 정보 압력 주 화변

1. 기본사항l 16. 승격첨추 31. 장애인

2. 기본사항2 17. 송진 32. 아르바이트생

3. 부서 18. 송급 33.

4. 원호 19. 공업소유권

5. 유치 20. 논문/저술

6. 외국인 21. 연구경력

7. 병역 22. 휴직

8. 비벌취급 23. 가축사항

9. 학력사항 24. 가입단체/학회

10. 입사천경력 25. 자격/변허

11. 업사후경력 26. 북무사항

12. 파견/교육/출장 27. 신체사항

13. 포상 28. 대학출강자

14. 정계 29. 위탁교육

15. 인사고과 30. 부수직무

번호:해당정보 입력 X: 총료

번호/명령어 »

그럼 2.10 입력시스템의 추화면

입력 화면을 갖고 착업할 경우 먼쩌 명령어 필드에 작업하고자 하눈 명령어를 입력

하면 깨인 번호률 입력하라는 지시어가 나타난다. 개인 번호를 입력하면 작업 형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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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입력된 작업 형태가 한글로 나타난다.

***** 원자력 연구소 기본사항 입력 확연 *****
개인 번호 xxxxxxxx 작업 형태 xxxxxxxx

------------------------------------------------------------------------------------------------------------------------------------------------
버밀 번호 xxxxxxxxxx뻐xxx

생명(한급) 앉xxxxxx

추먼 번호 xxxxxx뻐xxxxxx

칙급 변호 xx xxxxxxxxxxxxx

보직 번호 xxxx뼈xxxxx

생명(영문) xxxxxxxxxxxxxxx

부셔 번호 xxxxxx

검색 번호 xx

호 봉 xx

----------------------------------------------------------------------------‘---------------------------------------------------------------
R: 검색 I: 입력 U:수정 D: 삭쩨 M: 상위메뉴 X:종료

명령어» xxx

그림 2.11 기본사항 입력 화연 설계

이때 작업 명령어가 삽입 및 수정이면 커서는 첫번째 필드에 위치하고 검잭 및 커서

는 다읍 명령어의 입력율 대기하기 위해 명령싹 입혁 훨드에 위치한다. 삭체인 경우 반

드시 검색율 먼져 한후 삭체 명령어인 ‘b’융 업력한다. 상위 메뉴의 이동시에는 ’}.1'율

입력하고 작업을 총료하고자 하는 경우는 ’X’율 입력한다. 이런 종류의 화변에는 그펌

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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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셜계

인력 관리 시스템은 관점에 따라서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으나 1 차년도에 개

발된 시스탬운 개발기간울 고려하여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갈이 기본척인 인사기록관리

사항만율 우션척으로 개발하였다.

* 기본 사항 판리

* 입사전.후정력 사항관리

* 교육， 파견，출장 관리

* 각종 인사봉계 환리

* 인사 고과，승격.숭급 판리

* 병력，원호 환러

* 논문，져서，륙허，연구경력 환el

* 근푸사항관리
* 자격/면허 관리

* 포상，징계 환리

개발된 사항외에도 급여환리， 채용관리， 퇴직판리동 여러가지 사항틀이 추가척으로 보

완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표 2.1운 개발된 인력정보시스탬의 Enti ty툴의 일랍표

이다.

작업 영역 판현 entity 명 주요 내용

기본사항 BASEl 기본사항충 자주 사용되는 추요 자료

관리 BASE2 BA또I에 빠진 기본사항 자료

SCHOOL 학혁사항 (고동학교 이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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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영역 관련 enti ty 명 주요 내용

연구，경력 CAREER 입사천 경력

판리 ORDl매ING 입사후 정력

PROJECf 연구경력

교육，파견 DISPATCH 장기 출장， 파견， 교육 자료 환al

출장관리

각종인사 JK ACD TOT 직급별 학력 현황

롱계 관리 MAJJKTOT 천공별 인훨 현황

인사고과， WORK RESULT 인사 고과 현황

승격，승급 PROMOTION 승급 환련 자료(직급 변동 자료)

판리 ADVANCE 호봉변동자료

병역，원호 MILITARY 병역 환련 자료판리

판리 RELI표’ 원호 대상자의 자료 란리

작업 영역 관련 enti ty 명 주요 내용

논문，저서， PAPER 논문， 저서， 역서동 자료

륙허，연구 PATENT 륙허，실용신안，의장풍룩등의 자료

경력 란려 PROJECf 입사후 지금까지의 연구 청력 기록

근무사항 SUSPENSION 휴직 관련 자료

활려 SERVICE 륙별 휴가， 경조사 관련 자료

ACC(폐매PANY 부수직무환련 자료

자격，면허 QUALITY 개인 소유한 각충 자격 면허 판련 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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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영역 관련 entity 명 추요 내용

포상，정계 REWARD 포상 관련 자료 란리

환리 PUNIS뻐ID'JT 징계 란련 자료완러

기타자료 D뾰ARTM많r 소축부서 자료 판~1

환~1 INDUCl쾌EN'!’ 유치 과학자 관련 자료

71타자료 FOREIGNER 외국인 관련 자료 환리

환리 SECRE1‘ 비벌 자료 취급 판리

FAMILY 가록사항자료판리

INSTITIITE 가입단채， 학회 자료 완리

BODY ITEM 신체 환련 자료 환러

LEcruRE 대학 출강자 자료 환리

TRUSI’ 위탁 교육자료 관리

HINDRANCE 장애자 환련 자료환리

SIDE JOB 아르바어 E 학생 환련 자료

표 2.1 인혁정보시스탬의 Enti ty툴의 일람표

(3) 검색 시스템

언혁정보 검색 시스램은 검색울 제어하는 제어 부분과 필요한 데이타률 출력하는 정

보 검잭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출력화면운 Form율 베이스로 하여 구생된다.

검잭율 헤어하는 Form은 그림 2.12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며， 데이타률 출력하는 부부유

그럽 2.13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검색 체어 부분은 시스탬 명， 검잭 메뉴， 보조 메

뉴 영역으로 구성되며 데이타 출력 부분운 시스템 명， 검색 화변 명， 기본 데이타， 검

색 데이타， 보조 메뉴 영쩍으로 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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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때ERI 훌훌훌훌情훌훌管理 시스템

2.

1. 시스탬 명 2. 검잭 메뉴 3. 보조 메뉴

그립 2.12 검색 체어 화면

1.때ERI 置홈情報管理 시스템

2.

4.

1. 시스템 명 2. 검색 화면 병 3. 기본 데이타 4. 검색 데이타 5. 보조 메뉴

그림 2.13 데이타 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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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2 철 연구결과 및 고찰

1. 뼈ERI 연력정보시스템

때ERI 인력정보시스템은 486-PC상에서 MS-WINOOWS하에서 Visual Basic과 Q+E Library

를 사용하여 첨잭시스탬융 개벌하였다. 검색 시스템에서 Visual Basic은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Vis뻐1 Basic과 O뼈C파 RDBMS사이의

Interface에는 Q+E Library률 사용하였다.

압력 시스템운 O뻐C파 RDBMS에셔 째공하는 SQL*Forms률 사용하여 Micro V.뼈상에서 구

현하였고 인력청보 데이타베이스는 ORACLERDBMS릅 사용하여 Micro VAX상에서 구현하였

으며 겁잭 시스댐과 압력시스탬 빛 인력정보 데이타베이스의 구생도는 그림 2.14와 갈

다.

인력정보 인혁정보

검잭시스웹 입력시스템

(486 PC) (Micro VAX)

-

PC 486 Micro VAX
Server 2 Server 1

(Image Data DB) (인혁정보 DB)

그럼 2.14 검색 시스템과 입력시스뱀 및 인력정보 데이타베이스엌 구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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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색 시스템 개발

검잭 시스템은 크게 부분별 상세검잭， 부분별 통계검색， 부분별 북합검잭， 보고서 출

력， 롱계 Graph 출력으로 나뒤어져 있고 전체척인 구생도는 그림 2.15와 잡다. 검색 시

스템은 각 Form단위로 구생되어 있으며 하나의 Form은 한 화면율 구생한다. 다읍에는

검잭 시스렘에서 주요 Form율 사진과 함께 기술한다.

i 인력정보검잭시스템

i
부분별

상세검잭

I
1.기본사항

2. 학력사항

3. 근무기록

4. 해외교육

훈련출장자

5. 국내교육

훈련출장자

6. 포상/서훈

7. 개인별인사

고과명점

8. 승진/승급

/포상

9. 개인별

승격심사

i

總
縣
fl

1.학위별

인원현황

2. 천공별

인원현황

3. 부서별

인원현황

4. 호봉별

인원현황

機
뺑
fl

칙급션핵

전공선택

호봉션택

부서션택

학력선택

보고서

출력

까
1. 청력/재칙
충명원

2. 해외출장

증명원

3. 영문재적

증명원

4. 인사발령

몽보

그럼 2.15 검잭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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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Graph
출력

1.직급/칙총별

인원분포

2. 년령별

인원분포

3. 학혁별

인원분포

4. 전공별

인원분포



(1) 초기화면 (Login.fno)

때ERI 경영정보관리 시스텔운 그립 2.16과 갈이 인력란리， 회계권리， 자재판e1. 급여

환el. 업푸지원 시스탬으로 구생되어 있고， 1하년도인 급년에는 인력관리 정보 시스탬

과 업무지원 시스탬율 개발 하였다. 여기서 인혁정보 시스탬율 션택하면 다읍 화면인

그림 2.17이 나타나서 인력쩡보시스행의 사용에 대한 안내붐이 용생과 률자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고 정보의 보호률 위하여 인력쩡보시스뱀사용에 대한 원한 여후를 붙는다.

그럼 2.16 때ERl 경영정보관리 시스탬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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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17 인력정보시스템 Login 확면

그림 2.18 인력청보 시스텔 주 메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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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혁정보 시스탬 추 메뉴화변 (To때enu.fnn)

인력정보 시스템 주 메뉴는 부분별 상세검색， 부분별 통계검색， 부분별 북합검색， 보

고i서 출력， 몽계 Graph 출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화면은 그럼 2.18과 갈다.

(3) 부분별 상세 검색 (Menufonn.frm)

부분별 상세검잭에서는 각 개인과 판련훤 29 개 사항을 검잭하며 출력화면운 그럼

2.19와 같다.

1. 기본사항 2. 학력사항 3. 근무기록

4. 해외교육훈련/출장자 5. 국내교육훈련/출장자 6. 포상/서훈

7. 칭계내역 8. 개인별인사고과명점 9. 숭급/승진/포상

10. 개인별승격심사 11.숭척심사가산점내역 12. 북무현황

13. 부서별인사고과명점 14. 원호대상자 15. 위탁교육착

16. 장애인현황 17. 명역사항 18. 대학출캉자현황

19. 휴가/휴직자현황 20. 외국국척자 21.자격소지자명단

22.과제참여/탐탕업무 23. 유치과학자병단 24. 유치과학자이칙형황

25.휘혹연구원활용현황 26.개인별부수직무현황 27. 경력사항

28. 채용웅시자명부 29. 채용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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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19 부분별 상세 검잭 메뉴화면

( 가) 기본사항(Personl.fnn)

기본사항 겸썩은 개인번호나 성명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내용은 다음과 갈으며

출력화변은 그림 2.20, 그림 2.21과 같다.

- 개인번호， 성명， 칙급， 부서， 주민퉁록번호. 출생년월일， 업소알， 승급얼， 호봉，

학휘， 최종학교，전공

- 학력 : 재학기칸. 학꼬명， 학위，전공(세부전공) 풍의 학력사항을 검잭 한다.

- 연구경력 : 과제명， 과제구분， 과제기간， 과제탐탐자 둥의 개인이 참여한 Project

사항올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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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면허 : 자격이나 면허의 종류， 취륙일，자격이나 면혀의 명칭， 사행기관 동의

자격 빛 면허사항율 검색한다.

- 근무기록 : 발명일자. 발령근거. 발형사항 풍의 개인과 환현훤 근무기록율 검잭한

다.

(나) 학력사항(Detai 1. f rm)

개인번호나 생명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직급， 뿌셔， 학력， 학교명， 입학년도，졸업년

도， 천공， 세부천공 둥의 개인과 관련된 학력사항을 검잭한다.

