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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통합 분류와 온톨로지 기반의 PLM Object 의미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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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for integrating of data on car parts we model information of parts that PDM system
manages. Ontology of car parts applies existing ontology mapping research to integrate into car ontology. We propose a method for semantic integration of PLM object of MEMPHIS based on the integrated

ontology.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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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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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ntology

model

to

apply

existing

C#

applications with ontology. We also classify ontology integration into three through examples and
explain them. While semantically integrating PLM objects based on the integrated ontology, we explain
the need for change of PLM object type and describe the process of change for PLM object type by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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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 온톨로지에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온톨로
지로, 많이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WordNet ,
EuroWordNet , SENSUS 등은 언어에 관련된 온톨
로지로 이 중 WordNet 온톨로지는 온톨로지 매핑 시
개념과 속성 이름의 어휘 분석 시 많이 사용된다. 그
리고 경제, 의학, 기술, 화학 등의 특정 도메인에 적합
한 온톨로지들이 개발되고 있다.
Fig. 1은 데이터 소스 통합 시 사용되는 문장구성
(Syntactic), 구조(Structure), 의미(Semantic)가 사용
정도를 각 상호 운용의 6개의 단계마다 표시하고 있
다 . 최상위에 해당하는 Community 단계에서 의미적
[4]

온톨로지는 개념과 속성, 그리고 개념간의 관계로
구성된다. 온톨로지에서 사용되는 관계는 “is-a”, “hasa” 관계 외에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관계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배운다”의 의미로
“isTaughtBy”, “먹히다”의 의미로 “eatenBy” 등의 관
계를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념들 간의 의미적인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기계가 스스로 해석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웹
과 같은 분산 환경이나 서로 다른 시스템들 간에 많은
정보 공유와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같은 목적 하에 온톨로지는 여러 도메인에서 광
범위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다. Sowa's top-level 온토
롤지 , Cyc's upper 온톨로지 , SUO(The Standard
Upper Ontology) 등은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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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of Interoperability and Integrat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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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
므로 도메인의 의미적 표현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온톨로지 개발이 활발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온톨로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첫째, 같은 도
메인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의미의 용어가 다양하게
표현된다. 언어학적으로 동의어 관계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서로 관련된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같
은 표현의 용어가 도메인에 맞는 의미로 사용될 경
우, 용어 표현은 동일하지만 의미는 다르게 전달되어
야 한다. 이것은 언어학적으로 다의어 관계의 문제점
이다. 셋째, 용어 표현의 다형성으로 서로 동일한 개
념으로 정의했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 온톨로지에서는 명사형으
로 명칭을 부여하고, 또 다른 온톨로지에서는 형용사
형으로 명칭을 부여 할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 온톨
로지 개념에서 의미 표현 시 개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
에 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름 개념을 “Name”이라는 하나
의 개념을 이용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FirstName”와
“LastName”의 두 개의 복합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한
다 . 마지막으로 의미 표현이 개념이나 속성 모두 가
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온톨로지에서는 조언
자를 “adviser”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다른 온톨로
지에서는 “advisedBy”라는 속성을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두로 온톨로지의 매
핑 방법론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응
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와 지식의 의미를 자동적으
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는 원하고 있기 때문
에 더욱더 온톨로지 매핑의 자동화는 중요하게 연구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 도메인으로 여러 가지 부
품 조립 과정을 통해 완성품으로 생산되는 자동차와
금형 분야를 선택하였다. 각 부품별 온톨로지를 구현
하고, 부품 온톨로지의 통합 과정을 거쳐 완성품 자동
차 온톨로지를 구현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이때 기존
에 연구된 매핑 방법론을 응용하여 통합과정을 수행
한다. 또한 통합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소스
의 통합 과정을 제안한다.
완성품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는 제품
Life Cycle를 관리하기 위해 Dassault사의 SmarTeam
이나 UGS사의 TeamCenter와 같은 다양한 PDM 시
스템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기종 시스
템간의 데이터교환 및 통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이기종 PDM 시스템과 가상현실 시스템간의
[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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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교환을 위한 미들웨어 시스템인 MEMPHIS
(Middleware for Exchanging Machinery and Product
Data in Highly Immersive Systems)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MEMPHIS와 연동하여
이기종 PDM 시스템들로부터 획득한 부품 정보에 온
톨로지를 접목 시켜봄으로써 완성품 자동차 통합 과
정을 기계가 자동으로 해석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또
한 통합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MEMPHIS의 PLM
Object로의 의미적 통합 과정까지 확장한다. 먼저 온
톨로지를 이용한 완성품 자동차 통합을 위해 각 PDM
시스템에서 획득한 부품 정보를 온톨로지 모델로 구
현한다. 온톨로지 모델은 OWL 온톨로지 모델과 C#
온톨로지 모델로 구분하여 생성한다. C# 통합 온톨로
지 모델을 기반으로 PLM Object의 의미적 통합 과정
을 수행한다. 이때 필요하다면 PLM Object의 Type
변환 과정을 같이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C#
온톨로지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하게 되며, 온톨로지
통합 분류표를 제공하며, PLM Object의 Type 변환
과정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온톨로지
통합(Integration), 합병(Merging), 정렬(Alignment)에
사용되는 온톨로지 매핑 관련된 툴과 시스템, 알고
리즘 등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PDM 시스템과
MEMPHIS를 소개하며, 4장에서 온톨로지 통합을 사
례를 통해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5장
에서 통합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PLM Object의 의
미적 통합 과정을 소개하고 6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
구 방향을 제안한다.
[9]

