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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 data exchange among the diverse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a process plant project

is an important issue. ISO 15926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to support sharing and integrating

of process plant data. iRINGTools is an ISO 15926-based tool used to exchange plant data. To

exchange plant data using iRINGTools, the mapping between the data model of a commercial

system and ISO 15926 should be preceded. To accomplish this, types and properties of equip-

ment and materials used for plant design should be predefined and these data should be repre-

sented as user-defined reference data complying with ISO 15926. Besides, the user-defined

reference data should be serviced by a reference data server such that iRINGTools searches ref-

erence data from the server and utilizes the data for the model mapping. In this paper, we pres-

ent a method to construct a reference data server and use it for the model mapping in

iRINGTools.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of exchanging specifications

data of equipment and materials using iRING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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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정 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EPC(engi-

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 기자재 공급

사, 그리고 소유주 등의 여러 이해관계자간에 데

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 데이터

를 관리해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업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1,2].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참여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번역기의 수

도 함께 증가하게 되어 데이터의 교환과 공유에

많은 작업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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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통합하는 방법으로는 중

립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중립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3].

플랜트 데이터 공유를 위한 대표적인 중립모델

로는 ISO 15926[4], ISO 10303[5], GPM[6] 등이 있

다. ISO 15926은 공정 플랜트 데이터의 공유와 통

합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여러 개의 파트로 구성

된다[7]. ISO 15926의 주요 파트를 설명하면 파트

2 데이터 모델[8], 파트 3 위상과 기하[9], 파트 4 초

기 참조 데이터[10], 파트 7 템플릿 방법[11], 파트 8

OWL(web ontology language) 구현[12]이 있다.

ISO 15926 표준을 지원하는 수준은 크게 참조

데이터의 지원, 데이터 모델의 지원, 구현 방법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13]. 대부분의 상업용 시

스템들은 참조 데이터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iRINGTools는 ISO 15926 표준의 모든 파트를 지

원하는 플랜트 데이터 교환 도구이다. iRINGTools

은 Fiatech과 POSC Caesar의 협력 프로그램 중 하

나인 IDS/ADI 프로그램[14]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ISO 15926 기반 참조 데이터 정

보를 제공하는 서버의 구축 방법을 제안한다. 그

리고 iRINGTools에서 이 서버에 구축된 참조 데

이터를 검색하여 모델 매핑 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기자재 사양 정보의 교환 실

험을 통해 제안하는 참조 데이터 서버 구축 방법

및 iRINGTools에서의 활용 방법을 검증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ISO

15926 표준 기반의 플랜트 데이터 교환에 관한 연

구들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iRINGTools 시스템

의 구성 및 기능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ISO 15926

표준에 따라 참조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

한다. 5절에서는 ISO 15926 기반 참조 데이터 정

보를 제공하는 서버의 구축 방법을 설명한다. 6절

에서는 iRINGTools를 활용하여 기자재 사양 데이

터를 교환하는 실험 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POSC Caesar는 ISO 15926 참조 데이터에 관한

연구인 RDS/WIP(reference data system/working

in progress)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

의 산출물이 웹 서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에 참조

데이터를 제공하는 RDS(reference data service)[15]

이다. 사용자는 RDS의 엔드포인트(endpoint)에 접

근한 후 SPARQL(SPARQL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16] 질의(query)를 통해 ISO 15926

표준에서 정의한 참조 데이터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영국의 Numenon사가 개발한 XMpLant는 플

랜트 데이터 번역을 위한 중립 모델이다[17]. XMpLant

기반의 번역기 개발 도구로 XMpDE가 있으며

PDS, PDMS 등의 플랜트 설계 시스템들과의 인터

페이스가 제공된다. 러시아의 TechInvestLab[18]사

는 참조 데이터 편집기인 dot15926Editor를 개발

하였다. dot15926Editor는 참조 데이터의 검색, 생

성, 수정 및 삭제 기능을 제공하며, SPARQL 질의

를 활용하여 로컬 사이트의 파일 및 외부 서버에

저장된 RDL 데이터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POSC Caesar와 Fiatech은 ISD/ADI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젝트인 Camelot 프로젝트[19]를 통해

iRINGTools를 이용한 플랜트 P&ID 데이터의 교

환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하였

다. 그러나 Jeon et al.[20]의 연구를 보면 P&ID 데

이터 중에서 논리적 구성(logical configuration) 및

기자재 사양 등의 정보 교환은 가능하나 2D 형상

정보(예로, 원, 선분, 스플라인 등)의 교환은 어렵

다고 보고되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iRINGTools

관련 프로젝트로는 IIP(ISO 15926 Information

Patterns)[21]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iRINGTools에 대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고, ISO 15926 RDL(reference data library)의 권장

