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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자동차 점검이 이루어질 때 작업현장, 교육현장, 기타 시공간에서 현재 상황에 따라 지능화 및 개
인화에 근거해 추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성과향상 등을 이루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태스크 온톨로지
를 이용한 자동차 점검 추천시스템 개발 방법을 설계하였다. 추천 방법은 추상개념을 기반으로 각 추상개념에 연결되
는 부품들을 가중치 값 순서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부품이 다른 추상개념과 연결될 경우 부품들을 확장하여 보여
주도록 하였다.

주제어 : 자동차, 추천시스템, 온톨로지, 3D, 컴포넌트

Abstract In this paper, when vehicle inspection is made, the check way is recommended based on the 
intelligent and personalized in the workplace, education, and other space-time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These results increase productivity, reduce costs, and improve performance. So we designed vehicle inspection 
recommendation system using ontology. Recommendation method is that components connected abstract concept 
are shown according to weight value. if components are connected with other abstract concept, the components 
are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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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 으로 실시간 업무 지원과 련된 기술은 기 

기술검토 수 이며, 장에서 기술 인 문제가 발생하

을 경우 문서 매뉴얼 는 경험으로 작업하고 있다. 한 

교육은 작업과 분리하여 작업 로세스를 지원하기 때문

에 로세스 지식을 단편  정보로만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방 한 데이터와 정보  지식의 효율 인 

처리를 해서는 지식 복잡성 등의 검색, 발견, 추천을 지

원할 수 있는 작업 로세스 방식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

식이 단순히 표시되는 일차원 인 가시화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실제 진행하고 있는 업무, 학습, 는 생산 활

동에서의 맥락에 맞는 지식을 표시하고 그와 련된 컴

포 트들의 연 계를 악할 수 있는 검색․추천 기술

이 목되어야 한다[1-4].

본 논문은 자동차 검이 이루어질 때 작업 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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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타 시공간에서 재 상황에 따라 지능화  개인

화에 근거해 추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비용 감, 성과

향상 등을 이루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태스크 온톨로

지를 이용한 자동차 검 추천시스템 개발 방법을 설계

하 다. 추천 방법은 추상개념을 기반으로 각 추상개념

에 연결되는 부품들을 가 치 값 순서로 보여  수 있도

록 하고, 부품이 다른 추상개념과 연결될 경우 부품들을 

확장하여 보여주도록 하 다. 

2. 추천 프로세스 

추천(recommendation) 로세스는 컴포 트나 서로 

연결된 부품들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개념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시뮬 이션 하려는 자동차 검 로세스는 

하나의 부품에 이상이 있을 때 이와 연 된 다른 부품들

을 추천하여 검을 보다 더 효율 으로 할 수 있도록 하

는 과정이다. 이를 하여 온톨로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추상 개념에는 자동차가 고장인 경우를 추상개념의 상  

계층에 놓고, 검해야하는 구체 인 부품들을 연 시켜 

놓았다. 이때 이들 부품들 사이의 계를 온톨로지 개념

을 이용하여 구체화 시켰다[5-7]. 자동차 검에 필요한 

부품들을 DB로 구축하 고, 연 계를 이용하여 망처

럼 연결시켜 자동차 정비를 시작할 때 자동차 부품 검 

순서에 따라 표 될 수 있다. 이때 검해야할 부품이 다

른 개념과 연 될 때 검할 부분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

법까지 지원하도록 하 다[8-9]. 

자동차 검 추천 로세스에서 계는 타입과 타입

에 포함되어있는 컴포 트들(자동차 검에 필요한 부품

들)로 표 할 수 있다. 이 게 표 된 계는 타입에서 

가진 컴포 트가 다른 타입에서 복되어 가 치에 따라 

복되어 있는 컴포 트에 해서 해당 컴포 트에서 다

음으로 검이 이루어질 부분에 해서 추천해주고 추천

된 다른 타입에서의 같은 컴포 트에 해서 해당 컴포

트를 검한 후에 검할 순서를 표시할 수 있게 연결 

해주는 역할이 계이다. 서로 다른 타입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타입 안의 컴포 트들은 서로 연 계를 

가지고 서로 향을 주어 검 시 추천을 해 주기 때문에 

세부 으로 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타입과 

컴포 트 간의 계는 연 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0-12]. 를 들어 [Fig. 1]을 보면 A(X1,X2,X3)와 

B(Y1,X2,Y3)의 유형에는 X2가 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로 복되는 컴포 트들이 향을 주기 때문

에 컴포 트간의 연 계를 이용하여 다른 유형에서도 

함께 검해야 할 부분을 추천해 주는 것이다.

