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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광범위한 정보가 존재하는 웹 기반 환경에서 원하는 정보의 검색과 검출을 위한 시멘틱 웹

(Semantic Web) 기반의 온톨리지에 대하여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중 이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기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다양한 편의와 친환경적인 습지의 수질 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편리한 관리를 위해 WSN 기반의 습지 수질 관리에 특화된 온

톨리지 설계 및 구축을 진행 하였다. 

키워드: 상황인지, 온톨로지, 습지환경, 수질관리, WSN

I. 서론

습지는 홍수조절과 사면 침식방지, 동물의 서식처 및 지하수 공

급과 수질개선(침식에 의한), 지구 온난화 방지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외의 습지 관리보다 현저하

게 낮은 국내 습지 환경 관리에서 특히, 세계 물 부족 국가로 인식

되어진 수질 관리[1]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활발하게 진행중인 시

멘틱 웹(Semantic Web)의 온톨로지를 통하여 습지환경 곳곳에서 

수집되는 센서들의 데이터 관계를 정의하고 온톨로지로 설계하여 

습지환경 수질 관리에 효율적인 상황인지 시스템의 구축 방법 기

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직무에 관계된 전문가가 아니면 습지 환경의 수질

등급에 대한 특정한 변화 데이터나 용어에 관련한 의미를 파악하

기 힘들다. 예를 들어 습지 내의 ph와 용존 산소량의 적절한 농도

를 모를 경우 수집한 데이터가 어떤 의미의 데이터인지 중요성을 

알 수 없을 것이고 수질 자체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

서 기존의 방법으로 웹과 문서를 이용한 정보를 검색하여 그 데이

터의 값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다. 습지 환경의 특정 변화를 온톨로지 기반 환경으로 정의하면, 
일반 사용자도 센싱된 데이터 중 의미 있는 데이터의 발견과 접근

이 쉽고 보다 빠른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다. 즉, 습지 수질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이 없이도 전문가뿐만이 아닌 일반 사용자도 편리하

고 빠른 습지안의 수질 분석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습지환경 수질등급과 온톨로지의 접목을 통

하여 향후 시멘틱 웹의 발전과 더불어 습지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

한 환경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상황인지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습지 환경의 요소 중 수질관리만을 다룬 온톨

로지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영역 설정

은 수질등급과 상호 의미 관계에 대한 온톨로지 구축에 대하여 제

안하였다.

II. 관련 연구

시멘틱 웹을 위한 도구로 saltlux에서 개발한 온톨로지 라이브

러리 시스템 COMET(온톨리지 수집 관리 툴)은 사용자가 간단하

게 클라이언트 모듈을 다운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온톨로지 모델링 

툴에 플러그-인 할 수 있도록 개발됐었다.[2] 현재까지 많은 온톨

로지가 개발되었고 지금도 개발이 진행 중이며 COMET과 같은 

라이브러리 시스템으로 온톨로지의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져 온톨

로지의 필요성은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계 각 분야에 

걸친 온톨로지 구축과 더불어 이전까지 없었던 습지 수질관리 데

이터의 온톨리지 구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1 온톨로지

온톨로지란 어떤 관심 분야를 개념화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정

형화한 명세서로서 개념 구조의 명시와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는 

전산적 대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3] 특정 영역을 표현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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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서 영역(Domain)에 속하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기

술하는 정형(Formal) 어휘의 집합으로도 정의된다. 즉, 각 사물에

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를 하나의 집합 또는 범주로 나타내기 위

해 의미, 지식의 쓰임새 등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말

한다.
시멘틱 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온톨로지의 구축은 이미 다양

한 분야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4,5,6]
온톨로지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에 의해 생성되고 아래 [표1]에

서 보듯이 사용자의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보편

적으로 사용하는 두 번째 방식인 명시적 온톨로지 구축 방법을 사

용한다.

[표 1] 온톨로지 접근법

온톨로지 접근법

단어와 단어들간의 의미적 

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발견하는 방법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명시적 

온톨로지 구축 (에디터)

Tool
OntoLT, OntoLearn, 

Text2Onto

ezOWL, SWOOP, OilEd, 

Protege 2000

장점 사람의 직접적 개입이 없음 정확성, 편의성, 확장성

단점 정확성 부족 사람의 초반 개입 필요

2.2 Protege OWL (Ontology Tool)

프로티지는 국립의료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후원을 받아 Stanford 의과대학의 

의료정보학과(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tanford 
Medical Informatics)에서 지식 기반의 구조를 작성하기 위한 시스

템으로 15년간의 연구 기간을 거쳐 개발되었다. 강력한 확정성을 

갖춘 시맨틱 웹 언어를 사용한 개념모델링과 온톨로지 편집 및 구축

을 위한 시각적 도구로서 오픈 소스 개발 환경이다.[7]
또한, 다양한 import를 지원하여 온톨로지의 시각화 및, 데이터

베이스와의 연동 등을 구현하여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시맨틱 

웹 언어 온톨로지 개발 툴로서 의학계 및 한의학, 건축등의 온톨로

지 개발에 사용되어, 본 논문의 온톨로지 구축에 사용하였다.

