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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제조업에서 제품 설계를 지원하는 디지털 문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 시

스템은 제조업에서 엔지니어가 로세스를 통제하고, 생산 리와 시스템 리 등을 하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온톨로지 기반의 추론 엔진 개발에 하여 논한다. 문가 

시스템은 한국어를 지원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며, 그래픽한 온톨로지 맵 인터페이스와 퍼지 룰 기능 정

의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 다. 한, 온톨로지 맵 구축과 온톨로지 기반의 퍼지 추론 방법에 하여 지식

을 표 하는 방법에 하여 설명한다.

 ■ 중심어 :∣온톨로지∣퍼지 로직∣지식 맵∣추론 엔진∣전문가 시스템∣

Abstract

Recently, we started a project development of the digital expert system for the product design 

supporting in manufacturing industry. This digital expert system is used to the engine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for the process control, production management and system 

management. In this paper, we develop the ontology based inference engine shell for building 

of expert system. This expert system shell included a various functions which of Korean 

language supporting, graphical ontology map modeling interface, fuzzy rule definition function 

and etc. And, we introduce the knowledge representation method for the ontology map building 

and ontology based fuzzy inferenc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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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80년  이후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많은 기업들

에서 공정 리, 생산 리 등 제조업에서의 업무 지원

을 한 다양한 형태의 문가 시스템들이 연구  개

발되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제조업에서의 문가 시

스템의 개발  활용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이러한 제조업에서의 문가 시스템의 도입은 여러 

부분에서 높은 업무 효율성과 운  비용 감, 정책 결

정의 신속성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에서 제품

설계  개발 시 효율 인 문가 지식의 활용을 해

서는 문가 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제품 설계 단계  

개발 로세스를 상으로 한 범 인 지원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조업에서의 완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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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직․간  비용들과의 한 연 성으로 인하

여 이러한 문가 시스템에 한 심도는 더욱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러한 문가 시스템은 궁극 으로 산업 장

에서의 문가 는 숙련된 엔지니어의 지식을 최 한 

도출하고 시스템화하여 이를 효율 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에서 지식의 표   이를 처리하기 한 기

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표   정보 처리 

분야에서 각  받고 있는 온톨로지(Ontology)를 기반

으로 하는 문가 시스템의 극 인 도입 역시 요한 

기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온톨로지

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을 처리하기 한 추론 엔진의 

필요성 강조되고 있는 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

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표 이 가능하

며, 불확실성 하에서의 지식표 을 좀 더 효율 인 추

론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퍼지 추론시스

템 도구를 개발하 고, 이와 련된 구축 문가 시스

템  임워크에 하여 논하기로 한다.

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식체계화 작업의 한 

방법으로 백과사 식의 지식처리의 한 부류인 질의응

답 시스템에 필요한 지식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

러한 지식베이스와 유기 으로 연동되는 온톨로지 구

축 방안을 모색하여 보편 인 지식의 집합으로 간주하

는 지식베이스와 온톨로지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련연구로 온톨

로지와 토픽맵에 하여 논하고, 제3장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리하 고, 제4장에서는 시스템 구축으로 

설계와 구축내용을 요약하 고,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구성하 다.

Ⅱ. 관련연구

2.1 온톨로지와 지식표현
 사회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의 홍수라고 표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다른 정보  지식들이 매일 발

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식을 좀 더 효율 으로 정

의하고 이를 이용하기 한 방법론으로 온톨로지는 매

우 강력한 방법론이며, 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1]. 온톨로지는 임무/도메인 지식을 좀 더 효율 으

로 기술하기 한 기본 인 컨셉을 사용하여 구성된 단

어로 이루어진 큰 집합 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1][2]. 즉, 이러한 온톨로지는 도메인 문가(Domain 

expert) 는 지식 공학자들(Knowledge engineers)과

의 통신의 기 로서 사용 되고 있다.

이와 련된 최근의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Lee, 

C.S., Chen and Kuo(2002)은 온톨로지를 정의하기 

한 세 종류의 이어(Layer)로 구성된 객체 지향 온톨

로지 아키텍처(Object-oriented ontology architecture)

를 제안하 다[3]. Lee, Chen and jian(2003)은 기존의 

온톨로지 아키텍처를 확장하여 이벤트 처리 에이 트

(Event extraction agent)를 한 네가지 이어(Layer)

로 구성된 객체지향 온톨로지 기반의 아키텍처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4].

