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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지도는 관련된 지식의 현황을 네트워크 형식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도식으로, 지식 간의 상호참조적 네비게이션 
관계를 기초로 하는 지식 분류 및 저장 체계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식 및 이들 지식이 또 다른 지식과 
갖는 관계를 네트워크 형식으로 형식적이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본 논문은 지식 간의 상호참조적 네비게이션이 가능한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시된 방법론에 의해 구현되는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는 지식 간의 상호참조적 네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 간 네트워크 관계에 의해 추가적인 지식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제시된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지식지도를 구현하였고, 구현된 
지식지도에 나타나는 지식 간 네트워크 구성의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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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식지도(Knowledge map)는 지식 리 시스템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KMS)에 의

해 장  리되는 지식 간의 계를 기 로 구

성되는 도식(Diagram)이다. 지식지도를 이용하여 

포함된 지식의 내용을 직 으로 이해할 수는 없

지만, 지식지도 상에 포함된 지식 간의 계에 의

해 지식 간 상호참조 (Referential) 연 성을 네

비게이션(Navigation)이 가능한 네트워크 형식으

로 표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Kim et al., 2003; 

Yoo et al., 2007; Chan and Yu, 2011). 즉 지식지

도는, 특정 지식을 이해 는 활용하기 하여 필

수  는 선수 으로 이해  활용하여야 하는 

 다른 지식(들)에 한 정의를 담고 있는, 일종

의 지식활용 참고서로의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지식지도는 KMS의 지식 분류  장 구조를 

가름하는역할을 수행하므로, 사용자가 느끼는 지

식 검색  추출의 용이성(Convenience)과 정확성

(Accuracy)을 결정함과 동시에, 추출  활용되

는 지식의 실 용성(Applicability)을 배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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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지도의 개발을 한 기존의 근 방식은, 

지식을 일반 인 문서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 개

념으로 이해하 으므로, 일반 인 자문서 리 

시스템(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s, 

EDMS)이 문서를 장하기 하여 사용하는 주제 

기반의 계층 (Hierarchical) 분류체계의 구 을 

목 으로 하 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지식의 상

호참조  연 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 간의 네비

게이션을 구 하지 못하므로, 지식 본연의 특성인 

활용의 다차원성, 즉 다양한 상황에 용되는 지식

의 활용을 보장하지 못한다. 즉, 계층  분류  

장 체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용될 

수 있는 지식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한다. 하나의 

지식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

므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용될 수 있으며, 따라

서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분류  장하기 

해서는 계층형 분류체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네트

워크형 는 고차원 인 계를 표 할 수 있는 

지도(Map)형의 분류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합하다(Lin and Yu, 2009). 다차원 인 지식 간

의 계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 네비게이션 

기능을 구 하기 해서 지식지도는 네트워크 형

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해 정보시스템  

지식공학, 그리고 해당 지식 분야 문가들의 세 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는 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온톨로지는 특정 개념의 도메인에 한 형식

(Formal) 모델링을 통해 효과 이고 효율 인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임워크이다 (Gruber, 

1995). 온톨로지를 통해 조직의 구조(Structure)와 

행 (Behavior)를 묘사하는 용어(Term)  제약

조건(Constraint)의 정의가 가능하며(Zhang et al., 

2007), 조직의 활동(Activity), 로세스, 정보, 자원 

등을 모델링할 수도 있다(Fox and Gruninger, 

1998; 박진수 외, 2008; 이 정, 손미애, 2009; 김진성, 

권순재, 2010). 온톨로지의 장 은 (1) 특정 도메인 

내의 련자(Stakeholder) 간 정보구조에 한 상

호 이해 공유가 가능하고 (2) 보다 효과 인 의사

소통  아이디어 공유가 가능하며 (3) 분야 보

자가 빠르고 수월히 도메인 지식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4) 도메인 지식의 분석을 지

원한다 (Noy and McGuinness, 2001). 따라서 온

톨로지 기술은 지식의 표 , 특히 하나의 지식과 

련된  다른 지식과의 계와 특성을 묘사하는 

데에 매우 효과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 간의 상호참조  계를 기 로 지식 간 네

비게이션이 가능한 지식지도를 온톨로지 기반으

로 표   구 하는 것은 두 가지 기술의 본질

인 장 을 배가시키는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

다. 즉, 지식은 독립 으로 의미를 갖기 보다, 해당 

지식을 사용하는 세부업무(Task)  이를 포함하

는 로세스(Process)와 함께 이해될 수 있으므로, 

‘지식-세부업무- 로세스’의 연 성을 온톨로지의 

클라스  계 정의 차를 통해 매우 수월하게 

정의할 수 있다. 한 온톨로지로 정의된 개념들 

간의 계를 추론하는 경우, 지식지도 상에서는 

악되지 않는 새로운 지식 는 새로운 계를 산

출할 수 있으므로, 결과 으로 지식지도의 자동

인 확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KMS

의 구축에 온톨로지 기술의 용이 필요함을 지

하는 많은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으나(Savvas 

and Bassiliades, 2009; Zhang et al., 2011; Carlos 

et al., 2011; Han and Park, 2009), 부분의 경우 

지식  련 개념들을 형식 이고 표 하는 정도

의 수 에 머무르고 있을 뿐, 지식 간 네트워크 

계에 기 한 상호참조  네비게이션을 고려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온톨로지 기술을 기반으로 지식지도

를 정의하고 표 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즉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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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장 이자 특징인 지식 간 네트워크 계를 

온톨로지 기술을 이용하여 정의하고 표 하여 지

식  련 개념들 간 상호참조  네비게이션이 

가능한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의 구축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시된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실제 업무 로세스를 상으로 구축된 지식

지도에 본 연구의 방법론을 용하여 온톨로지 기

반 지식지도를 구 한다. 한 몇 가지 제를 통

해 구 된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가 표 하는 지

식 네트워크  이에 의한 지식 간 상호참조  네

비게이션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2. 련 연구

2.1 지식지도

지식지도와 련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다양하

며, 이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  수 

있다. 즉, 지식지도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정리한 

연구(Vail, 1999; Gordon, 2000; Gomez et al., 2000; 

