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온톨로지 재사용의 필요성에 따라 다수의 소스 온톨

로지 를 하나의 온톨로지로 통합하는(source ontology)

방법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되고[3-10].

개발된 온톨로지 통합 방법 및 통합 도구들을 이용하여

소스 온톨로지를 쉽게 통합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된.

온톨로지의 개념과 구조는 소스 온톨로지와 크게 달라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스 온톨로지와 구축하려는 온.

톨로지의 설계 즉 온톨로지의 사용 목적에 따른 온톨,

로지의 개념 및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소스 온톨로지를

통합하여 원하는 온톨로지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즉 구축하려는 온톨로지의 사용 분야와 관점에 따라,

동일한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소스 온톨로,

지의 구조와 달리 구축하려는 온톨로지의 구조 또한 새

롭게 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축하려는 온톨로지의.

설계가 소스 온톨로지와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온톨로지 설계가 다른 경우에는,

통합이 쉽지 않다 따라서 소스 온톨로지와 구축하려는.

온톨로지의 설계에 따라 기존에 연구되고 개발된 온톨

로지 통합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한다.

온톨로지를 통합하기 위해 Chimaera, Ontomorph,

등과 같은 많은 온톨로지 통ONION, OntoMerge, PROMPT

합 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온톨로[3].

지 통합 도구들은 온톨로지 통합 작업자의 온톨로지 통

합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들 온톨로지 통.

합 도구들은 소스 온톨로지를 참조하여 개념 간의 상하

관계와 개념의 속성을 기반으로 유사 개념의 후보를 온

톨로지 통합 작업자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온톨로지 통.

합을 위한 기존의 온톨로지 통합 방법 및 통합 도구는

여러 개의 소스 온톨로지를 한 번에 통합하기 어렵고,

다수의 작업자가 동시에 통합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단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 온톨로지 를 이용(meta-ontology)

하여 다수의 온톨로지 통합 작업자가 다수의 온톨로지

를 동시에 통합할 수 있는 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온톨로지 통합 실험을 통해 제안한 프로세스,

의 효용성을 확인한다.

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2.2.2.2.

온톨로지 통합 은 통합 방법에 따라(integration)

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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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의 재사용을 위한 온톨로지 통합 연구가 진행 중이다 기존의 온톨로지 통.

합 방법으로는 세 개 이상의 온톨로지를 한 번에 통합할 수 없으며 다수의 작업자가,

동시에 통합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타 온톨로지.

를 이용하여 다수의 작업자가 다수의 온톨로지를 동시에 통합할 수 있는 온톨로지 통

합 프로세스(OntoIntegProcess
1)
를 제안하고 온톨로지 통합 실험을 통해 제안한 온) ,

톨로지 통합 프로세스의 효용성을 확인한다.

의 약자임1) Ontology Integ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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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Merging, Transformation, Alignment, Articulation

로 구분할 수 있다 은 서로 다른 두 온톨로[3]. Merging

지를 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온톨로지를 만드는 것이

고 은 기존에 구축되어 사용되고 있는, Transformation

온톨로지를 확장하는 것이다 는 온톨로지 매. Alignment

핑 이라고도 하는데 기존 온톨로지의 형태는(mapping) ,

유지되고 온톨로지 간의 연결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은 온톨로지 매핑을 통해 새로운Articulation

온톨로지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림 은 온톨로지 통합. 1

의 종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a)Merging (b)Transformation

(c)Alignment (d)Articulation

그림 온톨로지 통합 방법의 개념1.

Fig. 1. Concepts of ontology integration

온톨로지 통합에 관한 연구로써 는 온톨로Hitzler[4]

지 통합 과정에서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합함에 있어 카

테고리 이론을 이용한 온톨로지 통합 개념을 제안하였

고 은 를 확장한 통합 연산자를 이용, Fridman[5] OKDB

하고, synonym, shared substring, common prefixes,

를 이용하여 개념명 간의 유사성을 계common suffixes

산하였다 그리고 은 시소러스에 기반하여 동의. Deen[6]

어를 통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는. FCA-Merge[8]

라는 수학 기법을 이용하여 소Formal Concept Analysis

스 온톨로지 개념 간의 관계 동의관계 상하관계 를 격( , )

자로 나타내고 개념 간의 연결 가능성 제시한다 또한.

