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맨틱 웹을 이용한 XBRL의 비즈니스 
활용성 개선

Improving Business Usability of XBRL Based on Semantic Web Approach

표진(Pyo Jin Jeon)
*
, 이명진(Myungjin Lee)

*
,

김우주(Wooju Kim)
**
, 홍 석(June S. Hong)

***

   록

융  재무정보를 포함한 기업정보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지는 동시에 많은 정보를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환하고 하게 가공하여 사용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특히 IT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이를 한 다양한 근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XBRL이 그 표

인 라 할 수 있다. XBRL은 컴퓨터가 데이터 간의 계를 인식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XML 기반의 기업 업무보고용 언어이다. 이는 각 데이터에 정황  요소를 포함하는 태그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수요자로 하여  정확한 정보의 생성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정보공 자와 

수요자간의 효율  정보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표 이다. 하지만 XBRL은 단순히 데이터
를 구조화하고 표 하기 한 XML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의미기반의 웹 환경을 한 시맨틱 웹 기술을 이용하여 XBRL 정보의 

공유와 재사용, 그리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즉, XBRL로 표 된 정보에 
의미정보를 추가하여 XBRL 지식의 공유와 재사용, 새로운 지식의 발견  추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화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XBRL의 분류체계와 그의 인스턴스 

문서를 온톨로지화하기 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 게 온톨로지화된 XBRL의 지식이 어떠
한 장 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ABSTRACT

It is crucially important to exchange and manage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an or-
ganization for the reason of complexity and diversity of information caused by its implicit 

information involved. Especial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various approaches appeared to manage financial data of organization. For example, XBRL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is one of the technologies dealing with the 

above criteria. Basically, XBRL is a business reporting language to define and exchange 

financial information, such as a financial statement of organization. XBRL is an inter-
national standard which enabl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information pro-

viders and consumers by adding the tags involving the information of circumstantial fac-

tors of data. However, XBRL is not able to describe semantics because XBRL is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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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entally based on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having the purpose of expressing 

and structuring data.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nable semantic information to XBRL 
through the semantic technolog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an ontologization of the 

knowledge to perform sharing, reusing, discovering, and inferring the knowledge described 

and conducted by XBRL.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 this paper suggests the 
methodology for the ontologization of the category and instance document of XBRL. Fur-

thermore, this paper points out the possibility of suggested methodology in a practical 

business through indicating the advantages of the knowledge described by XBRL.

키워드： XBRL 확장형 재무보고 용언어, 시맨틱 웹, 온톨로지 

XBRL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Semantic Web, Ontology

1. 서  론

융  재무 정보를 포함한 기업정보는 복

잡하고 다양한 동시에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환하고 하게 가공하여 

사용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더욱이 융

련 산업에서 정보자산을 효율 이고 효과 으

로 사용하는 일은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  하나이다.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

라 기업정보를 활용하기 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표 인 가 확장형 

재무보고 용언어인 XBRL(eXtensible Busi-

ness Reporting Language)[19]을 통한 기업 정

보의 보고  활용이다.

한국의 경우 융감독원은 지난 2001년부터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메타

데이터(Metadata)를 이용하여 융회사로부

터 정기보고서를 받아 이를 상시 감사  감독

의 업무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XML 방식의 

업무보고 시스템은 컴퓨터가 회계수치의 정보

와 상 계 등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

터의 검증 기능이 미흡하고, 업무보고서의 내

용에 한 다양한 분석모형이 제공되지 못해 

융회사의 경 실태를 종합 이고 심층 으

로 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4]. 이에 비해 국

제표 으로 채택된 XML 기반의 XBRL은 컴

퓨터가 회계수치의 정보  상 계 등을 인

식하도록 설계된 XML 기반의 산언어로서, 

검증기능이 향상되어 데이터의 신뢰성이 제고

될 뿐 아니라 자동변환용 소 트웨어를 이용

하여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한 

입수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다양한 분석모

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융회사의 재무

상황을 심층 이고 입체 으로 악할 수 있는 

종합재무분석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해 진다[1]. 

이를 해 융감독원은 2010년부터 XML 기

반의 시스템에서 XBRL 기반으로 면 환할 

계획이며, 재 미국연방 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유럽

은행감독 원회(CEBS, Committee of Euro-

pean Banking Supervisors), 일본은행(BOJ, 

Bank of Japan) 등 선진 융감독기 이 XBRL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XBRL은 문서 심의 데이터를 구

조화하기 한 XML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

는데 한계가 있다. 즉, XBRL로 표 된 정보

는 의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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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분류체계에서 사용된 이음동의어를 

교차 분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

고 있으며, 한 서로 다른 출처로부터 발견

된 정보나 서로 다른 분류체계의 정보를 통합

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문제는 동일 회사의 서로 다른 버 의 

XBRL 문서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

한 분류체계지만 다른 버 의 사이에서도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괴리는 곧 비용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XBRL로 표

된 융정보를 표 , 리, 융합, 검색  교

환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해

서는 시맨틱 웹 기술의 용이 실히 필요하

다. XBRL의 창시자인 Hoffman 한 그의 

을 통해 XBRL의 다음 과제로 시맨틱 기술을 

언 한 바 있다[18]. 시맨틱 웹 기술은 웹 상

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써 데이터의 추상 인 표 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기계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함

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XBRL에 시

맨틱 웹 기술을 용하여 XBRL 문서를 구성

하는 구성 요소에 의미  정보를 부여함으로

써 XBRL의 온톨로지에 비즈니스 규칙을 

용할 수 있으며, 추론 기능을 통해 새로운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등의 장 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BRL과 XBRL의 

