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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정보의 폭발 인 성장과 함께, 단순히 한 두 개의 키워드의 입력에 따른 검색은 무 많은 검색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통 인 정보검색기법은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에 한 의미를 기반으로 정보검색의 질  향상을 한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하여 시멘틱 웹 기술에서 요구되는 시멘틱 기반 검색에 한 최근의 연구동향  기술을 분석하여 

시멘틱 기반 검색시스템에서 요구사항을 악하고, 지능형 검색시스템의 아키텍처, 시멘틱 검색 서비스 개발 

과정과 핵심기술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와 함께, 시멘틱 기반 정보검색 시스템의 체 인 아키텍처에 

한 설계  요구사항을 제안하 다.

ABSTRACT

With the rapid expansion of web information, conventional information retrieval techniques 

are becoming inadequate for users and often result in disappointment, because a couple of simple 

keywords can easily produce information too much. This study aims at the development of Web 

information retrieval techniques based on semantics to improve the quality of understanding 

for information.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analyzes technologies and current status of 

researches on semantic information retrieval. With the results which are requirements, system 

architecture and indexing method, this study proposes the system architecture of semantic-based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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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 은 웹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자원의 생산  유통에 있어서 새로

운 기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으로 웹의 진

화과정에서 차세  웹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서 인간에게 사하는 웹 서비스로서 경제  

의 웹 2.0과 웹의 창안자인 버 스리가 제

안한 기술  의 시멘틱 웹이 있다. 차세  

웹 에서 웹 2.0과 시멘틱 웹은 웹의 효율

인 활용을 통한 경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웹과 지속 으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발 시키는 동력으로서 기술  측면에서의 웹

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상호 보완  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웹 환경에 있어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데이터의 양 증가

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웹 공간에 축 된 데이

터를 1800조 메가바이트, 즉 1.8제타바이트(ZB)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의회도서 이 소

장한 체 장서의 데이터 1500만 메가바이트의 

1200배에 이르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IDC 2011). 

이같이 폭발 으로 증가하는 정보환경에서 기존

의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 

ment Frequency)로 변되는 용어의 출 빈

도를 기반으로 한 문서와 질의어의 유사도로 

정보자원을 검색하는 기술로서는 많은 한계

이 존재한다. 따라서 통 인 검색기법을 발

시켜 정보의 의미를 악하여 이용자의 검색필

요성에 가장 합한 정보를 찾아주기 한 다양

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웹과 같은 역에서 정보검색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에 을 맞추어 

기술 개발이 집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웹을 둘러싼 환경 인 변화와 요구를 반

하여 웹 검색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가 나

타나고 있으며 표 으로 구 의 경우에 있어

서 웹의 특성을 극 반 하고 있는 페이지랭크

(Page Rank) 기법을 도입하여 이용자 입장에

서 높은 검색 효과를 얻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Henzinger 2000). 정보검색 기술은 이외에

도 복검색 결과의 제거, 메타 검색, 분산/통합 

검색, 문 검색 등 여러 이슈들에 하여 활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

한 주제별/장르별 문서 자동분류  군집화 기

술을 정보검색에 활용하여 이용자 질의 의도에 

합한 검색 결과 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정보검색 분야의 새

로운 연구흐름은 통 인 정보검색 기법으로

는 폭발 으로 증가하는 정보자원의 효과 인 

처리  이용자의 정보검색 요구를 하게 만

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 인 정보검색기법과 함께,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서 효과 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이용자 

요구를 수용하기 한 새로운 검색시스템이 요

구된다. 한편, Wissbrock(2004)는 이용자들이 

검색을 수행하는 이유는 검색 이용자의 불완

한 지식을 완 한 상태로 바꾸는 지식 충족의 

욕구 때문이라고 지 하 다. 그러나 웹 상에

서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검색서

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문 인 지식의 부족

과 편의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개의 

키워드만 입력하여 검색을 수행하는 행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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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인지  구두쇠

(cognitive miser)1) 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폭발 으로 증가하는 정보환경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해 부담해야 할 인지  노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일반 인 행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색서비스를 제공

하는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웹 환경에

서 효과 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하면

서 이용자의 검색행 를 수용하기 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1.2 연구 필요성  범

새로운 정보환경의 도래에 따른 시멘틱 웹 환

경에서 통 인 정보검색기법은 많은 한계

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멘틱 웹에서의 정

보검색을 한 새로운 검색기법을 용한 정보

검색서비스는 필수 인 서비스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멘틱 검색은 시멘틱 웹 기술의 

표 인 응용분야로서 시멘틱 웹 기술인 메타데

이터 생성, 온톨로지 구축, 라우징과 추론 등

을 유기 으로 결합한 새로운 응용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멘틱 웹이 기존 웹의 진화, 

컴퓨터와 인간 간의 상호 력 계의 증  측면

에서 높은 기 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까

지 상용화가 이루어진 시멘틱 웹 응용서비스의 

부족, 시멘틱 검색시스템과 련된 다양한 분야

에 한 깊이 있고 포 인 분야에 한 연구

의 미흡 등으로 실용 인 측면에서의 시멘틱 웹 

기반 응용 사례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기존

의 많은 연구들이 시멘틱 웹에 한 근을 시

스템과 개발자의 에서 근함으로써 시멘

틱 웹을 실질 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 이

해의 부족과 함께, 시멘틱 웹에 한 근에 있

어서 다양하고 포 인 측면에서 고려가 이루

어지지 않고 지엽 이고 부분 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멘틱 웹의 요한 응용

분야로서 시멘틱 검색은 시멘틱 기반 검색, 클

러스터링 검색, 사회 /개인화 검색 등을 포함

하는 차세  검색기술의 주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색들은 독립 으로 존재하는 

기술들이 아니라 상호 한 계를 가지고 발

한다. 를 들어, 시멘틱 기반 검색에 있어서 

Hakia와 같은 시멘틱 기반 검색시스템은 특정 

인물명을 검색 창에 입력하면 특정 인물을 추론

하여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은 문서라 하

더라도 의미 으로 연 된 정보를 검색결과로 

제공한다. 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용한 클

러스터링 검색과 사회 /개인화 검색 기법을 

용한 Clusty 시스템은 각각 통계  분류, 태그 

기반 키워드 검색 기술 등을 용하여 특정 키

워드를 입력하면 검색결과화면에 키워드와 통

계 으로 유사한 주제를 군집화하여 제공하며, 

Collarity 시스템은 업여과방식과 같은 기법

을 활용하여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1) 1922년 미국 리스트인 Walter Lippmann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서 Wyer & Srull에 의하면 사람들은 인지

