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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주소는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한 주소체계,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 주소체계, 행정동을 

기준으로 한 주소체계, KT 에서 관리하는 KT 주소체계 등 주소관리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 

기업별로 주소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과 기업들간의 상이한 주소체계 관리문제

로 인해 서로간의 주소체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문제가 유발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소 명칭에 대한 보다 자동화된 맵핑이 가능

하도록 KT 주소, 우편번호주소, 행정동/법정동코드를 대상으로 온톨로지를 사용한 모델을 제안하였

다. 제안된 모델은 주소정보간의 의미관계성을 유지하여 이기종 주소체계의 의미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보다 자동화된 데이터관리와 장기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1. 서론ᆣ 

우리나라는 크게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우편

번호 주소체계,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토지 거래 
및 등기를 위한 법 집행상에 필요한 법정동 주소체계,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동 주소체계, KT 에서 KT
자체의 동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KT 주소체

계 등의 다양한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각 기관, 
기업별로 각기 다른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동일한 지역을 가리키는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서
로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는 문제, 기존 주소와 새 주
소체계와의 맵핑 문제, 기관간의 시스템통합이 이루

어지는 경우 주소통합의 문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사용중인 주소명칭간의 매칭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1][2]. 기존의 접근방법인 주
소단위의 접미사와 동의어 맵핑 방법은 주소정보의 
확장성, 상호운용성, 활용성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현
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주소체계간의 
의미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2.1 기존 연구 분석 
현재 우리나라 주소는 지번을 기반으로 지번 주소

                                                           
ᆣ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 2 단계 BK21 사업’ 의 지원을 받

았음. 

체계와 도로 명을 기반으로 한 새 주소체계를 병행하

여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사용중인 우편번호체계는 
지번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3]. 주소체계를 
표준화하는 방안으로 기존 연구에서 지번 체계를 중
심으로 우편물에 다양하게 표기된 주소들을 표준화하

여 주소들을 매칭한 모델이 있다[4]. 지번중심으로 사
용중인 우리나라 우편주소 체계는 그림 1 과 같다[5]. 
 

 
(그림 1) 한국의 우편주소 체계 

 
우편물에 표기된 우편주소는 표 1 과 같은 특징들

이 있어 우편물의 순로 구분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주소해석 과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표현 형태를 수용

하여 데이터를 저장하여 검색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

서는 계층적 행정 구역의 일관성 있는 표현, 번지가 
포함된 주 배달 점과 번지 내에서 세분화된 배달 점
의 표현, 주소 표기의 변형 흡수를 위한 키워드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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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어 표현의 개념을 가지고 총 5 개의 테이블을 구성

하며, 각각의 역할은 표 2 와 같다.  
<표 1> 우편번호 주소의 다양한 특징과 예 

특징 예(표준형) 예(변형) 

①계층적 행정구역 체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3 가 

서울 종로 

을지 3가 

② 법정지명, 행정지명의 

세분화 및 대표지역 명칭 

사용 

인후동 1 가, 

인후동 2 가 

인후 1동, 

인후 2동, 

인후 3동, 인후동

③택지 개발 또는 공단 

지역의 가 지번 형태의 

주소 존재 

남동공단 

37 블록 49 로트 
남동 공단 37B49L

④사서함의 이용 
대전유성우체국

사서함 106 호 

대전 유성 PO Box 

106 

⑤건물, 아파트 등의 

표기 형태가 다양 

목동 7단지, 

한빛타운아파트 
목동@, 한빛 Apt.

⑥건물, 아파트 등의 동, 

호, 수 등의 세부 주소 

형태가 다양 

710 동 1234 호 710-1234 

⑦번지 표기 형태가 다양 
256 번지 1 호, 

256-1 

256-1 번지, 

256 의 1, 산 4-1 

⑧동일 지점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 
한국과학기술원 과기원 

 
<표 2> 우편주소파일을 구성하는 테이블 설명 

테이블명 설명 및 기능 

ADMIN_DIST 
계층적인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을 

표현하기 위한 테이블 

PDP 
번지 단위로 부여된 주 배달점(Primary Delivery 

Point)을 표현하기 위한 테이블 

DDP 
번지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상세 배달점(Detailed 

Delivery Point)을 표현하기 위한 테이블 

KEYWORD 
주소에서 사용되는 키워드(Keyword)를 정의한 

테이블 

SYNONYM 
주소에서 사용된 동의어(Synonym) 또는 유사어를 

정의한 테이블 

 
행정구역(ADMIN_DIST), 주 배달 점(PDP), 상세 배

달 점(DDP), 키워드(KEYWORD), 동의어(SYNONYM)
의 5 개로 구성된 우편주소파일의 테이블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2 와 같다. 이 테이블들간의 관계를 기
반으로 주소검색을 할 경우, 먼저 우편번호 인식을 
시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소의 상위부, 즉 우편번

호에 해당하는 행정구역명까지 인식한 다음에는 번지

와 건물명 등의 주소의 하위 부를 해석하고 최종 결
과를 출력한다. 기존 연구방법은 우편번호를 기준으

로 한 빠른 검색과 정확한 맵핑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 및 기업들의 주소검색 및 우편

번호검색 서비스에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할 수 있
다고 제안한 점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다. 실제로 
기업, 공공기관은 우편번호와 표 3 과 같이 별도의 서
로 다른 주소코드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6]. 그
러므로, 명칭을 이용한 기존 연구인 맵핑 방법으로는 
주소코드간의 의미 불일치를 해결할 수 없다. 
 
