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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많은 금형 부품의 거래에서는, 고객이 표준화된 기성품에서 대해서, 제조업체의 제조 가능한 범위에서 설계 

人앙을 수정하여 주문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기존의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은 기성품의 거래에 최적화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주문품의 거래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제 

품에 대한 설계 지식 및 제조 업체의 생산 지식을 적용하여,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에서 주문품의 거래를 가능 

하게 하는 주문자 설계변경을 통한 거래 (ET。： engineering-to-order)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ETO 

방법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요소기술에 대해서 분석하고, 금형 부품 중 하나인 이젝터핀과 몰드베이스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에 대해서 소개한다.

ABSTRACT

In the mold parts industry, customers typically place orders for order-made parts with some changes 
to the design specifications of ready-made parts within the extent of the manufacturing capability 
of the supplier. Being customized for ready-made parts, existing e-Catalog systems cannot support 
the above trade pattern. To solve this problem, an ETO (engineering-to-order) method is proposed 
here, enabling the trade of order-made parts in an e-Catalog system by utilizing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knowledge of the part suppliers. After addressing technological challenges and 
solutions, we briefly describe application of the ETO method to two types of mold parts - ejector 
pins and mold bases.

키워드 : 분류체계, 전자카탈로그, 주문자 설계변경을 통한 거래, 금형부품

Data Dictionary, e-Catalog, Engineering-to-Order (ETO), Mold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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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와 인터넷,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 

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기존의 종이 카탈로 

그에서 제공했던 치수, 성능과 같은 사양 정 

보뿐만 아니라 2D/3D CAD (computer-aided 

design) 모델을 웹 기반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123].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에서 부품 사양 정보 

는 미리 정해진 분류체계에 따라서 제공되 

고, 분류 체계는 주로 데이터 사전(data 

dictionary)을 사용한다[4]. 데이터 사전은 분 

류 트리 (classification tree) 형태로 표현되는 

부품 카테고리 (categoiy) 및 카테고리들 간 

의 계층 구조 정보(부모-자식 관계 정보 또 

는 일반화전문화 관계)와, 해당 카테고리에 

속한 부품의 특징을 기술하는 속성(attribute) 

들을 포함한다[5&19]. 데이터 사전에서 제공 

하는 기술 속성의 종류로는, 회사명, 가격, 

납기등과 같은 일반 거래 정보와, 부품의 설 

계 정보 여]. 스위치 부품의 동작 전압/전 

류)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금형 부품의 경우, 주문자가 사 

양이 결정된 기성품(ready-made part)의 주 

요 사양(치수, 공차, 추가가공 등)을 변경한 

후 구매 요구를 내고 금형 부품 제조 회사 

는 수정된 설계 사양에 따라 부품을 제조한 

후 판매를 한다. 즉 금형 부품의 경우, 고객 

은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성 

품을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옵 

션을 추가하거나 주요 치수를 변경한, 주문 

품(ordeLmade part) 형태로 구매한다. 그러 

나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의 분류체계를 이용 

한 부품 선택 및 구매 방식은, 이와 같은 옵 

션 처리 및 사양 변경을 반영한 부품 구매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없다.

별도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호]•여, 

고객이 주문품의 설계 및 주문을 할 수 있 

는 서비스[기나,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원하 

는 부품의 설계 정보를 받아 입찰을 대행하 

는 서비스[8]도 상용화되어 있으나, 이러한 

상용 서비스들은 주문자가 수작업으로 주문 

을 해야 하고 가격과 납기가 직접적인 연동 

이 되지 않으며,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이 가 

능한지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기반의 주문형 금형 

부품의 거래는, 대량 생산 제품 (기성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에서, 고개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대량 맞춤 

생산 (mass customization) 개념과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대량 맞춤 생산에 관한 연구를 살 

펴보면, 제품 패밀리 모델 (product family 

model) [12,13] 별로 설계 파라미터 (design 

parameter) 들을 정의 [9T1] 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세 설계 안을 결정하게 된다.

1) 기능 요구 사항과 설계 파라미터간의 

매핑 관계 및 고객의 기능 요구사항 

평가 기법(참고문헌 [11]의 Conjoint 

如旳嗣을 이용하여, 입력 받은 제품 

의 기능 요구사항 (functional 

requi龙ments)을 만족시키는 설계 안을 

제공 [11]

2) 설계 규칙을 이용하여 입력 받은 주요 

설계 파라미터를 만족시키는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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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계 사양을 계산 [9,10]

3) 설계 사양 최적화를 위해서 지식 추론 

기법 [1 이을 이용하거나 생산 프로세스 

별 비용을 고례 14]

그리고 주문품의 제조를 위해서는 제조 

업체에게 주문품의 설계 사양이 제공[15]되 

어야 하기 때문에, 주문품의 2D/3D CAD 모 

델을 생성하는 방법 [9,16]도 연구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대량 맞춤 생산에 관한 연 

구들은, 제품 패밀리 모델을 활용한 주문품 

의 설계 사양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전자카탈로그 기반의 거래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1) 부품 라이브러리에서 유사 부품의 검색