선언에 따라 생성된 인스턴스 문서를 시맨틱 

웹 환경에 활용 가능하도록 온톨로지화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XBRL과 그 

인스턴스 문서를 시맨틱 언어인 RDF(Reso-

urce Description Framework)와 OWL(Web 

Ontology Language)을 이용하여 온톨로지화

하고, 이를 통하여 시맨틱 XBRL의 필요성과 

응용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

를 한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

째, XBRL 분류체계(XBRL Taxonomy)를 구

성하고 있는 XBRL의 스키마와 XBRL 링크

베이스를 OWL 언어를 이용하여 온톨로지로 

변환하는 과정과 두 번째로 XBRL의 인스턴

스 문서(XBRL Instance Document)를 온톨

로지의 구조에 맞게 변환하는 과정으로 구성

된다. 이를 해 기존 XBRL의 시맨틱 변환

을 한 연구로부터 XBRL의 의미 정보를 충

실히 반 할 수 있는 온톨로지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차 조표 로토

타입(prototype)을 통해 시맨틱 XBRL이 어

떻게 용되고, 실제 업무환경에서 어떻게 활

용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복잡한 기업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XBRL의 시맨틱 웹 기술 

목은 융 지능정보시스템의 발 에 큰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

서는 본 연구와 련된 다양한 련 연구에 

해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XBRL과 그 인

스턴스 문서를 온톨로지화하기 한 방법론

에 해 다룰 것이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

에 제안된 XBRL의 온톨로지화 방법론의 

성을 보여주기 해 재무제표를 XBRL로 

생성하고, 이를 온톨로지화 한 후 온톨로지 

편집도구를 이용해서 유효성을 검증하 다. 

제 5장에서는 시맨틱 XBRL의 활용방안에 

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

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해 다룰 것이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시맨틱 웹  XBRL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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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더불어 XBRL 문서를 온톨로지화하기 

한 련 연구에 해 살펴본다.

2.1 시맨틱 웹(Semantic Web)

시맨틱 웹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창시자인  버 스 리(Tim Berners- 

Lee)에 의해서 제안된 차세  웹으로 웹 상

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써 컴퓨터가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컴퓨터

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웹이다[9]. 컴퓨

터가 이해할 수 있는 잘 정의된 의미를 기반

으로 의미  상호운용성을 실 하여 다양한 

정보자원의 자동화 처리, 데이터의 통합  

재사용 등을 컴퓨터가 스스로 수행하고 인간

과 컴퓨터 간의 효과 인 력체계를 구축하

기 한 것이다.

이러한 시맨틱 웹을 지원하기 한 언어로

써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와 RDFS(RDF Schema), OWL(Web Onto-

logy Language) 등이 있다. RDF는 웹에 존재

하는 자원을 기술하기 한 언어이며[22, 24], 

RDFS는 RDF 자원의 속성과 클래스를 정의하

기 한 언어이다[11]. OWL은 RDF나 RDFS 

보다 확장된 표 력을 제공하기 한 온톨로

지 언어로서, 특정 도메인에 한 공유되는 

일반 인 이해와 개념  개념들 사이의 

계를 표 한다[8, 25]. 시맨틱 웹 언어로 작성

된 온톨로지는 특정 도메인 내에서 공유되는 

웹 자원의 의미와 그들 사이의 계 정보를 

명시 이고 체계 인 형태의 계층구조로 표

하기 해 사용되며[17], 이를 통해 사람이 

표 한 실세계의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교환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따라서 XBRL의 언어와 시맨틱 웹 기술의 

목은 구조 정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XBRL에 의미 정보를 포함하고 그들 사

이의 계를 정의함으로써, 기계들 사이의 정

보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능화 된 정

보의 처리와 향상된 서비스  응용 애 리

이션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2.2 XBRL

XBRL은 차세  인터넷 언어인 XML을 기

반으로 만들어진 기업 업무보고용 국제 표

화 언어이다[19]. XBRL을 이용해서 기업들

은 재무제표, 감독기 제출보고서, 자 차입

보고서 등을 보고할 수 있다. 기존의 기업정

보는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정보공

자와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를 원하는 정보

수요자로 인해 원활하게 이동되지 못하 으

며, 한 정보 유통비용의 부담과 정보 오류 

등의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 간의 

계정보와 정황 인 요소(date, unit 등)를 포

함하고 내부 으로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는 

XBRL을 사용할 경우 정보조작이 어려우며 오

류 감소로 인한 정보의 신뢰성 증가, 정보 

비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 분석, 그리고 활용 

시 발생하는 비용도 일 수 있다. 즉, XBRL

을 사용하면 정보수요자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른 기종간에 자료작성과 변환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

고, 기업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정보의 유통과

정에서 XBRL은 기업과 기 , 기업과 사람간

의 기업정보를 보다 값싸고 빠르며 효율 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기반 구조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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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ssets 엘리먼트의 정의

XBRL은 크게 DTS(Discoverable Taxono-

my Set)와 이를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포

함하고 있는 인스턴스 문서(Instance Docu-

ments)로 구성된다. DTS는 하나 이상의 분

류체계(Taxonomy)를 포함하는 집합을 나타

내며, 하나의 분류체계는 데이터의 구조를 정

의하는 분류체계 스키마와 데이터 구조의 각 

요소들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링크

베이스(Linkbase)로 이루어진다. 분류체계 스

키마는 업무보고와 재무보고의 필요에 맞추

어 문서의 구조(Structure)와 내용(Content)