Kim et al., 2003; Lin and Hsueh, 2006; Lai et al., 

2009; Lin and Yu, 2009; Su and Wang, 2010), 지

식지도의 개발 차와 구성요소 등을 정의한 연구

(Rouse et al., 1998; Gomez et al., 2000; Gordon, 

2000; Kang et al., 2003; Kim et al., 2003; Nunes 

et al., 2009), 그리고 지식지도를 실제로 용한 사례 

는 상황에 따라 변형한 연구(Woo et al., 2004; Ong 

et al., 2005; Yang, 2007; Yoo et al., 2007; Lee and 

Kwon, 2008; Liu et al., 2008; Su and Wang, 2010) 

등으로 나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의 지식지도는, 가장 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따라 조 씩의 의미 

차이는 존재하지만, 지식들 간의 계를 정리한 도

식이라는 면에서 공통 인 의미를 갖는다. 지식지

도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는 사용하

고자 하는 지식과 연 성을 갖고 있는  다른 지

식을 매우 쉽게 검색  학습할 수 있는 장 , 즉 

상호참조  계에 의한 지식 활용이 가능하게 된

다. 지식지도에서 나타나는 지식 간의 계는 결국 

선행과 후행, 즉 하나의 지식을 이해 는 활용하

기 해 반드시 선수 으로 이해 는 용하여야 

한다는 매우 당연하고 간단한 의미를 갖는다. KMS

가 이러한 형식의 지식지도를 포함하게 된다면 사

용자들은 지식 간의 네비게이션을 통해 지식을 활

용  학습할 수 있게 되며, 지식 간의 연쇄 인 

향 계를 통해 연 된  다른 지식의 발굴  

등록이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2.2 로세스 기반 지식지도

개인과 기업의 지식에 한 요구를 처하기 

하여 KMS는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분류  장

하는데, 지식의 분류  장 체제는 지식의 활용도

를 가름할 정도의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사용자에 의한 지식 검색  추출 정확도는 지식을 

어떠한 분류  장 체제에 맞추어 리하고 있는

가에 의해 결정된다. 지식을 단순한 명칭(타이틀) 

는 주제어(키워드) 기반으로 장하는 경우 장

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지식의 용성

(Applicability)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지식은 용

되는 로세스와 연 되어 장되어야 검색  추

출된 지식의 실 인 활용성이 보장되며, 이를 

해 로세스 는 로세스를 구성하는 세부업무

(Task)를 기 으로 분류  장되어야 한다(Kim 

et al., 2003; Kang et al., 2003; Yoo et al., 2007).

로세스 기반의 지식지도는 로세스 는 세

부업무의 흐름(진행)에 따라 각 로세스 는 세

부업무에서 활용되는 지식의 황을 보여 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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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지식은 하나 이상의 로세스 는 세부업무

의 수행과 연 되므로, 이러한 지식(들)은  다른 

지식(들)과 네트워크 형태의 계를 형성하며, 이

를 도식화하면<Figure 1>과 같이 표 된다. 여기

서 볼 수 있듯이 지식의 황을 표 하기 해서

는 하나의 지식을 독립 인 개체(Entity)로 보는 

것보다는,  다른 지식과 연결되는 계  개체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 간

의 계가 갖는 의미(Semantics)를 표 하기 해

서는 온톨로지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Lee et 

al., 2005; Xiong et al., 2008). 즉, 하나의 지식이 

실 세상에서 갖는 의미를 모두 표 하기 해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 개념  계 정의가 필수

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지도는자체 으로  

다른 지식에 한 개념과 계를 추론  확장할 

수 있다.

  <Figure 1> Process-based Knowledge Map
(Yoo et al., 2007)

2.3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

리 상이 되는 정보의 황과 이들 간의 

계를 명시한다는 면에서 온톨로지는 지식지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식지도는 기업 

 조직에서 리하고 있는 지식의 황과 이들 

간의 계를 다차원 인 네트워크 형태로 보여주

는 도식이므로, 지식이 갖는 하나의 개념과 련된 

 다른 개념 간의 계를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다. 지식지도를 지식 리

시스템이 장  리하려는 지식의 분류  장 

체계로 이해하는 경우, 이는 지식지도를 온톨로지 

기반으로 구축해야함을 더욱 강조한다(Mansingh 

et al., 2009; Toledoa et al., 2011; Rao et al., 2012). 

즉, 리하고자 하는 정보 는 지식이 갖는 개념

은 매우 다양하므로, 상황(Context)에 따라 련될 

수 있는 수많은 정보 는 지식을 정의하는 데에 

온톨로지는 매우 필수 이다. 따라서 리하는 지

식의 황을 한 에 악할 있도록 하는 지식지

도를 온톨로지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은 필수불가

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Mansingh et al.(2009)과 Rao et al.(2012)은 지

식지도를 온톨로지 기반으로 구축하여 특정 목

에 용하 는데, 즉 자는 의사결정 과정에 용

하여 의사결정 변수를 구성하는 정보의 리  

응용에 사용하 고, 후자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진행에 필요한 핵심 로세스  

정보의 악에 활용하 다. 사실상 이들 연구는 온

톨로지 기반 지식지도를 구축하기 하여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 는데, 하나의 지식이 다른 개념들, 

즉 로세스  세부업무와 갖는 계를 기 로 

지식지도를 정의하 으므로, 이러한 계를 표 하기 

하여 온톨로지를 사용하 다. 이들 연구는 지식

과 계를 형식 으로 묘사하여,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는 OWL(Ontology Web 

Language) 등으로 표 된 지식과 계를 추후 다

른 상황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정의한 계는 지식이 련

된 로세스  세부업무 등과 갖는 계를 의미

하므로, 지식지도에 포함되는 지식 간의 계는 고

려하지 못한다. 즉 지식 간의 계에 의해 표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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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식 네트워크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결과

으로 지식 간의 상호참조  네비게이션은 불가

능한 한계를 갖고 있다. Chan and Yu(2011)는 이

러한 지식 간 네비게이션을 고려하여 온톨로지 기

반 개념지도(Concept Map)을 제시하고 이를 로  

제작과 련된 지식지도 작성에 용하 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지식 는 개념 

간의 상호참조  네비게이션이 온톨로지를 통해 

구성되는 방법이 아닌, 기능 (Functional) 온톨로

지를 설계하는 방법론만 포함되어, 결국 온톨로지

를 이용하여 지식  계의 형식 인 묘사라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3. 방법론