그럼 2.20 기본 사항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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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21 근무가룩 검씩 화면

(다) 근무기록(Detai l. frm)

개인번호나 생명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칙급， 부서， 발명일자， 발령종첨， 발형사 칙

급， 발령근거， 발령사항 등의 개인에 관련된 근무기록을 검색한다.

( 라) 해외교육훈련/출장자(Detai 1. frm)

개인번호나 성명으로 검씩할 수 있으며 칙급， 부서， 발령일자， 발령총점， 북척， 국

명， 기관명， 출장근거， 출장사의 부서명 퉁의 개인에 관련된 해외교육/훈련사항율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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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한다.

(마) 국내교육훈련/출장자(Detai l. frm)

개인번호나 성명으로 검잭할 수 있으며 직급. 부서， 발령일자. 발령총점， 북척， 기판

명， 훌장근거， 출장시의 부서명 풍의 개인에 관련된 국내교육/훈련사항옳 검잭한다.

(사) 포상/서훈(Detai l. frm

개인번호나 생명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직급， 부서， 포상일착. 포상내용， 포상명칭，

시행기관， 포상근거， 공척개요， 부서명 개안에 판련된 포상내용윷 검잭한다.

(아)개인멸인사고과명점

개인번호나 생명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직급. 부서， 포상일자， 포상내용，포상명칭，

시행기환， 포상근거. 공척개요， 부서명 개인에 란련된 포상내용율 검잭한다.

(4) 부분별 통계 검색(Staticma.frm)

부분별 롱계 겁잭에서는 학위별， 천공별， 부서별， 호봉별 인원현황율 검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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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22 부분별 통계 검색 메뉴 화면

(가) 학위 별 인원 현황(Ma‘jsta. frm)

각 직급에 따른 박사， 석사， 학사， 천문대， 고롤 풍의 학위별 인원현황율 검잭한다.

(나) 전공별 인원 현황(Majsta. frm)

zt 천공어l 따른 연구직， 가술직. 행정직， 기농직(기능)， 기능칙(행정)의 책임， 션입，

원급에 대한 천공별 인원현황을 검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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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서별 인원 현횡(Majsta.fnn)

각 부서에 따른 연구칙. 기술직， 행정적， 기능칙(기능) • 기능직(행정)의 책입， 선임，

원급에 대한 부서별 인원현황율 검색한다.

(라 ) 호봉별 인원 현황(Majsta. fnn)

각 호봉에 따른 연구직， 기술직， 행정칙， 기농칙(기능)， 기능칙(행정)의 책임， 선임，

원급에 대한 호봉별 인원현황올 검색한다.

(5) 기본사항 북합 검색(Complex.frm)

기본사항에 관련된 자료의 북합검색을 하며， 검색에 사용되는 자료는 칙급， 천공，

호봉， 부서， 학력 둥이다.

(6) 보고서 출력 (R뺑rtma.fnn)

보고서 출혁에서는 경력/재직， 해외출장， 영문채칙 증명원과 인사발령 양식율 출력한

다.

(가) 청력/재칙 종명원(Certify.fnn)

경력/재직 증명원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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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기본사항 북합 검색 화면

(나) 해외출장 충병원

해외출장 증명원을 출력한다.

(다) 인사발령통보

인사발령 공문을 출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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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문재칙증명원

영문재직 증명원율 출력한다.

(7) 통계 Graph 출력 (Gra뼈mai. fnn)

풍계 Graph 출력에서는 직급/직총별， 년령별， 학력별. 천공벌 인원 현황을 막대

Graph로 출력한다.

(가) 직급/칙종별 인원 분포(De짧p. frm)

직급/칙종벌 인원 분포에서는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기술기눔칙， 행정기능직， 암

시칙의 칙종과 책임급， 션임급， 원급의 칙급 분포도를 막대 Graph로 나타낸다.

(나) 전공벌 인원 분포(Ma、jgrp. fnn)

전공별 인원 분포에서는 천공별로 연구직， 행청칙， 기슐칙， 기술기능칙， 행정기능칙

의 분포도를 막대 Graph로 출혁한다.

나. 입력 시스템

입력 시스탬은 O뻐따 RDBMS에서 쩌l공하는 않L*Forms률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착 테

이타베이스 테이블마다 하나의 화면으로 구생하여 총 39개의 입력화면으로 구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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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데이타 베이스구축

인력정보 데이타 베이스는 ORACLE RDBMS률 사용하여 구축하였으며 총 42개의 데이타

베이스 테이블로 구생되어 있다.

그림 2.24 직급/직종별 인원 분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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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천공별 인원 분포 화면

2. 업무지훤 시스템

FT(Futurus Team)라 명명훤 업무지원 시스템은 Group작업에서 작업율 취하며， 현재

셜치된PC 빼이스의 5 사용자용으로 4K의 Memory가 필요하다. 또한 IT는 대N울 기본으로

하는 천자 Mail 및 일정관리 S/W이다. 이것은 모두 Memory에 상주 한다.F1‘는 오늘날의

많은 웅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Interface 방식인 c。血。n User Access Menu쳐 리 방식인

Interface률 가진다. M댄lU구생의 Uti Ii ty는 Foreground에서 웅용 프로그랩율 사용하여

일반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쳐럼 Memory에 상주한다. 바로 이때가 F1‘가 실행화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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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인 때이다.FI’기농율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전자메일

사용자는 Message률 Gateway를 통해 원격 사용자에게 뿐만 아니라. Network에| 있는

사용자와 Group에 Messa응e를 보낼 수 있다. FAX 내용올 송수신하고 FAX내용율 효회하

고， Message률 출력하고 뼈ss행e률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해주고， Mess행e와 함께 보내

는 화일율 첨부하고， 또한 기존의 MAIL율 분류하기 위해 북수의 우편합율 셀치 활 수

있다.FT는 사용자가 뻐ssage률 받율 때와 작업 SECπION의 시착시 F률 척채할 경우，

사용자에게 대기 중인 Message가 있으면 Alarm울 올린다.

나. 천화 Message Center

천확 Mess행e륨 받고 그것율 해당 사용자에께 천송할 수 있다.F!‘는 사용차에쩨 대기

중인 전화 h뻐0가 있을 때 Alarm율 옳린다.

다.전자대화

Network에 있는 사용자간의 실 시깐 통신으로 단일 대화에 5명의 사용자까지 함께

이용할수 있다.

라.개언용 일정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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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융 기억하는 달력 프로그랩이다. 한 번에 하루률 표시하거나 한 번에 2추칸율 보

도록 션택할 수 있다. 얼정율 청했으면， 그것율 편집하여 다른 날하와 시간으로 이동하

고， 일정율 상세히 설명하는 h뼈률 할 수도 있다.

마.Group일정판리

Gro~p작업융 위해 시깐융 효율척으로 구생하여 Group생산생율 증가 시키는 데 도옵이

되는 도구이다. Gr아p일정관리로 사용자는 Network사용자와 차원에 대한 Gr이p 일청에

참가하도록 일갱이 잡힌 사람률에게 천자MAIL 뻐삐륨 보내 압박한 회의를 그률에게 롱

지한다. 지쩡된 모든 사용자와 자원이 지정된 시간에 만날 수 있올때 그 다옵으로 가농

한 시간융 개별척인 개인 S다표:DULE을 통해 F1'가 자동으로 탑잭하게 할 추 있다.

바.PH따ECI판리

PROJECf환리에 대한 우션순위 상태와 만기일을 지정하여 시간을 구생하는 데 도옵아

된다. PROJECT환리 몹롬은 편집되거나 다른곳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검잭되거나 Print

될 수도 있다. 포 IT가 사용자에게 만기 포는 만기 초과 업무툴 롱지하도룩 Alarm융 울

러게 할 수도 있다‘

사.데이타베이스

dBASE호완 가능한 화일에 접근할 수 있게하는 기능을 가진 데이타베이스이다. DB정의

Utility(DBDEF.EXE)로 사용자는 고유의 데이타빼이스 정의화얼율 작생하여 문자， 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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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뻐MO 또는 논리자료 Field둥율 정의 할 수 있다. 데이타베이스에 접근할 때. 사

용자는 선택된 Field에 의해 혜코드률 조회할 수 있다.

아， Card 데이타베이스

사용자가 12 ， 000개 잭인카드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타베이스이다. 융통생 있는 검잭

기능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Card률 가져올 수 있다.FI’는 잭인 입력에서 칙접 전화번호를

롤린다， Card 당 4096 BYTE의 최대 례코드 크기로 다룬 화일 작생 목척율 위해 Card 데

이타베야스률 사용할 수 있다， Card 데이타베이스 Utility 프로그램은 Card DB/암호화

된 Card 데이타베이스 화일형식으로， 그리고 그 형식에서 원문화일(예를 툴면， 다른 프

로그랩에서의 색인 자료)율 변환시키거나， Card 데이타베이스 화일모두 또는 일부률 출

력하거나 Card 데이타베이스 화일울 형합하는혜 사용된다.

자.전자 뻐MO

빠40는 편칩， 검색， 출력 또는 다른 Module이나 웅용 프로그램으로 없PORT될 수 있

다. 전자 빠fO 화일을 암호화해서 암호로만 첩근될 수 있게 하는 Option도 사용할 수

있다.

차.문서 관리기

임의의 Directory에 있는 화일을 표시한다. 화일 명， 크기 및 화일이 작생된 시간에

의해 화일을 분류할 수 있다. DOS로 나가지 않고 화일의 북사， 삭제， 명명 변경，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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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 이풍이 가능하다.

카. Print Oueue

NOVELL에 의해 작생된 Print작업의 북록(Oueue)율 쳐러한다. 이것으로 사용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Print 작업량을 처리 할 수 있다. 축. Print Queue률 다른 Printer

에 지정할 수 있고. Print 출력율 화일에 수집할 수도 있고， 작업율 보류， 삭쩌I 또는

재혹할 수 있고. Print작업이 Printer로 보내지는 를정시칸율 설정할 수도 있다.

타， 계산기

업무용， 과학용 및 프로그랩용 계산기의 기능 뿐만아니라， 표준 수학척 계산기의기농

율 수행한다. “n종류"I 표시에 계산율 나타내는 Option이 있고， 결과를 Printer로 보내

거나 자료를 임의의 Module이나 웅용 프로그램으로보낼 수 있다.

파， 사용자/Group관리

Network감록자가 Network에 있는 IT사용자，Group 및 차원의 목록율 작성하고 유치 보

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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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 사항

μERI 훌훌훌훌情報시스템 開훌훌은 3年훌훌훌훌로 1年 單位로 段階.su 目훌훌를 가지고 훌行토

록 되어 있다. 따라서 l次年度(‘P2.5 - ’ P2.12)인 今年에는 “IA力管理情報시스탬"I 關

發이라는 텀 i廳률 가지고 課題를 훌行하였다. 最終使用홈(없d-User)要求의 充足율 위하

여 주어진 環境下에서 最善을 다했지만 여러가지 없l約으로 不足한첨이 많아 많은 아쉬

움이 남는다.

開훌훌된 시스템을 職足事項과 不萬足훌뿔으로 나누어 要約 홈BR!하면 다읍과 갈다.

