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의 온톨로지  개념 정의에 한 연구

A Study on Ontological Conceptual Definition of “Facility”

장 인 호 (Inho Chang)*

 록

본 연구는 련 연구와 시설  시설의 련 개념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시설에 한 온톨로지  

개념 정의를 실시하 다. 첫째, 시설 개념의 계로 포함 계, 사례 계, 규칙 계, 속성 계, 부분- 체 

계를 사용하여 정의하 다. 둘째, 시설은 여러 부분들이 기능 으로 통합성을 이루는 물리  개체로 규정하

다. 셋째, 기본 개념과 역할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독서 시설, 시 시설 등은 시설의 하  개념이 아니라 

역할 개념의 하  개념으로 하여, 다  계승을 하지 않도록 하 다. 넷째, 시설에 한 온톨로지를 OWL 

DL로 구축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facility’ and its related concepts were analysed, and then ontological 

conceptual definition for the facility was conducted based on a variety of relationships between 

those concepts. First, as a facility conception relation, inclusion relation, instance relation, 

rule relation, attribute relation and part-whole relationships were investigated. Second, facility 

concepts were prescribed as a physical entity in which many parts were functionally integrated. 

Third, by strictly separating the basic concept and role concept, reading facility, exhibit facility, 

etc. were not supposed to make multiple inheritances by putting subordinate concepts as those 

of role concepts, not those of the concept of facility. Fourth and lastly, an ontology for the 

facility was made by using OWL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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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오늘 국립 앙박물

에 간다”, “국립 앙박물 의 장은 A씨이다”, 

“국립 앙박물 은 6층짜리 건물이다”와 같은 말

을 하게 된다. 정보검색 역에서 보면, 기존의 용어 

검색 방식에서는 모두 “국립 앙박물 ”이라고 하

는 용어가 채용될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의 국립

앙박물 은 장소 는 치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조직으로서의 국립 앙박물 , 세 번째는 건물로서

의 국립 앙박물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용어의 다의성은 검색 효율(정확률)을 떨어뜨린

다. 특히, 검색엔진에 의한 자연언어 처리시스템에

서는 이것들을 구별할 수 없다. 이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정보검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최근 용어 기반이 아닌 개념(의미) 기반의 

온톨로지 검색시스템이 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들 주 에는 과학 , 박물 , 미술  등 수

많은 시설들이 있다. 시 시설, 문화 시설, 교육 

시설 등도 있다. , 국립박물 도 있고 사립박물

도 있다. 기존의 시소러스나 객체 지향 모델링

에서는 이들 모두를 시설의 하  개념으로 취 하

여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패싯이 섞여있다. 를 들어, 

학박물 의 경우, 교육 시설과 시 시설 양쪽에 

다  계승이 되고 있고, 그 상  개념들은 기능, 

종류 등의 패싯이 혼재한다. 인간은 고도의 추론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패싯 별로 섞여 있거나 포함 

계, 부분- 체 계, 사례 계 등이 혼재하여 

있어도 유지될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추론하고 이해

하기 해서는 더욱 형식화해야 한다.

일반 으로 박물 은 시 시설이라고 일컫는

다. 기존 방식에서의 박물  련 구조는 “국립박

물  is-a 박물  is-a 시 시설 is-a 시설”이라고 

구조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립박물 은 설립․

운  주체가 국가라는 것이고, 박물 이 시 시

설이라고 하는 것은 박물 이 시 시설의 기능

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컴퓨터가 개

념 계층을 추론한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

다. 의 is-a 계층을 온톨로지 으로 구분하면 

“국립박물  is-a 법  역할 is-a 역할”, “박물  

is-a 시설”, “ 시 시설 is-a 기능 is-a 역할”과 

같은 형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박물 은 건물, 토지, 설비, 수장품, 조직, 인력, 

기능 등으로 구성된 시설로서 건물, 토지, 설비, 

수장품 등은 구체 으로 시공간상에 존재하는 것

이 당연하지만, 시공간상에 직  존재하지 않는 

조직, 인력, 박물 의 기능 는 역할 등이 함께 

체를 이루고 있다. 그 다면 박물 은 물리  

개체로 모델링해야 할지 추상  개체로 모델링

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한 부분- 체 계, 

포함 계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문제가 된다.

온톨로지에서는 이것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시설  시설 련 

개념을 분석하여 시설의 포함 계, 사례 계, 규칙 

계, 속성 계, 부분- 체 계 등을 정의한다. 

한, 시설은 물리  개체인지 추상  개체인지, 

시설이 포함하는 하  개념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논하고, OWL DL 온톨로지를 구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시설  시설 련의 개념들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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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그 개념들에 한 포함 계, 사례 계, 

규칙 계, 속성 계, 부분- 체 계를 가지고 

온톨로지 으로 시설의 개념을 정의하기 해 

우리나라 행 법령  박물   미술  진흥

법  제2조에서 ‘박물 은 시설’이라고 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하 다. 일차 으로 동 법령과 한

국법제연구원(2002)에서 펴낸 법령용어사례

집 에서 박물 을 심으로 시설과 시설 련 

용어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필요시에는 국어

사 , 련 도서 등을 참조하 다. 법률 역을 

우선한 이유는 법령에 쓰이는 용어의 정의가 명

확하게 기술되는 에 착안하 다.

