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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계층  개념구조는 상 도메인으로부터 지식을 표 하는데 있어서 간결하면서도 효과 으로 개념간

의 구조를 설명하기 해 사용되고, 데이터의 구조화와 요약을 제공하며 필요한 정보의 수월한 근을 

제공하기 해 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도메인으로부터 계층  개념구조를 구축하기 해서

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계층  개념구조를 효율 으로 구축하기 한 체계가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  개념구조를 체계 으로 구축하기 한 형식개념분석기법(FCA, Formal 

Concept Analysis)을 토 로, Many-valued context와 Scaling을 자동화하기 한 도구로써 본 연구에

서 개발된 FCA Wizard를 소개한다.

1. 서론

FCA(Formal Concept Analysis)는 개념(Concept)

에 한 속성을 정의하고 속성의 포함 계를 사용하

여 개념  계층구조(Conceptual hierarchy)를 생성하

는 수학  모델을 제공하여[1-4] 제반 문제들에 

한 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한 응용수학분야의 

기법이다. 최근에는 객체지향 도메인모델링의 추

 역할을 하는 개념계층구조, 즉, 클래스계층구조

를, FCA에서 제공하는 개념격자(Concept Lattice)를 

기반으로 구축하기 한 기법이 제안되었다[5]. 

한, Gu Tao는 온톨로지의 계층  개념 트리의 구축

을 돕기 해 FCA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6]. 뿐만 아니라 의학  바이오인포메틱스, 사회과

학, 소 트웨어공학, 온톨로지공학 등의 분야에 리 

용되기 시작하고 있다[7,8].

한, 특정 분야의 문가나 지식 공학자들에 의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작성되었던 계층

 개념구조를 보다 수월하게 작성하기 하여 

FCA 지원도구들(ToscanaJ, Galicia, Concept 

Explorer, etc)이 개발되었다[9-11]. 부분의 툴들은 

One-valued context만 처리 가능하며, ToscanaJ와 

Galicia는 Many-valued context 처리를 지원하지만 

ToscanaJ에서는 Context 직  입력이 불가능하고, 

Galicia는 각 속성의 특성에 맞게 field 별로 scaling 

할 수 없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일종의 개념  클러스터링 기법으로서 리 각

받기 시작한 형식개념분석기법(FCA)을 소개하고, 

FCA를 이용하여 보다 수월하고 용이하게 계층  

개념 구조를 작성하기 해 FCA의 기본 인 정의

들과 정리를 토 로 개발된 ConExp[9]를 기반으로 

Many-valued context와 Scaling을 지원하는 FCA 

Wizard를 개발하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FCA

의 소개와 정형화된 계층  개념구조의 구축방법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Many-valued 

context와 scaling을 처리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FCA Wizard에 해서 소개하고,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에 해서 설명한다.

2. Formal Concept Analysis

FCA는 개념격자라는 수학  모델을 기반으로 하

는 데이터분석기법의 일종으로서, 개념 인 데이터

분석과 knowledge processing분야의 제반문제들에 

1)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 0412-MI02-040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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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1의 context로부터 추출한 Concept

Concepts Extensions Intensions

C1 ∅ {a1, a2, a3, a4, a5}

C2 {o3} {a4, a5}

C3 {o2} {a2, a3}

C4 {o1, o4} {a1, a3}

C5 {o1, o2, o4} {a3}

C6 {o1, o2, o3, o4} ∅

<표 1> context table

a1 a2 a3 a4 a5

o1 ✕ ✕
o2 ✕ ✕
o3 ✕ ✕
o4 ✕ ✕

(그림 1) 표1의 context에 한 개념격자

C6

C5

C4 C2C3

C1

a3

a1 a2 a4,a5

o1,o4 o2 o3

한 수학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FCA의 기본이 되는 구조는 (one-valued)context

이며, 정형화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1] Formal context K=(G, M, I)는 객체들

(Objects)의 집합 G와 속성들(Attributes)의 집합 M, 

그리고 G와 M사이의 이항 계 I⊆G✕M로 구성된
다.■

즉, G와 M의 원소들은 각각 해당 context의 객체

들과 각 객체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을 나타낸다. 