[Fig. 1] Component Overlap

3. 자동차 점검 추천 View

자동차 검 추천 시스템을 한 구조를 [Fig.2]처럼 5

가지 View로 나 어 설계 하 다. 각각의 View는 서로 

연 되어 있어서 검, 컴포 트 추천, 검방법, 3D 상, 

온톨로지 추천 View로 구성하여 각각의 View가 개별

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View로 구성하 다. 

① 점검유형 View

검유형 View는 어떤 유형의 고장에 해서 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다. 를 들어 엔진이 멈췄을 

때의 질문이 제시되고 사용자는 그에 맞는 검방법을 

순서 로 따라 갈 수 있게끔 해 다. 검유형은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 있고 패턴유형을 선택하면 컴포 트 체

크 추천 View에서는 컴포 트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View를 통해서 사용자는 사용자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

를 직  선택하고 그 선택에 한 답변을 볼 수 있다. 

② 컴포넌트 점검 추천 View

컴포 트 추천 View에서는 검유형 View에서 선택

한 고장유형의 검 순서가 나타난다. 이 검방법 View

는 사용자에게 고장유형에 따라 가 치를 두어 가 치에 

따라 어느 컴포 트를 먼  검해야 하는지 검한 후

에  어떤 컴포 트를 검해야하는지에 한 추천시스

템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가 치에 따라서 순서를 부

여하기도 하지만 고장유형에 따라서 이 부분을 검할 

때 다른 패턴에도 포함되어 있는 같은 컴포 트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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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시도 함께 해 다. 자동차와 같이 다른 곳에서 작

용하는 컴포 트라도 서로 상 계가 있는 것들을 다룰 

때 추천시스템의 장 이 나타난다. 고장유형 패턴에 따

라서 검순서가 나오며 다른 부분에 계있는 컴포 트

를 추천해 주는 것으로 어느 부분을 먼  검해야 할지 

그리고 선택된 부분을 검할 때 다른 패턴에 복되어 

나오는 컴포 트를 검유형 View에 표시 해 다.

[Fig. 2] Vehicle Inspection Recommendation 
View

③ 점검방법 View

검방법 View에서는 검유형 View에서 검유형

을 선택하고 컴포 트 체크 추천 View에서 컴포 트를 

추천받으면 그 해당 컴포 트를 선택했을 때 사용자에게 

해당 컴포 트를 검하는 방법들을 순서 로 보여 다. 

이 게 해서 사용자가 직  컴포 트에 해서 검방법

을 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View이다. 

④ 3D 영상 View

3D View에서는 각각의 검 유형에 따른 상황을 각

각의 패턴으로 지정되어 패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

의 컴포 트를 가 치 순 에 따라 결정된 컴포 트에 

해 3D애니메이션을 보여 다. 3D View에서 나오는 컴

포 트의 장면은 3Ds Max로 작업된 애니메이션 효과를 

가지며 검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컴포 트의 치정보

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 컴포 트

가 실행되는 순서는 애니메이션이 활성화 되어 사용자에

게 보여 주는 임의 길이를 조정한다. 조정된 임

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좀 더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다. 

후에 자동 키값을 장하여 컴포 트가 이동한 치 정

보를 키 값으로 장한다. 임별로 변화하는 치정

보에 따라서 임에 장되는 View가 달라진다.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검유형에 따른 패턴을 나타내고 각 

패턴에 속해있는 컴포 트의 정보를 만질 수는 없지만 

3D 상을 통해서 실제 자동차와 같이 컴포 트의 치

정보를 시각 으로 보여  수 있는 기능을 한다. 

⑤ 온톨로지 추천 View

온톨로지 추천 View는 검유형 View를 선택 했을 

때 Text로 컴포 트의 검순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

다. 이때 각 부품에 한 연 계는 온톨로지 개념을 활

용하여 구축한다. 

4. 자동차 점검 부품 관계

[Fig 3]은 검유형에 따라 검해야 할 컴포 트들을 

검 순서 로 보여주고 있다. 순서가 빠를수록 가 치

를 높게 주고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Type D-Wheel 

Alignment, Type E-Wheel Alignment), (Type 

D-Inflation Pressure, Type E-Inflation Pressure), 

(Type E-Brake Caliper, Type F-Brake Caliper), (Type 

H-B+Terminal, Type I-B+Terminal), (Type 

H-Charging System, Type I-Charging System)처럼 다

섯 의 겹치는 컴포 트가 발견된다. 