수집된 용어에 해 일반 인 의미를 악하

기 하여 사  용어 정의 사 을 작성하고 

분석하여 시설의 온톨로지  정의를 해 필요

한 주요 개념들을 도출하 다. 시설과 련 있

는 설비, 박물 , 시 시설 등의 개념들을 심

으로 주요 개념을 악한 후 미들아웃 방식을 

사용하여 온톨로지  계들을 맺어가는 방법

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2. 련 연구

개념들 간의 계성을 악하고, 온톨로지의 

명확한 개념 계층을 형성하기 한 기본 개념과 

역할 개념의 구별, 그리고 시설의 개념이 최상

의 물리  개체와 추상  개체의 어느 쪽인가

를 구별하기 하여 선행 연구를 분석하 다.

2.1 개념의 계성

신 정(2000)에 의하면 개념 체계는 망으로 

모형화할 수 있으며, 망은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

는데 노드는 개념, 링크는 개념간의 계이며 링

크는 다섯 가지 유형의 계를 표 한다. 즉, 포

함 계, 사례 계, 규칙 계, 속성 계, 부분-

체 계를 말한다. 를 들어, 붕어는 물고기

에 포함되며, 붕순이는 물고기의 사례이고, 붕

어는 색깔을 가지며, 붕순이는 빨갛다는 계를 

나타내며, 물고기는 아가미를 부분으로 갖는다.

이들 계를 시각화하면 <그림 1>과 같다.

2.1.1 포함 계

신 정(2000)이 밝혔듯이 붕어는 물고기

에 포함되며, 물고기는 동물에 포함되고, 동물

은 생물에 포함된다. 이 게 포함 계는 집합이

라는 의미에서 개념들 간의 포함 계를 나타내

는 것을 흔히 is-a 계라고 한다. 이 계는 비

칭성과 이행성(transitivity)을 갖는다. 비

칭성이란 모든 붕어는 물고기이지만, 모든 물

고기가 붕어는 아니라는 특징이며, 이행성이

란 모든 붕어는 물고기이고, 모든 물고기는 동

물이며, 모든 동물은 생물이다. 따라서 모든 

붕어는 생물이라는 특징을 말한다.

2.1.2 사례 계

사례는 ‘개체(individual)’라고도 하며, 각 개

념의 실제 인 사례를 말한다(노상규, 박진수 

2007). 를 들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의 사례로

서는 한민국, 일본, 국 등을 들 수 있으며, 

분리될 수 없는 개개의 개체를 말한다.

사례 계는 이 게 집합에 응하는 개념과 

그 요소에 한 사례 간의 계이다. 컨 , 

붕어라고 하는 집합에는 수많은 개체인 요소가 

있으며, 그 의 한 요소인 ‘붕순이’는 붕어의



20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3호 2013

<그림 1> 개념의 계성(신 정 2000, p.27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의 한 사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2.1.3 규칙 계  속성 계

규칙 계는 개념간의 일반  계를 나타낸

다. 그 지만 모두에게 용되는 보편  계는 

아니다(신 정 2000). 를 들면, ‘ 붕어’는 ‘빨

강’색을 갖는다. 그 다고 보편 으로 모든 

붕어가 빨강은 아니다. 색깔은 붕어의 존재와 

뗄 수 없는 속성이고, 색깔이 없는 붕어는 존

재할 수 없다. 규칙 계는 이와 같이 속성 개념

과의 계뿐만 아니라 ‘이름’이나 ‘제품번호’와 

같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과의 계도 포함한

다((古崎晃司 외 2006). 

속성 계는 개념의 인스턴스가 다른 개념의 

인스턴스와 특정한 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속성 계는 부분- 체 계나 속성 계와 마

찬가지로 술어 논리 으로는 2항 술어로 표

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 인 벨에서의 계

라기보다는 온톨로지 인 의미에서의 계를 

말한다(古崎晃司 외 2006).

개념과 속성(개념) 사이의 계는 규칙 계

이며, 사례와 사례 사이의 계는 속성 계이다. 

“사람은 직업을 갖는다”는 규칙 계를, “홍길동

의 직업은 학 사이다”는 속성 계를 나타낸다.

2.1.4 부분- 체 계

사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를 들면, 

발가락은 발의 부분이고, 발은 다리의 부분이며, 

다리는 신체의 부분일 때의 부분과 체의 계

를 부분- 체 계라고 한다(신 정 2000).

김은 (1998)은 어휘소와 어휘소 사이에는 

의미 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로 부분- 체 

계의 의미 계를 규정해보고 계층 구조 내에

서 보이는 특성들을 고찰하 다. 부분- 체 계

는 한 어휘소가 다른 어휘소의 부분이 되는 계

이며, 계층 구조가 되기 해서는 부분어들이 일

단 동일한 일반  유형의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격한 계층 구조가 되기 해서는 구분의 

원리를 보존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일반  

유형의 규정은 부분- 체 계층 구조 내의 한 요

소가 긴 한 물리  응물을 나타내면 그 집합 

내의 다른 모든 항목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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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몸’의 계에서 ‘몸’의 ‘무게’는 ‘몸’의 

부분들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손가락, 다리, 머

리’ 등은 ‘몸’이 포함하는 가장 포 인 실재물

로 물리 인 상물로부터 물리  긴 성을 나

타내는 요소들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구분의 원리의 보존은 체와 부분에 해서 어

떤 구분 원리가 용되었으면, 오직 그것만 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몸’을 구분하

면서 ‘몸-팔-손-손가락’까지 구분한 뒤 ‘ , 근육, 

’ 등까지 확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Winston 등(1987)은 부분- 체 계의 개념 

계층을 여섯 가지로 나 었다. 첫째, 구성 부품

과 완 한 물체(페달과 자 거), 둘째, 구성원과 

집합(선박과 선단), 셋째, 부분과 덩어리( 이

의 한 조각과 이의 체), 넷째, 재료와 물체

(철과 자동차), 다섯째, 특정 행 와 활동(구매

와 쇼핑), 여섯째, 장소와 역(포천과 경기도)

으로 나 었다.