 구두쇠(cognitive miser)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  자원(cognitive resource: 일종의 지식)을 사용하는데 

매우 인색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제품을 평가할 때도 사람들은 제품간 차이를 일일이 악하기보다는 가격과 

랜드와 같이 제품의 품질을 쉽게 악할 수 있는 단서들을 주로 활용하는 략을 쓴다. 최소한의 인지  자원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평가가 불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에도 소비자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한다는 개념(Fiske and Taylo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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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로 검색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클러스터링 검색과 개인화 검색은 각

각 클러스터링 기 의 모호성, 주 인 개인화 

성향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시

멘틱 검색 방식은 기존 콘텐츠에서 메타데이터

를 자동으로 생성  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구 의 어려움과 제한 에

도 불구하고 정보검색 연구에 있어서 시멘틱 검

색에 한 연구의 요성은 지속 으로 확 되

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시멘틱 기술을 활용한 시멘틱 검색시스

템은 검색 이용자가 정확한 의미를 몰라도 사람

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검색 문장의 의미를 

악해 의미에 맞는 상을 찾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Liu 2003). 검색에 투입되는 수고와 

인지/심리  부담감을 최소화하면서도 검색 결

과는 정확하고, 검색의도와 의미 으로 연 된 

정보를 검색해 다. 새로운 검색기법에서 시멘

틱 기반 검색은 시멘틱 웹 기술 즉 온톨로지, 

추론기술, 메타데이터 생성기술을 검색에 용

한 것으로서 시멘틱 기반 검색은 통 인 키워

드 기반의 통합검색과는 달리 수많은 정보 데

이터를 분석하고 이용자 질의에 하여 의미 정

보에 기반한 정확도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앞으로 개인화 검색과 함께 

차세  검색 기술의 주요 연구분야로 자리 잡

을 것으로 망된다. 

특히, 변화하는 웹 환경에서 웹 상의 정보자

원의 효과 인 처리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

족할 수 있는 체계 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요

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멘틱 웹상에서 

용이 가능한 시멘틱 검색시스템의 설계  구

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틱 검색 시스템의 실질 인 구

을 해서는 온톨로지, 색인, 이용자 인터페이

스, 웹 기반 응용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

에 한 포 인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 으로 시멘틱 웹에 용이 가

능할 수 있는 시멘틱 검색시스템의 설계  구

을 한 기본 인 요구사항을 기존의 선행 연

구 등에 한 분석을 통하여 악하고 이를 기

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시멘틱 검

색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능별 모듈을 포함하

는 시스템의 체 인 구조를 설계하 다. 한 

온톨로지 기반의 메타데이터 생성  색인방법

을 통하여 시멘틱 검색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 인 색인방법을 제안하며 

기존의 시멘틱 검색시스템의 단 으로 지 되고 

있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할 수 있는 요구

사항  기능에 하여 제안하 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  개선방안을 기 으로 시멘틱 검색 

시스템에 한 로토타입을 구 하고 향후 연

구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시멘틱 검색 개요

인터넷의 보편화와 방 한 웹 데이터로 인해 

더 이상 기존 웹 검색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정

보의 의미를 검색할 수 있는 시멘틱 검색에 

한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특히 Oddy의 연구

(1997)에서는 이용자가 그들의 정보요구를 질

의어 형태로 형식화할 때 정보요구가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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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가정은 옳지 않았다고 지 하고 있다. 비

록 몇몇 사례의 경우에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

는 상을 알고 명시 으로 표 할 수 있으나 

부분의 경우는 그들의 정보요구를 명쾌하게 

명시 으로 표 할 수 없다. 이용자는 불완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지식이 필요할 때마다 새

로운 정보가 필요하며 이 같은 이용자들의 불

완 한 지식을 완 하게 하려고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용자의 정보요구

를 만족시켜주기 한 요한 수단으로서 정보

검색시스템은 매우 효과 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issbrock(2004)은 정보검색시

스템의 요한 기능이 이용자의 정보요구의 충

족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정보검색시스템

들은 이를 요하게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을 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은 재와 

같은 용량의 정보환경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

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 웹 검색이 텍스트에서 키워드 매칭 방

식이라면, 시멘틱 검색에서는 객체검색방식이

며 검색 결과도 단순 주소창이 아닌 객체의 개

념, 속성, 요소 등을 포함한다(Guha, McCool, 

and Miller 2003). 이러한 시멘틱 웹 기반 검색

은 검색 이용자가 웹 페이지에서 임의의 키워드

를 찾을 때보다는 해당 키워드가 의미하는 하나 

는 그 이상의 개념을 찾고자 할 때 유용하다

(Bangyong 2005). 바꾸어 말하면 웹 페이지와 

연계된 메타데이터가 풍부할 때 시멘틱 검색의 

장 이 부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시멘틱 검

색은 검색 이용자로 하여  찾고자 하는 해당 

키워드가 속한 개념형태로 질의를 표 해야 하

는 인지  부담이 있다(Sure 2002; Albertoni, 

Bertone, and De Martino 2004). 이와 같이 시

멘틱 검색은 시멘틱 웹 응용에 있어서 필수 으

로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멘틱 

검색과 련하여 Makela, Hyvonen, and Saarela 

(2006), Bonino et al.(2004), Albertoni, Bertone, 

and De Martino(2004)에 의해 시멘틱 검색 결

과의 유용성, 정확성, 재 성, 검색 시간, 정보 시

각화, 정보 요구 등의 에서 시멘틱 웹 검색

시스템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

라서 시멘틱 웹 환경에서 검색 이용자의 정보요

구를 반 할 수 있는 시멘틱 검색 연구는 재와 

미래의 웹 환경에서 효과 인 웹 정보서비스를 

해서는 매우 요한 연구분야라고 할 수 있다.

