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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건설 산업분야와 관련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건설정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SO/DIS 12006-2, MasterFormat 등의 분류체계가 국제적 표준으로 제안 

되었고 국내에서는 이를 국내실정에 적용한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가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제안되 었다. 

그런데 건설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 표현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에 기반한 건설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그 활용 방안 

을 제안한다. 온톨로지 기술은 개념들 간의 의미적 연관성을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건설 정보의 효과적 관 

리뿐만 아니라 상이한 정보 시스템들 간의 의미적 상호운용을 지원해줄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extens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classification systems for managing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with various form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s such as 
ISO/DIS 12006-2 and MasterFormathave been proposed a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ccommodating them for Korean situation the Korea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has proposed the Unified Construction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As the construction industry 
becomes bigger and more complicated, however, the need for higher-level semantic representation of 
construction information has been recognized. In this study we develop a prototype ontology based 
upon the Unified Construction Information Classification and suggest a practical way of applying an 
ontology technology to the construction information systems. An ontology is a useful tool to 
effectively manageconstruction information and to support interoperability among heterogeneous 
information systems by clarifying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concepts.

키워드 : 온톨로지, 건설정보 분류체계

Ontology, Construction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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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사업 수행의 

각 단계에 따른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들이 산 

출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설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기법이 요구 

된다. 건설 정보 분류는 원래 1920년대 초반 

에 자재 분류로부터 시작되었으나, 20세기 후 

반 이르러서는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에 건설교통부가 통 

합건설정보분류체 계를 발표함으로써 표준적 

인 분류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1]. 통합 

건설정보분류체계는 건설 정보화 추진의 걸 

림돌 중 하나인 정보의 상호 교환 및 통합 문 

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것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CALS/EC 사업의 성공적 인 수행을 위해 

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건설 사업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그 

성격이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예컨대 의미론적인(sematics) 정보 표현 방식 

이 점점 더 필요해진다. 이 경우 단순한 분류 

체계만으로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힘들고, 이것은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도 마 

찬가지 이다. 그런데 만약 온톨로지(ontology) 
기술을 건설 분야에 적용시킨다면, 건설 사업 

에서 사용되는 각종 개념들의 속성(property). 

그리고 나아가 그들 사이의 관계 (relationship) 
까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단 

순한 분류 체계로는 엄두를 내기 힘든 건설 

정보의 의미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 

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건 

설정 보분류체 계 에 기반하여 건설정보 온톨로 

지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개념 및 그것이 갖 

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 3장에서 온톨 

로지 기술을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구축한 건설정보 온톨로지를 소개하 

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건설정보 온톨로지 

의 기여점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한다.

2.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개요 및 문제점

2.1. 건설 정보 분류의 현황

국내에서 건설정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는 80년대 초기에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 

구는 90년대 중반에 와서 본격적으로 진행되 

었다. 반면 외국은 이 분야를 매우 중요한 분 

야로 인식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를 진행 

해 오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분류체계 연구 

의 동향은 통합에 맞추어져 있다. 지금까지 

분류체계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다. 그 

러나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표준화 기술위원 

회 (ISO/TC 59)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단일화 

된 건설 정보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국제적 인 표준분류체계 개발의 방향은 크

1) e-CCX3NOS, http://www.e~cognos.org/

http://www.e%7Ecogn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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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표준분류체계, Uniclass으루- 

대표되는 파셋 개념과 MasterFormat으로 대 

표되는 단일 계층적 분류라고 할 수 있다[2]. 
패싯 개념은 건설 정보를 시설물, 공간, 공종, 

자재, 관리 등과 같은 특성으로 구분한 것이 

다. MasterFormat은 시방서 작성과 비용 관 

리를 위해 사용되는 공종, 자재, 설비 등의 개 

념을 16개의 분류 기준으로 구성한 것이다⑵.

ISO/PAS 12006-3은 객체지향적 접근방법 

을 기초로 한 정보교환 기본모델로서 객체 

(Objects). 그룹(Groups), 관계(Relationships) 

등 3개 주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5].

