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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톨로지는 의미 인 지식을 표 하고, 공유하기 해서 여러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시멘틱 웹의 상호운용성을 해결할 수 있는 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재 온톨로지의 구축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들과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구축되어진 온톨로지가 실용 이고, 도

메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은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OWL언어로 구축되어진 온톨로지의 소스로부터 온톨로지의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여 형식개념분

석(Formal Concept Analysis)모델로 변환하고 분석함으로써, 온톨로지에 포함된 구조 인 문제 을 

악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에 해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톨로지 분석도구를 사용하면, 

구축되어진 온톨로지에 포함된 구조  오류  온톨로지의 구조를 수월하게 악할 수 있고, 온톨로

지 구축작업  수정보완에 있어서 더 좋은 개념계층구조를 갖는 온톨로지를 제안할 수 있다.

1. 서론

온톨로지는 특정 도메인의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
으로 표 하기 한 정형화 되고 명시 으로 기술한 모

델을 의미한다. 즉, 특정 역이나 도메인 내에 있는 실

체를 개념화하고, 그들 사이의 다양한 계를 표 하고 
있다[1]. 이러한 온톨로지는 여러 분야에서 지식공유  

지식의 재사용성을 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Tim 

Berners-Lee에 의해서 제안된 시멘틱 웹의 상호운용성
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2]. 

재, 온톨로지를 기술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RDF, 

OWL, DAML+OIL)[3-4]들이 제안되었고, 온톨로지 
구축도구[5]나 구축방법론[6]등 다양한 연구[7]들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톨로지를 만들기 

한 많은 제반연구들이 활발하게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재 존재하는 많은 온톨로지들은 잘못된 정보

를 포함하고 있거나, 도메인의 정보를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있다[8]. 온톨로지 구축에 있어서 
와 같은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 을 찾아내기 한 온톨로지 분석이 필요하

다.
기존에 개발된 온톨로지 분석도구로서, OWLDoc[9]은 

OWL로 작성된 온톨로지 소스코드로부터 온톨로지의 구

조  정보들을 JavaDoc과 유사한 html문서형태로 변환

하여 다. 그러나 온톨로지내에 포함된 구조 인 오류를 
악 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 한편 FCAViewTab 

[10]에서는 형식개념분석을 통하여 온톨로지를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온톨로지의 인스턴스와 boolean 
type의 slot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온톨로지의 체

인 구조 악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식개념분석(Formal Concept 
Analysis)[11]기법을 토 로, OWL로 작성된 온톨로지

의 구조를 분석하여 포함된 구조 인 오류를 악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형식개념

분석기법과 multicontexts[12]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형식개념분석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온톨로지 분석도
구  분석사례를 하여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결론 

 향후과제를 논의한다.
2. Basic Notation

2.1 형식개념분석기법(Formal Concept Analysis)

형식개념분석기법의 기본이 되는 구조는 Formal 

Context이며, 정형화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1] One-valued context K=(G, M, I)는 객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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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424

<그림 1>표1에 한 context의 개념격자 

reservation
_number

credit_card
_number

payment
_amount

drivers
_license
_number

name model address

Airport ✕
Location ✕
Driver ✕ ✕
Reservation ✕
Check ✕
Payment_
information

✕
Vehicle ✕
Credit_card ✕ ✕
Downtown ✕

<표 1> Car Reservation에 한 context

<그림 2> 온톨로지 분석도구의 체구조

그리고 G와 M사이의 이항 계 I⊆G✕M로 구성된다.
 

어떤 객체 g가 속성 m을 가지고 있을 경우, gIm 는 

(g, m) ∈ I 로 나타낸다. 표 1은 Car Reservation에 
한 context의 이다.

[정의 2] context K=(G, M, I)에 하여, O⊆G, A

⊆M 일 때, intent(O)=A ∧ extent(A)=O를 만족하
는 (O, A)을 개념(formal concept)이라고 한다. 단, 

intent(O) := {a∊M|∀o∊O:(o, a)∊I},  

extent(A) := {o∊G|∀a∊A:(o, a)∊I}.