2) 업체별 제조 가능성 검증

3) 가격/납기의 산정

4) 추가 가공에 따른 제조 도면의 생성

예를 들어 기존의 전자카탈로그 데이터베 

이스에서 주문자가 입력한 사양의 제품이 

없을 경우 유사 사양을 가진 제품을 찾아야 

하는데, 설계 파라미터들 별로 수정 여부에 

따라 가격/납기/제조가능성 등이 바뀌기 때 

문에, 유사 부품의 검색 기준이 관건이 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을 기 

반으로 제품에 대한 설계 지식 및 제조 업 

체 생산 지식을 적용하여, 주문형 금형 부품 

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주문자 설계변경 

을 통한 거래 (ETO- engineering-to-order) 방 

법을 제안하고 금형 부품 중 하나인 이젝터 

핀과 몰드베이스에 대해서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인터넷이나 기존 문헌에서 검색되는 ETO 

는 일반적으로 설계 지식을 이용한 주문 사 

양 자동 결정 및 도면 생성이나, 자동 견적 

및 입찰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ETO 방법은 설계 지식을 이용한 주 

문 사양 결정 방법에 1) 가격/납기를 고려한 

유사부품 검색, 2) 업체별 제조 가능성 검토 

3) 정확한 가격/납기 산정 방법을 추가한 개 

념으로 볼 수 있다.〈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TO 방법과 기존 연구를 비교한 

결과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 

서는 전자카탈로그二 기반의 주문품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주문자 설계 변경을 통한 거 

〈표 1> 기존의 연구와의 비교

i<r() Simpson [9,14] Slater[10] Tseng[ll,12,13]

설계 지식을 이용한 주문 사양 결정 O O o o

가격/납기를 고려한 유사 부품 검색 O X X X

업체별 제조 가능성 검증 O X o X

정확한 가격/납기 산정 O X X X

제조 도면 생성 O o X X

반복적인(iterative)주문 사양 명세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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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후, 제3절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구현을 위한 주요 기술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제4 

절에서는 금형 부품에 대해서 본 논문의 제 

안 방법을 적용시킨 예를 소개하고 제5절에 

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정리한다.

2. 주문자 설계 변경을 통한 

금형 부품의 거래

표준품과 대비되는 주문형 금형 부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주문자 사양의 명세 방법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명세 대상 사양 

및 사양의 명세 절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 

다. 주문품 명세 사양으로 사용되는 설계 파 

라미터들 간에는 종속 관계, 배타 관계와 같 

은 여러 가지 관계가 존재한다. 같은 주문자 

사양이라 하더라도 회사별로 제조 가능 여 

부는 달라진다. 그리고 한 제조사에서 표준 

품인 것이 보유 설비나 인력에 의해서 다른 

회사에서는 표준품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주문형 금형의 가격 및 납기는 당연히 표준 

품의 그것들과 다르게 된다. 표준품은 제조 

절차 및 방법이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제품 

코드만 있어도 제조업체가 생산이 가능하나, 

주문형 금형의 경우 사양이 주문자에 의해 

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별도 

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문자 설계변경을 

통한 거래 (ETO： engineering-to-order) 방 

법은, 각 제품의 설계 지식 및 업체별 제조 

공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기존의 표준 

품 거래를 위한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에서 

지원할 수 없는 주문품에 대한 거래를 지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대상 부품 

의 설계 지식의 구조화 및 주문품의 사양 

결정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의된 설계 지식 및 주문 프로세스 

에 따라 1) 가격/납기를 고려한 유사부품 

검색, 2) 업체별 제조 가능성 검토 3) 정확 

한 가격/납기 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문자 설계변경을 통한 

거래 지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 

다

1)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업체는 기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규격 표준푸을 판 

매하고 있으면서, 기존 설비나 공정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공차 치수 추 

가 가공과 같은 설계 사양에 대한 고 

객의 수정 요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 

다

2) 전자카탈로그의 목적이 제품의 거래 

지원에 있기 때문에 주문품에 대한 정 

확한 가격/납기를 산정하는 작업이 중 

요하다

주문^ 설계변경을 통한 거래 방법에서 

고객은〈그림 1〉과 같이 전자카탈로그 시스 

템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성품 및 주문 

품의 거래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형 부품 

의 설계 지식을 활용하여, 전자카탈로그 검 

색에 활용할 주문 사양 모델과 사양 명세 

절차를 정의한다. 주문사양 모델(order 

specification model)은, 제품 카테고리 (C*),  독 

립 설계 변수(1以), 종속 설계 변수(D0)，서 

브 컴포넌트(3), 추가 가공(Q)，거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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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囱。沏 edge

parts of a supplier

〈그림 1> ETO 방법의 개념

(明), 가격 (price) 및 납기 (deliveiy)로 구성 

된다. 주문 절차에 따라 고객이 입력한 사양 

에 맞는 제품이 부품 데이터베이스에서 없 

을 경우, 부품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 

한 부품을 -n(searching rule SR： 활용)한 

후, 입력 사양에 따라 제조가 가능한지 검증 

(manufacturing rule MRj 활용)하고 주문품에 

대한 가격 및 납기를 산정(de万very estimation 

rule DR如 price calculation rule PR,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주문품에 대한 거래를 

최종승인 하면, 도면을 생성한 후 제조업체 

에서 송부하여 생산에 활용한다.