3.1 개요

온톨로지 기반으로 구축된 지식지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3.1.1 지식의 형식 (Formal) 표  가능

지식공학 에서 리 상이 되는 지식을 보

다 형식 으로 표 하는 것은, 해당 지식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임과 동시에, 정의된 지식이 

용되는 도메인을 확장하여 해당 지식의 재사용

성을높일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지식지도는 

용되는 도메인에 따라 차별 으로 구축되지만 

이에 포함되는 지식은  다른 도메인의 지식지도

에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식을 보다 형식

으로정의하고 장하여야 한다. 온톨로지 정의 

언어인 RDF/OWL 등을 이용하여 지식을 정의하

고, Protégé1)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지식지도를 

1) http://protege.stanford.edu.

정의하며 지식  지식지도의 형식  표 이 가능

하다.

3.1.2 지식 네트워크의 자동 형성을 통한 지식 간 

상호참조  네비게이션 형성

온톨로지의 장   하나인 개념 간의 계 확

장을 통한 추론 기능을 통해 지식 간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형성할 수 있다. 즉, <Figure 1>과 같이 

지식지도는 네트워크 형식을 가지므로, 노드에 배

치되는 하나의 지식과 련된 다른 지식 간의 연

결(아크)을 추론을 통해 자동으로 악할 수 있다. 

따라서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의 가장 큰 특징인 

지식 간 상호참조  네비게이션이 가능해진다. 즉, 

지식 네트워크의 구성을 한 기존의 방법은 지식

과 지식을 ‘1 : 1’로 연결하여 체 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므로 새로운 지식이 등록 는 발견될 때마

다 해당 지식이 갖는 계를 직  정의하여야 한

다. 그러나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는 지식이 세부

업무  로세스와 갖는 계에 의해 지식 네트

워크를 구성하므로, 새로운 지식이 출 하는 경우 

해당 지식의 기존 네트워크 상의 치가 지식-세

부업무- 로세스 간의 계에 한 추론에 의해 

자동 결정된다. 해당 지식이 기존 네트워크 상의 

지식과 갖는 계가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결국 지

식 간 상호참조  네비게이션 한 자동으로 형성

된다.

3.1.3 지식베이스의 자체  확장

온톨로지 추론 기능에 의해 자동으로 형성되는 

지식 간 상호참조  계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 네트워크는 추가 인 추론을 통해 자동 확장

된다. 지식지도는 결국 지식베이스의 분류  장 

체계로 활용되므로, 자동 확장되는 지식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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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은 지식지도 한 자체 으로 확장되며, 이를 

통해 지식베이스 분류  장 체계 한 자체

으로 확장될 수 있다.

3.1.4 구축 차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의 구축은 일반 인 지

식지도 구축 과정보다는 온톨로지의 구축을 한 

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식을 로

세스와이를 구성하는 세부업무와 연 시키기 

한 방법으로, 로세스와 세부업무, 그리고 세부업

무와 지식 간의 계를 기 로 하여 반 인 지

식지도를 구성하기 함이다. 일반 으로 온톨로

지 구축은 크게 개념화(Conceptualization), 모델링

(Modeling), 그리고 구 (Implementation)  응용

(Application)으로 이루어진다(Rao et al., 2012). 

Step 1 : 개념화

로세스와 세부업무, 그리고 지식 간의 계는 

다음과 같은 개념식으로 표 될 수 있다.

     

    

 : Process i(i = 1, 2, 3, …, n)

 : Task j composing Process I

(j = 1, 2, 3, …, n)

 : Knowledge k used in Task j compo-

sing Process i(k = 1, 2, 3, …, n)

   : Arbitrary function

로세스는 해당 로세스에서 사용되는 지식

의 함수로 표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하

여 특정 지식  정보의 흐름을 이용하여 해당 지

식  정보가 사용되는 로세스의 상태를 검할 

수 있다(Yoo et al., 2007). 이는 곧 지식의 흐름을 

네트워크 형식으로 표 하는 지식지도 한 로

세스  세부업무의 으로 표 되어야 함을 의미

하며, 결국 지식지도를 로세스 기반으로 정의하는 

로세스 기반 지식지도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온톨로지로 지식지도를 표 하기 해

서는 지식이 사용되는 세부업무  로세스를 이용

하여 지식 간의 네트워크를 우회 으로 표 하여

야 한다. Mansingh et al.(2009)과 Rao et al.(2012)

은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를 이용하여 

‘ 로세스-세부업무-지식’ 간의 계를 정의하

는데, 이는 모두 하나의 지식이  다른 지식과 갖

는 계를 로세스와 세부업무를 이용하여 정의

하기 함이다. 즉, 온톨로지 구축을 한 첫 단계

인 상의 개념화를 하여 지식이 련되는 세부

업무  로세스를 이용하여, 지식지도에 포함되

어야 하는 지식  지식 간의 계를 정의한다. 

Step 2 : 모델링

구축 상  상 간의 계에 한 개념화가 

완료되면 형식화된 표기법(Notation)을 바탕으로 

이들을 모델링한다. 형식화 는 정형화된 모델링

은 구축된 온톨로지에 한 상호 의사소통을 지원

함과 동시에 온톨로지가 리하는 정보의 구조에 

한 명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일반 으로 사

용되는 모델링 도구로는 Protégé-OWL이 있는데, 

이는 용어(Terminology)와 온톨로지의 편집  

리를 한 오  소스 도구이다. Protégé-OWL은 

모든 도메인  랫폼에 용이 가능하며, 범 한 

애 리 이션 도메인의 용어  온톨로지, 그리고 

지식베이스의 구 에 활용되고 있다(Noy et al., 

2000). 온톨로지는 과학지식 포털, 정보 리  통합

시스템, 자상거래, 그리고 시맨틱 웹 서비스 등

의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Protég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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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온톨로지 모델링 

 설계를 하여 활용되고 있다.2)

Protégé-OWL은 상을 모델링하기 하여 기

본 으로 ‘Individual’, ‘Property’, 그리고 ‘Class’의 

개념을 사용한다. Individual은 심을 갖고 있는 

도메인 내의 객체(Object)를 나타내며, 일반 으

로 하나의 Class가 갖는 Instance 값을 의미한다. 