개념 정의문으로부터 자연언어처리를 통하여 속성 정보

를 추출하여 관계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온톨로지 통합에 관하여 Chimaera, Ontomorph,

등과 같은 많은 도구들이 개ONION, OntoMerge, PROMPT

발되었다 는. Chimaera[7] Ontolingua ontology editor

에 기반한 대화식 통합 도구로서 서로 다른 형태의 소,

스 온톨로지 통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스 온톨로지에.

서 통합을 위한 개념의 상하 관계를 제시하며 온톨로,

지의 개념 통합 시 소스 온톨로지의 정보를 포함하여

보여준다 는 온톨로지 통합 작업자가 소. Ontomorph[9]

스 온톨로지 사이에서의 개념 쌍을 참조하여 소스 온톨

로지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한 연산자를 정의하고 정,

의한 연산자를 통해 통합 작업을 수행한다. ONION[10]

은 온톨로지 간의 을 정의하기 위한articulation rule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개념명 간의 유사성을 찾기 위.

해 사전 정보를 이용하고 개념명과 코퍼스 단어와의,

공기관계 를 이용한다 는(co-occurrence) . PROMPT[3]

에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온톨Protégé[11] plug-in

로지 통합 도구로써 두 소스 온톨로지의 개념명 사이,

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한 개념쌍을 제시한다 그리.

고 두 소스 온톨로지에서의 개념 개체(class), (in-

속성 에 대해 융합 복사stance), (slot) (merging),

의 연산을 통해 온톨로지를 통합한다(copy) .

제안하는 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제안하는 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제안하는 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제안하는 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3.3.3.3.

온톨로지 구성 요소 정의온톨로지 구성 요소 정의온톨로지 구성 요소 정의온톨로지 구성 요소 정의3.1.3.1.3.1.3.1.

온톨로지는 개념 속성(concept, class), (property,

제약사항 개체slot, role), (restriction, facet),

로 구성되어 있는데 온톨로(instance, individual) [2],

지마다 그 명칭이 다르다
2)
따라서 다양한 온톨로지 표.

현 언어3)로 구성된 소스 온톨로지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언어로 표현된 소스 온톨로지를 동일한 형태

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즉 온톨로지 통합을 위해 통. ,

일된 형태의 온톨로지 요소를 정의하고 정의한 온톨로,

지 요소를 메타 온톨로지 요소" (meta-ontology

라고 한다 그리고 온톨로지 통합 전처리 과element)" .

정으로 소스 온톨로지 요소를 메타 온톨로지 요소로 변

환하여 메타 온톨로지를 구축한다.

메타 온톨로지 요소는 meta-class, meta-property,

으로 정의한다 소스 온톨로지에서 개념meta-relation .

과 개체는 로 변환되며 속성은meta-class , meta-

로 변환된다 그리고 개념 개체 속성 제약사propety . , , ,

항의 조합으로 을 구성한다meta-relation .

그림 와 같이 서로 다른 소스 온톨로지에서 동일2(a)

한 개념이 존재할 경우 각 소스 온톨로지에서의 동일한

개념을 모아 하나의 개념으로 병합해야 한다 즉 여러. ,

개의 메타 온톨로지 요소를 그 의미에 기반하여 하나의

메타 온톨로지 요소로 통합하는 것을 메타 온톨로지"

요소 병합 이라 한다(meta-ontology element merging)" .

그림 와 같이 하나의 개념이 나타내는 의미가 목적2(b)

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 나뉠 수 있는 경우에는 하

온톨로지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을 온톨로지 구성 요소2)
라 하고 온톨로지 구성 요소에서 개념(ontology elements) ,

은 속성은 제약사class, concept, property, slot, role,
항은 개체는 로restriction, facet, instance, individual
나타낸다 온톨로지의 표현 방법이나 종류에 따라 다른 명.
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같다.

