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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의 웹 검색은 단순히 키워드 매칭만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와는 의미적으로 상이한 결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의미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웹 자원에 대한 정확한 의미 부여와 웹 자원들 사이의 의미 

적 연관성을 기술할 수 있는 지식 표현 수단인 온톨로지가 필요하다. 웹 기술 표준화 단체인 W3C에서는 

이와 같은 웹 자원에 대한 의미 표현 기술로 OWL(Web Ontology Language) 이라는 웹 온톨로지 언어를 

발표하였으나 아직 이를 효과적으로 저작, 편집할 수 있는 전용 도구의 개발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논문은 OWL의 생성 및 편집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저작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ABSTRACT

Current web search includes a lot of different results with information that user does not want, 
because it searches information using keyword mapping. Ontology can describe the correct meaning 
of web resource and relationships between web resources. And we can extract suitable information 
that user wants using Ontology. Accordingly, we need the ontology to represent knowledge. W3C 
announced OWL(Web Ontology Language), meaning description technology for such web resource. 
However, the development of a special tool that can effectively compose and edit OWL is inactive.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developed an OWL authoring system that can effectively provide the 
generation and edit about OWL.

키워드 : 시맨틱 웹, 온톨로지, OWL, 온톨로지 편집 도구

Semantic Web, Ontology, Web Ontlogy Language, Ontology Edit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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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현재 웹은 IT 인프라의 발달로 인해 다양 

한 정보원으로써 무한한 저장 능력을 갖춘 정 

보의 바다로 부각되었다. 웹에는 수많은 단체 

와 개 인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생성한 수많 

은 문서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정 

보의 폭발적 인 증가로 인해 유용한 정보를 효 

율적으로& 찾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1410].

이와 같은 문제점은 현재의 웹이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 기반의 표 

현 위주의 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현 위주의 웹은 단일 기종 내에서도 디자인 

의 변화에 따라 정보도 함께 표현해 야 하므로 

이는 생성된 정보들의 재사용성을 떨어뜨리 

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어 사람에 의한 정 

보해석과 같은 추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 

한 정해진 태그들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문서의 구조적 인 정보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정보 추출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HTML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X 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제안 

되었다[2]. XML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태 

그를 정의할 수 있고 문서의 구조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XML은 단지 문법 기 

술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정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부족하고 의미가 상 

속되지 못한다. 이러한 HTML과 XML의 단 

점을 보완하기 위 해 RDF가 제 안되었다. 

RDF는 시맨틱 웹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 

조로써 분산된 다양한 자원들을 기술하기 위 

한 것으로 상이한 메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교환 수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RDF는 정보간의 동치성과 

같은 관계에 대한 표현 능력 이 미 약하고 추론 

을 위한 규칙을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온톨 

로지, OIL(Ontology Inference Layer), 

DAML(DARPA Agent Markup Language) 
과 같은 언어가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언어를 

통해 정보의 표현력 부족을 해 결하고 효율적 

인 정보 교환을 통해 이기종 간의 정보 시스 

템 통합 뿐만 아니라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자동화된 웹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5,6].
이러한 기반 기술들을 토대로 기존 웹의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 시맨 

틱 웹이다[2]. 시맨틱 웹은 컴퓨터 스스로가 

웹에 연결된 정보의 의미를 인식하고 사용자 

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검색하여 검색된 정보 

에서 지식을 추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즉 사람이 웹 정보에 대하여 의미를 파악 

하고 의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획득, 

통합, 가공할 수 있는 웹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XML 

과 RDF는 컴퓨터가 XML 문서에 포함된 태 

그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절차적 추론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온톨로 

지의 개념이 필요하다[5]. 온톨로지는 응용프 

로그램 사이에서 웹 기반 지식 처리, 공유 재 

사용을 가능하게 흐卜고,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자와 구입자간의 기계기반의 의사소통을 가 

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온톨로지는 

XOL( XML-based Ontology Exchange 

Language), 0ML(Ontology Markup Language), 

SHOE, OIL, DAML + OIL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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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다양한 온톨로지 언어를 바탕으 

