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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PLIB으로 알려진 ISO 13584 부품 라이브러 리 국제 표준은 상품의 분류와 각 상품 분류별 특성을 묘사 

하는 기준으로서 전자 상거래 분야로 그 응용영 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PLIB 표준은 여러권으로 구성된 

표준인데, 그 중 파트 42는 전자 카탈로그 또는 부품 라이브러리의 데 이터 사전 (Data Dictionary)를 작 

성하는데 정보모델 (Information Model)과 설계원칙 (Design Principles)을 제공한다. PLIB 파트42의 정 

보모델을 기반으로 작성된 데이터 사전을 이용하여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향후 산업별, 부품 

대상별로 구축될 다양한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간의 통합 (Integration)과 상호운용 (Interoperation)을 쉽 

게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전자 카탈로그 또는 부품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 사전의 역할과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 PLIB 파트 42의 내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형부품 데 이터 사전 

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업간 전자 상거래 (B2B e-Commerce)용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을 구축한 결 

과를 정리한다.

ABSTRACT

ISO 13584 Parts Library (PLIB) standard is making its way into e-business as a norm for 

classifying products and their characteristics. PLIB is a multi-parts standard, and the Part 42: 

Methodology for structuring parts families provides the information model and design principles for 

the data dictionary of parts library or e-catalog. If e-catalog systems are built using a data dictionary 

that is constructed based on PLIB dictionary data model, many different e-catalog systems can be 

easily integrated and interoperated. This paper studies the roles and requirements of the data 

dictionary in e-catalog, and applies the data model and design principles of PLIB Part 42 to construct 

a data dictionary from the viewpoint of ontology. Based on the an시ysis results, we propose a data 

dictionary of die and mold parts, and implementat the B2B e-catalog system.

키워드 : 데 이터 사전, 정보 모델, 금형 부품, 전자 카탈로그, 부품 라이브러리, PLIB

Data Dictionary, Data Model, Die and Mold Parts, E-catalog, Parts Library, P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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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품 라이브러리 시스템은〈Fig. 1.〉과 같이 

데이터 사전 (Data Dictionary), 라이브러리 

콘텐츠 (Library Contents), 라이브러리 관리 

시스템 (LMS： Library Management System) 

으로 구성된다[1].

데이터 사전은 부품 군 (Parts Families) 

의 분류와, 각 부품 군의 특성 (Characteristics) 

등 부품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한다. 데이터 

사전은 일종의 부품 분류체 계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분류체계와는 달리 데 이터 사전은, 부 

품 군들의 계층적 분류뿐만 아니라 부품의 속 

성들을 묘사한다. 라이브러리 콘텐츠는 실제 

라이브러리 시스템에 등록/저장된 부품 데 이 

터를 의미한다.

PLIB 이라고 불리는 ISO 13584 표준은 부 

품 라이브러리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이다. 이 목적을 위해 PLIB에서는 

부품 데이터 (라이브러리 컨텐츠)의 명세를 

위한 정보 모델 (Information Model)과, 데 이 

터 사전 (Data Dictionary) 명세을 위한 정보 

모델을 규정하고 있다 [2,7].

부품 데 이터 표현을 위한 정보 모델이라 함 

은, ISO 13584의 20번대 파트(Logical Resource) 

에서 규정하는 데 이터 타입, 값 도메인 수식 

표현 테이블 표현 등의 논리적 자원을 의미 

하는 것이고, 데이터 사전을 위한 정보 모델 

이라 함은, ISO 13584의 42번 파트에서 규정 

하고 있는 데 이터 사전 정보 모델 (Dictionary 

Data Model)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PLIB 파트 42에서 제안하 

고 있는 데이터 사전 정보 모델 (Dictionary 

Data Model)과 데이터 사전 설계 원칙 

(Design Principles)을 참고하여, 금형부품의 

데 이터 사전을 작성하는 방법과 그 연구 결과 

를 소개한다.

다양한 데이터 사전이 공통의 데이터 사전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작성된다면, 향후 서로 

<Fig. 1.> 부품 라이브러리 시스템의 구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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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직에서 제작된 부품 라이브러리 또는 

전자 카탈로그 간에 쉽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교환 (Interface)하고 통합 (Integration)할 수 

있을것이다.

