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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조업체들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품의 품질 향상, 원가 절감, 그리고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제품 개발 기

간 단축을 위해서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식별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관련 규정들에는 

제품의 설계, 재료, 제작, 및 시험에 관한 다양한 

지침 및 규제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설

계 결과가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는지 검증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품의 설계, 제조, 운영, 유지보수, 재활

용 및 폐기 등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수많은 

관련 규정들이 존재하여 설계자가 모든 규정을 숙

지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예로, 

압력용기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관된 KS 표준

(Korea industrial standards)이 약 20 건이 있으며 분

량으로는 수천 페이지가 된다. 그리고 제조사가 

유럽이나 미국에 압력용기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KS 표준이 아닌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다른 규

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 결과를 

입력 받아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자동으로 검

Key Words: Design Verification(설계 검증), Korea Industrial Standards(한국 산업 규격), Regulation-Based 

Design(규정기반설계), System Framework(시스템 프레임워크) 

초록: 제품 규정에는 제조사가 준수해야 하는 제품에 관한 다양한 지침 및 규제사항이 담겨 있다. 이 

연구에서는 KS 표준을 활용하여 압력용기의 설계 결과를 검증하는 시스템 프레임워크와 구성 요소들을 

제안한다. 그리고 기간 시스템으로부터 설계 템플릿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과 규정 지식베이스를 구축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압력용기 설계 검증 시스템을 구현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실

험을 통해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검증한 결과를 논의한다. 

Abstract: Product regulations specify requirements or constraints for products that manufacturers must comply with 

across the entire product lifecycle, from design and manufacture, through operation and maintenance, to recycling and 

disposal. This paper suggests a system framework and its essential components for the verification of a pressure vessel 

design using the industrial standards of Korea. The authors also present methods to generate design template data from 

legacy design systems and to construct a regulation knowledge base. The proposed framework is demonstrated through 

experiments involving pressure vessel design verification using a prototyp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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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설계 오류의 조기 

식별, 설계의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예로, 주정민과 유호선의 최근 연구(1)에 따르

면, 압력용기 관련 법규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의 

적용만으로도 전체 플랜트 설계 시간이 약 10 일 

단축(압력용기 설계시간의 약 47%)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규정 기반 설계 검증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요구된다. 제품 관련 규정은 컴퓨

터 시스템이 직접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

자화하고 구조화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

식인 지식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지식베이스를 

구축할 때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연어 처리 

방법(2)이 이상적이나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이 외에 키워드를 활용하여 규정 지식베

이스를 구축하는 방법,
(1)

 퍼즐 형식의 GUI 를 사

용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
(3)

 응용 활동 

모델(application activity model)을 정의한 후 제품 

관련 제약조건을 식별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었다. 

구축된 지식베이스는 설계 지원(design support) 

및 설계 검증(design verification)에 사용된다.
(4)

 설

계 지원은 설계 요구사항으로부터 규정을 활용하

여 설계 사양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이며, 설

계 검증은 규정에 따라 설계 결과의 적합 유무를 

판정하는 기술이다. 설계 지원 및 검증을 위해서

는 지식 추론(knowledge reasoning)이 요구된다. 설

계 지원 관련해서는 전문가 시스템(5)과 유전자 알

고리즘 기법(6)이 많이 적용되었고 설계 검증 관련

해서는 전문가 시스템 기법이 주로 적용되었다. 

지식베이스의 구축 및 설계 검증 로직의 구현이 

완료되면 CAD(computer-aided design) 시스템이나 

PDM(product data management) 시스템 등에 저장된 

설계 정보를 추출하여 설계 검증 시스템의 입력 

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서로 다른 

엔지니어링 시스템들간의 데이터 교환 기술이 적

용된다.
(3)

 CAD 시스템에서 생성하는 객체의 추상

화 수준과 설계 검증 목적에 필요한 객체의 추상

화 수준이 서로 달라 규정에 기반하여 파라미터와 

제약조건을 정의한 후 이를 CAD 시스템 객체와 

연계하여, 형상 정보를 추출하거나 형상을 제어하

는 방법(7)을 사용한다. 혹은 규정 객체를 CAD 시

스템의 기하 객체와 직접 연동한 사례(8)도 보고되

었다. 

규정 기반 설계 지원을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들

을 살펴보면 PTC 사의 InSight, Dassault Systemes 사

의 Sustainability Xpress,
(9)

 PE International 사의 

GaBi
(10) 등이 있고 환경 관련 규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압력용기 관련 설계 

시스템으로는 Codeware 사의 COMPRESS
(11)

 있다. 