2.

관련 연구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 매핑에 대해 기존에
연구된 여러 가지 툴, 시스템,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
해하고, 이를 자동차 부품 온톨로지 통합 과정에 응용
하고자 한다.
온톨로지 재사용 관점에서 온톨로지 매핑은 온톨로
지 통합(Integration), 합병(Merging), 그리고 정렬
(Alignment)하는데 주요 기능으로 사용된다. 온톨로지
통합(Integraion)은 다른 주제에 관련된 서로 다른 온
톨로지들을 하나의 온톨로지로 생성하며, 최종 통합
된 온톨로지는 소스 온톨로지의 변화를 갖게 된다 .
이에 반해 온톨로지 합병(Merging)은 같은 주제에 관
련된 다른 온톨로지들을 하나의 온톨로지로 생성하
며, 통합과는 달리 소스 온톨로지의 변화는 없다 .
마지막으로 온톨로지 정렬(Alignment)은 온톨로지들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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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링크만 생성해 주는
방법으로 보조적인 도메인을 갖고 있을 때 사용된다 .
온톨로지 매핑과 관련된 연구는 초기에 온톨로지 합
병과 정렬에서 많이 연구 되었으며, 최근에는 온톨로
지 통합과 관련되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온톨로지 매핑은 글로벌 온톨로지와 로컬 온톨로지
또는 로컬 온톨로지 간의 쿼리 인터페이스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글로벌 온톨로지와 로컬 온톨로지
사이의 온톨로지 매핑 툴로는 LSD(Learning Source
Description) , MOMIS(Mediator Environment for
Multiple Information Source) 를 예로 들 수 있다 .
로컬 온톨로지 간의 매핑 툴은 GLUE , MAFRA
[10]

[10]

[11]

[12]

[10]

[8]

(An Ontology Mapping Framework for the Semantic
Web) , LOM(Lexicon-based Ontology Mapping)
등이 있다 .
LSD 는 글로발 온톨로지 역할을 하는 Mediated
Schema를 미리 정의해 두고 각각의 로컬 온톨로지는
Mediated Schema를 통해 쿼리를 수행한다. 이 툴은
Training 단계와 Matching 단계로 나누어지며,
Training 단계는 먼저 Training에 사용할 샘플 데이터
[13]

[14]

[10]

[11]

를 선정하여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로컬 엘리먼
트는 Mediated Schema의 이 엘리먼트로 Matching
하라”라는 가설들을 생성한다. 그 다음 Matching 단
계에서 Training 단계에서 생성해둔 가설을 기반으로
실제 로컬 온톨로지들을 각각의 Mediated Schema 엘
리먼트들에 Matching한다. 또한 Trainning단계와
Matching단계에서 Name Learner, Naive Bayes
Learner 등의 다양한 Learner들을 수행한 결과를
XML Learner를 통해 수행된 Learner의 결과들 중
신용도가 가장 높은 것을 채택하는 Multi strategy
Learning 기법을 사용한다 .
MOMIS 는 로컬 온톨로지의 위치나 데이터의 이
종성에 독립적인 GVV(Global Virtual View)의 생성
을 목표로 하고 있다. WordNet을 이용하여 행에 단어
의 형태를, 열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로 구성되어
있는 Lexical matrix를 생성하여 로컬 소스를 설명 한
다. 설명은 SYN(synonym), BT(broader terms), NT
(narrower terms), 그리고 RT(related terms)의 관계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앞에서 생성된 설명들의 관계와
기존 스키마에서 부여된 관계를 기반으로 공통 로컬
시소러스를 생성한다. 공통 로컬 시소러스를 기반으
로 글로발 엘리먼트와 로컬 엘리먼트간의 매핑테이블
을 생성하며, GVV에 속한 클래스들과 속성들의 설명
을 생성한다 .
GLUE 시스템은 LSD의 연구원이 연구, 개발한
[11]

