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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간 개념이 포함된 역사적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사건 온톨로지(event ontology) 기반의 
역사 온톨로지 모형인 Y-HisOnto 를 제안한다. 제안한 역사 온톨로지 모형은 기존의 온톨로지에서 사용되
는 이진 관계(binary-relationship)로 표현된 단편적 지식들을 조합하여 다진 관계(n-ary relationship)
를 이용하여 역사적 사건 관련 지식을 표현한다. 제안한 온톨로지 모형에 기반하여 사건 중심의 지식을 
온톨로지로 구축하고, 사건 관련 질의에 대해 온톨로지 논리 검색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제안한 온톨로지 
모형이 Q&A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주제어: 사건 온톨로지(event ontology), 역사 온톨로지, 질의응답 시스템(Q&A System)

1. 서론

컴퓨터를 통한 지식의 구축 및 활용 요구에 따라 질의

응답(Question and Answer: Q&A)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1-3], 컴퓨터를 통한 지식의 표현을 위해 

최근에는 온톨로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수행되고 있다[4-6]. T.Gruber의 온톨로지 정의에 의

하면, 온톨로지는 광범위한 지식 보다는 관심 영역 내의 

합의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온톨로지의 활

용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 전문 지식을 온톨로지로 구축

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유럽에서는 VICODI project[7]를 통해 유럽의 역

사적 지식을 온톨로지로 표현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타 분야의 지식과 달리, 역사적 사실의 전개는 주로 사

건(event)에 기반하여 기술되고 있으며, 사건은 시간에 

종속되어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형태의 역사

적 지식을 표현하고 활용하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은 주체, 시간, 대상, 장소, 행

위 등과 같이 개념들이 복잡한 의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

으며,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특정 사건에 의해 발생

되는 결과의 표현을 위해서는 역사적 지식이 사건 중심

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실제 RDF(S), F-logic, OWL (web 

ontology language)등과 같은 다양한 온톨로지 언어[4]

들이 지식의 표현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이들 언어들은 

이진 관계(binary-relationship)로 단편적 지식을 표현

한다. 특히 OWL[8]에서는 지식의 표현을 위해 개념

(class), 개체(individual), 속성(property), S-P-O 

(subject-predicate-object) 형태의 개념간의 관계

(relationship), 개념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제약사항

(restriction), 그리고 string, integer 등과 같은 데이

터(data) 등의 온톨로지 요소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OWL에서와 같이 단순한 이진관계로는 복잡한 사건 지식

을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간 개념이 포함된 역사적 지

식을 사건 기반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톨로지 

모형인 Y-HisOnto 를 제안한다. 제안한 온톨로지 모형은 

이진 관계를 조합하여 다진 관계(n-ary relationship)를 

표현하는 사건 온톨로지(event ontology)[5,6]를 이용한

다. 그리고 제안한 온톨로지 모형에 기반하여 사건 중심

의 지식을 구축하고, 제안한 온톨로지의 Q&A 시스템에서

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톨로지 논리 검색 실험을 

수행한다. 

2. 역사 온톨로지 모형의 설계

이진관계를 이용하여 이벤트 중심의 역사 지식을 표현

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온톨로지를 구성한

다. 즉, 특정 “사건” 개념을 중심으로 사건의 부가적

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사건을 유발한 “인물”, 사

건이 발생한 “장소”, 사건의 발생 및 종료 시간, 그리

고 사건의 발생 목적과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건”등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를 온톨로지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 “장소”, “사건”을 개념으로 표현하고, 화

살표 근처의 “주체”, “장소”, “인과”, “목적”은 

모두 개념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속성으로 나타낸다. 

특히,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의 속성은 사건의 발

생 및 종료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은 정수

(integer)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값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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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역사 온톨로지 구축 예

(datetime)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형으로 정의할 수 있

다. 

그림 1. 사건 지식 표현을 위한 온톨로지 스키마 예

그림 2. 역사적 사건 지식의 온톨로지 표현 예

그림 2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신분제도철폐를 위해 

조선에서 일어난 민중 봉기인 동학운동은 청일전쟁의 원

인이 되었다”의 역사적 사건 지식을 그림 1의 온톨로지 

스키마에 기반하여 온톨로지로 표현한 예를 보인다. 즉, 

[표현 1]에서와 같이 이진관계들을 조합으로 하나의 사

건 지식은 상세하게 나타낼 수 있다. [표현 1]에서는 일

차 논리(First-order logic)를 이용하여 P(S, O) 형태로 

사건 지식을 나타낸 것이다. 