EeOD는 웹 환경의 건축 정보 표준화를 위 

해 온톨로지 기반의 정보 모델을 개발하고 있 

다[7]. EeO가 진행중인 e-COGNOS 온톨로 

지는 건설 정보를 온톨로지를 표현하여 분류 

항목들의 의미를 정확히 기술하고 이를 재사 

용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2.2.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개요

건설정보 분류체계는 개별 기업 이나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인 목적을 갖고 진행되어 왔 

으나, 정보 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통합된 

표준분류체계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통 

합건설정 보분류체 계 는 건설교통부에 서 2000 
년 제안한 분류체계로 건설 분야에서 발생되 

는 모든 관련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고유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표준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관리체계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설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 

보의 저장 및 재사용이 용이할 수 있다 특히 

건설 CALS/EC의 도입에 따라 표준 분류체 계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건설기술연구원 

이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여 공표한 통합건 

설정보분류체계는 정부 차원의 표준체계로써 

국내 건설 정보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 

는 계기가 되고 있다.

통합건설정 보분류체계는 시설물 (Facility), 

공간(Space), 부위(Elements), 공종(Work), 

〈그림 1> 통합건설정보 분류체계의 위상 분류 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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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Resource) 등의 5개의 분류 개념으로 구 

분되어 있고, 향후 관리와 속성에 대한 패싯 

혹은 분류면(Fac사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 

다. 패싯은 분류주제 또는 분류 특성을 의미 

한다. 패싯들의 위상 분류체계는〈그림 1〉과 

같이 종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2.3.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의 문제점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는 패싯 중심의 분석 

합성분류 방법을 제공한다. 분석합성분류 

(Analytical Synthetic Classifications)란 용어 

를 개별 개념으로 할당하고 목록자에게 규칙 

을 제시하여 합성 주제에 대한 표목을 구성하 

는 분류 방법을 말한다[4]. 여기서 분석은 상 

위 요소가 패싯 분석을 통해 정의된 단일 개 

념으로 분해하는 것이고 합성은 그러한 개념 

을 주제문자열로 재결합하여 새로운 요소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들의 항목을 모두 열거하는 대신 연 

결 원칙을 통해 조합하는 조립식 방법 이라 할 

수 있다.〈그림 2〉는 차종 이라는 개념을 패 

싯 분류로 나타낸 것이다. Foci 라는 기본 개 

념('배기량', '형식', 차종등)은복합주제 

를 표현하기 위해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예 컨대 WOcc 승용자동차인 쏘나타' 는 서 로 

다른 패싯에 속해 있는 Foci를 결합하여 새로 

운 개념으로 만든 것이다.

패싯 분류는 전체 주제를 구성하는 개념들 

을 특성과 관계에 따라 몇 개의 기본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기본 분류 항목을 

합성하여 복수 주제를 표현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패싯 분류는 특정한 주제 분야를 매우 

단순하고 정돈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적절 

하다. 그러나 분류체 계는 기본 분류 범주를 

갖고 있지만 개별 항목이 갖고 있는 특성 

(property), 관계 (relation)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는다. 패싯 분류의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3.1 개념들 사이의 관계 표현

패싯 분류의 개념들은 주제분야에 따라 서 

로 관련성 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고층아 

파트는 '시설물'의 특수한 경우가 될 수 있 

다 이 경우, 두 개념 사이에는 상속 관계 (is-a 

relation)가 성립하며, 시설물을 상위개념 

(superconcepts), 고층아파트를 하위개념 

(subconcepts)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패싯 분류

〈그림 2> 자동차 종류에 따른 패싯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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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적으로 상속 관계를 갖는 계층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제 영역을 분류하 

는데 있어 상속 관계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 

다. 특히 다양한 패싯들의 관계는 단순히 상 

속 관계로 나타낼 수 없다. 예컨대 "꿈에그린 

아파트”는 고층아파트의 하위개념인 사례 

(instance)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문 과 문 

고리'는 개념 정의에서 비롯되는 전체-부분 

(part-whole)의 계층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통합건설정보 분류체계는 이와 같은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고층아파트의 중간층，과 같이 복수의 패싯 

을 조합하는 경우, 시설물 패싯과 공간 패싯 

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전처】-부분의 관계 

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소러스나 온톨로지적 인 방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소러스와 온 

톨로지는 속종(屬種) 관계, 부분■전체 (part

whole) 관계, 사례 (instance) 관계 등을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의미적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2.3.2 개념이 포함하는 속성 표현

각 개념들은 속성들의 집합과 관련이 있다. 