한, 어떤 객체 g가 속성 m을 가지고 있을 경우, 

gIm 는 (g, m) ∈ I 로 나타내며, g는 m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Formal context는 cross table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해당 표의 행과 열의 헤드부분은 각각 

context를 구성하는 객체들과 속성들로 구성된다. 해

당 셀에 련된 객체와 속성이 이항 계 I를 만족할 

경우에는 X표시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빈 공란으로 

남겨둔다(표1 참조).

와 같은 context로부터 개념들(concepts)을 추출

할 수 있다. 각 개념들은 (O, A)와 같은 형태의 

(pair)으로 정의되며, 정형 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2]임의의 context K=(G, M, I)에 하여, O⊆

G, A⊆M 일 때, intent(O)=A ∧ extent(A)=O를 만

족하는 (O, A)를 개념(formal concept)이라고 한다. 

단, intent(O) := {a∊M|∀o∊O:(o, a)∊I},
extent(A) := {o∊G|∀a∊A:(o, a)∊I}.■
즉, formal concept (O, A)는 intent와 extent로 구

성되는 Galois Connection에 의해 규정되며, 

intent(O)와 extent(A)에 의해 O의 모든 객체들이 

공통 으로 갖는 속성들의 집합과 A의 속성들을 갖

는 객체들의 집합을 각각 구할 수 있다. 

표1의 context에 하여, 의 정의를 토 로 추출

된 개념들B(K)는 표2와 같다.

context로부터 추출된 개념들은 extent 는 

intent를 토 로 상 -하 개념 계를 정의 할 수 

있다.

[정의 3] 주어진 context K=(G, M, I)의 임의의 개

념 (O1, A1), (O2, A2)∈B(K)에 하여, “상 -하

개념” 계(O1, A1)≤(O2, A2)는 일종의 반순서 계

(partial order relation)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O1, A1)≤(O2, A2) ⇔ O1⊆O2(⇔A1⊇A2).■

를 들면, C5=({o1, o2, o4}, {a3})는 C4=({o1, o4}, 

{a1, a3})의 상 개념이며, C4는 C5의 하 개념이다. 

이와 같은 상 -하 개념 계의 정의는, 임의의 개

념은 외연 (extensional)  내포 (intensional)인 

에서 상 의 개념에 비해, 보다 은 extension

과 보다 큰 intension을 갖는다는 철학 인 개념계층

구조의 특성을 반 하고 있다. 

특히, 주어진 context K=(G, M, I)의 개념집합

B(K)와 이들 개념들 간의 상 -하 개념 계≤는 

일종의 반순서집합에 해당하며, 이를 개념격자

(Concept Lattice 는 Galois Lattice)라고 부른다.

개념격자는 Hasse Diagram을 사용하여 계층 인 

개념구조형태로 가시화할 수 있다(그림1 참조).

개념격자를 나타낸 Hasse Diagram에서는, 각 개

념들과 이들 사이의 상하 계가 링크에 의해 표시

되며, 특히, 개념들 간의 링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

로에 의해 상 개념으로부터 하 개념으로 속성들이 

상속되며, 하 개념으로부터 상 개념으로 해당 객

체들이 된다. 를 들면, o2 객체는 고유한 속성

으로서 a2를 갖고 있으며, 더불어서, 상 개념들로부

터 a3과 같은 속성을 상속받는다. 한편, a3라는 속성

을 갖는 객체로서는 o1, o2, o4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어진 문제 역의 

객체들과 이들이 갖는 속성들을 context형태로 악

하여, 개념을 추출하고 개념격자형태로 나타냄으로

써, 도메인 내의 개념들을 분류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계층  개념구조를 수월하게 구축할 수 있다.

