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STEP회의 참가보고
STEP센터 한순흥 (KAIST)
이 글에서는 지난 2001년 2월 18일에서 23일 사이에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에서 개최된, ISO STEP회의(공식적으로는 ISO/TC184/SC4 회의)에서 파악된
STEP 기술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 여러 번에 거쳐 동향 보고를 하
였기 때문에 (월간CAD/CAM, 2001년 1월호, pp.174-177, 한순흥, 이현찬 저, "
디지털
제조를
위한
STEP",
2000년
5월,
인터넷
버전
http://kstep.or.kr/kstep_introduction/step_book/개요목차.htm 참조), 이 글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된 순서에 따라 작업반(WG: working group) 단위로
소개를 드린다. 실제로 ISO회의에 참가하면 접하게 되는 정보를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린다.
보통 STEP회의는 일요일 저녁에 리셉션으로 시작된다. 물론 그 전날부터 시
작되는 작업반 회의(특히 WG10은 매번 토요일에 회의를 시작한다)들도 제법
되고, 일요일 아침과 오후에도 New Comer 모임 등이 있지만, 전부 모이는 것
은 일요일 저녁때 개최되는 리셉션이다. 칵테일 형식으로 제공되는 리셉션에
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인사를 나누고, 새로 참석하는 사람들을 소개
하는 자리로 생각할수 있다. 이번 모임에는 총 190명 정도가 참석하였는데,
미국인 43명은 숫자가 약간 줄은 것이지만, 일본인 38명은 계속 늘고 있다.
매번 회의에 20여명 씩 참석하던 일본은 이번에는 더 많이 참석하여, 이제는
미국 참석자 숫자와 비슷해 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영국 23명, 독일 16명,
프랑스 13명 순서로 참석하였고, 한국은 8명이 참석하였다.
사진 1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 분들이다. 섬에서 회의가 개최되어 바다
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맨 왼쪽의 필자를 포함하여 포항공대 서석환 교
수, 건설기술연구원 김성식 연구원, 포항공대 천상욱 연구원, 삼성중공업 박
상수 연구원, 포항공대 홍희동 연구원, 경희대 건축과 김인한 교수, 해양연구
원 김용대 박사가 참석하였다. 사진 2는 SC4의 의장인 영국 BAE시스템의
Howard Mason(대머리+안경)이 한국 참석자들과 찍은 사진이다. 같이 자리한
여자분은 마데이라 섬의 관광담당국 책임자로 유명한 마데이라 와인을 소개
해 주었다.

사진 1. 한국 참석자

사진 2. Howard Mason, SC4 Chair

월요일 아침 8시부터 개최되는 Opening Plenary에서는 참석자가 모두 모여 90
분 동안 일주일 동안에 진행될 회의의 개요를 듣는 자리를 갖는다. 의장의
발표를 포함하여 각 작업반과 위원회의 책임자, P-멤버 국가의 진행상황 등이
소개되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기회가 된다. 이번 회의에서 Howard
Mason 의장이 강조한 내용을 소개하면, 1995년에 이어 그동안 완성된 STEP
표준의 파트들을 CD로 배포하는 STEP Release 2, STEP 표준을 웹으로 볼수
있고, 활용할수 있게 하는 XML 기술의 활용, 생산단계에서 STEP기술을 활
용하기 위해 새로 구성된 Manufacturing Task Force의 활동 등이다. 현재 SC4
에서 제정중인 표준규격들은 STEP(ISO 10303)을 비롯하여 PLIB(ISO 13584),
MANDATE(ISO 15531), OIL & GAS(ISO 15926), IIDEAS(ISO 18876)가 있다.
사진 3은 SC4의 실무적인 일을 모두 처리하는 Deputy Secretary인, 미국
ManTech사 소속인 Teresa Brittingham을 보여준다. SC4 문서의 투표와 안내문
등의 행정적인 처리는 모두 Teresa Brittingham이 처리한다. 참석자 전체가 모
이는 회의는 월요일 아침의 Opening Plenary와 마지막 날인 금요일 아침에 개
최되는 Closing Plenary가 있고, 수요일 아침에 개최되는 Liaison Plenary가 있
다. 그밖에 월요일 저녁의 Open Technical Forum에는 누구든지 참석할수 있고,
금요일 10시 30분부터는 국가대표들이 모여 정식으로 문서를 처리하는 SC4
Plenary가 개최된다. 나머지 시간에는 각 작업반 또는 업종별 팀, 그리고 표
준문서의 파트를 준비하는 프로젝트 팀별로 회의가 개최되어, 많을 경우에는
25개의 소규모 회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Social Event
라는 모임을 통해 개최국의 문화를 다같이 접할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사진 3. Teresa Brittingham, SC4 Deputy Secretary