[표현 1]

주체(동학운동, 민중)     주체(동학운동, 전봉준)

장소(동학운동, 조선)     인과(동학운동, 청일전쟁)

시작시간(동학운동, 1893) 종료시간(동학운동, 1895)

목적(동학운동, 신분제도철폐)

3. 역사 온톨로지 모형의 활용

제안한 온톨로지 모형에 기반하여 특정 역사적 사건 

지식을 Protégé[9]를 이용하여 온톨로지로 구축하고, 구

축한 온톨로지를 Q&A 시스템에서의 활용에 대한 효용성

을 확인하기 위해 SPARQL[10]을 이용하여 몇 가지 질의

에 대한 온톨로지 논리 검색을 수행한다. 그림 3은 온톨

로지에 정의한 개체(individual)를 보이며, 그림 4는 개

체간의 관계를 통해 사건 지식을 표현한 예를 보인다. 

또한, 그림 5는 Protégé를 이용하여 역사 온톨로지를 구

축하는 것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 온톨로지 요소에 대한  

Namespace는 “http://ontology.yu.ac.kr/event”이며, 

이에 대한 Prefix를 “ynu”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그림 

3과 4에서는 편의상 이를 생략하였다.

그림 3. 역사 온톨로지에서의 개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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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rotégé를 이용한 역사 온톨로지 구축 

특정 Q&A 시스템에서 구축한 역사 온톨로지를 이용하

여 사용자의 3 가지 질의에 대해 답을 제시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온톨로지의 논리 검색은 

Protégé에서 제공하는 검색엔진 및 검색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였다. 논리 검색을 위한 사용자의 3 가지 질의는 

다음과 같다. 

[질의1]“민중”이 일으킨 사건은 무엇인가?

[질의2]“갑오개혁”으로 인해 야기된 사건은 무엇인가?

[질의3] 고종의 재위기간(1863~1897) 중 일어난 “민

중” 사건(1)과 그로 인해 야기된 사건(2)은 

무엇인가?

[질의1]로부터 주체가 “민중”인 사건의 검색을 위해 

[SPARQL 질의 1]을 생성하여 논리검색을 수행하였고, 그

림 6과 같이 검색 결과로 “홍경래의난”, “동학운

동”, “진주민란”을 얻었다. 

[SPARQL 질의 1]

SELECT ?event

WHERE {

  ?event rdf:type ynu:사건.

  ?event ynu:주체 ynu:민중.

}

그림 6. [질의1]에 대한 온톨로지 논리 검색

[질의2]로부터 사건 “갑오개혁”이 원인이 되는 사건

의 검색을 위해 [SPARQL 질의 2]을 생성하여 논리검색을 

수행하였고, 그림 7과 같이 검색 결과로 “과부의 재

혼”, “조혼금지”, “연좌재폐지”, “의복간소화”를 

얻었다.

[SPARQL 질의 2]

SELECT ?event

WHERE {

  ynu:갑오개혁 ynu:인과 ?event.

}

그림 7. [질의2]에 대한 온톨로지 논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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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event1 ?event2

WHERE {

  ?event1 rdf:type ynu:사건.

  ?event1 ynu:주체 ynu:민중.

  ?event1 ynu:시작시간 ?time1.

  ?event1 ynu:종료시간 ?time2.

  FILTER ( ?time1 >= 1863 && ?time2 <= 1897  )

  ?event1 ynu:인과 ?event2.

}

[질의3]으로부터 1863년~1897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

로써 주체가 “민중”인 사건(1)의 검색, 그리고 사건

(1)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2)의 검색을 위해 [SPARQL 

질의 3]을 생성하여 논리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 결과

를 통해 그림 8과 같이 사건(1)은“동학운동”을, 사건

(2)는 “청일전쟁”임을 알 수 있었다.

[SPARQL 질의 3]

그림 8. [질의3]에 대한 온톨로지 논리 검색

본 실험을 통해 역사적 사건 지식을 온톨로지로 구축

하고, Q&A 시스템에서 복잡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 논

리적 검색을 통해 답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복잡하게 표현되는 역사적 사건을 온톨

로지 모형인 Y-HisOnto를 설계하여 제시하고 구축함으로

써 Q&A 시스템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구축한 온톨로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온톨로지의 검색

을 통해 지식을 추출해야 한다. 또한 검색 대상과 온톨

로지 모형의 설계에 따라 검색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즉, 본 실험에서 사용한 SPARQL 질의는 실험을 위해 구

축한 역사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온톨로지 스키마가 새롭게 정의되고, 그에 기반하

여 새롭게 온톨로지가 구축된다면 좀 더 다양한 조건의 

검색질의가 생성되어야 한다.

역사적 지식을 정형화하여 표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즉, (1)동일한 사건 및 대상의 

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2) 역사적 기록은 

주관적이어서 온톨로지에서의 지식 표현의 일관성의 유

지가 어려우며, (3)역사적으로 복잡한 사건 간의 인과관

계를 단편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 제시한 온톨로지 스키마는 모든 역사적 지식을 구축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 개념을 포함된 사건 지식 및 그들 

사이의 인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그

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

다. 또한, 역사 지식의 정형화 및 온톨로지로의 표현 방

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

며,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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