특히, 산업 장에서 실무자들에게 좀 더 효과 이고 

강력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업무 로세스 상

의 복잡한 지식들을 정형화, 구조화하여 정의하여 이를 

체계 으로 표 하고 정리함으로서, 추후에 이러한 체

계 인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좀 더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 표

의 표 인 도구로는 스탠포드 학에서 개발하여 보

하기 시작한 Protégé가 있고, 이러한 업무 로세스 

상에서의 지식 처리를 한 Protégé를 이용한 지식표  

에디터는 [그림 1]과 같다[5].

그림 1. Protege-OWL Editor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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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픽맵
토픽맵은 지식구조를 묘사하고 지식구조와 정보자원

을 연결하기 해 만들어진 새로운 ISO 표 이다[6]. 

2000년 ISO/IEC 13250으로 발표되었고, 2001년 비정규

기 인 Topicmaps.org(http://topimaps.org)에 의하여 

XTM Topic Maps(XTM) 1.0 표 규격이 발표 되었다. 

2002년 5월에 두 번째 ISO/IEC 13250 개정 이 발표된 

상태이다. 재 XML을 주요 토픽맵 구문으로 사용하

고 있으며 XTM 구문은 거의 모든 토픽맵 도구가 지원

하고 있다. 토픽맵의 기본 개념은 통 인 책 뒤에 있

는 색인을 자정보 환경에 용시키려는 노력에서 출

발하 다.

토픽맵 모델의 핵심요소는 토픽(Topic), 어커런스

(Occurrence),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으로 구성되

는데, 토픽은 객체지향 모델에서의 클래스나 객체에 해

당하는 것으로 표 하고자 하는 상을 가리키고, 어커

런스는 토픽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해당 토픽에 한 실

제 내용이 담겨있는 자원의 주소(URI로 표 )나 지식 

데이터 자체를 가리킨다, 어소시에이션은 토픽들 사이

에 토픽 타입과 토픽간의 상하 계와 토픽 간의 연

성을 표 한다[7][8].

2.3 퍼지추론
퍼지이론은 퍼지 논리에서 시작하여 퍼지 집합의 확

립 그리고 실용화 수단으로서의 퍼지추론으로 성립된

다. 이러한 퍼지추론은 몇 가지의 퍼지 명제로부터 어

떤 하나의 퍼지명제를 도출하는 추론법으로 새로운 

계나 사실을 유추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9]. 추론방

법은 크게 향추론(직 법), 후향추론(간 법)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향추론은 경험  지식과 입력으

로부터 출력을 구하는 방법이고, 후향추론은 결과로부

터 입력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규칙형 퍼지추론의 기본

인 형식은 「IF 제 THEN 결론」으로 구성되며, 

조건부와 조작부에 퍼지개념을 도입하여 불확실한 정

보를 처리하는 것으로써 퍼지명제를 퍼지 계 개념으

로 확장하고 퍼지 계의 max-min 합성(composition) 

연산에 의해 근사  결론을 추론하게 된다.

2.4 OWL
웹 온톨로지 언어(OWL: Web Ontology Language)

는 웹에서 정보를 표 하고 애 리 이션이 직  내용

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이다[10]. OWL은 기

계 는 에이 트가 처리할 수 있는 풍부한 어휘

(Vocabulary)와 형식  의미(Formal semantics)를 제

공한다. 따라서 어떤 용어의 의미와 용어 사이의 계

를 명시 으로 표 할 수 있다. OWL은 XML, RDF, 

RDF 스키마보다 풍부한 의미 표 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에서 기계가 콘텐츠를 해석하기가 용이하다. OWL은 

RDF와 DAML, OIL의 향을 받았으며, DAML+OIL

로부터 생되었다. OWL은 표 력이 서로 다른 세 개

의 하  언어로 구성된다[11].