작업반(WG)별 주요 진행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WG2는 부품 라이브
러리(PLIB: Parts Library)를 제정하는 분과로, 최근의 움직임은 PLIB의 활용을
위해 IEC(전자부품), 석유산업, 조선, 가구산업 등과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있
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PLIB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중이다. WG2의
책임자는 이번 회의에서 독일의 Wolfgang Wilkes로 변경되었다.
WG3는 모든 응용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가장 큰 작업반으로, 산업 분야별 팀
이 구성되어 있다. 이 팀들의 명칭과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작업반도 마찬
가지지만, 특정한 팀이 활동을 하다가 담당 일이 마무리 되면 해체되고, 새
로운 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팀 번호가 일련 번호를 갖고 있지 못하다.
T01 – Shape Representation – Ray Goult
T04 – Materials – Anna Moreno
T08 – Product Life Cycle – John Dunford
T09 – Engineering Analysis – Keith Hunten
T19 – Mechanical Products – OPEN
T20 – Process Plant – Mark Palmer
T21 – Oil and Gas – Nils Sandsmark
T22 – Building and Construction
T23 – Ships – Jim Mays, John Kendall
T24 – Manufacturing – Martin Hardwick
JWG8은 STEP 기술을 생산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반으로 2000년에
TC184/SC5와 합동작업반(JWG: 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이 작업반
의 최근 관심사항은 프로세스 표현 언어인 PSL(process specification language)
과 기존에 개발중인 MANDATE(ISO 15532)의 완성이다. 최근에 구성되어 일
본인 키시나미 교수와 미국 STEPtools의 Martin Hardwick씨가 주도하는
Manufacturing Task Force와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JWG8의 책임자는 Jean-Jacques Michel라는 프랑스 사람이며,
Manufacturing Task Force의 책임자는 일본 호카이도 대학의 키시나미 교수이
고, 새로 구성된 WG3/T24 리더는 Martin Hardwick 박사이다.
JWG9은 IEC와 합동 작업반으로 3천 페이지가 넘는 AP210과 AP212가 완성
되어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JWG9의 책임자가 독일의
Lothar Klein씨로 변경되었다.
WG10은 STEP 표준 전체의 골격을 책임지는 작업반으로, 현재 진행중인 프

로젝트는 SC4 Framework, SC4 Data Architecture, Modularization, Express/UML
mapping의 네 가지다. Framework는 산업분야별로 개발되는 응용프로토콜(AP)
사이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AP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문서이다. 따라
서 이 문서는 SC4의 모든 AP와 AM(application module: 응용 모듈)의 작성에
출발점 역할을 한다. Data Architecture는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국의 Matthew West씨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IIDEAS라는 이름으로도 불리
며, EXIST(EXpression of Information based on Set Theory)라는 Ontology에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여 SC4 표준들을 통합하려는 목적을 같고 있다.
WG11는 작업반 이름을 Enabling Technologies라고 부르며, 프랑스의 Christophe
Viel씨가 책임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룬 표준은, Express의 버전 2와
버전 3, 그리고 Express-X와 같은 정보모델링 언어와, 적합성 시험 방법이다.
WG11에서는 10번대, 20번대, 30번대의 파트들을 맡고 있다.
WG12는 그동안 사용하던 Integrated Resources라는 단어 대신에 Common
Resource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40번대, 50번대, 100번대,
외에도 500번대(AIC)와 10,000번대의 응용모듈(AM: application module)들이 추
가되었다. 이밖에도 파라메트릭, 어셈블리, 그리고 유체역학 NWI가 새로 추
진되고 있다.
작업반 외에도 위원회가 5개 있는데, PPC(policy planning), QC(quality),
Implementors’ Forum, Change Management, STEP Centers가 그 위원회들이다. 사
진 4는 Implementors’ Forum(IF)을 새로 맡은 STEPtools사의 Martin Hardwick사
장이다. Implementors’ Forum(http://www.steptools.com/impforum)에서 이번에 다
룬 주제들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AP Interoperability
Unified PDM Schema
Modularity (Modular architecture)
Parametrics: Solid Model History
STEP and XML
CAx/PDM Implementors Forum
Implementations of Parts-Lib

사진 4. Martin Hardwick, STEPtools
사진 5는 ISC(International Industry STEP Centers) 제작한 STEP 포스터를 보여
준다. 일본은 이번 회의부터 그동안 사용해 오던 JSTEP이라는 명칭을
ECOM(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JSTEP이 ECOM과 합병되어 산하의 STEP 위원회로서 활
동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이다.

사진 5. STEP 포스터

SC4의 Liaison 위원회인 OMG(object management group)의 관련 활동은 PDM
Enablers 버전 2, CAD Services 버전 1, MDA(Model-Driven Architecture)의 핵심
기술인 UML 버전 2에 관한 것이다. SC4에서는 PDM 스키마, 파라메트릭스,
Express 언어가 대응되는 프로젝트로, 각각 OMG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SC4의 다음 회의 일정을 보면, 2001년 6월 10일 - 15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9월월 30일 – 10월 5일에 일본 후쿠오카, 2002년 2월 24일 – 3월 1일에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너의 찰스턴, 2002년 6월에 스웨덴의 스톡홀름, 2002년 10월
에 서울로 예정되어 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관련 회의로는 2001년 10월 27-30일 사이에 서울 코엑스
에서 개최되는 e-Biz Expo (과거에는 CALS International Expo라고 불렸다)가 있
으며, 이때 SASIG (STEP Automotive Special Interest Group) 회의가 10월 3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http://kstep.or.kr과 http://www.nist.gov/sc4,
www.tc184-sc4.org에서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