III. 본 론

3.1 온톨로지 구성

온톨로지 구축에 있어서 Noy & McGuinness(2001)가 제안한 

방법론(Ontology Development 101)에 근거하여 구축단계를 정

해 다음의 각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단계 1] 온톨로지 도메인과 범위 결정

[단계 2] 온톨로지 재사용 여부 결정

[단계 3] 중요한 용어 목록 결정

[단계 4] 클래스와 클래스의 계층 구조 결정

[단계 5] 클래스-슬롯과 속성 결정

[단계 6] 슬롯의 패싯(facets) 결정

[단계 7] 인스턴스 생성

위의 단계 진행을 위해서 도메인의 특성과 온톨로지의 사용 용도

를 고려한 온톨로지의 구성영역을 정한다. [그림1]은 본 논문에서 

구축하려는 도메인과 서브클래스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모습이다.

[그림 1] Class

[표2]는 수질에 관련된 일련의 중요한 단어와 그 개념이다. 한

국수자원공사에서 발췌한 것으로 [표2]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용

어들이 존재한다. 이들 용어의 정확한 명세화를 위해선 해당 도메

인 전문가들과의 협의에 의한 개념들과 그들의 관계들의 구조를 

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수질 등급의 추론으

로 어종과 수질기준에 관한 BOD의 PPM 기준에 대한 속성과 그

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온톨로지 구축을 하였다.

[표 2] 수질 용어 

수질등급의 자료는 여러 조건들의 조합으로 전문화된 자료로서 

일반인의 활용하기에 이해와 접근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의 온톨로지 구축에서는 위의 [표2]의 속성과 [표3]에서 보여

지는 수질기준의 57개 법정정수검사항목 법적기준치 또한 준수하

여야 하므로 [그림1]에서와 같이 각 클래스와 클래스안의 인스턴

스간의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해야 한다.

[표 3] 수질등급 법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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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로티지를 이용한 온톨로지 구축

본 논문에서는 실험 대상영역을 수질환경으로 정하고 서브 클

래스 안에 수질등급을 두어 위에 언급했던 표들의 속성과의 관계

를 통하여 상황인지 온톨로지 구축을 하였다. 특히 위의 언급된 기

존의 데이터 값은 자원의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1]에서 보

았던 어종을 둠으로써 위의 속성과 수질 기준의 관계를 정의하였

다. 이로써 급수 제약조건의 관계를 정형화하여 수질등급을 바로 

표출함과 동시에 식수 및 농업용수 등의 사용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도록 [그림2]와 같이 제한적인 부분만을 명시하여 프로티지를 

이용한 온톨로지를 개발 하였다.
식수 수질 등급에 대한 한정된 도메인 내에서 수질관련 데이터

의 신빙성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어종과 몇 가지 조합만으로 온톨

로지를 구축한 모습이다. 그러나 몇 가지 펙터(factor)를 추가한다

면 [그림2]에서 추론 가능한 용도의 5가지 선택보다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상황인지 온톨로지 구축이 가능하다.

[그림 2] 온톨로지 구축

[그림3]은 OWL로 표현된 온톨로지의 출력 화면이다.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여 수질등급의 확인과 용어의 정의 및 

인스턴스의 관계에 대한 용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프로티

지 도구에서 적용한 query, from의 커스마이징 및 인스턴스와의 

관계 그리고 슬롯 등의 각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3] XML Coding

IV. 결론 및 향후계획

시맨틱 기술을 이용한 수질 데이터의 온톨로지 구축이라는 점

은 단순히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컴퓨터와 인간의 

질의를 서로가 이해하는 자료의 지능화이다. 단순한 질의를 통해 

그동안 단편적인 값 들 만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관련된 모든 자

료 및 통계,  관계와 추론까지  해결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인간과 

자연의 중요한 부분인 수질관련 질의를 정의할 수 있다.
수질과 관련된 많은 데이터의 제약이 있었지만, 향후 연구에서

는 분석기를 통한 수질등급과 거의 근사한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서브클래스와 관계를 통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분석기의 수질등급만이 아닌 시멘틱 웹의 장점인 관계를 

통한 추론과 나아가 습지의 수질 내 넓은 범위 안에 뿌려진 무선 

센서의 센싱 데이터 수집과 통계를 이용하여 이벤트의 검출, 경보

뿐만 아니라 조건부확률(Bayes Rule)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결

과를 학습하게 한다. 그리고 이 학습 결과에 따른 추론 가능한 집

단지성 온톨로지 구축을 통해 점차 분석기의 값에 근사한 값을 도

출 가능토록 할 것이다. 또한, 이런 학습결과에 따른 추론 가능한 

집단지성 온톨로지를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에 연동하여 유비쿼터

스 환경에서 좀 더 간단하게 시멘틱 웹의 접근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진일보적인 발전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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