3. 주문형 금형 부품의 거 래 

지원을 위한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3.1 이젝터 핀과 몰드베이스

본 연구의 구현 대상인 이젝터 핀과 몰드 

베이스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젝터 핀은〈그 

림 2〉와 같이, 스트레이트 이젝터 핀(straight 

ejector pin), 단붙이 이젝터 핀(stepped ejector 

pin), 각형 이젝터 ^(rectangular ejector pin) 

의 3가지로 나뉜다. 이젝터핀은 단품 형태로 

판매되고 주요 치수 및 공차 변경, 추가 가 

공의 선택이 가능하다.

몰드베 이스는〈그림 3〉과 같이, 취출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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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젝터 핀의 종류와 주요 사양

〈그림 3> 몰드베이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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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구현을 위한 플레이트(Plate) 구성에 따 

라, 2플레이트 형, R판 없는 3플레이트 형, 

R판 있는 3플레이트 형으로 나뉜다. 취출 

메커니즘은 몰드베이스에 플라스틱 수지를 

넣어 제품을 성형한 후, 제품과 잔여 수지를 

몰드베 이스에서 빼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 

로 취출 메커니즘은 게이트 타입(gate type) 

에 따라 달라진다. 몰드베이스의 경우 이젝 

터 핀과 달리 조립품이기 때문에, 판의 체결 

이나 취출 메커니즘을 위해서 서브 컴포넌 

트를 사용한다. 몰드베 이스는 조립품으로 판 

매가 되고 포켓 가공과 같은 추가가공이 가 

능하며, 금형 설계자가 몰드베이스의 구성 

부품인 서포트 핀, 플러볼트와 같은 표준 금 

형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

3.2 주문 사양의 구조화 및 주문 

절차의 정의

주문형 금형 부품의 거래를 지원하는 과 

정에서 고객은 제품의 사양항목들을 변경하 

여 주문을 하고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은 변 

경된 사양에 대해서 제조 가능성을 검증하 

고 가격/납기를 산정하여 고객에게 제공하 

여 구매 유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내 

부에, 고객 이 변경 가능한 설계 사양을 표현 

할 수 있는 모델과, 주문 사양 명세 절차를 

정의해야 한다.

제품의 설계 변수들이 연관 관계를 맺고 

있어 변수 하나가 변경되면 다른 변수들이 

그에 따라 변경된다. 따라서 고객과의 반복 

적인 feedback 없이 자동으로 주문 사양을 

명세하기 위해서는 주문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 

하다.

요구조건 1： 주문 단계 i에서 변수 Pk 의 

변경은 주문 앞 단계 j에서 

값이 이미 결정된 변수 P, 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여 

기서 주문 단계 J가 주문 단 

계 i 보다 앞서고 R와 P은 

서로 다른 변수이다).

요구조건 1을 만족시키면서, 고객과의 반 

복적인 feedback 없이, 주문형 금형 부품의 

거래를 위해서는, 설계 지식을 이용한 주문 

사양 결정과 함께, 가격/납기를 고려한 유사 

부품 검색, 업체별 제조 가능성 검토 정확 

한 가격/납기 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적인 설계 사양의 구조화 및 주문 절차의 

정의가 필요하다.

3.2.1 주문 사양의 구조화

본 논문에서는 여러 주문 사양들을 구조 

화하여〈그림 4> 와 같이 주문사양 모델을 

정의하였다 (다이어그램의 표시는 

EXPRESS-G[1 기을 사용하였다). 주문사양 

모델은 제품 카테고리 (product_category), 독립 

변수 (independent_design_parameter), 종속변수 

(dependent_design_parameter), 서브 컴포넌트 

(sub_component),추가가공(optionaLmachining) 으 

로 구성된다.

제품 카테고리는 형상이나 기능에 따라 

제품의 타입을 구분한 정보이고 독립변수는 

주문품의 사양 입력 과정 초기에 주문자가 

입력하는 변수로써, 이 변수의 값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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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탈로그 시스템의 기성품 데이터베이스 

에서 유사부품을 검색한 후 종속변수 및 서 

브 컴포넌트의 값을 결정한다.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로써, 본 논문 

에서 종속변수는, 독립변수가 결정된 후에, 

미리 정해진 관계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 

산되고 추후 사용자가 허용 범위 내에서 변 

경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공차(tolerance), 경 

도(hardness), 재질(material), 표면 처리 

(surface_treatment), 옵션(option)으로 나뉜다. 