을 정의하기 한 부분으로서, 분류체계 엘리

먼트에 한 정보(이름, ID, 다른 특성들)를 

장한다. 기술 인 에서 이러한 XBRL 

스키마는 특별한 사업업무와 재무보고의 필

요에 맞추어진 XML 스키마[10, 13, 31]로서, 

서로 련성이 없는 엘리먼트의 집합을 정의

한다. 즉, XBRL 스키마의 주된 목 은 컴퓨

터에게 회계용어를 어떻게 표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를 들어, XBRL 스키마에서 엘리먼트는 자

산이나 부채, 수익과 같은 비즈니스 개념의 

요 특성들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표 한다. 이러한 엘리먼트의 정의는 규정들

의 특별한 집합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림 1>은 Assets 엘리먼트의 정의를 단순

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name 속성은 엘리먼

트의 이름을 나타내며, periodType 속성은 

해당 엘리먼트의 기간  특성을 지정한다. 

한 balance 속성은 credit이나 debit과 같은 

흐름을 지정하기 해 사용되며, 마지막으

로 type 속성은 해당 엘리먼트의 데이터 타

입을 지정하기 한 속성으로서 기본 으로

는 XML 스키마의 기본 데이터 타입을 사용

한다.

링크베이스는 분류체계 스키마에서 정의된 

엘리먼트 사이의 계를 제공하며 표  링크

베이스(Presentation Linkbase), 이블 링크

베이스(Label Linkbase), 계산 링크베이스(Cal-

culation Linkbase), 참조 링크베이스(Refer-

ence Linkbase), 정의 링크베이스(Definition 

Linkbase)로 구성된다. 표  링크베이스는 분

류체계의 내용을 히 구조화하기 하여 

엘리먼트 사이의 계에 한 정보를 나타내

며, 이블 링크베이스는 서로 다른 목 을 

한 각각의 이블들을 장한다. 계산 링크

베이스는 기본 인 유효성 규칙에 한 정의

를 포함하고 있으며, 참조 링크베이스는 엘리

먼트와 외부 기  혹은 다른 표  사이의 

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정의 링크베이스

는 분류체계 개발자에게 엘리먼트 사이에 다

른 종류의 네 가지 계(general-special, es-

sence-alias, requires-element, similar-tuples)

를 정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으로 XBRL의 분류체계 스키마와 그 인

스턴스 문서를 상으로 시맨틱 웹을 한 

온톨로지 형태로 변환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

어 클래스와 속성 간의 상하  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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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해 표  링크베이스의 정보를 활용

하게 된다.

재 XBRL은 다양한 융 시장에서 극

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증

권거래 원회가 XBRL 기반의 재무 정보 제출 

의무화를 확정하 으며[5], 이러한 흐름은 미

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국 등에 속히 

되고 있다[6].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융감독원이 지난 2007년 재무정보를 XBRL 

기반의 보고서로 변경하겠다는 지침을 발표

하 으며, 국세청도 도입 정에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해 XBRL 

서비스를 극 으로 도입한 코스닥 상장기

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늘어났다는 실증

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3]. 한 마이크로

소 트(Microsoft) 사는 XBRL을 이용하여 투

자자들에게 기업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필요한 

비용을 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쉽게 정보

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30]. 모건 스탠

리(Morgan Stanley) 사는 기업을 분석하기 

해 평가모델을 만드는데 있어서 XBRL을 활

용하고 있다[30]. 이처럼 XBRL을 단순한 공

시의 목 이 아닌, 략 인 근으로써 자발

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

에 더하여 XBRL은 국제회계기 (IFRS)의 도

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화 되고 

신 BIS 약이 발효되면서 회계 련 IT 컴

라이언스(compliance)를 충족시켜  수 있는 

주요 방안  하나로서 각 받고 있다.

2.3 XBRL 문서의 온톨로지화

최근 웹에서의 데이터 공유와 재사용  

지능형 서비스의 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시

맨틱 웹 환경의 지원을 한 XBRL의 온톨로

지화와 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De-

clerck와 Krieger는 XBRL 스키마를 XML 스

키마에서의 단순타입(Simple Type)과 복합

타입(Complex Type), 그리고 속성  엘리먼

트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을 서술논리(Des-

cription Logic)에 기반한 OWL의 클래스와 

속성으로 응시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12]. 하지만 Declerck와 Krieger의 논문

에서는 단순히 XBRL의 스키마만을 그 변환

의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변환, 

그리고 링크베이스에 한 부분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한 XML 스키마로 선언된 그 

의미를 충실히 변환하지 못하 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를 들어, XBRL 스키마에

서 속성 선언 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속

성을 선언하기 한 use = “required”와 같은 

선언구문의 변환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Raggett은 XBRL 문서에 나타나는 개념을 

RDF의 공백노드(Blank Node)를 이용하여 RDF 

Turtle(Terse RDF Triple Language) 구조[7]

로 표 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27]. 하지만 

Raggett의 연구는 RDF의 구조를 기반으로 변

환을 수행하 기 때문에 XBRL 스키마의 단

순타입에 해서는 변환을 수행할 수 있지만, 

XBRL 스키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합타입의 선언에 해서는 한 변환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를 들어, 복합타입에

서는 restriction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해당 

엘리먼트가 갖는 내용을 기술하지만, RDF를 

이용해서는 이러한 의미를 명확히 선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MUSING(MUlti-industry, Semantic-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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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generation business INtelliGence)1)에서