2절에서는 부품 라이브러리에서의 데이터 

사전의 내용과 역할 그리고 요구사항을 살펴 

보고 3절에서는 PLIB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의 데 이터 사전 구축 연구 현황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데이터 사전 작성의 기반이 되 

는 PLIB 파트 42의 데이터 사전 정보 모델 

(Dictionary Data Model)과 설계 원칙 (Design 

Principles)를 분석하고 5절에서 이 결과를 바 

탕으로 작성된 금형부품의 데이터 사전을 소 

개한다. 끝으로 작성된 금형부품 데이터 사전 

을 B2B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에 적용한 사례 

를 소개한다.

2. 데이터 사전

(Data Dictionary)

사람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할 때, 대상 정 

보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용어 (Term)에 대 

한 공통된 합의 또는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용어 (Term)는 대응하는 개념 

(ConceptsX 상징하기 때문이다 [2].

마찬가지로 부품 라이브러리에서도 부품 

정보의 구조를 기술하는 개념들을 명확히 정 

의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2], 이러한 내 

용들이 데이터 사전에 정리된다.

2.1 데이터 사전의 내용

공통된 특성의 부품들은 부품 군 (Parts 

Families)으로 묶어 기술할 수 있는데, 데 이터 

사전에서는 이들이 클래스로 표현된다. 이러 

한 부품 클래스들은, 객체지향 개념을 바탕으 

로 공통 특성의 일반화 (GeneraEzation) 및

<Fig. 2.> 베어링 부품의 PUB 데이터 사전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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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특성의 상세화 (Specialization)를 통해 

계층구조로 구조화된다.

부품 클래스를 정의하는 작업은 그 부품 클 

래스가 표현하는 부품 군의 특성 (properties) 

즉, 속성을 정의하는 작업과 병행적으로 이루 

어 진다. 부품 군의 특성을 속성 클래스로 표 

현하고 속성 클래스를 부품 클래스와 관계를 

맺어 주어 부품 클래스 정의를 완성한다 [3],

이 밖에, 각각의 부품 클래스 속성 클래스 

자체를 설명하는 메타 정보 예를 들면, 동의 

어, 축약어 설명 등이 명세된다.

<Fig. 2.〉은 간단한 형태의 베어링 부품의 

데이터 사전을 예시한 것으로, STEP 표준 

[18]의 정보모델링을 위한 언어 인 EXPRESS- 

G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2]. 위에서 설명한 

데 이터 사전의 내용 즉, 부품 클래스 부품 클 

래스들 간의 계층 구조 각 부품 클래스에 관 

련된 속성 클래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2 데이터 사전의 역할

데이터 사전은 부품 라이브러리 또는 전자 

카탈로그 정보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 

한 개념들을 정의한다. 즉, 부품 데이터의 의 

미 (Semantics)를 기술하며, 이를 이용해 부 

품 라이브러리 또는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이 

부품 데 이터를 관리한다.

또한 데 이터 사전은 부품 라이브러리 사용 

자가 부품 데 이터를 검색하고 필요한 부품 데 

이터를 얻는데 활용된다. 사용자는 부품 클래 

스들의 계층구조를 통해 검색 대상의 범위를 

줄일 수 있고 각 부품 클래스에 정의된 속성 

들을 이용하여 대상 부품 데 이터를 상세히 검 

색할 수 있다.

데 이터 사전은 서로 다른 부품 라이브러리 

들의 통합 (Integration) 또는 연계 (Interface) 

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각 부품 라이브 

러리들이 공통된 데이터 사전에 의해 구축되 

었다면, 즉 동일한 구조로 정보를 관리한다면, 

쉽게 통합 또는 연계될 수 있다 [4],

2.3 데이터 사전의 요구사항

부품 라이브러리 또는 전자 카탈로그 정보 

를 교환하는데 데이터 사전의 역할이 중요하 

다. 이상적인 환경은 공통의 데이터 사전을 

기반으로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일 것이다.

공통의 데이터 사전을 기반하여 전자 카탈 

로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하기 힘든 경우, 즉, 

각 산업 영역별로 또는 대상 부품 영 역별로 

데이터 사전이 독자적으로 작성되는 경우, 정 

보 구조가 유사하고 정보 구조 명세를 위해 

사용된 개념이 일치해야 독립적으로 구축된 

전자 상거래 시스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통 

합할 수 있다.

데 이터 사전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인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5],

• 데이터 사전 정보는 교환 가능 

(exchangeable)해야 한다.