Ⅲ. 전문가 추론 시스템 요구사항 및 설계

3.1 불확실성 하에서의 전문가 추론
실제 문가 시스템에서의 문가 지식의 효율  재

사용의 실 제약  환경은 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구

조를 지닌 환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히, 산

업 사회가 고도화되고, 제품의 주기  다변화를 통한 

수요 측에 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산업 반에 

불확실성이 내포하게 되어, 문가 시스템에서도 이러

한 불확실성 하에서의 문가 지식 표   추론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12].

그림 2. 공기청정기 산업에서의 불확실한 전문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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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 장의 복잡한 로세스 내에 불확실성 요

인들을 다량 내포하고 있다. 즉, 문가들의 지식에서 

지식 표  시 인간이 사용하는 애매성이나 모호성이 자

연스럽게 포함될 수 밖에 없다.

[그림 2]는 실제 공기청정기 산업에서의 불확실성이 

내포된 문가지식을 표 한 로 Very High, Increase 

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 과 이를 인식하여 추론을 수

행하기 해서는 퍼지를 이용한 지식표   추론이 필

수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여 확률  

근법  인공지능 기법  하나인 퍼지 추론 기법을 

추론 수행에 이용하 다.

3.2 사용자로부터 요구사항 파악과 분류
본 연구에서 구축되는 시스템에 하여 사용자들에

게 요구사항을 수집한 결과, 다음의 분류와 같은 요구

사항이 수집되었다.

분류 분류

제품 설계단계
제품설계자는 금형에 대한 지식부족
금형 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지, 품질기준, 
제약조건 등의 기준 마련

제품 제작단계
제작시방서 검토 및 금형설계 사전 검토(사전DR 
준비)
특수성형법 적용 검토

제품 검사단계
품질검사 및 성형조건 검토
불량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표 1. 사용자 요구사항 분류

제품 설계단계 사용자 요구사항에서, ‘제품설계자는 

형에 한 지식부족’에 한 상세 요구사항은 첫째, 

형 지식의 부족으로 설계한 제품이 형제작 는 성

형시 어떠한 문제 을 일으킬지 측하기 힘들고, 둘째, 

이로 인해 설계 품에 한 사  검증을 통해 사 에 불

량을 방하고자 신뢰성 높은 설계도면을 형업체에 

내려주기 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 형 시방서를 작성하기 하여 수지, 품질기 , 제

약조건 등의 기  마련’에 한 상세 요구사항은 첫째, 

수지선정으로 일반 으로 제품설계를 맡고 있는 발주

기업에서 수지를 선정하나, 수지선정을 하기 해서는 

신 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신이 설계한 제품과의 합

성 여부를 사 에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둘째, 품질기

으로 제품 품질기 을 수립하는 기 마련은 제품설

계에서 수립하고, 기획회의를 통해 설계기 서 수립 시 

제품의 품질기 과 스펙을 수립하고 설계 후 이러한 품

질기 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 에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고, 셋째, 제약조건으로 제품의 외 , 품질기 , 

형 투자비용, 감성품질 등을 고려하여 그 기 을 수립

하며, 이러한 내용을 제작하기 해 시방서에 명기하게 

되며 제약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설계를 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사  정보  검증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

품 설계단계에서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설계에 포함하

기 한 매핑작업을 실시하 다.

분류 분류 성세분류

입력
가능정보

3D 모델링 
도면

3차원으로 설계한 설계 데이터 
(igs,step,stl,기타 원본)

수지정보 Family name, 제조회사, Grade, 첨가
물(선정희망시 제조회사, Grade제외)

제약조건 게이트 위치제약, 외관상태, 금형투자비

품질조건 강도 취약부 개선, 외관 불량, 생산성 검
증, 수지적합성, 금형구조 예측

제품정보 제품 기본정보(발주처, 제품정보, 부품정
보, 인적사항 등)

희망
출력정보

과거사례
정보

제품기반의 과거 사례 정보 (제품설계 및 
시제품 중심)
제품설계 노하우 정보
제품기반의 품질관리 이력정보

엔지니어링
정보

성형해석 의뢰 및 수행결과 정보
기타 구조해석 및 충돌해석 등의 전문 엔
지니어링 정보
수지의 물성 정보 및 사용사례 정보
제약조건, 품질조건을 위한 각종 엔지니
어링 수행 정보