1. 漸足 事멸

- 向後 各 部門閒에 賣홉의 共有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安全性이 휘어난 Oracle

RDBMS

룰 때ERI의 MIS DB로 정착

- SOLNet(Pctcp) & Netware(IPX)를 통해 Server률 Access할 수 있도룩 하므로서 완벽

한 Server/Client環境 構훌훌

- User의 Friendiness를 考盧하여 Window覆境下에서 Menu, Mouse, Icon 둥율 利用하

여 쉽고 빠르게 接近할 수 있도록 시스템 開훌훌

- 情報利用覆樓 및 情報要求 훌훌化률 考慮한 Multi-Media覆寶 構藥

: Sound, Graphic , Image,業務支聲 시스템 탑재 둥

- 情報寶題의 體系的인 統合管理률 위한 ±훌 마련

- 췄果的인 情報 4훌建(뀔連化，혔單化， 自動化)로 圓濟한 휠Jf~훌行業훌홈 支훌훌 기대

- 完成팀에 여러가지 理由로 홉正이나 훌更(Program maintenance)율 하게되는 樓遇에

대비 하여 現業要員 Orac1 e Korea에서 홍k育 實趣

, 2. 不滿足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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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願l限된 A力， 期閒， 寶算 不足으로 MIS戰念에서 OSI擺念으로 開發 計훨 훌훌更 및 §훌훌훌

範圍縮小

- 裝備악 購入時까지 代훌훌할 수 있는 關훌裝備의 不足 : Server & Client裝備

- 現業의 뼈極的인 參與로 顆훌훌 훌훌行 運延 : 賣料入力이 遭時에 이루어지지 않아 現

業 遭用의 Feed back test 미실시

- 團內 供給業者의 技術能力이 훌훌固하지 못하고 한글체계의 훌훨化가 이루어지지

않운 데서 오는 選揮의 없l限과 極行錯짧

- 寶算없l約으로 Window동률 무리없이 寶行할 수 있는 훌力한 H/W률 未確保

本 報告書의 ~홉홉에서 指觸한바와 같이 훌훌훌傳報시스템 構훌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홉훌훌훌傳報시스템 關훌훌운 늦은 갑이 없지 않치반 적절한 선택이

었다. 園內外的으로 훌훌爭의 며復율 위한 多角的인 努力이 社會 제 분야에서 進行되

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훌業體賢의 麗化에 힘을 集中해야하는 時點임올 切魔한다. 이률

위해 企業융 중심으로 꾸준히 進行되어 옹 情報化와 自動化는 時代의 合當한 爛流로서

鏡爭力 훌훌化의 敎果的 手段으로 定훌되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 부터 훌園. 日本 훌 先進團에서는 홈度의 情報化. 自動化 시스템율 利

用한 企業훌훌훌훌으로 莫훌훨한 훌훌爭力율 維持하고 있음율 比較해 우리의 賣情은 크게 크게

돼떨어져 있다. 情報 및 훌훌홈技術의 훌훌期에 알고 있는 우리는 이률 技衛이 모든 흩

業의 業種율 냄나툴며 훌훌훌華新율 가격다추고 있율에 注目해야 한다.

훌훌훌훌의 多훌훌化에 따른 훌훌홈管理의 어 려옴울 풀기 휘해 뽑報시스댐은 :it:경홉內 全 分野

에서 睡用되므로서 그 偉力율 훌훌揮하고 있다. 情報化， 自動化는 企業鏡爭力의 鳳動力이

자 團豪 훌훌爭力 훌化의 지름길이라는 題훌훌이 우리 社會에도 훌散되고 있음은 매우 多宰

스런 現狀이다. 그러나 情報化， 自動化시스템 構훌훌과 睡用으로 觀爭力 훌훌化의 核心手硬

으로 자리률 잡기까지에는 많은 苦痛과 휩輪이 同伴됨율 先進園이나 團內外 企業의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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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에서 볼수 있다. 때로는 置홉 羅훌者의 강력한 파트냐 쉽과 리더쉽도 필요하고 全所

的인 運動 廣開도 必要하다‘ 睡急하게 成果률 期待하는 것은 蔡빼이다.

長期的인 計劃울 세팎 間題와 當面훌훌題률 하나하나 찾아내어 解決해 나가는 “|참고 기

다럽’엠 훗g훌훌와 持훌的인 關훌훌覆境 助成울 위한 寶훌훌的인 支훌훌이 必要하다.

本課훌훌 훌行율 통해 얻은 훌훌廳과 結果가 2엇.3次年度 課題훌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으로 期待되며. 本題題가 텀훌효}는 방향으로 結寶율 맺율 수 있도록 離 支훌훌융 해야

할것이다.

감사의 달

지난해는 여러가지 制約與件으로 훌훌훌훌 훌行에 한충 더 어려웠먼 해였다.그러나 그 홉

顆을 克服하고 성공리에 課題 흉行율 할 수 있었먼 것은 많은 配盧와 훌빼心을 보내주신

電算部長任과 電算훌훌훌훌훌훌任 그리고 GUI Interface 關훌훌 훌의 共間f'F藥율 풍하여 支훌

율 아끼지 않았먼 옳星情報훌훌信 職員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툴께 률心으로 顧觸롤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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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때ERI 경영정보 시스템 구춤환련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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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발 현척

가. 시각적인 면과 사용자의 편의성， 모니터 기농 제약성 동율 고려하여 Window 환경에

서 개발， 운영하고 Window 기능율 최대한 활용하므로서 GUI 환경을 갖추도록 했고 또한

마우스를 이용하여 웹게 접근할 추 있도록 구현했다.

나. 검잭， 출력 시스탬 개발운 SQL*Fom칩률 야용하여 개밤할 경우， 잭상조쩡 뭉 수려한

화연 구생의 구헌이 불가놓하여 Visual Basic율 이용하였고， 입력 프로그랩은 안청성

이 뛰어난 ORACLERDBMS 의 S마*FOR뼈률 이용하여 개발 하였다.

다. 참잭파 입력 프로그램은 별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고 뻐NU 방식과 도움말 동의 안

내판은 Screen 제약을 고려하여 Pop Up으로 처리 하였다. 또한 Sound와 Image 동율 척

당히 배합하여 시각과 청각척인 효과률 고려한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구축했다.

라. 입력 프로그램 완료시 까지는 자료 입력기간 단촉을 위하여 현업에서 기존에 사용

하고 있는 PC의 보색글율 통해 입력한 후에 만P를 통해 Data Bank인 Micro VAX로 화일

이전한 후에 ORACLE의 SQVIlLoader 기능윷 야용하여 데이타베이스에 Load 했다.

2. 운영 환경

7t. ORAα..E

(1). 사용자 판리

(가). 신규 사용자 동록(DBA 권한 소유자)

SOLPLUS )GRANr CONNECf, RESOURCE TO username

IDE1‘TIFlED BY password:

(나). 사용자 삭제 (DBA 괜한 소유자)

SOLPLUS) REVOKE CONNECf, RESOURCE FR얘

username;

(다). 현채 동록된 사용자 확인(ORAαE 생성자)

SQLPLUS) S모ECf * FROM DBA_US댄S:

(2) . 테이블 Space판러

(가). 신큐 테이블 Space 생생 (ORACLE 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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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따..DBA) CREATE TABLESPACE tablespace_name

데이타화일

’ usr_disk:[ora_dbs)oraclel.dbs ’ SIZE 100M:

(나). 테이블 Space 확장(ORACLE 생생자)

테이블 Space는 하나 이상의 화일로 구생되며 테이불 Space릅 확장 하고자 합 검우에는

SOLDBA) ALTER TABLESPACE tablespace_name ADD

데이타화일

’ usr_disk:[ora_dbs]oracle2.dbs ’ SIZE 60M;

(다). 현채 테이불 Space 확인 (ORACLE 생생자)

SQLDBA) S따.ECT * FROM DBA_TABLESPACES:

( 라) . 현재 DATABASE 화얼 확인(ORACLE 생성자)

SQLDBA) SELECT * FROM DBA_DATA_FILES:

(3). 태이블 생생 (RESOURCE 이상 괜한 소유자)

통상적인 때£ATE 문장융 사용하되 데이타량이 방대한 경우 Storage Opt ion융 추가하여

생성

SOLPLUS) CREATE TABLE tablename (fieldname option (, field 떠me option)*):

(4). Index 생성

생성훤 테이불의 검색시간 단축율 위하여 유효 척절한 Index률 생생하였다. Index는 언

제든지 생생활 수 있으므로 각 Appl ication에서 Index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율

추척하여 가장 최척의 I며.ex률 생생해야 하는데， Index 생생에는 추어진 Que앙에 대한

Index사용 원칙 18가지가 있다.

(5). Text Data 관리

{가). EXPORT

1). 기농 : ORACLE내의 정보률 하나의 압축펀 화얼로 생성

2). 용도 : BACKUP, DATA COMPR똥SION ， ORA다E

VERSION UPDATE

3). 사용예 :

$exp bid/bid:ORACLE 사용자명/비벌번호

- 79 -



11 rows expα‘ted

29 rows expα‘ted

863 rows exported

454 rows expα‘ted

Expor‘ t: Version 6.0.33.1.0 - Production on π1U Oc t 22

Copyri방lt (c) Oracle COrpDI‘ation 1979, 1989. All

ri방lts reserved.

Connected to: ORA다ERD뻐S v6.0.33.1.0, transaction

processing option - Production

PL/SQL Vl.0.33.1.0 - Production

암lter array fetch buffer size : 4096 > 40960

:Buffer size 지청

E때ort file: DUA3:[USR.J맨뻐K]EXPDAT.聊 > bid.dmp

;생생할 화일병 지정

U(sers). or ’f(ables): U>u

: e:앵。rt할 단위 (천체/사용자/table)

Exp아‘t grants (Y/N): N >

Export table data (Y/N): Y >

Compress extents (Y/N): Y >

Warning: gr하1ts on tables/views/sequences

not exp야-ted

W하끼ing: constraints on tables not exp야‘ted

About to export BID's objects

· eXPOI‘ ting database 1i띠<s

· expoI‘ ting cluster definitions

· expoI‘ ting sequence numbers

.about to export BID's tables ...

. exporting table BID_BBS

.expor‘ ting table BID_CNT

.exp아‘ting table OSK_FPC

· exporting tabIe OSICFPR

.exporting synonyms and views

Exφrt terminated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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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MPORT

1). 기농 : 짧ORT 명령에 의해서 생성된 압촉화일률 ORAαE로 올럽

2) . 용도 : BACKUP, DATA COMPRESSION, ORACLE V돼SION UPDATE

3). 사용예 :

$imp bidlbid

Import: Version 6.0.33.1.0 - Production on Thu Oc t 22 14:05:40 1992

Copyri양1t (c) Oracle Corper‘ation 1979, 1989. All ri앙1ts reserved.

Connected to: ORACLE R뻐lIS V6. 0.33.1.0, transaction processing option 

Production

PL/SQL Vl.0.33.1.0 - Production

Imp야t file: DUA3:[USR.JHP뻐K]EXPDAT.聊 ) bid.drop ;Export된 화일명

Enter insert buffer size (minimum is 4096) 10240):Buffer size 지정

Export file created by EXPORT:V06.00.33

List contents of import file only (YIN): N )

Ignore create error due to object existence (YIN): Y)

Import grants (YIN): Y )

;Data률 Load할 것 인지 여부

Import table data (YIN): Y >
;전체 혹은 Table단위로 Load

Import entire impor‘ t file (YIN): Y )

. imper‘ ting BID's objects into BID

. im뼈rting table "BID_BBS"

;실제 Table Load

(다 ). S따LOADER

O. 기능 : 일반 ASCII 화일정보률 ORA따로 올럼

2) . 용도 : BULK DATA LOAD

3). 사용예 : 작업 지사 화일인 αI 화일의 명명대로 데이타 화일인 뻐매힘V.DAT률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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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툴여 GINS뻐NU 태여블에 데이타를 올림

$sqlloader oracle_user/password e빼menu.ctl tmp.log

수행결과를 tmp.log 화일에 기록

_t.rol flle : e:톨mema.ct.1

LOAD DATA

INFlLE -EllPMENU. DAT-

API케뀐D

;법핵합Dat. a 파밀

: l llB8I"t. cr III매훌od

llECLEH 90 ;dat.a flle의 R용。rd 갱。l

INTO TA파.E GIN웰ENU ( ;상수인 경우Cault.aot. 사용

GIl-ID POSITI뻐(1 :1이 g뼈. ..삐lIlm1 .dal화양에셔 각 record의 엇 10 byt.e-홉 껴앙

GIL비ID 양뻐ENe효(l.ll. ;영연언호 쟁생(l에셔」하터 사작••에 I씩 용가)

때lDm;C POSITI매(U:90) QIAIl) ; apEIIU. dauJ.엽의 각 record에셔 11헨쩨

byt.ao’셔 률화'11 쳐장

--oracle t.able : 8lruu톨뻐--

GM_ID 삐π NUlι aJAB(IZ)

aι때ID HIπ NULL Nl뼈ER(3)

G)lD:양C aIAII(8이

1234얄W1S01Z345678901234587890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56789012 : byt.a offset

lIat.a flla . .-p훌‘u.. dat.

