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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협업적 제품 거래 (CPC： Collaborative Product Commerce) 환경에서는, 여러 부품 공급자의 이질적 

인 부품 라이브러리들을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마치 하나의 부품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환경 

을 제공해야 한다. 온톨로지 기반 정보 통합에서는 정보 소스의 메타데 이터를 엄밀하고 명시적으로 표현 

한 온톨로지를 병합 (aligning 또는 merging)하여 여러 정보 소스에 대한 단일한 글로벌 뷰를 제공한다. 이 

때 소스 온톨로지 간 매핑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톨로지 간 매핑 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매핑을 정 

의하는 방식이 정형화되기 위해서는, 온톨로지들이 일관된 모델링 관점과 일관된 의미적 표현 방식으로 

모델링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상위 온톨로지에 기반한 부품 라이브러리 온톨로지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를 실제 금형 부품 라이브러리의 정보통합에 적용하여, 소스 온톨로지 간 매핑 이 단순해지고 

정형화되며, 결과적으로 소스 온톨로지들을 자동 병합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구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ABSTRACT

Ontology-based approaches for automated information integration are being widely investigated. 
The existing approaches explicitly represent the semantics of information sources in ontologies and let 
the computer system, through aligning or merging the source ontologies, provide a global view of 
information sources. The problem of aligning or merging different ontologies is a well known 
problem, and the inter-ontology mappings play an essential role in information integration. To enable 
simple and well-founded mappings, the ontologies of information sources should be modeled with the 
same world view and with the same manner of representation. This paper introduces an ontology 
modeling framework for component libraries, which is developed based on the Guarino's theory of 
upper ontology. This paper discusses the results of modeling ontologies of mold and die component 
libraries based on the framework. A Web-based implementation automatically merges the source 
ontologies.

키워드 : 부품 라이브러리, 정보 통합, 온톨로지 매핑, 온톨로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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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1.1 전자 카탈로그

제품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많은 부품 

들을 이용하여 설계되고 제조되므로 부품공 

급 협력업체와 세트메이커들로 구성되는 협 

업적 제품 거래 (CPC： Collaborative Product 

Commerce) 환경에서, 부품 정보7卜 효율적으 

로 교환되고 공유되어 야 한다.

부품 정보는 부품 공급자들에 의해 생성되 

고 제공된다. 부품 공급자들은 제품 설계, 제 

품 제조 제품의 유지보수와 같은, 제품 엔지 

니어링 업무에 부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 

하기 위흐！], 전자 카탈로그 (electronic catalog) 

또는 디지털화된 부품 라이브러리 (digital 

parts library)를 구축한다.

전자 카탈로그는 부품들을 분류하기 위해, 

부품 클래스를 정의하고 부품 클래스들의 계 

층 구조를 구성하며, 각 부품 클래스 별로 부 

품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속성을 정의한다. 

이러한 지식은 대상 부품을 빠르게 찾고 해당 

부품의 사용 조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원하 

는 부품을 선택하는 업무를 지원하며, 부품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제공하 

는 정보 시스템의 메타데 이터 또는 데 이터 모 

델 역할을 한다 [8,2].〈그림 1〉은 EXPRESS- 

G [13]로 표현된 베어링 부품 전자 카탈로그 

의 간단한 데 이터 모델 예를 보여준다. 굵은 

실선이 부품 클래스 간의 포함관계 

(subsumption relation) 즉 상속관계를 나타 

내고, 가는 실선이 각 부품 클래스에 정의된 

속성을 나타낸다. 실선 박스가 부품 클래스를 

나타내며, 점선 박스가 각 속성의 데이터 타 

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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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베어링 부품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모델 (EXPRESS-G 표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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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품 라이브러리의 이질성

여러 회사가 동일한 기능의 부품을 공급하 

기 때문에, 제품 제조자는 원하는 부품을 찾 

기 위해, 여러 부품 공급자의 부품 라이브러 

리를 검색하고 결과를 비교해 야 한다. 문제는, 

소스 부품 라이브러리들은 설계 독립성에 기 

인하여 서로 이질적 이라는 것이다. 부품 공급 

자들은 동일한 부품일지라도 서로 다르게 분 

류하고 계증 구조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부품 클래스에 불충분한 속성을 

정의하거나 서로 다른 속성을 정의하여 같은 

것임을 판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동일한 부 

품 클래스에 다른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으 

며, 동일한 속성에 대해 다른 측정 단위를 사 

용할 수도 있다 [2,6].

따라서, 여러 부품 공급자의 이질적 인 부품 

라이브러리들을 통합하여, 사용자들에게 마 

치 하나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그림 2〉는 여러 부품 

공급자들의 부품 정보를, 통합 전자 카탈로그 

를 통해 제품 개발 및 부품 구매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 부품 공급자들의 부품 

전자 카탈로그가 하나로 통합되면, 사용자는 

단일한 인터페 이스를 통해 원하는 부품을 검 

색하고 부품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최근에, 이질적 인 정보 소스를 자동으로 통 

합하기 위해, 정보 소스의 메터데 이터를 온톨 

로지에 엄밀 (formally)하고 명시적 (explicitly) 

으로 표현하고, 컴퓨터 시스템 이 이들 소스 

온톨로지들을 병합 (aligning 또는 merging)흐卜 

여 단일한 글로벌 뷰를 제공하는, 온톨로지 

기반 정보 통합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사용자

(부품 검색. 부품 정보 획득 등)
기존 시스템

(재고관리. 회계 등)

〈그림 2> 여러 부품 공급자의 부품 라이브러리 통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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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온톨로지 구조 및 온톨로지 매핑

〈그림 3〉은 온톨로지 기반 정보 통합 방법 

에 있어 일반적 인 온톨로지들의 구조 및 역할 

을 보여준다 [11]. 참조 온톨로지 (reference 

ontology 또는 shared ontology)는 일반적으로 

기본 개념과 이들의 계층 구조, 그리고 개념 

간의 관계, 개념의 값 범위 등을 제공하고, 소 

스 온톨로지는 참조 온톨로지에 정의된 이러 

한 기본 개념과 기본 관계를 이용하여 각 정 

보 소스들의 메터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엄밀하게 기술한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은 소스 온톨로지의 정보 요소 간의 매 

핑을 바탕으로 소스 온톨로지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단일한 글로벌 뷰를 제공한다.

