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1. 1. 서론서론서론서론    
 

시맨틱 웹의 등장과 함께 온톨로지는 웹 기반의 지식 

처리나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지식 공유와 재사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1]. 

온톨로지는 개념과 관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어느 

특정 도메인에 관련된 개념들을 계층적 구조로 

표현하고 추가적으로 이를 확장할 수 있는 추론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계층적 구조를 나타내는 계층 분류는 

객체의 클래스와 서브클래스, 그들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그리고 추론 규칙은 프로그램이 새로운 

사실을 자동으로 추출하거나 제약조건에 맞지 않는 

오류를 찾아내는데 이용된다[2]. 

시맨틱 웹의 등장 초기에는 온톨로지를 저작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서 Protégé, OntoEdit, OilEd, OntMat 

등의 온톨로지 스키마 저작 지원 도구가 많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맨틱 웹에서 이용되는 

온톨로지 스키마가 복잡해지고 대용량의 인스턴스가 

사용되면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방안 및 구축된 온톨로지를 통해 

인스턴스들의 관계를 추론해서 새로운 사실을 

유추해내는 추론 엔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온톨로지 인스턴스 저작 도구들은 Annotation 

Tool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턴스 생성 및 인스턴스 생성 

지원 기능을 가진다. 인스턴스 생성 지원 도구들은 

이미지 편집 툴이나 텍스트 자동 추출 기능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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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            약약약약    

    

온톨로지가 점점 복잡한 스키마와 많은 인스턴스를 갖고있지만 아직까지 수천만개 이상

의 인스턴스를 가지는 온톨로지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인스턴스 생성 

도구의 경우 독립적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인스턴스 생성을 지원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

고 있다. 하지만 관리되는 인스턴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과 같은 인스턴스 생성 방

법은 인스턴스간의 관계를 맺을 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계층적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히스토리 기반의 온톨로지 인스

턴스 관리 도구를 구현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의 도구들은 도메인과 레인지로 연결된 두 

클래스의 인스턴스간 관계를 맺을 때는 레인지에 해당하는 인스턴스가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인스턴스 생성 작업을 먼저 

거친 후, 다시 이전의 생성 작업을 되풀이해야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우리는 히

스토리를 통해 현재 뷰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자동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히스토리를 제공하여 현재 작업하고 있는 상태를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으며 신규 생성되는 인스턴스들을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복잡한 관계의 온톨로

지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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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인스턴스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가 개발한 도구는 인스턴스 생성 및 지원 

도구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독립적으로 

생성되던 인스턴스를 계층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히스토리 기반의 온톨로지 인스턴스 생성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의 3, 4장을 통해 

히스토리 기반 인스턴스 구축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2. 2. 2. 기존기존기존기존    연구연구연구연구    
 

2.1 OntoMat-Annotizer 
 

OntoMat-Annotizer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웹페이지 

기반의 어노테이션 도구이다[3]. OWL 인스턴스, 

프로퍼티 그리고 그들간의 관계를 생성하는 OWL 기반 

온톨로지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도구는 

[그림 1]과 같이 온톨로지와 인스턴스를 탐색하는 

온톨로지 브라우저, 텍스트를 어노테이션하기 위한 

HTML 브라우저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웹 페이지에서 OWL-메타 데이터를 구축하기 쉽게 

해준다. 텍스트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나타나는 브라우저에 웹페이지 하이라이팅 기능을 

제공해주며 드래그&드랍 기능을 통해 인스턴스를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림 1] OntoMat-Annotizer 

 

2.2 SARM 
 

SARM은 Semantic annotation system으로 Bayesian 

Classifier과 Support Vector Machine를 기반으로한 

자동 인스턴스 추출 모듈을 가진다. SARM은 한글 

웹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추출한다. 이 

시스템은 자동 인스턴스 추출 모듈, 시맨틱 어노테이터, 

도메인 온톨로지, 어노테이션 결과의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온톨로지를 로딩한 후, 웹페이지를 로딩하여 

자동 추출된 인스턴스 결과들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서 어노테이션 편집을 하는 것이다[4].  

