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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 플랜트의 설계·건조·운전 과정에 참여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플
랜트 3D CAD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리고 플랜트 설계 및 건조 업체는 플랜트 주문주에게 설계 결과물
로 계약서에 명시된 형식의 플랜트 3D CAD 모델을 납품해야 한다. 그러나 플랜트 3D CAD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교환 기능의 제약으로 인해서 플랜트 설계 및 건조 업체는 많은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형식에 맞게 해양 플랜트 3D 모델을 수작업으로 다시 모델링을 하여 납품한다. 따라서 수작업으로 리모
델링된 3D CAD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원본 플랜트 3D CAD 모델과 재모델링된 플랜트 3D 
CAD 모델간의 비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 3D CAD 모델의 유사도를 정략적으로 평가하는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구조 및 세부 기능을 설명한다. 그리고 비교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Abstract: Diverse stakeholders engaged in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offshore plants 
typically operate heterogeneous plant 3D CAD systems.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EPC) companies 
are required to submit plant design result to the owner in the form of a plant 3D CAD model,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However,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data interface of plant 3D CAD systems, EPC companies frequently 
perform manual remodeling to fulfi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Therefore, comparison should be 
performed between the source plant 3D CAD model and the remodeled plant 3D CAD model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remodeled plant 3D CAD model. To automate the comparison process, we have developed a system for 
quantitatively assessing the similarity of the plant 3D CAD models. This paper presents the architecture and detailed 
functions of the system. In addition, experimental results using this system ar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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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3D CAD 모델은 제품 
개발, 공학 시뮬레이션, 가상 시작 등의 많은 분야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에 발맞춰 조선해양 산업에서도 선박 및 해양 플
랜트의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3D 
CAD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양 플랜트의 설계 · 건조 · 운전 과정에 참여하

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플랜트 3D CAD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리고 플랜
트 설계 및 건조 업체는 플랜트 주문주에게 설계 
결과물로 계약서에 명시된 형식의 플랜트 3D 
CAD 모델을 납품해야 한다. 그러나 플랜트 3D 
CAD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교환 기능의 
제약으로 인해서 플랜트 설계 및 건조 업체는 많
은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형식에 맞게 해양 플랜
트 3D 모델을 수작업으로 다시 모델링을 하여 납
품한다. 따라서 원본 플랜트 3D CAD 모델과 재모
델링된 플랜트 3D CAD 모델간의 유사도 평가 시
스템이 필요하다. 
플랜트 3D CAD 모델은 3D 형상 정보뿐만 아니

라 기자재 사양, 플랜트 논리적 구성, 포트 등의 
비형상 정보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플랜트 
3D CAD 시스템의 기자재 카탈로그에 저장된 기
자재의 3D 형상은 동일 회사 내에서도 시스템 마
다 다르기 때문에 3D 형상의 비교 만으로 플랜트 
3D CAD 모델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플랜트 3D CAD 모델의 비교를 
위해서는 3D 형상의 유사도 비교뿐만 아니라 비
형상 정보의 유사도 비교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두 항목간의 유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유사도를 정량적인 값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 플랜트 3D 설계 모델간의 

유사도 평가 지원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과정을 
설명한다. 형상 정보 비교를 위해서 3D 형상 비교 
방법 중 하나인 형상 분포(shape distributions) 기반 
비교 방법(17)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형상 정보의 
유사성과 비형상 정보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는 유사도 평가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평가 척도를 기반으로 해양 플랜트 3D 배
관 CAD 모델간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은 
실제 배관 설계 모델을 대상으로 한 유사도 평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유사도 평가 실험은 
국내 조선소가 사용하는 Aveva Marine(4)에서 생성
된 3D 배관 CAD 모델과 납품을 하기 위해서 수

작업으로 재모델링된 SmartMarine 3D(5)의 3D 배관 
CAD 모델을 대상으로 수행 하였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3D 

형상 비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다. 3절에
서는 해양 플랜트 3D 배관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도 평가 척도를 정의한다. 4절에서는 
유사도 평가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교 시스템을 설계한다. 5절에서는 유사
도 평가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Aveva 
Marine과 SmartMarine 3D의 3D 배관 CAD 모델에 
대한 유사도 평가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으로 6절에서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
한다. 