[1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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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매핑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세 단계로 나
누어 지며 첫 번째가 Distribution Estimator 단계이
다. 이 단계에서는 LSD에서 사용한 Multi strategy
Learn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Similarity
Estimator 단계로 두 개의 온톨로지에 속하는 개념들
을 각각 Jacard coefficient라는 유사도 측정값을 측정
한 후 Similarity Matrix를 생성하여 세 번째 단계인
Relaxation Labeler에 보내 준다. Relaxation Labeler
의 기본 원리는 간단히 설명하면 “한 노드의 레이블
은 이웃 노드들의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이미지 프로세싱과 자연언어 처리
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다 .
MAFRA 는 온톨로지 매핑 단계를 유사성 검사과
시맨틱 브리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유사성
검사 단계는 WordNet를 통해 토큰과 Stop word를
제거한 개념과 속성 이름의 어휘 유사성을 찾는다. 또
한 시맨틱 브리지 생성 단계에서 개념 브리지와 프로
퍼티 브리지를 Taxonomy와 관련된 브리지로 구분하
며, 브리지간의 관계를 subBridgeOf, hasBridge로 구
분한다 .
LOM 은 어휘 기반의 매핑 툴로서 Stop word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의 형태나 문자 비교를 먼저 수행
후, WordNet의 Synset ID를 이용하여 용어의 의미들
을 파악하여 매핑을 수행한다. 또한 SUMO(the
Suggested Upper Ontology)를 이용하여 각 용어의
온톨로지 카테고리를 파악한다 .
지금까지 다양한 온톨로지 매핑 관련 툴, 시스템,
알고리즘들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았다. 온톨로지 매
핑에 대한 접근법은 “defined mapping”, “lexical
relations”, “top-level grounding”, “semantic correspondence”로 분류할 수 있다 . “defined mapping”
은 전문가에 의해서 정의된 매핑 규칙을 포함하는 특
화된 중재자가 서로 다른 온톨로지 간의 매핑을 지시
하는 것 으로 합병이나 정렬에서 많이 사용된다.
MOMIS와 LOM에서 WordNet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매핑하는 방법은 매핑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매핑 온
톨로지를 제공 하는 “lexical relations” 기법에 해당
한다. “top-level grounding”은 데이터 모델의 온톨로
지가 공통의 최상위 레벨 온톨로지로부터 개념을 상
속받게 하는 기법 으로 LSD의 mediated schema와
MOMIS의 GVV가 이 기법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semantic correspondence” 매핑은 개념의 의미에 근
거하여 직접적인 매핑을 하는 방법 으로 MAFRA의
시맨틱 브리지 기법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온톨로지 매핑 툴들은 어휘에 관
[8]

[13]

[13]

[14]

[14]

[15]

[15]

[15]

[15]

[15]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 13 권 제 3 호 2008년 6월

곽정애, 용환승, 최상수

166

련된 가설을 설정하거나, WordNet를 이용하는 등 어
휘 매핑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어휘에 대
한 매핑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온톨로지
를 이용한 의미 기반 매핑 방법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온톨로지 통합 기법은 각 개
념의 이름 매핑은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응용
한다. 그리고 의미 기반 매핑 기법을 추가한다. 이를
위해 개념 간의 의미 정보를 각 부품 온톨로지에 부여
함으로써 온톨로지 통합 과정을 수행한다. 또한 통합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PLM Object 의미적 통합 과정
을 제시함으로써 온톨로지가 실 세계에서 활용되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3. PDM

시스템과

MEMPHIS

3.1 PDM (Product Data Management) 시스템

PDM 시스템은 제품에 관한 부품정보, 구성정보,
Document, CAD File, 승인에 관한 정보 등, 제품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제품에 관한 승인과
배포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프로세스와 Management
의 정의, 제품 Life Cycle의 Management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제품에 대한 모든 관리 기능을 갖고
있는 PDM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제품 개발 시간과
판매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
다양한 PDM 시스템 중에서 대표적인 PDM 시스
템의 활용예를 보여주고 있다. Fig. 2는 SmarTeam
PDM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Car와 Mold 데이터
를 보여주고 있고 , Fig. 3은 TeamCenter PDM 시
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Engine과 Pin 데이터를 보여
주고 있다 . 각각의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자동차와
금형의 부품들은 다양한 PDM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서로 다른 PDM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통합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예로써 Fig. 2의 Car와 Fig. 3의 Engine
이 통합되어 완성된 자동차를 생성하며, Fig. 2의
Mold와 Fig. 3의 Pin이 통합되어 완성된 금형을 생
성하게 된다.
[16]

[17]

[18]

Fig. 2.