2.2 련 연구

웹 2.0, 웹 3.0 시 의 도래와 함께, 웹을 둘러

싼 환경  변화는 이 과는 매우 다르게 진화하

고 있다. 특히 통 인 정보제공자 심의 웹 

환경에서 이용자의 극 인 참여와 양방향  

상호작용으로의 진화는 웹이 단순한 정보의 

장소가 아닌 사회  연결망과 집단지성과 같은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의 심에 있게 하

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 

심의 웹 검색서비스는 필수 인 웹 응용서비스

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웹 환경의 도래에 따른 

통 인 검색방식의 제한 을 해결하기 하

여 시멘틱 검색 개념이 출 하게 되었다. 오늘

날과 같이 웹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에는 시

멘틱 검색은 주로 자연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로부터 히 색인어를 추출하여 이를 

통계 인 검색모델에 반 하는 연구가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90년  반에 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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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C-5부터 NLP(Natural Language Pro- 

cessing), SIT(Special Interest Track)이 만들

어지면서 본격 으로 자연어처리기술을 이용한 

정보검색의 효과 향상을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장명길 외 2001). 그러나 웹을 둘러

싼 정보기술이 발 하고 웹 상에 존재하는 정보

가 폭발 으로 성장함에 따라 시멘틱 검색은 크

게 웹 기반 검색기술과 온톨로지 기반 검색기술

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먼  웹 기반 검색기술은 크게 검색 서비스의 

인덱싱 작업의 기반이 되는 페이지 평가 기술

(Fujimura 2005), 이용자의 단순한 키워드 

심의 애매한 질의를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기술

(Qiu 2007) 등이 있다. 페이지 평가 기술은 이

용자의 질의에 하여 웹의 어떠한 페이지가 얼

마나 신뢰성이 있는 좋은 페이지인가를 평가하

는 것으로서 구  검색엔진의 표 인 기법인 

PageRank 등이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웹 기반 검색에 있어서 가장 큰 

제한 은 웹 상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구조  속

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웹에서 정보를 표

하는 표 언어인 HTML은 정보의 외 표 에 

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가지는 내용  

구조에 한 표 이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서 XML과 같은 페

이지 언어와 온톨로지라는 구조  데이터 시스

템이 제안 되었다. 이와 련된 표 인 검색

시스템으로서 독일의 Sara Cohen의 XSEarch

는 기존의 시멘틱 검색과는 다른 에서 XML

을 기반으로 문서들을 검색한다. 즉, XML로 작

성되어있는 문서와 문서의 계층 인 태그와 키

워드를 색인하여 만든 목차 데이터베이스를 사

용하여 질의문에 해당하는 문서의 유사도를 계

산하여 순 가 높은 문서를 반환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하상범, 박 택 2004). 

온톨로지는 기존의 웹 데이터에 의미  요소

를 추가하기 해 제안된 특화된 지식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으로 이것을 활용하면 좀 더 구조

화된 데이터의 형태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이를 기반으로 추론 한 가능해지므로 시

멘틱 웹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겠다(김정훈 

외 2008). 한편, 시멘틱 검색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는 체계화된 온톨로지의 구축에 있다. 

이와 련하여 김학래와 김홍기(2007)는 개인

의 자문서를 효과 으로 리하고 검색하기 

하여 자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온톨로지 기

반으로 생성하고 추론엔진을 이용하여 시멘틱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ONTALK 시스템을 제

안하 다.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한 표  기술

연구는 크게 웹의 표 을 담당하고 있는 W3C

를 심으로 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와 ISO를 심으로 하는 토픽맵

(Topic Maps)기술로 나  수 있다. 

토픽맵 기반의 다른 시멘틱 검색의 근방법

으로서 권창호(2009)는 기록물의 기술정보 메

타데이타를 심으로 정보자원을 구조화하여 이

용자 질의의 근 을 확장하고, 의미 있는 매

칭을 통해 지식자원화된 검색결과값을 제공

하기 해 토픽맵 기반의 기록정보 검색시스템 

구축을 시도하 다. 최근에는 사물의 형태, 색

감, 질감 등의 사물의 직 인 특징을 통하여 

상물에 한 검색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발

하여 사물에 한 감성과 의미를 추상화된 시

멘틱으로 표 하여 인간의 지각  감성에 기

반한 감성기반 시멘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 환, 박은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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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멘틱 검색 핵심 분야

시멘틱 웹의 용용분야로서 시멘틱 검색은 다

양한 핵심요소  요구사항을 필요로 한다. 시

멘틱 검색은 통 인 검색기법과는 달리 정보

로서 객체에 한 표 과 획득에 따른 계성의 

생성이 요하다. 이와 같은 에서 시멘틱 

검색은 세 가지 핵심기술요소로서 다양한 정보

원으로부터 획득된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등과 같은 정보로부터 시멘틱 메타데이터를 생

성하는 정보획득 분야, 획득된 정보로부터 온

톨로지의 스키마와 인스턴스를 구축하고 구축

되어진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질의확장  수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시멘틱 검색을 수행하는 

역으로서 온톨로지 구축을 통한 정보표  분

야, 그리고 이용자 에서 시멘틱 검색시스

템과의 이용자와의 실질 인 상호소통의 게이

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정보이용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에서 본 장에서는 시멘틱 웹 검색의 핵

심요소로서 정보의 효과 인 획득,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습득된 정보의 계성 등을 표 하는 

정보표   정보이용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시멘틱웹 련 

문헌연구를 토 로 시멘틱 검색시스템의 설계 

 구 을 한 요구사항을 도출하 다.

3.1 정보획득

정보획득은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획득된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등과 같은 정보로

부터 시멘틱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획득 에서 가장 기본

인 방법은 자연어처리, 통계  기법, 기계학습

기법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다양한 정보

로부터 의미 있는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기 해 

객체인식기법과 용어의 의미  모호성을 해결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획득된 정보로 부터 시멘

틱 검색 상이 되는 메타데이터 생성이 실

으로 불가능하다. 실 으로는 규모 메타데

이터 생성과 시멘틱 정보의 추가 등이 가능하다

(Dill et al. 2003). 