2.2 기본 개념과 역할 개념

온톨로지에서 포함 계는 다  계승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  계승은 포함 계, 

사례 계, 부분- 체 개념 등이 병존하게 되어 

의미론이 혼란스럽고, 추론 시에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溝口理一郎 2005). 

그래서 溝口理一郎은 기본 개념과 역할 개념

의 구별을 통해, Rector(2002)는 기본 골격이 

되는 선언된 개념과 기술 논리를 사용하여 분해 

후 재결합시키는 정의된 개념으로 나 는 온톨

로지의 구  정규화를 통해, Guarino와 Welty 

(2004)는 개념의 유형을 나타내는 메타 로퍼

티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념의 유형을 구

별하여 포함 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에서 溝口理一郎(2005)이 제안하는 기본 

개념과 역할 개념의 구분을 통한 포함 계를 

채용하 다. 이 방법론의 이해를 해 역할 개

념에 한 선행 연구들을 보충하 다.

溝口理一郎 등(溝口理一郎 2005; 砂川英

一 외 2006)은 기본 개념과 역할을 엄격히 구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 개념이란 다른 개

념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신으로 정의되는 개념, 

즉, 본질 속성의 개념에 착안한 개념이며, 역할

은 콘텍스트에 의존하여 정의되는 개념 즉, 무

엇인가에 의존하여 정해지는 개념을 말한다. 

자의 시로는, 사람, 자동차, 돌 등이며, 후자의 

로는 교사, 아내, 통령, 연료, 식품 등을 들 

수 있다. 역할 개념은 시간 변화와는 계없이 

개체에 한 에 따라 주목되는 역할이 변하

는 성질이나, 시간의 변화를 수반하여 의존하는 

콘텍스트의 변화에 따라 개체가 담당하는 역할

도 변하는 성질 등을 갖는다. 를 들면, 자는, 

송곳이라는 인공물이 살인에 참여하게 되면 흉

기가 되며 후자는,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는 남

편이 되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된다.

Loebe(2003)는 역할을 콘텍스트에 따라 

계  역할, 차  역할, 사회  역할로 범주화하

다. 첫째, 계  역할은 일반 으로 가족 계

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식 등에

서 원형을 볼 수 있다. 둘째, 차  역할은 개체

가 특정한 로세스에 치를 가지고 행하는 역

할로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다. 한편, Loebe

는 기기의 기능을 차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셋째, 사회  역할은 학생, 교수 등의 직업  역할

과 조세, 공원 등 법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Breuker 등(2007)은 인식론  에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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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온톨로지인 LRI-Core(Legislative Re- 

search Incorporated-Core)를 구축하면서 역할

에 한 일반 인 논의도 실시하고 있다. 역할은 

주체(agent)의 행동 양식이나 정신  로세스

에서 물리  객체에 한 기능  을 다룬다. 

특히, 사회  행동 양식과 사회  조직은 역할로 

설명한다. 역할은 정신 (마음속의) 개체이며, 

‘실제로(really)' 존재하지 않는다. 역할을 수행

하는 것과 역할 그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 주체는 

행 를 할 수 있고, 역할은 하지 못한다.

Fan 등(2001)은 모든 것(Thing)의 하  개

념을 개체와 역할로 나 고, 역할의 시(하  

개념)로서 행 자, 도구, 상을 들고 있다. 첫

째의 행 자는, 행  개체에 의해 수행되는 역

할 혹은 이벤트에 책임이 있는 역할을 말하며, 

더욱 그 하 에 창시자, 개발자, 통역자 등을 

시하고 있다. 둘째의 도구는 이벤트 안에서 사

용되는 개체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을 말하며, 

더욱 그 하 에 매, 용기, 연결 장치 등을 시

하고 있다. 셋째의 상은 이벤트에서 작용하는 

개체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로서, 더욱 견본, 아

이돌, 투입과 피해자 등을 시하고 있다.

2.3 물리  개체와 추상  개체

물리  개체가 그 존재에 어도 시간과 공간

의 어느 한쪽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어느 쪽도 

의존하지 않은 것을 추상  개체라고 정의한다

(溝口理一郎 2005). 책상, 사람, 돌 등이 물리  

개체라면, 수, 구조, 집합 등은 추상  개체이다. 

추상  개체는 순수하게 형식 , 논리 , 수학  

의미를 지닌 개체이다(Breuker et al. 2007).

溝口理一郎(2005)은 모든 물리  객체는 

그 존재에 물질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궁극

으로 물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의존 계

는 part-of 계의 일종인 재료 계라고 하

다. 목제 책상의 경우 견해에 따라 단순한 나무 

조각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책

상이라고 인식하는 근거는 책상이라고 하는 것

이 본질 으로 유지하는 기능  통합성(책상의 

본질 속성)의 존재에 있다.

