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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기업표준
◦ ISO, KS, 전자상거래 통합 포럼, 현대자동차

 구속적 표준과 선택적 표준 (제조업의 관점)
◦ 구속적 표준: KS X ISO/IEC 13818-1:2005 (MPEG－2) 

◦ 선택적 표준: ISO KS B ISO 10303-42 (CAD 형상 표현)

 표준의 적용 단계
◦ 설계, 생산, 운영 및 유지보수, 재활용,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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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비용 ↓, 시간 ↓, 품질 ↑

 접근 방향

◦ 개발 초기 단계부터,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확보(생성)하여,

◦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줄임

 활용 기술

◦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CAX, Digital manufacturing, PLM, …)

◦ 제조 기술의 개발

◦ 제품 개발 방법의 적용: 공리적 설계, QFD*, DFx**, …

개념개발 설계 프로토타입 시험 생산

설계변경

시간

생산시작

Front Loading

설계확정

전통제조기술

최신제조기술

어떻게
변경횟수를
줄일것인가?

어떻게시간을앞당길것인가?

*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DFx: Design For (Manufacturing, Maintenance, Reuse,…) 3



고객요구
조사

개념설계

제품사양
정의

고객
고객요구

상품개념

제품주요사양
요구관리

판매, 기획

요구관리,
특허 DB, 표준 (규정) DB

판매, 설계

요구관리,QFD

설계

기술적
제약조건

[개념 설계 단계]

• 설계 및 생산 비용의 약 80%가 개념 설계 단계에서 결정
- 관련 표준의 식별 실패 막대한 변경 비용 및 개발 지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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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기반 설계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
◦ 규정 문서의 파싱, 
◦ 규정 지식베이스의 구축, 
◦ 규정 지식베이스를 활용한 설계 검증, 
◦ CAD 시스템과의 연동, 
◦ 검증 시스템의 구조

 표준 기반 설계 검증 서비스의 요구사항 정의
◦ 참여 기관: 설계 검증 기관과 제품 설계 기관
◦ 검증 서비스 절차, 
◦ 두 기관 사이에서 주고 받아야 할 데이터, 
◦ 검증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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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CAD 시스템

TI 4: CAD 시스템 연동

TI 3: 설계 검증 (지식 추론)

TI 2: 규정 지식베이스
(메타 모델, 제약조건, 인코딩 방법)

설계 지원
(design 
support)

설계 검증
(design 

checking)

TI 5: 설계 검증 시스템 구조

*TI: Technical Item

TI 1: 규정
문서 파싱



 Design Intent  Computer interpretabl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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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Regulation

Referenece Model
(Intermediate Model)

어휘 + Texanomy + Property

Constraints

if(isWall()) 

then {Wall();}

 Encoding Method (모델 정보와 룰을 표현): 정보 모델 수준
◦ Programming language [Cornick90] – Object Oriented Programming Approach

◦ OWL & SWRL

◦ XML

 산업 데이터 표준 활용 (건축 분야: IFC )
◦ [Niemeijer09] – IFC 모델의 클래스 객체 레벨에 제약조건 정의

◦ [Maissa02] – IFC 모델에서 정의한 의미, 속성 정보를 활용 - 규정 체크를 위해서

◦ [Drogemuller10] – 건축물이 빌딩 코드에 맞게 설계 되었는지 IFC 모델을 이용하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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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규정 내용을 자동으로 파싱하여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Natural language 와 GUI 를 통한 변환
◦ [SMARTCODE builder09] 

 규정내용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규정으로 변환
◦ [Neimeijer09] 

 규정에서 정의 하는 제약조건을 퍼즐 형식으로 입력 하여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하도
록 함

 AAM (application activity model) 정의 (IDEF0 사용)
◦ [Lee98] – 디자인 과정을 각각의 activity로 모델링하고 규정과 제약조건을

activity의 입력으로 모델링

Parse

Regulation Digital 
Regulation



 Design support

◦ [Lee98] 

 선박 엔진룸 설계에 필요한 규정내용을 IDEF0로 모델링

 모델링된 규정을 바탕으로 CAD 시스템과 Knowledge-base간의 연동을 통하여 엔진룸 설계

◦ [Lee04]

 GearBox 설계에 필요한 형상 제약조건을 Information processor를 통하여 해석하여 설계에 사용

 Design checking

◦ 건축규정을 이용하여 건축 모델 검증
 [Maissa02]

 [Neimeijer09]

 [Drogemuller10]

 …

 규정 활용 측면에서는 design checking이 더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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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제품 사양