COMPRESS 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관련 미국 규

정인 ASME Section VIII Division 1 및 Division 2 를 

지원한다. 

이 연구에서는 KS 표준을 활용하여 압력용기의 

설계 결과를 검증하는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안

한다. 그리고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요소 

기술의 개발 결과를 설명한다. 개발된 요소 기술

로는 규정 지식베이스(regulation knowledgebase) 메

타 모델, 규정 지식베이스 구축 방법, 설계 데이터 

추출기, 규정 검증 서비스가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절에서는 규

정기반 설계 검증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그리고 3 절과 4 절에서는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구

성하는 규정 지식베이스 및 설계 데이터 변환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한다. 5 절에서는 압력용기 설계 

검증 시스템을 구현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

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

절에서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2. 규정 기반 설계 검증 프레임워크 

2.1 규정 기반 설계 검증 시스템 구성요소 

규정 기반 설계 검증 시스템은 구축된 규정 지

식베이스를 활용하여 전달 받은 설계 데이터를 검

증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Fig. 1 과 같이 제품 

설계, 규정 분석 및 설계 검증 업무로 구성된다. 

제품 설계(Product design) 과정에서 3D CAD 시스

템, PDM 시스템 등이 사용된다. 설계 시스템은 설계 

요구사항, 설계 사양, 계산 및 해석 결과, 3D 형상 

정보 등의 설계 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설계 데

이터 중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추출하고 설계 검증 서비스가 필요한 형

식으로 변환한다. 3D CAD 시스템의 경우 상세한 형

상 정보를 담고 있어 설계 검증에 필요한 정보-파라

미터(parameter), 제약조건(constraint), 수식, 골격 모델

(skeleton model)
(12)

 를 별도로 추출한다. 

설계 검증(Design verification)은 규정 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입력 받은 설계 데이터를 추론하여 적합 

여부를 판별한다. 설계 검증 시스템은 단일 시스템 

(stand-alone system)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구현된다. 

단일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인력,  설비,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열악한 예산, 개발 자원을 고려하면 외부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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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amework for the regulation-based verification of product design 

 

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 검

증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설계 시스템에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며, 관리 모듈, 설계 데이터 처리 모듈, 

추론 모듈, 데이터 리포팅 모듈, 그리고 DB 관리 

모듈로 구성된다. 

규정 분석(Regulation analysis)에서는 규정 문서의 

내용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명

세하기 위해서 규정 메타 모델을 이용한다. 규정 

메타 모델에는 규정 지식베이스를 정의하는데 필

요한 규정 문서의 구조, 구성 요소, 구성 요소들간

의 관계가 정의된다. 규정 메타 모델을 기반으로 

전자화된 규정 항목들로 규정 지식베이스가 구축

된다.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엑셀 형식의 규

정 분석서를 사용자가 작성하고 작성된 분석서로

부터 지식베이스를 부분적으로 자동 생성하는 방

법을 적용한다. 

 

2.2 규정 기반 설계 검증 시스템 절차 

제품의 설계단계는 기능설계(Functional design),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상세설계(Detail design)

로 구분된다. 기능설계 단계에서는 주문자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제품의 기능을 명세하고, 개념설

계 단계에서는 명세 된 내용으로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부품 및 조립품을 선택한다. 그리고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제품의 제약조건 및 요구사

항을 충족시키는 세부형상이 만들어진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규정은 두 가지 방

법으로 사용된다. 첫 번째는 설계를 시작하기 전 

제품에 대한 성능을 명세하거나 제품 설계의 제약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두 번째는 제품 

 

Fig. 2 Procedure for the regulation-based verification 
of product design 

 

의 설계 결과가 규정에 대해 적합한지 여부를 판

단하는데 사용된다. 

설계 검증 시스템은 설계자와의 데이터 교환으

로 이루어지며 교환 절차는 Fig.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설계자는 주문자에 요구사항을 바탕으

로 제품의 기능을 분석하고 검증 시스템에 제품 

규정 정보를 요청한다. 설계 검증 시스템에서는 

제품 관련된 규정을 검색하고 설계자에게 설계 템

플릿과 참조 데이터를 전달한다. 