옵션은 밀판 옵션과 같이 구매자에 의해서 

유무가 결정되는 사양, 형판 작동 방식과 같 

이 주어진 임의의 설계 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사양 등을 정의할 때 사용한다. 치 

수의 경우 제조가 가능한 치수의 최소값 

(lower_input_lim止)과 단위 (unit) 정보를 가지 

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젝터 핀에서 전체길이 

(L)은 05mm 단위까지 제조가 가능하다. 공 

차(tolerance)는 적용 대상 치수(tol_obejct), 

공차값(uppa・_limit, lower_limit) 정보를 가지 

고 있다.

주문품이 여러 단품 및 서브 컴포넌트로 

구성된 조립품일 경우 서브 컴포넌트도 변 

경이 가능한 사양이 되고 전자카탈로그 시 

스템의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부품을 검색한

〈그림 4> 주문 사양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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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변경을 한다. 서브 컴포넌트는 기성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종류와 구매자에 의해 

서 추가적으로 선택되는 종류 2가지로 나뉘 

어서, 서브 컴포넌트의 속성 중 하나인 

d成ault_y_n를 이용하여 이 정보를 나타낸다.

추가 가공 （optional_machining）은 기성품에

평삭 （milling）, 드릴링 （drilling）과 같은 추가 

적인 기계 가공을 뜻한다. 추가 가공 

（optional_machining） 은 가공에 대한 설명 

（description）, 관련 이미지 （image_url）, 추가 

가공 코드（code）, 추가 가공 정의 시 구매자 

로부터 입력 받아야 하는 파라미터 정보 

〈표 2> 이젝터 핀과 몰드베이스의 설계 사양

이젝비괸 몰드베 이스

제품 

카테고리

1. 스트레이트 이젝터 핀, 단붙이 이젝 
터 핀, 각형 이젝3 핀

2. SKH51, SHK51 + 경질 크롬도금, 

SUS440C, SKD61, SKD61 + 질화처 

리, SKD61 프리하든, SACM645 + 
질화처리 （재질, 표면 처리）

1. 2 플레 이트 형, R판 없는 3플레 이트 

형, R판 있는 3플레이트 형 （취출 

메커니즘에 따른 plate의 구성）

2. A형, B형, C형,。형 （core 구성방법 

과 Ejecting Mechanism）
3. 밀판없음, 스페 이스 블록 없음 （기 

타 기능 부품의 조합）

독립변수

지름 P （각형 이젝터 핀의 경우 끝부 

분 폭 R 끝부분 두께 职로 나뉨）, 전 

체길이 L, 지름 공차, 유지부 지름 D, 
유지부 길이 N

메인판 폭 MW, 메인판 길이 ML, 상 

형판 두께 A, 하형판 두께 B, 받침판 

두께 U, 다리높이 C, 형판작동방식

종속변수

열처리 및 경도 머리 높이 T, 머리 

지름 H, 전체 길이 공차, 머리 높이 

공차, 머리 지름 공차

형판 재질, 밀판 타입, T판폭 TW, E 
판폭 EW, C블록폭 CW, 가이드 핀 위 

치, 서포트 핀 위치, 플러 볼트 위치, 

리턴 핀 위치, 상고정판 두께 T, 런너 

스트리퍼판 두께 R, 스트리퍼판 두께 

S, 이젝터 플레이트 두께 （E & F）, 
하고정판 두께 L, 육각렌치 볼트 개수 

& 위치 （기본 판 & 밀판 결속 용）, 

아이볼트용 탭 옵션

서브 

컴포넌트

서포트 핀, 서포트 핀 카라, 가이드 부 

시（서포트 핀 용）, 가이드 핀, 가이드 

부시, 육각렌치볼트, 리턴 핀, 플러볼 

트 이젝터 가이드 핀, 이젝터 가이드 

부시

추가가공

머리부（형상 가공, 넘버링 가공, 노크 

핀 흘 가공 탭 가공）, 선단부（형상 가 

공, 다듬질 가공）, 축부（가스 벤트 가 

공）

포켓가공, 이젝터 가이드 핀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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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_paramdaer)t 가진다.

설계 사양 모델에 따라 정의된 이젝터 핀 

과 몰드베이스의 설계 사양들은〈표 2〉에 

정리되어 있다.

3.2.2 주문 절차의 정의

카테고리, 독립변수, 종속변수, 서브 

컴포•넌트 추가가공 간의 관계는 다음 

과 같다.