3. FCA Wizard

앞 의 제반 정의들을 이용하여 형식개념분석을 

자동화하기 한 도구로써 ToscanaJ, Galicia,  

ConExp[9-11]등이 개발되어있으나 부분 2진형태

의 속성을 표 한 One-valued context만 처리 가능

하다. 즉, 다양한 속성 값을 표 한 Many-valued 

context를 처리하는 기능은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ConExp[9]를 기반으로 Many- 

valued context  이에 한 scaling기능을 지원하

는 FCA Wizard를 개발하 다.

3.1. Many-valued context와 Scaling

FCA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값을 가지는 속성들과 

객체들, 그리고 객체와 속성 사이의 계를 나타내

는 데이터에도 용될 수 있다. 를 들어, “color”라

는 속성은 “red”, “green” 는 “white” 등과 같은 

다양한 값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속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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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3에 한 Scaling 용 결과

M De R

++ + - -- ++ + - ++ + --

Conventional X X X

Front-wheel X X X

Rear-wheel X X X

Mid-engine X X X

All-wheel X X X

: ( , , )n n n= =N

1 2 3 4

1 X

2 X

3 X

4 X

: ( , , )n n n= ≤O

≤1 ≤2 ≤3 ≤4

1 X X X X

2 X X X

3 X X

4 X

: ( , , ) | ( , , )n n n n n= ≤ ≥I

, : ( , , ) ( , , )n m n n m m
•

= ≤ ≥∪M

≤1≤2≤3≤4 ≥5≥6

1 X X X X

2 X X X

3 X X

4 X

5 X

6 X X

: ({0,1},{0,1}, )= =D 

1 2

1 X

2 X

≤1 ≤2 ≤3 ≤4 ≥1 ≥2 ≥3 ≥4

1 X X X X X

2 X X X X X

3 X X X X X

4 X X X X X

<표 3> 자동차에 한 Many-valued context

M De R

Conventional ++ - +

Front-wheel + + ++

Rear-wheel -- ++ --

Mid-engine -- ++ +

All-wheel - ++ +

<표 4> Nominal scale context

++ + - --

++ X

+ X

- X

-- X

(그림 2) FCA Wizard 구성도

FCA Wizard

One-valued 
context Editor

Concept 
Lattice

Many-valued
context Editor Scales

Nominal Ordinal Interordinal Biordinal Dichotomic

many-valued attributes라고 부르고 many-valued 

attributes를 포함한 context를 Many-valued 

context라고하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4] Many-valued context K=(G, M, W, I)는 

객체들(Objects)의 집합 G와 속성들(Many-valued 

Attributes)의 집합 M, 속성의 값 W, 그리고 G와 

M과 W사이의 계 I⊆G✕M✕W로 구성된다.■
즉, G와 M의 원소들은 각각 해당 context의 객체

들과 각 객체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 그리고 그 

속성의 값들을 나타낸다. 한, 어떤 객체 g가 속성 

m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의 값이 w인 경우, (g, m, 

v) ∈ I 는 m(g)=w로 나타내며, 객체 g는 w 값을 

가지는 속성 m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Many-valued context도 One-valued context와 

같이 table로 나타낼 수 있으며, table의 각 셀에는 

“X”표시 신 해당 객체가 갖는 속성들의 값을 표

시한다(표3 참조).

(M : maintainability, De : drive efficiency empty,
R : road holding/handling properties;

++ : excellent, + : good, - : poor, -- : very poor)
이와 같은 Many-valued context로부터 concept들

을 추출하고 concept lattice를 구성하기 해서는 특

정한 규칙에 따라 Many-valued context를 One- 

valued context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변

환된 one-valued context를 derived context라고 부

르며 이러한 변환과정을 conceptual scaling이라고 

한다. conceptual scaling하기 해서, Many-valued 

context의 각 속성들은 conceptual scale이라고 불리

는 context를 토 로 One-valued context로 변환되

며, Many-valued context의 각 속성들은 conceptual 

scale에 의해서 해석된다.