EWPU

EMPl‘
EWPU

FlIPU

딩4PU

EWPU

«기업 현황 안내 »
I. 외사명옐 검씩

Z. 기엽엉EI벨 검색

« 법쩨 소식 »
3. 기엽쇼삭

,. 화찌리 기업

5. 신셜법인 연황

6. 인....당당'I.며스크

7. 요늄의 인사

(라). SQLPLUS 사용(DDL ，M..)

(마) . PRO*C (DOWN LOAD)

Oracle에서 제공하는 PRO*C률 이용하여 데이타베이스에서 륙정 자료률 일반화일로

Down 냐ad하기 위한 Sample 프로그램이다.

O. 기능셜명 : 데이타베이스에서 륙정자료률 일반화일로 끝어내럼

2). 수행방법 : Iαn.com설행

$ inquire inf "iname"

$ proc iname = ’ inf.pc include=dual:[oracle]

irecllen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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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inf Inooptimize

$@sys$oracle:loutl ’ inf ’ , sys$oracle:sqllib/lib'inf ’ S

#include 꾀tdio.h"

main()

FILE *fp, *f。홈n:

마없‘ filen뼈e[20]:

EXEC SQL BEGIN DECU핍E SECf rON;

VARα빼R UlD[ll]:
VARα뻐R PWD[ l1]:

V뼈다뻐R RPf [202]:

int s:

int itemno;

EXEC SOl END DECLARE SECfION;

EXEC SOL INCLUDE SQLCA;

strcpy( uid. arr,잉SIC") :

uid. len =strlen(‘lid. arr);

strcpy(pwd.arr, "GSIC");

pwd.len =strlen(pwd.arr):

EXEC SOl CONNECf : uid IDENTIFIED BY : pwd:

printf( "\n input 일련번호: ” ); scanf( ”%d”, &s);

printf( "\n 얼련번호 : %d ", s):

spr‘ intf(filename , "rchrpt. %d", s);

E뾰C SQL DECLARE DPA_G CURSOR FOR

SELEcr r‘r _i temno, rr‘_desc

from rch_rpt where rr_srno = order by rr_itemno , rr_lnid:

if ((fp = fopen(filename , "w")) == Nl파‘) {

printf("** file can't open **"):

exit(O);

EXEC SOL OPEN DPA G:

while (1) {

itemno =0:

clrstr(rpt.arr, sizeof(rpt.arr)):

EXEC SOL FEr대 DPA_G I N'!‘o :itemno, :f'Pt:

if (sqlca.sqlcode > 0)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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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rintf( fp , "%2d %s\n" , itemno, rpt.arr);

E표C S마 α‘OSE DPA_G:
fclose( fp):
return:
err: printf("\n *** sqlerror : %d\n", sqlca.sqlcode):
retw‘n(O):

clrstr(ch망 s[ ], int cnt)

for ( : cnt)O: )
s[--cnt] = ’ \O ’ ;

(바) . ORACLE Upgrade 철차
o. 주요 Control 화얼를 Backup(PC로 Download 및 Print)

INIT.O뻐

2). ORACLE 사용자로 Login하여 추요 데이타베이스 테이블률율 Spooling으로 받아

Print

(SQLDBA) SELECI‘ * FROM DBA_DATA_FILES: )

Table 명 : DBA_DATA_FILES, DBA_TABLESPACES.

DBA_ROLLBAClCSEGS. DBA_USERS

3). 각 사용자 별 데이타베이스 FILE EXPORT

($ EXP user명/비벌번호)

단 DBA 판한을 찾고있는 사용자는 DBA 핀한율 Revoke하고 앓PORT 해야함.

DBA 판한율 갖고 있으면 시스템 부분까지 빠ORT하므로 Upgrade 불가

(불가피하게 시스템 부분까지 EXPORT했율 경우 테이블 단위로 IMPORf 해야함)

4) . ORACLE UPGRADE 설시

5). 데이타베이스생생

[ORAα..ERDBMS]ORA_RDBMS_CDB.COM울 구동 데이타베이스를생생하고(SQLBSQ 참초) SY밍’때

용 ROll‘BACK SEG맨NT률 하나 더 추가한 후 각 태이블 Space 생생하고， ROLLBACκ

S다맨Nf률 생성한 후， INIT.O뻐에 쟁생된 R따BAα S따뼈T를 반영하고 SHUTDOWN,

STARTUP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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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테이블Space 생성 (햄n은 예쩨임 )

가). 데이타 량아 많으므로 각 사용자에 따라 필요한 크기의 테이불 Space 생생 테이블

Space p하1 때D

DATAFlLE ’ LAW_DISK:[ORA_DBS]ORACLE4.DBS ’ SIZE 60뻐)

(따‘，TER TABU죄PACE p와1 ADD DATAFILE ’ LAW_DISK:[ORA_DBS]ORAα£7.DBS ’ SIZE 300M)

나 ). R마LBAα SEGMENT 지정

(CREATE ROLLBACK SEGMENT pan_SEG TABLESPACE pan)

다) . 각 사용자 등록

(GRANT CONNECT , RESOURCE TO pan IDENTIFIED BY 따1)

라). 각 사용자에 대한 DEFAULT 테이블 Space 지정

(ALTER SUER 명n DEFAULT TABLESPACE 맹n)

마>. INIT. ORA 추정

I) . INIT. ORA률 필요한 양으로 조절 (INIT. ORA,

INITh때.매A， INITBIG. 애A)에서 션택

2). ROLLBACK SEG뻐NT = (SYSO, 새로 추가한 rollback_seg 지정 )

바). IMPORT 실시

O. 각 사용자별로 IMPORT 실시 (한 사용자 씩 수행)

($ IMP user명/비 밀번호)

2) • 각 테이블에 대한 사용 허가 Set

(USR_DISK: [USR.JHP뻐K]GRANT.S마 이용)

(GRANT ALL ON tabIename TO PUBLIC)

사) . 웅용 프로그램 Compi Ie & Link

I). 훨요한 환경율 설정하고 Compile &Link 수행

아). 각 웅용 PGM 정상가동 여부 Test

*ORAαE BOOfING 및 SHUTDOWN 실시

ORACLE USER LOGIN 한후 CO~뻐ON_USER.COM와 LOGIN.COM구동 - DBA 핀한 부여됨

SQLDBA) SHUTD애N; - SHUTDOWN 실시

SQLDBA) 8T때πP: - 정상 STAR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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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뼈ge 데이타 판리

각 Client에서 화상데이타베이스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SERV앉2률 두었다.

(1). Scanner

배경사진이나 인물사진풍율 Scanner률 롱하여 데이타베이스입력하며， 사진 축소， 확

대 t 변환동와 각총기능이 책공된다.

(2). 않mcoder & I뼈ge Bank

Camcoder률 이용하여 배경사진이나 인물사진풍의 화상율 Image Bank에 입력，져창하

며. I뻐ge B뻐k의 구조는 dBA않III의 구조와 통일하다. 또한 I빼ge Bank는 자료화일 작

성， 그림 잡기， 그럼확대， 변환동의 각종 기능이 혜공된다.

(3). Image Format 변환

1 Photostyler에서는 필요로하는 부분만율 Cutting한 후에 해상도로 Size를 조정환 후

Scan하여 져장할 수 있다. 뚱한 데이타 화일 Size룰 작계 하고 필요로 하는 Format으로

Conversion할 수 있다. 현재 빼ERl는 Window환경에서 Visual Basic률 통해 I뼈ge를

Call하게 되므로서 져장천에 화일 Ty용률 TIP에서 맨P로 변환후에 저장해야 한다.

다. 사용 언어

개발 기간내 완료라는 짧은 기간율 고려할 때 C 벼명뻐ge둥울 주언어로 사용하여 개

발하기에는 개발요원의 관련기술 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할 뿐만아나라 또한 향

후 프로그램의 보수동을 위해서는 바랍직하지 않았다. 또한 ORACLE에서 제공하는

SOL*FORMS는 많은 체약생을 갖고 있기 때분에 검색시스템 구현은 화면의 화려함과 쉽게

접근하여 구현이 가눔한 Visual Basic를 주언어로 채택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Q+E.PRO*C.SOL*FOR뼈둥율 사용하여 개발 하였다. 그러나 업력시스탬 개발은 안정생율

고려하여 Oracle에서 쩌l공하는 S마*FORMS로 구현 하였다. Visual Basic과 SQL*F애MS률

비교하연 다읍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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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Vis때1 Basic과 S따*FOR뼈의 비요

Visual Basic SOl‘ * Faro매S

랩화며건냐의.제햄이없고챔
1)s힐mOi수RzPeAα-의l있PE으R으판ec나로。。rdId구un률cn현ts에처이셔리북지잡원합
2)

67장의))점PR갱C이an의잭g며e시SPc입Kf화e력애c려k시합i의ng과압폰이력연필Fa요ile항l함d이의

라. 업무지원 시스템

(1). FT(Futurus T없m) & Image System

(가). Uti Iity가 Fore ground에서 Application 프로그랩융 사용하여 일반의 업무를 처

리하는 것처럼 Memory에 접근하며 기능으로는 전자메일， 천화메세지 첸타， 천자대화，

개인 및 그룹 일정 판리. Project관리，데이타베이스. Name Card 데이타베이스，천자메모，

계산기풍의 기능이 있다. FT셜치률 위해서는 별도의 Server가 장비가 활요하고，또한

Netbios 또는 IPX의 NOS와 LAN Card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NOS로는 넓nmager률 썰치하

였고， 장비는 486PC률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나). Text Data 데이타베이스는 Server1 (Micro VAX)에 저장되어 S뼈et(Stroctured

Query Language Network)과 Pctcp연풍율 몽하여 Access하고 Image Data 데이타베이스는

Serve:r2(PC486)에 처장되어 Netware의 IPX률 롱하여 Access하므로서 각 Client(PC)에서

는 동시에 자료률 공유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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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쩨점 발생에 대한 해컬책

가. H/W &S/W 제약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개발 시스템울 구성해야 하고 또한 사전에 모든 부문에 대한

기슐척인 문제률을 검증해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중에

서 대표적 인 내용만율 간추려 요약하면 다읍과 같다.

문제점 해결 빛 개선 방법

- 예산의 제약
- 386 이상에서 Extended Mode호 운영
- Mem_ory는 8M이상으로 Upgr‘ad
- 추후 HDD 400M로 Upgr‘ad필요

I. Hardware 제약
- Memory의 부혹 (4M)
- Application 크기증가 ;
Windows , Visual Basic'동

-4총 PGM과 연계 어려옵

2. Image 쳐리 -
- 고해상도 Graph 처리 어려움1- VGA 256 및 그이상 Dr iver 확보
(국내에셔 시판충인 VB VI. 0에 1- Visual Basic_ V2. 0 UPGRAD;
서는 Image 16-COlor 만 Support 1- Image 크기 축소 및 단순화/압촉
하므로 해상도가 떨어짐) l- Visual Basic V2.O To。l Kit를 미국

:에서 긴급 입수하여 256Color문제해철
- 방대한 Data의 생생 (HOD부혹)1- FIT 및 Image Bank용 및 Mail Server
- 추행 시깐의 지연 |용으로 별도의 Server구성하여 해결

;했으나 추후 Memory & HDD U많rade필요
3. Sound 쳐리 -

- Sound Cord의 져l어 기능제약1- MCI Dr iver 추가 설청
으로 Dr iver 셜청이 불가능하 1- 가눔한한 짧은 Message 출력
고 포한 방대한 Data Suppor‘ t 1- 영운 MS‘ Windows 3.1의 SOW1d Driver
불가놓 l 및 PGM률 이용하여 녹음하고， Window용
- 한글 .Windows V3.0에서는 |한메한글율 탑재하여 Window에서 가장

So뼈 인식 불가능하고， 영문 |가장 큰컬럼톨인 한글처리문제 해결
Window 3.0이 가진 bug률을 그 -
대로 내장했기 때문에 UAE(
Unrecoverable Application
Error자주 발생)

4.File,Printer,Communication
Server률 별도로 구축율 하지
않으면 F1’(Futurus Team)셜치，
Image DB， Pr깨tel"공유 불가

‘ NOS인 Netware Install(IPX)
- L때 Crad Install
- Micro VAX(Server 1) : Text data DB

Bank용
- PC486( Server2) : Image DB Bank &
Communication * Printer Server용으로
Setup

(l). Image처리

Window 환경에서 Visual Basic 2.0율 Install 한다. Visual Basic 2.0에서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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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Colo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Video Card 채초회사에서 제공하는 256 포는 그 이상의

Video Control Driver률 Window Setup에서 O돼않πP에 셜정해 놓아야 한다. System INI

에 Video Driver의 화일 및 사양율 지정해야 한다.