속성은 크게 개념 속성 (conceptual properties) 

과 언어 속성 (linguistic properties)으로 구분 

된다. 전자는 개념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들의 집합을 말하며, 후자는 동의어, 우선어 

등과 같은 언어적 특성을 말한다. 예컨대자동 

차의 개념 속성에는 핸들, 타이어, 계기판 등 

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언어 속성에 

는 차 , car' 와 같은 것 이 포함될 수 있다. 

속성은 개념을 표현하고 의미적 구분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아파 

트를 구분함에 있어 '중형 또는 대형'이라 

고 말하는 기준은 아파트가 갖고 있는 평형에 

따라 결정되며, 저층' 또는 '고층'은 전체 층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분류체 

계는 비록 분류의 기준으로 개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만, 최종 산출물인 분류체계 자체에 

는 개념들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통 

합건설정보 분류체계도 다른 분류체 계와 마 

찬가지로개념들의 속성을 정의할 수 없다.

2.3.3 정보 검색의 효율성

건설 분야도 다른 산업 분야와 유사하게 정 

보 시스템의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 

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정확성 있는 검색 이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보 검색은 주로 키워 

드 기반의 검색 방법 이 대부분이어서 정확성 

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정보 검색 측면에서 

분류체계는 용어 탐색으로 검색된 내용을 분 

류 번호로 제약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일 수 있 

다. 따라서 분류체계에서 분류한 개념과 특성 

을 포함하고 있는 시소러스나 온톨로지 기반 

의 정보 시스템은 한층 높은 수준의 정보 검 

색에 사용될 수 있다. 3장에서는 위에 언급된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건설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활 

용 방법을 살펴본다.

3. 온톨로지 기술 개요

3.1 온톨로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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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웹 온톨로지 언어의 계층 구조

온톨로지(ontology)는 흔히 개념화의 상술 

(specification of conceptualization)5- 정의된 

다[8]. 전산학의 관점에서, 온톨로지는 일종의 

사전, 혹은 공학적 구조물로서 어떤 대상 영 

역(domain) 내 실체들을 기술하기 위한 특정 

한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간단한 경 

우의 온톨로지에서는 포함(subsumption) 관 

계로 어휘들을 연결하여 어떤 위계 구조를 기 

술하며, 보다 복잡한 경우에는 여기에 기타 

다른 관계 (relation)나 제약(constraint)을 표 

현하기 위한 공리들이 더해진다[9]. 그 결과, 

온톨로지에 기반한 정보 시스템에서는 의미 

기반의 검색 및 데 이터의 공유와 통합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다.

3.2 온를로지 표현 언어

온톨로지를 표현하기 위해 일차 술어 논리 

(First-Order Predicate Logic), 프레 임 (Frame) 

논리, 기술 논리 (Description Logic) 등에 기 

반한 언어들이 보통 사용된다. 최근 월드 와 

이드 웹 컨소시움(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후보 권고안(Candidate 

Recommendation)으로 공고한 0WL(Web 

Ontology Language) 은 기술 논리 기반의 언 

어로 향후 웹 온톨로지 언어의 표준이 될 것 

이 확실해 보인다. OWL은 기존의 DAML과 

OIL이 통합확장된 것으로 이 두 언어의 많은 

특징을 이어 받았다. 또 OWL은 RDF의 클래 

스와 속성을 상속 받았으며, 그림 3에서 설명 

된 바와 같이 RDF 스키마의상위 수준에서 

어휘들의 형식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표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OWL의 

장점 중 흐｝나이다.

OWL은 그 표현력의 정도에 따라 세 종류 

의 하위 언어로 구분된다. 이皿 Lite는 주로 

계층화된 분류와 간단한 제약조건의 특성만 

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OWL Lite는 관계차수 제약조건을 지원 

하지만, 단지 0 또는 1의 차수 값만을 허용한 

다. OWL DL은 추론 시스템의 계산학적 완

2) W3C, http://www.w3c.org

3) Protege Preset,  http://protege.stanibrd.edu

http://www.w3c.org
http://protege.stanibr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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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completeness) 과 결정가능성 (decidability) 
을 유지하면서 최대의 표현력을 원하는 사용 

자들을 위한 언어이다. OWL DL은 유형 분 

립(클래스는 동시 개체나 속성이 될 수 없고 

속성은 또한 개체나 클래스가 될 수 없다)과 

같은 제약조건 하에서 OWL 언어의 모든 구 

성체를 포함한다. OWL DL은 1차 술어논리 

(first order logic)의 특정 분야로서, 결정가능 

성을 높인 기술논리［Description Logics］로부 

터 그 이름이 지어졌다. OWL Full은 계산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RDF의 문법 