카테고리 ♦ 독립변수, 종속변수, 

서브 컴포넌트 추가가공

독립변수 ♦ 종속변수 서브 컴포넌트 

추가가공

종속변수 ♦ 서브 컴포넌트 추가가공

서브 컴포넌트 ♦ 추가가공

(여기서 A는 A가 변경 

되면 B7} 변경됨을 뜻함)

따라서 요구조건 1을 만족시키는 주문품 

의 주문 절차는〈그림 5〉와 같게 된다. 먼저 

고객은 주문하고자 하는 제품의 카테고리를 

선택 (phase 1)한 후, 선택된 제품 카테고리 

에 해당되는 독립변수를 입력하여 전자카탈 

로그 시스템의 기성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phase 2)한다. 입력한 사양과 동일한 제품 

이 없을 경우, 가격납기 측면에서 가장 유 

리한 유사 제품을 검색하여 반환한 후, 고객 

의 입력 값에 따라 독립변수를 수정한다. 고 

객은 검색된 제품에 대해서 종속변수를 수 

정 (phase 3)하고, 조립품의 경우에는 서브 

컴포넌트를 선택/수정 (phase 4)한다. 마지 

沸收2

phase 3

朔做4

脚做S

꺠@滩 S

重極聘7

〈그림 5> ET0 금형 부품의 주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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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추가가공을 지정 (phase 5)하면 주문 

사양의 명세 과정은 끝난다. 그리고 각 사양 

명세 단계 (phase 1, 2, 3, 4, 5)에서 고객의 

수정 값에 따른 제조 가능성을 체크하고, 주 

문품에 대한 가격/납기 (phase 6)를 계산한 

다. 고객이 계산된 가격/납기에 만족하여 거 

래를 승인하면, 제조 도면을 생성하여 제조 

업 체 에 송부하고 거래 과정을 진행한다(phase 7).

3.3 주문 사양 명세，위한 유사 

부품의 검색

주문 사양 명세를 위해서, 고객은〈그림 6> 

과 같이 트리 형태로 표현된 주문 사양 모 

델의 제품 카테고리 정보를 통해. 구매하고 

자 하는 제품의 타입을 먼저 선택한다. 선택 

된 카테고리에 따라 고객이 변경할 수 있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서브 컴포넌트, 추가가 

餾 종류가달라지게돤다(〈그•림 5〉의 phase 1).

제품 카테고리 선택 후 독립 변수를 입력 

하면, 기존의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의 기성품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사양과 동일한 제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유 

사한 사양을 가진 제품을 검색한다(〈그림 5〉 

의 phase 2). 유사 제품의 검색은 설계 사양 

들 별로 수정 여부에 따라 가격 및 납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납기를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검색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설계 사양들이 가격/납기에 영향을 미치 

는 정도를 조사하여 유사품 검색 시 가격/

-SKH51
-SHK51危拙剛!顷E&tir咯
-SUS4OC
-SKD61
-SKD61 观
-SKD61率y曲両g
-SACM45 +両i曲略

-SKH51
-SHK51 +하g面imp曲血咯
-SUS44X：
-SKD61
-SKD61 + mtridhg

-SAOI645 +jutndng

-SKH51
-ADC 第

〈그림 6> 이젝터 핀의 제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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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에 대한 영향도가 큰 변수의 값이 동일 

한 제품을 검색한다.

유사품 거색조건 1: 변수 pk 의 가격/납기 

에 대한 영향도가 R 보다 클 

때 변수 R의 값이 동일한 제 

품들을 먼저 검색하고 검색된 

부품 목록 （屁 ）에서 R 값이 

사용자 입력 값 보다 작지 않 

으면서 가장 비슷한 제품을 

반환한다

유사품 검색조건 2： 변수 P*  의 가격/납기 

에 대한 영향도가 R 보다 클 

때 변수 R의 값과 동일한 제 

품이 없을 경우 P, 값이 사용 

자 입력 값보다 작지 않으면 

서 가장 비슷한 제품들을 먼 

저 검색하고 검색된 부품 목 

록 （L, ）에서 R값이 사용자 

입력 값보다 작지 않으면서 

가장 비슷한 제품을 반환한다 

예를 들어 밀핀의 독립변수들의 영향도는 

다음과 같다.

P（각 이젝터 핀의 경우 P,W）〉N〉L

이와 같은 독립변수들의 가격/납기에 대 

한 영향도는, 사양 변경에 따른 제조 과정에 

서의 난이도와 관련이 있다. 즉 P 값이 변경 

될 경우 선반 작업이 필요하고 L값이 변경 

될 경우 절단 작업이 필요한데, 선박 작업이 

절단 작업보다 제조 비용 및 시간이 더 높 

기 때문에, P의 영향도가 더 높게 된다.

유사품 검색 과정의 설명을 위해 이젝터 

핀의 독립변수 L과 P두 개의 입력만을 고려 

한 간단한 예를 표 3에서 살펴본다. Case 1 

에서는 후보 제품들의 P 값이 입력 값과 일 

치하지 않아 L 값이 유사한 것을 찾는다. 고 

객의 입력 L값과 Part 2의 L 값이 동일하여 

유사품 검색조건 쎄 의해서 Part 2를 반환 

한다. Case2에서는 고객의 입력 P값이 Part 

1의 P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푸 검색조 

건 I에 의해서 Parti을 반환한다. Case 3에서 

는 후보 제품들의 P 값이 입력 값과 일치하 

지 않아 L 값이 유사한 것을 찾는다. Part 2 

가 L 값이 동일하지만 P 값이 입력 P 값보 

다 작기 때문에 Part 1을 반환한다.