Property는 이러한 Individual이 갖는 이산  련

성(Binary Relation)을 의미하는데, 즉 두 가지 

Individual을 연결(Link)하는 역할을 한다. Class

는 Individual을 포함하는 하나의 집합(Set)으로, 

분류체계(Taxonomy)가 갖는 Superclass와 Sub-

class로 구성된다. 일반 으로 말하는 ‘개념(Concept)’

을 구체화시켜 표 한 것이 Class이다.

따라서 ‘ 로세스’ - ‘세부업무’ - ‘지식’을 상호 

연 시켜 온톨로지로 모델링하기 하여 Protégé- 

OWL은 이들을 모두Class로 정의한다. ‘ 로세스’

는 ‘세부업무’로 구성되므로 ‘compose-is composed 

of’와 같은 Property로 연결되고, ‘세부업무’의 수행

에 ‘지식’이 사용되므로 ‘use-is used in’과 같은 

Property로 연결된다. 이러한 Class  Property에 

한 개념화  모델링이 완료되면, 각 Class의 

Instance, 즉 Individual을 악하여 정의한다.

Step 3 : 구   응용

Protégé-OWL로 정의된 상은 목 에 따라 다

양한 데이터 모델로 활용된다. 본 연구는 지식지도

의 온톨로지화를 목 으로 하므로, 로세스를 기

반으로 구 된 기존의 지식지도를 온톨로지 기반

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따

라서 로세스  세부업무의 진행 순서, 그리고 

그에 따른 지식 흐름의 순서를 정의한다.

2) http://protege.stanford.edu/overview/index.html.

∙ 로세스  세부업무의 진행 순서

로세스와 세부업무는 기본 으로 진행의 순서

를 갖는다. 즉, 선행  후행 로세스와 세부업무가

존재하므로,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이러한 선행  

후행 계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 Class 는 

Instance 내의 선후 계를정의하기 하여 일차

으로는 Property를 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러한 Property의 특징을 보다 구체 으로 명시하

기 하여 ‘Property Characteristics’를 활용한다.

Protégé-OWL의 Property는 ‘Object Property’

와 ‘Inverse Object Property’로 구분되는데, 즉 

자는 주어인 ‘Object A’가 목 어인 ‘Object B’에 

해 갖는 계라면, 후자는 ‘Object B’가 주어가 

되고 ‘Object A’가 목 어가 되는 계를 의미한

다. 를 들어 ‘Task_A는 Task_B를 선행한다’는 

사실을 표 하기 해서, ‘ascends’라는 Object Pro-

perty를 사용하여 ‘Task_A ascends Task_B’로 할 

수도 있고, 는 Inverse Object Property로 정의

한 ‘descends’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Task_B de-

scends Task_A’로 표 할 수도 있다. 한 Pro-

perty Characteristics를 이용하여, 주어와 목 어

에 해당하는 Class가 ‘1 : 1’의 계에 있을 때는 

‘Functional( 는 Inverse Functional)’, 삼단논법과 

같은 연쇄 인 계에 있을 때는 ‘Transitive’, 상

호순환  계에 있을 때는 ‘Symmetric’, 재귀

인 계에 있을 때는 ‘Reflexive’ 등으로 구체 인 

명시가 가능하다.

∙지식 흐름의 순서

지식의 흐름은 일차 으로 해당 지식이 사용되

는 세부업무의진행 순서에 의해 우회 으로 표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세부업무 간 ‘입력-출력’

의 계를 갖는 지식만 표 이 가능하므로, 세부업

무를 기 으로 입력되는 지식과 출력되는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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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Property(Inverse) Related Class Meaning

ascend
(descend)

Process→ Process

Task→ Task

compose
(isComposedOf)

Task→ Process

activate
(isActivatedBy)

Knowledge→ Task

produce
(isProducedBy)

Task→ Knowledge

<Table 1> Class and Object Propertyin a Knowledge Map

세부업무를 으로 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다. 즉, ‘지식은 세부업무를 작동(Activate)’시키는 

역할을 하고, ‘세부업무는 지식을 생산(Produce)’

하는 계로 지식과 세부업무와의 계를 표 하

면, 체 인 지식의 흐름을 표 할 수 있다. 

이를 Protégé-OWL의 Class와 Object Property

로 나타내면, ‘Knowledge activates Task’ 는 

‘Task produces Knowledge’로 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activate’와 ‘produce’라는 Object 

Property는 상호 Inverse Object Property 계에 

있는 것이 아닌,  별개의 Property이다. 이들 

Property가 Inverse 계에 있다고 정의하는 경우, 

이는 세부업무에 입력되는 지식이 결국 그 세부업무

로부터 출력되는 지식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된다. 

즉, 입력되는 지식이 세부업무를 통해 업데이트되

어 출력되는 재귀 (Recursive) 형식으로 표 되

므로, 입력과 출력 계에 있는 지식들 간의 연결

을 통한 지식네트워크 구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력되는 지식과 출력되는 지식이 서로 선행  

후행의 계에 있음을 표 하기 하여 ‘activate’와 

‘produce’는 서로 련이 없는 별개의 Object Pro-

perty로 정의하여야 한다. <Table 1>은 Protégé- 

OWL을 이용하여 ‘ 로세스-세부업무-지식’ 간의 

계를 정의하기 한 Class  Object Property

의 종류를 정리한다.

