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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정보의 의미  검색을 한 시맨틱 웹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맨틱 웹에서 핵심이 되
는 것은 온톨로지이다. 2004년 2월 W3C는 온톨로지 구축을 해 RDF(S)와 OWL을 온톨로지 구축 언
어의 표 으로 제정하고 총 13개의 기술문서를 공표하여, 온톨로지 언어의 정의와 구축 사례  활용

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온톨로지들이 여러 목 에 의해 구축되고 있으며, 그 활용
도는 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정보의 검색을 한 온톨로지는 구축이 어려우며 이에 한 연

구도 미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과 지역의 치 정보, 지역 내의 건물  도로에 한 치 

정보를 온톨로지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지리정보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 다. 
그 결과, 우리는 치에 한 온톨로지 구축을 한 3가지 어휘를 설계하 고, 이를 이용하여 효율
이고 의미 인 지리정보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시맨틱 웹의 핵심요소인 온톨로지는 의료정보, 

자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 그리고 지식 리와 정

보검색 등에 리 활용되며, 향후 그 활용분야는 더

욱 넓어질 것으로 망되고 있다.[1] 이와같이 온톨

로지의 활용분야가 넓어지는 이유는 데이터 공유, 

새로운 사실의 추론, 그리고 의미 인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하지만 온톨로지를 이용한 지리

정보의 검색 부분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Context Aware를 한 location에 

한 온톨로지[2][3]나 LBS(Location Based 

Services)를 한 온톨로지[4] 등, 특수 분야에 활용

이 국한되어 있다. 재의 웹에서 지리정보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온톨로지는 사물의 개념정의를 심

으로 작성된 온톨로지 언어로 인한 제한과 지역정

보, 건물정보, 도로정보들의 상호 연 성을 찾는 어

려움 등의 이유로 연구의 큰 어려움이 있다. 를 

들어, W3C에서는 RDF(S)와 OWL을 이용한 ‘Wine’ 

온톨로지를 구축하 으며 이 문서 내에서 지역정보

를 표 하기 해 ‘locatedIn’이라는 Object Property

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지역간의 포함 계만을 간

단히 다루고 있다.[5] 한 온톨로지를 용한 

Context Aware, LBS등의 문분야에서도 치정보

는 ‘Wine’ 온톨로지에서의 표 과 비슷한 수 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 건물, 도

로들의 상호 련된 기술을 통한 의미  지리 검색

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추가 인 데이터 없이 지리

검색 결과를 텍스트와 이미지로 제공할 수 있는 온

톨로지를 구축하기 한 방법을 연구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에 지리정보를 기술하

기 한 ‘Wine’ 온톨로지의 ‘locatedIn’에 해 자세

히 살펴보고, 3장에서 본 논문의 핵심인 지리정보에 

한 구체 인 온톨로지 구축방법을 설명하고,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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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ID isWestOf isNorthOf

rdf:type owl:ObjectProperty owl:ObjectProperty

rdfs:domain owl:Thing owl:Thing

rdfs:range owl:Thing owl:Thing

owl:inverseOf isEastOf isSouthOf

<표 2> isWestOf와 isNorthOf의 상세정보

에서는 이를 이용한 온톨로지 응용 시나리오를 작성

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

구 방향을 제시한다.

2. 련연구

   W3C에서 온톨로지 구축을 해 RDF(S)와 

OWL에 한 표 을 제정하고, 이를 활용한 온톨로

지 구축의 사례를 보이기 해 ‘Wine’ 온톨로지를 

구축하 다.  ‘Wine’ 온톨로지에서 지역정보를 표

하기 해 ‘locatedIn’을 정의하고 있으며[5] 이에 

한 상세 정보는 <표 1>과 같다.

rdf:ID locatedIn

rdf:type
owl:ObjectProperty

owl:TransitiveProperty

rdfs:domain Region

rdfs:range Region

<표 1> locatedIn의 상세정보

   <표 1>과 같은 특성을 가진 ‘locatedIn’은 OWL

의 이 (Transitive) 속성을 갖고 있어, 지역

(Region)들 사이의 포함 계만을 표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 주 역시’에는 ‘서구’, ‘동구’등이 

있고, ‘동구’는 ‘지산동’, ‘서석동’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만을 기술할 수 있으며, 구체 인 지리정보 검

색을 해서는 많은 한계 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체 인 지리정보 검색을 

해 포함 계 뿐만 아니라, 지역, 도로, 건물들의 

상호 련된 내용을 기술하기 한 방법을 연구하

으며, 이를 활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3. 지리정보 온톨로지 구축방법

3.1 지리정보 기술을 한 ‘owl:ObjectProperty’

의 인스턴스 정의

   지리정보의 의미 인 검색을 해서, 본 논문에

서는 ‘Wine’ 온톨로지에서 정의하고 있는 ‘locatedIn’ 

외에 ‘isWestOf’와 ‘isNorthOf’를 

‘owl:ObjectProperty’의 인스턴스로 <표 2>와 같이 

정의하 다. 