는 XBRL에 정의된 메타데이터(Metadata)의 

구조와 기업보고 데이터를 한 온톨로지 표

방법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23, 29]. 그

들은 연구에서 첫 번째로 XBRL을 온톨로지

화 가능한 메타모델로 변환한 후 Declerck와 

Krieger의 연구[12]에 기반하여 변환을 수행

하고, XBRL 인스턴스 문서를 이에 맞추어 변

환하 다. Declerck와 Krieger의 연구에서 고

려되어 있지 않은 링크베이스에 한 변환을 

포함하 지만,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MU-

SING에서 제안하고 있는 몇 가지의 맵핑 규

칙으로는 XML 스키마로 선언된 모든 의미를 

기술로직(Description Logic) 형태로 표 할 

수 없기 때문에 XML 스키마의 의미를 충실

히 변환하지 못하 다는 한계 을 그 로 가

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Garcia와 Gil은 XBRL 스키마

를 OWL로 변환하고 XBRL 인스턴스를RDF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인 ReDeFer[14]를 기반

으로 시맨틱 웹 환경에서의 XBRL 문서를 공

유하고 재사용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 다

[15]. ReDeFer는 일반 인 XML과 XML 스

키마 문서를 각각 RDF와 OWL로 변환하기 

한 방법으로써, 용량의 XML 문서를 시맨

틱 웹 환경에 맞도록 변환하는 유용한 방법임

이 입증된 바 있다[16]. 이러한 방법은 XBRL 

스키마에 선언된 모든 구조와 그에 따라 작

성된 XBRL 인스턴스 데이터를 락하지 않

고 변환한다는 장 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해 생성되는 트리 (Triple)의 수가 많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이에 추가 으로 

1) http://www.musing.eu.

ReDeFer의 연구는 XBRL로 작성된 문서를 

시맨틱 웹 환경의 문서로 변환하기 한 연구

가 아니기 때문에 XBRL의 특성을 모두 반

하지 못한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를 

들어, XML 스키마와 XML 문서를 각각 변환

하기 때문에 변환된 결과로 생성된 OWL과 

RDF 문서의 일 성(consistency)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한 링크베

이스가 가진 의미를 반 하여 한 OWL

의 형태로 변환하지 못한다는 문제 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eDeFer의 

연구를 기 로 삼아 XBRL의 분류체계인 스

키마와 링크베이스, 그리고 인스턴스 문서의 

구조를 충실히 반 하며 시맨틱 웹 환경에서 

사용하기 한 변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XBRL의 온톨로지화

3.1 XBRL의 온톨로지화를 한 방법론

XBRL 문서를 온톨로지화하기 한 련 

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 련 연구에서 살

펴본 것과 같이 부분의 연구들이 XBRL의 

분류체계를 완 히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BRL 문서의 온톨로지화를 해 XML 문서

와 XML 스키마 문서의 구조  정보를 모두 

포함하면서 RDF와 OWL로 변환을 수행하는 

ReDeFer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하지

만 앞서 언 하 다시피 이는 일반 인 XML 

스키마와 그에 따른 인스턴스 문서를 상으

로 하기 때문에 XBRL을 한 변환에 사용하

기에는 세 가지 주요한 문제 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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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XBRL의 온톨로지화 변환체계

다. 첫 번째로 ReDeFer의 변환 과정이 완

한 OWL과 RDF로 변환되지 않는 다는 것, 

두 번째로 변환된 OWL과 RDF 문서의 비일

성(inconsistency), 마지막으로 링크베이스

의 변환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XBRL 분류체계와 

인스턴스 문서의 변환을 수행하기 한 변환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XBRL 사용자는 후지쯔(Fujitsu)의 XBRL 

편집기2)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XBRL의 분

류체계와 그에 따른 인스턴스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게 작성된 XBRL  XBRL 스키

마와 인스턴스 일은 ReDeFer의 XSD2OWL

과 XML2RDF에 의해 각각 OWL과 RDF 형

태로 온톨로지화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

이 변환된 OWL과 RDF 일은 일부 변환 

2) http://www.fujitsu.com/global/services/software

/interstage/xbrltools/.

과정의 문제와 서로에 한 참조가 이루어지

지 않고 변환이 수행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일 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XSD2OWL

과 XML2RDF의 문제 을 해결하고 일 성

을 보장하기 한 변환 도구인 OWLI2OWLC

와 RDF
I
2RDF

C
를 통해 일 성을 보장한 변

환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OWLI2OWLC는 

링크베이스에 선언된 정보를 활용하며, RDFI 

2RDF
C
는 OWL

I
2OWL

C
를 통해 변환된 OWL 

문서를 참조하여 일 성 있는 변환을 수행한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XBRL 분류체

계와 인스턴스 문서의 완 한 변환이 이루어

지게 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섯 개의 

링크베이스  표  링크베이스만을 고려하

고 있다. 표  링크베이스는 분류체계 내용을 

히 구조화하기 하여 엘리먼트 사이의 

계에 한 정보를 장하고 있는데, 이는 

OWL 클래스와 속성 간의 계층구조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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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WLI2OWLC를 통한XBRL 스키마의 변환

될 수 있다. 다른 링크베이스 한 그에 해당

하는 정보를 장하고 있는데, 이에 한 변

환은 향후 연구로 진행할 정이다.