기존의 추천 시스템은 Type D에 한 내용을 보여  

때 Type D에서 검해야할 컴포 트인 Wheel Balance, 

Wheel Alignment, Brake Pad, Inflation Pressure만 보여

다. 그러나 온톨로지를 이용한 확장 추천 시스템에서

는 다른 Type에서 겹치는 컴포 트가 있을 시 Type간의 

연 계를 이용하여 [Extend] 기능을 통하여 확장시켜 

추천을 해 다. 이때 가 치를 이용하여 가 치가 높은 

순서 로 다시 추천을 해주게 된다. 를 들어 Type E의 

Brake Caliper에서 [Extend] 기능을 선택할 경우, Brake 

Caliper와 연 되는 Type인 E, F에서 Brake Caliper의 

다음 검 순서인 컴포 트들을 가 치에 따라 재 정렬 

하여 함께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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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onent Weight Value in Types

가 치에 따라 재정렬 하면, Proportioning Valve의 

가 치는 2, Wheel Alignment는 1, Wheel Cylinder는 4, 

Master Cylinder는 3 이므로 순서는 (Wheel Cylinder, 

Master Cylinder, Proportioning Valve, Wheel 

Alignment)가 되어 처음 (Wheel Balance, Wheel 

Alignment, Brake Pad, Inflation Pressure)만 보여주는 

것과 다르게 (Wheel Cylinder, Master Cylinder, 

Proportioning Valve, Wheel Alignment)로 확장되어 보

여 다. 가 치를 이용하여 재정렬하여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각 컴포 트와 련 있는 다른 컴포 트들을 

더 요한 순서 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 으

로 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가 치를 이용한 재정렬 기법을 이용하면 다른 

타입의 검유형에도 쉽게 근할 수 있다. 어떤 컴포

트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컴포 트와 연 된 컴포 트들

을 모두 보여주고 검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가 치를 이용하여 재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 

하는 컴포 트에 있어서도 가 치에 따라 요한 순서

로 검할 수 있다. 

[Fig. 4] Types and Components Relationship

[Fig. 4]는 When breaking is not well, Charge 

warning light will illuminate much, Power handle is felt 

heavier than usual에 한 3개의 검 상황에 한 계층

도를 보여 다. 이는 각 개념에 연 되어 검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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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 트들이 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를들어 

When breaking is not well 유형에서 wheel Balance, 

Brake pad, Wheel Alignment, Inflation pressure를 검

해야 한다. 아울러 복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유형에

서도 검이 필요하다. Wheel Alignment와 Inflation 

pressure는 Charge warning light will illuminate much

유형에 연 되어 검해야 하기 때문에 가 치에 따라서 

연결된 컴포 트들을 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Charge 

warning light will illuminate much와 power handle is 

felt heavier than usual도 복되는 컴포 트에 해서 

가 치에 따라서 먼  검 하거나 추후에 검할 수 있

도록 순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Cp

Type
1 2 ～ 8 ～ 13 ～ 18 23 ～ 36 ～Check

A

~ ~ ~ ~ ~ ~

o

B o

C √ o

D √ √ o

E √ √ √ o

F √ o

G √ o

H √ √ o

I √ √ o

J o

<Table 1> Component Overlap Relation in Types

<Table 1>은 [Fig. 3]에 하여 유형과 컴포 트(Cp)

에 한 overlap된 항목들을 보여 다. 체크되어 있는 컴

포 트가 각 타입에 포함되어있고 해당 컴포 트가 정상

으로 구동되었을 때 Check에 O표시를 하 다. 여러 유

형에서 복되는 컴포 트를 확인하기 해 복되는 컴

포 트는 Cp(8, 13, 18, 23, 36)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형

에서 어떤 컴포 트들이 복되는지를 확인하여 타입 간

의 연 계를 도출한다. 이는 확장 추천 시스템을 통해 

복된 컴포 트가 있을 시 다른 타입의 복된 컴포

트를 자동으로 찾아내어 복된 컴포 트 하 의 컴포

트들을 보여주게 되므로 타입 간에 연 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복되는 컴포 트를 가지는 타입은 서로 

연 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타입 간에 연 계를 가

질 때 체크로 표시하여 연 계를 표로 나타내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검이 이루어질 때 상태에 따

라 추상개념으로 만들어 각 부품들과 연 계로 연결시

켰다. 계층구조를 보면 추상개념 아래에 구체 인 부품들

이 연결되어 있으며 하  부품이 다른 상  추상개념과 

연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추상개념을 통한 검해야하

는 부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한 부품들이 

상  추상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확장을 통하여 부

품들을 보여주고 검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검 추천시스템을 설계하기 

하여 5가지 View로 나 어서 검View, 컴포 트 추

천 View, 검방법 View, 3D 상 View, 온톨로지 추천 

View로 나 어서 서로 상 계가 있도록 설계하 다. 

향후 연구로는 각 추상 View를 통한 3D 시뮬 이션을 

통하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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