2.2 온톨로지 모델 

주소코드간의 의미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 
기술, 즉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주소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정의하고, 정의된 관계성을 이
용하여 보다 자동화된 맵핑이 가능하도록 한다. 온톨

로지(Ontology)는 사물이 “존재한다”(그리스어의 On)
라는 것의 의미를 다루는 존재론적 철학을 의미하는 
낱말이다. 인공지능 및 지식표현 분야에서는 “대상세

계에 존재하는 것들의 체계적인 분류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형식적으로 기술한 것”을 온톨로지라

고 부르고 있다[7]. 즉 해당 영역의 개념들과 이들 개
념 간의 상호 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온톨로지라고 한
다[8]. 온톨로지는 클래스와 속성의 성질, 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가 독
자적으로 정의한 어휘를 상호 관련시키거나 어플리케

이션이 모순을 발견해내는 “발전성”에 관한 기능을 
제공한다[9]. 

 
(그림 2) 우편주소파일 테이블간의 관계도 

 
<표 3> KT 동코드와 행정안전부코드 비교 예 

  KT 행정안전부 

지역 동명 KT 동코드 법정동코드 행정동코드

신갈동 364860 41463101 41463510 

하갈동 364863 41463104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364870 41463111 
41463515 

 
2.3 Geonames 모델 

Geonames 프로젝트는 지명, 기관 명 등 명칭에 대
한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의미의 이질성을 해결하고자 
하고 지도 서비스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10].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명칭에 대해 
다양한 언어, 다양하게 불리는 명칭들을 사용자들이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고, WGS84(World 
Geodetic System 1984)에 있는 좌표 값들을 이용하여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11]. Geonames 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웹 서비스 중에서 findNearestAddress 서비

스는 US 의 우편번호와 주소 값을 매치하여 데이터베

이스화하여 우편번호나 지명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준다. Geonames 의 클래스는 크
게 공간적인 것에 관한 클래스(SpatialThing), 주소코드

에 관한 클래스(Code), 명칭의 개념에 관한 클래스

(ConceptScheme), 웹문서(Document)에 관한 클래스로 
나뉜다[12]. SpatialThing 클래스는 국가코드, 인구수, 
우편번호, 명칭, 변경된 명칭들의 정보에 관한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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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ConceptScheme 클래스는 지역, 호수, 강, 공원, 
도로 등의 지명의 특징들에 관한 클래스이다. Code 클

래스는 ConceptScheme 클래스의 특징에 따라 분류되

어 상세하게 코드화된 클래스이다. 마지막으로 
Document 클래스는 Wikipedia 기사 같은 웹 문서 관
련 클래스이다. 이 Geonames 의 온톨로지 스키마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소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온톨로

지 스키마를 제안한다.  
 
3. 제안 방법 

3.1 개념 모델 
그림 3 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념 모델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 3 과 같이 사용자들의 참여, 공유, 협
업, 개방을 통해 생성된 각 사업자들의 주소정보를 
웹에 등록하고, 등록된 주소정보들을 온톨로지화하여 
기존연구의 맵핑 시스템의 단점인 주소정보들간의 의
미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여 기존의 맵핑 시스템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들간의 주소정보 데이

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다. 

 
(그림 3) 제안 모델의 개념도 

 
3.2 한국형 주소체계 온톨로지 스키마 

Geonames 의 온톨로지 스키마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 계층적 주소체계에 맞는 온톨로지 스키마를 그림 
4 와 같이 제안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정
보, 각 사업자의 주소체계를 나타내는 주소코드정보, 
해당 주소의 상세 주소정보,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는 
주소정보들을 동일한 주소임을 가리킬 수 있는 좌표 
정보 등으로 클래스를 정의하였다. Service 클래스는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체, 공공기관을 정의한 클

래스이다. 여기서는 KT, 우정사업본부, 행정안전부를 
선언하였다. AddressCode 클래스는 사업체별 주소코드 
클래스이다. KT 동코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번호, 행
정안전부의 행정동, 법정동코드이다. Address 클래스는 
주소정보를 현재 사용중인 지번중심의 체계를 기준으

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가, 리, 번지, 번지동, 건물

명, 건물동 체계로 속성을 정의하였다. Location 클래

스는 위도, 경도의 좌표를 정의하는 클래스이다. 
다음은 클래스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Service 를 하

