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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의 비약 인 발 으로 정보가 폭발 으로 증가하 고, 이로 인하여 정보검색 기술에서 해당 정보

를 빠르게 찾는 것에 목표를 두었던 기술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 기술로 발 을 이루게 된다. 
시맨틱 웹 기술은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하여 등장했으며 의미 기반의 검색  추론과 같은 

지식 발견 등의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 인 정보가 아닌 법률과 같은 문지식 역의 정보는 

재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근하여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시맨틱 

웹 기술을 이용한 온톨로지 기반의 법률 검색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법률 검색 서비스를 해 법률이 가지는 구조

 특징을 분석하고, RDF 기반의 온토롤지 구축 방법  RDF 언어 벨에서 하지 못했던 명시 인 

트리  외에 추론된 트리 을 찾아 낼 수 있는 질의 방법의 고안  추론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는 일반 사용자들이 법과 련된 검색을 수행할 시 효과 으로 법명  조

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RDF 언어 벨의 추론 기능의 제안으로 RDF 벨로 구축된 다양한 분

야의 시스템에서 다른 추가 인 이어 없이 추론을 한 기반 기술을 갖출 수 있다. 

1. 서론   

웹의 등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생성되고 있으며, 정보검색 기술은 웹을 통해 근할 수 

있는 자자원을 상으로 무한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하

지만, 통 인 정보검색 기술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정보

를 빨리 찾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수많은 정보 에 

원하는 정보를 효과 으로 정확하게 찾는 것에 한계를 느

끼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폭발 인 증가는 흩어져 있는 정보들 

간의 유기 인 계를 악하여 보다 정교하고 지능화된 

정보검색 시스템의 개발을 진시키고 있다. 시맨틱 웹

(Semantic Web)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하여 연구

되고 있는 기술로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RDFS(RDF Schema)  OWL(Web 

Ontology Language)과 같은 기술 언어를 통해 온톨로지

(Ontology)를 표 하고, 특정 역에 한 개념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여 의미 기반의 검색을 가능

토록 한다. 즉, 통 인 정보검색 기술에 시맨틱 웹 기술

을 활용하여 효과 으로 정보를 찾고, 추가 인 정보들도 

처리엔진에서 자동으로 추론(Reasoning)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1]. 

 본 논문은 일반 인 정보가 아닌 법률과 같은 문지

식 역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일반인이 효과 으로 검색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맨틱 웹 기술을 이용한 법률 온

톨로지 검색 서비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를 한 법률 

온토롤지 구축 방법  RDF 추론 방법에 한 룰을 제안

한다. 재, 법률과 같은 문지식 역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률정보서비

스가 존재한다[2]. 하지만 키워드 기반의 검색방식을 제공

하고 있어서 일반 사용자가 정확한 법률 용어에 한 키

워드  법명을 제 로 알고 있어야만 원하는 검색 결과

를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일반 사람이 법률 용어  법

명을 제 로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법률은 모든 국민

들이 정확히 알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율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쉽게 법률 정보에 근하여 정확한 법명과 

조문내용을 확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록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률 정보 검색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첫 

째, 온톨로지 기반으로 법률 정보를 구축하고, 둘 째, 구축

된 온톨로지 법률정보를 검색 시, 하나의 법률 정보뿐이 

아니라 그와 연계된 다른 지식들도 온톨로지 정보의 추론

방식을 통해 도출하여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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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온톨로지 구축은 RDF를 이용하여 한다. RDFS 

 OWL을 통해 법률 정보를 구축시 표 화된 방법으로 

정보를 추론하는 것이 언어 인 벨에서 커버가 가능한 

수 이나 OWL 수 의 온톨로지 언어는 질의어로 사용되

는 SPARQL(SPARQL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이 RDF 수 에 머물러 있으므로 표 방법을 

통해 질의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한, 법률

이 가지는 요소를 분석하고 공통된 속성을 클래스 개념으

로 묶고, 개념간의 계  제약사항들을 자동 으로 맵핑

하는 것 한 쉽지 않은 연구 과제이다. RDF는 주어

(Subject), 서술어(Predicate), 목 어(Object)로 이루어진 

비교  단순한 트리  계를 기술하는 것으로 온톨로지 

구축 언어인 OWL 수 보다 참고 되어야 할 사항이나 고

려되어야할 요소가 비교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

 더 쉽게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RDF 

벨에서는 추론과 같은 요소를 기 하기가 어려워서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하기가 힘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RDF 벨에서 추론하기 한 방법으로, SPARQL 질

의를 통해 얻은 단순, 트리  정보 외에 해당 키워드의 주

어와 연 된 다른 트리 , 명시 으로 기술되지 않는 트리

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룰 기반의 RDF 추론 방식을 지

원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RDF 벨로 기술된 리소스

에 해서도 명시되지 않는 트리 들을 찾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법률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한 방법과 RDF 수 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효과 인 법률 온톨로지 검색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논문의 구성은 총 4 장으로 구성되며, 2장에서 법률 온

톨로지를 구축하기 한 방법과 룰에 해 설명하고, 3장

에서는 RDF 트리  벨에서 추론 하기 한 질의 방법 

 규칙에 해 설명하고, 4장에서 결론을 한다. 