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표현력을 최대화 하고 

자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언어이다. 예를 들 

어 OWL Full에서 클래스는 개체들의 집합으 

로 취급될 수 있고 동시에 개체 그 자체로서 

취급될 수도 있다. OWL DL과의 또 다른 중 

요한 차이점은 owl：DatatypeProperty가 

owl：InverseFunctiona!Property로 표기될 수 

있다는 점 이다. OWL Full은 온톨로지가 미리 

정의된(RDF 또는 OWL) 어휘의 의미를 확 

장하도록 허용한다. 각각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4. Prot6g§를 이용한 건설정보 

온톨로지 구축

4.1 Protege 소개

온톨로지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전 

문적인 개발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해 Protege 

2.0.13)을 사용한다. Prot6g6는 스탠포드 대학 

에서 지식 기반 모델의 설계와 획득을 위해 

개발한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대상 영역 온톨 

로지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다. 이것은 현재 30 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용 

되고 있고 지금까지 약 100 개 이상의 프로젝 

트에서 활용된 바 있다. 특히 OWL의 사용을 

지원흐卜는 플러그-인이 개발되어 보급됨으로 

써웹 기반 시스템에서도 자유롭게 온톨로지 

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4.2 건설정보 온톨로지 설계 원칙

건설정보 온톨로지는 온톨로지를 구성하는

〈표 1〉0M 종류 별 특성

OWL Ful OWL DL OWL Lit

• OWL 명세서에
• 포함된 모든
• 기능 지원

• 사용 제한

-FunctionalProperty

-InverseFunctionalProperty

- owl：cardinality

• 메타클래스 사용 불가

• 사용 제한

- owl: minCardinality

-owEmaxCardinality

-owl Cardinality

• 사용 가능

-owl'hasValue

-owl：disjointWith

-owEoneOf

-owl: complementOf

- owl：unionO



102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저|9권 제3호

클래스(class), 속성(property), 관계(relation), 

공리(axiom) 등을 기본 요소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클래스는 계층적 인 구조를 포함할 수 

있으며, 고유한 특성을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와의 관계를 정의 

하기 위해 논리합(Union), 논리곱(Interaction) 
등과 같은 공리를 포함한다. 또한 클래스 사 

이의 관계와 속성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 

건설정보 온톨로지의 구체적 표현은 OWL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OWL은 표현 수준에 따 

라 OWL Lite, DL, Full 등으로 구분되는데 

건설정보 온톨로지에서는 OWL Full의 형태 

로 표현한다. 건설정보 온톨로지는 다음과 같 

은 특성을 갖고 있다.

① 분류체계 항목들의 의미 정의

② 5개 분류면 사이의 명시적 관계를 표현

③ 분류면에 포함된 클래스의 관계 정의

④ 클래스의 풍부한 제약 조건 정의

〈그림 4〉건설정보 온톨로지의 상위 클래스

G 수础.蓉涅筲켜치誉 

0舟& 꽇그시小 

후 c 추K밓상冬시等

공둥季헉 

슥박시仅

무시# 

c)5fflAia；

宰겨뭧서업치編

C •财샤#

c： 근린馒*Mig
c 기曰추거뭫상巳샤金

。공공건/시$

C 호건_鼻석-즈교시# 

g簷곦협시中

£吝곻엽시企
C 척아__勢獸치勺

〈그림 5> 시설물 클래스의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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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클래스 정의

건설정보 온톨로지는 통합건 설정 보분류체 

계의 패싯 개념을 기본으로 클래스를 구성한 

다. 따라서 상위 클래스는 5개(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로 정의하며, 이들 클래 

스는최상위 수준 클래스인 Thing과 하위 부 

류(subclass) 관계가 성립된다. 각각의 클래스 

는 해당 분류의 분류 항목(대중소 분류)들을 

하위 클래스로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물 분류의 단독 주택은〈그 

림 5〉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단독 주택은 주 

거 및 상업 시설에 포함되고 동시에 시설물의 

하위 분류에 속한다. 이를 하위 클래스로 정 

의할 수 있다.