[정의 5] Many-valued context의 속성 m에 한 

(conceptual) scale은 one-valued context Sm:=(Gm, 

Mm, Im)로 정의된다. 단, m(G)⊆Gm. scale의 객체들

은 scale values, 속성들은 scale attributes라고 부른

다.■

기본 인 scale은 5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Nominal scale: scaling하고자 

하는 속성의 값을 그룹별로 분

류

(2) (One-dimensional) ordinal 

scales: 속성의 값의 소 계를 

비교하여 일직선으로 을 세우

는 scale.

(3) (One-dimensional) interordinal scales: Ordinal 

scale처럼 속성의 값의 소 계를 비교( 간 값

이 존재하는 속성을 scaling하기에 합)

(4) Biordinal scales: 간값을 

갖지 않는 두개의 그룹으로 

된 속성을 Ordinal scale하

여 하나로 합쳐놓은 것

(5) The dichotomic scale: scaling하고자 

하는 속성의 값을 양분화(N2, M1,1, I2 

scale과 같다)

이와 같이 Many-valued context를 One-valued 

context로 변환하기 한 scale들은 이외에도 다수 

존재할 수 있으며, scaling 하고자 하는 속성의 특성

에 따라 scale를 선택하여 scaling하면 된다. 를 

들어, 표 3과 같은 Many-valued context의 각 속성

들에 하여 표4의 Nominal scale을 용하여 손실

된 정보 없이 표 5와 같이 one-valued context로 변

환 할 수 있으며, 이를 토 로 FCA기법에 의해 그

림6과 같은 Concept Lattice를 구축할 수 있다.

3.2 FCA Wizard의 구축

FCA Wizard는 그림2와 같이, One-valued 

context 편집기능, Concept Lattice 가시화 기능뿐만 

아니라, Many-valued context 편집기능과 Scaling등

을 제공한다. 즉, FCA Wizard는 Many-valued 

context 직  입력이 가능하고 scaling하기 한 기

본 인 5종류의 scale을 제공하며 각 속성의 특성에 

맞게 field 별로 scale을 선택하여 scaling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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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any-valued Context 입력 화면

(그림 4) 각 속성에 한 Scale 선택 화면

(그림 5) Derived One-valued Context

(그림 6) Derived context로부터 concept들을 
추출하여 만든 concept lattice

다. 한, scaling 후 자동으로 derived context를 생

성하고 derived context로부터 concept들을 추출하여 

concept lattice를 구성한다. Many-valued context 

처리 가능한 툴로는 ToscanaJ와 Galicia가 있으나 

ToscanaJ를 사용하여 Many-valued context를 처리

하기 해서는 ToscanaJ에서 인식할 수 있는 특정 

일 형태(Access, Excel, JDBC, etc)로 many- 

valued context table을 만들어야 하며 scaling 후 

derived context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 Galicia는 

Many-valued context 직 입력은 가능하나 사용법

이 복잡하고 context 체를 한 종류의 scale로만 

scaling 할 수 있다. 즉, 각 속성의 특성에 맞게 

scale을 선택하여 field 별로 scaling 할 수 없다. 뿐

만 아니라 ToscanaJ와 Galicia는 기본 인 scale 5

종류 모두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One-valued context Editor와 Concept Lattice 

기능을 제공하는 ConExp를 기반으로 ToscanaJ와 

Galica의 단 을 보완하여 FCA Wizard를 개발하

다. 그림3～6은 FCA Wizard를 사용하여 Many- 

valued context를 Nominal Scaling하여, Concept 

Lattice를 구축하는 사례이다.

4. 결론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형식개념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보다 

수월하게 도메인에서 제공된 데이터로부터 개념계층

구조를 구축하고 리하기 한 자동화도구(FCA 

Wizard)를 개발하 다. FCA Wizard를 사용함으로

써 계층  개념 구조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된 계층  개념구조에 새로운 개념 등을 

쉽게 추가, 삭제, 변경 할 수 있다. 한, many- 

valued context를 scale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보

다 다양하고 실제 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FCA를 기반으로 하는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FCA

를 객체지향분야(특히, Class Hierarchy에 한 품질

평가  최 화)에 용하기 한 제반연구와 

Ontology 구축  리에 FCA를 용하기 하여, 

Description Logic의 표 과 추론기능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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