2. 관련 연구 

두 개의 3D 형상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3D 형상 모델로부터 형상에 관한 특징 정보
를 담고 있는 형상 디스크립터(shape descriptor)를 
생성한 후 이 형상 디스크립터를 비교하여 3D 형
상 모델의 유사도를 계산한다.(6) 유사도 비교 방법
은 형상 디스크립터의 생성 시 사용되는 입력 데
이터에 따라서 구분된다. 유사도 비교 방법은 전
역 특징형상 기반, 제조 특징형상 기반, 그래프 기
반, 3D 객체 인식 기반, 히스토그램 기반, 제품 정
보 기반 방법으로 구분된다.(7) 

Paquet 등(8)은 3D 형상 매칭을 위해서 객체의 
대략적인 형상, 크기, 복합 특성(composition 
properties)을 표현하는 간략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Ramesh 등(9)은 기계 부품의 검색을 위해서 기계가
공 특징형상 기반 유사도 비교 방법을 제안하였다. 
El-Mehalawi 와 Miller(10)는 공학 부품의 CAD 모델
을 비교하기 위해 그래프를 생성하는 표현 기법을 
제시하였다. Horn(11)은 물체 인식에 적합하도록 곡
면의 형상을 표현하는 유용한 확장된 가우시안 이
미지(extended Gaussian images)를 보고하였다. 

Hermann 등(12)은 공정 계획의 유사도를 명시적
으로 계산하여 변성형 공정 계획(variant processing 
planning)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획 기반 설계 
유사도 척도를 제안하였다. Rodríguez와 Egenhofer(13)

는 요소(element) 자체의 유사성 및 요소의 이웃
에 대한 유사성을 계산하는 의미적(semantic) 유
사도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Alizon 등(14)은 부
품의 유사도 측정을 위한 지식 재활용 절차를 제
안하였다. Mun 등(15)은 부품의 유사도 비교 결과
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톨로지와 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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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여(14)에서 
개선하였다. 
히스토그램 기반 방법에서는 3D 

위로 샘플 포인트를 선택하고 샘플링된
특징을 추출하여 각 특징의 발생 빈도를
히스토그램 또는 분포를 생성한다
3D 메쉬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서 
용하여 물체의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간결한
신속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상위
(예로, 특징형상 정보나 경계 표현 
하지 않아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및 이동에 독립적인 비교가 가능한
Ohbuchi 등(17)은 D2 형상 함수를 기반으로
각도-거리(및 절대 각도-거리) 히스토그램을
하여 Osada 등(16)이 제안한 방법을
Tangelder 와 Veltkamp(18)는 형상 디스크립터로
중치가 부여된 점 집합을 사용하였다
은 RDS(ray distance to surface)와 NRDS(normalized 
ray distance to surface)을 이용하는 
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Osada 등이 제안한 형상 분포 기반
형상의 전체적인 특성은 비슷하지만
상이 다른 경우에 좋지 않은 유사도
내며 3D CAD 모델이 복잡해 질수록
세부 형상과 관계없이 종 모양의 
는다.(20)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 종류의 점들의 쌍(point-pair)에 
상 분포를 생성하고 이들을 형상 디스크립터로
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Cheng 
포와 감법 특징형상 분해를 통합한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Hsu(22)는 특징형상 인접 그래프, 위상
상 분포를 모두 사용하는 통합된 
법을 제안하였다. 

3D 형상 비교 기술이 적용된 상업용
로는 CADENAS사의 PARTSolutions
Systems사의 ENOVIA Live Similarity
PLAM Software사의 Geolus Search
이 시스템들은 일반적인 키워드 기반
외에도 스케치 기반 검색, 위상 기반
형상 검색 등의 형상 기반 검색 기능을
그러나 이 시스템들에 적용된 3D 
은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비형상 
해양 플랜트 3D CAD 모델에는 직접적인
어렵다. 