(2). Sound쳐 리

현재는 한글Window 3.0은 Window상에서 Sound인식이 불가농하고 영문Window 3.1에서

는 한글처리가 불가능하여 Sound인식이 가농한 영문Window3.1과 한메한글율 셜치하여

Sound처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기본척으로 H/W는 Sωnd Blaster 1. 0이상의 Sωnd 않rd

(호환기농 사용가능)가 필요하며 Window 3.1에 뻐1Control. dll이 존재해야 하며 Setup운

Window의 화일 Manager 포는 RUN에서 C: W) SBPROWWIND31W짧UP. 많률 구동시 킨후 S마nd

Module Driver률 Window Directory내의 System Directory에 Copy한후 Window의 Control

Panel에서 확인한다.

4. 기본척언 Property 컬쩡

가. Normal Mode보다는 Visual Basic에 있는 Tool Kit의 3D(ThreeD.VBX)의 기농융 최대

한 활용하였다.

나.자주 사용되는(빈도가 높은) Tool Box률의 Property률율 General하게 정의 하였다.

(l). Form

(2). Frame-3D

(3). P，하1el-3D

(4 ), Label

(5). Text

(6) . Command-3D

다.공통적인 Routine률율 Function으로 정의하여 Form에서 Call 하여 사용한다.

(1). Run Time시 Enor Message Box (압력오류， 확얼 혹은 자료가 없율때 .... )

(2). Information Msg Box (Print 동)

(3) . 개인번호 검색시 쳐랴 Routine (Cωnt)

(4) . 성명압력시 Input Box(여러건인 경우 처리 Routine)

(5) . 도움발 쳐리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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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변 표로그램구생

가. 초기 화면

(I) . 때ERI청영정보시스템에 대한 Main-Menu에서는 아래 그럼에서 보는바와 갈아 뼈ERI

배경사진과 합께 MENU가 Di splay되며， 금년도 과제인 1번율 션택하면 Text와 s。뻐d로

인력관리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한 안내률 하게 된다.

(2). 비인가자의 데이타 누뀔， 변경 및 파펴로 부터 정보시스템율 보호하기 위하여 켜

법한 권한 없이 정보시스댐율 Access(검색.쟁신.파꾀)하는 것율 막고， 또한 개인의

Privacy률 보창울 위하여 개인별 Password가 부여 된다.

(3). TOP맨:NU-FRM

SUB FORMI_LOAD ()
나B표1. TEXI' ="(I). 인력정보시스템 (Human Power Information System)"
나B표2.T많r = "(2). 급여판러시스템(Payroll System)"
LABEL3.T많r ="(3).회계완리정보시스템(Accounting System)"
나B표4.T많r = "(4). 자채란리시스템(Inventory System)"
나BEL5.T앓r ="(5). 업무지원시스탬(Job Suppor‘ t System)"
때BEL6. 'I따r ="문서/서식/다lart!전자케비넷/천자우편/화상편집둥”

LABEL7. ’I앉I’ ="(6) 종료”
FORMI_Caption ="때ERI 경영정보관리 시스템”

패DSUB

t.Mouse로 1번 항북율 Click 했율때 인사정보로 FORM &Contr‘。 1 전환

SUB 내BELl_Click ()
VNLOAD FORMI
FORM2. Visible =True

삐DSUB

t.Mouse로 ”종료” 항북율 Click 했을때 PGM 종료
SUB 마B타‘6_Click()

STOP SUB 젠D

t. 이외의 항목율 Click 했율때는 개발충이라는 Message만 흩력

SUB LAB표2.Click()

Msg$ =매BEL2.T앉r + "항몹은 개발충에 있습니다”

MsgBox Msg$, O, ""
빠DSUB

Sub FOnD_Load()
’ DataBaseConnect
If hdbc =0 π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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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bc = qeConnect(DRV펴EORA;UID=INSA;PWD=INSA~)

If hdbc = 0 πlen

Display_qeErr
End

EndIF
a = Shell ("c: 냉lhw\바lwload. exe" )’뻐rune한글Load

타ldIF

’ Lanchanotherapplicationprograminwindows
’ Load hangul
Imagel.Picture= LoadPicture(~c:\kaeri\kaeril. bmp")

’뼈ERI배정사진 Load
WindowState :: 2 ’ Maximized
Visible = True ’ MakeTo뼈enuFormVisible

암ldSub

SubMenuButton_Click{Index as Integer)
Unload AppForm
Se1ect Case Index
Case 0
Logi바’onn.Show

Unload To~enuF’arm

Case 4
AppForm.Show
Case 5
If ExitPr。이 ) = True 까len

End
End If
Case Else
msg$ = ~

Ms랭ox msg$, 32, "
암ld Select

End Sub

나. 안내 및 User‘ id &Password 입핵 화면

(l >. SUB뻐NUFRM

SUB FORM2_LOAD ()
댄AME = PRINT "안내문”
Voice ..안내문”

END SUB
USERid입력때는 입력내용율 출력

SUB USERi d'πXCI다IANGE( )
USERidTI잖T.PRINT U또:lUdT많T.T많r

- 91 -



핍DSUB

Password 입력시에는 출력하지 않음

SUB PasswordText_Change()
PasswordText.Print "#" ’화변에는 #만 표시 ’

END 앉JB

완료및취소

SUB Okomd_Click{)
Okflag% = Valid Auth (Useridtext.text, Passwordtext.tesxt)
- IF Okflag = FALSE THEN

MsgBox ..사용자 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1, ”Msg”
ELSE LO때 FORM3

UNLOAD FORM2
FORM3.Visible = TRUE

END SUB
OK_Click어l셔 ’ Cancel ’ 션택시 이전메뉴로 가려면

LOAD FORMl
UNLOAD FO뻐，f2

FORMl.Visible = TRUE
* FUNGI‘ION: Valid Auth은 User의 사용 접근 허용여부 αleck

(2). ωGINF‘RM-l Control Program

FunctionUsername_check{)
Dim hstmt As Integer
Dim res_c며e As Integer
Dim Value As String*255
Dim cnt As Integer
'DataBaseExecuteSOL
state$="select count{*) from basel where person_no =
’ " + User떠me + " ’ and secret no = ’ " + Password + " ’ ”
hstmt = qeExecS마(hdbc， state$)

’ DataBaseExecSQL
state$="select count{*) from basel where person_no =

’ " + Username + " ’ and secret no = ’ .. + PassWord +" ’ ”
hstmt = qeExecS마(hdbc， state$)

If hstmt = 0 까len

Display_qeErr‘
Username check = False
res_code = qe단，dSOL{hstmt)

'res_code = qeDisconnected{hstmt)
Exi tFunction

EndIf
Wh ile qeFetchNext{hstmt) = 0

res_code = qeVal CharBuf{hstmt ,Value, I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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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s_code =0 까len

cnt =Val(Value)
암ldlf

Wend
If cnt =0 만len

Username check =False
Else

Username check =True
EndIF
res‘,code =qe감ldS마(hstmt)

’ res_code =qeDisconnected(hdbc)
타，d Function

SubControlButton_Click(Index As Integer)
Select Case Index

Case 0
Ret_val% =Username_check()
If (Ret_val% =True) 까1α1

SelectJobForm.Show
UnLoadLogInForm

Else
msg$ =
MsgBox msg
Username =".
PassWord =""
UserNameText.Text =""
PassWordText.Text =""
UserNameText.Set Focus

감，d If
Case 1

(3). LOGINFRM-2 Control Pr。양‘am.

T。뼈enuForm.Show ’ Load T。빼enu.Form

UnloadLogi 바’orm ’

End Select
EndSub
SubFoJ"Dl_Load( )
Dim datafile As String
datafile =CurPath+"\"+IntroF i1e

Username =""
PassWord =""
UserNameText.Tex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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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Text.Text =""
Tag = " "
Visible :: False
WindowState =2 ’Maxmized
fileno :: FreeFi1
야)Sn datafile For Input As fileno
D。 꿰lile Not EOF(fileno)

LineInput #fileno,FileDat a$

LineFor뻐ile$ :: LineFormFile$ + FileData$ +""
+ αtr$(I3)+다tr$(l O)

Loop
IntroText. Enabled =False
IntroText.FontSize :: 12 시스탬 사용 안내 Routin
'PrintIntroductiontolntrd1’ext
IntroText.Text =LineFormFile$
MMControll.Command:: "0홈n” l

MMControll.Co빼and ="play" -Sound File 0빼1....J

Close filen。

Visible True
감ld Sub

SubFonD_Unload (Cansel As Integer)
MMControl l. Co血와ld :: "Close"--) Sound Close

EndSub

(4). LOGINFRM-3 Control Program

SubPassWordText_KeyPress(keyascii As Integer)
C$:: 다tr$(keyascii)
c$ :: UCase$(C$)
keyascii :: Asc( C$)

If keyascii :: 130rLen(PassWordText.Text) > 13 까len

ControlButton(O)SetFocus
Else If keyascii = 8 πlen

If Len(PassWord)<> 0 까len

PassWord =Left$(PassWord,Len(PassWord)-I)
타ld If

Else
PassWord:: PassWord + Chr$(keyascii)
keyascii :: Asc("#")--- 비밀번호 입력시

압ld If 어~ ###으로 Display
감ld Sub
SubUserNameText_KeyPress(keyascii As Integer)

If keyascii =13 꺼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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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I’ext. SetFocus
타ld If
C$ =다u-$(keyasci i )
c$ =UCase$(C$)
keyascii =Asc( C$)
Username =UserNameText.Text

암lClSub

다‘ Screen FORM-3 Process Flow

(1)‘ User의 선택에 따라 Control 및 Form의 이동

SUB FORM3_LOAD()

초기화 및 defaul t Button의 Color조정

END SUB

(2). 부분별 상세검잭 Button 선택

SUB C빼1_α\ick( ) SUB en퍼2_1다\ick()

LOAD FO뻐I_A Cmd3_Chick( )

UNLOAD FO뻐3Nl’ USERidl돼I‘.’I짧r Cmd4....;다lick( )

FORMLA. Visible =TRUE Cmd5_Chick()

댐DSlJB

(3) . 이전메뉴는 어느위치에서나 동일하다

SUB PREVCMD_Chick()

UNLO때 현재 FORM

LOAD 이천 FORM

이전 FORM.Visible =TRUE

END SUB

(4). 종료 션택 : User의 확인율 거쳐 PGM을 종료한다.

SUB Extemd_Click()

flag =MsgBox ..인력관리 System율 총료합니다 ..

If f1 ag =OK THEN

Stop

E뼈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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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SUB

라. 기본사항 : Screen FORM-6의 Control Process

(l ). 화면의 초기

SUB FO뻐6_LOAD( )

화면의 각 Label , T따r ， PIer때E 뻐X외 초기화

개인번호 입력 상태로 천환 (FOCUS)

SUB END

(2) . 개인번호 입력

TextNo...:다1킹1ge( )

KeyNo =TextNo.Text

END SUB

(3) . 종료 Button

(4). 입력 삭혜Button

SUB BUITON 다'lick

IF CHECK AU쩌 (USERID) =TRUE 까표N

DO Procedure

ENDIF

FUCI’ION Display All

Fetch 되어운 항묵으로 각 Label의 값율 할당하여 출력한다.

ex) Labell , CAPTION ="1965. 5.15" (생년월일 )

(5). 생명입력 Routine

SUB TextKName_α1 없1ge( )

KeyName =TextKName.Text

END SUB

(6). 검색 Button

SUB OKCmd_Chick()

SQL)) fetch Record With (KeyNo ， KeyName) ’번호，이름 북합겸잭

IF S마ERROR FOUND 까표N

MsgBox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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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SUB

END IF

END SUB

(7). 전메뉴 Button

SUB RevCmd_Chick()

Load 천화면

UNLOAD 현재화면

천화면 Visible =TRUE

END SUB

(8). 도울말 Button

SUB 빠"pCmd Ch ick

도움말 화일율 OPEN, LIST로 출력

END SUB

*. 검색에서 다충 Record의 fetch시 떠.me율 Combo box (2)에서 션택하여 출력한다.