임의의 개념 (O1, A1), (O2, A2)에 하여, O1⊆O2 

(⇔A1⊇A2)인 경우, 개념 (O1, A1), (O2, A2)은 상 -

하 개념 계이며 (O1, A1)≤(O2, A2)과 같이 표 한

다. context K=(G, M, I)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개념
들 간의 상 -하 개념 계≤는 일종의 반순서 계

에 해당하며, 개념들과 그들 사이의 상 -하 개념

계에 의해 만들어진 계층  개념구조를 개념격자
(Concept Lattice)라고 부르며, Hasse Diagram을 사

용하여 가시화할 수 있다(그림1).

2.2 Multicontexts
Multicontexts[13]는다양한 지식  정보를 표 하

기 한 context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각각의 context

들의 개념구조들 사이의 개념  결합 계를 표 함으
로써 온톨로지, conceptual modeling, Description 

Logic등 다양한 지식을 표 할 수 있다. 
[정의 3] multcontexts K = (SI, RP)는 context들의 
객체들(objects)과 속성들(attributes)을 의미하는 집

합 SI,  그리고 각각의 context들이 가지는 이항 계

들의 집합 RP로 구성된다(P는 context의 index집합, 
I는 set들의 index집합). 그리고 각각의 context가 구

성하는 객체집합, 속성집합을 반환하는 함수 τ : P 
= I

2 
가 존재한다. 따라서 multcontexts는 다음과 같

이 formal context들의 집합 KP = { ( Si, Sj, Rp ) | 

Si, Sj ∈ SI , Rp ∈ RP and  Rp ⊆ Si ⨉ Sj if τ : 
p = (i , j) } 으로 표  될 수 있다.
3. 온톨로지 분석도구  분석사례

3.1 온톨로지 분석도구의 개요와 구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온톨로지 분석도구는 그림2와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OWL로 작성된 온톨로

지 소스코드를 Jena[13]를 기반으로 온톨로지의 주

요요소들을 추출하는 모듈인 Jena기반 처리기에 입
력하여, 5종류의 context들로 구성된 Context 

Family를 추출한다. Context Family를 OWL 분석엔

진에 용함으로서, OWL로 작성된 온톨로지 소스
코드로부터 개념격자를 생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격자에 의해 온톨로지의 상세정보의 추출과 구

조의 분석이 가능하며, 온톨로지의 구조 인 문제
을 자동 으로 악하여 가시화할 수 있다.

3.2 Context Family

Context Family는 온톨로지의 핵심요소들(클래스, 
클래스들 사이의 is-a hierarchy, 로퍼티, 로퍼티

의 domain과 range, individual, individual의 값)을 

형식개념분석기법으로 분석하기 한 context들의 
집합으로서 multicontexts개념을 용하여 온톨로지 

모델을 다음과 같이 context의 집합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정의 4]  Context Family CF = {SK, BJ}는 온톨로

지의 주요요소들의 집합인 SK, 와 온톨로지의 요소

들 사이의 이항 계들의 집합 BJ   로 구성된다.
SK = { Sc , Sp , Si , Sd , Sv }

Sc : 온톨로지의 클래스들의 집합

Sp : 온톨로지의 로퍼티들의 집합
Si : 온톨로지의 individual 들의 집합

Sd : 온톨로지의 primitive datatype 들의 집합

Sv : 온톨로지의 primitive data value 들의 집합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425

//input:온톨로지에서 subClassOf 계를 이용하여 상하 계가 정의된 2

개의 클래스

//output:문제가 없을시 true, 문제 발생시 false

Is-A_Check(superClass, subClass) {

 if(subClass.numberOfProperties==superClass.numberOfProperties){     

while(numberOfProperties){

     if(subClass.Property.range⪰superClass.Property.range)

        return false;

   }

 }

 else if(subClass.numberOfPropertes< superClass.numberOfProperties)

    return false;

 else

    return true;