간의 해양 플랜트 3D 배관 CAD 모델 유사도 평가

 제안된 방법을 

3D 모델에서 무작
샘플링된 점들로부터 
빈도를 나타내는 
. Osada 등(16)은 

 형상 분포를 이
방법을 제안하였

간결한 디스크립터로 
상위 수준의 정보

 모델)를 필요로 
가능하다는 점, 회전 
가능한 점이 있다. 
기반으로 계산된 

히스토그램을 적용
방법을 개선하였다. 
디스크립터로 가

사용하였다. Hwang 등(19)

NRDS(normalized 
 형상 유사도 측

기반 비교 방법은 
비슷하지만 국부적인 형

유사도 비교 결과를 
질수록 형상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갖
위해서 Ip 등은 4가

 대해서 각각 형
디스크립터로 사

. Cheng 등(21)은 형상 분
통합한 새로운 유사도 

유사하게, Chu와 
위상 그래프, 형
 유사도 측정 방

상업용 시스템으
PARTSolutions,(1) Dassault 

ENOVIA Live Similarity,(2) Siemens 
Geolus Search(3) 등이 있다. 

기반 검색 기능 
기반 검색, 부분 
기능을 제공한다. 

3D 형상 비교 기술
 정보도 중요한 
직접적인 적용이 

3. 해양 플랜트 3D 배관
유사도 평가

3.1 해양 플랜트 3D 배관 
국내 조선소가 사용하는 

관 CAD 모델과 납품을 하기
재모델링된 SmartMarine 3D
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델은 국내 대형조선사인 ‘
SmartMarine 3D로부터 추출하여
장한 모델이다. ‘D’사 제공한
SmartMarine 3D의 3D 배관
일에 비형상 정보가 저장되고
상 정보가 저장된다. XML 
적 구성, 기자재 사양, 3D 
를 담고 있다. SAT 파일은 
로 브랜치(Branch) 객체에 
담고 있다. 

 
3.1.1 Aveva Marine과 SmartMarine 3D

CAD 모델 특징 
Aveva Marine(4)과 SmartMarine 3D

CAD 모델에서 플랜트의 논리적
현하는 방법은 매우 유사하다
서 배관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은

Aveva Marine은 피팅(fitting)
중심으로  배관  정보를
SmartMarine 3D는 직관(straight pipe)
관 정보를 표현한다. 그리고
정보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Fig. 1 Represention of 3D piping design information in 
Aveva Marine and SmartMarine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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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CAD 모델의 
평가 방법 

 CAD 모델의 구조 분석 
 Aveva Marine의 3D 배
하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SmartMarine 3D의 3D 배관 CAD 모델
사용된 3D 배관 CAD 모

‘D’사가 Aveva Marine과 
추출하여 자체 형식으로 저
제공한 Aveva Marine과 

배관 CAD 모델은 XML 파
저장되고 SAT 파일인 3D 형

. XML 파일은 플랜트의 논리
, 3D 형상에 관한 참조 정보

 Aveva Marine을 기준으
 대한 3D 형상 정보를 

SmartMarine 3D의 3D 배관 

SmartMarine 3D(5)의 3D 배관 
논리적 구성 정보를 표

유사하다. 그러나 두 모델에
방법은 매우 다르다. 