소스 온톨로지 병합을 통한 정보 통합 방법 

에서는 소스 온틀로지의 정보 요소 간 매핑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스 온톨로지 간 매핑 

방법은 ① 온톨로지 모델러가 임의의 매핑 관 

계를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② 동의어, 이의어, 상위어, 하위어 등의 어휘 

적 관계를 기반으로 매핑하는 방식, ③ 상위 

클래스와의 상속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클래스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설정하는 방식, 

그리고 ④ 미리 정의된 기준 개념 (또는 용 

어 )에 대한 참조를 바탕으로 매핑하는 방식 

으로 분류할 수 있다 [11].

2.2 관련 연구의 분석

COIN 방식 [5]은 지식 표현에 COINL 

(COIN Language)이라는 전용언어를 사용한 

다. 이 언어는 프레임 로직 (Frame Logic)에 

직접적으로 기반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언 

어 구성요소 (language constructs) 즉 모델링 

프리미티브의 의미가 일반적 (추상적 )이고 

컨텐츠 독립적 이어서 온톨로지 모델러에게 

너무 큰 자유도가 주어 진다. 예를 들어 동일 

〈그림 3> 온톨로지 기반 정보 통합 방법에서의 온톨로지 구조 및 온톨로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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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 요소를 클래스로 표현할지 속성으로 

표현할지, 더 나아가, 클래스를 상세화할 때 

하위 클래스들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해야 하 

는지, 클래스에정의되는 속성을 어떤 기준으 

로 식별해야 하는지 등 지식 모델링 원리와 

기준을 스스로 결정해 야 한다. 따라서, 작성되 

는 온톨로지들이 비록 유사한 정보 소스의 메 

타데 이터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할지라도 온 

톨로지 모델러에 따라 다른 모델링 관점과 의 

미적 표현 방식으로 작성되고, 결과적으로 온 

톨로지들 간의 매핑 이 복잡해 진다. 예를 들 

어, 클래스와 속성 간, 심지어는 클래스와 여 

러 클래스의 인스턴스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 

족하는 것들을 명세하는 임의의 표현식 

(expression) 간의 매핑과 같이 복잡하고 자동 

처리하기 힘든 매핑 이 필요해 진다. COIN 방 

식에서는 참조 온톨로지에 공통 타입을 정의 

한다. 소스 온톨로지에는 이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들을 프레 임 로직 연산자를 통해 

결합하여 각 정보 소스의 정보 요소를 표현한 

다. 소스 온톨로지들 간의 매핑은 온톨로지 

모델러가 프레임 로직의 표현식을 이용하여 

임의의 매핑 관계를 수작업으로 미리 기술해 

야 한다. 따라서, 2.1 절에서 설명한 매핑 방식 

중 ①번 방식에 해당된다. 그러나, 임의적인 

매핑 관계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방식에서는, 수작 

업으로 미리 기술되는 매핑 관계를 정보 요소 

의 값에 대한 변환 식으로 한정 시킨다.

BUSTER 방식 [10]은 지식 표현에 웹 온 

톨로지 표현을 위해 개발된 OIL 이라는 범용 

언어를 사용한다. OIL 언어는 W3C에서 

Semantic Web의 요소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웹 온톨로지 표현 언어 OWL과 유사하며 실 

제로 OWL은 OIL을 참고하고 확장하여 개발 

되었고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OIL 역시 로직 

언어인 디스크립션 로직 (Description Logic) 

을 기반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COIN 방식 

과 마찬가지로, 언어 구성요소 (language 

constructs) 즉, 모델링 프리미티브의 의미가 

일반적 (추상적 ) 이고 컨텐츠 독립적 이다. 온 

톨로지들은 모델러에 따라 다른 모델링 관점 

과 의미적 표현 방식으로 작성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온톨로지들 간의 매 

핑 이 매우 복잡해 진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개발된 온톨로지를 자동 통합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OIL 언어 표현식 이 다른 표현식(들) 

에 대해 동등한가 즉, 함의 (entailment) 관계 

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범용의 추론 능력 

(theorem proving)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추론 기능은 제한적이다. 더 

군다나 이러한 추론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추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표현식의 동등성 

판별에 필요한 관련 지식들이 이용 가능한 형 

태로 미리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는 B의 자식”, 北는 C와 형제” 라는 표현 

식을 가지는 온톨로지가 있고, 또 다른 온톨 

로지는 "C는 A의 삼촌” 이라는 표현식을 가지 

고 있다고 가정할 때 두번째 온톨로지의 표현 

식이 첫번째 온톨로지의 표현식과 의미적으 

로 동등한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자식”, 

“형제”, “삼촌'이라는 정보 요소의 의미를 이 

용 가능한 형태로 미리 표현해야 한다. 