사용 패턴과 템플릿 정보 패턴(Template Information

Patterns, TIPs)을 개발하여 iRINGTools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Jeon et al.[22]은 ISO 15926 표준을 활용하여 3D

형상 정보를 표현하고 이를 가시화를 위한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3D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

으로 CSG(constructive solid geometry)를 적용을

하였고 3D 형상을 플랜트 아이템 객체와 연결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Kim et al.[23]은 기존 연구

를 확장하여 ISO 15926 표준을 기반으로 플랜트

3D 설계 정보를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D

형상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CSG 외에 메쉬

(mesh)와 경계 표현(boundary representation, B-

rep) 방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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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INGTools: ISO 15926 기반 

공정 플랜트 데이터 교환 도구

iRINGTools는 참조 데이터 편집 및 검색 기능,

플랜트 데이터 모델과 ISO 15926 표준과의 모델

매핑 기능, 그리고 ISO 15926 표준 형식의 플랜트

데이터 저장소인 파사드(façade)들 간의 플랜트 데

이터 교환 기능을 제공한다.

iRINGTools는 어댑터 매니저(Adapter Manager)

와 익스체인지 매니저(Exchange Manager)로 구성

된다. 어댑터 매니저는 참조 데이터 편집 및 검색

기능, 그리고 플랜트 데이터와 ISO 15926 표준과

의 매핑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어댑터 매니저

를 이용하여 모델 매핑 과정에서 사용자 정의 참

조 데이터 업로더(QMXF Generator)와 참조 데이

터 서버가 활용된다. 익스체인지 매니저는 플랜트

데이터의 교환 기능을 제공한다. 익스체인지 매니

저를 활용하여 플랜트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는 사전 작업으로 어댑터 매니저에서 상업용 플랜

트 데이터 모델을 ISO 15926 표준과 매핑하는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iRINGTools를 이용하여 모델을 매핑하고 데이

터를 교환할 때의 데이터의 흐름은 Fig. 1과 같

다. 먼저 어댑터 매니저를 이용하여 데이터 송신

시스템(sending system)과 수신 시스템(receiving

system)의 데이터 모델과 ISO 15926 표준과의 모

델 매핑을 수행한다. iRINGTools는 외부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엑셀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RDB)를 지원한다. 모델 매핑이 끝나면

송신 및 수신 시스템의 고유 데이터가 iRINGTools

의 파사드들과 동기화 된다. 

참조 데이터는 모델 매핑 과정에서 사용된다. 기

본적으로 사용하는 참조 데이터로는 초기 클래스

·속성·객체 데이터(파트 4), 초기 템플릿 세트(파트

7), 그리고 POSC Caesar 에서 제공하는 참조 데이

터가 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에 맞게 추가로 정

의한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를 사용한다. 사용

자 정의 참조 데이터는 스프레드 시트 또는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데이터 파일로

작성한 후 참조 데이터 서버로 업로딩을 한다. 

모델 매핑이 완료되면 송신 시스템의 고유 데이

터가 동기화를 통해 iRINGTools의 파사드로 업로

딩이 된다. 이후 익스체인지 매니저를 사용하여 송

신 시스템의 파사드와 수신 시스템의 파사드간에

데이터를 교환한다. 파사드들간의 데이터 교환이

끝나면 수신 시스템의 파사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수신 시스템의 고유 데이터 저장소(엑셀 또는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

4. ISO 15926 기반 참조 데이터 서버 

구축

4.1 ISO 15926 참조 데이터의 확장 

ISO 15926 표준의 참조 데이터는 Fig. 2와 같이

클래스, 특성, 객체, 관계로 구성된다. 클래스, 속

성, 및 객체는 ISO 15926 파트 4의 초기 참조 데

Fig. 1 Data flow on exchanging plant data using iRING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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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 정의되어 있고, 이들 간의 관계는 ISO 15926

파트 7 초기 템플릿 세트에 정의되어 있다. 따라

서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를 정의할 때 클래스,

속성, 및 객체는 ISO 15926 파트 4를 확장하여 정

의하고, 관계는 ISO 15926 파트 7을 확장하여 정

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자재의 분류 관계 및 기자재와

속성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Table 1과 같이

ISO 15926 파트 7에서 제공하는 4개의 템플릿을

사용하였다. ClassifiedIdentificationOf Individual

템플릿은 기자재의 식별자를 표현할 때 사용한

다. ClassifiedDescriptionOfIndividual 템플릿은 기Fig. 2 Extension of ISO 15926 reference data 