설계자는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3D CAD 시스

템과 PDM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설계 템플릿에 설계 데이터를 입력한다. 설계 결과

는 설계 검증 시스템으로 보내지며 설계 검증 시스

템은 전달 받은 설계 결과가 규정에 적합한지 판정

하고 판정 결과를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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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 지식베이스 구축 

규정 지식베이스는 설계 지원이나 설계 검증을 

위해서 규정 문서를 파싱(parsing)하여 컴퓨터로 

처리 가능한 형식으로 구조화 한 것이다. 규정 지

식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컨텐츠의 명세를 위해서

는 메타 모델이 필요하다. 메타 모델은 제품 온톨

로지와 제품 규칙으로 구성된다.
(14)

 제품 온톨로지

는 개념, 개념들간의 계층 구조, 개념들간의 관계

로 구성된다. 제품 규칙은 제품 온톨로지를 활용

하여 제품에 관한 요구사항이나 제약조건을 명세

한 것이다. 

 

3.1 온톨로지 메타 모델 정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산업별 제품에 특화된 산

업 데이터 표준을 활용하여 제품 온톨로지를 정의

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15)

 제품 설계 검증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개별 제품에 

특화된 제품 온톨로지의 정의 방법은 확장성에 있

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특정 제품

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제품들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품 관련 정보를 분석한 후 W3C 에서 개

발한  온토롤지  언어인  OWL( we b  o n t o l o g y 

language)
(16)을 이용하여 제품 온톨로지를 정의하였

다. 제품 온톨로지를 OWL 을 이용하여 정의한 이

유는 OWL 이 여러 제품에 대한 설계 검증 서비스

의 제공, 설계 검증 서비스의 구조적 변경 및 확

장 최소화, 3D CAD 시스템 등의 제품 설계 시스

템과의 자동 연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제품 온 

 

톨로지를 구성하는 개념 및 개념들간의 계층 관계

를 나타내는 그림이 Fig. 3 이다.
(17)

 제품 온톨로지

는 제품 분류, 제품 구조, 속성, 단위, 표준기관별 

규격, 규격별 대상 제품, 규격에 표함된 규정들의 

리스트, 개별 규정과 제품 및 속성과의 관계를 표

현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3.2 제품 규칙 정의 

제품 규칙을 SWRL(semantic web rule language)
(18)

를 사용하여 온톨로지 기반으로 명세할 수도 있으

나 규정에 포함된 다양한 수학식의 처리에 어려움

이 있다. 그래서 제품 규칙을 식 (1)과 같은 형식

의 JAVA 프로그램 함수로 구현하였다. 함수의 이

름은 규격번호와 규정번호의 조합으로 부여된다. 

함수 인자로는 해당되는 규정 항목에 사용되는 설

계 파라미터가 사용된다. 

그리고 함수를 실행하면 입력된 설계 정보가 해

당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불리언(BOOL)타입 

값으로 반환한다. 
 

bool 규격번호_규정번호(파라미터 목록)   (1) 
 

예를 들어, 압력용기의 등급 산정 결과가 적합한

지를 판정하는 KS 표준으로 KSB 6733 표준의 4 번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의 입력 정보는 압력용기의 

등급(PressureVesselGrade), 설계압력(DesignPressure), 설

계온도(DesignTemperature), 저장매체의 종류(Storage 

MediumType), 저장매체의 상태(StorageMediumState)이

고 출력 정보는 규정 준수 여부이다. 이 규정에 대

한 함수를 선언하면 다음과 같다. 

 

 
Fig. 3 Regulation knowledgebase meta model – product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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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 KSB6733_4(int PressureVesselGrade,double 

DesignPressure,double DesignTemperature,string 

StorageMediumType,string StorageMediumState) 
 

제품 규칙을 함수 형식으로 구축할 경우 제품 

온톨로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함수로 제품 규칙

을 구현하였기 때문에 개별 규칙의 상세 내용을 

제품 온톨로지와 연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품 

규칙의 함수 이름 및 함수 인자와 같은 함수 선언

에 관한 정보는 제품 온톨로지에 저장된 정보와 

동일하게 명세하였다. 이를 통해 제품 관련 규정 

목록 및 규정별로 사용되는 설계 파라미터 목록을 

제품 온톨로지를 검색하여 찾은 후 설계 템플릿으

로 입력 받은 정보를 사용하여 관련된 제품 규칙 

함수들을 동적으로 호출하여 실행한다. 