BUSTER 방식에서는 이렇게 범용의 형식 논 

리 및 형식 증명 방법에만 의존할 때 발생하 

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참조 온톨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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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의존한다. 각 정보 소스의 메타데 이 

터 표현을 위한 클래스 정의에 사용될 속성을 

미리 참조 온톨로지에 정의하고 소스 온톨로 

지는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속성만을 이용한 

다. 따라서, 소스 온톨로지 에는 클래스만 표현 

되고, 소스 온톨로지의 정보 요소 간 매핑은 

참조 온톨로지의 기준 속성에 대한 명시적 인 

용 관계를 바탕으로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포 

함관계 추론 (subsumption reasoning) 문제로 

단순화 된다. 즉, 2.1 절에서 설명한 매핑 방식 

중 ④번 방식에 해당된다. 그러나 BUSTER 

방식은 초기 단계에서 완벽한 참조 온톨로지 

를 개발해 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요구된 

다. 도메인 전문가가 참조 온톨로지에 담길, 

정보 소스 온톨로지 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속 

성을 미리 찾아내야 하고, 이들의 사용 조건 

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PLIB 방식 [2,4]은 COIN 방식 이 나 

BUSTER 방식과는 달리, 기존의 지식 표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념모델 (ISO13584 

Part 42)에 온톨로지 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모델링 프리미티브를 정의한다. 따라서, 온톨 

로지 모델러가 온톨로지 작성 시 에 모델링 프 

리미티브를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델링 프리미 

티브에는 개념모델 작성자들의 동의에 기반 

한 (주관적인) 의미와 적용 원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온톨로지 모델러가 이를 정확히 이해 

하고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사전에 완벽한 

개념모델을 개발하기도 어렵다. PLIB 방식에 

서 소스 온톨로지들은 참조 온톨로지에 정의 

된 클래스 또는 속성 중 적당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해당 정보 소스의 개념을 표현하거 

나, 참조 온톨로지에 정의된 클래스를 상속받 

아 새로운 클래스로 상세화한다. 따라서, 

PLIB 방식은 2.1 절에서 설명한 매핑 방식 중 

③번 방식과 ④번 방식을 함께 사용한다. 그 

러나 PLIB 방식은 상속을 통한 매핑을 사용 

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온톨로지에 

표현되는 클래스 조차도 개념모델에 정의된 

EXPRESS 엔터티 타입의 인스턴스 테이터 

이기 때문에, 개념모델에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엔터티 타입 즉, 모델 

링 프리미티브가 별도로 정의되어야 하고, 이 

를 이용하여 일 일히 상속 관계를 표현해 주어 

야 한다. 결과적로 지식 표현 언어 툴이 상 

속을 처리해 주지 못하고 온톨로지를 조작하 

는 프로그램에 상속 관계를 처리하는 기능을 

직접 구현해야 한다 [7].

본 논문은 상위 온톨로지 이론을 이용하여 

개발된 부품 라이브러리용 온톨로지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존 

재론적 본성에 기반한 엄밀한 의미와 모델링 

원리가 명시적으로 부여된 모델링 프리미티 

브를 제공한다. 의미와 모델링 원리가 엄밀하 

고 명시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온톨로지 모 

델러가 온톨로지 작성 시에 부품 라이브러리 

의 지식 즉, 메타데이터를 일관된 관점과 일 

관된 의미적 표현 방식으로 모델링하도록 도 

와 준다. 결과적으로 작성되는 온톨로지들이 

균질해 지며, 정보 요소 간 매핑 이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이를 처리하여 소스 온톨로지들 

을 자동 병합하는 프로그램을 쉽 게 개발할 수 

있다. 이 방식에서는 참조 온톨로지에 기본 

클래스와 기본 속성을 표현한다. 각 부품 공 

급자 특유의 클래스는, 각 소스 온톨로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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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온톨로지의 공통 클래스를 상세화하여 

표현한다. 상세화된 클래스의 속성은 이미 정 

의된 속성 중 의미적으로 동일한 것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사용하여 클래스 간 포함관계 추 

론이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소스 온톨로지 

들의 정보 요소 간 매핑은, PLIB 방식과 유 

사하게 상속 관계를 통한 매핑 (③번 방식 )과 

속성 개념 참조 관계를 통한 매핑 (④번 방 

식)을 함께 사용한다.

3 부품 라이브러리 온톨로지의 

균질성 확보

3.1 상위 온톨로지 이론

2절의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 연구들은 소스 온톨로지들 간의 매핑 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 

의의 매핑을 수작업으로 기술하도록 하거나, 

기준이 되는 모든 용어를 미리 마련하는 것과 

같은 특수한 가정에 기반한 매핑을 사용한다 

[11]. 그러나, 온톨로지 모델러에게 온톨로지 

작성 시에 도메인에 어떤 종류의 대상 (thing) 

이 존재하며, 이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구조화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식 모델링 관점과 

의미적 표현 방식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제공 

할 수 있다면, 작성되는 소스 온톨로지들이 

균질해 지고, 따라서 매핑 이 단순해 지며 정 

형화될 수 있다 [9]. 달리 표현하면, 온톨로지 

가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개발되지 않고 미리 

마련된 잘 정비된 온톨로지 모델링 프레임워 

크 또는 방법론에 따라 작성되면, 온톨로지 

간 이질성 또는 불일치들이 임의의 표현식 

(expression)을 다른 온톨로지에 표현된 다른 

표현식에 대해 함의 (entailment) 관계에 있 

는지를 추론하는 것과 같은 고성능의 추론 기 

능을 통하지 않고 클래스 간 포함 관계 매핑 

과 같은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로 자동 

병합될 수 있다

부품 라이브러리의 온톨로지 모델러에게 

일관된 지식 모델링 관점과 의미적 표현 방식 

을 제공하여 작성되는 온톨로지들이 균질해 

지도록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상위 온 

톨로지 이론에 기반하여 제안된, 부품 라이브 

러리를 위한 온톨로지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Guarino [12]는 영속성 (rigidity), 