(fitting)이나 엘보우(elbow) 
정보를  표현하는데  반해서 

(straight pipe)를 중심으로 배
그리고 Aveva Marine에서 배관 
작은 단위의 객체는 브랜치 

 
of 3D piping design information in 

Aveva Marine and SmartMarine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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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인데 반해서 SmartMarine 3D
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객체는
(PipeRun)이다. 만약 브랜치(Branch)
러 배관들의 직경이 서로 다를 경우
3D에서는 직경에 따라 여러 개의 파이프런
이 생성된다. 
예로 Fig.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Marine에서는 서로 다른 직경을 가진
과 1개의 피팅으로 구성된 배관을
(Branch)로 표현하는데 반해서, SmartMarine 3D
는 2개의 파이프런(PipeRun)으로 표현한다
Aveva Marine의 브랜치(Branch)는 SmartMarine 3D
파이프런(PipeRun)과 일대다 관계를

 
3.1.2 Aveva Marine의 3D 배관 CAD 
Aveva Marine의 3D 배관 CAD 모델은

같이, 플랜트(Plant), 에어리어(Area), 
파이프(Pipe), 브랜치(Branch), 및 피팅
로 구성되는 트리 구조를 갖는다. 
체는 FLAN(flange), ATTA(attachment), ELBO(elbow), 
PCOM(piping component), VALV(valve), INST
(instrument), FBLI(blind flange), TEE(tee), REDU
(reducer), PLAT(plate), WELD(weld)
Aveva Marine의 피팅(Fitting) 객체와
는 객체가 SmartMarine 3D에 존재한다
(Branch) 객체는 SmartMarine 3
(PipeRun) 객체와 대응된다. 파이프
SmartMarine 3D의 파이프라인(PipeLine) 
응된다. 그 외에 플랜트(Plant), 에어리어
유니트(Unit) 객체는 Aveva Marine
3D에서 모두 존재한다. 

Aveva Marine 의 3D 배관 CAD 
속성으로는 식별 속성, 스펙(spec) 
기능 속성, 형상 관련 좌표 및 치수
의 연결 속성이 있다. 객체 식별 속성으로는
의 고유 아이디(id)를 담고 있는 Name 
의  고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id)
REFNO 속성, 및 형상 파일 이름 
는 SAT 속성이 있다. 스펙 카탈로그
배관의 카탈로그 정보를 담고 있는
팅에 대한 카탈로그 정보를 담고 있는
절연 처리용 자재(insulation) 정보를
ISPE 속성이 있다. 기능 속성으로는
설계 압력 정보를 담고 있는 TEMP 
이 있다. 형상 속성으로는 객체의 
고 있는 HPOS, TPOS, POS, APOS, LPOS, 
속성 ,  객체의  직경  정보를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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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Marine 3D에서 배관 정보
객체는 파이프런

(Branch)를 구성하는 여
경우 SmartMarine 
파이프런(PipeRun)

것과 같이 Aveva 
가진 2개의 직관

배관을 1개의 브랜치
, SmartMarine 3D에서
표현한다. 따라서 
SmartMarine 3D의 

관계를 가진다. 

CAD 모델 구조 
모델은, Fig. 2과 

(Area), 유니트(Unit), 
피팅(Fitting) 객체
. 피팅(Fitting) 객

FLAN(flange), ATTA(attachment), ELBO(elbow), 
PCOM(piping component), VALV(valve), INST 
(instrument), FBLI(blind flange), TEE(tee), REDU 
(reducer), PLAT(plate), WELD(weld)로 구분된다. 

객체와 일대일 대응되
존재한다. 브랜치

SmartMarine 3D의 파이프런
파이프(Pipe) 객체는 
(PipeLine) 객체와 대
에어리어(Area), 및 

Aveva Marine과 SmartMarine 

CAD 모델에 정의된 
(spec) 카탈로그 속성, 
치수 속성, 객체 간
속성으로는 객체
Name 속성, 객체

(id)를  담고  있는 
 정보를 담고 있

카탈로그 속성으로는 
있는 PSPE 속성, 피
있는 SPRE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속성으로는 설계 온도 및 

TEMP 및 PRES 속성
 좌표 정보를 담

HPOS, TPOS, POS, APOS, LPOS, 및 P3POS 
담고  있는  HBOR,  

Table 1 Attributes of Aveva Marine’s 3
models and their corresponding relationships 
with SmartMarine 3D’s 3D piping CAD models