 

3.3 규정 지식베이스 구축 절차 

규정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엔지니어는 지식베

이스 관리자와 개별 규격 담당자로 구분된다. 관

리자는 제품 분류, 제품 구조, 속성, 단위, 표준기

관별 규격 등의 여러 규격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제품 온톨로지를 관리한다. 개별 규격 담당자는 

규격별 대상 제품, 규격에 포함된 규정들의 리스

트, 개별 규정과 제품 및 속성과의 관계 등의 개

별 규격에 관련된 제품 온톨로지를 담당한다. 

규정 지식베이스의 구축 절차는 Fig. 4 와 같다. 

규정 지식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규정 문서를 분석하여 제품, 제품 분류, 속성 단위 

등을 식별하는 것이다. 규정 문서는 엑셀형식으로 

정리하여 일반 엔지니어가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

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제품 온톨로지를 생성

하는 것으로 분석서 엑셀 파일이 작성이 되면 자

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제품 규

칙을 생성하는 것으로 분석서 엑셀 파일로부터 함

수 선언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함수의 정의

는 개발자가 분석서를 참고하여 구현한다.  
 

 
Fig. 4 Construction procedure of regulation knowledgebase 

3.4 KS 표준에 대한 압력용기 규정지식베이스 구축 

3.2 절에서 제안하는 규정 지식베이스의 구축 절

차에 따라 압력용기에 대한 규정 지식베이스를 구

축하였다. 구축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상 규격: KS 표준(KSB 6733, KSB 6734) 

-압력용기등급: 제 1 종 

-대상 부품: 몸체(원통형), 경판(전반구형), 노즐 

-규정 타입: 부재 및 모양 관련 규정 
 

KS 는 한국 산업 표준의 영문 약칭이며, 기본 

부문부터 정보 부문까지 21 개의 세부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제품, 방법, 전달 표준으로 구분된

다.
(19)

 압력용기에 대한 기본용어, 설계, 해석, 제

작, 그리고 시험에 관한 규정들을 명세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압력용기의 기본계산과 관련된 규정은 

KSB 6733, KSB 6734 등이 있다.  

KSB 6733 은 재료, 설계, 공작 일반, 용접 시공, 

열처리,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명세하

고 있다. KSB 6734 는 압력용기의 종류와 몸체 및  

경판의 형상에 따른 두께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

을 제공하고 있다. KS 표준에 규정된 압력용기 몸

체의 두께 계산식의 예가 Fig. 5 에 나타나 있다.  

Fig. 5 상단에 있는 식은 축방향 하중이 작용하

는 경우의 두께 계산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반지름 방향 하중이 작용할 때의 두께 계산식이다. 

축방향 하중과 반지름 방향 하중이 동시에 작용할 

때 압력용기 두께는 두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값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압력용기의 규정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규정 분석서를 엑셀 파일에 작성하였다. 규정 분

석서에는 압력용기 공통 용어, 제품분류, 제품구조, 

속성타입, 단위, 변수타입, 표준화 기관, 기관별 규

격, 규정타입, 설계 속성, 규정 항목 분석이 기재 

 

  

Fig. 5 Equations for the calculation of cylindrical she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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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gulation analysis document for pressure vessel 

 

 

Fig. 7 Generation of product ontology and regulation function declarations

된다. 규정 분석서에서 제품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설계 속성과 규정 항목 분석은 제품별 담당자가 

작성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나머지들은 총괄 

관리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압력용기에 대한 규정 

분석서의 내용 중 일부가 Fig. 6 에 나타나 있다. 

일반 엔지니어에게 친숙한 엑셀 형식의 표준 분

석서가 작성되면, Fig. 7 과 같이 압력용기에 대한 

규정 지식베이스를 자동 및 반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제품 온톨로지는 분석서 엑셀 파일이 작성

이 되면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제품 규칙은 

분석서 엑셀 파일로부터 함수 선언은 자동으로 생

성할 수 있으나 함수의 정의는 시스템 개발자가 

규정 분석서를 참고하여 구현해야 한다. 

4. 설계 검증을 위한 입력데이터 

4.1 설계 검증을 위한 입력 데이터 정의 

제품 설계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3D CAD 데이

터, 기술 사양 데이터, 각종 계산 데이터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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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D CAD 데이터는 제품의 상세 형상을 담고 

있다. 기술 사양은 제품이 만족시켜야 하는 요구

항목들의 집합이다. 계산 데이터는 제품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설계 파라미터 값들의 집합이다. 