Park(2001)에 의하면 물리  개체는 물질, 물

리  객체, 그리고 물리  개념으로 구성된다. 물

질은 물, 모래, 구리 등과 같은 물질들로서 로 

사라지지 않으며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 한 물질들은 그 자체로써도 존재할 수 

있지만 물리  객체의 구성 성분들이 될 수도 있

다. 물리  객체는 물질들로 구성되어지거나 다

른 물리  객체들과 혼합하여 구성된다. 물리  

객체는 객 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량을 가지는 

고체의 특성을 가지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객체들이 이에 속한다. 물리  개념은 

물질과 물리  객체들과는 달리 물리  성질들은 

가지고 있지만 공간을 독 으로 유하지 않으

며 에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그 로는 

에 지, 력장, (wave)와 같은 것들이 존재

한다(정근재, 박종희 2009에서 재인용).

조진  등(2002)에 따르면, 물리  개체는 

그룹의 개념을 포함한다. 그룹의 개념이란 개

체 사이에 정해진 계가 존재하여 하나의 계

(system)를 이루는 경우를 말하며, 를 들면 

태양계이다. 태양계는 하나의 개체로써 보기는 

힘들지만, 여러 개체로 이루어진 개념 인 개체

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溝口理一郎(2005)은 학을 구성하는 부분

으로 토지(캠퍼스), 건물, 교직원, 학생,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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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 연구 행 , 교육 제도 상의 역할, 의

사 결정 기구 등을 들 수 있다. 학은 이들 모

든 유기  결합체이며, 사람도 손, 발, 머리 등의 

신체와 그것들의 유기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생

명체인  그리고 체를 총 한 자율체로서 기

능을 발휘하는 단 기능이 있다. 이 게 부분

의 모음이 의미를 가진 체라고 인식되는 것은 

일종의 개념화라고 취할 수 있으며, 이것들은 

물리  개체라고 하 다.

3. 시설  시설 련 개념의 분석

3.1 용어 정의 사 의 작성

우리나라 행 법령인 박물   미술  진

흥법  제2조와 한국법제연구원(2002)이 발행

한 법령용어사례집 의 ‘시설’과 ‘설비’의 항목

에서 용어를 수집하 으며, 일부 연구자가 추가

하 다. 연구자가 추가한 용어는 용어 수집원에

는 직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용어 수집 과정에

서 시설과 련이 있다고 고려되어지는 것을 

추가한 것이다. 먼  일반  의미를 악하기 

하여 국어사 (Daum 국어사 ,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제공, 이하 국어사 이라 한

다)의 항목을 참조하여 사  정의 사 을 

<표 1>과 같이 작성하 다. 수집된 용어는 개념 

분석을 하여, 유사한 개념끼리 클러스터링하

여 “2. 련 연구”에서 다룬 물리  개체와 추상

 개체, 기본 개념과 역할 개념끼리 묶었으며, 

연구자가 분석을 해 임의 으로 분석 상 용

어로 그룹화하 다.

용어 사  의미 분석 상 용어

박물 오래된 유물이나 문화 , 학술  의의가 깊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 하고 시하는 곳. 박물

미술 그림, 조각 등의 미술품을 수집, 보 , 시, 연구하여 일반인이 람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박물

시설 설비나 장치 따 를 차려놓거나 일정한 구조물을 만듦. 는 차려놓은 설비나 구조물. 시설과 설비

설비 특정한 목 에 따라 필요한 기물이나 장치 따 를 갖춤. 는 그 게 갖춘 물건. 시설과 설비

국립박물 나라에서 세워 직  운 하는 박물 . 박물

작동 기계 따 가 작용을 받아 제 기능 로 움직임. 는 기계 따 를 움직이게 함. 작동과 행

인력 (1) 인간의 노동력. (2) 사람의 힘. 는 사람의 능력. 인력과 주체

건설물 만들어 세워 놓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시설 따 를 통틀어 이르는 말. 토지와 건물

자료* (1) 연구나 조사 등 어떤 일의 바탕이 되는 재료. (2) 무엇을 만들거나 이루는 데 바탕이 되는 물자. 자료와 기능

기계 동력을 받아 운동이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기구들이 유기 으로 짜여져 이루어진 장치. 시설과 설비

기구 세간이나 연장, 는 조작이 간단한 기계나 도구. 시설과 설비

시 시설 여러 가지 물품 따 를 벌여 놓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시설. 박물

토지 경지, 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지면. 토지와 건물

가옥 사람이 들어가 살기 해 지은 집. 토지와 건물

설립․운  

주체**

설립자: 기 이나 조직체, 건물 따 를 새로 만든 사람. 

운 자: 일이나 조직, 기구 따 를 운용하여 경 하는 사람.
인력과 주체

기능* 어떤 기 이나 단체가 가지는 고유하고 특수한 역할. 자료와 기능

임무* 맡은 일. 는 맡겨진 일. 임무

행 *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짓.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동작을 이른다. 작동과 행

 * 표시는 연구자가 용어수집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설과 련해서 고려되어지는 것을 용어 수집 과정에서 추가한 것이다.

** 표시는 국어사 의 설립자와 운 자의 항목을 참조하 다.

<표 1> 용어의 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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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설  시설 련 개념의 분석

분석 상 용어들로 선정된 박물 , 시설  

설비, 토지와 건물, 작동과 행 , 인력과 주체, 

임무, 자료와 기능 등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이것들을 분석하기 해서 우리나라 행 법령

인 박물   미술  진흥법 과 한국법제연구

원(2002)에서 발행한 법령용어사례집 을 참

조하 으며, 동 법령이나 사례집에 없는 용어

의 해설은 국어사 이나 련 도서 등을 참조

하 다.

