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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ormation about space and activity is of interest in every phases of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As it is 
not easy to reconcile material and construction viewpoints, however, existing data models could not easily apply 
these concepts within the CAD system. Due to the recent advances in semantic web research, ontological approach 
seems to promise a flexible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We have investigated the nature of indoor environment 
in order to build its formal description to be used by agents, and a general ontological model for typical building 
has been developed using OWL and Protégé. Ontology modeling issues and findings are discussed, and a possible 
application is presen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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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물의 공간과 관련된 정보를 
표현함에 있어서 온톨로지 엔지니어링의 지식표현방법
론을 적용함으로써 에이전트가 건물공간을 네비게이션
하는 등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이 
가지는 의미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추론하고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구축함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은 우선 기존의 건물공간정보 표

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맨틱웹(Semantic 
Web) 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온톨로지 기술을 수용
함으로써,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환경의 구조와 의미를 
보다 유연하게 기술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게 되었다
는 것이다. 

특히 지능형 에이전트가 인간의 일상적인 명령으로
부터 구체적인 태스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구조에 대한 추론은 물론, 인간의 행위와 물리
적 환경이 상호관련된 의미 네트워크의 추론이 요구된
다. 온톨로지는 인공환경의 물리적 특성 외에 인간과 
기계가 해석할 수 있는 환경의 의미론적 구조를 정형
화되고 명시적인 방법으로 기술하는 체계를 제공한다. 
물론 과거 AI 분야의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뤄
져 왔으나 최근 시맨틱웹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표준기술과 응용방법이 기존 데이터 모델링의 문제점 
극복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환경 온톨로지, 즉 온톨로지를 이용한 공간정보 기
술방법론은 물리적 환경과 거기에 존재하는 오브젝트
가 인간의 행위와 사물에 대한 개념이 맞물려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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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의미의 연결관계를 정의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CREDITS 연구센터에서는 웹온톨로지언어
(OWL)을 기반으로 하여 에이전트의 추론에 필요한 행
위(Activity), 오브젝트(Object), 그리고 환경(Environment) 
온톨로지를 구현해왔으며(Wang, Kim and Kim, 2004), 이
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지적교육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개발을 위한 디자인 온톨로지의 연구
개발에 초석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 환경 
온톨로지 구현에 있어서 기본적인 건축공간의 구조와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 건물공간 모델링의 개념과 요구에 대한 고찰. 
2. 온톨로지의 개념과 구현방법론에 대한 고찰, 특
히 웹온톨로지언어(이하 OWL)를 이용한 의미기
술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3. 대상 건축물의 내부공간과 구성체계에 대한 온
톨로지 디자인. 

4. Protégé 를 이용한 온톨로지 구축과 JESS를 이용
한 검증. 

본 연구는 구체적인 기능유형에 따른 건물공간구조
의 정의보다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기능적 공간을 분석
하고 이를 온톨로지 모델로 변경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임의의 2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의 기능은 학교건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실들
을 사례로 하였다. 

2. 기초적 연구 

2.1   건물공간정보의 모델링 

공간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추상적인 개
념인 동시에 건축물을 구성하는 단위이자 물리적인 건
축요소들에 의해 형성되는 실체이다. 이러한 복잡성으
로 인해 건축분야에서 엔지니어링적인 접근만으로 공
간정보를 다루려는 시도는 본능적인 저항에 부딪쳐왔
다고 할 수 있다(김성아 2004). 
일반적으로 건물의 데이터모델링은 건물을 공간

(Space)과 구조체(Structure) 또는 컴포넌트(Component)의 
위계적 구성체로 취급하고 있다(Björk 1992; Eastman 
1995).  공간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지 않는 개념으로서 
솔리드(solid)한 컴포넌트, 예를 들어 벽체와 슬래브에 
의해 둘러싸여(enclosed) 형성되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의 본질은 공간의 구축에 있으므로 
공간은 물리적 실체보다 더 중요한 실체로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즉, 건축가에게 있어서 공간은 부재를 정
의함으로써 파생되는 요소가 아니라 디자인의 주된 대
상이며 많은 경우 물리적인 부재들은 공간을 정의한 
후 파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간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건물은 건물 전