3.2 XBRL 분류체계의 변환

3.2.1 XBRL 스키마의 변환

ReDeFer의 XSD2OWL은 일반 인 XML 

스키마 문서를 OWL 형태로 변환하기 한 툴

로써, 본 논문에서는 XBRL의 스키마를 OWL

로 변환하기 해 사용된다. 하지만 ReDeFer

에 기반한 XBRL의 온톨로지화에는 앞서 언

한 몇 가지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XSD2OWL로 변환된 OWL 문서의 

비완 성이며, 이는 XSD2OWL 툴의 몇 가

지 문제 에 기인한다. XSD2OWL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XBRL에서 정의된 unitRef와 contextRef 

속성은 XBRL 스키마의 정의에서 type 

속성의 값이 IDREF로 정의되어 있기 때

문에 이는 OWL의 ObjectProperty로 선

언되어야 하지만 DatatypeProperty로 선

언된다.

•XBRL 스키마에 정의된 attributeGroup을 

처리할 때 attributeGroup이 하 에 다시 

존재하는 경우 즉, attributeGroup이 네스

(nesting)되어 선언된 경우 이들 모두

가 OWL의 Class로 선언되고 이는 포함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는 

후자의 하  클래스로 선언되어야 하지

만 이를 제 로 변환하지 못한다.

•XBRL 스키마에서 동일한 속성이 min-

Occurs와 maxOccurs를 각각 가지고 있

을 경우, 이들 각각을 나타내는 제약(Re-

striction) 클래스의 교집합(intersection 

Of)으로 익명 클래스가 선언되어 하지만 

반 되지 않는다.

•XBRL 스키마에서 엘리먼트와 속성의 선

언은 OWL의 ObjectProperty와 Dataty-

peProperty로 변환된다. 이때 엘리먼트와 

속성의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상  엘리

먼트나 속성은 OWL의 domain으로 설정

되어야 하고, 엘리먼트나 속성의 type 값

은 OWL의 range로 선언되어야 하지만 

이를 락시켜 변환을 수행한다. 만약 do-

main과 range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해

당 ObjectProperty나 DatatypeProperty는 

모든 클래스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모

든 클래스의 인스턴스나 데이터 값을 가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domain과 ran-

ge의 선언이 반 되어 변환이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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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연

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이 XSD2OWL로부

터 변환된 결과를 재가공하여 XBRL 스키마 

문서의 구조가 올바르게 반 된 OWL 문서

로 변환하 다.

앞서 살펴본 문제를 해결하기 한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OWL Property의 종류 지정 문제 : Re-

DeFer의 XBRL 스키마 변환에서의 문제

는 unitRef나 contextRef와 같이 스키마 

상의 type 속성 값이 IDREF인 경우, 이

를 DatatypeProperty로 변환한다는 것이

다. 하지만 XML 스키마에서 IDREF형

은 ID형으로 선언된 엘리먼트나 속성을 

참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OWL

에서 올바르게 반 하기 해서는 IDREF 

형으로 선언된 unitRef와 contextRef가 

ObjectProperty로 선언되어야 한다. 실제

로 uniRef의 range는 unitType이라는 

OWL의 클래스가 되어야 하고, context-

Ref의 range는 OWL의 contextType 클

래스가 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XBRL 스키마의 엘리먼트 선언 

에서 type 속성의 값이 IDREF인 경우, 

이 엘리먼트를 OWL의 개체간의 계를 

나타내는 속성(ObjectProperty)으로 변환

한다.

•attributeGroup의 문제 : XSD2OWL 

로그램을 이용하면 numericItemAttrs와 

factAttrs 등과 같은 클래스들이 <그림 

4>와 같이 유기 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들은 XBRL 스키마에서 attributeGroup

의 첩된 구조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즉, 네스 된 구조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

에 포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 

attributeGroup은 OWL 클래스로 변환되

므로 이러한 선언은 상하  클래스 계

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클래

스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속 등의 문제

를 일으킨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XBRL 스키마의 attributeGroup 

에서그 하 에 다시 attributeGroup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OWL 클래스로 

선언하고 포함 계에 따라 상 의 attri-

buteGroup이 하  attributeGroup의 하

 클래스가 되도록 rdfs:subClassOf 선

언을 추가한다.

•Cardinality의 문제 : XBRL 스키마에서 

특정 속성의 선언이 속성의 최소 사용횟

수를 지정하기 한 minOccurs 속성과 

최  사용횟수를 지정하기 한 maxOc-

curs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들 각각은 OWL에서 owl:Restriction의 익

명 클래스로 변환되며 해당 속성의 ran-

ge는 이들 두 익명 클래스의 교집합으로 

표 되어야 한다. 따라서 XBRL 스키마

의 속성선언에서 minOccurs와 maxOccurs

를 동시에 갖는 경우 이들을 owl:inter-

sectionOf 어휘를 사용하여 OWL 문서

를 수정한다.

•Domain과 range 문제 : Property는 do-

main과 range 어휘를 이용하여 특정 클래

스 간의 인스턴스들을 연결(ObjectProper-

ty)하기도 하고, 데이터 타입과 연결(Data-

typePrperty)하기도 한다. XSD2OWL의 문

제 에서 언 한 것과 같이 엘리먼트와 

속성의 포함 구조에 따라, 그리고 type 속

성의 값에 따라 OWL의 domain과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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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XSD2OWL 로그램을 이용한 변환 결과

선언을 부여해야 한다. 이들 선언이 없

을 경우, 선언된 속성은 모든 클래스에

서 사용가능하고 모든 인스턴스를 값으

로 갖거나 모든 값의 형식을 가질 수 있

기 때문에 domain과 range 정보가 없거

나 잘못되었을 경우, XBRL 스키마에서 

선언된 의미와 달라진다. 따라서 엘리먼

트나 속성이 포함된 상  엘리먼트의 선

언을 domain으로 지정하고, 하 에 포함

하고 있는 엘리먼트나 속성, 혹은 type 

속성의 값을 range로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림 4>는 XSD2OWL을 통해 변환된 결

과를 도식화한 것이며, <그림 5>는 OWL
I 

2OWLC 로그램을 이용한 변환 결과를 도

식화한 것이다.