• 데이터 사전 &一仝 (Dictionary elements) 

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식별 가능 

(identifiable)해 야 한다.

• 각 데 이터 사전은, 통합과 연계를 위해, 

서로 간에 또는 표준 데이터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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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Reference Dictionary)과 두 

가지 측면에서 유사 (comparable) 해야 

하고 매핑 (mappable) 이 가능해야 한다. 

첫번째 측면은, 구조 즉, 부품 클래스 계 

층 구조 및 속성 이 서로 유사해야 한다. 

두 번째 측면은 데이터 사전 요소의 정 

의가 유사해 야 한다.

3. 국내외 데이터 사전 사례

3.1 IEC 61360 전자부품 데이터 사전

IEC 61360 (Standard Data Elements Types 

with Associated Classification Scheme for 

Electanic Components)는 IEC/TC3/SC3D [19] 

에서 제정한 전자 부품에 대한 데이터 사전 

표준이다. IEC 61360은 여러 개의 파트로 구 

성되어 있는데, 그 중 IEC 61360-2는 PLIB 

파트 42의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여, 전자 부 

품을 위한 데 이터 사전 정보 모델 (부품의 특 

성과 분류 체계 정보 모델)을 컴퓨터가 인식 

할 수 있도록 EXPRESS [20] 데 이터 모델로 

정의하고 있고, IEC 61360-4는 전자 부품에 

대한 데 이터 사전을 정의하고 있다 [1,6,9],

3.2 E1AJ 데이터 사전

EIAJ (일본 전자기계공업회) [21] 데이터 

사전은 IEC 61360과 마찬가지로 전자 부품에 

대한 데이터 사전이며, 전자 부품과 부품의 

속성에 대한 데이터 모델은 IEC 61360-2와 

ISO 13584(PLIB)-24를 이용하고 있다. 2000 

년 5월 현재까지 약 723 종의 전자, 반도체 부 

품이 분류되어 있다 [1，9],

3.3 로제타넷 전자부품 기술사전 

(ECTD)

로제타넷 전자 부품 기술 사전은(ECTD : 

Electroinc Component Techinical Dictionary), 

EIAJ 전자 부품 데 이터 사전을 확장한 것으 

로, EIAJ의 부품들을 수용하면서 추가적인 

것들을 구분하여 포함하고 있다. ECTD의 부 

품 클래스는 또한 UNSPSC [22] 에서 정의하 

고 있는 부품 카테고리와 일부분 매핑 이 되고 

있다 [1,9,17].

3.4 (쥐일렉트로피아 데이터 사전

일렉트로피아 [23] 는 국내 B2B 전자 상거 

래 전문회사로서 1998년 설립되었다. 일렉트 

로피아 데 이터 사전은 IEC 61360, EIAJ, ISO 

13584(PLIB) 국제 표준을 수용하여 개발 되 

었다 [1,9].

35 ESPRfT PIPPIN 프로젝트 데이터 사전

ESPRIT PIPPIN (Pilot Implementation 

of Process Plant Lifecycle) 프로젝트는 STEP 

AP221 에서 정의되고 있는 프로세스 플랜트 

의 장비와 부품에 대한 데 이터 사전을 정의하 

고 있다[1,8]. PIPPIN 프로젝트의 데이터 사 

전은, PLIB 파트 42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 이 

터 사전 정보 모델 ( common dictionary 

schema)에 따라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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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PIN 프로젝트 데이터 사전에서는, 부 

품 클래스를 기능(Function)과 물리적 

(Physiol)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4. PLIB의 데이터 사전 

정보 모델

4.1 PUB 표준

STEP (ISO 10303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제품 데이터를 표현하고 교환 

할 수 있는 정보 모델을 제공하는 것처럼, 

PLIB은 부품 정보를 표현하고 교환할 수 있 

는 정보 모델을 제공한다. 그러나, PLIB은 

STEP과 달리 부품 정보를 구조화하는 데 이 

터 사전을 표현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정보 모 

델도 제공한다.

PLIB의 데 이터 사전 정보 모델 (Dictionary 

Data Model)에서 정의된 데이터 사전 요소 

의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특정 데 이 

터 사전 (예를 들어, 베어링 부품의 데이터 사 

전)을 기술하고 부품 데이터 기술을 위한 정 

보 모델을 이용하여 부품 정보를 표현하여, 

완전한 부품 라이브러리 (즉, 베어링 부품의 

데이터 사전과, 실제 라이브러리에 등록/저장 

된 개별 부품 정보)를 표현하고 교환하게 된 

다 [6,7].