체(Building)로부터 층(Story), 그리고 각층의 개개의 실

(Room)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념을 공간으로 보고, 건
물은 이들 공간의 위계적인 추상(abstraction) 체계로 볼 
수도 있다. 이보다는 복합적으로 건물은 공간과 구조
체의 위계적인 추상체계로 정의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하나의 건물은 하나 이상의 층(공간)과 외벽(구조
체)로 구성되고 층은 하나 이상의 실(공간) 또는 호(공
간)과 호간벽체(구조체)로 조직되는 구성체계를 가진다. 
이러한 기존의 모델(Björk 1992; 김성아 2004)은 건축

물을 공간 또는 컴포넌트의 위계로 분해하는 객체제향
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온톨로지 기반 모델링은 
개체들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더 나아가 여기에 의
미구조와 관계의 제약조건을 기술함으로써 보단 복잡
한 의미의 프로세싱이 가능하도록 한다 

 
2.2   온톨로지의 도입 

2.2.1 온톨로지의 정의 

온톨로지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은 인간 또는 소프트
웨어 에이전트 간에 정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공유
하는 것이다 (Musen 1992; Gruber 1993). 인공지능(AI) 시
스템에서는 ‘표현 가능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Gruber(1992)에 의하면 온톨로지는 어떤 개념체계에 대
한 명시적 규정(explicit specification of a conceptualization)
이다. 어떤 도메인의 지식이 선언적 형식성으로 표현
될 때 표현 가능한 일단의 오브젝트 들을 담론세계
(universe of discourse)라고 한다. 이러한 일단의 오브젝
트들, 그리고 그들간의 기술 가능한 관계들이 표현어
휘에 반영되고 지식기반프로그램은 이러한 어휘들을 
이용하여 지식을 표현한다. 
하나의 온톨로지는 담론의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개

념들에 대한 정형화되고 명시적인 기술, 즉 클래스
(Classes) 또는 개념(Concepts)과 그러한 개념들의 특성
이나 속성을 기술하는 프로퍼티들(Properties, Slots, 
Roles), 그리고 그 프로퍼티에 대한 제약조건(Facets, 
Role Restrictions)들로 정의된다(Noy & McGuinness 2001). 

 
2.2.2  온톨로지의 구축 

온톨로지의 개발은 반복순환적인 프로세스이기 마련
이다. 온톨로지의 클래스는 관심대상의 도메인에 있는 
실제 또는 논리적 오브젝트, 그리고 관계들에 근접해
야한다. Noy와 McGuinness(2001)는 온톨로지 개발의 7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온톨로지의 도메인과 범위를 설정한다. 
2. 기존 온톨로지의 재사용을 고려한다. 
3. 온톨로지에 있어서 중요한 명칭들을 열거해본다. 
4. 클래스와 클래스위계를 정의한다.  
5. 클래스의 속성들을 정의한다.  
6. 속성값을 정의한다. 
7.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62



2005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2.3  OWL 

본 연구는 온톨로지 모델링에 있어서 OWL을 사용
하였다. OWL은 DAML+OIL 에 기반한 온톨로지 구현 
표준언어이다. DAML + OIL이 기존의 RDF와 RDF 스
키마가 역관계, union, intersection 등의 주요 관계를 지원
하는 표현력을 결여하여 모델링 요소를 확장, 강화할 필
요에서 개발되었으며, 이 DAML + OIL을 기반으로 클
래스(class) 와 프로퍼티(property)의 개념 및 그들 사이
의 관계가 보다 명료하게 정의되도록 정리한 온톨로지 언
어가 OWL이다. 

OWL 명제는 클래스의 구성원(members)들에 관한 사
실과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며, 이러한 명제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온톨로지는 구문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사실의 논리적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OWL 온톨
로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 클래스 간의 택소노미(taxonomy) 관계  
- 데이터의 속성, 즉 클래스의 요소인 속성값에 관한 
기술  

- 객체의 속성, 즉 클래스 요소간의 관계 기술  
- 클래스들의 인스턴스  
- 속성들의 인스턴스  
 

2.3   온톨로지에 의한 공간정보의 기술 

  Fig. 1은 OWL 구문의 사례로서 연구 초기단계에
서 잠정적으로 상정되었던 클래스들 중 일부에 관한 
OWL 표현이다. 여기에서 Building, Component, 그리
고 Space를 클래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Wall은 
Component의 서브클래스임을 표현하고 있다. 
 