Table 1 ISO 15926 templates used for representing specifications data of equipment and materials

Template Name Role Name Role Object Type

ClassifiedIdentificationOfIndividual

hasIdentified part2: PossibleIndividual

valIdentifier part2: ExpressString

hasIdentificationType part2: ClassOfClassOfIdentification

ClassifiedDescriptionOfIndividual

hasDescribed part2: PossibleIndividual

valDescriptor part2: ExpressString

hasDescriptionType part2: ClassOfClassOfDescription

IndividualHasIndirectProperty WithValue

hasPossessor part2: PossibleIndividual

hasIndirectPropertyType part2: ClassOfIndirectProperty

valPropertyValue part2: ExpressReal

hasScale part2: Scale

ClassificationOfIndividual
hasClassified part2: PossibleIndividual

hasClassifier part2: ClassOfIndividual

Fig. 3 Definition of DesignPressure by extending an ISO 15927 Part 7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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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정의를 기술할 때 사용한다. IndividualHass

IndirectPropertyWithValue 템플릿은 단일 값(single

value)을 가지는 기자재의 속성을 단위와 함께 표

현할 때 사용한다. ClassificationOfIndividual 템플

릿은 기자재의 분류(classification) 정보를 기술할

때 사용한다.

템플릿 확장의 예를 설명하면, Fig. 3과 같이 ISO

15926 파트 7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인 Individual

HasIndirectPropertyWithValue를 상속받아 기자재

의 설계 압력 속성을 기술하는 템플릿인 Design

Presure를 정의하였다. 사용자 정의 템플릿은 ISO

15926 파트 7에서 제공되는 템플릿보다 보다 명확

하고 구체적인 관계의 표현이 가능하다.

4.2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의 작성 방법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는 스프레드 시트 또는

RDF 데이터 파일로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

구에서는 대표적인 스프레드 시트 및 RDF 데이터

파일 형식인 엑셀 파일과 터틀(turtle) 파일을 사용

하였다.

사용자 정의 클래스 또는 속성 데이터를 생성하

기 위해서는 Fig. 4와 같이 아이디(ID), 라벨(label),

설명(description), 및 타입(entity type)을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류 및 상속 관계를 추

가로 정의한다. 예로 Fig. 4의 클래스 KHNP00011

은 ClassOfInanimatePhysical Object 엔티티 타

입인 three way ball valve를 정의한 것으로

KHNP00024의 자식 클래스이다.

사용자 정의 템플릿을 생성하기 위해서 Fig. 5

와 같이 아이디(ID), 라벨(label), 역할(role), 및 역

할의 개수를 정의해야 한다. 사용자 정의 템플릿

은 SpecializedTemplateStatement의 자식 클래스로

Fig. 4 Definition of a user-defined class or property

Fig. 5 Definition of a user-defined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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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상속 관

계를 정의한다. 예로 Fig. 5의 템플릿 R93761651329

은 AboveBelowRackLocation 관계를 표현하고

R63638239485의 자식 클래스이다. 그리고 이 템

플릿은 두 개의 역할(R2E5FEBBFB55 948D3AC

88681CAEF01979과 RE3366D1100C442E FAD12

BD789E0F9D66)을 갖는다.

사용자 정의 역할은 역할이 지시하는 대상(객체

또는 값)에 따라 정의 방법이 일부 다르다. 그러나

두 가지 종류의 역할 모두 Fig. 6과 같이 아이디

(ID), 라벨(label), 객체의 아이디(Reference data

ID), 역할을 사용하는 템플릿 아이디(Template ID),

역할의 순서(Role index)를 정의해야 한다.

RDF 데이터 형식에 친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새

로운 참조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Table 2와 같은 엑셀 파일이 제공된다. 사용자 정

의 참조 데이터의 생성에 사용되는 엑셀 파일은

Class, Class Specialization, Classification, Specialized

Individual Template, 및 Base Template 총 5개의

시트로 구성된다. Class 시트는 클래스, 속성, 객

체, 및 템플릿의 아이디를 정의한다. Class

Specialization 시트는 클래스, 속성, 객체의 상속

정보를 기술한다. Classification 시트는 클래스, 속

성, 객체의 분류 정보를 기술한다. Base Template

시트는 ISO 15926 파트 7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

는 템플릿을 선언한다. Specialized Individual

Table 2 Excel data format for the definition of a user-defined reference data

ID Label Description Entity Type

http://rdl.rdlfacade.org/

data#KHNP00011

three way ball 

valve

A ball valve that is a three way 

valve with three paths of flow 

through the valve body.

http://dm.rdlfacade.org/

data#ClassOfInanimatePhysicalObject

http://rdl.rdlfacade.org/

data#KHNP00024
ball valve

A rotary valve that has a ball 

closure member.

http://dm.rdlfacade.org/

data#ClassOfInanimatePhysicalObject

http://rdl.rdlfacade.org/

data#R18904856068
PIPE PIPE

http://dm.rdlfacade.org/

data#ClassOfInanimatePhysicalObject

http://rdl.rdlfacade.org/

data#R60717709462
PIPE CLASS PIPE CLASS

http://dm.rdlfacade.org/

data#ClassOfClassOfIndividual

Fig. 6 Definition of a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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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시트는 Base Template 시트로부터 확장

된 템플릿을 정의한다.