제품 설계 데이터는 기업의 지적 자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설계 검증을 위해서 외부의 서비

스를 이용할 경우 제품 설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에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설계 데이터로

부터 설계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설계자와 설계  

 

 

검증 시스템에 설계 데이터 교환을 위한 설계 템플

릿 모델을 Fig. 8 과 같이 정의하였다. 

설계 템플릿 모델은 design_element, product_type, 

standard_organization 으로 구성된다. 엔티티 design_ 

element 는 설계 정보를 저장한다. 엔티티 product_ 

type 은  제품의  분류 정보를  저장한다 .  엔티티 

standard_organization 은 적용 대상 규정 정보를 저장

한다. 설계 정보는 비형상정보(parameter_element)와 

형상정보(skeleton_element)로 구성된다. 형상정보의 

경우 B-rep(boundary representation) 모델과 제품의  

 

 

 

Fig. 8 Exchange of product design data using design template 
(13)

 

 

 

Fig. 9 Generation of design template data from desig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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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형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격 모델(12)

을 사용하여 제품의 형상 레이아웃 정보를 저장하

도록 하였다. 

골격모델은 제품에 관련 주요 형상 설계 정보를 

점, 선, 면 등의 데이텀(datum) 또는 스케치를 이

용하여 표현한다. 골격모델에는 특징형상 목록이

나 B-rep 모델과 같은 상세 형상 정보는 없으나 

구성 부품, 부품의 기하학적 제약 조건 및 부품들 

간의 인터페이스 등의 형상 설계 정보를 명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골격모델을 이용하여 

설계 검증 서비스 제공 업체에 설계 검증에 필요

한 형상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다. 

 

4.2 설계 템플릿 데이터 생성 

설계 검증 시스템의 입력 데이터인 설계 템플릿

을 생성하기 위해서 Fig. 9 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데이터 추출기를 이용

하여 3D CAD 시스템이나 PDM 시스템으로부터 

설계 템플릿 데이터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

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설계 템플릿 생성을 목적

으로 하는 독립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제품 설계 데이터는 여러 엔지니어링 시스템으

로부터 생성이 된다. 3D CAD 시스템은 제품의 형

상 정보를 담고 있는 3D CAD 데이터를 생성한다. 

기술 사양이나 각종 계산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PDM 시스템에서 관리된다. 따라서 데이터 추출기

는 여러 엔지니어링 시스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설계 템플릿에 저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CATIA V5 R18 로부터 설계 템플릿 데이터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이터 추출기를 개발

하였다. 데이터 추출기는 C++ 기반으로 개발되었

고 CATIA 에서 제공하는 오토메이션(automatio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하였다. 

비형상 데이터의 경우 3D CAD 모델 내에 파라미

터로 별도로 정의하여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은 사용자에게 

친숙한 시각화 환경으로부터 설계 데이터를 추출

하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중복입력 작업을 

막을 수 있으며 데이터의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다. 

개발 인력이나 시설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PDM 시스템이나 3D CAD 시스템의 운영이 어려

울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설계 검증을 위한 설계 템플릿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독립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독

립 시스템은 적용 대상 규정에서 요구하는 설계 

정보를 사용자에게 직접 입력 받는다. 그리고 입  

 

 

Fig. 10 Design template data for a pressure vessel

 

Fig. 11 Experiment environment for regulation-based design verification of pressure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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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WSDL of the design checking service
(13)

 

 

력 정보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는 정보는 사용자

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계산한다. 이 연구에서는 

Visual C++를 기반으로 설계 템플릿 데이터 생성

을 위한 독립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대상 제품은 

지식베이스 구축 범위와 동일하게 일반 압력용기

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 데이터 추출기와 설계 

템플릿 생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1 종 압력용기에 

대한 설계 템플릿을 생성한 결과가 Fig. 10 에 나

타나 있다. 설계 템플릿 데이터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형식(20)으로 저장된다. 이 그림은 

XML 데이터를 XSL(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을 

사용하여 스타일을 입혀 표현한 것이다. 

5. 구현 및 실험 

5.1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현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따라 규정 기반 설계 검

증 환경을 Fig. 11 과 같이 구축하였다. 구축된 환

경은 압력용기를 대상으로 하며, Fig. 11(a)의 KS 

지식베이스, Fig. 11(b)의 설계 템플릿 생성을 위한 

데이터 추출기와 설계 템플릿 생성 시스템, Fig. 

11(c)의 설계 검증 서비스로 구성된다. KS 지식베

이스의 구축 결과는 3.3 절에서 설명하였다. 데이

터 추출기 및 설계 템플릿 생성 시스템의 개발 결

과는 4.2 절에서 설명하였다.  