4.2.2 속성과 제약 조건의 정의

건설정보 온톨로지에 정의된 5개의 클래스 

는 서로 하위 클래스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 

통합건설정보 분류체계에서는 분류면 사이의 

관계를 위상적 종속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온톨로지는 분류면 사이의 관계를 종 

속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즉, 클래스들은 종 

속적이면서 동시에 서로 독립적인 특성을 갖 

고 있다 예를 들어 고층아파트의 기준층에 

대한 정보를 공사 시방서에 작성하기 위해 고 

려해 야 하는 것을 살펴보자. 분류체 계에 의하 

면 고층아파트는 시설물 분류/주거 및 상업 

시설에 포함되고 기준층은 고층아파트를 구 

성흐卜는 일부분(hasPart)의 관계를 갖는다. 다 

시 말해 공간 분류의 특성을 갖는 정보는 시 

설물의 부분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특성 

을 종속 관계-하위 클래스-만으로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설정보 온톨로지는 분류 

체계의 위상 관계와 종속적인 특성을 온톨로 

지의 속성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속성은 온톨로지에서 클래스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정의하는 클래스가 있을 때, 속성은 바퀴, 핸 

들 엔진 등과 같은 정보를 말할 수 있다. 건 

설정보 온톨로지에서 속성은 분류면들의 관 

계를 정의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 

에서 언급한 대로 5개 분류면들 사이의 종속 

적인 특성은 속성 (property)를 이용하여 정의 

한다. 예를 들어 시설물 클래스는 공간, 부위, 

공종，자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를 정의하기 위해 HasSpace, HasEIement, 

Has Work, HasResource 속성을 정의한다. Has- 
속성은 분류면을 포함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하기 위해 사용되며 속성값은 해당 클래스의 

범위로 한정된다. 다시 말해, 해당 분류면의 

속성이 다른 분류면과의 특정 관계를 갖는다 

면, 클래스의 속성을 추가하고, 속성의 공역 

(range)에 해당 분류면의 값을 정의할 수 있 

게 한다.

예컨대 "저층아파트의 기준층에 대한 정 

보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우 

선 저층아파트는 시설물이며 주거 및 상업시 

설, 공동주택의 분류 범주에 속한다. 기준층은 

구조적 구획공간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HasSpace 속성은 두 가지 정보를 모두 포함 

할 수 있어야 한다. 속성의 값은 일반적으로 

개체형이나 XML 스키마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개체형이란 어떤 클래스의 실제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클래스의 

개체는 쏘나타 그랜져 등을 개체형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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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수 있다.〈그림 6〉은 시설물 클래스에 

포함된 HasSpace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HasSpace 속성은 정의역(domain)으로 시설 

물에 대한 개체형 (Instance 혹은 Indi visual) 

값을, 공역 (range)을 공간 클래스의 개체형 값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역의 범위를 건 

축공간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또한 속성 

공역의 값이 개체형일 경우 역속성(inverse) 
을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 

물'이 “HasSpace”의 공역으로 "수평적 구획 

공간” 을, “ 수평적 구획 공간” 이 

“IncludedFacility”의 공역으로 “시설물을 갖 

는다면, HasSpace와 IncludedFacility는 역속 

성 관계가 성립한다. 속성의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값을 제약함으로써 사용자는해당 범주 

를 표현하는데 일관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건설정보 온톨로지는 통합건설정 보분류체 

계에서 표현하는 코드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HasCodeNumber 속성을 갖고 있다.

HasCodeNumber 속성은 각 분류 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분류 2자리와 중분류 2자리 

를 사용할 수 있다.

4.3. 구현 사례

건설정보 온톨로지는 시설물, 공간, 부위, 

자원, 부위를 각각의 독립적인 클래스로 정의 

하고 있다. 각각의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 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는 5개의 클래스 

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조합하여 특정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통합건설정 보분류체 계는 분류면을 종속적 

관계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분류 항목을 표 

현하는데 제약 사항이 많다. 또한 분류의 기 

준이 위상 구조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상위 분류면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에 다른 분류면의 항목을 찾는 것 이 불가능하 

다. 예컨대 "고층아파트의 기준층 벽체 콘크 

Propert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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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 里£—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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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oMMHWton

国后客可砧再宥즈豆 M 舍-긴 注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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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저층아파트의 HasSpace 속성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기반 건설정보 온톨로지 구축 105