사용자 정의 클래스, 속성, 객체를 생성하려면

Class, Class Specialization, 및 Classification 시트

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템플릿을 생성하려면 Base Template,

Specialized Individual Template, 및 Class 시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템플릿의 역할을 생

성하려면 Specialized Individual Template 및 Class

시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모두 입력한 후 iRINGTools

에서 제공하는 QMXF Generator를 실행하면 이

데이터가 Fig. 7과 같이 터틀 형식으로 변환되어

참조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다.

5. iRINGTools에서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 서버의 활용

5.1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 서버의 구축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 서버는 RDF 형식의

참조 데이터의 저장 및 SPARQL을 이용한 참조

데이터 질의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

Fig. 7 Conversion of an Excel data to turtle data using QMXF Generator

Fig. 8 User-defined reference data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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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데이터 서버로 Fig. 8과 같이 Fuseki[24]를 사용

하였다.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를 Fuseki 서버에 업로

딩 하는 방법은 입력 참조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가 엑셀 파일

로 작성이 될 경우 iRINGTools에서 제공되는

QMXF Generator를 이용하여 Fuseki 서버에 참조

데이터를 업로딩한다.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가

RDF 파일로 준비가 될 경우 Fuseki 서버가 제공

하는 RDF 파일 로딩 기능을 이용하여 참조 데이

터를 업로딩할 수 있다.

SPARQL은 시맨틱 웹(semantic Web)을 구현하

는 핵심 기술로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파일로

저장된 RDF 형식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다루는데

사용하는 시맨틱 질의 언어로 질의 방식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질의 언어인 SQL(structured query

language)과 매우 유사하다. 

5.2 모델 매핑 과정에서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

터의 검색

iRINGTools는 기본적으로 ISO 15926 파트 4 초

기 참조 데이터, ISO 15926 파트 7 초기 템플릿세

트, POSC Caesar의 참조 데이터에 대한 검색 기

능을 제공한다.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를

iRINGTools를 이용한 모델 매핑 과정에서 사용하

기 위해서는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를 제공하는

외부 서버에 대한 정보를 iRINGTools 내에 설정

을 해야 한다.

iRINGTools 내에서 어댑터 매니저를 이용하여

상업용 플랜트 데이터 모델과 ISO 15926 표준과

의 매핑을 할 때 외부 참조 데이터의 검색은 Fig.

9와 같이 Reference Data Service를 사용하여 수행

된다. Reference Data Service에서 외부 참조 데이

터를 검색하는 과정은 참조 데이터 서버 정 보 식

별, 참조 데이터 질의문 구성, 및 참조 데이터 질

의 전송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iRINGTools의 어댑

터 매니저에서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

를 입력하면 Reference Data Service는 먼저 검색

을 수행할 대상 서버를 선정한다. 그리고 미리 정

의된 질의문 양식 파일을 읽은 후 사용자가 입력

한 검색 조건에 맞게 수정하여 검색에 사용할

SPARQL 질의문을 생성한다.

4.2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클래스, 속성, 템플

릿, 및 역할 별로 RDF 데이터의 구조가 다르기 때

문에 각 객체 타입에 맞는 질의문을 작성해야 한

다. 질의문이 작성되면 Reference Data Service는

이 질의문을 이용하여 대상 서버에 저장된 참조

데이터를 검색한 후 그 결과를 어댑터 매니저에

반환을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반환된 참조 데

이터 검색 결과를 활용하여 어댑터 매니저에서 모

델 매핑을 수행한다.