로 온톨로지 관련 브라우저, 편집기, 분석기, 

추론 엔진 등의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 있지 

만 기존의 온톨로지 저작 시스템은 각기 다 

른 온톨로지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각 

기 다른 방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온톨로 

지를 저작하고 탐색함에 있어 서로 연동하기 

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W3C를 중심으로 온톨로지 언어에 대한 표준 

화 작업 이 진행되어 새로운 온톨로지 언어인 

OWL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웹 자 

원에 의미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온톨로 

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없이도 온톨로지 

문서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온톨로지 저 

작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외에서 온톨로지 저 

작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 

지만, OWL을 위한 전용 시스템 이 미흡한 실 

정 이며 기존의 시스템들은 다양한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여 온톨로지 전문가 

들조차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온톨로지 문서를 그래 

픽 인터페 이스를 통하여 쉽게 생성 및 편집 

할 수 있고 복잡한 온톨로지 문서를 효과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OWL 저작 시스템을 설 

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서 기존 온톨로지 편집 도구에 대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한 OWL 저작 시 

스템의 각 기능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하여 설 

명한다. 4장에서는 기존 온톨로지 편집 도구 

와 제안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Protege OWL Plugin 과 ezOWL Plugin

Prot6g6는 국립의료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후원을 받아 스 

탠포드 의과대학의 의료정보학과(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tanford Medical 

Informatics)에서 지식 기반의 구조를 작성하 

기 위한 시스템으로 15년간의 연구 기간을 거 

쳐 개발되었다. Prot如&는 다른 지식 표현 언 

어와 호환이 가능하며, 온톨로지의 생성 및 

수정을 위한 확장이 용이하여 현재 가장 광범 

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온톨로지 개발/관리도 

구이다. 그리고 다양한 온톨로지 언어의 

import/export 기능, 지식기반 데 이터베 이스 

구축을 통한 질의 기느 추론 기능 등의 풍부 

한 플러그인을 통한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스탠포드에서 개발된 OWL Plugin과 국 

내에서 개발된 ezOWL Plugin을 포함하고 있 

는 Protege 3.0 버전은 온톨로지 언어의 표준 

으로 자리 잡고 있는 OWL에 대한 편집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9,14]. Prot衰의 경우 오랜 

개발 기간만큼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이지만 

OWL이 표준화 되기 이전부터 개발되었던 도 

구이기 때문에 Prot6館의 내부 온톨로지 모델 

은 OWL에서 제공하는 표준 온톨로지의 개 

념(concept)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Protege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의된 개념들을 사용하 

고 있어 OWL을 위한 전용 도구로써 적합하 

지 않다 [3,7,14]. 따라서 Prot整의 경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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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톨로지 표현을 내부 온톨로지 모델로 변 

환함으로써 범용적 인 온톨로지를 개발/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적합하지만, 표준 OWL을 

작성하기 위한 전용 편집 도구로 활용하기에 

는 부적합한 실정 이다.

2.2 에Ed

맨체스터 대학에서 개발된 OilEd는 

DAML + OIL에 기반으로 트리(tree) 방식으 

로 온톨로지를 편집하는 도구이다. 초기 

OilEd는 OIL을 기반으로 하는 간단한 프리 웨 

어 개발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전반적 인 온 

톨로지 구축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OilEd는 FaCT(Fast Classification of 

Terminologies) 추론 기관과 연결하여 

DAML + OIL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FaCT의 추론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 

템은 DAML + OIL의 풍부한 표현력과 다양 

한 제약조건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 

으나, 시각적 인 온톨로지 편집 환경을 제공하 

지 못함으로 대규모의 온톨로지 개발에 부적 

합하다 [3,8,12].

2.3 OntoEdit

OntoEdit은 독일의 ontoprise GmbH 사에 

서 개발하였으며, 그래픽을 이용하여 온톨로 

지의 생성과 유지보수을 제공하는 온톨로지 

공학 환경 (Ontology Engineering Environment) 

을 구축하고 있다. OntoEdit은 강력한 내부 

온톨로지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델은 개 

념(concept), 관계(relation), 원칙(axioms)이 

가능한 중립적 모델링 표현 언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관적 인 인터페 이스를 통하여 온 

톨로지에 대한 시각화 및 탐색을 지원하고 있 

다. 하지만 OntoEdit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부 

온톨로지 모델은 표현력에 있어 제 약조건 및 

동치관계를 명시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13,16].