전문 
기술자료

제품 설계기술 정보
금형관련 전문기술 정보
수지관련 전문기술 정보
제품별/수지별 제작 시방을 위한 품질관
리 정보
신기술 동향 및 최신기술 정보

표 2. 제품 설계단계에서의 사용자 요구사항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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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분석과 설계
시스템 설계를 하여 해당 설계 로세스에 한 자

세한 분석 작업들이 선행되어야만 한다[13]. 이러한 분

석 작업이 요구되는 이유로는 첫째,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 임워크(Framework)를 구성하여 각 지식들에 

한 개념  계에 하여 명확화하기 함이다. 둘

째, 실제 산업 장에서의 설계 업무와 련된 작업들은 

하  로세스에서 동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업

자들이 문가의 지식에 한 요구가 발생하는 다양한 

상들을 선정하기 함이다. 즉, 궁극 으로 우리가 구

축하고자 하는 멀티 문가 시스템의 선행 작업에 필요

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 한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 요구사항 자료를 시스템에 온톨로지로 구

하기 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온톨로지 토픽맵을 

[그림 3]과 같이 설계하 다. 이 토픽맵은 사용자의 다

양한 요구에 따른 의미를 인식하여 최 의 검색결과, 

련된 다양한  지식의 조회를 하여 사용되었다.

그림 3. 엔지니어링서비스 온톨로지

그림 4. 시스템 구축을 위한 퍼지 추론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 4]는 공기청정기 산업에서의 설계 로세스  

설계 인자이다. 체 로세스는 크게 외형설계, 내부 

설계, 유로 설계, 부품 설계 등 네 부분으로 나 어 볼 

수 있으며, 각 단계 별 로세스와 련된 설계인자들

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설계 로세스는 다양한 설계 인자들로 연  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자 계를 기반으로 온톨로

지 기반의 지식 표 이 가능하며, 이러한 온톨로지 기

반의 지식표 을 한 퍼지 추론 기능이 포함된 추론시

스템 도구를 개발하 다.

퍼지 추론시스템 도구에 의해 구축된 시스템은 

Microsoft사의 닷넷 임워크(.NET Framework)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구축된 시스템의 개략 인 모듈

들의 계들은 [그림 5]와 같다. 특히 시스템에서 가장 

요한 부분은 퍼지 추론을 수행할 퍼지 추론엔진으로 

퍼지 추론 엔진은 CLIPS 로그래 을 기반으로 개발

되었다. 한 XML을 기반으로 한 지식 데이터베이스

(Knowledge Database)를 구축하고 각 모듈들 간의 원

활한 통합을 하여 XML Converter를 통하여 XML 

데이터로 시스템이 운 된다.

그림 5. 시스템 모듈간의 관계

퍼지 추론시스템 도구는 총 6개의 이어(Layer)의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은 각 부분들의 상

호 한 연  계를 보이고 있다.

- First Layer(Related Database) : 가장 하 에 존재

하는 이어로 XML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처리하

기 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

- Second Layer(Related Knowledge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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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어는 Knowledge Builder와 련된 

부분으로 실제 지식을 정의하고 구축하기 한 

이어다.

- Third Layer(Related User Interface) : 세 번째 

이어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와 련된 부분으로 

사용자에게 다양한 련 정보들을 제공하기 한 

기반이 되는 이어다.

- Fourth Layer(Related User Support) : 네 번째 

이어는 기존의 추론엔진에 퍼지 기법을 통합 지원

하기 한 이어다.

- Fifth Layer(Related Rule Definition) : 다섯 번째 

이어는 문가 시스템 내의 룰(Rule)들을 정의하

고 이를 구축하기 한 이어다.

- Sixth Layer(Related Rule & Handling) : 마지막 

이어는 퍼지 멀티 문가 시스템 내의 기타 문가 

시스템 구축과 련된 기타 요한 역할을 수행하

는 이어로 추론 엔진과의 통합 연동이 수행된다.