그러나 시멘틱 검색을 한 메타데이터 생성

은 매우 요하면서 필수 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과정에 있어서 Sheth(2004)는 새

로이 생성되는 메타데이터의 양  그리고 질  

측면에 있어서 서로 상충 인 계가 있다고 지

하고 있다. 를 들어, 데이터 생성 날짜, 문서 

크기, 작성자 등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메타데이

터 추출을 통하여 규모 메타데이터 생성이 수

행될 수 있으나, 회사, 본부, 산업, 비즈니스 등과 

같은 획득된 정보의 내용과 주제에 한 보다 

구체 이고 의미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메

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해서는 보다 

정 하고 복잡한 기법들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 은 단순히 통 인 용어 출 빈도 등에 

기반한 통계  기법 는 기계학습기법만을 통

하여 해결될 수는 없다. 한 다수의 생성된 메

타데이터를 장하고 리할 수 있는 색인방법

이 요구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정보

객체를 표 하기 하여 RDF와 RDF 스키마

(RDF/RDFS)로 용되며 이를 통하여 해당 객

체를 표 하는 있어서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

고, 이와 같은 정보객체를 효율 으로 장  

검색할 수 있는 색인구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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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Harth and Decker 2005). 특히 용량의 

데이터 환경에서는 검색의 효율성(efficiency)

이 매우 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하여 복잡하면서 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3.2 정보표

정보표 (information representation) 분야

는 온톨로지의 스키마와 인스턴스를 구축하고 

구축되어진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질의확장  

수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시멘틱 검색을 수행하

는 역이다. 온톨로지는 일정의 공유된 개념으

로 컴퓨터와 인간이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정

보의 표  형태이다. 재의 웹은 링크를 통한 

정보 제공으로 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

다는 장 이 있으나 수집  검색된 정보는 사

람에 의해서 해석되고 정제되어야 한다는 에

서 단순한 정보 장소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지

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웹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 W3C에서는 표 으로 규정된 

시맨틱 웹 온톨로지 언어(RDF, RDFS, OWL 

등)  련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특히 W3C가 OWL을 표  온톨로지 

언어로 지정함에 따라 부분의 온톨로지 데이

터들은 OWL로 기술될 망이다(허선 , 김은

경 2008). 

온톨로지를 시멘틱 검색에 용하기 해서는 

세 가지의 고려사항이 존재한다(Sheth 2004). 

먼  부분의 실질 인 온톨로지는 반형식

(semi-formal)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와 같

이 온톨로지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반구조화된 

기 을 용하는 것은 온톨로지가 정보를 표

하는데 있어서 부분 으로 불일치성, 제약조건 

반 등의 형태와 같이 불완 하게 구축되기 때

문이다.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

고 통합하며, 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개

발자에 온톨로지가 구축되므로 온톨로지 구축

에 있어서 반형식  표 은 불가피하다(Gruber 

2003). 한 구축될 온톨로지의 정보기술이 지

나치게 세부 이고 구체 이면 실질 으로 응용

에 있어서 수  높은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상의 주요 원인은 온톨로지에 표

된 정보를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

라서 추론과정에 따른 추론기능이 격히 떨어

질 수가 있는 제한 이 존재할 수 있다. 실

으로 표 력을 최소화한 온톨로지와 연산에 따

른 복잡한 온톨로지는 상호간의 상충  계에 

있다. 표 력을 최소화한 온톨로지는 추가  수

정에 지속 인 사용이 가능하며, 시멘틱 추론에 

따른 연산상의 복잡성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

하여 추론기능의 제약 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

나 상세화  정확성을 요구하는 시멘틱 웹 응용 

분야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표 에 있어

서 보다 구체 이고 세부 인 온톨로지가 합

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멘틱 

웹 응용 분야가 정보의 획득  분석을 요구하는 

응용분야인 검색  개인화 역인 경우에 있어

서 도메인과 응용업무에 보다 세부 으로 특화

된 시멘틱 메타데이터가 요구된다. 

3.3 정보이용

정보의 이용분야는 이용자 에서 시멘틱 

검색시스템과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축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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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검색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추론기능, 연 어 

검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텍스

트, 이미지, 동 상 등의 이종 정보를 검색하기 

하여 온톨로지와 메타데이터를 동시에 처리

하는 시멘틱 질의처리는 매우 높은 수 의 가

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

까지 시멘틱 웹 검색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실질 인 상용화는 미흡하며 특

히,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한 연구는 연구자의 

실험결과를 확인해 보는 실험실 수 에 머물러 

있어서 시멘틱 웹의 상용화에 있어서 제한 이 

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시멘틱 검색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기존 검색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와 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검색방식에 

있어서도 무 복잡하여 익숙하지 못한 이용자

로부터의 거부감을 래할 수 있는 문제 이 있

다. 를 들어, 다양한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멘틱 검색시스템은 OWL 검색을 지원하며 