Attribute  
type 

Attribute 
name 

Identification  
type 

NAME 
SAT 

Spec-catalog  
type 

PSPE 
SPRE 
ISPE 

Shape type 

HPOS/TPOS
HBOR/TBOR
HCON/TCON
HDIR/TDIR
HREF/TREF

POS 
APOS/LPOS
ABOR/LBOR

ORI 
P3BO 
P3POS 
P3DIR 

Function type TEMP 
PRES 

Connection type ARRI/LEAV
 

Fig. 2 Data structure of Aveva Marine’s 3D piping CAD 
models 

 
TBOR, ABOR, LBOR, 및 
정보를 담고 있는 HDIR, TDIR, 
있다. 마지막으로 연결 속성으로는

문두환 · 한순흥 

Attributes of Aveva Marine’s 3D piping CAD 
models and their corresponding relationships 
with SmartMarine 3D’s 3D piping CAD models 

 Existence of 
corresponding attribute 

in SmartMarine3D 
 Y 

Y 
 Y 
 Y 

N 
HPOS/TPOS Y 
HBOR/TBOR Y 
HCON/TCON N 
HDIR/TDIR N 
HREF/TREF N 

Y 
APOS/LPOS Y 
ABOR/LBOR Y 

N 
 Y 
 N 
 N 
 N 
 N 

ARRI/LEAV N 
 

 
Data structure of Aveva Marine’s 3D piping CAD 

 P3BO 속성, 객체의 방향 
HDIR, TDIR, 및 P3DIR 속성이 

속성으로는 객체간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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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담고 있는 HREF 및 TREF 속성이 있다. 
 
3.1.3 SmartMarine 3D와 비교가능한 Aveva Marine

의 속성 분석 
Aveva Marine의 3D 배관 CAD 모델을 기준으로 

수작업으로 재모델링한 SmartMarine 3D의 3D 배관 
CAD 모델과의 속성 대응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1이다.  

Aveva Marine과 SmartMarine 3D간에 비교 가능한 
속성으로는 식별 속성, 카탈로그 속성, 및 형상 속
성이 있다. 식별 속성은 Aveva Marine객체에 대응
되는 SmartMarine 3D 객체를 찾는데 사용된다. 스
펙 카탈로그 속성 비교는 카탈'로그를 정의하는 
방식이 CAD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D’사로부
터 제공받은 카탈로그 매핑 파일을 이용하여 
Aveva Marine의 스펙 코드와 대응되는 SmartMarine 
3D의 쇼트 코드(short code)와 옵션 코드(option 
code)를 비교한다. 형상 속성과 기능 속성의 비교
는 두 객체가 동일할 경우에 속성 값이 같기 때문
에 속성 값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2 유사도 평가 척도의 정의’ 
Aveva Marine과 SmartMarine 3D의 3D 배관 CAD 

모델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모델간의 유사도 
평가 척도를 정의하였다. 3D 배관 CAD 모델의 유
사도는 형상 정보의 유사도(Sg) 및 비형상 정보 
유사도(Sng)에 형상 정보 유사도 가중치(wg)와 비
형상 정보 유사도 가중치(wng)를 곱하여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형상 정보 및 비형상 정보의 
유사도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며 가중치는 사용자
가 입력한다. S =  ∗ 	 +  ∗ 	

 단, 	 + = 1         (1) 

형상 정보의 유사도 계산을 위해서 SAT 속성에 
기록된 형상 파일(SAT 파일)을 찾은 후 SAT 파일
에 저장된 3D 형상 정보를 추출하여 비교를 수행
한다. 3D 배관 CAD 모델에서 형상 파일은 브랜치
(Branch) 객체만이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브랜치
(Branch) 객체를 기준으로 하위 객체의 경우에는 
형상 정보의 유사도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위 객체의 경우에는 형상 유사도를 아래의 식 
(2)와 같이 하위 객체들의 형상 유사도(Sg_si)의 평
균으로 계산한다. 3D 형상 정보의 비교를 위해서 
Ohbuchi 등(17)이 제안 한 형상 분포 기반 비교 방
법을 적용하였다.  