이나3)OWL(Ontology Web Language) RDF(Resource Description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온톨로지 표현 언어를Framework)

이용하여 온톨로지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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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개념을 둘 이상의 개념으로 분리해야 한다 즉. ,

하나의 메타 온톨로지 요소를 그 의미에 기반 하여 여

러 개의 메타 온톨로지 요소로 분리하는 것을 메타 온"

톨로지 요소 분리(meta-ontology element separa-

이라 한다 그리고 메타 온톨로지 요소의 병합과tion)" .

분리를 메타 온톨로지 요소 통합" (meta-ontology

이라고 정의한다element integration)" .

요소 병합 요소 분리(a) (a)

그림 메타온톨로지 요소 통합2.

메타 온톨로지 요소는 소스 온톨로지 요소 각각의 공

통된 정보를 나타낸다 메타 온톨로지 요소에는 통합.

과정에서 참조한 소스 온톨로지 요소의 정보를 함께 나

타내어 통합된 온톨로지 요소의 근윈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표 에 메타 온톨로지의 형식과 예를 보인다 표. 1 .

에서 는 메타 온톨로지 요소를 정의할1 Source Element

때 온톨로지 요소 통합에 참조한 소스 온톨로지 요소,

의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표 은 을 나타내는데 서로 다른1(a) meta-class form ,

소스 온톨로지(, 에서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와 를 병합하여 인'digital_TV' 'DTV' meta-class

을 정의 하고 소스 온톨로지로부'digital_television' ,

터 한글 대역어 정의문을 참조하여, 'digital_

의 정보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병합을 위해television' .

참조한 소스 온톨로지의 요소인 'digital_TV( 와)'

'DTV( 를 의 정보에 추가한다)' 'digital_television' .

표 는 을 나타내는데 소스1(b) meta-property form ,

온톨로지(, 에서 같은 의미의 속성을 나타내는)

와 를 병합하여 인'is-a' 'subclassOf' meta-property

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병합을 위해 참'isSubclassOf' .

조한 소스 온톨로지의 요소인 'is-a( 와)' 'sub-

classOf( 를 의 정보에 추가한다)' 'isSubclassOf' .

표 는 을 나타내는데 소스1(c) meta-relation form ,

온톨로지(, 에서의) restriction, ontology triple

을 메타 온톨로지의 와 를 참meta-class meta-property

조하여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digital_TV is-a∃

television( 와)' 'DTV subclassOf television(∃ )'

를 병합하여 인meta-relation 'digital_ television ∃

을 설정한다isSubclassOf television' .

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3.2.3.2.3.2.3.2.

기존의 온톨로지 통합 방법은 두 개의 소스 온톨로지

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든다 따라서 여러 개의 소스 온.

톨로지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온톨로지 통합

작업이 필요하다 즉. , 개의 소스 온톨로지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번의 온톨로지 통합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개의 소스 온톨로지를 통합하는.

평균 시간이 일 경우, 개의 온톨로지를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가 된다 그림 와 같이 병. 3(b)

렬로 온톨로지 통합 작업을 하더라도 온톨로지 통합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소스 온톨로지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온톨로지

통합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온톨로지 통합 방법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단계의 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OntoIntegProcessOntoIntegProcessOntoIntegProcessOntoIntegProcess▸▸▸▸
다양한 온톨로지 표현 언어로 구성된 소스 온톨[step1]

로지를 메타 온톨로지로 변환한다.

메타 온톨로지를 모두 취합하여 하나의 취합된[step2]

메타 온톨로지 를 구성한(mixed meta-ontology)

다.

취합된 메타 온톨로지로부터 온톨로지 요소의[step3]

통합 과정을 거쳐 통합된 메타 온톨로지

를 구성한다(integrated meta-ontology) .

통합된 메타 온톨로지를 형태의 온톨로지로[step4] OWL

자동 변환한다.