SmarTeam PDM 시스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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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amCenter PDM 시스템의 예.

3.2 MEMPHIS(Middleware for Exchanging
Machinery and Product Data in Highly Immersive
Systems)
Fig. 4에서

보여지는 MEMPHIS는 CAD/PDM 시
스템과 가상현실 시스템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시
스템으로서 종래의 CAD 시스템과 가상현실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
결하고자 개발되었다 . MEMPHIS는 OMG의 PLM
Services를 기반으로 확장 개발되었으며, 제품 데이터
관리를 위한 최상위 Object를 PLM(Product Life
Management) Object라고 한다 . Fig. 5는 PLM
Object의 구성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PLM Object 모델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관리
하기 때문에 많은 Object 형태와 다양한 릴레이션들
이 존재한다.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PLM
Object가 제공하는 Object는 “Organization”, “Project”,
“Item” 들이 있다.이 세 가지 Object 중 “Project” 와
“Item” Object가 온톨로지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PLM Object 중 “DDID(Design_
Discipline_Item_definition)”는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수록되는 것으로 온톨로지의 Individual에 해
당한다. 각 Object간의 릴레이션에는 “Project”와
[9]

[19]

Fig. 4.

MEMPHIS 구성.

온톨로지 통합 분류와 온톨로지 기반의 PLM Object 의미적 통합

167

내 주는 모듈이다. PLM Object 의미적 통합을 위해
온톨로지 통합 모듈에서 생성된 통합 온톨로지의 개
념과 속성들을 분석하여 두 개의 PLM Object의 각
구성 Object의 의미적 매핑이 이루어진다. Fig. 6은
PLM Object 의미적 통합 시스템의 통합 단계를 표현
한 것이며, Fig. 7은 PLM Object 의미적 통합 시스
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주요 부분을 보여준다.
Fig. 5.

PLM Object 모델.

가 연결될 때는 “Project_relationship” 릴레
이션을, “Project”와 “Item”은 “Project_Assigment”
릴레이션을 이용하여 관계 표현을 한다. 각 릴레이션
은 한 “Project”에 여러 개의 “Project”나 “Item”이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Project_relationship”이나
“Project_Assigment” 릴레이션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tem”와 “Item”이 연결될 때
는 특별히 두 개의 릴레이션이 필요하다. 서로 관계가
있는 “Item”은 각각 “Item_Version”이라는 릴레이션
을 갖고 있으며, “Item_Version_relationship”을 이용
하여 각 “Item”의 “Item_Version”이 연결된다.
“DDID”는 “Item”과 관계를 설정하려면 “item_
definition_relation” 릴레이션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MEMPHIS의 두 개의 PLM Object
를 입력으로 받아, 온톨로지 기반 의미적 매핑 단계를
통해 한 개의 통합 PLM Object를 생성하게 된다.
“Project”

4.

Fig. 6.

PLM Object 의미적 통합 단계.

온톨로지 모델 구현과 온톨로지
통합 분류

PLM Object 의미적 통합 시스템은 온톨로지 모델
구현 모듈, 온톨로지 통합 모듈, PLM Object 의미적
통합모듈로 구분된다. 본 시스템은 자동차와 금형 도
메인 에 해당하는 온톨로지 모델 구현을 위해 OWL
와 C#을 이용하였으며, 온톨로지 통합 모듈과 PLM
Object 의미적 통합 모듈은 C#으로 구현하였다.
온톨로지 통합 모듈은 C#으로 구현된 두 개의 온톨
로지 모델의 의미적 관계를 분석하여 하나의 C# 온톨
로지 모델로 통합하는 모듈이다. PLM Object 의미적
통 합 모듈은 MEMPHIS로부터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두 부품의 PLM Object를 받은 후, 온톨로지 통합 모
듈에서 생성된 통합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나의 통
합된 PLM Object를 생성하여, 다시 MEMPHIS에 보

Fig. 7.

PLM Object 의미적 통합 시스템 클래스 다이어그램.