2. 법률 온톨로지 구축

법률은 크게 법명, 장, 조, 조문, 항, 호로 구성된다. 기

본 으로 법명을 심으로 여러 장과 여러 조문, 조문 

에 여러 항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법을 이루게 되는 구조

인데, RDF를 이용하여 법률을 구성하기 해선 법의 내

용을 주어, 술어, 목 어에 해당하는 트리  기반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률 온톨로지 구성을 해 자동화된 

변환 규칙과 수동 인 방법을 통해 법률을 구성한다. 변환 

방법은 (그림 1)과 같은 온톨로지 구축 툴을 이용하여 트

리 을 구성한다. (그림 1)의 법률 온톨로지 구축 툴은 본 

논문을 해 Java 기반으로 구 된 툴로 법률 DB 로부터 

법령을 가져와서 조문과 조 제목, 조문 내용을 출력하고 

하단에 사용자가 직  주어, 술어, 목 어를 입력할 수 있

는 입력창이 있는 툴이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통해 RDF 

일로 변환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1) 법률 온톨로지 구축

자동화된 방식의 변환 방법은 하나의 법률에 해당하는 

법명을 RDF내의 기술 방식인 N-Triples, N3, RDF/XML 

의 하나인 RDF/XML 형식의 XML로 표  가능한 표기

법에 의해 법명을 네임스페이스(Namespace) 형태로 표

하여 법명 별로 그 각각의 내용을 구분 짓는다. 그리고 각 

장을 나타내는 번호와 장 제목, 조문 번호와 조문 제목을 

각각하나의 트리 로 자동 구성한다. <표 1>은 자동 으

로 변환되는 트리 의 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에 의

해 네임스페이스는 법명인 ‘정부조직법’으로 명명되고, 나

머지 장과 조가 트리 의 주어로 장의 번호와 조의 번호

가 트리 의 술어로 장의 제목과 조의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트리 의 목 어로 오면서 총 3개의 트리 이 형

성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제 1 장 총칙’ 이라는 

내용이 장-1장-총칙 형태로 분리 변환되어 트리 로 표

된다는 것이다. 

<표 1> 자동 변환 트리  

네임스페이스 주어 술어 목 어

정부조직법 장 1장 총칙

정부조직법 조 1조 목

정부조직법 조 2조
앙행정기 의 

설치와 조직등

법원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률정보의 ‘정부조직법’을 

확인해보면 총 4장 43조로 구성되어 있다[2]. 따라서 자동

으로 변환되는 트리 의 양은 총 47개의 트리 이 생성

된다. 이후에는 조문 내용 안에서 항들을 살펴보면서 수작

업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트리 로 변환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하나의 조문에는 여러 개의 트리 이 생성된다. 즉, ‘정

부조직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1장 2조의 조문 내용이 <표 

2>의 내용과 같다. 2조에는 총 10 항이 있으나 표에는 2

개의 항만 표시해 두었다. 2조 안에서 조문 내용을 통해 

트리 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소는 하나의 항당 하나씩

의 트리 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실제 정부조직법의 1장 

2조에는 10개의 항이 존재하므로 10개의 항은 각각 10개

의 트리 로 변환될 수 있다. 각각의 트리 의 주어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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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해당하는 ‘ 앙행정기 의 설치와 조직등’에 해당

하는 이름으로 변환되고, 나머지 술어와 목 어는 (그림 

1)의 온톨로지 구축 툴에 의해 수작업으로 핵심키워드를 

추출 하는 작업으로 진행한다.