표 메타 온톨로지의 형식과 예1.

(a) meta-class form

Class digital_television

Korean 디지털 TV

Definition
흑백시대 컬러시대를 거친 이른바· ,

제 세대 텔레비전이다3 .

Source

Element
digital_TV(), DTV()

(b) meta-property form

Property isSubclassOf

Definition 개념들의 상하 관계

Source

Element
is-a(), subclassOf()

(c) meta-relation form

Domain digital_television

Restriction someValuesFrom ( )∃

Property isSubclassOf

Range television

Source

Element

digital_TV is-a television(∃ )

DTV subclassOf television(∃ )

- 297 -



제안한 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는 한 번의 온톨로지

통합 작업으로 다수의 소스 온톨로지를 통합할 수 있

다 또한 다수의 온톨로지 통합 작업자가 동시 작업이. ,

가능하다 그러므로. 개의 소스 온톨로지 통합하는 시

간이  ′일 경우, 명의 온톨로지 통합 작업자가 통합

작업을 한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이다.

온톨로지 순차 통합 작업(a)

온톨로지 병렬 통합 작업(b)

그림 기존의 온톨로지 통합 과정3.

그림 제안한 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4.

소스 온톨로지를 메타 온톨로지로 변환소스 온톨로지를 메타 온톨로지로 변환소스 온톨로지를 메타 온톨로지로 변환소스 온톨로지를 메타 온톨로지로 변환3.2.1.3.2.1.3.2.1.3.2.1.

각각의 소스 온톨로지를 메타 온톨로지로 변환한다.

온톨로지 변환은 온톨로지 요소의 변환을 말하며 온톨,

로지 요소의 변환은 표 와 같다 그리고 그림 는 온2 . 5

톨로지 요소 변환의 개념을 보인다.

그림 온톨로지 요소 변환5.

표 온톨로지 요소 변환2.

소스 온톨로지 요소 메타 온톨로지 요소

class, concept

instance, individual
meta-class

property, slot, role meta-property

facet, restriction

ontology triple

concept-property-concept▹
or property(concept, concept)

instance-property-instance▹
or property(instance, instance)

meta-relation

메타 온톨로지 취합메타 온톨로지 취합메타 온톨로지 취합메타 온톨로지 취합3.2.2.3.2.2.3.2.2.3.2.2.

각각의 소스 온톨로지로부터 변환된 메타 온톨로지를

하나의 메타 온톨로지로 취합 한다 취합은(mixing) .

취합 취합 취meta-class , meta-property , meta-relation

합으로 구분한다 메타 온톨로지의 취합 과정에서.

와 는 같은 이름을 가진 메타meta-class meta-property

온톨로지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이름의.

메타 온톨로지 요소를 구분하기 위해 각 요소마다 고유

코드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그리고 은. meta-relation

등의 조합으meta-class, meta-property, restriction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와 같은domain, range, property

의 정보는 메타 온톨로지의 와meta-relation meta-class

의 고유 코드로써 나타낸다meta-property .

그림 은 메타 온톨로지 취합 과정의 개념을 보인다6 .

그림 메타 온톨로지 취합6.

메타 온톨로지 요소 통합메타 온톨로지 요소 통합메타 온톨로지 요소 통합메타 온톨로지 요소 통합3.2.3.3.2.3.3.2.3.3.2.3.

메타 온톨로지 요소 통합 방법은 동일 형태의 온톨1)

로지 요소 병합 다른 형태의 온톨로지 요소 병합, 2) ,

다중 개념의 온톨로지 요소 분리와 같이 크게 세 가3)

지로 구분한다.

동일 형태의 온톨로지 요소 통합 은 서로 다른 소1)" "

스 온톨로지에서 같은 의미의 온톨로지 요소가 동일하

게 표기된 경우 이를 하나의 메타 온톨로지 요소로 병

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온톨로지. (, 에서)

정의된 두 개의 개념 'digital_television( 과)'

'digital_television( 이 동일한 개념이고)' , 'd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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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개념명이 동일하게 표기되었을tal_television'

경우 이를 병합하여 'digital_television( 으로 정)'

의하는 경우이다.