설계 검증 서버는 분산 객체 기술 중에 하나인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서버의 최 상

단에는 클라이언트와의 연동 및 검증 프로세스 전

체를 관리하는 서버 관리자(Server Manager)가 있

다. 설계 템플릿 데이터 핸들러(Design Template 

Data Handler)과 지식 추론 모듈(Knowledge 

Reasoning Module)은 각각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전

송한 설계 템플릿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시스템 

내부에 저장하는 역할과 규정 지식베이스를 기반

으로 설계 결과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

위의 공통 모듈로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듈, 데이터 질의 모듈, 데이터 리포팅 모듈이 있

다. 설계 검증 서버의 구성 모듈들은 하드웨어 플

랫폼에 독립적이고 코드의 이식성이 우수한 JAVA 

언어를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웹서비스의 구동을 

위해서 Apache Axis 2 를 사용하였고 온톨로지 데

이터의 처리는 JENA 를 사용하였다. 규정 지식베

이스 및 관련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MySQL 에 저장된다.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미리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설계 검증 서버에 설계 데이터 검증 요

청을 하고 검증 결과를 받는다. 이 인터페이스는 

Fig. 12 와 같이 웹서비스 기술 언어로 정의된다. 

설계 검증 서버는 4 가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클라이언트는 DesignTemplateRequest 인터

페이스를 통해 원하는 제품의 디자인 템플릿을 받

을 수 있다. 그리고 ProductStructureRequest 와 

ParameterDataRequest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계 파

파라미터의 리스트와 해당규정에 명시된 제품의 

구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설계자는 수신한 설계 

템플릿에 설계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 정보를 참

조한다.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DesignVerificationRequest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제품의 설계 검증을 요구

하고 검증 결과를 얻는다. 

 

5.2 압력용기 설계 검증 실험 

압력용기 설계 검증 실험을 위해서 먼저 데이터 

추출기와 설계 템플릿 생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

계 템플릿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데이터 추출기의 

경우 여러 가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데이터 추출기를 사용할 경우 먼저 Fig. 13 (1)

과 같이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압력용기

에 대한 초기 설계 템플릿을 서버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CATIA V5 에서 초기 설계 

템플릿을 읽은 후 설계 변수 값을 입력하고 형상 

모델링을 통하여 골격 모델을 변경한다(Fig. 13 (2)

와 (3)). 설계가 완료되면 Fig. 13 (4)와 같이 데이터 

추출기를 이용하여 XML 형식의 설계 템플릿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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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Generation of design template from CATIA V5 

 

Fig. 14 Result of pressure vessel design verification 

 

이터를 생성한다. 설계 템플릿 생성 시스템은 압

력용기에 대한 설계 템플릿 생성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초기 설계 템플릿을 서버로부터 받

을 필요 없이 직접 설계 템플릿 데이터를 생성한

다. 

압력용기에 대한 설계 템플릿 데이터가 생성되

면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이 데이터를 서

버로 보내 설계 결과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다. 규정 기반 설계 검증 환경을 이용하여 압력 

용기 설계 데이터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

과가 Fig. 14 에 나타나 있다. 데이터를 전송하고 

검증 결과를 받는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화면이다. 

이 그림을 보면 압력 용기 설계 결과가 

KSB6733_7_1_6 규정은 준수하고 KSB6733_7_1_5

규정은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 론 

제품 관련 규정을 활용하여 설계 결과를 검증하

는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시스템 프레

임워크는 크게 규정 지식베이스, 설계 템플릿 데

이터 생성기, 규정 검증 서비스로 구성된다. 그리

고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압력용기에 관

한 KS 규정에 따라 일반 압력용기의 설계 결과를 

검증하는 환경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환경을 이용

하여 압력용기 설계 데이터의 생성 및 검증 실험

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 프레임워크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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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설계 템플릿을 자동으로 생성시킨다. 하지만 

설계 템플릿의 골격 모델 요소 중 복잡한 형상을 

갖는 스케치나 스플라인(spline)의 자동 생성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제안하는 시

스템 프레임워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

양한 제품에 대한 설계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이

와 관련하여 정보 모델 측면에서는 여러 제품의 

규정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위해서 규정 지식베이스 메타 모델을 계층적 

온톨로지 모델링(layered ontology modeling) 기법을 

활용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 시스

템 측면에서는 지식베이스의 확장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영향이 최소화 되는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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