6. iRINGTools를 활용한 플랜트 기자재 

사양 데이터 교환 실험

6.1 실험 환경 설정

플랜트 기자재 데이터의 교환 실험을 위해

iRINGTools 2.8.2 버전을 사용하였다. iRINGTools

의 어댑터 매니저는 Windows 7 Professional K OS

에서 IIS 7.5, .NET Framework 4, Oracle

ODP.NET x64 환경에서 운용된다. iRINGTools

의 익스체인지 매니저는 Windows 7 Professional

K OS에서 Apache Tomcat 7, Java 8 (JDK),

SQLServerExpress 2008 R2 환경에서 운용된다.

iRINGTools의 어댑터 매니저와 익스체인지 매니

저는 서로 다른 서버에 설치하는 일반적이나 이

Fig. 9 Searching reference data in iRING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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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 하나의 서버에

모두 설치하였다.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 서버

(Fuseki)는 Windows 7 Professional K OS에서

Apache Tomcat 7과 연동되어 운용된다.

이 실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공한 기

자재 사양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대상 기자재는 원

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밸브 2종이다. 각 밸브

는 속성으로 밸브 유형, 규격, 압력, 온도, 재질, 연

결 방식 등을 가지고 있다.

6.2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의 구축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자재 사

양 데이터의 표현을 위해서 사용자 정의 참조 데

이터를 구축하였다.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는

Fig. 10과 같이 엑셀 파일로 구축한 후 서버에 업

로드를 하였다.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는 31개

의 초기 클래스, 속성, 및 객체를 상속받아 1,050

개의 사용자 정의 클래스, 속성, 및 객체를 정의하

였다. 그리고 35개의 초기 템플릿 세트를 상속받

아 720개의 사용자 정의 템플릿을 정의하였다. 또

한 클래스, 속성, 객체에 대한 50개의 상속 관계를

정의하였다.

6.3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의 업로드

구축된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의 업로드를 위

해서 iRINGTool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업로더인

QMXF Generator를 활용하였다. 추가적으로 4.2절

에서 설명한 터틀 형식의 참조 데이터 작성 방법

을 검증하기 위해서 엑셀 파일에 작성된 기자재

사양 데이터를 터틀 파일로 수작업으로 변환하였

다. 그리고 변환된 터틀 파일을 참조 데이터 서버

의 RDF 데이터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서버에

저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엑셀 파일로부터 서버에

저장된 참조 데이터와 터틀 파일로부터 서버에 저

장된 참조 데이터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6.4 기자재 사양 데이터의 교환

실험에서는 기자재 사양 데이터를 iRINGTools

Fig. 10 User-defined reference data constructed for the experiment

Fig. 11 SQL queries to create initial data in source and target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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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시스템 A(데이터 송신)에서 시스템

B(데이터 수신)로 교환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리고 각 시스템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사양 데

이터를 저장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두 시

스템에 대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Fig. 11과 같이 초기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시스템

A에는 세 개의 기자재 데이터(da1, da2, da3)를 입

력하고 시스템 B에는 두 개의 기자재 데이터(db1,

db2)를 입력하였다. da1과 db1은 동일 데이터이고

da2와 db2는 태그 번호는 동일하나 속성 값이 다

르다. da3는 시스템 A에만 있는 데이터이다.

시스템 A와 B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이후에

iRINGTools 어댑터 매니저를 사용하여 시스템 A

및 B의 데이터 모델과 ISO 159265 표준과의 매핑

을 수행하였다. 모델 매핑 결과가 Fig. 12에 나타

나 있다. 모델 매핑 과정에서 사용자 정의 참조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예로 Fig. 12의 ValveType과

NominalDiameter 템플릿이 사용자 정의 참조 데

이터에 해당된다.

모델 매핑을 완료한 후 iRINGTools 익스체인지

매니저를 사용하여 시스템 A의 파사드와 시스템

B의 파사드간에 데이터 교환을 하였다. 

교환 결과가 Fig. 13에 나타나 있다. 이 그림을

보면 기자재 한 건(da1)은 동일하기 때문에 데이

터가 교환되지 않고, 다른 한 건(da2)의 속성 정보

가 갱신되고, 나머지 한 건(da3)은 기자재 데이터

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구축

된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 서버를 iRINGTools

상에서의 모델 매핑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iRINGTools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

는 의도에 맞게 두 개의 시스템 사이에서 기자재

사양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갱신 또는 추가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7. 결 론

iRINGTools를 활용하여 플랜트 데이터를 교환

하기 위해서 필요한 ISO 15926 기반 사용자 정의

참조 데이터 서버의 구축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리고 iRINGTools에서 이 서버에 구축된 참조 데

이터를 검색하여 모델 매핑 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

터 제공받은 밸브 2종의 사양 데이터의 교환 실험

을 수행함으로써 제안하는 방법의 검증을 하였다. 

앞으로 iRINGTools를 활용하여 기자재 사양정

보뿐만 아니라 플랜트 설계 정보와 기자재 제작

및 설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플랜트 데이터 핸드

오버 업무에 iRINGTools를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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