<표 2> ‘정부조직법’ 법률 정보  변환요소

구분 내용
RDF로 

사용될 요소

법명 정부조직법 네임스페이스

장 제 1 장 총칙 장-1장-총칙

조 2조

조-2조- 앙행

정기 의 설치와 

조직등

조 제목
앙행정기 의 설치

와 조직등

조문내용  

주어로 사용

제 1 항 

앙행정기 의 설치

와 직무범 는 법률

로 정한다

핵심키워드 추출

제 2 항

앙행정기 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부·

처  청으로 한다

핵심키워드 추출

<표 2>의 컬럼 RDF로 사용될 요소는 <표 1>에서 자

동 변환된 장 번호, 장 제목, 조문 번호, 조문 제목을 트리

 형태로 표 한 것 그 로를 주어-술어-목 어 형태로 

분리해서 나타낸 것이다. 법명은 앞서 말 한 로 각 리소

스를 분리하기 해 네임스페이스 형태로 사용하고, 조문 

내용 에서 항에 해당하는 트리 은 조의 제목이 주어로 

사용되고, 조문 내용 에서 가장 표되는 키워드를 선별

하여 트리 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키워드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구축 하는 데에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방식이 

특정 키워드를 심으로 그 키워드와 련된 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차후, 법률 

온톨로지 검색 서비스 시 조문의 핵심 키워드가 들어 왔

을 때 효과 으로 검색하기 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법률정보를 자동 으로 변환 구축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는 순수 트리  기반으로 리소

스를 별하여 구축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 연

구방향으로 자주 쓰이는 핵심 키워드에 해당하는 사 을 

만들고, 사 을 바탕으로 트리 을 구성하는 방식과 OWL 

온톨로지 형태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OWL 온톨로지 형태로 구축 시, 법률과 련된 체 인 

틀과 구성요소들을 스키마 형태로 구조화 하는 

TBox(Teminological component)를 구축하고,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조문 내용을 ABox(Assertion component) 형태

로 구축하면 OWL 기반으로 법률 온톨로지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 정보의 시행령, 부칙등 다양한 정보들

에 한 부분의 분석  연 성 분석을 통해 용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RDF 추론 방법

OWL 수 의 언어에서는 클래스(Class), 로퍼티

(Property), 인디비쥬얼(Individual)로 나 어진 요소를 바

탕으로 하나의 개념과  다른 개념간의 계들을 기술한

다. 시맨틱 웹 검색은 해당 키워드와 련된 정보뿐 아니

라 그와 연계된 다른 추론된 정보들도 함께 보여주어 사

용자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는데 그 목 이 있다. 시맨틱 

웹 데이터는 온톨로지 형태의 OWL과 RDFS 형태의 스키

마 구조가 있는 언어  벨에서는 상 , 하  클래스  

상 , 하  로퍼티 계들과 동치 계가 표 화된 문법

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되어 명시된 트리  정보 외에 추

가 인 정보들을 추론하여 알아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RDF 벨의 트리  구조에서는 주어, 술어, 목

어 형태의 단순한 주-술-목 구조로 데이터를 표 하여 

명시되지 않은 다른 트리 들을 추론하기 힘든 구조로 되

어 있다. 재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는 

시맨틱 웹과 련된 표 화가 진행 인데, 표 화 방향은 

RDF, RDFS, OWL 형태의 온톨로지 언어들의 표 화  

SPARQL과 같은 질의 언어의 표 으로 진행 이다. 

OWL은 OWL2까지 표 화가 진행 으로 온톨로지 언어

의 성숙도는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OWL 문법을 해

석할 수 있는 처리 엔진과 질의어는 RDF 수 의 트리  

기반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OWL과 같은 온톨로지 

언어에 질의가 가능한 언어는 W3C와 같은 웹 표  기

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연구가 진행 에 있지만 표 화된 

형태의 근이 아니므로 시맨틱 웹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RDF 수 에서 리소스를 기술하

고, 장, 질의 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질의 도구  변

환 툴과 련된 연구가 RDF 수 에 머물러 있고, 이와 

같은 RDF 수 의 언어  벨에서도 효과 인 시맨틱 검

색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요한 연구 과제이다. 

W3C에서 정의하고 있는 추론은 다음의 형태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 첫 째, 웹 데이터 통합의 질을 향상 시킨

다. 둘 째, 새로운 계들을 발견한다. 셋 째, 데이터 컨텐

츠를 자동 으로 분석한다. 넷 째, 지식들을 리한다. 이

 가장 요한 것은 몰랐던 지식을 새롭게 발견하여 새

로운 계를 맺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 즉, 명시된 

지식 외에 명시되지 않는 새로운 지식들을 자동 으로 

별하여 나타내는 행 를 추론이라고 말한다. RDF 벨은 

추론을 하기 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본 으로 

단순한 트리 만을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다른 계

를 찾아내는 건 다른 룰을 통해 계들의 연결 상태를 확

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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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RDF 벨에서의 효과 인 추론을 한 

방법을 고안한다. 첫 째, 질의 방법의 개선과 둘 째, 트리

 계들의 연결을 검사하는 룰을 첨가하면서 가능하다. 