4.1 온톨로지 모델 구현 모듈

온톨로지 모델 구현 모듈에서는 제품 BOM(Bill Of
Material) 정보와 부품의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온톨
로지 모델을 구현한다. PLM Object 의미적 통합 시
스템에서 사용된 온톨로지 모델은 OWL 온톨로지 모
델과 C# 온톨로지 모델로 구분된다. OWL 온톨로지
모델은 Protégé 3.2 그래픽 툴을 사용하여 각 클래
[20]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 13 권 제 3 호 2008년 6월

곽정애, 용환승, 최상수

168

스와 클래 스간의 프로퍼티를 정의한다. BOM 정보에
나와 있는 각 부품 정보가 온톨로지의 클래스가 되
고, 부품간의 계층에 따라 프로퍼티에 “hasParts” 관
계가 설정된다 . 연구에서 조선 BOM 지식을 OWL
온톨로지 모델을 이용하여 통합 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 주고 있다.
[21] 연구에서 조선 BOM 정보를 기초로 Protege와
OntoStudio를 이용하여 클래스, 프로퍼티 그리고 인스
턴스를 정의한 온톨로지를 설계한 후, 온톨로지 매핑
을통해 통합된 OWL 온톨로지 모델을 구현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OWL 온톨로지 모델
구현과 통합 시 [21] 연구의 방법을 기반으로 수행하
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C# 온톨로지 모델을 중
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C# 온톨로지 모델은 MEMPHIS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필요하다. MEMPHIS는 C#을 기반으로 생성된
시스템으로 기존에 Protege 등에서 제공하는 JAVA
온톨로지 API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을 기반으로 한 응용 어플리케이션과
쉽게 연동할 수 있는 C# 온톨로지 모델의 필요성 때
문에 C# 온톨로지 모델을 처음으로 제안한다. C# 온
톨로지 모델은 앞으로 C#으로 구현된 응용 어플리케
이션과 연동되어 기존 C#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온톨
로지 모델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C# 온톨로지 모델은 OWL 온톨로지 모델로 구성된
OWL 파일을 입력받아 Fig. 8과 같은 C# 온톨로지
모델 구성 요소로 변환을 한다. C# 온톨로지 모델은
Concept와 Relation 그리고 Property로 구성되어 있다.
Class라는 용어는 C#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예약어이
기 때문에 Concept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OWL 온
톨로지 모델의 Property는 Object Property와 Data
Property로 구성되며, C# 온톨로지 모델에서는 Object
Property는 Relation으로, Data Property는 Property로
변환된다.
[21]

Fig. 8.

C# 온톨로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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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온톨로지 통합 분류

본 연구에서 구현된 온톨로지 통합 모듈은 통합에
참가할 수 있는 온톨로지 개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여
러 개의 온톨로지가 온톨로지 통합에 참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r 온톨로지 모델과 Motor 온톨로지
모델을 통합하고, Mold 온톨로지 모델과 Pin 온톨로
지 모델을 통합한다.
동의어 다의어에 의한 온톨로지 통합
동의어란 한 가지 의미가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
는 언어로 정의되며, 예를 들면 영어로 차를 표현할
때 Car, Automobile, Motorcar, vehicle 등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다의어란 한 용어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언어로 정의하며, 예를 들면 영
어로 “letter”는 문자, 문학, 편지의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이와 같은 언어적 의미의 동의어와 다의어
는 온톨로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특히 온톨로지
통합과정에 동의어 개념과 다의어 개념의 처리 과정
에 따라 통합 온톨로지의 용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완성품 자동차를 여러 부품들을 조립해
서 생산할 때 완성품 생산 업체의 온톨로지에서는 엔
진 부품을 “엔진”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엔진 부
품 업체는 “모터”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차의 통합된 온톨로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엔진”과 “모터” 개념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22] 연구에서 두 온톨로지의 개념 중 대표 개념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A온톨로지의 item어휘 개념을
표준 온톨로지의 componentPart어휘 개념으로 매핑한
후, 표준 온톨로지의 componentPart 어휘 개념을 다
시 B 온톨로지의 uniPart 어휘 개념과 매핑하는 과정
을 통해 결과 온톨로지로 생성한다. 이 때 A온톨로지
와 B온톨로지를 통합한 최종 결과 온톨로지에서 A 온
톨로지의 item 어휘 개념의 정보가 손실된 것을 볼
수 있다 . 이 방법은 통합 온톨로지를 간단하게 생성
할 수 있지만 만약 손실된 개념이 사용자에게 중요한
속성 정보가 속해 있다면 정보 손실에 대한 대가는 크
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온톨로지의 개념을 각각 유
지하면서 두 개념간의 의미적인 매핑 속성 정보를 유
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온톨로지 통합 결
과가 복잡할 수 있지만 손실되는 온톨로지 개념 정보
가 없으며, 또한 의미적인 매핑 정보까지 유지함으로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용하게 재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통합 온톨로지가 소스 온톨로지보다 복잡하고
4.2.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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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속성의 수가 늘어난다.
Fig. 9의 Car와 Motor의 온톨로지 구성을 보면
Car 온톨로지의 “Engine” 개념이 Motor 온톨로지의
“Motor” 개념과 “EquivalentClass”라는 의미적인 관
계에 있다. 즉 “Engine” 개념과 “Motor” 개념은 동
의어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 동의어 관계를 통합한
온톨로지는 Fig. 9의 (다)통합 CarMotor 온톨로지에서
과 같이 “Engine” 개념과 “Motor” 개념을 그대로 유
지하고, 두 개념간의 “EquivalentClass”라는 의미적
관계를 추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온톨로지의 크
기가 커진 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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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의 통합된 개념이 후 조립된다. 그러므로 온톨로
지 통합으로 새롭게 형성된 조립 순서가 제품 생산 조
립 순서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Fig. 10은 금형 도메인의 Mold와 Pin 온톨로지를
통합하는 예이다. Mold 온톨로지는 “Guild” 개념과
“Return” 개념이 “Mold” 개념과 “hasParts” 관계로
설정된다. Pin 온톨로지의 “Bush”와 “Slide” 개념이
Mold 온톨로지의 부품 개념에 대응하는 “Guild”와
“Return” 개념에 각각 “isParts” 관계로 설정되어 있
다. 이것은 자사 생산 부품인 Pin 부품을 중심으로 온
톨로지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이는 온톨로지 불일치
분류에서 개념화 불일치중의 관계 구조 불일치
(Structure mismatch)에 해당한다 . 이때 Mold 생산
업체에서 Pin 생산 업체의 Pin 부품을 구입해서 완성
된 Mold를 조립한다면, Pin 온톨로지의 “Bush” 개념
은 “Guide”의 “isPart” 관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 통합 MoldPin 온톨로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Guide” 개념이 “Bush” 개념의 상위로 통합이 형성된
다. 이것은 Mold에 해당하는 부품이 먼저 조립된 후
Pin이 조립되는 순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23]