식별성 (identity), 의존성 (dependence)과 같 

은 존재론적 본성을 기반으로, TYPE, 

QUASI-TYPE, PHASED SORTAL 등과 같 

은 상위 개념 종류들 (upper ontological 

distinction)를 구분하여 표 2과 같이 제시하 

고, 이들의 논리적 의미 엄밀하게 정리하였다. 

이 절에서는 상위 개념 종류의 논리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존재론적 본성 

(ontological nature)을 간단히 정리한다. 보다 

상세한 상위 온톨로지 이론에 대한 논의는 참 

고문헌 [3] 에 정리하였다.

영속성은, 어떤 개념이 해당 개념의 인스턴 

스에 본질적 인지 여부와 관련된다. 달리 설명 

하면, 어떤 개체가 특정 개념의 인스턴스일 

때 모든 가능태 (possible world)에 있어 해당 

개념의 인스턴스임을 보장하는지 여부와 관 

련된다. 예를 들어, 사람 개념의 모든 인스턴 

스는 언제나 틀림없이 사람의 인스턴스이다. 

이러한 개념을 영속적 (rigid) 이라 한다 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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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위 온톨로지 이론에서 상위 개념 종류와 존재론적 본성

Upper-level Kinds of 
Concepts

' (Ontological
Distinction)

Example

Ontological Natures
Identity

Rigidity 
(R)

Dependence 
(D)Supplying 

IC (O)
Carrying 
IC (I)

TYPE person, cat + + +
+
-

QUASI-TYPE invertebra te~ardmal, 
herbivore

- + +
+
-

MATERIAL ROLE student, food - + 〜 +
PHASED SORTAL caterpillar, butterfly - + —- -

CATEGORY concrete entity, 
abstract entity

- - +
十

-

ATTRIBUTION values of qualities 
like color and shape

- -
〜 -

~1
+
-

에서 +R로 표시됨〉. 영속적 이지 않은 개념을 

모두 비 영속적 (non-rigicD이라 하며 비 영 

속적인 개념 중에, 학생, 회사원과 같이 모든 

인스턴스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태에서는 참 

이고 다른 가능태에서는 거짓일 수 있는 개념 

을 반 영속적 (anti-rigid) 이라 한다 ( ~R로 

표시됨). 비 영속적이며 반 영속적이지 않는 

개념을 일부 영속적 (semi-rigid) 이라 한다 

(_?로 표시됨). 예를 들면 딱딱함이라는 개 

념은 스폰지라는 하나의 가능태 내에서도 스 

폰지가 바짝 마른 경우는 참이지만 물에 젖은 

경우는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영속적 이 

다 •

식별성은 개념이 식별조건 (identity 

condition: IC)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나타낸 

다. 식별조건은 개체를 특정 개념의 인스턴스 

로 특징짓고, 시간 변화에 상관없이 재 식별 

하고 해당 개념의 인스턴스를 개별적으로 구 

분하는 기준 (criterion)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 개념은 인스턴스들을 개별적으로 시간 

의 변화에 상관없이 구분하고 식별할 수 있는 

"지문■"이라는 조건을 제공한다. 그런데 식별 

조건을 다른 개념£로 물려 받아 전달 (carry) 

하는 개념 (+1로 표시됨)과, 개념 자체가 식 

별조건을 공급 (supply)하는 개념 ( +。로 표 

시됨 )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 

개 념은 "지문'이 라는 식 별조건을 공급하지 

못하고 사람과 같은 상위 개념으로부터 물려 

받아 전달한다. 학생 개념이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학번'와 같은 조건은, 특정 배경 또 

는 특정 시점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로컬 식별 

조건 (local IC) 이라 볼 수 있다. 개념 중에는 

식별조건을 공급하지도 않고 운반하지도 않 

는 것들도 있다(2로 표시됨).

의존성은, 한 개념의 인스턴스가 존재하기 

(참이기 ) 위해, 다른 개념의 인스턴스가 존재 

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학생 개념의 

경우 학교 개념에 의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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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품 라이브러리 온톨로지를 위한 

지식 모델링 프리미티브

본 논문에서 사용한 온톨로지 모델링 프레 

임워크는 부품 라이브러리의 지식 표현에 필 

요한 모델링 프리미티브들을 제시하고, 이들 

을 상위 온톨로지 이론의 상위 개념 종류에 

대응 시킨다. 따라서, 모델링 프리미티브들이 

상위 온톨로지의 기본 개념 종류에 부여된 존 

재론적 본성에 기반한 논리적 의미와 적용 원 

리를 그대로 가진다.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3] 에 정리하였다. 

이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부품 라이브 

러리를 위한 온톨로지 모델링 프레임워크의 

모델링 프리미티브와 이들의 의미를 간단히 

소개한다.