3. OWL 저작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OWL 저작 시스템은 

현재 W3C를 중심으로 온톨로지의 표준화를 

위해 제안된 웹 온톨로지 언어인 OWL을 기 

반으로 GUI 인터페 이스와 시각화 모듈을 통 

하여 OWL 문서를 직관적으로 편집하고 분 

석할 수 있다. 전체 시스템 구조는〈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OWL 저작 시스템은 텍스트 파일 형태의 

OWL 문서를 입력 받아 내부 데 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파서(Parser), 온톨로지 의미 구성 

요소들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내부 데 이터 

모델, 내부 데이터 모델을 사용자에게 시각적 

으로 표시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GUI 인터페 이스 구축된 온톨로지의 정보들 

을 시각화하여 확인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시각화 모듈(Visualizer), 그리고 최종 

적으로 생성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시 OWL 

문서를 생성해 주는 직렬화 모듈(Serializer) 
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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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WL 저작 시스템의 구조

3.1 파서 설계 및 구현

파서는 OWL 문서의 구문을 검사하고, 

OWL 문서에 포함된 의미표현 요소들을 추 

출하여 내부 데 이터 모델을 구축한다. 파싱 

(parsing)은 OWL 문서를 입력받아 먼저 

Jena[ll] 온톨로지 모델을 구축한 후 내부 데 

이터 모델로 변환한다. 파서는 OWL 의미 요 

소마다 Jena 모델을 내부 데 이터 모델로 변환 

하기 위한 메소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파싱은〈그림 2〉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도 

록 설계하였다. 입력된 텍스트 형태의 OWL 

문서를 먼저 pre-parsing 단계에서 Jena API 

를 통해 Jena Ontology 모델을 생성한다. post- 

parsing 단계에서 Jena Ontology Model을 참 

조하여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될 Internal Data 

Model로 변환한다. 변환 단계는 먼저 온톨로 

지의 헤더 정보를 확인하여 온톨로지에서 사 

〈그림 2> 파싱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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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Namespace를 내부 모델에 등록하고, 

named Class, Property, Individual에 대한 

Dummy 객체를 생성한다. 생성된 Dummy 객 

체가 생성된 후에는 모든 객체에 대해 해당 

객체가 갖고 있는 세부 의미 요소들을 추출하 

여 내부 모델에 반영하고 이들 간의 참조관계 

를 연결하도록 구성하였다.

3.2 내부 데이터 모델 설계 및 구현

파싱 단계에서 추출된 요소들은 내부 데 이 

터 모델로 변환하여 메모리에 저장함으로써 

신속하고 빠른 참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OWL 
문서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내부 데 이터 모델 

은 OWL 스펙에서 요구하는 의미 표현을 충 

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owlDocument, 

owlObject, owlClass, idClass, anonymousClass, 

oneO£ complexClass, Axiom, Property, Individual, 

dNamespace, dataValue, Identifier, Restriction, 

Relation의 15개의 클래스를 정의하였다. 

owlDocument는 내부 데이터 모델의 최상위 

객체로 온톨로지의 모든 의미요소들을 포함 

하며, Class, Property, Individual 등 자원 식 

별자를 통해 접근하는 객체에 대한 

HashTable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빠른 객체 

참조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추가적 

으로 사용자 인터페 이스에서 빈번하게 이용 

되는 Class와 Property의 트리 모델도 내부 데 

이터 모델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그림 3> 
은 내부 데 이터 모델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으 

로 각각의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내부 데이터 모델에 정의된 각각의 객체는 

OWL 스펙에서 정의한 의미 요소들과 1：1로 

대응되도록 하였으며, 의미 요소들을 저장하 

기 위한 멤버 변수들과 이들을 조작하기 위한 

메소드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통해 발

owlDocument P dataValue—|

P pnl„Dacument |

〈그림 3> 내부 데이터 모델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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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된 Action을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로 구성하 

였다.