4. 제 : 출장신청  구매 리 로세스의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

4.1 개요

본 장은, 제시된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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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Task Knowledge

Business
Trip

Application

Schedule 
check and 
confirm

Input

∙Official notice
∙Personal schedule
∙Application procedure 
directions

Output ∙Schedule confirmed

Per diem 
and Travel 
expense 
estimate

Input

∙Schedule confirmed
∙Per diem and Travel 
expense allowance

∙Price comparison 
directions

Output
∙Per diem and Travel 
expense confirmed

Accommo-
dation and 
Transporta
tion book

Input

∙Per diem and Travel 
expense confirmed

∙Accommodation and 
Transportation reviews

Output ∙Booking results

Business 
trip register

Input ∙Booking results

Output ∙Booking invoice

Application 
form 
register

Input
∙Booking results
∙Application form submit 
deadline

Output ∙Application form

Application 
assessment

Input
∙Booking invoice
∙Application form

Output ∙Assessment results

Purchase
Management

Purchase 
requisition 
receiving

Input ∙Purchase requisition

Output ∙Purchase requisition form

Purchase 
requisition 
validation

Input

∙Purchase requisition form
∙Per diem and Travel 
expense allowance
∙Price comparison direction
∙Invoice

Output ∙Validation results

Purchase 
requisition 
rejection

Input ∙Validation results(NO)

Output ∙Report of rejection

Purchase 
requisition 
approval

Input ∙Validation results(YES)

Output ∙Round robin of purchase

Purchase 
order 

placement

Input ∙Round robin of purchase

Output ∙Purchase order

Payment
Input

∙Purchase order 
∙Invoice
∙Account payable

Output ∙Payment receipt

<Table 2> Process-Task-Knowledge Specification하여, 기존의 로세스 기반 지식지도를 제로 

하여 이를 온톨로지화하는 과정  결과를 설명한

다. 앞서 제시된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의 효과를 

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존 

개발된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에 비하여 본 연구

의 지식지도가 갖는 차별된 특성을 검증한다.

제로 사용하는 로세스 기반 지식지도는 두 

가지 로세스의 지식지도로, 즉 ‘출장신청(Busi-

ness Trip Application)’ 로세스와 ‘구매 리(Pur-

chase Management)’ 로세스에서 사용되는 지식

의 네트워크를 표 한 지식지도이다. 각 로세스

를 구성하는 세부업무와 이러한 세부업무에 입력 

 출력되는 지식의 종류를 명세하면 <Table 2>와 

같다. 한 이를 도식화하여 표 하면 <Figure 2>

와 같다.

 <Figure 2> Processes of Business Trip Application 
(Upper) and Purchase Management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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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를 통해 입력  출력되는 지식의 

흐름을 네트워크 형식으로 표 하는 로세스 기반 

지식지도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 Knowledge Maps of Business Trip 
Application(Upper) and Purchase 
Management(Lower)

4.2 개념화 : 로세스-세부업무-지식 간 

계 개념화

하나의 로세스는 하나 이상의 세부업무로 구

성되고, 하나의 세부업무는 하나 이상의 지식을 입

력 받아 하나 이상의 지식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결국 하나의 로세스는하나 이상의 지식을 입력 

받아 하나 이상의 지식을 출력하므로, 로세스와 

지식 간의 계는 세부업무를 매개로 하여 형성된다. 

일반 으로 특정 지식을 최종 인 결과물로 생성

하는 로세스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업무를 통해 

개별 인 지식과 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로세

스 기반 지식지도를 온톨로지로 구 하기 해서는 

로세스, 세부업무, 지식을 상호 배반 인(Mutually 

exclusive) 성격을 갖는Class로 정의한다. 한 세부

업무는 로세스를 구성(Compose)하고, 지식은 세

부업무를 작동(Activate)시키며, 세부업무는 지식을 

생산(Produce)하는 계로 각 Class간을 연결하는 

Property를 정의한다. 이를 Protégé-OWL을 이용하

여 표 하면 <Figure 4>와 같다.

<Figure 4> Class Conceptualization

4.3 모델링 : Class  Property 정의

로세스-세부업무-지식의 의미와 계에 한 

개념화를 바탕으로 Class와 Property를 정의한다. 

‘출장신청’과 ‘구매 리’는 ‘Process’의 Subclass로 

정의되고, 각 로세스를 구성하는 세부업무, 즉 

<표 2>에서 명세한 세부업무들은 ‘Task’의 Sub-

class로 정의되며, 한 입력  출력되는 지식들

은 ‘Knowledge’의 Subclass로 정의된다. 

Property는 <Table 1>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모두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들 모두 ‘Transitive’, 

즉 ‘A  B’이고 ‘B  C’일 경우 ‘A  C’의 연쇄 인 

계를 나타내는 Property characteristics를 갖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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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bject Property Definition(for ‘Compose’)

<Figure 6> Definition of Tasks for Process ‘Purchase Management’

이는 지식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특정 지식을 선

행하는 지식, 는 선행 지식을 선행하는 지식 등

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함이다. <Figure 

5>는 Protégé-OWL을 이용하여 Property를 정의

하는 화면을 보여 다.

4.4 구   응용 : 지식 네트워크 구성

정의된 Class와 Property를 이용하여 지식 간의 

네트워크를 표 하고 구성한다. 로세스를 정의

하기 해서는 로세스 상호 간의 계와 해당 

로세스를 구성하는 세부업무를 정의한다. 세부

업무를 정의하기 해서는 세부업무 간의 선행  

후행 계를 정의하고, 해당 세부업무로부터 생성

되는 지식을 정의한다. 다음의 <Figure 6>은 ‘구

매 리’ 로세스를 구성하는 세부업무를 정의한 

이며, <Figure 7>은 이들 세부업무  ‘구매요

청심사(Purchase Requisition Validation)’의 연  

지식을 정의한 이다.

<Figure 6>과 <Figure 7>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세부업무의 실행 순서와 각 세부업무에 입력 

 출력되는 지식의 황이 네트워크 형식으로 표

된다. 이를 통해 체 인 지식 네트워크를 표

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식 간의 선행  후행 계

를 표 하기 해 세부업무를 매개체로 이용한다. 