리트 공사에서 공간 분류면이 생략된 “고층 

아파트의 벽체 콘크리트 공사"는 표현할 수 

없다. 분류면의 위상 구조를 수정하여 표현하 

는 것도 쉽지 않다. 즉 "콘크리트 공사가 필요

한 벽체”와 같은 표현은 가능하지만, 일반적 

으로 통합건설정 보분류체 계 에서는 사용되 지 

않는다. 그러나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는 궁 

긍적으로 특정 공사를 위해 소요되는 자원이

■irq 혀

勺 tffll •… 슴駐 尸计 A R

:匸，土"

太獸?襪也.餐치爆礙 

京蠢 薔巳亀시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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弋 E 畢핳시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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斉由“亍

〈그림 8> '꿈에그린아파트'의 개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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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 이 있 

다. 따라서 "고층아파트의 기준층 벽체 콘크 

리트 공사”와 “기준층의 벽체 콘크리트 공사 

를 하는 고층아파트”는 위상 구조에서는 다 

른 정보 차원을 갖고 있지만, 궁긍적으로 제 

공하는 정보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건설정보 온톨로지에 정의된 분 

류면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온톨로지에 

서 각각의 분류면은 독립된 특성을 갖는 클래 

스로 구성되며, 이들은 속성을 이용하여 특정 

한 시간에 조합될 수 있다. 클래스의 위상 구 

조가 시설물을 중심이라는 점은 통합건설정 

분류체 계와 유사하지만건설정보 온톨로지는 

각각의 클래스 관계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고층 아파트는 시설물의 하위 

부류(subclass)이며, 기준층이나 지하층과 같 

은 공간 분류의 정보를 속성 (HasSpace)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준층과 지하층은 공간 클 

래스의 하위 부류이며, 서로 소(disjoint) 관계 

를 갖고 있다. 그러나 클래스 간의 전이 

(transitive)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림 8〉은 개체명 이 'Construction—

〈시 설물 rdf-ID="ConstructioiL_IndividuaLl ">

<hasCodeNumber rdf：datatype="http-//www.w3.org/2001/XMLSchema#int"

>4211 <AiasCodeNumber>

〈아파트명 rdf：datatype二"http://www.w3.Org/2001/XMLSchema#string"

> 꿈에 그린 아파트</아파트명 >

〈전용면적 rdf：datatype=''http：//www.w3.org/200l/XMLScherna#string''

>25" 전용면적〉

〈HasSpace rdf：reso나了眼彳'#공동주택공간”/〉

rdf-datatype="http：//www. w3.org/200l/XMLSchema#float"

>3500000.0</분양가〉

〈Has Work rdf：resource 느'#바닥깔기 "/>

〈주거 전용면적 rdf：datatype="http：//www.w3.org/200l/XMLSchema#string"

>80"주거 전용면 적〉

〈총세대수 rdf：datatype="http7/www.w3.org/2001/XMLSchema#int"

>500”총세대수〉

<HasElements rdf：resource="#이차바닥기초"/〉

〈공급면적 rdf；datatype-"http7/www.w3.org/2001/XMLSchema#string"

>80“공급면적〉

〈서비스면적 rdf-datatype="http7/www.w3.org/200l/XMLSchema#string"

>80“서비스면적〉

<rdfs：comment rdf：datatype="http：//www.w3.org/2001/XMLSchema#string"

>꿈에그린아파트 건축공사 시방서 정보 </rdfs：comment>

〈방개수 rdf：datatype=,,http7/www.w3.org/2001/XMLSchema#int">4</t8'71]^r>

<HasResource rdf：resoum"#먯썝?"/>

〈주거 전용면적 rdf：datatype스，http://www.w3.Org/2001/XMLSchema#string“

>80“주거 전용면적〉

</시설물〉

〈리스트 1> OWL을 이용한 건설 정보의 표현

file:////www.w3.org/2001/XMLSchema%23int
http://www.w3.Org/2001/XMLSchema%2523string
http%25ef%25bc%259a//www.w3.org/200l/XMLScherna%2523string''
w3.org/200l/XMLSchema%2523float
http%25ef%25bc%259a//www.w3.org/200l/XMLSchema%2523string
http7/www.w3.org/2001/XMLSchema%2523int
http7/www.w3.org/2001/XMLSchema%2523string
http7/www.w3.org/200l/XMLSchema%2523string
http%25ef%25bc%259a//www.w3.org/2001/XMLSchema%2523string
http7/www.w3.org/2001/XMLSchema%2523int%2522%253e4%253c/t8'71%255d%255er
%25ec%258a%25a4%25ef%25bc%258chttp://www.w3.Org/2001/XMLSchema%2523string%25e2%2580%259c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기반 건설정보 온톨로지 구축 107

為•드有落行褊*
眼■遊 g •«□«««»«

■旳僅网邃驟H義러｝ 毒3모霍 谱鬆 «»te?