부품군 프리미티브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 

는 부품들을 분류하고 대표하는 클래스 개념 

（예를 들면, “가이드 포스트”）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된다. 부품군 프리 미티브는 상위 온톨 

로지 이론의 TYPE에 대응된다. 왜냐하면, 부 

품군 개념의 인스턴스들은 언제나 개별적으 

로 구분되고 시간 또는 배경에 상관없이 유일 

하게 재 식별할 수 있어, 부품 라이브러리 사 

용자가 자신 이 원하는 부품을 찾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해당 

클래스 개념이 식별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모 

든 인스턴스들에 필수적 （영속적）이어야 함 

을 의미한다. 부품군 개념에는 각 부품 즉, 인 

스턴스의 성질 （property）를 표현하기 위해 

속성이 정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 

개념은 상위 온톨로지의 MATERIAL ROLE 

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가이드 포스트”의 

"길이”와 같은 속성은 자신의 식별조건을 가 

질 수 없고 해당 부품군 클래스 개념에 의존 

적이기 때문이다. 속성 개념은 적어도 해당 

부품군 개념에 대해서는 부품 공급자에 따라 

또는 시간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부품군 개념의 인스턴스들에게는 필수 

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 영속적이다. 부품군 

개념에 정의되는 속성을 아래 부품 모델 개념 

에 정의되는 속성과 구별하여 글로벌 속성이 

라 한다.

부품 공급자에 따라 동일한 부품군 개념에 

대해서도 인스턴스들을 다시 구분하여 분류 

하고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각 그룹에 추가적 인 속성을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 （예를 들어, 가이드 포스트 

중에서 맞춤핀 홀 가공이 없는 것을 工BGF”, 

맞춤핀 홀 가공이 있는 것을 "DSGP”로 분리 

하는 경우）을 부품 모델 프리미티브를 이용 

하여 모델링한다. 부품 모델 개념은 상위 온 

톨로지의 PHASED S03T4Z에 해당된다. 왜 

냐하면, 부품 모델 개념은 부품군 개념을 반 

드시 상위 개념으로 가져야 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식별조건 즉, 새로운 글로벌 식별조건 

은 공급하지는 못하지만 상위 부품군 개념의 

글로벌 식별조건을 물려받아 전달하기 때문 

이다. 부품 모델 개념에 정의되는 속성은 해 

당 부품 공급자라는 배경 내에서만 의미를 가 

지며, 로컬 식별조건에 해당된다. 부품군 개념 

들을 다시 유사한 범주로 묶어 분류하는 개 념 

（예를 들어 “금형 가이드용 부품류”）이 필요 

하다. 이러한 개념은 하위 부품군들을 묶어 

범주화 할 뿐이며, 자신의 속성을 가지지 못 

한다. 이러한 개념을 부품군 범주라는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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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모델링된다.

이렇게 제안된 부품 라이브러리 온톨로지 

모델링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그들의 논리 

적 의미에 따라 부품 라이브러리 온톨로지를 

작성하면 모든 온톨로지가 동일한 개념 표현 

구조를 가지게 된다.〈그림 4〉는 부품 라이브 

러 리 온톨로지의 개 념 표현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의 트리 구조에서 각 노드는 모델링된 특 

정 개념을 나타낸다. 그러나, 개념 표현 구조 

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개념 이름 대 

신 해당 개념 표현을 위해 사용한 프리미티브 

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괄호 안에 대응되는 

상위 온톨로지 이론의 개념 종류을 함께 표시 

하였다. 굵은 실선은 개념 간의 포함관계 （또 

는 상속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부품군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표현한 압입형 가이 

드 포스트 개념은, 같은 부품군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표현한 가이드 포스트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속성을 상속 받는다. 〜 표시는 상위 

개 념 에 서 상속된 속성 을 나타낸다.

4 금형 부품 라이브러리의 

정보 통합 실험

3절에서 소개한 부품 라이브러리를 위한 

온톨로지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루 

보 [15]와 신원 [16] 이라는 두 회사의 금형 부 

품 라이브러리에 대해 온톨로지를 모델링하 

였고 작성된 온톨로지를 병합하여 통합 인터 

페 이스를 제공하는 웹 기반 프로그램을 구현 

하였다 [14].

이 절에서는 상위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제 

안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부품 라이브러 

리 온톨로지들이 일관된 모델링 관점과 의미 

적 표현 방식으로 모델링되어, 온톨로지 간 

매핑이 단순해 지며, 정형화된 방식의 매핑을 

원시 속성 벙주 (CATEGOFf^

I
 ，•메타속성 {ATTFIIBUTIONi

원시 속성 KQUASTYP8 <-----
:- 에曰 속성 (AmBUTfON)

원시 속성 범주 {CATEGORY}

부푸云 범주 (C4 7SGC曲〃

， 丄에타 속성 (477?施L〃7QM

- 부품군 ( 泌E)
'메타속성 (/E明。〃。M --------1
注글로벌 속성 {MATEfUAL ROLQ

메曰 속성 {ATTRIBUVONi

L 부푸군 (TYPQ

:- 에 타 속성 {A TTRfBUTm

上 긆三헔 金성 {MATEFUALma

L 부舍 몼엜 {PHASED SORTAl^

:" 머!타 속성 (A TTRIBUT1ON}

=-■ 로럻 鸯성 {MATEfVAL mEi

- 부품군 범주 (CATEGORY)

---- ► :포함관계

........... :구성갼계

〈그림 4> 부품 라이브러리 온톨로지 모델링 프리미티브 및 표현 구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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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소스 온톨로지들을 쉽게 병합할 수 

있는 지를 실험한다.

4.1 금형 부품 라이브러리의 

온톨로지 모델링

〈그림 5〉은 모델링 된 온톨로지의 일부를 보 

여 준다. 온톨로지들은 W3C의 표준 XML 스 

키마 정의 언어 인 XML Schema 1.1 을 이용하 

여 인코딩하였다.