마. 도옵말 화면의 구성 및 혜어 도옵말 화면은 도옵발율 호출한 때뉴에 대한 도올웰융

답고 있다. 내용은 도옵발 화일율 작생하여 뻐lpform에 띄우게되며， 종료시 Visible율

False로

하여 언제든지 다시 빠룬 숙도로 검잭할 추 있다.

SUB HelpCmd_Chick (Subject or Form Name)

Select case Subject

C잃윌추제에 맞는 화일율 찾는다

case else filename ="filobal.HLP"' Default (일반 도움말)

END Select

OPEN File to Read

Aline =Read a line from a file

Additem Aline into List

List의 출력

페D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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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FORM-8(학력사항 ) Control Process

(1). 초기화면의 Load

SUB FO뻐8_LOAD( )

벼bel Ini tial ize(제몹할당과 내용은 닮pty)

Frame and List Box의 Co lor 초기화

END SUB

(2 ). 사번에 의한 검잭

SUB Labell_Click()

Load FORM8 1

댐DSUB

(3). 이릎에 의한 검색

SUB Labell_Click()

Load FORM8 2

END SUB

FORM8_1 검색율 위한 여름의 입력

SUB FO뻐8_LOAD( )

Label초기화 및 Text Colo!‘

Co빼nd button의 셜정

핍DSUB

(4). 사번/이룹 입력

SUB T않f1 _CHANGE( )

Key_No =Textl.Text

END SUB

(5). 확인

SUB CI뼈nK_Click( )

If LEN$(Key_No) <1 깨en

MsgBox "키값이 없습니다“lO

감ld If

SQL Fetch with Key_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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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S마..ERROR FOUl‘D Then

MsgBox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lo

Exi t SUB

타ld If

Fetch한 내용으로 각 Field률 채옵

FORMS의 List에 출력

Addltem 이용

END SUB

(6). 이름울 통한 검색:

단일 인물일 경우에는 사번에 의한 검색과 동일Fetch률 몽하여 얻운 Record가 2 개 이

상얀 경우 션핵 Routine이 첨가

(7) . 다충 Record의 Fetch Routine

While (Not S마돼ROR = 0)

L∞p

Fetch 여릅

List 8 , Addltem 이륨

Wend

(8). 선택 Routine

Key_name = Li st에서 션택된 Item

SQL Fetch with Key_name

FORM 8 에 List 출력

6. System구현 환경

가. Oracle RDBMS의 CONFIGURATION SE11JP

REM--- c: \Config. bak\config.ora--

DI파ICE=C: \DOS\HlMa1.SYS

REM DEVlCE=C: \PCfCP\Q다뼈86.SYS

REM DEVICE=C: \DOS\힘뻐386.EXE

DOS=HIGH ， U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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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lCE=C: \GSl래N\HGV24.SYS I (1)

DEVICE=C: \G와삐N\GHIO.SY앙」

DEVICE=C:\pcrCP\IFCUST.SYS--.--(2)

D돼lCE=C: \PCfCP\IPCUST.SYS..-J

REM DEVlCE=C: \NFS\PCNFS.Syg.

R때 D:댄I다lUGH=C: \NFS\Sα](DR. SYS

REM DEVIC돼IGH=C: \NFS\NIU. SYS

뻐 D패I않=c: \net때rk\netcicom. drv ~(3)
REM DEVICE=C: \DOS\E뻐386.E뾰

R뻐 DEVI따UGH=C: \.WIN\S뼈RTDRV.S언 •12 512

DEVIC타li방l=C: \DOS\S다'VER. EXE

REM DEVICE=C:\DOS 내NSI. SYS

B뾰AK=ON

FlLES=40

BUFF돼S=30

(1).한글사용율 위하여 필요하다.

(2).TCP/IP Protocol을 Loading한다.

(3). NFS Protocol 사용시 Load하는 것으로 PCtcp룰 사용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AUTOEXEC 화일 (Communicarions)

REM--- c: \Config. bak.\autoexec.ora-----

SET BLASt돼=A220 12 D1 T4

SET SOUND=C: \SBPRO

C: \SBPRO\SBP-SET IM:12 IVOC:12 /CD:12 IFM:12----)(1)

@echo off

@ECHO OFF

PROMPT ORA: $p$g

SET PATH=c: \winapp\HANDY\BIN:C: \ORACLE6\PBIN:C:\ORACLE6\BIN:

C: \WIN:C: \DOS:C: \lJI'IL\NU:C: \BAT:C: \lJI'IL\ETC:C: \lJfIL\ICE

SET TEMP=C: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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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따’ TMP =c: \TEMP

SIT CONFIG=C: \ORA다‘E6\CONFIG.ORA

REM - « Install Mouse 마·iver »
MOUSE----)(2)

cd\syntax-

R돼 ne2000 -n Ox6O 3 Ox300

REM ethdrv

ne2000 -n Ox60 5 Ox300

뾰M -n: Support I없 TCPIIP PROfOCOL OPTION ~-(3)
ethdrv

cd\netware

c:\netware\ipx

c:\netware\netx

REM ----- Login to SERVER

f:

Login SBKANG

cd\ft

ft misI

sqlpme

sqltcp

w1n

--)(4)

(I).Sound Blaster‘ 환련 Setting부분이다.

(2).Memory Management 와 IRQ( 1I0 Port)관련하여 Window용 Mouse률 Install하지 않고

외부 뼈use률 설치하는 것이다.

(3).TCP/IP Protocol loading

. Netware( IPX)률 사용하기 휘한것이다.

(Server‘ /client)

(4). Netware를 Loading하기 위한것이다.

다. config.ora(Communicarions)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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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 c:\。rac1e6\config.ora---

때ACLE HO뻐::C: \ORAα..£6

MA대INE~πPE = F ---)0)

DYNAMIC MEMORY=1024

LOC따‘=T:MV2:s-------)(2)

ORACLE TIO=VIDEO

DBA_AU재ORIZATION꽤없ager

O뻐KITPj\;쩌=C: \ORAα£6\DBS

SQLPA'돼=c: \O뻐CLE6

TCP H며TS FILE=C: \PCTCP\hosts I

TCP_SERVIC않:_FILE=C:\PCTCP\seπices.....L -)(3)

(I).Machine Type:

F- 386 Mode

(2). Host사용율 위한 Host IPaddress률 Setting하여야만 Q+E애서 Connect할 수 있다.

(3). Oracle에서 사용할 수 있는 TCPJlP의 Host와의 Service다.

라. B∞ting시 수행 Module

1). PATH 정의

Windows , Oracle 및 각종 Utili ty 사용율 위한 청로 지정

2). Temp/Tmp 청의

Windows 및 각종 프로그램의 임시 화일 저장장소 지정

3). Mouse Driver Install

TCP/IP Protocol Install

C: \Syntex에 처장

Ne2000

ethdrv

4). Server첩근을 휘한 Network Dr iver 썰치

c:\Netware\I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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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T(Futurs Team)Install 및 Password 업력

~ Server2(PC 486)
Image Bank & Mail server )

Application

작종 Driver

IPX

Server 1
(Micro VAXII)

6). 정보 검색시 추가

SQLPME : PC용 Oracle Driver설치

SOLTCP : Remote Oracle Access용 Driver

7). Window 구동

때ERI치연 설행 : Memory에서 째거하고자 할때는 Rempme률 실행시킨다.

7. Design Tool 기본척안 판교사항

개발요원이 각기 다른 FORM율 개발하므로 알란생 유지률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

다. 따라서 여률 위하여 다읍 표와 같이 Design Tool의 권고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

하고 개발 하였다.

Pr억)l!rties C빼빼ld Button Panel 3D Fr휠De3D Label Text Fona

Align률nt x 7 - Cen ter/Mid 2 - Center (- x x

AutoS ize o - None o - 씨one x F뻐.SE x x

AutoR혀raw x x x x x 깨UE

BackColor x Gray or DarkGray x 뻐rk. Gray 혈운첩판색 (-

Bevellnner x 1 - RaiSE최 x x x x

BevelαIter x 2 - Ir필erted x x x x

Beveliidth 3 i x x x x

BorderS tyle x x x o - None O-Nor뼈(홈ne ) 3- FixedDou

Border-i idth x 1/3 x x x x

Caption . - x - x -
Control Box x x x x x FAU포

CtlName • Button • Panel • Frame • 냐bel • Text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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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훌rties @빼Jand Button P뻐el 3D Fl"alIl8 3D Label Text FOMl

아"a때k녕g x x x x x 13-CopyPen
DrawS tyle x x x x x a-So lid
Drawlfidth x x x x x 2

마'agI∞n (None) (None) (빼‘a) <- (- x
마"S앙뼈e o • 빼nual o - 뼈nl필l (- (- (- x
다abled TRUE TRUE (- (- 입력 'TRUE TRUE
FillColor x x x x x -
Fi llStyle x x x x x -
Flα녕Color x - x x x x
FIα찌Color x . x x x x
Floc쳐Style x o (None) x x x x
F삐t3D o - None a - None (. x x x
FontBold FAlSE FALSE (- (- (- (-

FontItalic FALSE FALSE (- (- (- (-

FontNl맹훌 Helv. 명죠 Helv，영조，고팩 (- 고되 고픽 (-

F야ItSize 9.75, 8.25 9.75.8.25 (- (- (- (-

FontStrikeThru FALSE FALSE <- <- (- (-

FontTrasn‘영rent FALSE FALSE (- (- (- (-

FontUI퍼erline F따.SE FALSE <- (- (- (-

For하:Olar BLAa< 노한잭. Black Black <- Black. Yell Black
FormName x x x x x 메뉴이홈‘FOnD

Hai방\t - - - - - 뼈X

Icon x x x x x KAERI
Index . - - - - x
Left - - - - - o
LinkIte며 x x x - - x
LinkM여e x x x 0- 뻐ne - -
LinkTopic x x x - - -
LinkTi뻐out x x x - - x
뼈xButton x x x x x FAU포

에inButton x x x x x FALSE
뻐usePomter a - Default o - De fault (- (- (- (-

빼Iltiline x x x x TRUE x
Outl il톨 TRUE FALSE x x x x
Picture FALSE(Text기롤) x x x x 초기화면TRL'E

Pict따-eDisabled x x x x x x
Pict따명on x x x x x x
Pict따"801뀐필ng x x x x x x
Pict띠엄up x x x x x x
RoundComers TRUE TRUE x x ‘ -
Seal빼.i양\t x x x x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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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mmand But ton Panel 3D Frame 3D Labe l Text Fol"II

SealeLeft x x x x x -
sea뻐φde x x x x x TWlp/pixel

SealeTop x x x x x -
Scale쩌idth x x x x x -
뻐뼈o1lColor x o - DarkGray (- x x x
$빼doll5tyle x x I - Ra ised x x x
ScrollBar x x x x T/F x
Tablndex - - - . . x
Tag - - - - - -
Top - . - - - -
Text x x x x None x
Visible TRUE TRUE (- <‘ <- <-
Width . . - - . -
iindowS tyle x x x x x 3‘뻐XillllX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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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롭 2. 데이타베이스 테이블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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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1 c:> 1 E.l- 버1 °1 .:.::::느 E=J1 <:>1 동률 으~ .At 연J=

1. 인 사 DB Entity 정 의

• 기본 사항 1 Entity (BASEl)

• 기 본 사항 2 Entity (BASE2)

• 지 역 Entity (REGION)

• 부서 Entity (DEPARTMENT)

• 원호 Enti ty (RELIEF)

‘ 유치 Entity (INDUCEMENT)

• 외 국 인 Entity (FOREIGNER)

• 병 역 Entity (MILITARY)

• 버 빌 취 급 Entity (SECAET)

• 학력 Entity (SCHOOL)

• 입사전경 력 Entity (CAREER)

• 입 사후경 력 Entity (ORDERING)