<표 2>에서, ‘isWestOf’와 ‘isNorthOf’는 

‘owl:domain’과 ‘owl:range’로 ‘owl:Thing’을 갖도록 

선언하 다. 이는 도로, 건물, 지역 등에 한 정보

를 상호 련된 치에 기반하여 기술하기 함이

다. 를 들면, ‘건물A'가 ‘isWestOf’를 이용하여 ‘건

물B’와 계를 맺는다면 이는 “건물A는 건물B의 서

쪽에 치해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건물C’

가 ‘isNorthOf’로 ‘건물A’와 계를 맺는다면 “건물C

는 건물A의 북쪽에 치해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추론기에서는 ‘owl:inverseOf’의 특성을 이용

하여 “건물B가 건물A의 동쪽” 그리고 “건물A는 건

물C의 남쪽”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추론할 수 있다. 

‘locatedIn’, ‘isWestOf’와 ‘isNorthOf’를 이용하여 건

물, 도로, 지역 등의 치 계를 기반으로 지리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할 수 있다.

3-2. 지리정보 온톨로지 구축

   ‘Wine’ 온톨로지에서 정의하고 있는 ‘locatedIn’은 

지역들 사이, 지역과 도로, 지역과 건물들의 포함

계를 나타낼 수 있고,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isWestOf’와 ‘isNorthOf’는 지역들 사이, 도로와 건

물, 건물들 사이의 치 계를 구체 으로 기술할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C1’ 지역 내에 

‘A동’부터 ‘L동’까지 있고, ‘H동’내에 도로와 건물들

이 치해 있다면 이에 한 온톨로지는 <표 3>과 

같이 작성될 수 있다.

B동A동 C동

D동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도로A

4
건물A 건물B 건물C

건물D 건물E 건물F

B동A동 C동

D동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도로A

4
건물A 건물B 건물C

건물D 건물E 건물F

도로A

4
건물A 건물B 건물C

건물D 건물E 건물F

(그림 1) ‘C1' 지역의 지리정보

여기서, ‘isNorthOf’와 ‘isWestOf’의 분류기 은 방

의 분류에 의해, 북쪽에 있으면 ‘isNorthOf’, 서쪽에 

있으면 ‘isWestOf’의 계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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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l:Class rdf:ID="동" />
<Region  rdf:ID="C1" />
<동  rdf:ID="A동">
  <locatedIn  rdf:resource="#C1" />
  <isWestOf rdf:resource="#B동" />
  <isNorthOf rdf:resource="#D동" />
</동>
<동  rdf:ID="B동">
  <locatedIn  rdf:resource="#C1" />
  <isWestOf rdf:resource="#C동" />
  <isNorthOf rdf:resource="#E동" />
</동>
<동  rdf:ID="C동">
  <locatedIn  rdf:resource="#C1" />
  <isNorthOf rdf:resource="#F동" />
</동>
...

<동  rdf:ID="H동">
  <locatedIn  rdf:resource="#C1" />
  <isWestOf rdf:resource="#I동" />
  <isNorthOf rdf:resource="#K동" />
</동>
...

<도로  rdf:ID="도로A">
  <locatedIn  rdf:resource="#H동" />
  <isNorthOf rdf:resource="#건물A" />
  <isNorthOf rdf:resource="#건물B" />
  <isNorthOf rdf:resource="#건물C" />
</도로>
<건물  rdf:ID="건물A">
  <locatedIn  rdf:resource="#H동" />
  <isWestOf rdf:resource="#건물B" />
  <isNorthOf rdf:resource="#건물D" />
  <isNorthOf rdf:resource="#건물E" />
</건물>
<건물  rdf:ID="건물B">
  <locatedIn  rdf:resource="#H동" />
  <isWestOf rdf:resource="#건물C" />
  <isNorthOf rdf:resource="#건물E" />
</건물>
...