SPO(Subject, Predicate, Object)형태의 질의

문을 입력 받거나, RDQL(RDF Data Query 

Language) 질의 형태의 질의어 입력형식을 제

공하고 검색을 수행한다. 는 기존의 검색시스

템의 결과를 개선시키는데 키워드 심이 아닌 

개념과 계를 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 인 온톨로지 기반의 시멘틱 검색시스

템인 OntoWeb 경우는 시멘틱 웹 검색 인터페

이스의 표 인 사례로 라우징 ￫ 속성 선택 

￫ 실제 값 입력 ￫ 검색 수행의 순으로 단계별 

검색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문제 에 하여 

Albertoni 등(2004)의 연구에서는 시멘틱 검색

을 웹 자원과 실 세계의 객체들에 한 의미

를 명시 으로 표 하며, 검색 결과의 정확율과 

재 률을 개선시키고 검색 이용자의 정보요구

를 악하고 이를 충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검색과정에 있어서 향을 미치는 

이용자의 행 요인으로 제한된 이용자의 지식, 

정보 제공자와 정보 검색 이용자 간의 인식 차

이, 이용자가 검색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

다는 세 가지 우려를 언 하 다. 이러한 다양

한 요인을 기반으로 기존의 검색시스템을 이용

자와 시스템간 상호작용과 시각화를 강조하

다. 한 기존 시멘틱 검색시스템들은 온톨로지 

구조를 조회/수정할 수 있을 뿐 보다 지능화된 

라우징이 부족함을 언 하 다. 이와 같은 언

은 검색시스템과의 상호작용성을 요한 인

터페이스 요인으로 간주하 다. 한 Makela 

등(2006)은 시멘틱 검색과 이용자 간의 질의생

성과 체 인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한 구성

의 에서의 연구를 수행하 다. 시멘틱 기

술은 개념과 계를 이용하여 지식을 그래 와 

같은 수단을 통하여 시각화하여 표 하기에 

합하지만 검색 이용자가 이러한 지식을 검색하

려는 질의생성이 어려움을 언 하면서 시멘틱 

검색을 한 사용의 용이성을 강조하 다. 재

까지 의 연구에서와 같이 웹 상에서의 시멘

틱 검색 인터페이스는 복잡하고, 검색 과정을 

인식해야 하며, 기존 일반 웹 검색 인터페이스

와 상당한 차이 이 존재하여 이용에 따른 

응  학습에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

4. 시멘틱 검색시스템 설계 

재까지 수행된 시멘틱 검색과 련된 다양

한 연구들을 통하여 많은 시멘틱 검색시스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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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되었다. 시멘틱 검색시스템은 시멘틱 웹

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세 가지 핵심요소로서 시

멘틱 메타데이터 생성 역, 온톨로지 구축 역, 

그리고 라우징과 질의 역을 포함하고 있어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

멘틱 검색시스템의 기본구조는 크게 콘텐츠 계

층, 시멘틱 계층, 서비스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계층별로 시멘틱 검색서비스 제공을 

하여 요구되는 기본 인 요구사항과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스템의 기본구

조를 이루고 있는 각 계층은 시멘틱 검색의 세

부분야인 정보획득, 정보표   정보이용 분야

와 상호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  콘텐츠 

계층은 정보획득, 시멘틱 계층은 정보표 , 그

리고 서비스계층은 정보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각각의 계층들은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트

리  구조는 실질 인 시멘틱 검색기능을 제공

하기 하여 요구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기존의 시멘틱 검색시스템의 단 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졌다. 

특히, 콘텐츠 계층에서는 획득된 정보에 한 

시멘틱 메타데이터의 자동  반자동 추출을 통

해 텍스트 정보뿐만이 아니라 내용기반 검색을 

통한 이미지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시

멘틱 계층은 기존의 검색기능과 추론검색 기능

을 혼합한 하이 리드 방식의 검색을 통하여 온

톨로지 기반의 검색과 온톨로지에 한 가 치

를 용하여 연 검색이 가능하다. 한 서비스 

계층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악할 수 있도록 

입력 방식을 기존 질의어 입력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의어 입력 인터

페이스, 질의어 추천 인터페이스와의 동기화를 

통해 구성하 다. 

한편 이용자가 직  입력하는 질의어, 추론, 

질의어 추천 등의 과정을 통하여 검색된 검색 

결과는 상호 련성 있는 결과들끼리 클러스터

링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를 하여 제안하고 

있는 시스템은 시멘틱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하여 온톨로지 구축, 시멘틱 메타데이터 생성, 

라우징  질의 등의 과정을 거친다. 온톨로

지 구축 단계에서는 Protégé라는 개발도구를 

이용하여 온톨로지에 한 설계와 인스턴스 생

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시멘틱 메

타데이터 생성단계에 있어서 온톨로지 매핑 알

고리즘과 온톨로지 기반 시멘틱 정보추출 알고

리즘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라우징  질의 

단계에서는 질의어 입력 인터페이스, 질의어 추

천 인터페이스, 검색결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

스템과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이용자

의 보다 정확한 정보요구를 악하여 검색 결과

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4.1 요구사항 분석

재까지 시멘틱 검색과 련된 많은 연구 분

석을 통하여 시멘틱 검색시스템, 특히, 시멘틱 

웹에 용될 수 있는 검색시스템에 한 요구사

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시멘틱 웹 

검색의 에서 이용자의 검색에 한 요구  

필요성을 반 하기 한 검색시스템과 이용자

의 상호작용성, 검색결과의 최신성, 재 성을 충

분히 고려해야 한다. 를 들어 이용자가 그들

의 정보요구를 질의어의 형태로 형식화하는 과

정에서 이용자 자신들의 정보요구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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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이용자의 검색에 따른 정보요구를 반 시스템과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성, 검색된 결과의 최신성, 재 성

한 온톨로지의 형태/범  결정 응용분야에 따른 시멘틱 메타데이터 수용 수

기존 검색시스템과의 상이  극복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친근성과 유용성, 조작의 용이성

<표 1> 시멘틱 검색시스템 요구사항 

명시 으로 표 할 수 없으므로 검색시스템과 

이용자 간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어

야 하며 이용자의 합성 단 등과 같은 질의

어에 한 정제과정이 유기 으로 지원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호작

용과정은 이용자의 불완 한 지식을 완 한 상

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검색결

과의 제공에 있어서는 검색 상과 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 성에 한 고려와 

함께, 최신성 있는 정보에 한 우선순 화 등

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온톨로지의 형태와 범 는 응용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구축될 수 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온톨로지를 요구하는 응용분야에 있어

서는 온톨로지를 상 으로 단순하게 구성한

다. 그러나 시멘틱 검색 분야와 같이 복잡한 응

용 분야에서는 온톨로지의 개념뿐만 아니라 

계를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한 규모

와 범 를 설정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하여야 한

다. 한 메타데이터 생성에 있어서도 단순 메

타데이터보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시멘틱 메타

데이터 생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해서는 자연

어 처리 기술, 통계 기법, 기계 학습 기법 등과 

같은 다양한 처리기법들을 통합 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인터페이스 에서 기

존의 웹 검색과의 차이 을 극복할 수 있는 이용

자 인터페이스의 친근성, 유용성, 조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웹 검색과 무 상이