유사품을 검색 후 종속변수 （〈그림 5〉의 

phase 3）의 변경, 서브컴포넌트（〈그림 5〉의

〈표 3> 주문 사양 명세를 위한 유사 부품의 검색

Customer s inputs ("anciidatcTS Search n온ull

Case 1 L = 100, P 그 0.8
Part 1： L = 120, P = 0.9

Part 2
Part 2： L = 100, P = 0.85

Case 2 L = 100, P = 0.8
Part 1： L = 120, P = 0.8

Part 1
Part 2： L = 100, P = 0.7

Case 3 L = 100, P = Q8
Part 1： L = 120, P = 0.9

Part 1
Part 2： L = 100, P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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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4) 변경 및 추가, 추가가공(〈그림 5> 

의 phase 5)의 선택을 하고 가격/납기를 재 

산정(35절 참조)한다.

3.4 제조 가능성 검증

금형 부품의 거래는 제조업체에서 제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성품의 설계 사양을 

수정하여 주문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에서는 주문 사 

양 명세 단계에서 보유 시설의 종류 및 용 

량, 작업자의 기술 정도에 따른 제조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TO 시스템은, 각 

부품의 주문 사양에 대한 허용 범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객이 입력한 사 

양에 대한 제조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3.2절 

에서 설명한 설계 사양 모델에 따른 각 제 

품별 사양 값의 허용 범위를, 구축 대상 업 

체의 종이 카탈로그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와 

의 회의를 통해 얻었다.

제조 가능성 규칙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설계 사양들간의 연관 규칙

• 카테고리와 종속변수 간의 연관 규칙 

(Relation rule between product category and 

dependent design parameters): 제품 카테고리 

에 따라서 종속변수의 값이 결정되는 경우 

를 말한다.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연관 규칙 

(Relation rule between independent design 

parameters and dependent design 

parameters): 독립변수의 변경에 따라 종 

속변수가 변경되는 규칙이 존재한다.

• 종속변수 간의 연관 규칙 (Relation rule 

between dependent design parameters): 종속 

변수의 a를 수정할 경우 다른 종속변수 9 

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독립변수와 서브 컴포넌트와의 연관 규 

칙 (Relation rule between independent 

design parameter and sub components):

〈표 4> 제품 카테고리와 종속변수간의 연관 규칙의 예

L tolerance T tolerance H. tolerance

SACM645+ chromium plating +0.1 〜+5 -0.05'0 -0,2 〜0

SKD61+ nitriding +0.1 ~ +5 -0.05 〜0 -0.2 〜0

SKH51 +0.5 ~ +1 -0.02 〜0 -0.2-0

〈표 5> 각형 이젝터 핀의 설계 사양 최소 입력 단위

Ml.. 캐;1 드 nil L D 핊 Illi
SKH51 0.01mm 0.01mm 0.5mm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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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의 a를 수정할 경우 서브 컴포 

넌트 B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종속변수와 서브 컴포넌트와의 연관 규 

칙 （Relation rule between independent 

design parameter and sub components）: 

종속 변수의 a를 수정할 경우 서브 컴포 

넌트 8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설계 사양들간의 연관 규칙의 한 예로 스 

트레이트 이젝터 핀의 제품 카테고리 선택 

에 따른 종속변수（L 공차, T 공차, H 공차） 

의 변경 규칙이〈표 4〉에 나타나있다.

R 설계 사양의 최소단위 입력 제한 규칙

제조사의 생산 정밀도의 한계로 인해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치수의 최소 단위 

가 존재한다. 각 이젝터 핀의 독립 변수인 

P, L, D, N의 최소 입력 단위가〈표 5〉에 나 

타나 있다.

。. 설계 사양의 배타 규칙

고객이 사양 a를 선택할 경우 다른 사양尸 

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표6〉에는 추가가공들간의 병용 불가 

규칙을 보여주고 있다.

3.5 가격/납기의 산정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의 목적은 제품의 거 

래에 있기 때문에, 고객의 주문 사양에 따른 

제품의 가격/납기는, 단순히 예측 또는 근사 

값이 아니라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정확한 

값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 초기에는 이젝터핀 및 몰드베이 

스의 가격납기를 산정하기 위한 모델（함수）

〈표 6> 추가 가공들간의 병용 불가 규칙

추가 가공 유형

머리부 절단 가공

（선단 추가가공 무）

농인 유힝의 

추，卜 가공 병용 불가

넘버링 가공 （4면 절단 가공인 경우）

노크 핀 흘 가공

탭 가공

머리부 절단 가공 （선단 추가가공 유）

다른 유형의 

추가 가공 병용 불가

선단 형상 가공

머리부 절단 가공 

（선단 추가가공 유）
머리부 절단 가공 （선단 추가가공 무）

넘버링 가공

머리부 절단 가공 중 4면 절단 

탭 가공

노크 핀 흘 가공

노크 핀 홀 가공
머리부 절단 

가공탭 가공

탭 가공

머리부 절단 가공 

노크 핀 홀 가공 

넘버링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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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주문 

품의 다양한 사양 변경에 대해서, 근사값이 

아니라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하나의 모델 

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 

안하여 사용하였다.