〈그림 9> 질의 구성의 예

Individual_01' 인 건축공사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이 개체는 고층아파트의 사례(type) 이 

다. 고층아파트는 온톨로지의 계층 구조를 통 

해 ［시설물/주거및상업시설/공동주택/아파 

트］의 하위 클래스를 갖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개체는 아파트의 기본적 정보와 시 

공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본적 정보는 아파트명, 공급면적, 주 

거전용면적, 방개수 등과 같은 내용으로 아파 

트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사 

용된다. 시공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통합건설 

정보분류체계에 사용되는 각각의 분류면 정 

보를 표현할 수 있다. 예컨대 HasSpace 속성 

은 이 개체의 공간 분류가 공동주택공간임을 

나타내고 있고, 부위(HasElements)와 공종 

(HasWork) 속성으로 이차바닥기초를 위한 

바닥깔기 공사를 표현하고 있다.

Protg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정보는〈리스 

트 1〉과 같은 OWL 형태의 구조화된 데 이터 

로 표현된다.

〈그림 9〉는 건설 정보 온톨로지에서 원하 

는 개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구성된 다양한 

질의 항목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그림 10〉은 클래스의 분류번호 공 

간 분류면의 정보 방개수를 만족하는 개체를 

검색하기 위해 구성한 질의 예 이다.〈그림 10〉 

의 질의는 분류번호가 4211이고, 공동주택공 

간인 시설물이 방을 6개이하로 갖는 고층아 

파트를 검색할 수 있다. 여기서 분류번호는 

속성값의 형태가 정수형이기 때문에 정수형 

과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 HasSpace는 공역 

값으로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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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클래스가 있는지 탐색하며, 방개수와 같이 

정수형의 크기를 검색할 때는 'is less than 이 

나 is larger than' 과 같은 옵션을 사용한다.

5. 건설정보 온톨로지의 기여점

통합건설정 보분류체 계 는 각각의 분류면을 

조합하여 복합적인 개념을 정의하거나 계층 

적 인 분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통합건설 

정보분류체계는 복합적인 개념을 조합하기 

위해 네 가지(+, /. :.〉) 기호를 사용한다. 그 

러나 클래스 혹은 개념 사이의 속성을 정의하 

고 서로소(disjoint)나 교차와 같은 공리적 관 

계는 표현하지 못한다. 표2는 통합건설정보분 

류체계와 건설정보 온톨로지가 각각 복합적 

인 개념을 조합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은 

정보는 표현할 수 없다.

- 두 클래스의 서로소 관계

- 관계 차수의 정의

- 속성의 정의 및 속성의 관계

- 클래스의 동치 및 비동치성

5.1 두 클래스가 서로 교차하지 

않는 관계

클래스는 서로 간에 교차하지 않는 서로소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고층아파트는 

저층아파트나 중층아파트와 교차하지 않는 

다. 온톨로지는 이러한 관계를 disjointWith 속 

성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고층/저층/중층 아 

파트를d曲ointWith로 선언하면, 고층아파트의 

모든 인스턴스는 저층과 중층아파트의 인스 

턴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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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설정보 온톨로지와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의 비교

: 구분 .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건설정보 온틀로지

연속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항목

표현가능(+ 조합) 

예)F4653+F4213

unionOt inteisectionOfL으로 

표현 가능

연속된 두가지 이상의 

항목

표현가능(/ 조합) 

예) F621/F629
oneOf으로 표현 가능

계층적 의미를 갖지 않는 

항목

표현가능(: 조합) 

예) F54LF533
속성을 정의하여 표현가능

계층적 의미를 갖는 항목
표현가능(〉조합) 

예) F541〉F435
subClassOf 관계로 표현 가능

5.2 속성의 관계

분류체계는 어떤 속성에 대한 정보도 포함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는 대부 

분의 저장 시스템은 개체와 속성 정보를 기반 

으로 하고 있다. 온톨로지는 속성을 자유롭게 

선언할 수 있다. 아울러 속성간의 관계도 다 

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 속성의 역 (inverse)

- 속성 의 전이적 (transitive)

- 속성의 대칭적(symmetric)

- 속성의 함수적 (functional)

- 속성의 역함수적 (inverseFuntional)
속성값의 제약은 인스턴스마다 속성을 다 

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아파트는 사용목적에 따라 국민주택, 민영주 

택,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한다. 통합건설정 

보분류체 계는 아파트를 층수를 기준으로 구 

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하 

는 것이 쉽지 않다. 온톨로지는 속성의제약을 

이용하여 이러한정보를표현한다.