<owl:Class rdf:ID="Building"/>  
<owl:Class rdf:ID="Component"/>  
<owl:Class rdf:ID="Space"/>  
<owl:Class rdf:ID="Wall">  
   <rdfs:subclassOf rdf:resource="#Component">  
</owl:Class>  

Fig. 1.  OWL 구문의 사례 

 

Fig. 2.  건물의 관계표현을 위한 프로퍼티들 

앞서 설명한 온톨로지 개발의 단계에 의거하여 우선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여기에서 top-down 및 
bottom-up 접근을 병행하여 주요한 개념(concept, class)
과 개념들간의 관계 및 속성(properties)을 나열, 분류하
였다 (Fig. 2).  

owl:Thing 은 모든 개체(individuals)를 담고 있는 집
합(set)을 표현한다. 모든 클래스는 owl:Thing의 서브클
래스이다. 즉 최상위 클래스에 해당된다. 따라서 건물
(Building),  서브시스템(SubSystem),  공간(Space), 컴포
넌트(Component)는 모두 owl:Thing의 서브클래스이다.  

OWL 속성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그 중 객체
형 속성(ObjectProperty)은 클래스 요소들 간의 관계를, 
데이터형 속성(DatatypeProperty)은 클래스 요소가 취해
야 하는 데이터의 형식과 값을 기술한다. Fig. 3은 본 
온톨로지에서 정의하는 hasOpening 관계속성에 대한 
OWL 표현의 예이다. 이는 건물공간의 온톨로지 모델
링에 있어서 동일한 개념의 관계가 대상에 따라서 다
른 제약을 가지는 것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건물에서 
문으로 인식되는 개구부(Opening)나 층간 슬래브에 존
재하여 수직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직개구부
(VertHole)는 모두 연결자(Connector)이다.  hasOpening
은 객체형속성으로서 Connector의 속성에 해당된다. 그
러나 구체적으로는 벽체(Wall)에 있어서는 개구부를 값
으로 가지지만, 슬래브에 대하여 사용된 경우(즉, 도메
인이 슬래브인 경우), 값의 범위(range)는 수직개구부에 
한정된다. 

  
<owl:ObjectProperty rdf:ID="hasOpening">  
<rdfs:domain rdf:resource="#Slab"/>  
<rdfs:range rdf:resource="#VerhHole"/>  
</owl:ObjectProperty> 

Fig. 3.  속성정의의 예 

OWL에 의한 다양한 명제의 정의에 앞서 이들 클래
스간의 택소노미와 연관관계를 정의하기 위하여 UML
을 이용한 모델링(Fig. 10참조)이 이루어졌다. 3장은 이
러한 초기 모델링 이후 주요한 환경 온톨로지의 개념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 온톨로지의 디자인 

3.1  건물의 구성위계 개념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대부분의 건물은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층은 방과 복도로 나뉘
어져 있다. 또한 각층은 계단과 같은 수직동선체계에 
의해서 연결된다. 그 외에 방과 방을 나누는 벽체, 외
피시스템, 기둥과 같은 구조체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
에서는 건물을 우선 서브시스템의 집합체(aggregation)
로 정의하고 공간이라는 개념은 층(Story)의 하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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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서 비로소 도입된다. 물론 이러한 구성위계는 
단일공간이 두 개 이상의 층에 걸쳐있는 경우(예를 들
면 두세 개의 층에 각각 출입구를 가지는 강당)나, 최
근의 현대건축경향에서 나타나는 비정형의 바닥과 상
호관입된 공간의 개념을 모델링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은 일반적인 벽식건물 또
는 도미노 구조의 건물로 제한한다.  

 
3.2 건물공간의 모델링 

3.2.1  공간(Space) 

공간은 우리가 물질세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기본
적인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
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매우 자명해 보이지만 일단 
이를 정형화 하려고 하면 많은 논란의 소지를 가진다. 
공간은 물체들 사이의 비어있음(emptiness)으로서, 그 
물체들의 존재에 종속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물체의 내재된 속성(예: 속이 비어있는 구체)이기도 하
다. 건축설계는 많은 경우 구체적인 벽체의 형상이나 
재질과 관계없이 공간의 구성으로 시작하여, 어떤 시
점에서 공간의 경계선(boundary)이 자연스럽게 벽체로 
변환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밟는다. 따라서 공간을 
단순히 벽체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파생되는 종속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 공간은 건물의 내부공간(IntSpace)과 외