<표 3> (그림 1)의 온톨로지

<표 3>과 같이 구축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특정

치를 찾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텍스트 기반과 이미

지 기반의 구체 인 지리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4. 지리정보 온톨로지를 이용한 검색 시나리오

   를 들어, (그림 1)의 ‘A동’에 사는 어떤 사람이 

‘건물F’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표 3>

의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간단한 추론의 결과와 함께 

구체 인 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장 우선

으로 ‘건물F’를 포함하는 ‘동’의 이름과 ‘건물F’가 

치한 곳의 근처에 존재하는 도로를 찾는다. 상  온

톨로지를 기 으로 할 때, ‘건물F’ 의 ‘건물C’의 

에 있는 ‘도로A’가 있는 것과 그 건물과 도로가 

치한 곳은 ‘H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H동’과 ‘A동’사이에 ‘동’을 기 으로 한 최단 경로를 

찾는다. 여기서 최단경로는 “A동->B동->E동->H

동”, “A동->D동->E동->H동”과 “A동->D동->G동

->H동”으로 3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악된 최단경로의 각 동에서 ‘H동’의 ‘도로A’와 연

결되어 있는 도로를 악하면 사용자의 찾아가는 방

법을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가 찾고자 했

던 ‘건물F’를 찾아가는 결과는 “A동의 도로->B동의 

도로->E동의 도로->H동의 A도로->A도로의 남쪽

방향의 건물C->건물C의 남쪽방향의 건물F”를 사용

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나머지 최단경로에 하여

도 이러한 방식으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한 본 방법에서는 각각의 도로, 건물, 지역 등

에 한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고도 목 지에 한 

구체 인 이미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 이에 한 설명은 <표 4>에서 상세하게 보이고 

있다.

순

서
내용 처리

1

 목 지 ‘동’

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정

보 악 

(‘locatedIn’을 

이용)

건물A 건물F

건물E
건물D 건물C

건물B 도로A

H동

건물A 건물F

건물E
건물D 건물C

건물B 도로A도로A

H동

2

 특정 건물 

는 도로를 

기 으로 주

변의 건물과 

도로를 악 

(‘isWestOf'와 

’isNorthOf'를 

이용)

건물F건물E

건물C

H동

건물F건물E

건물C

H동

3

 악된 주변 

건물 는 도

로를 바탕으

로 차 확  

(‘isWestOf'와 

’isNorthOf'를 

이용)

건물A

도로A

건물F건물E건물D

건물C건물B

H동

건물A

도로A도로A

건물F건물E건물D

건물C건물B

H동

<표 4> 이미지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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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과정처럼 먼  ‘locatedIn’을 이용하여 목

지 ‘동’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도로를 악

한다. 여기서 ‘H동’은 (그림 1)에서 제공되는 것들만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 첫 번째 처리에서 ‘건

물A’부터 ‘건물F’까지와, ‘도로A’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처리에서 특정 건물과 도로를 기

으로 정하고 그 주변의 도로와 건물을 ‘isWestOf’

와 ‘isNorthOf’를 이용하여 악한다. 여기서는 목

지인 ‘건물F’를 검색의 기 으로 정하 고, 왼쪽의 

‘건물E’와 쪽의 ‘건물C’가 있음을 악할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악된 건물과 도로를 통해 주변의 

건물  도로를 모두 알 수 있을 때까지 탐색한다. 

‘건물E’의 쪽에는 ‘건물B’와 ‘건물A’가 있고, 왼쪽

에는 ‘건물D’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건물D’의 

쪽에는 ‘건물A’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물A’는 ‘건물D’와 ‘건물E’를 아래쪽으로 걸치고 

있음을 악할 수 있고, ‘건물E’는 ‘건물A’와 ‘건물B’

를 쪽으로 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

로A’의 치가 가장 쪽에 있는 사실도 악할 수 

있고, ‘건물A’, ‘건물B’와 ‘건물C’를 걸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owl:ObjectProperty’의 인스턴스로 정의된 

‘locatedIn’, ‘isWestOf’와 ‘isNorthOf’를 이용하여 지

리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하면, 텍스트 기반의 최단거

리 검색결과와 이미지 기반의 지리정보 검색을 제공

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방향

   시맨틱 웹의 실 을 해 많은 분야에서 온톨로

지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정보를 

한 온톨로지의 활용은 극히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주변 자원들을 보충하기 한 것에 불과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미 인 지리정보 검색

이 가능한 지리정보 온톨로지 구축 방법에 하여 

연구하 다. ‘Wine’온톨로지에서 정의하고 있는 

‘locatedIn’에 ‘isWestOf’와 ‘isNorthOf’를 추가로 정

의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지역, 도로, 건물들에 한 

상호 연 성을 심으로 온톨로지를 작성하 다. 이

게 구축된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추가의 데이터 없

이 텍스트 기반과 이미지 기반의 지리정보 검색 결

과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리정보 온톨로지를 용하여 의미 이

고 정확한 검색을 입증할 수 있는 에이 트 개발과 

활용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 과제로 남아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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