금형 제작 업체는〈그림 6〉과 같이 가이드 

포스트, 가이드 푸一스乓 홀더, 가이드 부싱 등 

의 단위 부품이 조립된 서브 모듈 부품을 금 

형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여 금형을 제 

작한다. 이러한 부품은 다양한 치수로 판매되 

고 공급업체 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 

지만, 금형 세트를 지지하고 가이드하는 목적 

의 서브 모듈이라는 정의 하에 다른 부품 클 

래스와 언제나 중복성 없이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념은 해당 정의에 따라 모든 

인스턴스에 필수적 이고 본질적인 속성을 정 

의할 수 있다. 따라서,〈그림 5〉와 같이 참조 

온톨로지에 가이드 유닛이라는 부품 군으로 

모델링 하였다. 가이드 유닛 부품에 해당되는 

부품은 다시 가이드 방식, 가이드 포스트의 

종류, 기능 향상을 위해 부착된 추가 부품과 

같은 차이에 따라 하위 분류로 구분할 수 있 

다. 이러한 차이는 상위 개념인 가이드 유닛 

개념의 주요 기능과 주요 형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부품군들은 서 

로 중복성 없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가이드 유닛 하위에 볼 가이드 유닛 

볼 가이드 압입형 포스트 유닛 등과 같은 부 

품 군으로 모델링 하였다. 각 부품 군에는 가 

이드 포스트 지름, 볼 리테이너 길이, 압입부 

길이, 탈착부 길이 등이 글로벌 속성으로 모 

델링 되었는데, 이들은 해당 부품군 개념에 

본질적이고 주요 기능과 주요 형상에 해당되

\ 형? / 참조온톨로지 금형가巩三부품〉

翫7 \二員丿 R殳 I 「가sm'꼬△트-

上스 온톨로지A
蚩 가이드 유낫

기본 속성 벙주 

刃뽄 속성 

부蓉군 벙추 

무茗준 

부晉 모聖

쇽성

: 포함관계

고정 스토퍼 曷 가이드 유닛

MYAK

= 유닛

，，/

了 소스온롤로 K

饗 가이드 압입형 포스

<
볼 가이드 탈착형 포스트 유닛

___  __________ — ——----- -~__
差 리테어너 부
Iff-......... . f-ff i，.“ ’ Ik

MYCK / :

〈그림 5> 온톨로지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작성된 금형 부품 온톨로지 [3]



12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0권 제3호

어 모든 인스턴스에게 언제나 필수적 이며 시 

간 또는 공급자에 상관없이 개별 부품을 구분 

하고 재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가이드 포스트 종류나 

추가부품의 장착이 상위 개념인 가이드 유닛 

의 정의에 본질적인 새로운 의미를 직접 추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이드 방식은 

가이드 유닛 부품군의 정의에 사용된 주요 기 

능에 관련되고 따라서 본질적인 의미에 직접 

영향을 준다. 따라서,〈그림 5〉의 소스 온톨로 

지 A와 같이 가이드 유닛 개념의 상세화는 

우선, 가이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가이드 

포스트 종류나 추가 부품의 장착에 따른 상세 

화는 보다 더 하위에 이루어져 야 한다.

한편, LBGMP, MYCK등은 부품군 개념의 

하위 개념 형태 인 부품 모델로 모델링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해당 부품 공급자에 의해 정의 

된 것으로 상위 개념인 부품군 개념의 특수한 

형태로 그들만의 새로운 글로벌 속성을 공급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운 글로벌 

속성을 공급할 수 있다면 부품군으로 모델링 

되어야 한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 부품군으로 

부터 상속받은 글로벌 속성을 제외하고는 비 

주요 형상 또는 비 주요 기능과 관련된 로컬 

속성 즉, 로컬 식별조건만을 제공한다. 따라 

서, 부품 모델 개념이 가지는 로컬 속성은 부 

모 부품군의 모든 인스턴스에 필수적 인 것이 

아니다. 맞춤핀 홀 지름, 고정 볼트 지름 등이 

이러한 로컬 속성이다. 로컬 속성은 각 부품 

모델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편의에 따라 정의 

되며, 따라서 해당 공급자의 영역에서만 정확 

한 의미를 가진다. 각 속성 값을 평가하기 위 

한 단위와 같은 메타 성질 (meta-property)는 

〈그림 4〉처 럼 메타 속성으로 모델링 된다. 메 

타 성질은 모든 인스턴스에 항상 명시되어야 

하고 항상 같은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잘 정비된 지식 모델링 프레임워 

크 없이 부품 라이브러리 온톨로지를 개발하 

면 체계적이고 일관된 결과를 얻기 힘들다. 