부공간(ExtSpace)로 구분된다. 외부공간의 구체적인 정
의는 보류한 채, 내부공간은 건물의 구체적인 실공간
(Room)으로서 정의된다. 높이가 일정한 내부공간을 가
정하여 2차원만 고려했을 때, 그리고 문제를 단순화하
기 위하여 곡률을 가진 벽체나 비정형의 벽체는 고려
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부공간
의 형상조건은 적어도 3개 이상의 벽체에 의해서 둘
러싸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isEnclosedBy (IntSpace, 
Wall).  
여기에서 벽체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공간(Space)을 

분리하는 분리자(Divider)로서(Fig. 4) 하나의 벽체가 두 
개의 공간과 isEnclosedBy 관계에 의해 연결되는 것은 
특정 공간을 벽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추출하려고 할 
때 추가적인 추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벽체에 의해 직접 공간이 둘러싸이는 관계보다
는 공간과 벽체를 매개하는 경계면(Boundary Surface)의 
개념이 도입되도록 하였다(Fig. 5). Fig. 4에서 보듯이 공
간은 relSpc2Divider라는 관계에 의해 벽체나 슬래브와 
같은 분리자와 연결되고 있다.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모든 벽체는 실제 시공된 형

상과는 관계없이 다른 벽체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
점을 기준으로 별개의 벽체로 분리하여 항상 단일 선
분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각 단일 벽체에 두 개씩의 경
계면이 종속되는 것으로 모델링 하였다(Fig. 6). 즉 벽
체는 각각 두 개의 경계면을 가지고 있고 연결된 면

(surface)이 형성하는 일종의 다각형이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은 2차원적으로 보았을 때는 경계면 
들에 의해 relSpc2Divider 관계로 연결되는 개념으로서 
내부공간의 경우 그러한 경계면이 적어도 3개 이상 
되어야 하며 외부공간의 경우 그러한 제약이 없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부공간은 일반적인 경우 
특정 건물의 밖에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특정한 경계면
이 없거나 해당 건물의 관점에서 볼 때 건물의 외벽의 
바깥쪽 경계면 들에 의해 싸이는 공간이다. 

 

Fig. 4.  공간과 관계되는 개념들 

이러한 모델링의 문제점은 공간분할에서 큰 의미가 
없는 가변적인 파티션이 일반 벽체와 교차할 경우에도 
실제로는 하나의 벽체를 여러 개의 벽체와 그 벽체에 
부속된 경계면을 파생시키는 것과, 이로 인한 모델의 
거대화 및 활용의 어려움. 또한 실제 인지되는 벽체의 
특성과의 괴리가 커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벽
체에 종속된 개구부(Opening)나 창호(Window)에 대한 
경계면의 개념 등이 모호해진다. 또한 IFC 모델과 같
은 표준 AEC 교환모델(IAI 1999)의 방식과도 호환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진다.  

 

Fig. 5.  공간, 벽체, 경계면의 개념도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공간과 벽체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의해서 연결된다. 

- 우선 공간은 벽체에 의해서 직접 둘러싸이지 않고 
벽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다. 이는 공간에 
실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의 개념을 설계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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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부터 지원 가능하게 한다. 
- 공간은 다각형 또는 곡선을 포함한 폐곡선의 형태

를 extrude 한 볼륨,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비정형적인 형상의 경우) boundary representation 
에 의해 표현되는 볼륨이다. 그러한 볼륨의 각 면
(facet)은 공간과 relSpc2Divider 관계에 의해 연결된다.  

- 벽체는 일반적으로 시공된 형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을 하나의 단위로 한다. 벽체 볼륨의 각 면(facet)은 
공간과 연결됨과 동시에 relSpc2Divider 에 의해 벽체와 
연결된다.  
3.2.2 서브시스템(SubSystem) 