3.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OWL은 온톨로지 생성을 위한 풍부한 표 

현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의 

설계에서도 모든 표현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WL 명 

세서 분석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Class, Property, Individual, Axiom, 

Header, Namespace 6개의 모듈로 나누어 설 

계하였다• Class, Property, Individual 모듈은 

기본적인 OWL 요소를 정의하며, Axiom 모 

듈에서는 하나의 Class나 Individual 상에서 

정의할수 없는 Disjoint With, AllDifferent 요 

소를 정의하도록 하였다. Header에서는 OWL 

온톨로지의 헤더 정보인 versioninfo, 

prior Version, import, backCompatibleWith, 

inCompatibleWith를 정의한다. Namespace 인 

터페 이스에서는 온톨로지 내부에서 사용하는 

Namespace에 대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표 1〉은 각 인터페 이스 모듈별 기능을 나 

타내고 있다.

3.3.1 Class 정의 인터페이스

Class를 크게 named Class, anonymous Class, 

one-of, union Class, intersection Class, 

complement Class로 구분하여 구현하였으며, 

일반적 인 named Class를 정의하는 사용자 인

〈표 1> 인터페이스 모듈별 기능

Class Property Individual

• Annotation 정의 - Annotation 정의 • Annotation 정의

-ID, Label, Comment -ID, Label, Comment -ID, Label, Comment

• subClassOf • subPropertyOf • Individual간 관계

• equivalentclass • equivalentProperty -samelndividualAs
• Restriction 정의 • inverseProperty -differentFrom
-Cardinality
-Property Restriction

■ Class Combination
-intersectionOf
-unionOf
-complementOf

. Domain
• Range
- Property 특성 정의

-Functional
-inverseFunctional
-Symmetric
-Transitive

- Relation 정의

Axiom Header Namespace

• AllDifferent . versioninfo ■ Namespace 추가/삭제

• disjointWith • prior Version
• backwardCompatibleWith
• inCompatibleWith
. import

• Default Namespace 설정



28 한국전자거 래 학회지 제 10권 제 3호

佥—

Fils Help

.•드」희⑶

沖"53“ & subOassOf

•细

ClossB — 
|Beauphis

"mtMWne 
AmedcarNWw

"伊 food:* ”려:3Couee 
■@ Bwfeaux

'■■■©Saaerr*  
■<@3ursM«**  
■0 C*>em (妒55 
-G CabernetSauvigwn 
-G CaStwni***

CtwdomW
-sa foodCheesef*MsOs»erti  
，每 CherSeMr*

foodConsunwftleThng 
x food疋处FZ*  
斗"-tood:Dess«t

部 foodCheesS 
ss toodSweetD 
food:Fow<

(OodOarkMec 
foodUgHMet

Camari

food Normed 
imd-ReiMRA

0owtming
軌 VWie ard (ResiridiorgsV珈e」8**n. BeM火HsRegn)))

odProp«ty

ahFfwsnBvot 融0*濯e 
fGwmwG(哗*

〈그림 4〉named Class 생성 인터페이스

터페 이스는〈그림 4〉와 같다. ① Class Tree, 

② Annotation 정 의 부 , ③ Super 

Class( Equivalent Class) 정의부, ④ Restriction 
정의부로 구성하였으며, ①은 온톨로지에 정 

의된 모든 Class들의 Sub Class 관계를 트리 

형태로 표시한다. 선택된 Class에 대해 우측

세부 정보 패널(②, ③, ④)에서 수정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②에서는 해당 클래스에 대 

한 메타데이터(Namespace, ID, Comment, 

Label)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은 선 

택된 Class의 Super Class(혹은 equivalent 

Class)를 정의하며, 다양한 형태의 anonymous 

〈그림 5> Complex Class 편집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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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를 정의 할 수 있다. ④는 Restriction을 정 

의하는 부분으로 Cardinality, maxCardinality, 

minCardinality 등의 Cardinality 정보와 

AllvaluesFrom, someValuesFrom, hasValue 등 

의 Property Restriction을 정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union Class, intersection Class, complement 

Class 등의 Complex Class는 필요시 Complex 

Class 편집창을 통해 생성하게 된다.〈그림 5> 

는 Complex Class를 편집하기 위한 인터페 이 

스이다. Complex Class 편집 인터페이스는 

Tree 형태로 내부 요소들을 표현하여 세부 요 

소들의 편집 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3.3.2 Property 정의 인터페이스

OWL의 Property는 기본적으로 rdf： Property 

의 Sub Property이며, 크게 owl：Datatype 

Property-^]- owl ： ObjectProperty로 구분할 수 

있다. owl ： D ata type - Property 는 속성 값으로 

리터럴(Literal) 값을 가지며, owl：Object 

Property는 속성 값으로 Individual을 갖는다 

는 큰 차이점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人卜용^ 인터페이스에서 

owl：Datatype Property는 魁로, owl:Object 

Property는 ❷로 그리고 다른 온톨로지에서 

정의된 Property를 참조하여 사용하는 

Imported Property는 璃로 표시하였다.