그림 6. 시스템 구조

그림 7. 온톨로지 퍼지 추론 구조와 프로세스

이러한 퍼지 추론 시스템에서의 가장 요한 요소는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맵, 퍼지 추론엔진과의 연계를 통

한 추론 과정으로 이러한 추론은 [그림 7]과 같은 차

로 수행된다. 특히 퍼지 셋(Set)과 룰을 결합하여 퍼

지 추론을 수행하는 차는 추론 엔진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퍼지 추론이 가능하면, 궁극 으로 불

확실성 하에서의 추론이 가능하게 되어 좀 더 확 장된 

역에서의 지식 처리가 가능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그림 8]은 온톨로지 지식맵을 통해 퍼지 추론이 이

루어지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 로토타입으로 개발

한 퍼지 추론시스템 도구는 이러한 온톨로지 지식맵 정

의, 생성  퍼지 추론 기능을 제공하여 궁극 으로 다

양한 형태의 지식 처리를 수행하도록 도움을 다.

그림 8. 온톨로지 지식과 퍼지 추론과의 인터페이스

Ⅳ. 시스템 구축

4.1 시스템 구축을 위한 퍼지 추론시스템 도구
 항에서 언 하 던 퍼지 추론시스템 도구에서 퍼

지 추론을 수행하기 해서는 퍼지 추론을 수행하기 

한 기반 구축 기능들이 필요하며, 가장 요한 기능 

의 하나는 앞 에서 언 했던 바와 같은 지식 표  기

능이다. 이러한 지식 표 을 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

능 모듈들이 요구되며, 이러한 기능 모듈을 기반으로 

기본 인 지식표 이 가능하다. [그림 9]는 이러한 지식 

표 을 하여 제공되는 모듈로서 Fact Builder는 재 

제품 설계 로세스  지식과 련된 실제 사실들을 

정의하고 생성하기 한 모듈의 일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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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act와 Rule Builder Module

한 Rule Builder는 제품 설계 로세스나 산업 장

의 엔지니어의 경험에 의해 얻어진 지식 련 룰 등을 

정의하고 생성하기 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복잡하

게 구성된 온톨로지 지식맵들을 좀 더 편리하고 쉽게 

표시해 주는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 모듈로 구성하

도록 하 다

[그림 10]은 본 시스템의 기화면으로, 좌측 상단은 

엔지니어링서비스 사례검색 메뉴로 Facet(연 카테고

리별) 검색 메뉴이고, 좌측 하단은 기술자료 검색(카테

고리 검색) 메뉴로 구성되었다.

그림 10. 구축시스템의 초기화면

[그림 11]은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미성형 불량개선 

방법’이라는 기술 자료의 주제어를 추출하여 주제어에 

의한 기술자료 검색을 보이고 있고, [그림 12]는 상세검

색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

의 기술자료 통합검색에 의한 온톨로지 연 계  의

미검색을 통하여 공통주제를 가지는 엔지니어링 서비

스와 련 기술 자료의 통합검색 화면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 구축시스템의 검색화면(1)

그림 12. 구축시스템의 검색화면(2)

구축한 온톨리지 기반의 문가 시스템은 기업간 

업업무를 지원하는 업허  시스템에 용하여 활용

하고 있는데, 게시   기술검색 메뉴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검색하는 방식은 데이터베이스가 구동하는데 필요한 

오버헤드가 발생하 으나, 본 지식 리 시스템은 오버

헤드가 격하게 어들어 시스템 엔진이 가벼워지는 

결과까지 래하 다. 사용자는 자신이 궁 해하는 의

문사항을 텍스트로 질의하면, 본 퍼지 추론 시스템에 

의하여 검색된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퍼지 추론 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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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는 퍼지 추론 시스템 도구를 개발하 다. 이

를 통하여 불확실성 하에서의 다양한 지식 표 들이 정

의되어 표  될 수 있으며, 특히 산업 장에서의 업무 

로세스와 련하여 문가 는 문 엔지니어의 지

식 정의가 온톨로지 지식맵으로 표 이 가능하도록 지

원이 되며, 이를 통한 련된 추론이 동시에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한 이러한 퍼지 추론 시스템 도구 개발

하기 한 설계 아키텍처를 제안하 으며, 이러한 아키

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로토타입

의 문가 시스템을 구축하 다.

향후 본 시스템에 지능이론을 부여하여 좀 더 고차원

의 검색 기능을 갖는 시스템으로 발 하여 진화되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핵심 알

고리즘의 개선  성능비교 등에 연구가 뒤따라야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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