<Fig. 3.〉은 부품 라이브러리 (데이터 사전 

과 라이브러리 콘텐츠)의 기술을 위한 정보 

<Fig. 3.> 부품 라이브러리 정보 표현을 위한 정보 모델의 개략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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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설명하는 개략적인 그림이다 [7]. 그 

림에서 c血iona/jjelement엔터티의 자식 (child) 

엔터티로 정의된 class엔터티를 이용하여, 데 

이터 사전의 부품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들 간 

의 계층구조를 기술하며, contents项em 엔터 

티를 이용하여 실제 개별 상품 정보를 기술하 

게 된다.

4.2 PUB 데이터 사전 정보 모델

<Fig. 3.〉에서 데 이터 사전 정보 모델에 해 

당되는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Fig. 4.> 

와 같다 [7].

데 이터 사전은 부품 클래스 ((ABS)class 엔 

터티 )와 속성 클래스 (、(ABS)property_DET 

엔터티)로 구성된다. <Fig. 4.〉는 데 이터 사전 

정보 모델을 EXPRESS-G를 이용하여 구조 

를 보여 주는 것으로, 실제로 PLIB 표준에서 

는 EXPRESS 정보 모델링 언어를 이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class 엔터티에 대 

한 정보 모델을 보면〈Fig. 5.〉과 같다 [6],

<Fig. 5.〉에서, 특정 부품군을 표현하는 부 

품 클래스는 부품 클래스 자체를 설명하는 

definiton, note 등의 메타정보와, 해당 부품군

〈Fig. 4.〉PLIB데이터 사전 정보 모델 (ictionary data model)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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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 (Properties)을 표현하는 속성 클래스 

와의 연결 정보 (described_by)로 정의된다.

데이터 사전 요소를, 용어 (Term)을 기준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각의 부 

품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데 이터 사전 요소를 

이용하여 기술한다.[6].

Code

Preferred name

Short name

Synonymous name

Applicable Types

Applicable Properties

Sub-class Selection Properties

〜중략 〜

Class Value Assignment 

D efinition

Note

Remark

Version Number

Revision Number

마찬가지로, 속성 (Property) 클래스는 

Code, Definition Class, Data Type, Preferred 

Name, Short Name, D efinition, Unit, Note, 

… 등의 데 이터 사전 요소를 이용하여 기술하 

게 된다.

4.3 데이터 사전 설계 원칙

PLIB Part 42에는 부품 제공자들이 일관성 

있게 데이터 사전을 정의할 수 있도록, 데이 

터 사전 설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항목들 

의 이름만 예시하면 다음 Table 1와 같다 [6].

<Fig. 5.> Class 엔터티 정의의 상세 [6]



PLIB 기반 전자상거래용 금형부품 데이터 사전의 구축 45

(Table 1,> Data Dictionary Design Rules [6]

• Rulel - Field of application

• Rule2 - Upper section of the hierarchy

• Rule3 一 Lower section of the hierarchy

• Rule4 - Homogeneity of simple family of

parts

• Rule5 - Multiple perspectives on the

hierarchy

• Rule5a - Maximum applicability

• Rule5b - Class valued properties

• Rule5c - Class valued assignment level

• Rule6 - Choice of properties

• Rule7 - Semantic identification of properties

• Rule8 - Applicability of inherited properties

5. 금형부품 데이터 사전

PLIB 데이터 사전 정보 모델 (Dictionary 

Data Model) 즉 데 이터 사전 요소와 데이터 

사전 설계 원칙을 적용하여, 기업간 전자 상 

거래 (B2B)를 위해 금형 부품 데 이터 사전을 

작성하였다 [16].

5.1 데이터 사전 정보 모델 및 

설계 원칙

5.1.1 부품 클래스 분류 계층 구조

및 부품 클래스 메타 정보의 정의

금형 부품 클래스를 기능 중심으로 식별/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가이드 핀 부품의 경 

우 형태상으로 홈이 두개 있는 것, 세 개 있는 

것 머리가 있는 것, 없는 것 등 다양한 형상 

의 부품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형상 차이 별 

로 대응하는 부품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 

가이드 기능을 중심으로 “가이드 핀'이라는 

부품 클래스 하나를 정의하였다.

