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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시맨틱웹 분야의 온톨로지는, 분산 이종 스키마를 갖는 

정보에 한 의미  통합, 에이 트에 의한 자동화된 유

통, 그리고 명시 으로 표 되지 않은 암묵  지식의 추

론을 가능  하는, 논리에 기반하여 잘 정의된 도메인 의

존 인 콘텐츠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연

구분야 도메인에서 정의된 하나의 시맨틱웹 온톨로지인 

‘국가과학기술 R&D 기반정보’ 온톨로지를 소개한다. 이 

온톨로지는, 논문, 과제, 특허 등과 같은 연구성과물을 바

탕으로 특정 분야 문가들이나 연구자 네트워크를 추론

해 냄으로써 실제 연구자나 연구과제 기획/평가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한 목 으로, 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에서 개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온톨로지의 스키

마 구성 요소로써 클래스와 속성을 기술하고, 온톨로지

에서의 인스턴스 표 의 를 보인다. 상기 온톨로지는 

인력, 기  등과 같은 실세계 인스턴스의 고유한 신원을 

온톨로지 내에 응시키기 해, 실세계 신원의 의성 

해소 기법과 함께 개별 클래스에 종속 인 URI할당지침

을 사용하여 온톨로지 내에 인스턴스를 표 하고 있다.

Semantic web ontologies can be viewed as 

logic-based domain-oriented contents which allow 

distributed and heterogeneous information to be 

semantically integrated, automatically circulated, 

and enable implicit knowledge to be reasoned. This 

paper describes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rea’ ontology which is being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This ontology was defined to 

assist actual researchers and project planners to 

grasp the researchers community from a variety of 

viewpoints. We describe classes and properties as 

ontology components and exemplify the 

representation of real instances in the ontology. In 

order to represent the identities of real world 

instances within the ontology, the above ontology 

employs both class-dependent URI assignment 

schemes and the identity resolution methods.

 

I. 서 론
인간 심으로 만들어진 재의 웹 문서들은 그 내용에 한 

의미표 이 결여되어 있어 기계에 의한 자동 처리가 어려우며, 

그 양이 방 해 짐에 따라 재의 키워드 기반의 검색 기법으

로는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 제안된 시멘틱웹은, 개별 응용 

도메인마다 미리 정의된 온톨로지의 개념 클래스와 속성 계

를 사용하여 웹문서와 같은 콘텐츠들에 의미태그를 부착함으

로써 의미 벨의 콘텐츠 표 을 가능하게 한다. 

시멘틱웹에서 사용하는 온톨로지는 특정 도메인에 해 사

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개념체계를 명시 이고 형식 으로 규

정해 놓은 것이다 [2]. 이러한 온톨로지는 분산 이종 스키마를 

갖는 정보에 한 의미  통합, 에이 트에 의한 자동화된 유

통, 그리고 명시 으로 표 되지 않은 암묵  지식의 추론을 

가능  하는, 논리에 기반하여 잘 정의된 도메인 의존 인 콘

텐츠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개발 인 

‘국가과학기술 R&D 기반정보’ 온톨로지(이하 기반정보 온톨

로지)를 소개한다. 기존의 온톨로지들과 달리 기반정보 온톨로

지는 URI(Universal Resource Identifier)서버에 기반하여 인

스턴스를 표 하고 있다. 온톨로지 표 에 있어 URI서버의 도

입은, 클래스 종속 인 데이터타입속성들을 온톨로지 스키마

에 표 하는 신 URI서버에 둠으로써 온톨로지 스키마를 간

소화시키고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를 경량화시켜 온톨로지에 

기반한 추론엔진의 부담을 여주는 장 이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연구를 다루고, 3장

에서 기반정보 온톨로지의 개요, 설계원칙, 스키마에 에 기술

한다. 4장에서 기반정보 온톨로지의 URI서버 지향  인스턴스 

표 에 해 기술한다.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논문에서 온톨

로지 스키마 구성요소는 볼드체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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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 연구
기존에 개발된 연구개발 분야의 표 인 온톨로지로는 

KA2 온톨로지 [1], AKT 온톨로지1)와 KA2 온톨로지를 확장

하여 만든 SWRC 온톨로지 [3] 등이 있다. 이 외에도 KA2를 

수정/확장한 Science 온톨로지2)와, SWRC 온톨로지에 기반

하여 만들어진 Bibster 온톨로지, SWRC+COIN 온톨로지  등

이 있다. 이들 온톨로지들은 공통 으로 인력, 기 , 과제, 출

물 등을 온톨로지 스키마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기반정보 온톨로지 역시 연구개발 분야를 다루고 있

으므로 기존의 온톨로지들과 모델링 에서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성과물 심으로 설계된 기반정보 온톨로지는 논문, 특

허와 같은 성과물의 실 이 인력이나 기 에 정확히 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장치들

로써 기반정보 온톨로지는 인력이나 기 의 인스턴스 표 에

서 발생하는 다의어  동의어 문제를 해소하는 처리를 거치

고 있으며, 성과물의 특정 순  자를 모델링한 클래스를 추

가로 포함하고 있다. 