3.2.1 박물

행 법령 박물   미술  진흥법 의 제2

조(정의)에 “박물 "이란 문화․ 술․학문의 

발 과 일반 공 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

기 하여 역사․고고( 古)․인류․민속․

술․동물․식물․ 물․과학․기술․산업 등

에 한 자료를 수집․ 리․보존․조사․연

구․ 시․교육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이 정의에 의하면 미술 , 과학 , 동물원, 식

물원, 수족  등은 박물 이며, 박물 은 시설이

다. 박물 과 미술 의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술 은 술 작품을 소장하는 문 미

술박물 으로서 박물 이라는 상  개념에 한 

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이보아 2006).

동법 시행령 제10조 련 별표인 “박물  

는 미술  등록요건”에 의하면 종합박물 , 

문박물 , 미술 , 동물원, 식물원, 수족 은 제1

종 박물  는 미술 이라고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자료 ․사료 ․유물 ․ 시장․

시 ․향토 ․교육 ․문서 ․기념 ․보

존소․민속 ․민속 ․문화   술 과 문

화의 집을 제2종 박물  는 미술 이라고 구

분하고 있다.

한편, 박물 은 자료를 수집․ 리․보존․

조사․연구․ 시․교육하는 시설이다. 즉, 연

구 시설이고, 시 시설이고, 교육 시설이다. 그

러나 이 용어(개념)들은 시설이 물리  개체라

고 할 때, 그 기능을 말한다. 즉 역할 개념이다.

, 동법 제3조에서는 박물 의 구분을 그 설

립․운  주체에 따라 국립박물 , 공립박물 , 

사립박물 , 학박물 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국립박물 은 박물 이다. 그러나 박물 을 국

가가 지정한 박물 이라는 의미이며, 어떤 사립

박물 을 국가가 매입 후 국립박물 으로 지정

될 수 있다. 즉 이것들은 법  역할을 하는 역할 

개념이다. 국립 앙박물 은 국립박물 의 하

가 아니라 박물 의 하 이며, 속성인 설립․운

 주체에 한 값으로서 국립박물 을 갖는다.

3.2.2 시설  설비

한국법제연구원(2002)이 발행한 법령용어

사례집 에서 시설과 설비의 항목은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시설｣은 설비와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

지만 설비가 기계, 기구 기타 건설물 등에 부착

된 물 인 장비만을 의미함에 반하여, 시설이라

고 할 때는 그 물  장비와 물  장비의 작동, 작

동에 필요한 인력까지 모두 포 하는 개념이다.

둘째, ｢설비｣는 개의 경우, 일정한 목 을 

하여 설치된 토지, 가옥 기타 건설물을 의미하

는 경우에는 시설이라 하며, 기계, 기구 기타 건

설물에 비치된 물건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되

는 용어이다.

즉, 시설은 설비, 설비의 작동, 그 작동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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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력, 건물, 토지 등이 기능의 통합성을 이루

는 물리  개체이며, 설비는 그 부분이다.

한편, 동 사례집에서 기계와 기구의 구별은 

기계가 일정한 시간 동안의 일정한 동력에 의한 

반복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하고 

기구는 그러한 동력에 의한 반복  작용이 없는 

연장을 말한다. 이는 국어 인 의미와 크게 다르

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3.2.3 토지와 건물

국어사 에 의하면 토지는 첫째, 경지, 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지면, 둘째, 법률 역에서 쓰

이는 용어일 때,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육지. 일정한 

범 와 면 을 소유하는 것으로, 지소(池沼)와 

하천 등을 포함해서 말하기도 한다. 민법상 그 

정착물과 함께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친다고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이

라는 용어는 역할 개념이므로 시설 련해서는 

구분해야 한다. 시설의 부분을 이루는 토지는 

장소의 개념과 한 계를 갖는다. 그리고 

건물이 유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토

지와 건물 각각 시설의 부분 개념으로 규정하

다. 장소는 시설이 발생하는 곳을 말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리하 다. 국어사 에 의하면, 건

설물은 만들어 세워놓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시

설 따 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건설물은 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물리  개체로서 건물이 시설의 일부

라고 규정하 다. 국어사 에 의하면 건물은 사

람이 살거나 일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해 지

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3.2.4 작동과 행

국어사 에 의하면 작동은, “기계 따 가 작용

을 받아 제 기능 로 움직임. 는 기계 따 를 

움직이게 함.”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두 가지 의

미로 분리하여 하나는 물  장비의 작동,  하

나는 주체의 행 로 하 다. 기계의 작동을 하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으로 하여 행 를 도출하 다. 즉, 행 는 행

자인 인간의 개념이 필요하다. 인력이 행 를 

할 수 없으므로, 인간을 도출하고 역할을 행 자

로 하여 개념화하 다. 작동은 물  장비의 작동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 다.