그러나, 특징적 인 형상 차이가 있고 현실적 

으로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전자 

상거래 시 부품 군이 식별되고 통용되는 경우 

와 같이 특별한 경우, 분류 계층구조의 최종 

말단 레벨에 형상 차이별 부품 클래스를 구별 

하여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이젝터 핀 부품 

의 경우 몸통 부분에 턱 이 져서, 몇 개의 부분 

(단)이 구분되는 특징적인 형상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1단 이젝터 핀, “2단 이젝터 矿 

“4각 이젝터 핀과 같은 부품 군이 식별되어 

통용되기 때문에 이를 말단 레벨 즉, “가이드 

핀' 부품 클래스 하위에 정의하였다.

정의된 모든 부품 클래스는 PLIB 데이터 

사전 정보 모델의 데 이터 사전 요소를 참고하 

여, 유일 코드, 정의 (Definition), 설명 

(Description), 클래스 값 (Class Value), 동의 

어, 축약어 등과, 부모 클래스 상속되는 속성 

(Applicable properties), 상속되지 않는 속성 

(Visible properties)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그러나 PLIB 데 이터 사전 정보 모델의 데이 

터 사전 요소 모두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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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분류코드 정보의 정의

분류코드는 부품 클래스 자체를 설명하는 

메타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각 부품 클래 

스에 부여되어 부품 검색, 부품 분류에 활용 

된다.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 (ECIF)에서 

는 전자카탈로그 상품분류코드 표준을 권고 

하고 있다 [10]. 이 권고안은 UNSPSC 표준 

을 준용하고 있는데, 현재 UNSPSC 표준에는 

금형부품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12], 본 연구에서는 부품 클래스 계층구조를 

기반으로 자체적 인 분류코드를 부여 하였다.

분류코드에 Alpha-numeric 문자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코드내의 자리 위치를 분류 계층 

구조의 각 레벨에 대응되도록 설계하여 부모 

- 자식 관계가 표현되도록 하였으며,〈Fig. 6.> 

는 코드 체계를 설명한다.

<Fig. 6.> 금형부품의 분류코드 정의 예

二L 혀 DU

플라스틱 금형 부품 A M

몰드 베이스 A M01

S 형몰드베이스 A M0101

2 플레이트 S형 몰드 베이스 A M010101

3 플레이트 S형 몰드 베이스 A M010102

4 플레이트 S형 몰드 베이스 A M010103

5.13 속성 (Properties) 클래스 및 

속성 클래스 메타 정보의 정의

부품 군이 대표하는 기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또는, 사용자가 대상 부품을 

검색하여 범위를 좁혀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 

로 제공되어야 하는 속성을, 해당 부품 클래 

스의 속성으로 선택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택된 속성은, 대 

부분의 경우 부품들의 공통 속성에 해당된다. 

예롤 들어, 가이드 핀 부품 클래스에는 그 부 

품 군이 대표하는 기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속성 즉, 전체 길이, 미끄럼부 지름, 

미끄럼부 지름 공차, 고정부 길이 등을 속성 

으로 정의하였다.

정의된 모든 속성들은 부품 클래스와 마찬 

가지로 PLIB 데 이터 사전 정보 모델을 참고 

하여, 유일 코드 정의, 정의된 부품 클래스, 

동의어, 단위 (Unit)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각속성을기술할 때 중요한 것은향후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부품 정보 

를 검색할 때, 해당 속성에 대해 범위 검색 

(Range Search), 불리언 검색, 텍스트 검색 중 

에 어떤 검색 기능을 요구하는지를 분석하여, 

데이터 타입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속성별로 숫자 타입 (Number 

type), 불리언 타입 (Boolean type), 문자 타 

입 (String type)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데 이터 사전은, B2B 전 

자 상거래용 전자 카탈로그에 사용하려는 목 

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최상위 부품 클래 

스에 상품코드 품목코드 (분류코드와 호환성 

을 여부를 나타내는 소그룹 코드의 조합), 제 

조사 상품코巳 정상 단가, 정상 납기 등의 거 

래 관련 속성을 정의하였다.