XBRL의 스키마에는 모든 정보가 연결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4>의 결과를 

보면 XSD2OWL을 이용하여 변환한 결과에 

있어 ObjectProperty 사이의 계, subClass 

Of의 계 등 앞서 제시한 문제들로 인해 일

부 계가 락되어 모든 클래스와 속성의 

선언이 연결되지 못하고 개별 으로 존재함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5>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OWL
I
2OWL

C
를 통

해 XBRL의 모든 정보가 의미 으로 완 히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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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WLI2OWLC 로그램을 이용한 변환 결과

<그림 6> 표  링크베이스로 표 된 계정

항목들

3.2.2 링크베이스(Linkbase) 변환

XBRL 텍소노미는 앞서 언 하 듯이 XBRL

을 한 스키마와 스키마 사이의 계를 정

의하는 링크베이스로 구성된다. 이러한 링크

베이스는 표  링크베이스(Presentation Link-

base), 이블 링크베이스(Label Linkbase), 

계산 링크베이스(Calculation Linkbase), 참조 

링크베이스(Reference Linkbase), 그리고 정

의 링크베이스(Definition Linkbase)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항목간의 

계구조와 순서를 정의하여 항목을 계층구조

로 표 하기 한 표  링크베이스만을 고려

하 다. 이러한 표  링크베이스의 정의에 따

라 OWL 클래스와 속성의 계층구조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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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표  링크베이스의 문서

<그림 8> OWLI2OWLC를 통해 변환된 

계정항목 간의 계

할 수 있다. <그림 6>은 후지쯔의 XBRL 편

집기에서 각 계정항목들이 표  링크베이스

를 통해 정의된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표  링크베이스가 정의된 XML 문서는 

<그림 7>과 같은 구조로 되어있다. 두 개의 

locator와 이를 연결하는 arc로 구성되어 있

으며, presentationArc의 xlink:to에 있는 계

정항목은 xlink:from 계정항목의 하 에 표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한 order는 특정 계

정항목의 하 에 표 되는 순서를 나타낸다.

각 계정항목은 OWL의 ObjectProperty로 

변환되므로 표  링크베이스의 계정항목 간 

계는 OWL의 subPropertyOf에 의해 상하

 계로 표 되어야 한다. <그림 7>의 

에서는 presentationArc의 xlink:to에 있는 계

정항목은 xlink:from 계정항목의 하  로퍼

티가 된다. 아래 <그림 8>은 링크베이스까지 

고려하여 변환된 OWL 문서를 온톨로지 편

집기인 Protégé 온톨로지 편집기3)에서 열었을 

때 속성 간의 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3.3 XBRL 인스턴스 문서의 변환

ReDeFer의 XML2RDF 변환 로그램은 일

반 인 XML 문서를 RDF 형태로 변환하기 

3) http://protege.stanfor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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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RDFI2RDFC를 통한 XBRL 문서의 RDF 변환

한 방법으로써, XML 스키마와 독립 으로 

변환을 수행한다. 따라서 XSD2OWL과 XML2-

RDF로 변환된 OWL과 RDF 문서는 그 일

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XML2RDF를 통해 변환된 RDF 문서는 

공백노드(Blank node)가 생성되면서 그

와 련된 트리 을 만들게 된다. 하지

만 이러한 공백노드의 클래스 타입(ty-

pe)을 지정하지 않고 생성하기 때문에 

일 성이 결여되며, OWL의 Semantics

에 어 나게 된다.

공백노드의 생성 자체는 문법 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하지만 OWL과 RDF의 의미

상 공백노드를 포함한 모든 인스턴스는 하나 

이상의 클래스의 타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르게 XBRL의 인스턴스 문서를 

변환하기 해서는 XML2RDF를 통해 생성

된 공백노드에 OWL로부터 한 타입의 

클래스를 부여해야만 한다. 한 앞에서도 언

했던 Protégé와 같은 편집기 사용하여 편집

하고 추론을 수행하기 해서는 XML2RDF를 

통해 생성된 공백노드가 어떤 타입인지, 즉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를 지정해 주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9>와 같이 XML2RDF

를 통해 변환된 결과에 OWLI2OWLC를 통해 

생성된 OWL 문서로부터 한 클래스를 

찾아 공백노드의 타입을 지정해 주는 방법으

로 문제를 해결하 다. 이러한 변환을 수행하

기 해서는 스키마가 변환된 OWL 문서와 

XML2RDF의 변환결과로 나온 RDF 문서가 

필요하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백노드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지, 즉 인스턴스의 타입을 지정하는 문

제는 XML2RDF를 통해 나온 RDF 문서

의 엘리먼트를 하나씩 읽고 OWLI2OWLC

로부터 생성된 OWL 문서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한 클래스 타입을 

부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를 들

어, rdf:Description 어휘로 정의되어 있거

나 parseType을 속성으로 갖는 Object-

Property의 경우, 이에 맞는 클래스를 생

성하고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로써 공백

노드의 타입을 지정한다. 한 parse-

Type을 속성으로 갖지 않는 ObjectPro-

perty나 DatatypeProperty의 경우 OWL 

문서에서 속성에 해당하는 range 클래스 

값을 이용하여 공백 노드의 타입을 지정

한다. 