3.2.5 인력과 주체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에

서 물  장비의 작동에 필요한 인력까지를 포

하는 개념이라고 하 으므로 인력도 시설의 부

분이 되며, 시설의 물  장비의 작동을 하는 주

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도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일부로서 그들의 

상  개념인 ‘주체’를 설정하 다. 박물 에는 

학 사가 있다. 그러나 학 사는 직업 는 자

격을 나타내는 역할 개념이기 때문에 학 사가 

시설의 부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주체를 시설

의 부분으로 하고 그 주체(개인)가 가지는 직업 

역할로서 학 사를 규정한다. 한편 ‘설립․운  

주체’로서 국립박물  등은 법  역할이다. 본 

연구에서 그것은 속성으로 취 하고 그 값으로

서 국립박물 , 사립박물  등을 설정하는 것으

로 하 다.

3.2.6 임무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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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임무는 담당하는 직무 는 사무의 의미

인데, 어떤 사람이나 기 이 처리 는 수행하

여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사무를 총 하여 임무

라 한다. 사무라는 용어가 보통 개개의 사항을 

가리키는 말인데 비하여 그 부를 총 한 의미

라는 에서 다르다. 외 으로 임무가 직무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

다. 국어사 에서는 맡은 일, 는 맡겨진 일이라

고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무를 시설의 

일부로 취 하 다. 그 이유는 시설은 설립 목

이 있고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3.2.7 자료와 기능

박물 에 소장된 자료 의 하나인 조선시

의 어떤 백자는 어디까지나 백자이고, 고려시

의 어떤 쟁기는 어디까지나 쟁기이다. 그것들을 

박물  자료라고 하면 그것은 역할이다. 미술

에 김홍도의 그림이 소장되어 있으면 그것은 미

술  자료이지만, 어디에 있어도 그림이다. 본 

연구에서 자료는 박물  자료와 미술  자료를 

상하로 규정하 다. 한, 인공물은 사람에 의

해 기능(용도)을 가지고 만들어진 물리  개체

이다. 시설은 물리  개체로서 기능을 갖는다. 

시 시설, 독서 시설 등은 시설의 기능이다. 이

것들을 본 연구에서는 역할 개념으로 다루었다.

3.3 분석 결과

선정된 용어를 분석하여 “2. 련 연구”와 함

께 아래와 같은 개념  결과를 획득하 다.

첫째, 미술 , 동물원, 식물원, 수족  등은 박

물 의 하  개념이며, 박물 은 시설이다.

둘째, 시설은 토지, 건물, 기능, 주체 등의 부

분이 기능 으로 통합성을 이루는 체물로서 

물리  개체이다. 하  개념으로 박물 , 도서  

등이 있다.

셋째, 시 시설, 교육 시설, 독서 시설 등은 

시설의 하  개념이 아니다. 이들은 시설의 기능

이며, 기능은 역할 개념이다.

넷째, 시설에서 활동하는 학 사 등이 개인의 

직업 역할을 나타내므로 시설이 될 수 없다. 주

체를 시설의 일부로 규정한다.

다섯째, 작동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행 를 도출하 고, 기계의 작동과

는 구별하 다.

여섯째, 설비의 하  수  개념으로 기계와 

기구를 치시킬 수 있으며, 토지에 부착된 건물

은 별개 개념이다.

일곱째, 설립․운  주체는 국립박물 , 시립

박물  등을 값으로 갖는 속성이다. 

4. 시설의 온톨로지  개념 정의

4.1 포함 계

본 연구에서는 溝口理一郎(2005)이 제안하

는 기본 개념과 역할 개념을 엄격히 구별하는 방

식으로 “박물  is-a 시 시설 is-a 시설”이라고 

하는 포함 계는 성립하지 않고 “박물  is-a 

시설”, “ 시 시설 is-a 기능 is-a 역할”이라고 

포함 계를 설정하 다.

개념 계층은 Uschold와 Gruninger(1996)의 

골격 방법론(Skeletal Methodology)의 기본 수

을 심으로 상하로 개해가는 미들아웃 방식

을 사용하여 상하  수 의 개념을 작성하 다.



 “시설”의 온톨로지  개념 정의에 한 연구  209

4.1.1 기본 개념의 포함 계

기본 개념의 주요 포함 계를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시설은 물리  개체이며, 물리  개체로

서 시설의 하  수  개념은 박물 , 도서  등

을 설정할 수 있다. 박물 의 하  수 의 개념

으로는 미술 , 동물원, 식물원, 수족 , 과학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동물원 is-a 박물  is-a 

시설 is-a 물리  개체”의 계를 가지며 이들은 

이행성을 갖는다.

이들의 계를 시각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시설의 포함 계

둘째, 설비에 한 개념 계층을 나타낸다. 설

비도 물리  개체이며, 설비는 일정한 시간 동

안의 일정한 동력에 의한 반복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일체인 기계와 그러한 동력에 의한 

반복  작용이 없는 기구로 나 었다. 시각화하

면 <그림 3>과 같다.

셋째, 주체는 물리  개체로서, 사람과 조직

을 하  개념으로 가질 수 있다. 시설의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 법인 등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동물의 하 어인 인간과 등가이다. 언론

사, 은행 등은 기 으로서 역할 개념이므로 주

체의 개념 계층으로 하지 않는 것이 요하다. 

시각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3> 설비의 포함 계

<그림 4> 주체의 포함 계

넷째, 건물의 상  개념은 인공물이고, 하  

개념은 “빌딩 is-a 건물”과 같이 빌딩이나 주택 

등을 하  개념으로 가질 수 있다. 시각화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건물의 포함 계



21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3호 2013

다섯째, 작동과 행 는 로세스로 묶어 상하 

계를 설정하 다. 로세스란 자연 상이나 

행  계열을 포함한 모든 사상(事象)을 포함하

는 개념이다(溝口理一郎 2005). <그림 6>에 포

함 계를 나타내었다.