III. 국가과학기술 R&D 기반정보 온톨로지
1 온톨로지 개요 및 설계 원칙
기반정보 온톨로지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자들의 업 

연구를 가상 공간에서 지원하기 한 소 트인트라의 하나로 

개발되고 있다. 재의 기반정보 온톨로지는 논문, 과제, 지

재산권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심으로, 련된 인력, 기 , 

연구 분야/주제 등을 모델링하고 있다. 

기반정보 온톨로지 설계의 요한 원칙으로는 시나리오 지

향성, 간결성, 그리고 URI서버 지향성을 들 수 있다. 시나리오 

지향성은, 구축된 온톨로지에 기반한 최종 서비스 에서 불

필요한 요소들은 온톨로지 구성요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톨로지의 간결성은 규칙에 의해 기술될 수 

있는, 유도 가능한 객체 계속성(object property)들을 온톨로

지 스키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URI서버 지

향성은, 클래스 인스턴스의 고유성 보장을 해 개별 클래스에 

종속 인 URI할당지침에 따라 인스턴스 ID를 부여한다는 것

과, 클래스에 의존 인 데이터타입속성(datatype property)들

은 온톨로지 스키마에 표 하지 않고 URI서버에서 리하도

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후자의 특성은 술한 온톨로

지의 간결성 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온톨로지 기술 언어로는 W3C의 시멘틱웹 표  언어인 

OWL을 사용하 고, 온톨로지 편집도구로는 Protégé 3.1.1을 

1) http://www.aktors.org/publications/ontology/

2) http://protege.stanford.edu/ontologies/ontologyOfScience/ 

ontology_of_science.htm

이용하 다.

2 온톨로지 스키마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를 다루는 기반정보 온톨로지는 

재 핵심 인 최상  클래스로 인력, 기 , 과제, 작물, 게재

지, 토픽을 포함하고 있다. 작물은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의 하 클래스들로 세분되며, 게재지는 학술지와 학술 회논

문집의 하 클래스를 갖는다.

의 핵심 상  클래스들 간의 최소한의 객체 계속성

(object property)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작물 - hasCreatorsInformation ( 작자정보를 갖는다) - 작자정보
작물 - hasOriginatedProject (유발과제를 갖는다) - 과제
작물 - hasPublication (게재지를 갖는다) - 게재지
작물 - hasTopic (토픽을 갖는다) - 토픽
작자정보 - hasCreator ( 작자를 갖는다) - 인력
작자정보 - hasOrganizationOfCreator ( 작당시기 을 가진다) - 기
과제 - hasOrganizationOfFundingProject (발주기 을 가진다) - 기
과제 - hasOrganizationOfPerformingProject (수탁기 을 가진다) - 기
토픽 - hasSubTopic (서 토픽을 가진다) - 토픽
인력 - hasOrganizationOfPerson ( 재소속기 을 가진다) - 기

에서, 작자정보라는 핵심 상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은 

작물의 특정 순  자를 모델링한 것으로, 작물 작성 당

시의 자가 갖는 속성들을 포함한다. 작자정보는 데이터타

입속성(datatype property)으로 자순 , 자기여도를 가

지며, 작물, 인력, 기  등의 클래스와 객체 계속성을 맺고 

있다. 즉, 한 작물의 특정 순  자에 해당하는 인력을 표

하기 해 작자정보와 인력 간에 객체 계를 설정하고, 특

정 순  자의 작물작성당시의 소속 기 을 표 하기 해 

작자정보와 기  간에 객체 계를 설정한 것이다. 

기반정보 온톨로지 스키마에서 특별히 주목할 은 그것의 

개별 클래스들이 데이터타입속성을 거의 갖지 않는다는 것이

다. 를 들어, 기반정보 온톨로지에서 인력 클래스는 인력의 

이름과 같은 기본 인 데이터타입속성을 갖지 않으며, 과제 클

래스의 경우도 과제의 명칭과 같은 데이터타입속성이 표 되

어 있지 않다. 이러한 데이터타입속성들은 특정 클래스에 종속

인 것들인데, 기반정보 온톨로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타입

속성들을 URI서버에서 리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URI서버

와 온톨로지 사이는 URI값을 매개로 연결된다. 이것의 구체

인 제는 4.1 에서 기술된다.

기반정보 온톨로지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기존에 개발된 

표 인 온톨로지들인 KA2 온톨로지, AKT 온톨로지, SWRC 

온톨로지들과 비교했을 때, 온톨로지 모델링 에서의 두드

러진 차이는 없다. 하지만, 기반정보 온톨로지는, 인력이나 기

의 연구성과를 정확히 산정하기 해 기존 온톨로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작자정보라는 클래스를 도입한 과 인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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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고유한 표 을 해 동명이인의 의성을 해소하는 처

리 과정을 거친다는 이 독특하다. 동명이인의 의성 해소에 

해서는 4.2 에서 기술할 것이다.