Fig. 9.

4.2.2

동의어에 의한 온톨로지 통합.

계층 재 정의에 의한 온톨로지 통합

[23] 연구에서 온톨로지의 불일치 구분 및 종류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톨로지의 불일치는 개념
화 불일치와 명세화 불일치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볼

베어링 부품은 한 공급업체는 볼의 타입에 따라 단열
볼 베어링, 복열 볼 베어링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
른 공급 업체는 베어링 안 지름의 크기에 따라 대구
경, 소구경 볼 베어링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같이, 분
류 기준에 따라 베어링의 온톨로지가 불일치 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
온톨로지 통합은 개념 간의 상 하위 계층구조를 고
려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나 금형과 같이 조립이 필요
한 제품 도메인에서 부품 통합 시 부품간의 계층 구조
파악은 조립의 순서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게 된
다. 온톨로지 계층에 관련된 의미는 “is-a”, “has-a”
나 “subclass”, “superClass” 관계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만약 한 온톨로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른 온톨
로지의 개념이 상위로 통합이 형성되면 “is-a”나
“subclass”의 의미적 관계가 형성되며, 하위로 통합이
형성되면 “has-a”나 “superClass”의 의미적 관계가 형
성된다. “is-a” 관계에서는 다른 온톨로지의 통합된 개
념이 선 조립되며, “has-a” 관계일 경우는 다른 온톨
[23]

Fig. 10.

계층 재 정의에 의한 온톨로지 통합.

제한된 레벨에 의한 온톨로지 통합
온톨로지 통합 시 각 온톨로지의 모든 개념들이 통
합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엔진 부
품 업체에서 자동차 엔진과 오토바이 엔진을 같이 생
산한다면 자동차 도메인의 온톨로지 통합 시 오토바
이 엔진에 해당하는 온톨로지 개념은 제외하고 통합
을 해야 할 것이다. 온톨로지 통합 시 제한되는 레벨
은 개념 레벨이나, 개념의 인스턴스 레벨이 될 수 있
다. 어떤 레벨에서 제한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든지
소스 온톨로지의 제한된 레벨의 정보는 일부 손실이
있게 된다.
Fig. 11은 Car와 Tire 온톨로지를 통합하는 예이다.
타이어에 사용되는 패턴으로 블록과 러그 두 가지가
있다. 이 패턴은 Tire 개념의 인스턴스로 선언되며,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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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에서

인스턴스는 “hasValue”로 표현한다. Tire
온톨로지에서 Tire는 “Tire_F”와 “Tire_R” 개념으로
나누어지며 각 개념은 “BlockPattern”와 “RugPattern”
등 두 개의 인스턴스를 갖고 있다. Car 온톨로지에서
보면 “Tire_F” 개념은 “BlockPattern” 인스턴스만 갖
고 있으며, “Tire_R” 개념은 “RugPattern” 인스턴스
만 갖고 있다. 이는 자동차 완성품 생산 업체에서 앞
바퀴는 블록 패턴 타이어를 장착하고, 뒷바퀴에는 러
그 패턴 타이어를 장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Car와 Tire 온톨로지를 통합하면 Tire의 일부 인스턴
스, 즉 Car 온톨로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인스턴스는
온톨로지 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스턴스 레벨의 제한된 통합의 예로 볼 수
있다. Table 1은 온톨로지 통합을 분류하여 정리한
표이다.