한 질의어 입력 인터페이스로 구성되거나, 검색 

방식이 무 복잡하여 익숙하지 못한 이용자로

부터의 거부감을 래하거나, 조작의 어려움으

로 인하여 사용방법의 습득에 많은 시간이 요구

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와 구성을 피하

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에서 요한 것은 이

용자 인터페이스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

계와 구성이 요구된다. <표 1>에서는 에서 언

하고 있는 시멘틱 검색을 한 시스템 설계 

 구축에 따른 요구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4.2 시스템 아키텍처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멘틱 검색시스

템은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크게 콘

텐츠 계층, 시멘틱 계층, 서비스 계층으로 구성

된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

스템의 체 인 구조를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우선 콘텐츠 계층은 시멘틱 정보수집기, 시멘

틱 메타데이터 생성기, 시멘틱 색인기로 구성되

어 있다. 시멘틱 정보수집기를 통하여 수집된 

텍스트  이미지 정보는 시멘틱 메타데이터 생

성기를 통해 메타데이터가 생성되고, 시멘틱 색

인기에 의해 트리  색인 구조로 장된다. 특

히 시멘틱 메타데이터 생성기에서는 텍스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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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시스템 구조 

보에 해서는 온톨로지 기반 추출, 규칙 기반 

추출, 자연어 처리 기반 추출 등의 기법을 통합

하는 텍스트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

를 생성한다. 이미지의 경우는 객체인식 이미지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색상, 질감 등과 같은 하

 수 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정보에 

한 내용 는 주제 등과 같은 건물, 바다, 야경 

등과 같은 상  수 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미지가 속한 주제  내용을 활용하여 최종 

메타데이터를 생성한다. 

다음은 시멘틱 계층으로서 해당 역은 시멘

틱 검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콘텐츠 계층

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상으로 온톨로지가 추

가 는 갱신되고, 이러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시멘틱 질의, 추론, 결과정보에 한 처리가 가

능하다. 제안하고 있는 검색시스템은 콘텐츠 계

층의 시멘틱 색인을 기반으로 실질 인 검색과 

리가 수행된다. 특히 질의확장모듈은 이용자

가 입력한 질의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온톨로지

를 참조하여 온톨로지에서 출 하는 용어로의 

정규화과정을 통하여 온톨로지의 구조에 따른 

확장된 질의어를 생성하여 검색을 수행한다. 

를 들어, 검색 이용자가 질의문을 “스타들

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입력하면 온톨로지를 

참조 분석하여 스타의 상  개념은 사람이고 스

타의 하  개념으로 연 인, 스포츠맨 등임을 알 

수 있다. 한 “자주 가는”, “들 다” 등은 “자주 

가다”가 표 속성이고 상  속성으로 “가다”, 

하  속성으로 “자주 가는 음식 ” 이라는 사실

을 온톨로지 구조를 통해 악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온톨로지 구조를 기반으로 “연 인/스

포츠맨(A, B, C, …)이 자주 가는 음식 /장소

(A, B, C, …)”라는 확장된 질의가 생성되어 검

색을 수행할 수 있다. 한 결과 정보 처리기에

서는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가져온 검색결과를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하기 에 온톨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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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 기반 랭킹 는 온톨로지 개념/속성에 

따른 분류 등의 과정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과

정으로 통하여 검색된 결과 에서 연 성이 높

은 결과물들은 군집화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

공됨으로써 이용자에게 검색결과에 한 평가와 

검토에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계층은 이용자와 검색시

스템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용

자 인터페이스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이용자 인터페이스 역은 검색 입력부, 질

의어 추천부를 포함하는 질의입력부와 자연어 

처리시스템, 검색결과 제공 인터페이스로 구성

되어 있다. 우선 질의입력부에서는 트리  구조

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인

터페이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직 인 질의어

를 입력 받는 질의어입력창과 함께, 입력된 질

의어에 한 분석을 기반으로 제안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질의어 추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능별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한 자연어 처리시스템에서는 입

력된 질의문에 해 시멘틱 계층의 검색시스템

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자연어를 트리  질의어로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3 온톨로지 구축  메타데이터 생성

제안된 시멘틱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실질

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크게 세단

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  검색서비스 제

공을 한 기반요소로서 기 온톨로지를 구축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추

가 인 온톨로지와 기존의 온톨로지에 한 보

완을 하여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획득한 정

보를 통하여 새로운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게 된

다. 이와 같은 선처리 과정이 수행됨으로써 실

질 인 시멘틱 검색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상을 뉴스

기사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4.3.1 온톨로지 스키마 모델링  구축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서비스 제공을 해서

는 우선 으로 온톨로지 스키마를 생성하여야 

한다. 온톨로지 스키마는 기존의 확보된 지식정

보를 체계화하는 수단으로서 기존의 지식정보에 

분류화 과정으로 통하여 다양한 클래스(class), 

클래스를 특성화할 수 있는 속성(attribute)과 

클래스와 클래스 는 속성과 속성간의 계

(relationships)를 정의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공유될 수 있는 개념을 명시 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온톨로지 구축과정은 수집

된 뉴스 원문기사로부터 의미단 의 용어를 추

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한 요소로

서 정의될 수 있는 의미단 용어는 뉴스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 형용사를 포함한다. 다음 

과정으로는 추출된 의미단 용어 사이에 존재

하는 동의어들에 한 군집화과정이 수행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당 군집에 한 표어

가 정의된다. 각각의 의미단 용어들은 계층화

의 형식을 가지면서 가장 합한 개념, 속성 혹

은 요소들로 온톨로지에 계설정이 된다. 바꾸

어 말하면 유사한 개념의 항목들을 등 계로 

군집화하고 이를 상 개념으로 재군집화를 수

행한다. 한, 이미 상하 계가 존재해도 뉴스 

기사로부터 새로운 상하 계가 발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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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하나의 요소나 개념이 두 개 이상의 상

개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에 수용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축된 온톨로지는 시

멘틱 정보추출에 있어서 보다 높은 용이성을 제

공하면서 시멘틱 검색이 가능할 수 있는 요한 

기반요소를 제공한다. 