}

<표 3> 클래스 계층구조 문제를 체크하기 한 알고리즘 

// input : 온톨로지에 정의되어진 로퍼티

// output : 문제가 없을시 true, 문제 발생시 false

PropertyCheck ( property ) {

   boolean do == false;

   boolean ran == false;

   if ( property.domain == null || property.range == null ) {

       return false;

   }

   while ( numberOfClass ) {

       if ( property.domain.type == class )

           do = true;

       if ( property.range.type == class )

           ran = true;

   }

   while ( numberOfDatatype ) {

       if ( property.range.type == datatype )

           ran = true;

   }

   if ( do == false || ran == false )

       return false;

   return true;

}

<표 4> 로퍼티 domain, range를 체크하기 한 알고리즘

// input : 온톨로지에 정의되어진 individual

// output : 문제가 없을시 true, 문제 발생시 false

IndividualCheck ( individual ) {

   class = individual.getClass;

   while ( class.numberOfProperties ) {

       if ( individual.property.value == null || 

       individual.property.type != property.range.type ) {

           return false;

       }

   }

   return true;

}

<표 5> 클래스-individual을 체크하기 한 알고리즘

 BJ = { Bcc , Bcp , Bci , Bpr , Bip }

Bcc : τ (cc) = (c , c) Bcc ⊆ Sc × Sc

Bcp : τ (cp) = (c , p) Bcp ⊆ Sc × Sp

Bci : τ (ci) = (c , i) Bci ⊆ Sc × Si

Bpr : τ (pr) = (p , c∪d) Bpr ⊆ Sp × (Sc∪Sd)
Bip : τ (ip) = (i , i∪v) Bip ⊆ Sc × (Si∪Sv)

와 같은 온톨로지의 요소집합, 그들 사이의 이항

계 집합을 통하여, 온톨로지 정보를 표 하는 5개
의 context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CFJ={ ( Sm, Sn, Bj ) | Sm, Sn ∈ SK, Bj ∈ BJ and  

        Bj ⊆ Sm⨉Sn if τ : j=(m , n) }
CFcc={(Sc, Sc, Bcc) | Sc ∈ SK, Bcc ∈ BJ}

CFcp={(Sc, Sp, Bcp) | Sc, Sp∈ SK, Bcp ∈ BJ}

CFci={(Sc, Si, Bci) | Sc, Si∈ SK, Bci ∈ BJ}
CFpr={(Sp, (Sc∪Sd), Bpr) | Sp,Sc,Sd ∈ SK , Bpr ∈ BJ}

CFip={( Si, (Si∪Sv), Bip ) | Si,Sv∈ SK , Bip ∈ BJ}

3.3 온톨로지의 구조 인 문제
OWL로 작성되어진 온톨로지를 context family로 

변환하여, lattice형태로 가시화하고 분석함으로써, 

온톨로지에 존재하는 구조 인 문제 (클래스 계층
구조의 문제, 로퍼티의 문제, individual의 문제)들

을 수월하게 악할 수 있다.

(1) 클래스 계층구조 확인 알고리즘
온톨로지에서 가장 요하고, 기 가 되는 요소는 

클래스이다. 클래스는 클래스가 가지는 속성에 의해

서 표 되어진다. 따라서 특정 개념을 클래스로 표
한다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잘 악하

여, 클래스에 정의함으로써 도메인의 정보를 제 로 

반 하고, 유용한 온톨로지가 될 수 있다.

클래스 계층구조의 문제란 온톨로지의 핵심요소인 

클래스들 사이의 상하  계를 클래스가 갖는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 으로만 subClassOf 계를 명시

한 상태를 말한다. 하 클래스는 상 클래스의 로퍼

티를 상속받고, 상 클래스와 구분이 되는 로퍼티를 
추가 으로 선언하거나, 로퍼티의 range를 더 상

개념으로 선언함으로써 로퍼티 심 인 디자인

에서 상하  클래스사이에 엄 한 포섭 계
(subsumption)가 성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분의 