A. 가격/납기 계산 측면에서 독립성을 

가지는 주문 사양과 서로 연관 관 

계를 가지는 주문 사양을 구분

1%： 가격 계산에서 독립성을 가지는 주 

문 사양 (총 개수: V)

% 납기 계산에서 독립성을 가지는

주문 사양, (총 개수: W)

DPpj： 가격 계산에서 연관성을 가지는 

주문 사양, (총 개수: X)

D%： 납기 계산에서 연관성을 가지는 

주문 사양, (총 개수: y)

예를 들어, 이젝터 핀의 경우 가격 측면에 

서의 1巳로는 머리 높이 머리 지름, 추가가 

공이 있고 DR로는 이젝터핀 카테고리, 전 

체 길이 (L), 지름 (P), 끝부분 두께 (W), 유 

지부 길이(N), 유지부 지름(D), 재질, 지름 

공차가 있다.

〈표 7> 가격 계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정의 및 입력 값의 예

COIJ MX、心1E (OLl'MX DESC. Instance value example

PIN_TYPE 이젝터핀 클래스 코드 Strai아it ejector pin

L_EDIT L변경 유무 Y

P_EDIT P변경 유무 N

W_EDIT W변경 유무 N

N_EDIT N변경 유무 N

MATERIAL 재질 SKH51

P_TOL 지름공차 -0.005 〜1

D 유지부지름 4

Lmin 전체길이 최소값 50

Lmax 전체길이 최대값 100

Pmin 지름 최소값 0.3

Pmax 지름 최대값 0.3

Wmin 끝부분두께 최소값 null

Wmax 끝부분두께 최대값 null

Nmin 유지부길이최 소값 nuB

Nmax 유지 부길 이 최 대 값 null

SELL_COST 판매가 13,650won



16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2권 제1호

B. 가격/납기 계산 측면에서 독립성을 

가지는 주문 사양의 경우 사양 변경 

에 대한 가격/납기의 산정 모델 정 의

Piice(IPpj) = PrioeCalculationFunction (IPj 

Deiivey(IPdk)= DeSveryCalculationFunction (IP^) 

예를 들어, 스트레이트 이젝터 핀의 경우 

일반 머리 지름이 가격 계산에 있어 독립성 

을 가지는 주문 사양이고 변경이 발생하면 

1,690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그리고 스 

트레이트 이젝터 핀(SKH51)의 지름 공차 

변경 이 발생하면 납기는 5일이 된다.

C. 가격/납기 계산 측면에서 연관성을 

가지는 주문 사양들에 대해서는, 실 

제 사양값들에 따른 가격/납기 정

보를 데이터베 이스에 구축

Price(DPpl> DP』D%. DPpx)

=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D曲vay(DPdi, DF虹 DP* “ DP^)

=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가격과 납기 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격 및 납기를 결정하 

는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금 

형 부품의 경우 사양의 변경 유무, 재질, 공 

차, 최대 및 최소값 네 가지로 구분된다. 특 

히 독립변수의 경우 변경 유무에 따라서 제 

조 공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각 

경우 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젝터 핀에 

대한 가격 산정 테이블의 정의 및 입력 데 

이터의 예가〈표 7〉에 나타나 있다.

〈그림 7> 사용자 주문 사양에 따른 제조 도면의 생성



주문자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금형 부품의 전자 거래 17

D. 고객 주문 사양에 대한 최종 가격/ 

납기 계산

주문 사양에 대한 최종 가격은 B, C에서 

계산된 값을 합하여 산정된다.

Price = Price(DPpi, DP®-, DPP^ DPPx)

+ Sum of Piice(IPpi) 여기서 i=lmv.

주문 사양에 대한 최종 납기는 B, C에서 

계산된 납기일들 중에서 최대값으로 한다.

Delivery = Max (Delivery(DP<u, DPd2,.„ 

DPdi,.. DPdy), Delivery (IPai),---, Delivery 

(IPdk), ■■■, Delivery (IPdw))

3.6 제조 도면의 생성

주문 사양이 결정 되면 생산자가 주문품 

을 제조하기에 필요한 2D 도면의 생성 이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D 도면 생성을 위 

해서 기존의 테이블 파라메트릭 방법 [16]을 

적용하였다. 테이블 파라메트릭 방법에서는 

대상 제품을 위상(topology)의 유사도와 같 

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상 

용 CAD 시스템의 파트 패밀리 기능을 활용 

하여 마스터 모델(테이블 파라메트릭 모델) 

을 구축한다. 그리고 분류체계와 설계 파라 

미터와의 매핑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제품의 CAD 모델을 생성한다.