위한 용도 외에는 인스턴스를 갖고 있지 않는다 . 온
톨로지는 데이터소스들의 통합을 위해 명시적인 의미
적 매핑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데이터 소스
통합 시 온톨로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톨로지 구
성 요소와 데이터 소스 구성 요소 간의 매핑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이 필요한 데이터 소스로 PLM
Object를 사용하고 있으며, PLM Object는 3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 개의 Object와 각 Object간
릴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2는 PLM Object
의미적 통합을 위해 온톨로지의 주요 구성요소를 나
열하고, 각 구성 요소마다 PLM Object의 구성요소를
매핑 시킨 표이다. PLM Object 의미적 통합 시스템
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온톨로지의 Concept
에 “Project”와 “Item” Object가 매핑된다는 것과
PLM Object의 4개의 릴레이션이 온톨로지의 Object
Property에 매핑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성품
에 해당하는 PLM Object를 Source Object, 부품에
해당하는 PLM Object를 Target Object라 한다.
[24]

Table 2.

제한 인스턴스에 의한 온톨로지 통합.
온톨로지 통합 분류
통합 구성 요소
구조 변화
대표 - 대표 개념을 제외한 개념 손실
개념 - 손실된 개념의 의미적 속성 손실
이용 - 간단한 통합 과정 제공
동의어 개념과 - 한 용어를 두 개의 개념으로 표현
다의어 의미적 - 두 개념간의 의미적 매핑 속성
매핑 - 증가
복잡한 통합 과정 제공
유지 - 통합
온톨로지의 크기가 커짐
“is-a”의 의미적 통합 : 선 조립
계층 재정의 - “has-a”의 의미적 통합 : 후 조립
- 제한된 레벨 : 개념, 인스턴스
제한된 통합 - 소스 온톨로지의 제한 레벨 정보
일부 손실

온톨로지와 PLM Object 구성요소 매핑표

Fig. 11.

Table 1.

5. PLM Object

의미적 통합

통상적으로 온톨로지는 온톨로지 개념을 설명하기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 13 권 제 3 호 2008년 6월

Fig. 12는 PLM Object 의미적 통합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Source PLM Object를 순회하면서 해당
Object가 Project나 Item인 경우 통합 온톨로지에서
해당 PLM Object와 매핑되는 개념을 찾는다. 그 다
음 매핑된 개념의 릴레이션을 검색하여, 해당 릴레이션
이 “Disjoint”, “EquivalentClass”, “hasParts”, “isParts”
릴레이션일 경우 Target Concept에 매핑되는 Target
PLM Object를 검색한다. 이때 PLM Object의 의미적
매핑을 위해 “Disjoint”, “EquivalentClass”, “hasParts”,
“isParts”인 4개의 릴레이션만 검색하지만 더 많은 릴
레이션으로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
PLM Object 의미적 통합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단
계는 온톨로지를 통해 의미적 통합을 해야 하는
Source PLM Object와 Target PLM Object를 4개의
릴레이션 중 어떤 릴레이션을 이용하여 연결할 것인

온톨로지 통합 분류와 온톨로지 기반의 PLM Object 의미적 통합

Fig. 12.

PLM Object 의미적 통합 순서도.

Fig. 13.

PLM Object 의미적 통합 예제.

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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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된 릴레이션에 따라 Target
PLM Object의 Type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Fig. 13에서 온톨로지의 의미적 매핑 정보를 통해 (가)
Car PLM Object의 “Engine” Item Object와 (나)
Motor PLM Object의 “Motor” Project Object가
“equivalentClass” 관계로 통합 되어야 한다. 여기서
“Engine” Item Object는 “Item_version” 릴레이션을
이용하여 또 다른 Item Object와 연결될 수 있다. 그
러므로 Car PLM Object의 “Engine” Item Object와
통합되기 위해서 Motor PLM Object의 “Motor”
Project Object가 Item Object로 변경된다. 그리고 두
개의 item Object가 “Item_version” 릴레이션으로
연결된 것을 (다) 통합 PLM Object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14는 4장에서 정리한 온톨로지 통합 분류에 따
라 C# 온톨로지 모델을 이용하여 구현된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실행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가), (나)는 통합될 두 개의 온톨로지를 나타내며,
(다)는 두 개의 온톨로지를 통합 과정을 거쳐 생성된
통합 온톨로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라)는 (다)에
서 보여주고 있는 통합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PLM
Object의 통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가)(나)(다)는
C# 온톨로지의 개념과 릴레이션을 “(릴레이션명칭)개
념명칭”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라)는 PLM
Object 모델을 “PLM Object 명칭(PLM Object 구성
요소 명칭”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PLM Object 의미적 통합 시스템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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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MEMPHIS에서 생성하여 보내주는
PLM Object의 통합을 처음으로 온톨로지에서 명시적