IV. URI지향적 온톨로지 인스턴스 표현
1. 기반정보 온톨로지 인스턴스 표현의 예
그림 1은 기반정보 온톨로지의 스키마에 응하는 인스턴스 

표 의 한 를 보여 다. 그림 1에 응하는 실세계 정보는 

아래와 같다. 

[과제]

- 과제명: 생물 유 자원정보 네트워크 구축  련기술연구

- 과제기간: 2004~2005

- 발주/수탁기 :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제의 유발성과물]

- 논문제목: 생물다양성데이터 활용을 한 국가 데이터노드 구축

- 자: 박형선, 안성수, ...

- 게재지명: 지식정보인 라

- 논문토픽: 유 자, ...

▶▶그림 1. URI 지향적 기반정보 온톨로지 인스턴스 표현의 예
           (표의 내용은 URI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이며, URI값의 생

략된 namespace는 
            http://www.kisti.re.kr/isrl/NSTRDOnto.owl#이다)

그림 1에서 개별 인스턴스들은 그것의 고유한 URI값으로 표

되고 있다. 기반정보 온톨로지에서 각 클래스들은 그것의 인

스턴스 ID를 할당하는 URI할당지침이 련되어 있다. 를 들

어, 작물 인스턴스는 KOI3)식별체계를 간략화한 지침에 따

라 URI값이 부여되고, 인력 인스턴스에는 국가과학기술인력 

종합정보시스템4)에서 사용하는 인력식별체계를 근간으로 하

는 URI값이 할당된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클래스 종속

인 데이터타입속성값들은 거의 온톨로지에 표 되지 않으며, 

URI서버에서 리된다. 온톨로지와 URI서버와의 연결은 개별 

인스턴스의 URI값으로 가능하다.

2. 인스턴스의 고유성 확보 방안
기반정보 온톨로지의 개별 인스턴스에 고유한 URI 값을 

응시키기 해서는 4.1 에 소개한 클래스별 URI식별체계를 

용하기 이 에 학술정보 데이터에 내재된 인스턴스에 한 

언어  표 의 동의성과 다의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의 두 문제는 실세계의 인스턴스가 고유한 URI값 신 동의

성과 다의성을 내재하고 있는 자연언어로 표 된다는 데서 기

인한다. 를 들면, 학술데이터에서 인력 인스턴스는 이름으로 

표 되며, 기  인스턴스는 고유한 기 코드값 신 기 명으

로 표 된다. 

동일 인스턴스에 한 서로 다른 표 의 문제인 동의성은 기

반정보 온톨로지의 경우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그 이유는 그

러한 동의성의 문제가, 그들의 동의어 표 의 집합이 어느 정

도 닫  있다고 볼 수 있는 기 명이나 게재지명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력의 이름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인스턴

스에 한 형태  동일 표 의 문제인 다의성은 실세계의 신원

이 온톨로지 내에서 왜곡돼는 결과를 래하므로 반드시 해소

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동명다인의 문제를 해소

하기 한 단서로 동일명 연구자의 논문게재건들에 내재된 공

자정보, 자메일주소, 소속기 명, 출 년도 등을 복합 으

로 고려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이 논문에서는 그 방법의 핵

심 아이디어만을 소개한다. 먼  아래와 같은 동일명 연구자 A

의 논문게재건들이 주어졌다고 하자.

논문 1의 자명: A, B, C

논문 2의 자명: A, C, D

에서 논문 1과 2는 A의 공동 자 C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논문 1과 2에서의 두 A는 동명이인일 확률이 

매우 낮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만약 논문 1과 2의 두 A의 

3) KOI(Knowledge Object Identifie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개

발한 과학기술지식정보를 연계/공유하기 한 표 식별체계.

4) http://www.hr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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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일 주소가 같고, 논문 1과 2의 두 C의 자메일 주소도 

같다면 논문 1과 2의 두 A가 동일인일 확률은 더 높아진다. 여

기에 논문 1과 2의 두 A와 두 C가 각각 소속기 까지 같고, 

두 논문의 출 년도마 도 같다면, 논문 1과 2의 A라는 동일

이름의 두 자는 실제로 같은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동명다인 해소 방법을 컴퓨터로 자동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V. 결 론  
논문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의 온톨로지의 한 로써 기반정

보 온톨로지에 해 기술하 다. 재 기반정보 온톨로지의 인

스턴스 DB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내부 성과정보와 최

근 국내 학술 회논문을 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학술지논

문을 포함시킬 정에 있다. 향후 시멘틱웹 분야의 온톨로지들

은 재사용 장려 측면에서 콘텐츠 으로 근하여 온톨로지

의 수집/검증/ 장/검색을 담당하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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