                 = ∑ _   (2) 

비형상 정보의 유사도(Sng)는 해당 객체의 속성 
정보의 유사도(Sp), 하위 객체의 비형상 유사도
(Sng_si) 평균, 배타적 속성의 유사도 평균(Pexcel)에 
비형상 유사도의 가중치(wp) 및 하위 객체의 비형
상 유사도의 가중치(wng_si)를 곱하여 아래의 식 (3)
과 같이 계산한다. 배타적 속성이란 다른 속성에 
비해 중요도에 있어서 배타적 우선권이 있는 속성
을 말한다. 예를 들어 스펙 카탈로그 속성은 배타
적 속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객체의 속성 정
보의 유사도(Sp)가 높다 하더라도 스펙 카탈로그 
속성이 서로 다를 경우 비형상 정보의 유사도(Sng)
는 0이 된다.  =  ∗ 	 ∗  + _ ∗  ∗ ∑ _   

        단, 	 +_ = 1   (3) 

속성 정보의 유사도(Sp)는 스펙 카탈로그 속성
(Pcat), 형상 속성(Pgeo), 기능 속성(Pfn), 포함 속성
(Pinc)의 유사도에 각 속성 타입별 가중치(wcat, wgeo, 
wfn, winc)를 곱하여 아래의 식 (4)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r, s, t, u는 각 타입에 해당되는 속성의 개수
이다. 그리고 각 속성의 유사도는 속성 값이 동일
하면 1, 동일하지 않으면 0이 된다. 형상 속성의 
경우 속성 값이 차이가 미리 입력 받은 허용 오차 
보다 작으면 유사도가 1이 된다. 객체들간의 연결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 속성의 유사도와 연결 
속성의 가중치를 추가하여 속성 정보의 유사도(Sp)
를 계산한다.   =  ∗ 1 ∗   +	 ∗ 1 ∗  												+	 ∗  ∗ ∑  + ∗  ∗ ∑    (4) 

4. 해양 플랜트 3D 배관 CAD 모델  
유사도 평가 시스템의 설계 

 
4.1. 시스템 유즈케이스 
유사도 평가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서 국내 대형

조선사인 ‘D’사의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용자 요
구사항에  따라  평가  시스템의  유즈  케이스(use 
case)를 Fig. 3 과 같이 정의하였다. 평가 시스템의 
유즈 케이스는 입력 모델 선택(XML file selection), 
비교를 위한 추가 정보 입력(Additional data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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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se case diagram of a similarity evaluation
 

모델 비교 실행(Similarity measurement), 
시(Similarity visualization), 그리고 비교
(Comparison result output)으로 구성된다
한 공종(discipline)으로는 배관 외에
및 장비(equipment)가 있다. 그리고
보로는 형상 및 비형상 유사도의 
치수의 허용 오차가 있다. 치수 허용
는 mm 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유사도
를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능과 결과 출력 기능을 정의하였다
는 사용자의 입력한 높은 유사도와
경계 값(퍼센트 %) 및 중간 유사도와
의 경계 값(퍼센트 %)에 따라서 
객체의 색을 초록, 노랑, 빨강색으로
시한다. 

 
4.2. 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유사도
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유사도 평가

준비 단계, 유사도 평가 단계, 평가
로 분류된다. 평가 준비 단계는 
SmartMarine 3D의 3D 배관 CAD 파일과
매핑 파일을 로딩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는다. 그리고 Aveva Marine
CAD 모델의 형상 및 비형상 정보를
시화 한다. 유사도 평가 단계는 유사도
를 적용하여 Aveva Marine과 SmartMarine 3D
형상 정보와 비형상 정보의 유사도를
평가 후 처리 단계는 비교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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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system 

(Similarity measurement), 유사도 전
비교 결과 출력

구성된다. 선택 가능
외에 지지대(support) 

그리고 추가 입력 정
 가중치와 형상 
허용 오차의 단위
유사도 평가 결과
 유사도 전시 기

정의하였다. 유사도 전시
유사도와 중간 유사도의 
유사도와 낮은 유사도

 브랜치(Branch) 
빨강색으로 변경하여 전

유사도 평가 절차 
평가 절차는 평가 
평가 후 처리 단계

 Aveva Marine과 
파일과 카탈로그 

사용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Aveva Marine의 3D 배관 

정보를 시스템에 가
유사도 평가 척도

SmartMarine 3D간에 
유사도를 비교한다. 