실제 금형 부품을 공급하는 전자거래 업체

BUSH
재진 皿詡3 '
卷도 H遂%~尖.3照58-T彩

〈그림 6> 가이드 유닛 부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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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marketplace)의 전자 카탈로그를 

살펴보면 임의적으로 정의된 부품 클래스들 

과 모호한 의미를 가지는 속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전자 시장 업체 [1 기는 

자체적으로 정의한 분류체계 (부품 라이브러 

리 데 이터 사전 즉,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전 

자 카탈로그를 제공한다. 부품 공급자들은 이 

분류체계에 맞추어 자사의 부품을 등록하고, 

구매자는 인터넷을 통해 부품을 검색하고 주 

문한다. 이 회사의 전자 카탈로그를 보면 다 

이 세트 부품을 재질에 따라 주철제 다이 세 

트 스틸 다이 세트 등의 부품 클래스로 분류 

하고 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 

식 모델링 프레 임워크를 기준으로 보면 두 클 

래스는 다이 세트라는 하나의 클래스로 모델 

링되어야 하고 재질 개념은 이 클래스의 속성 

으로 모델링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재질 개 

념은 자신만의 새로운 식별조건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클래스로 모델링 될 수 없고 속 

성으로 모델링 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 두 부 

품 클래스는 주요 형상이나 주요 기능에 관련 

되어 모든 인스턴스에 필수적 이고 언제나 각 

인스턴스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고 재 식별 

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속성 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정밀 이젝터 핀 이라 

는 부품 클래스도 찾을 수 있는데 상위 클래 

스인 이젝터 핀 클래스의 식별조건에 추가적 

인 새로운 글로벌 식별조건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이 모호해 진다. 또한, 이 회사의 

전자 카탈로그를 보면 다이 세트용 볼 가이드 

포스트 세트 클래스에 부싱 고정 형태라는 속 

성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 속성은 다이 세트 

용 볼 가이드 포스트 세트 클래스가 다이 세 

트를 가이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브 모 

듈이라는 일반적인 정의에 비추어 모든 인스 

턴스에 필수적인 글로벌 속성이라 볼 수 없 

다. 왜냐하면, 다이 세트를 가이드하는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른 부품과 조립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형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 

기 때문이다. 즉, 부품 구매자가 자신의 요구 

사항에 부합되는 부품을 검색하고 선택할 때 

고려하는 주요 식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성은 부품 모델에 추가적으로 제공 

되는 로컬 속성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분류체계를 정의하면 

온톨로지간 매핑은, 예를 들어, 클래스와 속성 

간의 다대다 매핑, 심지어는 하나의 클래스와 

여러 클래스의 인스턴스들 중 특정 조건을 만 

족하는 것들을 명세하는 복합 표현식 간의 매 

핑과 같이 복잡해 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COIN 방식에서와 같이 통합 대상이 되는 모 

든 부품 라이브러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 

지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직접 매핑을 명세하 

거나, BUSTER 방식에서와 같이, 컴퓨터 프 

로그램 이 매핑을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생성 

할 수 있도록, 미리 특수한 가정을 따라 온톨 

로지들을 개발해 야 한다.

4.2 부품 라이브러리 자동 통합 

시스템의 구현과 실험 결과

온톨로지들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모델링 

되어 동일한 지식 표현 구조를 가지게 되면, 

잘 정비된 온톨로지 간 매핑을 정의할 수 있 

고 온톨로지 병합 알고리즘을 쉽 게 개발할 수 

있다. 주철제 다이 세트 스틸 다이 세트 또는 



14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0권 제3호

정밀 이젝터 핀의 예와 같은 중대한 지식 모 

델링 오류가 사전에 방지되고, 소스 온톨로지 

에 모델링되는 개념들이 참조 온톨로지를 통 

해 상위 기본 개념이 통일되며, 비슷한 종류 

의 개념은 동일한 모델링 프리미티브를 사용 

하여 표현됨으로써, 온톨로지 간 매핑 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범위 내에서 매핑 정의를 위해 필요한 동 

일성 판별이 클래스에 정의된 속성 간의 의미 

적 동일성 판별로 단순화되기 때문이다.

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는〈그림 5〉와 같 

이 각 소스 온톨로지들이 참조 온톨로지에 개 

별적으로 연결된 초기 통합 온톨로지에서 시 

작된다. 이 초기 통합 온톨로지는, 각 소스 온 

톨로지가 클래스 상속 관계를 통해 참조 온톨 

로지에 연결되고 소스 온톨로지 간에는 직접 

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하나의 단일한 트 

리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이 트리 구조에는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거나 포함관계가 존재 

하지만 다른 소스 온톨로지에 속해 명시적으 

로 이러한 관계가 표현되지 않은 클래스들이 

트리의 여러 레벨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 이 

러한 초기 통합 온톨로지는 동일 개념 클래스 

를 하나로 병합하고 누락된 포함관계를 설정 

하여 초기 트리를 재 구성하는 알고리즘으로 

정제하여 최종 통합 온톨로지를 생성할 수 있 

다. 이 알고리즘은, 두 클래스가 동일한 상위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동일한 개 

념 종류 즉, 동일한 모델링 프리미티브에 속 

한 경우,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 

고 반드시 이 경우에 동일 개념 클래스로 판 

별하여 병 합하고,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정의된 모든 속성을 가지고 다른 속성을 추가 

적으로 가지면 전자를 후자의 하위 클래스로 

재 구성하는 알고리즘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알고리즘은 초기 통합 온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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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가상 글로벌 부품 라이브러리에 대한 통합 데이터 사전 뷰 [3]



상위 온톨로지를 이용한 부품 라이브러리의 정보 통합 15

지가 단일한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진 전위 트리 순회 알고리즘 (pre

order tree search algorithm)을 이용하여 쉽 게 

구현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온톨로지 통합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스 온톨로지를 자동 통합하고 글 

로벌 부품 라이브러리에 대한 단일한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 

였다 [14]. 글로벌 부품 라이브러리는 가상의 

부품 라이브■러리이다. 사용자가 통합된 단일 

인터페 이스를 통해 부품 검색을 요청하면 프 

로그램은 분산된 각 소스 부품 라이브러리에 

접근하여 검색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 

여 단일한 인터페 이스를 통해 보여준다. 각 

소스 부품 라이브러리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품 검색 기능을 XML Web Service로 노출 

한다.