는 사업자는 AddressCode 의 사업자의 주소코드를 가
지고 있다. 예를 들면, KT 사업자는 KT 동코드를 가지

고 있다. AddressCode 의 주소코드는 Address 의 주소정

보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주소코드에 따라 가지고 있
는 주소정보가 다르다. KT 동코드는 동 단위까지의 주
소를 가지고 있고, 우편번호의 주소코드는 번지, 건물

단위까지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Location 클래스와 

Address 관계는 좌표정보가 주소를 가리킴을 정의한다. 
Geonames 의 온톨로지 스키마를 그림 4 와 같이 한국 
주소체계에 적용함으로써, 도로 명 중심의 주소체계

에만 적용이 가능했던 Geonames 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어 계층적 주소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등
의 많은 국가들의 주소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4) 한국 주소체계를 위해 제안한 온톨로지 

스키마 
 
4. 구현 

프로티지(Protégé)는 SMI(Stanford Medical Informatics)
에 의해 Java 기반으로 개발된 시맨틱 웹 언어를 사용

한 개념모델링과 온톨로지의 개발, 관리를 위한 지식 
기반 시스템이다[13][14]. Windows7 환경에서 프로티지

를 이용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하였고, 표 4 는 구축한 
온톨로지의 클래스 중 일부를 나타낸다.  
 

<표 4> 한국형 주소체계 온톨로지 
<!--http://www.semanticweb.org/ontologies/2010/8/Address_ 
Korea.owl#KTDongCode --> 
<owl:Class rdf:about="#KTDongCode"> 

<owl:equivalentClass> 
<owl:Class> 

<owl:intersectionOf rdf:parseType="Collection"> 
<rdf:Description rdf:about="#AddressCode"/> 

      <owl:Restriction> 
        <owl:onProperty rdf:resource="#hasAddress"/> 
        <owl:someValuesFrom rdf:resource="#Address"/> 
      </owl:Restriction> 
    </owl:intersectionOf> 
  </owl:Class> 
</owl:equivalentClass> 
<owl:disjointWith rdf:resource="#PostalNo"/> 
<rdfs:comment>KT Dong Code Class</rdfs:comment> 

</owl:Class> 
 

 
(그림 5)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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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는 표 4 에서 표현된 온톨로지를 Jena 를 통
해 트리플(Triple) 구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결과를 보여준다. 
 
5. 평가  

제안된 온톨로지를 구현한 후, 다음 표 5 의 항목들

을 기반으로 제안모델을 평가하였다.  
먼저, 제안모델은 정보간의 의미 관계성을 정의할 

수 있다. 사업자 별로 주소코드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모델은 주소코드간의 의미를 정의할 수 없으나, 
제안된 모델은 주소코드간의 관계성을 정의하여 주소

체계 의미의 불일치를 해결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안된 모델의 장점은 정보의 획득 범위

이다. 기존 모델에서는 한 사업자의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업자로부터 변경 데이터를 
받거나 웹에서 찾아서 검증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독
자적인 시스템에 의존한다. 따라서 각 사업자들은 서
로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 제안 모델은 사용자 
누구라도 변경된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어 사업자들

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5]. 
세 번째로 제안모델은 시스템 유지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데이터를 추가하여 매치할 경우, 간단한 수식으

로 비용을 평가하면, 표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모델의 비용보다 제안모델의 시스템 유지 비용이 낮
다. 표 6 에서는 두 개의 사업자의 주소코드를 대상으

로 적용하였지만,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더욱 높은 비
용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모델의 장점으로 데이터의 자동화

된 이력관리를 할 수 있다. 기존 모델은 데이터가 변
경될 경우, 별도의 이력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 수동

적인 이력관리를 요구하지만, 제안모델은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 자동으로 이력관리가 되어 추후에 주소

변경내역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5> 제안 모델의 정성적 평가표 

평가항목 기존 모델 제안된 모델 

정보간 의미 관계성 관계성 없음 관계성 유지 

정보의 획득 범위 제한적 제한 없음 

시스템 유지 비용 고비용 저비용 

데이터의 이력관리 수동적 자동화 

 
<표 6> 비용 평가표 

비용예측 범위 

시간 T의 범위: (0.5 < T < 1) 

m: KT 동코드의 변경된 개수 

n: 우편번호의 변경된 개수 

비용항목 기존모델의 비용 제안모델의 비용 

데이터 추가비용 T T 

데이터 매치비용 m * n * T T 

데이터 저장비용 T T 

기타 비용 C C 

비용 합계 =m * n * T + 2T + C =3T + C 

 
6. 결론 

이 논문에서는 현재 기업, 정부기관간의 서로 다른 
주소체계로 인한 문제점을 정의하고, Geonames 의 온

톨로지 스키마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소체계 의미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
안한 모델의 온톨로지를 구현하고, 구축된 온톨로지

의 장점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안 모델의 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제안모델은 주소

정보간의 의미관계성을 유지하여 이 기종간의 주소체

계의 의미 불일치를 해결하고, 주소정보의 이력관리

를 할 수 있다. 비용측면에서 온톨로지 시스템 구축

은 초기비용이 높으나, 주소정보는 변경사항이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결과를 통해 시스템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절감을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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