테이블 파라메트릭 방법에서는 위상의 유 

사도나 파트 패밀리 기능의 특징을 활용하 

여 마스터 모델을 정의하기 때문에, 형상 특 

이성이 높은 추가가공이 반영된 주문품에 

대한 도면 생성이 어렵다[21]. 그래서 본 논 

문에서는 추가 가공을 별도의 도면으로 처 

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생성되는 

제조 도면의 종류는 기본 도면과 추가 가공 

도면으로 나뉜다. 기본 도면은 구매자가 주 

문한 제품의 독립변수, 종속변수, 서브 컴포 

넌트 정보가 나타나 있는 도면이다. 추가가 

공 도면은 추가 가공 정보를 담고 있는 도 

면으로 각 추가가공 별로 별도의 도면들을 

생성한다. 도면의 생성 방식은, 미리 정의된 

마스터 템플릿 도면들 중에서 고객의 주문 

사양에 맞는 템플릿 도면 (〈그림 7> (a))을 

찾은 후 주문 사양 값을 기입하여 제조 도 

면(〈그림 7> (b))을 생성한다.

4. 구현 및 실험

3절에서 설명한 주문형 금형 부품의 거래 

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帝허브엠닷컴 

[18]의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거래할 수 없 

는 420만 건 이상의 주문형 이젝터핀과, 

25即만 건 이상의 주문형 몰드베이스의 처 

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주문형 금형 부품의 거래를 위해서 구현 

된 시스템의 구조는〈그림 8〉과 같다. 시스 

템은 금형 부품 사양 명세 (기본 설계 사양, 

서브 컴포넌트, 추가 가공) 모듈, 도면 생성 

모듈, 주문처리 모듈로 구성된다 [20]. 유사 

금형 부품 검색을 위해 기존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데 이터베 이스와 연동을 하였고 주문 

형 금형 부품의 주문 처리 모듈을 기존 전 

자카탈로그 시스템의 주문 처리 모듈에 추 

가하였다.

금형 부품 사양 명세 모듈에서는 3.2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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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의된 주문 프로세스에 따라, 구매자가 

요구하는 설계 사양을 단계적으로 명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부품 검색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독립 변수 값과 가 

장 유사한 유사 부품을 전자카탈로그 시스 

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다. 이와 같은 검 

색 기능의 구현을 위해서 전자카탈로그 시 

스템의 분류체계와 S2절에서 설명한 이젝터 

핀과 몰드베이스의 독립변수들간의 매핑 작 

업을 수행하였다. 기본 설계 사양을 결정한 

후 구매자는 서브 컴포넌트 및 추가가공 관 

리 모듈에서 각 부품 종류별로 가능한 서브 

컴포넌트와 추가가공을 선택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주문 사양에 따른 가격 및 납기는 

가격 납기 관리 모듈에서 계산된다.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 금형 부품을 검색한 후〈그림 9〉과 같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변경한다. 기본 

설계 사양을 변경하고 나면 조립품의 경우 

서브 컴포넌트를 선택 및 변경을 한다. 몰드 

베이스에 사용되는 서브 컴포넌트 중의 하 

나인 가이드 핀의 규격을 변경하는 그림이 

〈그림 10〉이다. 마지막으로〈그림 11〉과 같이 

추가가공의 종류를 선택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문 사양이 결정되면, 제조업체가 

주몬苫을 제조하기에 필요한 2D 도면이〈그 

림 12〉과 같이 생성된다.

-------------------------- ------- ---------------------------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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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문형 금형 부품의 거래를 위한 전자카달로그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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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서브 컴포넌트의 추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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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추가 가공의 선택

〈그림 12> 주문품의 제조를 위한 제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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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  론

금형 부품의 구매 업무가 현재는 많은 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이고 금형 구매 업무의 효율 향상 및 시간 

단축을 위해서 가능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기반의 프로세스 자동화를 하는 것 

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본 논문은 금형 부품 

의 구매 자동화를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인 

주문품 위주의 구매 패턴 문제를 해결하여, 

기존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거래되지 못 

했던 주문품에 대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을 기반 

으로 제품에 대한 설계 지식 및 제조 업체 

생산 지식을 적용하여, 주문형 금형 부품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주문자 설계변경을 

통한 거래 (ETO： engineenng-to-order) 방법 

을 제안하였고 제안한 방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요소 기술 (부품 라이브러리의 

유사 부품의 검색, 업체별 제조 가능성 검 

증, 가격/납기의 산정, 제조 도면의 생성)의 

구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ETO 방법의 적 

용을 통해서 현재의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에 

서 거래되지 못했던 많은 주문품에 대한 사 

양 결정 및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와의 반복적인 feed- 

back없이 주문형 부품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고객이 명세할 수 있는 주문사 

양을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제한하였다. 정확 

한 가격/납기의 계사 제조 가능성을 지원하 

면서 명세 가능한 주문 사양을 확장하는 방 

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논문 

의 구현 대상을 부품 판매를 위한 전자카탈 

로그 시스템으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조 

업체의 종이 카탈로그 분석 및 데이터베이 

스 업로딩용 데이터 시트 작성과 같은 별도 

의 중간 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조 업체가 운영하는 ERP, PDM 등의 시스 

템을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방안에 대한 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납기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 

산정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추후 납기를 반 

영한 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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