<그림 6> 로세스의 포함 계

여섯째, 토지나 임무 등의 기본 개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토지는 물리  개체, 임무는 추상  

개체로 하여 시설의 부분으로 정의하 다. 토지

는 시설이 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임무는 시설

이 맡고 있는 사명을 말한다. 

한편, 장소는 시설의 부분은 아니지만, 시설

이 있는 곳을 표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장소를 발생(occurrence)으로 별도 처리

하 다. 장소는 참조를 하지 않고 존재하는 

 장소와 참조하여 존재하는 상  장소로 나

 수 있다(Breuker et al. 2007). 그 포함 계

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장소의 포함 계

4.1.2 역할 개념의 포함 계

본 연구에서는 물리  개체인 시설이 가지는 

기능, 주체가 가지는 직업, 시설이 소장하는 자

료의 역할, 그리고 법에 의해 지정되는 법  역

할을 포착한다.

첫째, 기능은 역할 개념의 하 로서 시설의 

기능, 인공물의 기능 등을 설정할 수 있다. “ 시 

시설 is-a 시설의 기능 is-a 기능 is-a 역할”을 

갖는다. 

박물   미술  진흥법 의 제2조 1호 박물

의 정의에서 ‘박물 은 자료를 수집․ 리․

보존․조사․연구․ 시․교육하는 시설을 말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 다면 박물 의 

상  개념으로 시 시설, 교육 시설을 둘 수 있

을까. 즉 “ 시 시설 is-a 시설”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Loebe(2003)와 溝口理

一郎(2005) 등은 기능을 역할 개념으로 본다. 

연구 시설, 문화 시설, 교육 시설 등은 모두 역할

이다. 시각화하면 <그림 8>과 같다. 

둘째, 학 사와 같은 직업 역할은 기능의 일

부도 아니고 시설의 일부도 아니다. 개인이 가지

는 역할로 규정하 다.

셋째, 박물  자료, 미술  자료는 자료의 하

 개념이며 모두 역할 개념이다. 박물 의 상하 

개념에 거하여 설정하 다.

넷째, 국립박물 , 사립박물 , 학박물  등

은 설립․운  주체에 따른 박물 을 구분하는 

법  역할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  역할의 개체

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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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규칙 계와 속성 계

<그림 8> 역할의 포함 계

4.2 사례 계

각각의 개념에는 그 요소가 되는 개체가 있

다. 이때, 개념과 개체의 사이를 사례 계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로서 일부만을 들고 

있다. 를 들어, 국립 미술 은 미술 의 

한 사례이고, ‘ 주동물원’은 동물원의 사례이

다. 한, ‘학 사’는 직업 역할의 사례이다. 한

편, 학 사인 ‘홍길동’을 학 사의 하 로 하지 

말아야 한다. ‘홍길동’은 ‘사람’의 사례이고, 직

업 역할로서 ‘학 사’를 가지고 있다. 시각화하

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사례 계

4.3 규칙  속성 계

‘사람은 직업 역할을 갖는다’는 규칙 계이

고, ‘국립 미술 은 과천 지역에 있다’는 속

성 계이다. 즉, 개념과 개념 사이의 계를 규

칙 계라고 하고 개체와 개체 사이의 계를 

속성 계라고 한다. 규칙 계와 속성 계의 

시를 <그림 10>에 나타냈다.

4.4 부분- 체 계

3장에서 시설의 개념은 ‘시설이라고 할 때는 

그 물  장비와 물  장비의 작동, 작동에 필요

한 인력까지 모두 포 하는 개념’이라고 하고 

있다. 시설은 ‘물  장비(설비)’, ‘물  장비의 

작동’, ‘작동에 필요한 인력’ 이외에도, 물  장

비의 작동이나 인력을 담당하는 사람 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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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아우르는 ‘주체’, 물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 건물이 부착되어야 할 ‘토지’, 주

체의 ‘행 ’ 등을 부분으로 갖는다. 한, 시설

은 시 시설, 독서 시설 등의 ‘기능’을 가지며, 

각종 자료를 소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료’를 

시설의 부분으로 하 다. 마지막으로 시설에는 

맡겨진 일 는 맡은 일이 있으므로 ‘임무(사

명)’를 부분으로 하 다. 시각화하면 <그림 11>

과 같다. 

<그림 11> 시설의 부분- 체 계 

4.5 시설 개념의 체 정의

시설은 설비, 토지, 건물, 기능, 인력, 작동, 행

, 자료, 임무, 주체 등을 부분으로 갖는 물리  

개체이며, 박물 , 도서 , 미술  등을 포함하

는 개념이다. , 박물 이 시 시설이라고 해

서 시설의 하  수  개념으로 시 시설을 두

지 않고 역할 개념을 도입하여 역할과 포함 

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설의 개념 간 계를 시각화하면 <그림 12>

와 같다.