PLIB 기반 전자상거래용 금형부품 데이터 사전의 구축 47

이렇게 정의된 공통 속성은, 전자상거래 표 

준화 통합포럼 (ECIF)의 전자카탈로그 상품 

속성코드 표준 권고안 [11]의 일부를 수용한 

결과이다.

52 금형 부품 데이터 사전의 작성 결과

완성 된 금형 부품 데 이 터 사전은 분류 트리 

(분류 계층구조)와 부품 클래스 별 상세 설명 

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분류 트리 부분에서는 부품 클래스 명, 부 

품 클래스 코드 (분류 코드), 부품 클래스 간 

부모/자식 관계를 정리하며,〈Fig. 7.〉은 분류 

트리의 일부를 보여 준다.

부품 클래스 별 상세 설명 부분에서는 부품 

클래스의 정의, 동의어, 정의된 속성 리스트, 

부모 부품 클래스로부터 속성 상속 여부 등을 

정리하고 정의된 속성 별로 다시 설명, 단위 

(Unit), 데이터 타입, 동의어 등을 정리한다. 

<Fig. 8.〉는 몰드 베 이스 부품의 상세설명 부 

분을 보여 준다.

5.3 금형 부품 데이터 사전의 특징

본 연구 이전에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13,14] 및 기술표준원 [15] 등에서 이미 금형 

부품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였고 많은 내용이 

KS에 등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 

U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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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로 참고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 KS 표 

준을 따르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작성된 데 이터 사전은, 단 

편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던 관련 내용들을 

B2B 전자 상거래를 고려하여 종합하였고 그 

결과로 분류 계층구조 각 부품 군들에 대해 대 

표 속성, 부품명 속성명, 동의어 등을 종합적 

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B2B 전자 상거래를 위해 상품 묘사 

에 필요한 기본 구성요소 （부품 클래스 분류 

트리, 속성, 용어 등）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파생 속성 （Derived properties） 유도 룰 

속성 간 상호 의존 관계 （예를 들어, 유일성 

조건, 상호 참조 관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 

음을 의미한다. 좀더 지능적인 전자 카탈로그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사전 작성 단계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 해야 할 것이다.

각 부품 클래스 별로 정리된 속성은, 다양 

한 제조 회사들의 부품을 대상으로 선정되었 

기 때문에 공통 속성의 성격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분류코드와 식별코드를 분리하 

였고 식별코드는무의미 코드를 부여하였다. 

기존에는 분류코드와 식별코드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코드에 분류 정보와 식별정보를 

모두 수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전산화하 

는데 장애가 된다

블드 ■이스

CtassificaCion Code

M01000000

Description

플라스튝 싱형 기刖에서 제품율 冬형하꼬 이칙힝蛍 册 驱요한 모든 금형 요소듷後 呈함하는 하무짆'

왕登야 史 등역어

M어 d Base

Attributes

Attribute & Descnptan Ng &&&

* ・*寻셰W «

4

■연 景러더트 刀호 규궉
■드 攜미스익 容형 층력（皿 舂혛善외 크기） *，冶하 수 있는 為수 승 사 
로 치수, 혈한의 가로 勾수. mm N main plate horizontal wid由

■연 番러댸M 輩箜 目거
■드 的미스이 성형 능혁 （히 셩형晉21 코가） « 가늠程 수 있는 为c 층 密 
로 치수, 청한이 期로 치수.

mm N main plate vertical width

교정- 企为간 두■ 고정号 치잔외 두11 为수 mm N ^xed 어emp olats thidcness
교형환 두■ 고정点 혐한囹 두）H 肉수 mm N cavitv olatB thidcness

가등亀 套란 두■ :가등春 혈판이 学理 对스 mm N core plate thickness

脆류 崔为장 뚜彰 가듬喜 崔치환의 年理 치수 mm N
moving 젔amp plate 
thickness

스■렸检 鷺醴 두乗 스II마서 詈류이 年JI 치수 mm N spacer block thickness

려직터 훤 고정판 머驾텨 판 고정한 뚜11 치수 mm N
ejector retainer plate 
thickness

01거터 理 뱰客한 머책터 핀 받침판 暮康 치수 mm N
ejector base plate 
thid<ness

才며드 타업 가이드 방식어 대한 분興.
”표준현" 科 "역 가미드 혛” 두 가치 증어 션택 B guide type

뎌理日 핀 호헙 타협

마책터 흰의 조립 방법01 대한 분류

"자구£1 방석",'스！!며서 방식” 층어 션핵.
스H마서 방석미란 스XI마서 잉彖 상하 이핵터 譽&마트 사이에 파워 미학터 

진耋 조합하는 낭석量 깔하.