Digital 
Regulation

Expert system, 
A.I

요구 사항 제품 사양

Digital 
Regulation

Expert 
system



 연동의 목적: 
◦ 제품의 형상 생성 (design support) & 설계 정보 추출 (design 

checking)

 연동 방법:
◦ 규정 지식 베이스와 CAD 데이터의 연관 관계 정의

◦ 파라메트릭 정보 활용

 [Lee04]-형상 파라미터, 형상 제약조건을 CAD 시스템에 적용

◦ 기하 정보 활용

 [Faucher00]-View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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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processor
(CAD system)

Geometric Items
• Features
• Sketches
• Datums

Parameter 정의
• Dimension
• Geometric constraints

Information processor
(Validation module)

Reference model of 
Digital regulation

RDBDesign planner
(Knowledge process 

system)

CAD Handler
System 

manager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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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기반 설계 검증 서비스란?
◦ 표준 기반 설계 검증 서비스는 CAX (CAD/CAM/CAE)데이터, PLM 데이
터, 제품 사양 데이터를 입력 받아 설계 결과가 표준을 준수하는지 또는
표준 적합 정도를 판정해 주는 서비스

 규정 기반 설계 검증 서비스의 필요성
◦ 검증 서비스의 수요자: 중소기업
◦ 제조업체에서 내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인력과 비용, 규정 갱신 시 대응 측면
 설계에서 폐기까지 고려가 필요 (규정의 다양성)
 CAX/PLM의 연동이 요구 (시스템의 다양성)

◦ 외부의 설계 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기존 연구들의 한계
◦ 설계 검증 기관과 제품 설계 기관이 다르다는 가정 안 함
◦ 설계 검증 도구가 단일 시스템 구조를 가짐
◦ 제품 설계 데이터의 보안 이슈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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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계 업체 설계 검증 기관

서비스 요청 (대상 제품 명세)

관련 규정 식별

설계 참조 데이터 전송

설계 수행
검증용 설계 데이터 전송

설계 검증

설계 적합도 판정 결과

설계 요구 정의

설계 확정/수정

연구 범위



 지적자산의 보호 문제
◦ 제품 설계 업체: 제품 상세설계 결과
◦ 설계 검증 기관: 검증 로직

 두 기관 사이에서 공유해야 할 정보는 어떤 형식을 가져야 하는가?

 데이터의 요구사항
◦ 제품 설계 업체 관점: 3D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설계 제약조건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 설계 검증 기관 관점: 검증 로직을 이용하여 적합성 유무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구현 측면: 설계 검증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형식과 설계 후 받는 형

식이 동일해야 하고 추가적인 변환 절차를 줄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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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계 결과

제품 설계 업체 설계 검증 기관

관련 규정 식별 및
검증 로직

?

설계
검증
서비스

지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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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 

component
두 기관간의 공유 정보

- 검증기관 to업체: 
• 골격 모델 데이터 템플릿
• 설계 사양 템플릿 문서

- 기업 to 검증기관: 
• 설계 후 골격 모델 데이터
• 설계 사양 문서

설계 데이터를 보는 관점의 차이
- 방열핀: 세부 형상(업체), 크기/재질(검증기관)
- 골프공: 세부 형상(업체), 크기/무게(검증기관)

[골격 모델 데이터]

[골격 모델에 근거한
스위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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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Server

Reference model 
of Digital 
regulation

Design planner
(Knowledge 

process system)

CAD Handler

Client

WSC ServerWSC ClientsCAD system

Skeleton model handler

SOAP message
(Skeleton model)

Designer (User)



 규정 기반 설계 검증 방법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

 규정 기반 설계 검증 서비스의 요구사항 정의
◦ 규정 기반 설계 검증 서비스의 절차
◦ 규정에 명세된 각종 조항 (설계 제약조건)을 골격 모델 데
이터로 표현하여 설계 검증에 활용

◦ 규정 기반 설계 검증 서비스의 구조

 기여도
◦ 제품의 설계 결과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설계
단계에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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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제품*: 의자, 의료 기자재, 건축물

 연구 절차
◦ 대상 제품에 대해서 표준(규정) 분석
◦ 골격 모델 데이터 정의
◦ 골격 모델 데이터 활용 설계
◦ 설계 결과의 검증

 구현 환경
◦ CAD 시스템: CATIA V5 R18 또는 UG NX
◦ 개발 언어: C++ (CAD 인터페이스), JAVA (온톨로지)

* 관련 표준(규정)이 구속적이고, 설계 제약조건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적용이 유리

[자동/반자동화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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