<Figure 8>은 세부업무를 매개로 하여 도출되는 

지식 네트워크, 즉 최종 인 지식지도를 보여주며, 

이는 <Figure 2>와 <Figure 3>의 로세스  지

식지도와 동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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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finition of Knowledge for Task ‘Purchase Requisition Validation’

   <Figure 8> Ontology-based Knowledge Map of ‘Business Trip Application’(Upper) and ‘Purchase 
Management’(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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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능 테스트 :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 

유효성  응용 타당성 검증

구 된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의 유효성과 응용 

타당성은 Protégé-OWL 러그인 모듈인 ‘Fact++’ 

추론엔진과 ‘DL-Query’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

다. ‘Fact++’는 정의된 Class와 Property의 내용을 

바탕으로 반 인 온톨로지의 일 성(Consisten-

cy)을 검한다. 만일 구 된 온톨로지에 논리  

오류가 내포된 경우 ‘Fact++’ 실행 시 해당 Class가 

색으로 표시되어 해당 Class의 내용과 Property

에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거나, 는 Protégé-OWL 

Class 라우 의 추론된(inferred) Class hierarchy 

화면에 당한 Class hierarchy를 게시한다. ‘DL- 

Query’는 정의된 온톨로지에 조건문을 이용한 질의

를 수행하여 해당 온톨로지에 포함된 개념과 계

가 올바르게 정의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질의 언어, 

즉 Class 표 법은, Class, Property, 그리고 Ins-

tance 등을 하나의 문구로 포함시켜 표 하는 

임(Frame) 형식에 기반하여 OWL DL에 한 사용

자 친화  Syntax인 Manchester OWL syntax를 

기반으로 지원된다.

본 제에 해 ‘Fact++’를 이용하여 추론을 수

행한 결과, 추론 결과에 경고 는 변경이 발견되

지 않으므로, 본 온톨로지에는 논리 인 오류가 없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가 갖는 Class, 세

부업무, 그리고 지식의 개수가 고, 이러한 개념

들 간의 계 한 비교  간단하므로 자명한 결

과라 할 수 있다.

5.1 테스트#1 : 지식 네트워크 유효성 검증

‘DL-Query’를 이용하여 지식 네트워크의 구성

이 올바르게 되었는가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

은 7개의 질의 내용을 설정하 다. 즉, <Figure 

7>  <Figure 8>과 같이 세부업무와 지식이 연결

되어 네트워크 형식으로 정의된 지식지도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상호참조  지식을 질의하는 내

용이다.

Query#1 : 지식 ‘ValidationResults’를 산출하는 

세부업무 찾기

질의문 : Task and produce some Validation 

Results

정  답 : PurchaseRequisition Validation(총 1개

의 세부업무)

Query#2 : 지식 ‘ValidationResults’를 산출하는 

세부업무를 작동시키는 지식 찾기

질의문 : Knowledge and activate some(Task 

and produce some Validation Results)

정  답 : PurchaseRequisitionForm, PerDiem/ 

Travel ExpenseAllowance, Price Com-

parisonDirections, Invoice(총 4개의 지식)

Query#3 : 지식 ‘ValidationResults’를 산출하는 

세부업무를 작동시키는 지식을 산출

하는 세부업무 찾기

질의문 : Task and produce some(Knowledge 

and activate some(Task and produce 

some ValidationResults))

정  답 : PurchaseRequisitionReceiving(총 1개

의 세부업무)

Query#4 : 지식 ‘ValidationResults’를 산출하는 

세부업무를 작동시키는 지식을 산출

하는 세부업무를 작동시키는 지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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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Knowledge and activate some(Task 

and produce some(Knowledge and 

activate some(Task and produce some 

ValidationResults)))

정  답 : PurchaseRequisition(총 1개의 지식)

Query#5 : 지식 ‘ValidationResults’를 산출하는 

세부업무를 작동시키는 지식을 산출

하는 세부업무로 구성되는 로세스 

찾기

질의문 : Process and isComposedOf some(Task 

and produce some (Knowledge andac-

tivate some (Task and produce some 

ValidationResults)))

정  답 : PurchaseManagement(총 1개의 로세스)

Query#6 : 로세스 ‘BusinessTripApplication’

와 ‘PurchaseManagement’에서 동시

에 사용하는 지식 찾기

질의문 : (Knowledge and activate some(Task 

and compose some BusinessTripAppli-

cation)) and (Knowledge and activate 

some(Task and compose some Purcha-

seManagement))

정  답 : PerDiem/TravelExpenseAllowance, Price 

ComparisonDirections(총 2개의 지식)

Query#7 : 로세스 ‘BusinessTripApplication’ 

는 ‘PurchaseManagement’에서 사

용하는 모든 지식 찾기

질의문 : Knowledge and activate some(Task and 

compose some(BusinessTripApplicat-

ion or PurchaseManagement))

정  답 : 총 19개의 지식(AssessmentResults, Pay-

mentReceipt, ReportOfRejection은 출력 

산출물) 

이들 질의  Query#1부터 Query#4까지는 해당 

로세스의 지식지도가 세부업무  지식 간의 네

트워크 계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확인

한다. 특히 Query#2와 Query#4는 기  지식과 상

호참조  네비게이션 계에 있는 지식을 검색한

다. Query#5는 이러한 세부업무와 지식이 해당 

로세스 하에 올바르게 정의되었는가를 확인한다. 

Query#6은 지식  두 개의 로세스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지식을 찾아내는데, 서로 다른 로세스

를 아우르는 지식 네트워크의 구성이 히 구성

되었는가를 확인한다. Query#7은 지식지도에서 

다루는 지식  입력 지식의 개수를 올바르게 정

의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Figure 9>는 이러한 

7개의 질의에 한 결과값 화면으로, 각 질의의 정

답(Correct answer to query)과 비교하면 모두 정

확한 결과를 산출함을 알 수 있다.

5.2 테스트#2 : Class Hierarchy 자동 구성 검증

앞서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의 장 으로 언

된 지식베이스자동 확장은, 새로운 종류의 지식이 

정의되었을 경우, 기존 정의된 세부업무와 지식 간

의 계에 맞추어 해당 지식이 속하는 치를 기

존 Class Hierarchy에서 자동으로 악할 수 있는 

특성이다. 즉, 개별 으로 정의된 새로운 지식이 

온톨로지의 자체 인 추론에 의해 체 지식 네트

워크 상에 자동으로 배치되는데, 이러한 지식 네트

워크는 지식베이스의 지식 분류  장 체계를 

결정하므로, 지식베이스가 갖는 지식 카테고리의 

자동 인 업데이트  확장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구 된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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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sults of Queries using DL-Query

한 특성을 만족시키는지 검증하기 하여 2개의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기존 Class에 추가하 다. 