• 파견 /교육/출장 Entity (DISPATCH)

• 포상 Entity (REWARD)

• 징 계 Entity (PUNISHMENT)

• 인 사고과 Entity (WORK_RESULT)

싸 승격 컴 수 Entity (PROMOTE_SCR)

• 승진 Entity (PROMOTION)

• 승격 첨 수 Entity (PROMOTE_SCA)

• 승급 Entity (ADVANCE)

융 공업소유권 Ent i ty (PATENT)

• 논문 /저 술 Entity (PAPER)

• 연구경력 Entit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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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Entity (SUSPENSION)

• 가족 Entity (FAMILY)

‘ 가입 단체 /학회 Entity (INSTITUTE)

• 자격 /번허 Entity (QUALITY)

• 욕무 Entity (SERVICE)

‘ 직 급 Entity (POSITION_COD)

• 보직 Entity (ASSIGN_COD)

• 포상구분 Entity (REWARD_CLS)

• 신체 사항 Entity (BODY_ITEM)

• 대학훌강자 Entity (LECTURE)

• 위확교육 Ent i ty (TRUST)

• 부수직 무 Entity (ACCOMPANY)

• 장애 인 Entity (HINDRANCE)

‘ 아르바이트생 Entity (SIDE_JOB)

• 천공구분 Entity(MAJOR_COD)

• 학 력 코드 Entity(EDUCAT_COD)

• 직급별 학력 현황 (J K-ACD_TOT)

• 전공 별 직급 인 현 현황 (MAL ‘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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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운흔 At 현훈 1 Entity으1 Attribute(BASEl)

늄。* 3-E1 n。녁 TYPE 폭 영 문 명 내 i。L

개인번호 C 8 PERSON_NO

벼밀번호 c 15 SECRET_NO

생명 (한글) C 8 NAME_KOR

생명 {영문) C 16 NAME_ENG

주민번호 c 14 RESID_NO

부서번호 c 6 DEPART_NO

직급번호 c 2 POSITN_NO

효용 N 2 SALARY_CLS

검색등급 N 2 REFER_NO

학력코드 N 2 EDUCALCOD

보직번호 c 2 ASSIGN_NO

71 운흔 At 룡판 Entity 으1 Attribute(BASE2)

를。i -&- ~ TYPE 3-1E 영 문 명 내 i。i

개인번호 C 8 PERSON_NO

출생일 c 8 BIRTH_OAT

본척코드 c 2 BIRTH_COD 지역번호율 사용

본쩍주소 c 40 BIRTH_ADDR

주민코드 c 2 RESID_COD 지역번호툴 사용

9~?~‘ C 40 RESID_ADDR

주민전확 C ]3 RESID_PHON

성별 C 2 SEX (남 • 녀 ]

결혼유무 C 4 CIVILSTS (결혼 • 미혼)

;:x5「」-ι「 C 8 RELIGION (불교 ，천주교，기독교 ，이스랍교 ，기 타)

입소일자 C 8 ENTER_OAT YY!MM/DD

계약분튜 C \0 CONTR_CLS (정 연계 ，초임 ，재 입 )

고용계약시접 C 8 EMP_CONTR_BCN V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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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체약종점 C 8 EMP_CONTR_닝ND YY/MM/DD

정기송급월일 C 5 REGU_ADVAN

호주 c 8 HEAD-FAMILY

호주관계 c 6 HD-FAM_REL

째대주 c 8 HOS_HLD

쩨대주관계 c 6 HOS_HLD_REL

특기 C 8 SPECIALSKL

채용구혼 c 14 EMPLOY • CLS

TOEIC 캠 수 N 4 TOEIC_PNT

유효기간 C 17 TOEIC_PRD

직무코드 C 4 DUTY_COD

지 역 Entity의 Attribute (REGION)

률。* 목 며。 TYPE 3「E 영 문 병 내 용

지방번호 c 2 REGION_NO

지방병 C 12 REGION_NAM

후걷L p네 Entity으1 Attribute (DEPARTMENT)

륭。* 복 다。i TYPE 폭 영 분 명 내 용

부서번호 c 6 DEPART_NO

단명칭 c 20 DEPART_NAM

본부명 c 30 DEPT-SUBI

부명칭 C 20 DEPT_SUB2

설명칭 C 30 DEPT_SU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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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츠 콘흔든 Entity으~ Attribute (RELIEF)

항 -&- n。예 TYPE 폭 영 푼 병 내 용

개인번호 c 8 PERSON_NO

대상구분 c 8 RELIEF_CLS

보훈번호 c 10 RELIEF_NO

유공자와관체 c 6 RELIEF_REL

월청급여 N 9 CROSS_INC

자핵지청 c 14 RELIEF_ORC

→극-5ξl 달，.t ;x.H오l 고4 흘후 At Entity으~ Attribute
(INDUCEMENT)

륭。i ~표1 며。 TYPE 3-E1 영 푼 명 내 j。L

개인번호 C 8 PERSON_NO

유치구분 C 4 INDUCE-CLS

유치국가 C 12 INDUCE-NAT

유치년도 c 8 INDUCE-DAT YY!MM!DD

최종학교명 c 20 SCHOOLLST

학우l c 8 DECREE_IND

천공코드 c 2 MAJOR_COD

학우l 취득일 C 8 DEGREE_DAT YY!MM!DD

유치기관 c 16 INDU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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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든국F 얻1 Entity~ Attribute (FOREIGNER)

즘。↓ j-a1 며。 TYPE 길「동 영문명 내 용

개인번호 c 8 PERSON_NO

외국국객종류 c 6 NATION_CLS 시민권 ，영주권

국명 c 12 NATION_NAM

취득얼 c 8 ACQUIR_DAT YY/MM/DD

여권번호 c 12 PASSPT_NO

소멸일자 C 8 LAPSE_OAT YY/MM/DD

면킹 으후 Entity으l Attribute (MILITARY)

웅。* 도‘L’ 버。 TYPE g-E1 영 문 명 내 용

개인번호 c 8 PERSON_NO

병역구분 C 10 MILITR_CLS 소집번제 ，정집변제 .일반예비군풍등

복무시점 c 8 SERVICBGN 복무시직일

‘~lf-~~니그 c 8 SERVIC_END 복무마감일

군번 c 8 MI LITA 一NO

계급 c 6 DEGREE

군별 C 4 SEAVIC_CLS

병과 c 10 SEAVIC_BRH

전역근거 c 16 DISCHA_BAS

역종 c 10 GRADLCLS

버고 c 30 EXCEPT_ETC 해당 사유(특혜.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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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추l 끌좋 En. tity의 Attribute (SECRET)

풍。ι 목 며。 TYPE 효..，ε 영 문 명 내 용

개인번호 C 8 PERSON_NO

비밀등급 c 8 SECRET_DCH

인가일자 C 8 PERMIS_DAT YY!MM!DD

인가근거 c 30 PERMIS_BAS

해입일자 c 8 DISCHA_DAT YY!MM!DD

해입근거 C 30 DISCHA_BAS

롤괴r 'e.펙 E n. tity요~ Attribute (SCHOOL)

를。l 목 벼。 TYPE 폭 영 푼 명 내 용

개인번호 C 8 PERSON_NO

학력 N 2 EDUCALCOD

풍「1」 」τι1 n。4 c 20 SCHOOL ‘ NAM

입학년도 C 8 ENTERD_DAT YY!MM!DD

졸업낸도 C 8 GRADUA_DAT YY!MM!DD

전공코드 c 2 MAJOR_COD

새부전공 C 20 MAJOR_SPEC

입 .At 전 경 력 Entity 으~ Attribute (CAREER)

를。i 목 PJ TYPE 효-ε1 영 문 명 내 %

개인번호 c 8 PERSON_NO

근무기관 c 20 SERVIC_ORC

근무기간 C 17 SERVIC_PRD YY/MM/DD-YY/MM/DD(FROM - TO)

직위 C 14 POSITN

종사분야 c 40 SERVIC_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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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 까、]-.:3휴 걱킹 흘켈 E n. tity으l Attribute (ORDERING~

항 목 n。‘ TYPE s←ε1 영 푼 멍 내 용

개인번호 c 8 PERSON_NO

발명일자 c 8 ORDER_BON YY/MM/DD

발명종캠 c 8 ORDER_END YY/MM/DD (해당 사항에 한합}

발령사항 l c 50 ORDER_SUBl

발명사항 2 C 50 ORDER_SUB2

발령근거 c 30 ORDER_RES

직급번호 c 2 POSITN_NO

고}걷켠 /그i!. 을욱 /겉룰 측닝F E n. tity으~ Attr i bute (등푸 L셔 오4

〔든푸 L셔 오~) (DISPATCH)

당。} j「a 며。 TYPE 효1동 영 문 명 내 .요。

개인번호 c 8 PERSON_NO

구분 c 10 DISPALCLS (파견 .교육，출장)

발령일자 c 8 DISPALBCN YY/MM/DD

발령총점 c 8 DISPAT_END YY/MM/DD

i-g1L 카-1{ C 60 DISPALPUR

국명 C 20 NATl ON_NAM 해당사항이 없운 경우 벼워둠

기관명 c 20 ORCAN_NAM

근거 c 26 DlSPALBAS

부서명 c 30 DEPART_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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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2:....-'냥 Entity므~ Attribute (REWARD)

를。* 목 ~ TYPE 혹..，ε 영 문 명 내 용

개인변호 c 8 PERSON_NO

일자 c 8 REWARD_DAT n/MM!DD

포상코드 c 2 REWARD_COD 포상벌 검색용 코드

포상명청 c 16 REWARD_NAM

시행기관 c 16 REWARDι_ORG 해당사항이 없은 경우 비워품

발령근거 c 20 ORDER_BAS

공격개요 C 30 REWARD_DET

부서명 c 30 DEPART_NAM

측~겨1 Entity으1 Attribute (PUNISHMENT)

항 목 ~ TYPE 3-E1 영 문 명 내 j。i

개인번호 C 8 PERSON_NO

징계기간 C 17 PUNISH_DAT YY!MM!DD-YY!MM!DD(FROM - TO)

징계종류 C 20 PUNISH_CLS

발령근거 C 30 ORDER_BAS

징계사유 C 30 PUNISH_RSN

부서명 C 30 DEPART_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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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 .A]-二L2. 고-l- Entity으~ Attribute (WORK_RESUL-

숭。* -& 며。 TYPE g-E1 영 문 명 내 용

개인번호 C 8 PERSON_NO

평가시첩 C 5 EVALUT_DAT YY!MM

평가자 c 8 EVALUATOR

명캠 N 6.2 EVALUT_SCR

1차확인자 c 8 FST_CONFRM

l차확인형첨 N 6.2 FST-SCR

2차확인자 c 8 SND_CONFRM

2차확인형점 N 6.2 SND_SCR

3차확인자 c 8 THD_CONFRM

3차확인형점 N 6 , 2 THD_seR

근무성쩍평점 N 6.2 WLSCR_PTR

최종등급 c FINAL_OCR (A. B. C. 0 , E. F)

근무평첨환산 N 6 ,2 WLSCR_CHO

포상접수 N 5.2 REWARD_seR

포상첨수환싼 N 5 ,2 REWARD_CHO

발명륙허첩수 N 5.2 PATENT-SCR

벌명특허환산 N 5 ,2 PATENT-CHO

논푼저서캠수 N 5.2 PAPER_SCR

논푼저서환산 N 5 ,2 PAPER_CHC

가감산평첨 N 5 ,2 ADD_seR

가감형점환산 N 5.2 ADD_seR_CHC

평컴계 N 6.2 SCORE_TOT

부서병 C 30 DEPART_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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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승F 죠! Entity으~ Attribute (PROMOTION)

종。* l-a1 며。 TYPE 으-돋1 영 문 명 내 용

채인번호 c 8 PERSON_NO

칙곱번호 c 2 POSITN_NO

발령일자 c 8 ORDER_DAT YY/MM/DD

벌명근거 c 16 ORDER_BAS

승진사유 c 30 PROMOT_RSN

뜰늦=-.:::2캠 같렐

-‘
-.- Entity으} Attribute (PROMOTE_seR)