설명을 해 RDF에서의 트리  구조인 주어(Subject), 술

어(Predicate), 목 어(Object)의 어 문자 앞에를 따서 

각각 S, P, O 형식으로 축약 설명한다. 첫 째, 질의 방법

의 개선은 트리  구조를 살펴보면, S를 심으로 P와 O

가 결정되면서 그래  형태의 자료구조가 생성된다. 따라

서 심이 되는 것은 S를 심으로 그와 련된 P, O가 

종속되어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원하는 P를 

질의 할 시 해당 P와 연 된 S를 찾아내고, S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트리 을 검색한다. 그럼, P는 하나의 S를 찾았

지만, 이로 인해 S와 연 된 다른 P와 O의 정보들인 트리

들을 추가 으로 알 수 있다.  한, 동일한 P 지만 S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 인 정보들도 그래  형태로 표

이 가능하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S가 동일한 P를 가

지고,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그래  형태로 표 이 된다

면, 두 S간에는 어떠한 연 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S간의 계를 명시 으로 맺어주게 되면 해당 용어에서 

나오는 동치  S들의 계가 명확화 됨으로서 새로운 

계 성립  추론된 트리 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림 2) RDF 추론 개념도

(그림 2)는 RDF 트리 의 추론을 한 개념도를 나타

낸 것이다. 숫자와 란색으로 구별된 노드는 S를 나타낸

다. 그리고 보라색 선은 P, 보라색 노드는 O를 나타낸다. 

녹색선과 네모박스 안에 있는 자인 ‘구성’ 은 P로 찾은 

키워드이다. 검색 시 ‘구성’ 이라는 키워드로 시맨틱 검색

을 수행하게 되면 (그림 2)와 같은 그래  표 이 가능하

다. ‘구성’ 과 련된 모든 S들을 검색하게 되면 ‘구성’ 이

외에 ‘구성’이 속해있는 S의 다른 트리 들도 연쇄 으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노드 1과 노드 2가 ‘구성’ 과 련된 

S로서 검색이 되는데 각각 서로 다른 O를 가진 트리 들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노드 1의 O로 오는 

노드 3과 노드 2의 O로 오는 노드 3은 서로가 공통으로 

가지는 O이자 다른 트리 을 가지고 있는 S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계가 성립될 때, 노드 1 과 노드 2는 서로 어

떠한 연 이 있는 트리 임을 짐작 가능하다. 따라서 노드 

1과 노드 2를 새로운 P를 가지고 연 을 맺어주게 되면 

명시 인 트리  집합에서 추론된 트리 이 하나 늘어나

게 된다. 즉, (그림 2)의 트리 의 수는  명시된 트리 의 

수가 9개이고, 추론된 트리 은 1개가 되어서 총 10개의 

트리 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추론된 트리  노드 1과 

노드 2의 계를 명시 으로 표시 하여 사용자로 하여  

찾은 키워드와 련된  다른 연  정보가 있음을 알려

주는 연  검색  추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공통된 노드를 찾게 되면 그 

노드와 연 된 자식 노드에 해당하는 S와 O, O와 S, O와 

O간에도 연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추론되어진 그들의 계를 새로운 트

리 로 정의하고, 시맨틱 웹 검색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계인지에 

한 의미 악  그에 따른 이블링을 어떻게 할 것인

지가 차 후, 연구과제로 남아 있으며, 더욱 복잡한 트리  

계  그에 한 연 성 분석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4. 결 론

시맨틱 웹의 발 은 정보검색 분야에서 효율 으로 정

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바른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  발 은 정보처리와 련

한 다양한 역에서 응용되어 사용되어 지고 있다. 특히, 

법률과 같은 문지식 역은 올바른 정보를 일반 사용자

들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법률 검색 서비스를 해 법률이 가지는 구조  특징을 

분석하고, RDF 기반의 온토롤지 구축 방법을 제안하 으

며, RDF 언어 벨에서 하지 못했던 명시 인 트리  외

에 추론된 트리 을 찾아 낼 수 있는 질의 방법의 고안 

 룰 추론 방법을 제안하 다. 향 후, 법률 정보의 모든 

부분을 온톨로지 형태로 자동 변환하는 방법의 고안  

복잡한 트리  계에서의 질의  룰에 한 방법을 고

안하는 것이 향 후 연구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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