 외부 파일로 출 

Fig. 4 System architecture of a similarity evaluation 
system 

 
력하고 유사도에 따라 브랜치
을 변경한다. 
 

4.3 유사도 평가 시스템의
정의된 유즈 케이스를 바탕으로

제공 기능을 분류하고 시스템의
다. 평가 시스템은, Fig. 4와
듈(Similarity Evaluator Engine), 
(Similarity Evaluator), 데이터
Manager), 데이터 읽기 모듈
된다. 
시스템 관리 모듈은 전체

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내부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모델
가 모듈(Geometry Evaluator)
(Non-Geometry Evaluator)로 
형상 평가 모듈은 형상 

보 비교 기능을 제공하며 폴리곤
Model Faceter, 점을 샘플링을
샘플링한 점들 간의 거리를
생성하는 Distribution으로 
모듈은 비형상 정보 비교 
정보 비교 기능을 지원하는
포함 정보 비교 기능을
Information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관리 모듈은 모델

받은 데이터를 관리하며 
Manager, AM Data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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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rchitecture of a similarity evaluation 

브랜치 (Branch) 객체의 색

시스템의 구조 정의 
바탕으로 평가 시스템의 

시스템의 구조를 정의하였
와 같이, 시스템 관리 모

(Similarity Evaluator Engine), 모델 비교 모듈
데이터 관리 모듈(Data 
모듈(Data Reader)로 구성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사
내부 변수에 저장하여 관리
모델 비교 모듈은 형상 평

(Geometry Evaluator)와 비형상 평가 모듈
 구성된다.  
 분포 기반 3D 형상 정
폴리곤 모델을 생성하는 

샘플링을 하는 Point Sampler, 
거리를 계산하여 형상 분포를 

 구성된다. 비형상 평가 
 기능을 제공하며 속성 

지원하는 Property Information과 
기능을 지원하는 Inclusion 

 
모델 비교를 위해서 입력 

 Spec Catalog Mapping 
Manager, AM Data Manager, 및 SM3D Data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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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읽기
델 비교를 위해서 입력 파일을 파싱
추출된 정보를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는
다. 데이터 읽기 모듈은 Geometry Data Reader, 
Geometry Data Modeler, Spec Catalog Mapping Reader, 
AM Data Reader, 및 SM3D Data Reader
유사도 평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관계를 클래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Fig. 5이다. 
유사도 평가 시스템의 모듈간 실행

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것이
가 준비 단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도 평가 실행 메뉴를 선택하면 평가
서 저장한 두 3D 배관 CAD 모델 
탈로그 매핑 정보를 불러온다(GetData
GetSpecCatalogMappingManager 함수
배관 CAD 모델 정보와 스펙 카탈로그
를 가지고 유사도 평가를 실행한다
Similarity 함수). 유사도 평가는 객체별

Fig. 5 High-
 

Fig. 6 Sequence diagram of a similarity evaluation system

간의 해양 플랜트 3D 배관 CAD 모델 유사도 평가

읽기 모듈은 모
파싱(parsing)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한
Geometry Data Reader, 

Geometry Data Modeler, Spec Catalog Mapping Reader, 
SM3D Data Reader로 구성된다. 