〈그림 6〉은 Property 생성을 위한 인터페 이 

스를 보여준다. 인터 페 이 스는 크게 ① 

Property Tree, ② Annotation 정의부, ③ 

Relation 정의부, ④ Domain & Range 정의 

부, ⑤ Property 속성 정의부로 구성하였다. 

①은 모든 Property의 Sub Class 관계를 트리 

형태로 표시하며, Property를 선택하여 우측 

패널(②, ③, ④, ⑤)에서 세부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②는 Class 인터페이

〈그림 6> Property 생성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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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직렬화 모듈의 처리 과정

스와 동일하며, ③은 선택된 Property의 Super 

Property, inverse Property를 정의할 수 있도 

록 하였다. ④는 해당 Property가 사용될 수 

있는 Domain과 취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하는 

Range를 정의하며, Equivalent Property를 선 

택한 경우 선택된 Property와 동일한 Domain 

및 Range를 갖는다. ⑤는 Property의 논리적 

인 특성 (Functional, inverse Functional, 

Symmetric, Transitive)을 정의하며, 선택된 

Property가 owl：ObjectProperty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3.4 직렬화 모듈 설계 및 구현

직렬화 모듈은 편집된 내부 데이터 모델을 

다시 텍스트 형태의 OWL 문서로 변환한다. 

직렬화 모듈은 내부 데 이터 모델의 각 요소들 

을 XML-DOM 모델로 변환하기 위한 메소 

드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요소들이 

XML-D0M 모델로 변환되면 JDOM의 

XMLOutputter 객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텍스트 형식의 OWL 문서를 반환하도록 구 

현하였다.〈그림 7〉은 직렬화 모듈의 처리 과 

정을 표현하고 있다.

직렬화 모듈은 내부 모델의 Class, Property, 

Individual, Axiom 등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XML 형태로 변화하기 위해 메소드를 제공 

하도록 구현하였다. 사용자의 Action에 의해 

수정된 내부 데이터 모델을 저장하기 위해서 

는 직렬화 모듈을 통해 텍스트 형태의 OWL 
문서로 변환해야 한다. 직렬화 모듈은 매칭 

규칙을 통해 내부 데 이터 모델을 XML-D0M 

모델로 변환한다.〈그림 8〉은 직렬화 모듈에 

의해 변환된 OWL 문서를 export한 화면을 보 

여주고 있다.

3.5 시각화 및 탐색 모듈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저작 시스템의 시각화 

및 탐색 모듈은 구축된 의미 정보들을 직관적 

으로 판독할 수 있도록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 

고 객체들을 선택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온톨로지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각화 

및 탐색 모듈에서 온톨로지의 의미 요소인 

Class, Property, Individual을 각각의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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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직렬화 모듈의 처리 결과

(Node)로 표현하며, 이들 간의 관계는 아크 

(Arc)로 표현한다. 시각화 및 탐색 모듈은 

Graph Layout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15]. 

Visualization 탭 이 선택되면 온톨로지에 구축

된 의미 요소들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초기화 

하며, 탐색 과정에서 선택된 노드와 인접한 

노드를 중심으로 화면을 재구성하여 표시하 

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탐색 과정에서 자유로

〈그림 9> 시각화 및 탐색 모듈의 실행 화면

http://mra.u3.org/13&9/D2/22-rd%25c2%25a3-5rntax-nsF
http://wwv.u3.oi:g/2002ZO?/ovir
http://www.v3.ocg/20(50/01/rdf-%25c2%25bbclieM%2523
http://ww.H3.Qrg(,2DOJ/sw/UehOn%25e2%2582%25ac/guide-3tc/%25c2%25a3ood%2523
http://WMW.c3
http://iena.hpl.hp.com/20D3/08/jnsf
http://wtra.%25c2%25ab3.ai%25ef%25bc%259a9/2001/sv/%25c2%25bbeb0nt/5ui%253cis-5i:c/HWw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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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Zoom-in, Zoom-out 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체 노드의 수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선택 

노드와 몇 단계까지 연될된 노드를 표시할 것 

인지에 대한 locality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였다.〈그림 9〉는 시각화 및 탐색 모듈의 실행 

화면을 보여준다.

