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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최근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이 제품개발 환경의 변화 및IT

필요성과 접목되면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글로벌 분산 제품, e-
개발 환경 구축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품설계를 위한 아이디어 단계에서 부터.
생산 이전까지의 관련된 모든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의

제품개발 체제의 확립과 제품개발 전문가간의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엔지니어링 협업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의미한다[1].
제품설계 정보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활용한 연구사례를 보면,

는 해석모델에 를 정의하고 이를S. Peak Constrained Objects
기반에서 를 통해 해석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CORBA ANSYS

축하였다 에서는 환경에서 엑셀[2]. RoboBat ANSYS Workbench
과 연계하여 요소설계 및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를[3]. CAD System I-DEAS API
이용하여 모델 및 해석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CAD EzStructure
프로그램과 를 이용하여 해석을 로ANSYS Workbench Batch mode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지식 프로세스 기반의 제품개발 엔지니어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품설계 초기단계에 기업

에서 적용 가능한 엔지니어링 협업 방안으로 해석 템플릿 모듈을

개발하고 설계 검증 및 설계 변경을 자동화하여 설계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 기반의 해석 자동화 시스템으

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제품설계 해석정보의 공유화와 협업 시스.
템과의 통합을 위해 웹 기반의 엔지니어링 협업시스템 구축

및 관련 요소기술을 개발하였다.

구조해석대상및아이템선정2.
본 연구를 위한 적용모델은 휴대폰으로 선정하였는데 최근,

의 휴대폰은 기능이 점차 복합해지고 멀티미디어 도구로써 새롭

게 부상하면서 대형 화면창의 채택과 휴대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체 제품의 사이즈 케이스의 두께 및 내부 실장공간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은 해석에 대한 개별화 모델과 선정된 아이템을. Fig. 1
보여주고 있으며 세부 해석 모델 및 해석 아이템은 다음과 같다, .

Fig. 1 Decision of Analysis Items and Types

폴더 힌지 부분의 해석검증-.
대형 화면창의 채택 등의 이유로 폴더부의 무게가 상대적

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폴더 힌지부 주변의 케이스부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템플릿 기반에서 정형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대상을 선정하고 모델링을 설계하였다.
화면창의 내 외부에 대한 해석검증-. ,
다양한 화면창의 크기에 따른 브래킷과 화면창의LCD

주요설계인자에 대한 템플릿 기반의 정형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구조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아이템을 선정하였다.

통합용구조해석시스템구축3.
협업 프레임워크 통합용 구조해석 시스템은 해석 템플릿 모듈

화를 통해 얻어진 제품 설계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공유화와

협업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사용자에게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에서 보여주듯이 통합용. Fig. 2
구조해석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구축하였다.

Fig. 2 Schema of Template-based Structural Analysis System

객체지향 인터넷 분산환경의 에서.NET Framework ASP.NET,
언어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웹 서비스를 개발ASP, Javascript

하였다 은 협업 프레임워크 통합용 구조해석 시스템의. Fig. 3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사용자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해석모델링 설계에 대한 구조해석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템플릿 기반의 구조해석 웹서비스 시스템을 선택하는

과정의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Fig. 3 Process of Template-based Structural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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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프레임워크 통합용 해석 정보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MS-SQL Server ,
는 템플릿 기반의 구조해석 컴포넌트와 협업 시스템이Fig. 4

통합되어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내부구조는 협업 시스템과 통합되어 에 관한 정보를CAE Task

저장 관리되는 테이블과 해석 템플릿 모듈 인자에 관한caetask
정보를 저장 관리되는 model_info, material, material_xml, result,

등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boundary, analysis_item .

Fig. 4 Schema of Database

템플릿 기반의 구조해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CAE
상용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ANSYS Workbench
환경에서 응용 해석 프로그램을 개별화 할 수(Customization)
있는 을 활용하여 핸드폰 설계에SDK(Software Deveoploment Kit)
주요한 인자를 대상으로 템플릿 인자를 모듈화하였다.

통합용템플릿기반의구조해석시스템구현3.
지식기반의 엔지니어링 협업 프레임워크와 통합된 템플릿

기반의 구조해석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와 같이 나타내었다Fig. 5 .
사용자는 하나의 제품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에

서 설계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용 템플릿 기반의 구조해석 시스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의 구조해석에 대한 프로세스과정을 에 나타내Fig. 6

었다 여기에는 상용 시스템 과 템플릿 기반의 해석. CAD (pro/E)
프로그램이 플러그인 되어 해석에 필요한 해석 템플릿CAE
인자들을 통해 설계검증을 위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설계파라미터를 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해석.
수행후 다른 협업 컴포넌트와 연계하여 온토롤지 검색 및 해석결

과을 뷰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시켰다.

Fig. 5 Integrated System of CAE Component Process

Fig. 6 Templated-based Structural Analysis Module and Process

결론4.

본 연구에서는 상용 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웹CAE ANSYS ,
기반에서 구조해석 대상을 정형화하여 특정해석을 위한 정형해

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적용대상으로 휴대폰을 선정하여,
개념설계 및 제품 상세 설계 단계에서 설계검증을 위한 구조해석

의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특정해석을 위한 템플릿

기반의 정형해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전체 지식기반의 엔지니어링 협업 프레임워크기술과 통합

하기 위한 통합모듈을 개발하여 타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와

통합시켰다.
이는 지식기반의 제품설계 엔지니어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품설계에서 설계 검증을 위한 구조해석 업무를

개별화한 템플릿 모듈을 활용하여 설계 검증 및 설계 변경을,
자동화하고 설계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을 통해 설계단계에서 쉽게 해석을 활용할 수 있는CAE
템플릿 기반의 구조해석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설계검증을

위해서 검증된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구조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터넷 환경에서

웹 기반의 정형화된 구조해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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