으로 표현한 의미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통합하는 과
정을 보여 주었다. 온톨로지를 사용하지 않고 PLM
Object를 통합한다면 사용자의 개입이 꼭 필요할 것이
다. 하지만 PDM 시스템의 BOM 정보를 미리 온톨로
지로 구현해 놓고, 의미적 매핑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
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PLM Object의 통합을 수행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온톨로지 통합 연구들이 구현
된 온톨로지의 통합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지만 ,
본 연구는 온톨로지 통합 단계를 확장하여 통합된 온
톨로지를 이용하여 데이터 소스의 일종인 PLM
Object의 통합 단계까지 수행하였다. 또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PLM Object가 통합 시 PLM Object Type
변환 과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PLM Object 의미적 통합 시스템은 온톨로지 모델
구현 모듈, 온톨로지 통합 모듈, PLM Object 의미적
통합 모듈로 구분된다. 온톨로지 모델 구현 모듈에서
C# 온톨로지 모델을 소개하며, 온톨로지 통합 모듈에
서 세 가지로 온톨로지 통합을 분류, 설명하면서 온톨
로지 통합 분류표를 제공하였다. 또한 PLM Object
의미적 통합 단계에서 PLM Object들 간에 연결될 수
있는 4가지 릴레이션에 따라 Target PLM Object의
Type을 변경해야 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온톨로지 모델은 OWL 온톨로지 모델과 C# 온톨로
지 모델로 구현된다. 특히 C# 온톨로지 모델을 구현
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C# 응용 어플리케이
션에 온톨로지를 쉽게 접목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
하였다.
세가지로 분류된 온톨로지 통합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어, 다의어에 의한 온톨로지 통합은 정보
의 손실을 갖고 오는 대표 개념을 선택하여 통합하는
방법 을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손
실을 줄이기 위해 두 개의 개념과 의미적 매핑 정보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계층 재 정의에 의
한 온톨로지 통합은 “is-a”나 “subclass” 관계일 경우
제품 생산 라인에서 선 조립 단계로 정의되며, “hasa”나 “superClass” 관계일 경우 제품 생산 라인에서
후 조립 단계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라 자사
의 온톨로지 계층 구조가 완제품 온톨로지로 통합 후
조립 단계에 따라 계층 구조가 재정의 될 수 있다. 셋
째, 제한된 개념이나 인스턴스에 의한 온톨로지 통합
은 소스 온톨로지에 해당하는 모든 개념과 인스턴스
[21,2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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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톨로지 통합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온톨로지 통합 시 제한해야 할 개념과 인스턴스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개념이나 인스턴스가 통합에 참
가하도록 해야 한다.
PLM Object 의미적 통합 모듈은 두 개의 PLM
Object를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의미적 매핑 단계를 거
쳐 하나의 PLM Object를 생성한다. PLM Object의
의미적 통합을 위해 온톨로지 개념간의 정의된 의미
적 관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PLM Object간에 통합을
위해 Source PLM Object를 중심으로 Source PLM
Object와 Target PLM Object를 연결할 릴레이션을
선택하고, 해당 릴레이션에 맞게 Target PLM Object
Type을 변경한다. 본 논문에서는 Source PLM Object
의 Item PLM Object와 연결하기 위해 “item_
Version” 릴레이션을 사용하며, Target PLM Object의
Project Object가 Item Object로 변경되는 사례를 제
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C# 온톨로지 모델은 개념과 릴
레이션으로 국한되어 있다. 앞으로 온톨로지로의 다
양한 구성 요소를 적용하여 C# 온톨로지 모델을 확장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온토롤지 통합 예를
제안하면서, 온톨로지의 매핑 정보를 통합에 참가하
는 온톨로지에 모두 두었다. 하지만 매핑 정보를 모든
온톨로지에 둔다는 것은 매핑 정보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 매핑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연
구는 더 진행을 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개
념간의 일대일 매핑만 고려했지만 개념간의 일대다
매핑 관계와, 속성간의 매핑 관계, 또한 개념과 속성
간의 매핑 관계도 고려하여 연구를 더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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