<그림 10>은 RDF
I
2RDF

C
를 통해 변환된 

결과문서의 일부로서, XBRL 인스턴스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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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RDFI2RDFC의 결과 문서

서 특정 회사의 cash라는 계정항목은 mone-

taryItemType_1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백노드 

선언되며 그와 함께 monetaryItemType 클래

스의 인스턴스로 만들어 진다. 한 unitRef 

ObjectProperty로 KRW를 가지며, 그 값은 

50,000이라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지 까지 XBRL의 분류체계와 그에 따른 

인스턴스 문서를 시맨틱 웹 환경에서 사용하

기 한 OWL과 RDF 기반의 문서로 변환하

는 과정을 설명하 다. 본 논문에서는 XML 

스키마와 XML 문서의 모든 정보를 그 로 

OWL과 RDF 형태로 변환하는 ReDeFer를 

기반으로 변환을 수행하 다. 이러한 변환과

정을 통해 XBRL 사용자는 사용자에 따라 확

장 가능하도록 설계된 XBRL 문서에 한 변

환의 일 성을 유지하면서 본 연구의 목 인 

시맨틱 웹 환경에서의 공유와 재사용을 한 

의미  XBRL 문서를 얻을 수 있다.

4. 시맨틱 XBRL의 용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안한 XBRL 변

환방법의 성을 보이기 해 XBRL의 재

무제표의 정보를 담고 있는 XBRL 분류체계

와 인스턴스 문서를 작성하고 온톨로지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해 재무제표 XBRL 인스턴스 문서와 

계된 스키마를 OWL로 변환한 후 이와 더

불어 XBRL 인스턴스 문서를 RDF로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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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XBRL 인스턴스 문서 시

고, 두 문서를 통합하여 Protégé편집기를 이

용하여 확인하 다.

재무제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경제  상태

를 나타내기 한 회계보고서로써, XBRL을 

이용한 기본 인 보고에 속한다. 기업들은 재

무제표와 같은 정보를 XBRL을 이용해서 공

시하고, 이 게 공시된 정보는 실시간 공개 

 감사, 기업 내외부의 보고 등 다양한 용도

로 활용될 수 있다[1]. 하지만 XML 기반의 

XBRL 문서는 기계가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

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웹에서의 정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정보의 

공유와 재사용이 요시 됨에 따라 시맨틱 웹 

환경의 지원을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를 해서 XBRL의 분류체계와 인스턴스 

문서가 시맨틱 웹 환경에서 기계에 의해 처

리 가능한 형태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변환의 제조건이 의미  상호운용성과 

일 성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간단한 재무

제표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

법이 시맨틱 웹 환경에서 XBRL 문서의 공유

와 재사용을 한 한 방법임을 보이고자 

한다.

재무제표와 계된 스키마를 참조시키고, 

인스턴스 문서 작성  편집기를 이용하여 

XBRL 문서를 생성하면 <그림 11>과 같은 문

서가 만들어 진다. 문서의 상 에는 context 

정보와 unit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하

에 각 계정항목이 갖는 값 는 참조하는 

값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1>의 인스턴스 문서를 본 연구에

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변환을 수행

하면 <그림 1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림 11>

의 재무제표 XBRL 인스턴스 문서의 내용이 

RDF 문서로 변환되었으며, type 지정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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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온톨로지화된 인스턴스 문서 시

없이 하게 변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XBRL 분류체계의 내용이 변환된 OWL 문

서와 XBRL 인스턴스 문서가 변환된 RDF 

문서를 합하여 온톨로지 편집기인 Protégé에

서 업로드 하면 <그림 13>과 같은 결과를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 13>은 monetaryItem-

Type_7 인스턴스가 monetaryItemType 클래

스의 인스턴스이며, value 속성의 값이 2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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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rotege 온톨로지 편집기의 OWL과 RDF 문서-계정항목 공백 노드의 타입과 연결 

값 표

고 contextRef ObjectProperty가 ei-777 인스

턴스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시맨틱 XBRL의 활용방안

BI(Business Intelligence) 분야를 한 단계 

더 발 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의 시맨틱 웹 

기술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석 로세스를 

자동화 해  수 있으며, 규제 련 IT 컴 라

이언스를 해결해  수 있는 주요 방안이다

[28]. 특히 시맨틱 웹 기술의 하나인 온톨로

지는 다양한 모델을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비즈니스 어 리 이션이 

근하는 모델 장소로서도 합하다. 그리고 

지식 재사용을 한 SPARQL(Simple Proto-

col and RDF Query Language)과 같은 질의 

언어[26]를 지원할 수 있는 등의 장 을 가지

고 있다[23]. 

특히 본 연구에서 진행한 XBRL 온톨로지

화를 통하여, 온톨로지가 가지고 있는 장 을 

모두 가지면서도 다음과 같은 에서 각 

기업이 공시한 정보를 효율 으로 리  

활용할 수 있다. 