〈리스트3〉은 아파트 구분 속성 이 허용하 

는 값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우선 아파트 

구분 속성은 정의역으로 아파트 클래스를 갖 

고 공역으로 국민주택, 중형국민주택, 민영주 

택 중의 하나의 값을 갖는다.

건설정보 온톨로지는 기계 또는 에이전트 

가 처리할 수 있는 풍부한 어휘(vocabulary) 

와 형식적 의미(formal semantics)를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건설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와 용어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건설정보 온톨로지를 건설 분야

<owl：Class rdf：ID="고층아파트”〉

<rdfs：subClassOf rdf：resource 스'#아파트7>

<owEdisjointWith rdf：reso나rcw느'#저 층아파트.”/〉

<owl-disjointWith rdf： 冀 source 느'#중층아파트”/〉 

</owl：Class>

〈리스트 2〉교차하지 않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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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DatatypeProperty rdf：ID스'아파트구분"〉

<rdfs：range>

<owl：DataRange>

<owl：oneOf rdf-parseType="Resource">

<rdf：rest rdf：parseT》此느'Resource”〉

<rdf-first rdf-datatype="http：//www.w3.org/2001/XMLSchema#string"

> 국민주택〈/rdf ：first>

<rdf-rest rdf：parseType 느'Resource”〉

<rdf：rest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nir7>

<rdf first rdf：datatype=,,http：/7ww^r.w3.org/2001/XMLSchema#string"

> 중형 국민주택 </rdf：first>

</rdf：rest>

</rdf：rest>

<rdf：first rdf：datatype="http7/www.w3.org/2001/XMLSchema#string"

> 민영주택 </rdf:fi「st>

</owKoneOf>

</owKDataRange>

</rdfs：range>

<rdfs：domain rdf：resource 느'#아파트'7>

</owl：DatatypeProperty>

〈리스트 3> 속성의 계약

에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높은 활용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기존 건설정보 분 

류체 계가 갖고 있는 정보 호환성 및 상호연계 

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국제화 표 

준기구가 제시한 표준들과의 상호호환이 가 

능하여 추가적인 정보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온톨로지에 정의된 어휘를 기반 

으로 의미 검색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온톨 

로지로 표현된 건설정보는 기계가 자동적으 

로 컨텐츠를 해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 준다.

6.결 론

지 금까지 통합건설정 보분류체 계 에 기 반한 

건설정보 온톨로지 및 가능한 적용 사례를 소 

개하였다. 건설정보 온톨로지는 단순한 분류 

체계와는 달리, 클래스들 사이에서의 다양한 

관계들 및 관계들 사이에서의 특정한 제약 조 

건들을 표현함으로써, 건설 사업 분야에서 발 

생하는 복잡한 사태들을 의미론적 인 수준에 

서 기술해 낼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를 써서 건설 부문 

의 지식을 표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렇게 잘 표현된 온톨로지를 이용하 

면 적격 질의 (competence question)에 대해 적 

절한 응답을 얻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별도의 추론 엔진을 구축하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하나, 간단한 적격 질의의 경우 Protg 

에서 제공하는 기본적 인 질의 탭 (Queries 

Tab)으로 처리하였다.

건설CALS/EC 사업의 원래 목표가 건설 

http%25ef%25bc%259a//www.w3.org/2001/XMLSchema%2523string
http%25ef%25bc%259a//www.w3.org/1999/02/22*-rdf-syntax-ns%2523nir7
r.w3.org/2001/XMLSchema%2523string
http7/www.w3.org/2001/XMLSchema%2523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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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통합적 관리인 이상, 궁극적으로는 온 

톨로지 기술이 건설CALS/EC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을 매개 

함으로 인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까지 

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연 

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상 본 논문을 통해 비로소 이 부문 연구는 막 

그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고 보이며 이 점 

에서 본 논문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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