 

2.3 PhotoStuff 
 

PhotoStuff는 시맨틱웹 상의 디지털 이미지 

어노테이션 도구이다[5]. 이것은 Paperpuppy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 생성 도구로써 

온톨로지와 이미지의 특정 영역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어노테이션을 다는 기능을 제공하여 온톨로지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이 도구는 

온톨로지와 이미지 데이터의 로딩과 주석을 다는 

기능과 함께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 및 인스턴스에 

대한 assertion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준다. 새롭게 

생성된 인스턴스들은 EXIF(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메타데이터와 함께 사이트의 저장소에 

관리되며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2] PhotoStuff 

 

2.4 Protégé  
 

Protégé는 온톨로지 저작도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6]. 이 툴은 온톨로지 클래스와 프로퍼티를 

생성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림 3]과 같이 

Individuals라는 탭을 통해 온톨로지 인스턴스를 생성,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Protégé는 가장 기본적인 

온톨로지 인스턴스 생성 및 편집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다른 도구에서처럼 인스턴스 편집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특정 

인스턴스를 선택할 때 URI를 이용하여 검색 및 선택을 

해야하므로 URI를 알지 못하면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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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rotégé 

 

3. 3. 3. 3. 히스토리기반히스토리기반히스토리기반히스토리기반    온톨로지온톨로지온톨로지온톨로지    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    관리관리관리관리    

도구도구도구도구((((OntoManagerOntoManagerOntoManagerOntoManager))))    
 

OntoManager는 우리가 개발한 히스토리 기반의 

온톨로지 인스턴스 관리 도구로 [그림 4]와 같다. 본 

도구는 URI서버와 웹서비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URI서버에 적재된 온톨로지 모델을 통해 온톨로지 

뷰를 제공한다.  

인스턴스 편집 UI를 제공하여 인스턴스를 편집, 

등록하고 히스토리 관리를 통해 인스턴스 편집을 

통제하는 인스턴스 등록 편집부①와 외부 정보로부터 

개체명을 추출하거나 이미지 어노테이션을 통해 

인스턴스 생성 및 편집을 지원하는 인스턴스 등록 

지원부②로 나눌 수 있다.  

 

 
[그림 4] OntoManager 

 

3.1 인스턴스 등록 편집부 
 

인스턴스 등록 편집부는 [그림 5]와 같이 URI서버의 

온톨로지 적재부를 통해 전달된 온톨로지 모델을 

이용하여 온톨로지의 계층적 관계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온톨로지 뷰 제공부와 각 클래스 내의 

인스턴스를 편집하고 등록할 수 있는 UI를 제공하는 

인스턴스 편집 UI 제공부로 구성된다. 

 

 
[그림 5] OntoManager Ontology view 

 

온톨로지 뷰 제공부에서는 URI 서버로부터 전송받는 

온톨로지 모델을 이용하여 온톨로지 클래스를 계층적 

트리 방식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특정 클래스를 

선택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편집을 할 수 있다.  

특정 클래스가 선택된 경우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을 좌측 중간 화면의 인스턴스 목록 

제공부에서 인스턴스들을 목록화하여 보여준다.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그것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 아래 나타나는 히스토리 관리부는 

사용자가 편집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계층 관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속성 편집부는 

데이터타입 속성값과 객체 속성값을 편집할 수 있는 

UI를 제공한다. 데이터 타입 속성의 경우에는 String과 

File 타입으로 값을 입력할 수 있고, 객체 속성의 

경우에는 인스턴스 검색 및 신규 생성 기능을 

제공한다. 

 

3.2 인스턴스 등록 지원부 
 

온톨로지 인스턴스의 등록 및 편집은 인스턴스 등록 

편집부에서 이루어지고 인스턴스 등록 지원부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도구에서는 웹브라우저와 

개체명 추출기를 통해 웹 페이지내의 인스턴스 후보 

개체 제공 기능 및 디지털 이미지 주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①①①①    
②②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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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v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경우, [그림 4]와 같이 도구에서 제공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접근한 후, 

게체명 추출기를 실행시켜 홈페이지내에서 인스턴스의 

속성 값 후보가 되는 용어들을 자동 추출한다. 이 

추출된 용어들은 웹페이지의 컨텍스트를 활용하여 실제 

이벤트 인스턴스의 속성 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추출된 용어들은 드래그&드롭과 복사&붙여넣기의 

편집 방식을 통해 인스턴스 등록 편집부에 제공된다.  