한편,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이용자의 정보요

구를 반 하고 있는 질의어는 시멘틱 검색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추천질의어 생성에 있어서도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 기계어 학

습, 자연어 처리 등의 과정으로 통하여 수행되

는 추론과정은 질의어 확장과 검색결과에 한 

이용자의 평가  지원을 한 유사도가 높은 

검색결과들에 한 군집화 과정으로 통하여 제

공되는 검색결과도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뉴스 기사에 해 단순 텍스트가 아

닌 문장의 의미정보를 담고있는 트리 (SPO)

형태의 색인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온톨

로지 모델링을 한 도구로서 자바언어기반의 

개방형 정보원의 통합 온톨로지 구축 임워

크로 W3C에서 표  온톨로지 언어로 권고한 

OWL  RDF(S) 기반 온톨로지 설계에 합

하면서 다양한 러그인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

러 추론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

는 Protégé를 사용하 다.

<그림 2>에서는 온톨로지 작도구인 Protégé

를 이용하여 구축한 뉴스 온톨로지의 일부를 보

여주고 있다. 좌측 임에 나열된 내용을 살펴

보면 “ 화배우”, “탤런트”, “가수” 등이 “연

인”이라는 상 개념의 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연 인”은 “스포츠맨”, “제작자” 등과 

함께 좀 더 일반화된 “사람”이라는 개념의 하

<그림 2> Protégé를 통하여 구축된 뉴스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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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 화배우”라는 개념의 클래스는 “연 인”의 하

개념이면도 동시에 “배우”의 하 개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좌측의 임에서 볼 수 있는 

클래스 탭(class tab)에서는 기본 으로 개념에 

한 상하  계층을 구분하면서 생성등록 혹은 

삭제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속성 등에 한 개념을 제공하고 있는 

속성 탭(property tab)에서는 개념과 요소간의 

계를 나타내는 객체속성(object property) 

는 특정값(value)을 가지는 데이터유형 속성

(datatype property) 등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면, “ 화”라는 개념에서 “장

르: string”라는 데이터유형 속성을 가지면서, 

“제작자”라는 개념클래스와 “ 화를 감독하다”

라는 객체속성 계로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창업하다”, “출시하다” 등의 속성

은 “운 하다”라는 상  속성으로 서로 계를 

갖는 것과 같이 각각의 속성들은 계층구조를 가

지도록 조직화할 수 있다. 구축된 온톨로지 스

키마는 뉴스정보에 한 모델링을 포함하여 뉴

스정보에 포함된 이미지 데이터  뉴스 문서

리를 한 기사분류, 기사제공자, 작성날짜 등

과 같은 메타데이터에 한 모델링을 포함한다. 

4.3.2 메타데이터 생성  색인

시멘틱 검색을 해서는 다양한 정보원으로

부터 정보수집, 수집된 정보로부터 의미 있는 정

보의 추출과 함께, 추출  생성된 정보에 한 

구조화 과정을 통하여 시멘틱 검색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정보수집은 정보수집

기를 통하여 수행되며 의미정보의 추출과정에서

는 ‘시멘틱 메타데이터 생성’을 의미한다. 수집된 

정보와 생성된 메타데이터는 구조화를 한 색

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3>에서는 이와 같

은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메타데이터 생성  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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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정보수집단계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되어 있는 콘텐츠를 수집하는 부분으로 뉴스기

사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구조화된 형식의 텍스

트 콘텐츠를 수집하고 해당 콘텐츠와 련된 이

미지들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구조화된 형식은 

뉴스기사 원본을 색인하기 한 특정한 형식을 

가진 텍스트 일이다. 이를 통하여 정보수집에 

있어서 구조화된 형식을 기반으로 HWP, PDF, 

DOC, XML, RSS 등의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모듈화 하여 텍스트 정보를 

포함하여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로서 온톨로지 구축에 있어

서 핵심이 되는 시멘틱 메타데이터 생성이 수행

된다. 시멘틱 메타데이터 생성과정은 의미단

용어의 추출, 구축된 온톨로지에서의 속성, 클

래스, 개념 등에 한 계성을 확보하는 매핑

과정, 매핑과정을 통하여 의미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의미단 용어의 추출은 에

서 설명하고 있는 온톨로지 구축과정의 의미단

용어 추출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

여 뉴스의 원문기사로부터 의미단 용어를 추

출한다. 그러나 이미지정보의 경우는 이미지 분

석을 통하여 등장인물과 Architecture, Indoor, 

Terrain, Night, Snowscape, Sunset, Waterside

의 일곱 개 분야의 이미지에 한 의미들을 추

출해 낸다. 

둘째, 온톨로지 매핑은  단계에서 추출된 의

미단 용어가 온톨로지내의 어떤 요소 는 속

성 등에 연 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인 의미단 용어들은 해당 용어와 

가장 합한 개념, 속성 혹은 요소들에게 계성

을 갖도록 연결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의미단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트리  생성은 온톨로지와 맵핑

된 각각의 의미단 용어를 뉴스정보가 가진 정

보로 표 하는 과정으로 주어부(subject), 서술

부(predicate), 목 부(object)로 구성된 SPO

형식의 트리 구조로 표 된다. 이와 같은 과정

을 통해 해당 뉴스정보는 기존의 태그방식이 아

닌 온톨로지와 연결된 완 한 정보를 메타데이

터로 갖게 된다.

시멘틱 색인단계는 이  단계에서 생성된 메

타데이터를 검색의 효율성을 해 구조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SPO구조의 트리  형태인 

메타데이터를 뉴스정보에 한 출처가 포함된 

쿼드(QUAD) 형태인 SPOC(subject, predicate, 

object, context)로 표 하면서 각 요소에 하

여 가능한 모든 조합을 추출하여 색인한다. 단순 

질의를 해 요구되는 모든 근유형에 한 조

합의 수는 총 16가지로 산출될 수 있으나 B+ 

트리 색인방법을 활용하여 색인을 구성함으로써 

Prefix 검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spoc, poc, ocs, 

csp, cp, os의 총 6개의 색인형식을 구성할 수 있

으며 어떤 인덱스를 이용해 검색을 할지는 질의 

유형에 따라 한 색인형식을 선택하여 탐색

하게 된다. 를 들어 Predicate과 Context를 질

의어로 Subject와 Object를 검색하는 (?:P:?:C) 

형태의 질의 유형의 경우에 있어서 CP로 구성된 

인덱스를 탐색하면 효율 으로 검색결과를 확보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이용자의 질의유형에 한 

색인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실질

인 검색에 있어서 보다 쉽게 검색결과를 확보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는 색인구

조는 이용자의 다양한 질의형식에 한 최소한

의 색인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보다 다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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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색인구조 

서 용량의 데이터 처리  검색 성능의 향상

을 해서는 색인구조를 추가 으로 생성할 수 

있다. 