융~ 목 ~ TYPE 흩.，ε 영 문 명 내 용

채인번호 C 8 PERSON_NO

평가시점 c 5 EVALUT ‘ OAT YY/MM

근무성적평첩 N 6.2 WLSCR_SCR

근무평점환산 N 5 , 2 WLSCR_CHO

소내논문평첩 N 6 , 2 IN ,-PA_SCR

소내논문환산 N 5.2 INI_PA_CHO

어학놓렉평컴 N 5 , 2 LAN_SCR

어학능혁환산 N 5.2 LAN_SCR_CHO

가갑산펑첨 N 5.2 ADD_SCR

가감산환산 N 5.2 ADD_SCR_CHO

발명륙허캠수 N 5.2 PATENT_SCR

발명륙허환산 N 5 , 2 PATENT_CHO

논문저서접수 N 5.2 PAPER_SCR

논문저서환산 N 5 , 2 PAPER_CHO

포상점수 N 5.2 REWARD_SCR

포상캠수환산 N 5 , 2 REWARD_CHG

조갱형첨 N 5 , 2 CHANGE-SeR

i청겸계 N 6 , 2 SCORE-T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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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승F 긍긍F Entity으1 Attribute( 졸~ .7 1
도::L. 같뜯 , 三E 정 • 71 Et )

，흔측탤혹
(ADVANCE)

륭。* -& 며。 TYPE 폭 영 문 명 내 요。-

개인번호 c 8 PERSON_NO

승급일자 c 8 ADVANC_DAT YY!MM!DD

호봉 C 2 SALARY_CLS

송곱근거 c 20 ADVANC_BAS

승급구분 c 6 ADVANC_CLS (정기 ，특별 ，근속 ，조청 ，기 타)

송급사유 c 30 ADVANC_RSN

걷깅L 얻킹 二슨; →극- 극관 Entity 으} Attribute (PATENT)

를。l 목 며。 TYPE 프-E1 영 문 명 내 -。요

채인번호 C 8 PERSON_NO

소유권번호 C 10 OWNER_NO

출원일 c 8 APPLY_OAT YY!MM/DD

공고일 C 8 NOTIFY- DAT YY/MM/DD

등록일 c 8 RECISLDAT YY/MM/DD

종류 c 8 PATENLCLS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환야 c 20 PATENT-DIV

출원국 c 30 APPLY-NAT

관련연구과혜 C 20 RESEAR_PRJ (해당사항이 없은 경우 비워둠)

벌멍멍청 c 30 lNVENT_NAM

-닙「서|며。 C 30 DEPART_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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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폰존/그네를출 Entity으~ Attribute (PAPER)

를。i 목 다。i TYPE 폭 영 문 명 내 용

개인번호 c 8 PERSON_NO

구혼 c 10 PAPER_CLS (논문 , 저서 , 역셔 .가술보고서 )

제목 C 40 PAPER_TIT

발표지명 c 20 ANNOUNC_NAM (논문 ，권 /호 .PACE(FROM-TO)

발행 (출판}처 c 16 PUBLISHER

발행번월 c 8 PUBLISH_DAT YYI 삐M/DD

참여자인원수 N 2 COWORK_NUM

현서명 c 20 ORICIN_NAM

원저자명 c 12 AUTHOR_NAM

맏호二?-걱킹 률펙 Entity 으~ Attribute (PROJECT)

를。l I-E1 R。에 TYPE E-E1 영 문 명 내 용

개인번호 c 8 PERSON_NO

과쳐l 명 c 30 PROJECNAM

과쩌l 구분 C 10 PROJECCLS

과제시점 c 8 PROJEC_BCN YY/MM/DD

과제종점 c 8 PROJEC_END YY!MM/DD

부서명 c 30 DEPART_NAM

과제답당 C 10 PROJECROL 참여자，과쳐l 책입자.사업책입자등

직급번호 C 2 POSITN_NO

참여율 N 3 PARTl C_RAT %

밸주처 c 30 PROJEC_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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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추즈1 Entity으~ Attribute (SUSPENSION)

륭。i -& 명 TYPE ~ 영 문 명 내 %

개인번호 c 8 PERSON_NO

휴직시첨 c 8 SUSPEN_BGN YY/MM/DD

휴직종점 c 8 SUSPEN_END YY/MM/DD

휴직사유 c 30 SUSPEN_RSN

밸명근거 C 20 ORDER_BAS

발령종류 c 4 ORDER_CLS (휴직 , 복직 )

부서명 C 30 DEPART_NAM

7l-등록 Entity흔1 Attribute (FAMILY)

를。‘ 목 OJ TYPE 혹「E 영 문 명 내 %

개인번호 c 8 PERSON_NO

성명 C 8 FAMILLNAM

주민번호 C 14 RESID_NO

본인과의관계 C 10 RELATION

학력 c 8 SCHOOL-CAR

직 업 (직 장명 ) c 20 OCCUPATION

부양구분 c 10 SUPPOR_CLS 세금공제 (대상.장애자，비대상)

7l-입 를f 쳐1 /률후회 Entity의 Attribute
(INSTITUTE)

륭。‘‘ l-a1 t!J TYPE ~ε1 영 문 명 내 용

개인번호 c 8 PERSON ‘ NO

가입단책명 C 20 CROUP_NAM

가입일자 C 8 SUBSCR_DAT YY/MM/DD

탈퇴일자 c 8 SECEDE-OAT YY/MM/DD

직책 C 14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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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츠후 /띤호응l Entity으1 Attribute (QUALITY)

륭。L j-a1 며。 TYPE ~ε1 영 문 명 내 용

개인번호 C 8 PERSON_NO

자격종류 c 6 QUALIF_CLS (자격 .면허 ，외국어 )

명칭 c 30 QUALIF_NAM (외국어인 경우 해당무)

취득번호 c 12 ACQUIS_NO ”

추l 특일자 C 8 ACQUIS_DAT ” ) yy/MM/DD

어학등급 c 4 LANGUA_CRD

발행기관 c 20 PUBLIC_ORO (외국어인 경우 교육기관}

4욕후쿠L Entity 으~ Attr i bute (툴측별흘후추7}- .격킹三죠.A}-

뜯즘 ) (SERVI CE)

항 목 며。 TYPE 폭 영 문 명 내 요。.

개인번효 C 8 PERSON_NO

사유 C 30 SERVIC_RSN

복부시첨 c 8 SERVIC_BCN YY/MM/DD

복무종첩 c 8 SERVI C-END YY/MM/DD

부서명 C 30 DEPART_NAM 연구소의 조직 변경 때문에 코도불가

즈}극긍 Entity으1 Attribute (POSITION_COD)

륭。} l-a1 며。 TYPE 으-E1 영 문 명 내 j。L

직급번호 C 2 POSITN_NO

치1 그닙며。~ C 16 POSITN_NAM

- 121 -



...!i!-즈1 Entity~ Attribute (ASSIGN_COD)

항 3-ET ~ TYPE 를‘a1L 영 문 명 내 용

보칙번호 c 2 ASSIGN_NO

보직명칭 C 10 ASSIGN_NAM

三c..각닝F 二r-훈흔 Entity 으~ Attribute (REWARD_CLS:

훌。* 목 명 TYPE 폭 영 푼 명 내 용

포상코드 C 2 REWARD_NO

포상분류 C 10 REWARD_CLS (훈장，포장，포창}

스l 처1 .A}-혼'l- Entity으1 Attribute (BODY_ITEM)

항 목 며。 TYPE 포，. 영 문 명 내 용

개인변호 C 8 PERSON_NO

혈액헝 C 2 BLOOD_TYP

신장 N 4 , 1 HEIGHT

흉위 N 4 , 1 CHEST

체중 N 4 , I WEIGHT

색맹 C 8 BLIND_COL 해당사항 없은 경우 벼워붐 (OR 청상)

청력 C 10 AUDITION 좌/우

시력 c 10 VISION 확/우

장애사항 C 6 HINDRA_ITM

질병명 C 30 DISEAS_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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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뀌 흐후 들룰 걱:J""?-}- Entity으1 Attribute (LECTURE)

를。* S「L OJ TYPE E「E 영 푼 벙 내 %

개인번호 C 8 PERSON_NO

학교명 c 20 SCHOOL_NAM

과목 C 16 SUBJEC_NAM

훌강시점 c 8 LECTUR_BCN VY/MM/DD

훌캉총점 c 8 LECTUR_END YY/MM/DD

요일 c 6 LECTUR_WEK

시간수 N 2 LECTUR_TIM

우l 를추그고갚혹- Entity 으1 Attribute (TRUST)

융。} 목 며。 TYPE 폭 영 문 명 내 」。i

개인번호 C 8 PERSON_NO

우l 탁기관 c 18 TRUST_ORC

￥l 닥환야 c 18 TRUST-DIV

학위 C 4 ACADEM_DCR

위탁기간 C 17 TRUST_PRD YY/MM/DD-YY/MM/DD(FROM - TO}

부서명 C 30 DEPART ‘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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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큐- ~순;즈1 ...l주!... Entity으~ Attribute (ACCOMPANY)

늄。1 옥 llJ TYPE 효~ 영 문 명 내 %

깨인번호 C 8 PERSON_NO

입멍일자 C 8 APPOIN_DAT vv/MM/DD

입명발령사항 C 50 APPOIN_RSN

입명발명근거 c 20 APPOIN_BAS

혜입일자 c 8 DISCHA_DAT yv/MM/DD

해입발형사항 c 50 DISCHA_RSN

해입발명근거 C 20 DISCHA_BAS

올~ off ~ Entit Y으1 Attribute (HINDRANCE)

를。* 목 며。 TVPE 3-E1 영 문 명 내 -요。

깨인번호 C 8 PERSON_NO

장애유헝 c 20 HINDRA_TYP

장애등급 N HINDRA_DCR

장애인쩡시기 C 8 HINDRA_DAT YY/MM/DD

o}- 츠프 닙l- 01 트르 A킹 Entity르~ Attribute CSIDE_JC

항 목 며。 TYPE 폭 영 문 명 내 용

활용부서명 c 30 DEPART_NAM

생벌 c 2 SEX (납 ，녁 )

부직종류 C 10 WORK_CLS

학교병 C 16 SCHOOL_NAM

학과 C 20 LESSON_NAM

생명 C 8 NAME

활용기간 C 17 SERvrC_PRD YYIMM/DD - YY/MM/DD (FROM -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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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쿄 걷극L 二r-낼륜 Entity~ Attribute (MAJOR_COD)

를。* 목 며。 TYPE 폭 영 문 병 내 」。L

천공코드 c 2 MAJOR_COD

견공명칭 C 20 MAJOR_NAM

학력코드 Entity의 Attribute (EDUCAT_COD)

를。1 -& lJj TYPE 폭 영 문 명 내 용

학력코드 N 2 EDUCAT_COD

학력명청 C 10 EDUCAT_NAM 고졸 ，대줄 ，석 사 {수료 )，박사 (수료 }

즈} 끌공 탤훌 률끽「 를펙 훈켠 뿔~ Entity으~ Attr i bute
(JK_ACD_TOT)

항 i-a1 며。 TYPE 료「ε 영 문 명 내 용

직급코드 c 2 POSITN_NO

박사 N 4 DOCTOR

석 사 N 4 MASTER

학사 N 4 BACHELOR

전문대 N 4 JUNIOR

고졸 N 4 HICH

가타 N 4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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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렌 결갖」 별혹 즈} 주긍F 맏1 축펀 흔>:J 뿔훈 Entity으~ Attribute
(MAJ_JK_TOT)

륭。* I-E1 OJ TYPE 폭 영문명 내 용

쳐·콕n ‘견t:: C 2 MAJOR_COD

책임연구윈 N 4 R_CHK

션입연구현 N 4 R_SUN

연구왼 N 4 R_ \VON

책입기술원 N 4 T_CHK

션입기술원 N 4 T_SUN

기슐원 N 4 T_WON

책입행정원 N 4 A_CHK

션입행청윈 N 4 A_SUN

행정원 N 4 A_WON

감독기술기원 N 4 TA_CHK

추암기술기월 N 4 TA_SUN

기술기원 N 4 TA_WON

감독행청기원 N 4 AA_CHK

주입행정기월 N 4 AA_SUN

행챙기원 N 4 AA_ \VON

기 타 N 4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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