<그림 12>에서 시설을 기 으로 보면, 시설은 

물리  개체의 하  개념이며 박물 , 도서  등

의 상  개념이다. 한, 시설은 토지, 건물, 주체, 

기능, 설비 등을 부분으로 가지는 개념이다. 실세

계에 존재하는 미술 _1은 명칭으로서 ‘국립

미술 ’을 가지며, 설립  운  주체는 국가로

서 ‘국립미술 ’이며, 시 시설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과천 지역(장소)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 12> 시설의 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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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시설 온톨로지의 구

시설 개념의 체 정의를 Protégé-OWL 3.4.8

을 이용하여 OWL DL 온톨로지를 구축하 다. 

개념  개체, 그리고 계 등은 본 연구에서 언

된 항목을 모두 구축하 으며, 포함 계는 is-a 

계로, 사례 계는 instanceOf 계로, 규칙 

계와 속성 계 그리고 부분- 체 계는 오

젝트 로퍼티를 작성하고 규정하 다. 모두 

문자로 처리하 으며, 이블만 한 을 사용하

다. 구축된 시설 온톨로지의 통계는 <표 2>와 

같고, 입력 화면의 를 <그림 13>에 나타냈다.

구성 요소 세분류 세세분류 개수 합계

클래스

명명된 클래스
원시(primitive) 클래스 51

60
정의(defined) 클래스 9

익명 클래스

존재양화사(existential) 제약 19

27

보편양화사(universal) 제약 6

출 횟수 제약(cardinality) 1

최소 출 횟수 제약(minCardinality) 1

최  출 횟수 제약(maxCardinality) 0

로퍼티
오 젝트 로퍼티 - 28

28
데이터타입 로퍼티 - 0

인스턴스 - - 27 27

<표 2> 구축된 시설 온톨로지의 통계

<그림 13> Protégé 3.4.8 입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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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OWL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해당 문헌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 탐색이 가능

하다. 를 들어, 시설  법  역할이 국립인 

시설을 탐색하는 경우 클래스 “Facility", 

로퍼티 “hasLegalRole", 포함하는 인스턴스 

“NationalArtMuseum"으로 질의하여 국립

미술 (NationalMuseumOfContemporaryArt)

을 탐색할 수 있다. 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탐

색이 가능하다. 시설  시시설의 기능을 가

지고, 과천에 치하고 국립인 시설이 무엇인

가라고 하는 질문에 클래스 “Facility"와 로퍼

티 “hasFacilityFunction", 포함하는 인스턴스 

“NationalArtMuseum", 로퍼티 “locates", 포

함하는 인스턴스 “GwacheonRegion", 로퍼티 

“hasLegalRole", 포함하는 인스턴스 “National 

ArtMuseum"을 이용하여 “국립 미술 "이

라고 답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시설  시설 련의 개념들을 분

석하여 그 개념들에 한 포함 계, 사례 계, 

규칙 계, 속성 계, 부분- 체 계 등을 사

용하여 시설의 온톨로지  개념을 정의하 다. 

이를 해 우리나라 행 법령  박물   

미술  진흥법  제2조의 박물 의 용어 정의의 

수집으로부터 시작하여, 동 법령  한국법제연

구원이 발행한 법령용어사례집 의 박물   

시설 련 개념들을 분석하고 미들아웃 방식을 

사용하여 포함 계를 정의하 다. 법률 역을 

우선하여 시작한 이유는 법령에 쓰이는 용어 정

의가 명확하게 기술되는 에 착안하 다.

시설  시설 련 개념을 분석하여 시설의 

온톨로지  개념 정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

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포함 계는 “박물  is-a 시 시설 is-a 

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박물  is-a 시설”, “

시 시설 is-a 기능 is-a 역할”로 하 다. 이것은 

기본 개념과 역할 개념을 분리하여 포함 계를 

설정한 것이다. 박물 의 상  개념은 시설이고, 

하  개념으로는 과학 , 미술 , 동물원, 식물

원, 수족  등을 설정하 다. 포함 계는 비 칭

성과 이행성의 특성을 갖는다.

둘째, 사례 계는 개념과 개념의 요소가 되

는 개체와의 계를 나타냈으며, ‘ 주동물원’은 

‘동물원’의 사례이고, ‘학 사’는 ‘직업’의 한 사

례로 하 다.

셋째, 개념과 개념 사이의 일반  계를 규

칙 계로 하 으며, 사례와 사례 사이의 계는 

속성 계로 하 다. 사람이라는 개념과 직업이

라는 개념의 계는 규칙 계로 하 고, 사람의 

한 개체인 ‘홍길동’과 직업의 한 개체인 ‘학 사’

와의 계는 속성 계로 하 다.

넷째, 부분이 체를 이루어 기능 으로 통합

성을 가진 체물은 물리  개체임을 규정하

고, 건물, 토지, 설비, 설비의 작동  그 작동에 

여하는 인력, 기능, 임무(사명), 행 , 주체, 자

료 등을 부분으로 가지는 부분- 체 계로 형

성하 다.

다섯째, 시설 련 개념들의 계와 정의를 가

지고 온톨로지 구축 도구인 Protégé 3.4.8을 사용

하여 OWL DL 시설 온톨로지를 구축하 다.

온톨로지는 개념의 엄격한 구별과 계의 정

리를 통하여 다  계승을 방지하고 논리 이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함 계를 溝口理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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郎(2005)의 기본 개념과 역할 개념의 엄격한 구

별을 통해 다  계승을 방지하는 정의를 하 다.

온톨로지는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다. 온톨로

지의 구축은 일시에 그리고 순차 으로 구축되

지 않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규정

되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요한 것은 커뮤니

티에서의 합의에 의한 상호운용성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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