Image Annotator는 웹브라우저와 탭을 이용하여 

구분되는데 로컬의 이미지, URL을 가지는 이미지, 웹 

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선택하여 주석 작업을 

한다. 이미지의 특정 영역에 나타난 인물이나 위치 

등을 선택하여 편집하여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4. 4. 4. 4. 히스토리기반히스토리기반히스토리기반히스토리기반    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    등록등록등록등록    
 

본 장에서는 3.1에서 설명한 인스턴스 등록 편집부 

중에서 히스토리 관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4.1 히스토리기반 인스턴스 등록의 필요성 
 

일반적인 인스턴스 등록 시스템은 온톨로지 

스키마에서 특정 클래스(예. 사람, 기관 등)를 선택하고 

해당 클래스에 정보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한 번의 편집 과정을 통해 독립된 하나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시맨틱 웹에서 온톨로지 스키마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인스턴스를 문자열이 아닌 URI 기반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하나의 인스턴스만 

완성하는 것으로 편집 과정이 종료되는 인스턴스 등록 

시스템은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기 힘들다. 더욱이 

인스턴스 개수가 100만, 1000만 단위로 증가할수록 

연결해야하는 인스턴스를 찾는 일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편집 단위를 하나의 독립된 

인스턴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스 생성 중에 

연계된 다른 인스턴스들을 동시에 생성, 편집할 수 

있도록 히스토리 기반 인스턴스 편집 및 등록의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4.2 히스토리기반 인스턴스 등록 구현 
 

아래 [그림 6]은 히스토리기반의 인스턴스 편집 

기능의 예제를 6단계로 보여준다. Article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 연결된 2개의 인스턴스를 히스토리 

기능을 이용하여 생성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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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히스토리기반 인스턴스 편집 기능 

 

논문 클래스는 저작 정보 클래스를 저자 수만큼 

가지고 있으며 각 저작 정보 클래스는 저자 클래스와 

저작 당시의 저자의 소속 클래스를 가진다. 그리고 각 

저자 클래스는 소속 기관 클래스를 가지며 각 소속 

기관 클래스는 위치 클래스를 가진다. 위의 [그림 

6]에서 Article클래스의 특정 인스턴스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CreatorInfo’라는 객체 속성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객체 속성이 갖는 Range에 대응하는 

인스턴스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때, 

히스토리는 Article에서 Article > CreatorInfo로 

변하게 된다. 이전 편집 중이던 Article은 메모리 상에 

저장되며 CreatorInfo 인스턴스의 편집이 완료되면 

이전 단계인 Article의 편집 상태로 자동 전환되며 

새로 생성된 CreatorInfo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Range에 할당되게 된다. 

히스토리 관리부에서는 히스토리의 계층에 대한 제약 

사항은 없다. CreatorInfo 클래스를 작업하던 중에 

저자의 소속 기관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신규 

생성해야한다면 “신규 생성”버튼을 통해 히스토리가 

Article > CreatorInfo > Institution으로 바뀌고 

소속기관을 생성한다. 그 작업이 끝나서 인스턴스를 

저장하면 히스토리는 다시 Article > CreatorInfo로  

변하고 신규 생성된 소속기관 인스턴스는 현재 

작업중인 CreatorInfo의 hasCreatorInstitution의 

Range에 자동 저장된다. 이렇게 연결된 인스턴스 생성 

과정을 반복하여 처음 시작했던 Article의 인스턴스 

생성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5. 5. 5. 5. 결론결론결론결론    
 

현재 온톨로지 인스턴스 저작 도구들은 독립된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인스턴스 생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미지 어노테이션 도구나 웹브라우저 텍스트 

추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쉽게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온톨로지 스키마가 복잡해지고 대용량의 

인스턴스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독립적으로 생성되던 

인스턴스를 히스토리 기반 계층적 생성 기능을 

제공해주는 관리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의 히스토리 기반 인스턴스 관리 도구는 복잡한 

온톨로지 스키마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서로 연계된 

인스턴스들을 하나의 편집 흐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스턴스 생성 및 편집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기존의 도구들은 두 개의 

인스턴스가 이미 존재할 경우에만 서로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우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히스토리 기능은 

사용자의 현재 뷰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자동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히스토리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인지할 수 있어서 인스턴스 생성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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