하나의 건축물은 여러 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된
다고 설정하였다. 따라서 ‘서브시스템을 가진다’라는 
관계에 의해서 hasSubSystem(Building, SubSystem)이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서브시스템이다’ 라는 관계에 의해서 
서브시스템은 어떤 빌딩의 서브시스템이다(Fig. 6). 
isSubSystemOf(SubSystem, Building)이라는 명제가 성립한
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 역관계(inverse relation)이며 객
체지향시스템에서 말하는 일종의 part-of/has-part 관계
로 연결된다. 서브시스템이라 함은 단순히 컴퍼넌트로 
취급하기에는 복잡한 구성체로 인식되는 건물의 구성
요소로서 층(Story)이나 수직연결요소(Vertical Link : 
VertLink)를 들 수 있다. 층을 서브시스템으로 취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수직연결요소의 경우에는 데
이터모델링의 관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
분이다. 여기서 수직연결요소의 종류로는 승강기
(Elevator)나 계단(Stair)을 들고 있다. 두 요소 모두 단
순히 하나의 컴포넌트로 취급하기에는 다양한 컴포넌
트들로 구성되어 있고(예를 들어 승강기의 경우 승강
기 캐빈(Cabin) 뿐만 아니라 이양기와 콘트롤러, 그리
고 레일링을 포함하는 서브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계단(Stair) 역시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반드시 최적의 분류가 아
니라, 단지 공간 온톨로지를 구현함에 있어서 애플리
케이션의 용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개념체계
(conceptualization)에 따라 구성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Fig. 6.  건물과 서브시스템의 관계 

3.2.3  컴포넌트(Component) 

컴포넌트는 그 자체로서 다른 서브컴포넌트(sub-
component)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둥(Column), 개구부(Opening), 창호
(Window)와 같이 건축적인 오브젝트(즉, AEC Object)의 
레벨에서 다루어지는(인지되는) 요소들을 컴포넌트로 
정의하고 그보다 하위의 서브컴포넌트는 파트(Part)라
는 개념에 의해 별도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문
(Door)이라는 요소는 컴포넌트에 속하지만 도어손잡이
(Knob)나 목재프레임과 같은 레벨에서 문을 구성하는 
파트에 속하며 각각의 파트는 필요에 따라 위계적
(recursive)으로 다른 파트를 포함하거나 다른 파트의 
서브파트가 될 수 있도록 개념화하였다.  

 

Fig. 7.  컴포넌트 클래스들의 연결관계 

 
따라서 파트와 파트간에는 part_of라는 관계가 성립

한다. part_of(partA, partB), 즉 partA는 partB의 파트이
다.  이러한 관계는 추이적 관계(transitive)이다. 즉, 어
떤 파트 A가 다른 파트 B의 파트이고 B는 C라는 파
트의 파트이면 A는 C의 파트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3.2.4 분리자와 연결자(Divider and Connector) 

벽체(Wall)와 슬래브(Slab)는 분리자(Divider)라는 클
래스의 서브클래스가 되도록 정의한다. 객체지향적 모
델링을 할 경우 이들 클래스는 컴포넌트와 분리자 모
두를 다중상속받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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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또는 분리자를 interface로 정의하여 벽체 레벨에서 
implement하도록 하는 방법) OWL에서는 다중상속이 
인스턴스 레벨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리자는 컴포넌트의 서브클래스이고 벽체와 슬래브를 
분리자의 서브클래스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단
면의 프로파일(polygon profile)을 extrude 한 것으로 정
의하지만 복잡한 형상의 경우 공간볼륨과 마찬가지로 
boundary representation으로 표현한다. 
분리자는 두 개의 공간(Space)을 수평적으로 분리하

거나(즉, 벽체), 두 개의 층을 분리하는(즉, 슬래브) 컴
포넌트로 정의된다. 슬래브와 벽체는 모두 연결자를 
가질 수 있다(Fig. 8).  

 

Fig. 8.  연결자와 분리자의 개념 

연결자(Connector) 클래스는 컴포넌트의 서브클래스
로서 OpeningFiller 클래스를 has-part 관계의 일종인 
hasOpeningFiller 관계로 연결하고 있다(Fig. 7). 벽체는 
공간을 분리하는 분리자의 속성을 가지는 반면 개구부
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연결자(Connector)의 속성
을 가진다. 즉 공간(Space)과 공간을 connects의 관계로 
연결한다. 따라서 OWL의 프로퍼티인 connects 라는 
속성을 통해서 모든 연결자는 항상 두 개의 공간을 연
결한다는 명제를 정의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공간
을 연결하는 것은 모두 연결자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단 슬래브가 가질 수 있는 연결자는 수직개구부
(VertHole)만 가능하고 벽체가 가질 수 있는 연결자는 
개구부(Opening)에만 한정된다고 의미를 세분할 수 있
다. 수직개구부는 슬래브와 관계되는 요소로서 존재하
는 것으로 대개의 경우 계단실과 계단실을 연결하는 
것이다. 슬래브에 의해 hasOpening 관계로 연결된다. 
연결자는 컴포넌트의 서브클래스로서 정의되는 형상정
보와 위치정보를 가진다. 
3.2.5 가상벽(VirtDivider) 