주요 모듈들 간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실행 절차를 시
것이 Fig. 6이다. 평

 사용자가 유사
평가 준비 단계에

 정보와 스펙 카
(GetData Manager와 
함수). 그리고 3D 
카탈로그 매핑 정보
실행한다(Evaluator 
객체별 비형상 유

사도(EvaluateSng함수)와 형상
함수)를 각각 계산한 후 
고려하여 객체의 유사도를

(EvaluateSoverall 함수). 계산된
별로 저장된다(SetSimilarity 

5. 구현 및

해양 플랜트 3D 배관 CAD 
시스템의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템을 Fig. 7과 같이 구현하였다
델 비교 시스템은 C++ 언어로
템 GUI(graphic user interface)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es)
형상의 가시화를 위해서 HOOPS 1919
고 SAT 파일의 처리 및 형상
서 ACIS R25를 사용하였다
일의 로딩을 위해서 MS XML 4.0
개발된 유사도 평가 시스템의

-level class diagram of a similarity evaluation system 

Sequence diagram of a similarity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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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유사도(EvaluateSg 
 하위 객체의 유사도를 

유사도를 다시 계산한다

계산된 유사도는 각 객체
 함수). 

및 실험 

CAD 모델 유사도 평가 
바탕으로 유사도 평가 시스

구현하였다. 3D 배관 CAD 모
언어로 개발되었다. 시스

GUI(graphic user interface)의 구현을 위해서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es)를 사용하였다. 3D 

HOOPS 1919를 사용하였
형상 분포의 생성을 위해

사용하였다. XML 형식의 입력 파
MS XML 4.0을 사용하였다.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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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국내 대형조선사 ‘D’사
Marine과 SmartMarine 3D의 3D 배관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배관 CAD 모델은, Fig. 8과 같이, 
의 모델로 Aveva Marine을 기준으로
브랜치(Branch)로 구성된다. 이 실험에서
입력 값으로는 초기 설정 값(형상 
0.5, 비형상 유사도 가중치: 0.5, 치수허용오차
을 사용하였다. 
실험 대상 3D 배관 CAD 모델의

후 모델 비교 결과를 CSV 파일로
Fig. 9이다. 실험 결과, 유닛 수준의

Fig. 7

Fig. 8 3D piping CAD models of Aveva Marine and SmartMarine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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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공한 Aveva 
배관 CAD 모델을 

실험에서 사용한 3D 
, 유닛(Unit) 수준

기준으로 약 300개의 
실험에서 사용자가 

 유사도 가중치: 
치수허용오차: 0.01)

모델의 유사도 평가 
파일로 출력한 결과가 
수준의 두 3D 배관 

CAD 모델의 유사도는 약 81%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객체가

였다. 이 그림을 보면 낮은
존재하는데, SmartMarine 3D
에서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카탈로그 매핑 정보가 카탈로그
된 경우에 낮은 유사도를 보였다

6. 결 

Aveva Marine의 원본 3D 
Smart Marine 3D에서 재모델링된

Fig. 7 Prototype of a similarity evaluation system 
 

3D piping CAD models of Aveva Marine and SmartMarine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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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로 계산되었다.  
객체가 높은 유사도를 보
낮은 유사도를 보인 객체가 

, SmartMarine 3D의 3D 배관 CAD 모델
누락되었거나 해당 객체에 대한 

카탈로그 매핑 파일에 누락
보였다. 

 론 

3D 배관 CAD 모델과 
재모델링된 3D 배관 CAD 모

 

 
3D piping CAD models of Aveva Marine and SmartMarine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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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간의 유사도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시스템의 유즈 케이스를 정의하였다
된 유즈 케이스를 지원하는 평가 시스템의
설계를 하였다. 해양 플랜트 3D CAD 
정보뿐만 아니라 비형상 정보를 담고
형상 정보의 유사도 뿐만 아니라 
유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의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의 유효성을
위해서 약 300개의 브랜치(Branch)
(Unit) 수준의 3D 배관 CAD 모델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현재 개발된 평가 시스템은 3D 

의 유사도 평가 기능만을 제공하나
종을 지지대와 장비로 확장할 필요가
고 다수의 3D 배관 CAD 모델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의 GUI 기반 유사도
템이 아닌 배치 모드 형태의 유사도
의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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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CAD 모델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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