추가된 새로운 지식은 ‘Core Knowledge’와 ‘Causal 

Knowledge’로, ‘Core Knowledge’는 ‘출장신청’ 

로세스와 ‘구매 리’ 로세스 모두에서 사용되는 

지식, 즉 활용도가 높은 지식을 의미하고, ‘Ca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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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efinition of ‘CoreKnowledge’ (Upper), 
Reasoning Results (Middle), Reasoning 
Specifics (Lower)

Knowledge’는 하나의 세부업무로부터 산출되어 

 다른 세부업무를 작동시키는 지식, 즉 세부업무 

간 이되는 지식을 의미한다. 

∙‘CoreKnowledge’ 추론  악

‘CoreKnowledge’는 기존의 지식  ‘출장신청’ 

 ‘구매 리’ 로세스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지식

으로, 앞의 DL-Query를 이용한 질의  Query#6의 

내용을 새로운 Class로 정의한 지식이다. 추론의 

실행을 해 ‘CoreKnowledge’는 ‘Defined Class’로 

정의되며, 추론에 의해 조건에 해당되는 지식이 추

출되어 ‘CoreKnowledge’의 Subclass로 배치된다. 

<Figure 10>은 ‘CoreKnowledge’를 Defined Class

로 정의한 내용과 추론 결과를 보여 다.

추론 실행 결과, ‘PerDiem/TravelExpenseAll-

owance’  ‘PriceComparisonDirections’ 등 총 2개

의 지식이 ‘CoreKnowledge’의 Subclass로 변경되어 

있다. <Figure 3>의 지식지도를 보면, 이들 지식은 

‘출장신청’  ‘구매 리’ 로세스의 지식지도에 모

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CoreKnowledge’의 정의와 

일치된다. 따라서 이들 지식이 선별되어 새로운 

Class Hierarchy(<Figure 10> 추론결과( ))로 변

경되었으며, 향후 이들 지식은 ‘CoreKnowledge’라

는 새로운 Superclass 하에 배치  장된다. 한 

2개의 로세스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지식이 새롭게 

정의되는 경우, 이들 지식 한 ‘CoreKnowledge’의 

한 종류로 자동 분류  장된다.

∙‘CausalKnowledge’ 추론  악

‘CausalKnowledge’는 기존의 지식  세부업무 간 

이되는 지식, 즉 하나의 세부업무에서 출력으로 

산출되는 지식   다른 세부업무를 작동시키는 

입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이다. 이러한 ‘Causal-

Knowledge’는 외부 로세스로부터 유입되는 지식

이 아닌, 특정 로세스 내에서 생성  활용되는 

지식으로, 로세스를 구성하는 세부업무 간 선행 

 후행 계를 설명하는 지식이다. 추론의 실행을 

해 ‘CausalKnowledge’는 ‘Defined Class’로 정의

되며, 추론에 의해 조건에 해당되는 지식이 추출되어 

‘CausalKnowledge’의 Subclass로 배치된다. <Figure 

11>은 ‘CausalKnowledge’를 Defined Class로 정의

한 내용과 추론 결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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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Definition of ‘CausalKnowledge’(Upper), 
Reasoning Results(Middle), Reasoning 
Specifics(Lower)

추론 실행 결과, ‘ApplicationForm’, ‘Booking-

Invoice’, ‘BookingResults’, ‘ScheduleConfirmed’, 

‘PerchaseOrder’, ‘PerDiem/TravelExpenseConfirmed, 

‘ValidationResults’, ‘PurchaseRequisitionForm’, ‘Round-

RobinOfPurchase’ 등 총 9개의 지식이 ‘Causal-

Knowledge’의 Subclass로 변경되어 있다. <Figure 

3>의 지식지도를 보면, ‘출장신청’  ‘구매 리’ 로

세스의 세부업무 간 이되는 지식, 즉 총 22개의 

지식  다른 로세스로부터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지식이 아닌 로세스 내의 세부업무에 의해 출력 

 입력되는 지식은 모두 9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식이 선별되어 새로운 Class Hierarchy(상/

우)로 변경되었으며, 향후 이들 지식은 ‘Causal-

Knowledge’라는 새로운 Superclass 하에 배치  

장된다. 한 2개의 로세스를 구성하는 세부업

무로부터 새로운 지식이 생성되어 해당 로세스 

내의  다른 세부업무로 입력되는 경우, 이들 지식 

한 ‘CausalKnowledge’의 한 종류로 자동 분류  

장된다.

6. 결론

지식지도는 지식의 황을 한 에 볼 수 있도

록 네트워크 형태로 악한 도식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상의 지식 간의 상호참조  계

를 네비게이션으로 구 하여 련된 지식을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검색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가치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지도의 본연

의 의미와 기능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

기 하여 온톨로지의 기능성을 기존의 지식지도

에 목하 다. 기존에도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 

구축을 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의 시도

들은 온톨로지를 이용한 지식과 련 개념과의 

계에 한 형식 이고 객 인 묘사에 국한되어, 

지식 간 상호참조  네비게이션이라는 지식지도

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능성을 구

하지 못했다. 이는 지식과 계를 맺을 수 있는 개

념을 련 로세스  세부업무로만 정의하 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보

다 더욱 직 인 이유는 지식 간 상호참조  

계에 기 하는 지식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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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이루어지지않았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더욱 

설득 일 수 있다. 즉, 지식지도의 지식 배치가 네

트워크 형식이 아닌, 문서 장 시 일반 으로 사

용하는 단순한 계층 구조를 따른다고 간주하는 기

존의 지식지도와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KMS의 

한계 으로 인한 문제이다. 온톨로지에 기반하는 

지식 카테고리에 의해 리하는 지식에 한 시맨

틱 검색이 가능하다는 기본  이론 한 기존의 

근방식, 즉 지식지도를계층  구조로 간주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비록 온톨로지 기술을 용하