4.3.3 이용자 인터페이스 

시멘틱 검색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질의

어의 형태로 입력 받으면서 한편으로 이용자의 

질의어와 검색결과에 한 분석을 통하여 질의

어 추천  연 어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기 

해서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매우 요한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한 요구조건을 충족하면서 기

존의 시멘틱 검색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용에 

따른 어려움과 복잡성을 극복하기 하여 시멘

틱 검색 인터페이스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

다. 세 가지의 인터페이스는 먼  질의어 입

력 인터페이스, 질의어 추천 인터페이스, 결과 

제공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다시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으로 구분하면 입력 부

분은 질의어 입력 인터페이스, 질의어 추천 인

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용자는 질의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질의어를 입력하면 

추천 질의어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용자 질의

어에 입력된 질의어를 기반으로 연 된 질의어

를 추천 받는다. 따라서 이용자는 질의어 추천 

인터페이스에서 자신의 질의를 선택하거나 다

시 질의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자신이 원

하는 질의어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질의어를 

생성할 수 있다. 출력 부분은 결과 제공 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공된 결과가 이용자가 원하

는 결과가 아니라면 입력 부분을 재조작하여  

다른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시멘틱 

검색 인터페이스에 한 개별 구성 기능은 다음

과 같다. 

우선 일반 질의어 입력 인터페이스는 기존 검

색 인터페이스의 용도  이용방식에 있어서 유

사하다. 그러나 기존의 질의어 입력 인터페이스

와 차이 은 질의어 입력 인터페이스에 질의어

가 입력되면 질의어 추천 인터페이스와 동기화

되어 질의어 추천 인터페이스에는 해당 입력 값

에 연동되는 온톨로지의 개념과 계를 기반으

로 검색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천 질의어를 제

시한다. 이와 같은 질의어 입력 인터페이스는 

기존 검색 방식에 익숙한 검색 이용자에게 유용

하고, 검색 행 의 비용 요인인 투입 수고와 인

지/심리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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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이하고 친근한 방식이므로 이용자의 

에서는 기존 검색 방식과의 차이 을 느끼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연 성 있

는 추천 질의어를 통하여 질의어의 확장  수

정에 있어서 높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검색 이용자에게 의미 으로 연

된 질의어를 생성해주는 질의어 추천 인터페이

스이다. 질의어 추천 인터페이스는 질의어 입력 

인터페이스와 동기화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질

의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질의어를 입력

하게 되면 해당 질의어와 연 된 온톨로지의 개

념과 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의어를 추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

의어 추천 인터페이스는 이용자에게 질의어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추천된 질의어  

선택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질의어 추천 

인터페이스는 검색행 의 에서 질의어에 

한 재입력의 수고를 최소화하면서 검색하고자 

하는 상에 한 추천을 통해 이용자에게 인지

/심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 이용자 

피드백에 한 효과성을 보다 높일 수 있으며 

시멘틱 검색이 효과 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

원할 뿐 만 아니라 추천 질의어를 수정, 삭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확보될 수 있기까지 이용자와 검색시스

템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특히 질의어 추

천 인터페이스는 이용자가 질의어 입력 인터페

이스를 통하여 입력된 최소한의 단어에 하여 

의미 으로 연 된 온톨로지 기반 질의어를 추

천하므로 검색 결과의 재 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이용자

가 자신의 정보요구에 한 명확한 인지가 없는 

경우 는 명시 으로 표 할 수 없을 경우에 

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는 질의어 입력 인터페이스, 질의어 추천 인터

페이스에서 입력된 질의어의 결과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이용자가 검색결과에 한 해석  평

가에 따른 어려움과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하

여 연 성 높은 결과들을 군집화하여 표 함으

로써 이용자의 검색결과에 한 선택과 활용에 

따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재까지 시멘틱 웹에 한 응용서비스 분야

로서 시멘틱 검색에 한 연구는 기단계로서 

재 진행되는 연구분야에 있어서 시멘틱 웹의 

구성 요소인 에이 트, 추론시스템, 온톨로지 등

에 한 기술  검증과 로토타입 구  등 기

술 심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 인 시멘틱 검색서비스를 

한 시멘틱 검색시스템에 한 체 인 시스템

구조, 메타데이터생성  색인구조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한 부분 인 구 과 제안을 하

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검색 이용자를 한 시

멘틱 기반 검색에 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 하는 시멘틱 검색시스템에 한 체

인 구조와 색인구조에 한 설계와 구 을 수

행하 다. 시멘틱 검색 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반 할 수 있도록 시멘틱 검색시스템 설

계에 있어서 이용자와 검색시스템 간의 상호작

용성, 검색결과 제공에 있어서 이용자의 결과 

해석  평가에 따른 편의성 등을 고려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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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시멘틱 검색

에 한 연구가 주로 기술 인 측면에 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용자의 편의성  이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성에 한 고려를 통한 요

구사항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는 에 있어

서 향후 추가 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추가 인 연구로서는 본 연구에서 상으

로 하고 있는 뉴스정보로부터 추출된 의미단

로 구성된 지식베이스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

하는 규모(large-scale) 온톨로지를 생성해 

낸다. 이와 같은 과정은 온톨로지 기반의 시멘

틱 정보의 자동/반자동 추출  지능화된 검색

서비스 제공을 하여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실제 응

용서비스를 개발에 있어서 용량 데이터에 

한 효과 인 리에 따른 많은 문제 이 존재한

다. 일부 온톨로지 리도구에서 온톨로지 정보

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해 그래  형태의 이

차원  화면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실

세계 정보를 다루는 응용분야에서는 개념  요

소 등의 다양한 개체들 간의 계가 복잡하여 

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속 으로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

기 한 연구가 요구되며 모든 주제분야  

용량의 문서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용량 정보

환경에서의 실질 인 서비스 제공을 한 연구

가 지속 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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