4. 비교분석

본 논문을 통해 구현된 OWL 저작 시스템 

은 OWL 온톨로지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기 

본적인 파서, 인터페이스 직렬화 모듈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구축된 온톨로지를 쉽게 관 

리, 분석 할 수 있도록 시각화 및 탐색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OWL 저작 도구의 기 

능을 바탕으로 기존 저작 도구와 비교 분석하 

였다.〈표 2〉는 OWL 저작과 온톨로지 관리 

에 필요한 기능 명세와 그 기능 지원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Prot6g6는 처음 의료분야의 지식 정보에 대 

한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작된 온톨

로지 저작 시스템으로 개발 초기에는 자체 모 

델을 사용하여 호환성 이 떨어진다는 단점 이 

있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통하여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플러 

그인을 통한 확장성은 Prot6g6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부 데 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ProtSgS의 온톨로지 모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OWL을 위한 전용 편집 도구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또한 Protege ezOWL Plugin의 경 

우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Protege 

OWL Plugin의 경우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OWL의 편집 및 분석이 용이하 

지 못하다. OilEd는 DAML + OIL을 기반을 

두고 있어 DAML + OIL에 적합한 인터페이 

스로 고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온톨로지에 대 

한 시 각화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복잡하고 거 

대한 온톨로지를 생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OWL과 DAML+OIL의 문법이 

유사하지만, OWL의 표현력 이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제약조건을 지정할 수 있어 OilEd를 

확장하는데 많은 문제점 이 따른다. 하지만 본 

〈표 2> 온톨로지 저작 시스템의 지원 기능 비교

Protete
OWL Plugin

Protete 
ezOWL Plugin

OilEd OntoEdit 제안 시스템

모델 언어 OWL OWL DAML+OIL 자체 온톨로지 OWL

온톨로지 

데이터 모델

기존 Protete 
데이터 모델

기존 Protete 
데이터 모델

DAML+OIL
spec.

자체 온톨로지 OWL spec.

표현력 중 중 상 중 상

시각화 X o X O o
탐색 기능 X X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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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제안한 OWL 생성 시스템은 새로 

운 표준인 OWL을 위한 전용 저작 시스템으 

로써 효율적으로 온톨로지를 작성/편집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도구와 비교하여 OWL의 표 

기법과 제약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있어 온톨 

로지 표현력 이 우수하고, 시각화 및 탐색 모 

듈을 지원함으로써 복잡한 온톨로지를 효과 

적丄로 분석할 수 있다.

5.결 론

현재 국내외에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활 

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맨틱 웹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와 제품을 개 

발 중이다. 하지만 W3C에서 온톨로지 표현 

언어로 제정하고 있는 OWL 기반의 온톨로지 

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전용 

저작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WL 기반의 온톨로 

지 문서를 파싱하여 내부 데 이터 내부 데 이터 

모델로 구축하고 시각적인 GUI 인터페이스 

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OWL을 생성/편집할 

수 있는 저작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OWL에서 지원하는 모든 표 

현들을 수용하기 위해 Class, Property, 

Individual, Axiom, Header Info, Namespace 
에 따른 분리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각각에 대한 내부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 

고 구현하였다. OWL 저작 시스템에서 사용 

하고 있는 내부 데이터 모델은 W3C의 온톨 

로지 표현 언어인 OWL 스펙의 분석을 통하 

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풍부한 표현력과 호환 

성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그래프 기반의 시각화 및 탐 

색모듈은 구축된 의미요소들을 노드 앤 아크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함으로써 요소들 간의 

관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탐색기능을 통해 의미들을 추적함으로써 보 

다 효율적 인 온톨로지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 

고 W3C의 표준인 OWL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맨틱 웹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톨로 

지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Topic Map과 같은 다 

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온톨 

로지를 OWL로 변환하여 통합 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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