여 지식을 정의  장하여도, 만족할만한 검색 

정확성과 용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성능 테스트’ 부분에서 사용한 DL-Query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식 간 상호참조  

계를 온톨로지 기반으로 구 하면, 사용자가 검색 

시 사용하는 자연어와 질의문에서 사용하는 몇 가

지 단어들을 매칭시키는 약간의 로그래 을 통

해 시맨틱 검색을 완성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미

는 지식지도를 구 함에 있어 온톨로지라는 도구

를 사용해보고자 함이 아닌, 온톨로지 기술을 통해 

그 동안 제 로 평가되지 못했던 지식지도의 본연

의 가치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온톨로지 기술의 특

징과 지식지도의 기능성을 융합하여 진정한 지식 

서비스의 제공을 한 기 를 다짐에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식지도에 포함되는 지식

과 지식 간의 계는 문가에 의해 직  정의되

어야 한다. 그러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

의 지식을 리하기 해서는 지식의 내용  다

른 개념과의 계를 악하여 지식지도를 구성하

는 과정이 자동화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자동

화된 지식 획득, 자동화된 지식 내용  계 악, 

그리고 자동화된 지식지도 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화된 지식 획득은, 지식이 담겨있는 원천

(Source)인 화, 문서, 행동에 한 모니터링과 

이에 한 해석을 통한 문서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동화된 지식 내용  계 악은 문서

화된 지식의 내용으로부터 제목  주제어를 축약

(Abstraction)  추출(Extraction)하는 기술의 개

발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한 자동화된 지식

지도의 구성은, Naive Bayes Classifier를 기반으

로 하는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 

SoM) 기법을 이용(Isa et al., 2009)하는 알고리듬에 

기 하는 방법, 는WfMS(Workflow Management 

System)과 지식지도를 연동(Zhang et al., 2009; 

Kang et al., 2003)하거나 재귀함수를 이용하여 기존 

지식지도 상에 새로운 지식의 치를 찾아 배치

(유기동, 2012)시키는 로그래  등을 통해 가능

해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이외에도 네트워크 형

식의 지식지도에 지식을 자동 장 방법, 지식지도

를 기 로 최근 심을 얻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

리지 기반 기업 장소의 구조 설계, 스마트폰 등

의 이동형 단말기를 이용한 지식지도 구성  조

회 등 추후 연구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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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tology-Based Process-Oriented Knowledge Map Enabling

Referential Navigation between Knowledge

3)

Keedong Yoo*

A knowledge map describes the network of related knowledge into the form of a diagram, and 
therefore underpins the structure of knowledge categorizing and archiving by defining the relationship 
of the referential navigation between knowledge. The referential navigation between knowledge means 
the relationship of cross-referencing exhibited when a piece of knowledge is utilized by a user.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knowledge, a user usually requires additionally information or know-
ledge related with each other in the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This relation can be expanded as 
the effective connection between knowledge increases, and finally forms the network of knowledge. 
A network display of knowledge using nodes and links to arrange and to re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pts can provide a more complex knowledge structure than a hierarchical display. 
Moreover, it can facilitate a user to infer through the links shown on the network. For this reason, 
building a knowledge map based on the ontology technology has been emphasized to formally as well 
as objectively describe the knowledge and its relationships. 

As the necessity to build a knowledge map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ontology has been 
emphasized, not a few researches have been proposed to fulfill the needs. However, most of those 
researches to apply the ontology to build the knowledge map just focused on formally expressing 
knowledge and its relationships with other knowledge to promote the possibility of knowledge reuse. 
Although many types of knowledge maps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ontology were proposed, no 
researches have tried to design and implement the referential navigation-enabled knowledge map. 

This paper addresses a methodology to build the ontology-based knowledge map enabling the 
referential navigation between knowledge. The ontology-based knowledge map resulted from the 
proposed methodology can not only express the referential navigation between knowledge bu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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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 additional relationships among knowledge based on the referential relationships.
The most highlighted benefits that can be delivered by applying the ontology technology to the 

knowledge map include; formal expression about knowledge and its relationships with others, 
automatic identification of the knowledge network based on the function of self-inference on the 
referential relationships, and automatic expansion of the knowledge-base designed to categorize and 
store knowledge according to the network between knowledge. 

To enable the referential navigation between knowledge included in the knowledge map, and 
therefore to form the knowledge map in the format of a network, the ontology must describe 
knowledge according to the relation with the process and task. A process is composed of component 
tasks, while a task is activated after any required knowledge is inputted. Since the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between knowledge can be inherently determined by the sequence of tasks, the referential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can be circuitously implemented if the knowledge is modeled to be 
one of input or output of each task. 

To describe the knowledge with respect to related process and task, the Protégé-OWL, an editor 
that enables users to build ontologies for the Semantic Web, is used. An OWL ontology-based knowledge 
map includes descriptions of classes (process, task, and knowledge), properties (relationships between 
process and task, task and knowledge), and their instances. Given such an ontology, the OWL formal 
semantics specifies how to derive its logical consequences, i.e. facts not literally present in the ontology, 
but entailed by the semantics. Therefore a knowledge network can be automatically formulated based 
on the defined relationships, and the referential navigation between knowledge is enabl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concepts, two real business process-oriented knowledge 
maps are exemplified: the knowledge map of the process of ‘Business Trip Application’ and ‘Purchase 
Management’. By applying the ‘DL-Query’ provided by the Protégé-OWL as a plug-in module, the 
performance of the implemented ontology-based knowledge map has been examined. Two kinds of 
queries to check whether the knowledge is networked with respect to the referential relations as well 
as the ontology-based knowledge network can infer further facts that are not literally described were 
tested. The test results show that not only the referential navigation between knowledge has been 
correctly realized, but also the additional inference has been accurately performed.

Key Words : Ontology-Based Knowledge Map, Referential Navigation, Knowledge Network, Protégé-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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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산업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영정보 

시스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단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경영정보학연구, 지식경영연구 

등에 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식경영 및 지식관리시스템, 
유비쿼터스 컴퓨팅, 차세대형 경영정보시스템, 컨텍스트 기반 자율적 컴퓨팅, 지능적 지식서비스, 
정보전략 기획 및 성과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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