온톨로지에서 매우 복잡하고, 사람에 의해서 수작업으

로 구축되어지므로, 클래스의 계층구조 문제가 빈번하
게 발생한다. 따라서 표3의 알고리즘은 온톨로지에서 

subClassOf를 이용하여 상하  계가 정의된 2개의 

클래스를 입력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하게 is-a

계가 정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로퍼티의 domain, range 확인 알고리즘

온톨로지의 로퍼티는 기본 으로 domain과 range

정보로 구성된다. 따라서 로퍼티는 domain과 range
정보를 반드시 기술되어야 한다. domain에는 해당 

로퍼티가 선언되어진 온톨로지나 참조되어지는 온톨

로지의 클래스가 기술되어야 하며, range에는 클래스
나 온톨로지를 지원하는 datatype을 선언해야 한다. 표

4의 알고리즘은 하나의 로퍼티를 입력으로 domain

이나 range가 잘 정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클래스-Individual 확인 알고리즘

온톨로지에 선언되어진 individual은 기본 으로 
individual이 해당되는 클래스가 갖는 로퍼티들의 

range타입에 맞는 실제 데이터 값이나, 다른 individual

들이 선언되어져야 한다. 표5의 알고리즘은 하나의 
individual을 입력으로 individual에 속하는 클래스의 

로퍼티를 반 하여 실제 데이터 값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다. 

3.4 온톨로지 분석사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톨로지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Prompt의 튜토리얼 제로 제공되는 car reservation 
온톨로지를 분석해 보았다.  앞서 정의한 클래스 계층구

조문제는 CFcc의 개념격자(그림3)와 CFcp의 개념격자

(그림4)를 비교함으로써 문제 을 악 할 수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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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Fcp의 개념격자

<그림 3> CFcc의 개념격자

<그림 5> 악된 클래스 계층구조의 문제 가시화

3의 A부분에서 Location클래스의 하 클래스로서 
Downtown과 Airport클래스가 존재하지만, 그림4의 A`

부분은 3개의 클래스가 모두 address 로퍼티만 정의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에 속한다. 따라서 온톨로지 
개발자가 의도한 로 온톨로지의 구조가 성립하려면, 

Airport, Downtown클래스들에 각 클래스가 갖는 새로

운 로퍼티가 정의되어야 한다. 

한, 그림5의 B부분과 그림6의 B`부분을 비교해 으
로써 구조  문제 을 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온톨로지 분석도구(그림5)는 클래스 계층구조의 

문제 을 자동으로 악하여 CFcc의 개념격자에 붉은
색으로 체크해주거나, 팝업창을 통하여 warning해  

수 있다.

 그 외에도 CFci로부터 변환된 개념격자에서는 온톨

로지의 모든 individual들을 클래스별로 클러스터링한 
정보를 악할 수 있으며, CFip를 토 로 변환된 개념

격자에서는 individual들이 가지는 실제 로퍼티의 

값과 individual들이 갖는 문제들을 악할 수 있다. 
CFpr의 개념격자는 로퍼티를 type별로 분류하고 있

으며, CFpr와CFcp의 개념격자를 통하여 로퍼티의 문

제 을 악할 수 있다.
4. 결론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OWL로 표 된 온톨로지의 소스코

드로부터 핵심요소들을 Context Family로 변환하여, 
해당 온톨로지의 각 요소들의 상세한 정보를 추출, 분

석하여 개념격자 형태로 가시화하고, 구조  문제 을 

악할 수 있는 온톨로지 분석도구를 개발하 다. 이
와 같은 분석도구는 온톨로지의 개발  구 뿐만 아

니라, 구조 인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 보완하는 제반

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재 온톨로지 분석도구에서는 OWL소스코드로부터 

온톨로지의 문제 을 악하는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

나, 향후연구에서는 발견된 온톨로지의 문제 들을 수
정/변경함으로써 올바른 형태의 온톨로지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할 정이다. 한, 다양한 온톨로

지 요소들(axiom, cardinality, constraint 등)을 고려하여 
Context Family를 확장하고 제반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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