다른 형태의 온톨로지 요소 병합 은 서로 다른 소2)" "

스 온톨로지에서 동일한 의미의 온톨로지 요소의 표기

가 다른 경우 이를 하나의 메타 온톨로지 요소로 병합,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온톨로지. (, 에서 정)

의된 두 개의 개념 'digital_TV( 와)' 'DTV( 가 동)'

일한 개념이지만 서로 다르게 표기된 경우 이를 통합,

하여 'digital_television( 으로 정의하는 경우이)'

다.

다중 개념의 온톨로지 요소 분리 는 소스 온톨로3)" "

지에서 정의된 온톨로지 요소가 그 목적에 따라 두 개

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두 개의 메타,

온톨로지 요소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

스 온톨로지( 에서는) 'MPEG( 과 같이 하나의 개)'

념을 정의하였으나 온톨로지 설계에 따라 의 의'MPEG'

미를 집단 과 방법 으로 나누어야 할' (group)' ' (method)'

경우 를, 'MPEG' 'MPEG_method( 와)' 'MPEG_group

( 으로 분리하여 정의하는 경우이다 또한 소스)' . ,

온톨로지(, 에서 서로 다른 의미의 온톨로지 요소)

가 동일하게 표기되었을 경우 온톨로지 요소를 의미별

로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도 과 같은 방법으로 메타iii)

온톨로지 요소를 통합한다 예를 들어 소스 온톨로지.

(, 에서 정의된 집단 의미의) ' (group)' 'MPEG( 와)'

방법 의미의' (method)' 'MPEG( 가 와 같이 동)' 'MPEG'

일하게 표기되었더라도 'MPEG_method( 와)' 'MPEG

_group( 와 같이 분리하여 정의한다)' .

그림 은 메타 온톨로지 요소 병합의 개념을 보인다7 .

그림 메타 온톨로지 요소 통합7.

메타 온톨로지의 변환메타 온톨로지의 변환메타 온톨로지의 변환메타 온톨로지의 변환3.2.4. OWL3.2.4. OWL3.2.4. OWL3.2.4. OWL

통합된 메타 온톨로지를 로 변환한다 그림OWL[12] . 8

은 메타 온톨로지의 변환 개념을 보인다OWL .

그림 메타 온톨로지의 변환8. OWL

온톨로지 통합 실험온톨로지 통합 실험온톨로지 통합 실험온톨로지 통합 실험4.4.4.4.

온톨로지 통합 실험을 위해 개의 온톨로지 구축 그3

룹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한 온톨로지( 를 사용하)

였다 그림 는 각 기관에서 구축한 온톨로지의 일부를. 9

보이는데 이들은 개념명과 속성명의 표기 방법이 다르,

나 개념 사이의 상하 관계 구성은 유사하다.․

온톨로지(a)YNU ( 온톨로지) (b)CNU ()

온톨로지(c)PNU ()

그림 구축된 온톨로지의 일부9.

본 논문에서는 소스 온톨로지 요소의 일부에 대해

를 통합 과정을 설명한다OntoIntegProcess .

온톨로지 통합 과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메타 온,

톨로지의 통합은 통합 통합'Class ', 'Property ',

통합 의 순서대로 수행하였다 그림 은 메'Relation ' . 10

타 온톨로지 요소의 병합과 분리 과정을 보인다 그림.

는 온톨로지 요소의 병합의 순서를 보인다 즉10(a) . ,

개념 와 개념 ′ 그리고 개념, 와 개념 ′가 의미적으

로 동일하지만 표기가 다른 경우 먼저 병합 을, 'Class '

수행하여 개념 와 개념 를 정의한다 그리고 속성.

과 속성 가 의미적으로 동일하나 표기가 다른 경

우 병합 을 수행하여 속성, 'Property ' 를 정의한다.