첫째, 변환된 XBRL 문서는 의미정보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하고 공

유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 으로 이용될 수 

있다. XBRL의 문서는 XML을 기반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작성자의 필요에 따라 확장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게 확장된 정보는 단

지 해당 작성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써 다른 작성자가 동일한 의미의 다른 요소

를 정의하더라도 이는 서로 다른 요소로 처

리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시맨틱 웹의 

온톨로지를 이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데이터의 소스라도 그 의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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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Sheet(?C, ?B) ∧ PropertyPlantEquipment(?B, ?blank1) ∧ value(?blank1, ?a)

∧ IntangibleAssets(?B, ?blank2) ∧ value(?blank2, ?c) ∧ CashCashEquivalents(?B, ?blank3)

∧ value(?blank3, ?d) ∧ InvestmentProperties(?B, ?blank4) ∧ value(?blank4, ?e)

∧ InvestmentAssets(?B, ?blank6) ∧ value(?blank6, ?f) ∧ Inventories(?B, ?blank8)

∧ value(?blank8, ?g) ∧ TradeReceivable(?B, ?blank9) ∧ value(?blank9, ?h) 

→ valid(?B)

보를 통해 정보의 의미  통합  연계, 운용

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융기 이 감독기 에 제출하는 공

시자료와 융보고서 등을 검증하고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재는 XBRL의 

활용이 공시정보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의 용

이성에 맞추어져 있다. 검증의 측면을 보더라

도 XBRL로 제출한 문서를 구성하는 계정항목

이 비어 있는지(null값 인지), 다양한 재무제표

에 표시된 같은 계정항목의 값이 일치하는지 

등의 간단한 검증에 국한 되어 있다. 하지만 

온톨로지화된 XBRL 정보에시맨틱 웹의 규칙 

언어 SWRL(Semantic Web Rule Language) 

[20]을 용하면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하며 복

잡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을 상으로 업무보고서에 한 종합

인 재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   재

무 황에 한 건 성 여부를 심층 으로 진

단하고 분식 발모형을 이용한 조사와 감리

를 통해 분식회계 여부에 한 정 추 의 

용이성을 얻을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개별기업의 측면에 있어서

도 자체 규율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

용할 수 있다. 즉 감독기 이 원하는 규제사

항을 규칙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각 기업은 

이에 맞게 제출보고서를 작성하면 정보작성

이 수월해지고 감독기 과의 정보교환도 효

율 으로 변할 것이다. 를 들어, 차 조

표(재무상태표)에는 어도 유형자산, 투자부

동산, 무형자산,   성 자산을 포함

하여 18개의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항이 

‘기업회계기 서 제 1001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해 온톨로지로 표 되어 있는 재무정

보에 의 항목들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는 

규칙을 용함으로써 공시한 정보가 유효한 

것인지를 자동화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

음은 유형자산을 포함한 7개의 계정항목(Pro-

pertyPlantEquipment, IntangibleAssets, Cash-

CashEquivalents, InvestmentProperties, Inve-

stmentAssets, Inventories, TradeReceivable)

을 가지고 본 계정항목과 연결된 모든 항목

들이 그 값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유효한 

차 조표라는 내용을 표 하는 규칙이다.

다른 제로서, 감사책임자는 감사참여자

별로 감사 차를 담당할 계정과목을 할당하

는 분장 과정을 거친다. 감사책임자는 감사업

무를 분장할 때 각 감사참여자별 능력을 고

려하고 상호 연 성이 높은 계정 항목을 동

일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그 

이유는 같거나 유사한 계정항목의 감사에 

복이나 락의 문제를 방할 수 있으며, 효

율 이고 효과 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 입증 차 시 연

성 높은 계정항목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고 

규칙을 용하여 그 값이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을 걸쳐 입증하는 것이다. 다음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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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Sheet(?C, ?B) ∧ PropertyPlantEquipment(?B, ?blank1) ∧ value(?blank1, ?a)

∧ IncomeStatement(?C, ?IS) ∧ Depreciation(?IS, ?blank2) ∧ value(?blank2, ?b) → sameAs(?a, ?b)

조표(BalanceSheet)의 유형자산(PropertyPlant-

Equipment)과 손익계산서(IncomeStatement)

의 감가상각비(Depreciation)는 같음을 나타

낸 규칙이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XBRL 정보에 

의미 정보를 더함으로써 BI 서비스를 가능  

하며, 의미기반의 XBRL을 통해 정보의 공유 

 재사용, 그리고 지능화된 서비스가 가능하

게 된다.

6. 결론  향후 연구

지 까지 의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XML 기반의 XBRL 문서를 온톨로지화하기 

한 방안과 이를 활용하여 지능화된 서비스를 

가능  할 수 있음을 보 다. 이를 해 OWL의 

세 종류인 OWL Lite, OWL DL, OWL Full 

 표 력과 추론기능에 있어서 합한 OWL 

DL의 문법에 맞도록 온톨로지화를 수행하

으며, 이러한 연구가 웹 기반의 융 지능정

보시스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필요조

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XBRL을 온톨로지화하기 

한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용하는 방

법론을 제안하 다. 한 간단한 차 조표

를 이용하여 변환의 합성을 보 으며, 이러

한 변환의 결과가 어떻게 기업의 비즈니스에

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 다. 가치 있

는 기업정보를 온톨로지화하여 각 개별 기업

은 이를 BI 분야에서 략 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실제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

는 규제기 의 측면에 있어서도 경   재

무 황에 한 건 성 여부를 심층 으로 진

단하고 분식 발모형을 이용한 조사와 감리

를 통해 업무효율성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링크베이스만을 고려하

여 온톨로지화를 해 속성 간의 계와 구조

를 나타냈다. 하지만 다른 링크베이스에 한 

고려 한 필요하며, 더욱이 완 한 XBRL의 

정보를 변환하기 해서는 계산 링크베이스

를 온톨로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를 들

어, SWCL(Semantic Web Constraint Lan-

guage)과 같이 온톨로지에 제약조건을 부여

하는 언어[2, 21]를 활용하여 계정항목간의 

계산 계를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기술 인 측면에 있어서는 자연어를 처리하

는 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IFRS의 도입

으로 융정보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주석 

심으로 바뀜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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