설계자가 (기능적)공간으로 정의하였으나 벽체 없이 
또는 기둥들에 의해 분리된 공간으로 정의된 경우 물
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간이지만 기능적으로 별개
인 두 개의 인접공간을 연결해주는 연결자로서 가상벽
(VirtDivider)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연결자의 서
브클래스로 정의하여 이 온톨로지를 사용하는 애플리
케이션이 결국 connects라는 관계에 의해서 연결되는 

모든 공간을 search함으로써 공간 네비게이션을 할 수 
있으며 4장의 Fig. 11에서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
다. 
3.2.6  개구부(Opening)와 창호(Window) 

창호는 어떤 공간과 공간을 가시성관계(visibility)로 
연결하고, 어떤 공간에 환기와 채광을 제공하는 등의 
속성이 부여될 수 있다. 창호는 벽체의 파트로서 연결
되는 컴포넌트로 hasWindow(Wall, Window)의 관계에 의
해 연결된다. 또한 창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isWindowOf (Window, Wall)의 관계로 연결된다. 하나의 
벽체는 0또는 하나 이상의 창호를 가질 수 있다. 창호
는 반드시 하나의 벽체에만 속한다. 두 벽체가 접하는 
모서리에 속한 창호는 두 개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으며, 이는 IFC모델의 스펙과 유사하다(IAI 1999). 

 비록 일종의 has-part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는
벽체에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창호와 개구
부는 모두 독립적인 요소로서 존재하며 이 모델을 사
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벽체의 정확한 형상정보, 즉 
개구부가 빠진 형상을 추출하기 위해선 관련된 연결자
의 형상정보를 보이드 물체(void object)로 취급하여 처
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OpeningFiller가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문(Door)이 있은 경우 이를 다시 컴포넌트로
서 추가하면 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IFC모델에서
도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OpeningFiller는 연결자의 
형상에 의해서 분리자에 생성된 보이드(void)에 추가되
는 구체적인 컴포넌트로서 문이나 스크린도어와 같은 
오브젝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Fig. 9.  환경온톨로지의 UML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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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rotégé를 이용한 온톨로지 구현 

4. 온톨로지 구현과 응용 

Fig . 11는 본 연구의 환경 온톨로지를 이용한 공간
추론사례를 보여준다. Java 기반의 rule inferencing 도구
인 JESS를 이용하여 OWL파일을 파싱하고, 여기에서 
분리된 공간을 연결하는 (connects 관계)에 의해 연결되
는 공간들로부터 공간연결관계그래프를 생성하고 이로
부터 특정공간 상이의 네비게이션 경로를 추출하여 이
를 그래픽 환경에 표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공간
연결관계의 추론은 건물공간 지식추론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론은 
OWL과 같은 고수준의 온톨로지가 아니라 공간토폴로
지를 표현하는 그래프 데이터구조에 의해서 쉽게 연산 
가능할 것이다. 온톨로지 이용의 잠재적 가능성은 선
언된 지식으로부터 추론된 지식을 추출해낼 수 있으며, 
불완전한 모델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다. 

 

 

Fig. 11.  JESS를 이용한 공간정보 추론 

5. 결론 

본 연구는 건물공간구조와 관련된 의미를 온톨로지
화 하였고, 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구조적 의미와 상호관련성을 온톨로지적 관점에서 고
찰하였다.  
건축공간은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지 않지만 건축설
계에 있어서 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 실체로서 취급되
는 개념으로서, 단순히 건물 부재에 종속되는 개념으
로만 모델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건물공간이 벽체 등의 건물구성요소와 가지는 
상호관계를 유연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온톨로지화
하였다. 특히, 온톨로지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건물공간이 건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컴포넌트와 상호
관련되는 의미를 Protégé를 이용하여 온톨로지를 구
현하였으며 rule inferencing 도구인 JESS 응용 프로그
램을 통해서 이 온톨로지가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추후 행위 및 오브젝트 온톨로

지와의 통합 및 추가적인 구현을 통해서 계속 보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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