B ejector pin assembling type

■연 즐MUI 븤 제즣 형란, 받宓롼, 스트dllM한 号왹 절 C main plate material
개）（드 긴 只薯 가이드 힌 치■ XI수 mm N guide pin diameter

曰탄 풘 재富 히턴 핀 XI*  치수 mm N return pin diameter

<Fig. 8.> 몰드 베이스 부품의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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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曲同瀟 • Heme 뇨晝兵였기 的 麥쭈퐌T 鬱사璘탿쪖 隴 5揃

；
n Shop e Proc , 거L사 F 이용안내 헌욍专보 여느鶴앗A '

户픙의어

[쯰亜쯔其的
Parts Info. Search

:; 볺류胃才:프建스 금혐 부푸 > 다미세트 및 판련*푸  > 다디屬巨용 가川드 포스트 세트 유났 > 가미드 포 
스트 > 압입혆 가이드 포스트 >

^ROOT(101140)
由. 愛하스聲 금형 후품(95998)

&■ 프헤스 금형 부蓉(5U2)

曰■ 하이矯트 熨 관현후품(1092)
: 由■ 스蜜다미시I트® ||

i 宙■ 추첳蘭하미爛堡仰 ]

' 由•■다이闢트箍蠢가OiUJE스：트세建(3계

! 雄. 다며爛트용풀해인 가하드 ？E스호세f

i b-9 나이爛트용 가이生 포스쯔 세每 유냇(

- 白.가由三垩스乓知

'編 糙학형 갸야드 포스타햐)

" 翁 旳형 가0l£ 茎스悬(0)

； 龜窶 가비드 뿌시向

: 既■ 퓿핺인 가이으 早서(0)

； 国.寰리터i미너冏

: 备■ 着더答 囈가이뜨포스트爛뜨⑴6)

；' 备•.蚤더용퓷케언가미冬呈스트세뜨四

! 歯•. 蚤터룡 갸히드 포스트 셰트 유닛何

, '働想끄冏

: 辱■ 편치 実 러턦이너 관현 부풀01。)

、 砰■ 面앓엇멏핀퍈련부품。%) -

、 串■ 픞헤이톺 잋 뚜시 관宜부푸개67)

♦ ■ L- al =푼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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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顼 鶴냇

<Fig. 9.> 금형 부품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의 검색 인터페이스 [16]

5.4 금형 부품 데이터 사전의 적용

본 연구 결과로 작성된 금형 부품 데이터 

사전을, 업종별 B2B 시범사업 중 금형업종 

컨소시 엄에서 구축한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 

에 적용하여 구축하였다.

<Fig. 9.〉은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의 부품 

검색 인터페 이스를 보여준다 [16]. 사용자가 

좌측의 부품 분류 계층구조에서 검색 부품 군 

을 지정한 후 우측 속성 검색 창에서 속성값 

의 범위 (Range)를 입력하여 검색한다.

6.결 론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부품 라이브 

러리 또는 전자 카탈로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내에 표현하고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부품 라이브러리 또는 전자 카탈로그 정보 

를 교환하는데 데 이터 사전의 역할이 중요하 

다.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공통의 데이터 사 

전을 기반으로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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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데 이터 사전을 기반하여 전자 카탈 

로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하기 힘든 경우, 즉, 

각 산업 영역별로 또는 대상 부품 영역별로 

데이터 사전이 독립적으로 작성되는 경우, 공 

통의 데 이터 사전 정보 모델을 기반해 야 전자 

상거래 시스템 간에 쉽게 정보를 교환하고 통 

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LIB 표준에서 제 시하고 있 

는 데 이터 사전 정보 모델을 공통의 데 이터 

사전 정보 모델로 상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형부품의 데이터 사전올 작성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소개 하였다.

향후 다양한 영역의 데 이터 사전이 공통의 

데이터 사전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작성된다 

면, 이들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 간 효율적인 

통합과 정보 교환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LIB 국제표준을 이용하여 구축하였 

기 때문에 국내외 PLIB을 기반으로 구축된 

표준전자카달로그 시스템과의 통합도 쉽게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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