부품 라이브러리 중계자라 불리는 이 프 

로그램의 인터페이스는 두개의 탭 페이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데이터 사전 뷰를 위한 것 

이고 다른 하나는 검색 데 이터 뷰를 위한 것 

이다.

데 이터 사전 뷰 페 이지에서 사용자는 부품 

분류 계층 구조를 탐색하고, 선택된 부품 클 

래스에 정의된 글로벌 속성 이나 로컬 속성을 

검토할 수 있다. 부품 클래스와 속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 또는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 

문서를 참조할 수도 있다. 데 이터 사전 뷰 페 

이지는, 또한, 부품 검색 조건을 명세할 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한다. 부품 검색 조건은 속성 

의 특정 값을 명세함으로써 작성된다. 그림 7 

은 여러 소스 온톨로지들을 자동 병합하고 이 

를 해석하여 자동 생성된 가상 글로벌 부품 

라이브러리에 대한 단일 인터페이스를 보여 

주는 데 이터 사전 뷰 페 이지 화면이다.

Dictionary View ］「Searched Data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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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부품 공급자 B의 부품 데이터 사전 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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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자동 병합되기 전의 소스 온톨 

로지 （그림 5의 소스 온톨로지 B）를 해석하 

여 자동 생성한 데이터 사전 뷰 페이지 화면 

이다. 두 그림에서, 소스 온톨로지들이 자동 

병합되 어 하나의 단일한 통합 온톨로지가 생 

성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의 소스 온톨 

로지 B에서 가이드 유닛 부품군 밑에 분류되 

었던 볼 가이드 탈착형 포스트 유닛 부품군과 

볼 가이드 압입형 포스트 유닛 부품군이〈그 

림 7〉의 통합 온톨로지에서 볼 가이드 유닛 

부품군 밑으로 재 분류되 었고, 특히, 온톨로지 

B의 볼 가이드 압입형 포스트 유닛이 온톨로 

지 A의 압입형 볼 가이드 유닛과 병합되었다. 

（그림 8의 MK4K 부품 모델이〈그림 7〉에서 

는 다른 소스 온톨로지의 부품 모델들과 함께 

나타난다.

부품 검색 결과는 검색 데 이터 뷰 페 이지에 

나타난다. 검색 데 이터 뷰 페 이지에서 사용자

는 검색 조건에 따라 여러 소스 부품 라이브 

러리에서 검색된 부품 데 이터를 검토할 수 있 

다〈그림 9〉은 가상 글로벌 부품 라이브러리 

를 통해 볼 가이드 유닛 부품군에 속하는 부 

품을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사용 

자가 부품군 클래스로 검색한 경우 즉, Search 

in The Selected CF 버 튼을 선택 한 경 우, 프로 

그램은 먼저 선택된 부품군 클래스의 인스턴 

스 데 이터를 Component Family Instance Data 

Table에 표시한다. 이 테이블에는 글로벌 속 

성 값만이 나타난다. 사용자가 테 이블의 특정 

행을 선택하면 즉, 부품군 클쾌스의 특정 인 

스턴스를 선택하면 부품 모델 클래스의 인스 

턴스가 표시된다. 하나의 부품군 하위에는 많 

은 부품 모델들이 포함되고, 하나의 부품군 

인스턴스는 여러 개의 부품 모델 인스턴스에 

대응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Component 

Model Instance Data Table 테 이블들이 표시 

賞^^^證^藏^睡濕^^^^鐡赣參^®^爲^綴慾療懲^®窄'黴

〈그림 9> 부품 라이브러리 중개 프로그램의 검색 결과 데이터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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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각 Component Model Instance 

Data Table 상단에는 해당 부품 모델의 공급 

자 이름과 부품 모델 이름이 표시된다.

부품군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실제로 구매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실제 부품이 아 

니다. 실제 부품은 부품 모델 클래스의 인스 

턴스이다. 실제 부품 데 이터는 부품군 인스턴 

스 테 이블에서 선택된 인스턴스의 글로벌 속 

성 값과 데 이터와 부품 모델 인스턴스 테 이블 

의 특정 인스턴스의 로컬 속성 값을 함께 결 

합하여 검토할 수 있다. 

부품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데 이터가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구현된 부품 라이브러리 자동 

통합 프로그램의 기능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 이 현장에 효 

과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품 

라이브러리 온톨로지 모델링 프레임워크에 

따라 온톨로지 모델러들이 쉽게 그리고 잘 안 

내되는 방식으로 소스 온톨로지들을 개발할 

수 있는 온톨로지 저작 도구가 개발되어 야 

한다.

5 결 론

본 논문은, 상위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이질 

적 인 여러 부품 공급자들의 부품 라이브러리 

온톨로지를 균질하게 모델링하고, 이를 바탕 

으로 소스 온톨로지들을 자동 병합하여 통합 

된 뷰를 제공하는 온톨로지 기반 정보 통합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을 실제 금형 

부품 라이브러리에 적용하여, 부품 라이브러 

리 온톨로지들이 일관된 모델링 관점과 의미 

적 표현 방식에 따라 모델링 되며, 소스 온톨 

로지 간 매핑이 단순해지고 정형화될 수 있으 

며, 결과적으로 소스 온톨로지들을 자동 병합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구현할 수 있음을 설명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기존 B2B 마켓플레 이스 업체의 서 

비스 방식과 비교하여 효율성과 타당성을 좀 

더 실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상 

황에서는 부품 공급업체의 수가 많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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