또한, 와 ′′ 관계를 병합 을 수행'Relation '

하여 정의된 개념과 속성으로 관계를 설정한다.

그림 는 온톨로지 요소의 분리 과정을 보인다10(b) .

즉 개념, 의 의미가 온톨로지 설계에 따라 두 개의 개

념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 먼저 분리 를 수행하, 'Class '

여 개념 와 ′를 정의한다 그리고 속성.  또한

분리 를 수행하여'Property ' 과 를 정의한다.

와  관계를 분리 를 수행하여'Relation '

새롭게 정의한 개념과 속성으로 와 ′ 관
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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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요소 병합(a)

온톨로지 요소 분리(a)

그림 온톨로지 요소 통합 예10.

그림 은 표 의 온톨로지 통합 과정을 통해 온톨11 3

로지를 통합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통합된 온톨로지11. ()

표 온톨로지 통합 절차3.

통합(a)Class

Source Ontology Operator Integrated Ontology

television(), TV(), television() Merge television()

digital_TV(), DTV(), digital_television() Merge digital_television()

cable_TV() Merge cable_television()

HDTV() Merge high-definition_television()

LCD_TV(), liquid_crystal_display_television() Merge liquid_crystal_display_television()

PDP_TV(), plasma_display_panel_television() Merge plasma_display_panel_television()

MPEG() Separate MPEG_method(), MPEG_group()

통합(b)Property

Source Ontology Operator Integrated Ontology

isSubclassOf(), is-a(), subclass() Merge isSubclassOf()

isMethodOf() Merge isMethodOf()

통합(a)Class

Source Ontology Operator Integrated Ontology

isSubclassOf(digital_TV, television)()

is-a(DTV, TV)()

subclass(digital_television, television)()

Merge isSubclassOf(digital_television,television)()

isSubclassOf(cable_TV,television)() Merge isSubclassOf(cable_television,television)()

is-a(HDTV, TV)() Merge is-a(high-definition_television,television)()

is-a(LCD_TV,DTV)()

subclass(liquid_crystal_display_television,digital_tele
vision)()

Merge
isSubclassOf(liquid_crystal_display_television,digital_
television)()

is-a(PDP_TV,DTV)()

subclass(plasma_display_panel_television,digital_tele
vision)()

Merge
isSubclassOf(plasma_display_panel_television,digital_
television)()

isMethodOf(MPEG,digital_TV)() Separate isMethodOf(MPEG_method,digital_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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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5.5.5.5.

온톨로지의 구축 분야와 사용 목적에 따른 온톨로지

설계와 구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

서 기존에 구축되어 사용되고 있는 온톨로지를 재사용

하여 새로운 온톨로지를 구축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그.

러나 기존의 온톨로지 통합 방법과 도구들은 소스 온톨

로지의 설계와 구축하려는 온톨로지의 설계가 비슷한

경우에는 그 활용도가 높으나 온톨로지의 설계가 다른,

경우에는 온톨로지 통합 작업은 온톨로지 구축 작업 못

지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또한 기존의 온톨로. ,

지 통합 도구들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된 다수의 온톨로

지를 통합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설계와 언어로.

표현된 다수의 온톨로지를 통합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표현된 다수의 온톨로

지를 통합하기 위해 메타 온톨로지를 정의하였고 메타,

온톨로지를 이용한 온톨로지 통합 프로세스를 제안하였

다 그리고 온톨로지를 통합 실험을 통해 제안한 프로.

세스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통합한 온톨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념

개체 속성 관계(concept), (instance), (property),

등의 온톨로지 요소를 정의하는 것 이외에(relation)

도 제약사항 공리 등과 같은 온(restriction), (axiom)

톨로지 추론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

나 추론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의 통합 작업으로 통합

된 온톨로지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즉 온톨. ,

로지의 구조적인 통합 후 별도의 작업을 통해 개념에

필요한 제약사항을 설정한다 따라서 소스 온톨로지의.

추론 설계에 대한 정보 통합이 가능한 온톨로지 통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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