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469 

시맨틱 웹 환경에서 개인화된 프로필을  

바탕으로 한 추천 에이전트  
 

임병수*, 이일병*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e-mail : kreuz21c@yonsei.ac.kr 
 

Recommendation Agent On Semantic Web  
Using Personal Profile  

 

Byung-Soo Lim*, Yill-Byung Lee* 
*Dept. of Computer Science, Yon-Sei University 

 

요       약 

웹 서비스는 XML 기반의 웹을 기반으로 한 대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며 시맨틱 웹은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웹에 지능을 부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시맨틱 웹 서비스는 이런 시맨

틱 웹과 웹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시맨틱 웹 서비스 워크플로우 생성 

도구를 제작한다. 또한 전문가 시스템에서 자주 다루었던 신경망 추론 전문가 시스템을 룰렛 휠 선

택법과 결합한 모델로 한 추천 에이전트를 제작하여  사용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

트를 제작한다. 위 에이전트는  패턴 분류에 주로 사용하는 SOM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 프로필에 

특화된 서비스의 클러스터링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룰렛 휠 선택 방법을 이용한 워크플로우 제작을 제공한다.  

 
 

1. 서론 

에이전트란 사용자를 대신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

업을 자동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인공 지능 소프트웨

어를 의미한다. 그 중 추천 에이전트는 인공지능 기법

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경향에 맞게 적절한 정보를 추

천해주는 에이전트이다. 아마존의 도서 추천[1]이나 
야후의 검색 엔진[2]과 같이 웹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발전하고 있으나 웹 서비

스를 바탕으로 한, 그 중에서도 시맨틱 웹을 바탕으로 
한 추천 에이전트는 아직 연구가 미진하다.  
기존의 추천 에이전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사용자

의 프로필, 또는 센서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음성을 분석해 퍼지 논리로 감정을 
추론한 에이전트 모델이 있었다.[3] 또한 확률이나 통

계에서 사용되는 베이지안 모델을 이용한 에이전트 
역시 많이 제안되었는데,  Pynadath[4]는 자동차의 다

음 행동을 예측하였고 Albrecht[5]는 다중 사용자 컴퓨

터 게임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추론하였다.  
신경망[6]에서 사용되는 여러 모델 중 SOM 모델

은 Kohonen[7]이 제안한 모델로, 주로 패턴 분류에 많

이 사용되고 있다. SOM 모델의 여러 학습 방법 중 경

쟁학습모델은 1974 년 Grossberg[8]에 의해 제안된 인

스타 규칙을 사용한다. 인스타 규칙은 출력 패턴에 목

적 패턴이 주어지지 않고 스스로 반응하는 비 교사 
학습방법에 주로 사용된다.  

시맨틱 웹이란  World-Wide-Web 을 창시한 Tim 
Berners-Lee 가 창안한 차세대 웹 기술로, 현재의 웹처

럼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웹이 아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웹을 의미한다.[9] 시맨틱 웹에서 웹 
서비스 간의 Predicate 를 주는  RDF 를 통해 시맨틱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서비

스간의 링크 개념이 아닌 지능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해 진다.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웹 서비스 [10]에 맞춘 워크

플로우 제작 도구를 제작하고, 내부적으로 SOM 신경

망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통해 클

러스터링을 수행하고 그룹화 된 사용자에 대한 서비

스를 룰렛 휠 선택으로 최적화된 웹 서비스 워크플로

우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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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 시맨틱 웹 

 
(그림 1) 시맨틱 웹 구조  

 
그림 1 은 시맨틱 웹의 계층적 구조를 잘 나타내주

는 대표적인 그림[11]이다. 그림 1 을 보면 시맨틱 웹

의 하부는 Unicode, URI, XML 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시맨틱 웹에서는 XML 구조를 사용하지만 단순

히 markup 용으로 XML 을 활용하고 있다. 시맨틱 웹

에서는 모든 자료를 그래프의 구조로 보고 있다. 그래

프의 한 조각은 subject, object 와 이 둘을 연결하는 링

크 정보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그래프 구조를 표현하

기 위해서 시맨틱 웹에서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앞의 구조에서 
Ontology vocabulary, Logic, Proof 는 시맨틱 웹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 부분이 가지는 의미는 앞에서도 설

명하였듯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는 
온톨로지 vocabulary 로 메타데이터를 표현하면, 이 내

용을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이해하고 인공지능의 로

직 기반의 추론 과정을 이용하여 사람이 지시한 작업

을 지능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로직 기반의 지능형 추론과정을 거치게 되면, 소프트

웨어 에이전트는 자신이 수행한 작업을 설명할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에이전트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을 증

명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림 1 은 시맨틱 웹이 
지능형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시맨틱 웹 서비스 

현재 웹 서비스의 서비스 Model 은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개념의 Demand-led 형태의 서비스

가 아니라 Supply-led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UDDI 의 제한적인 키워드로만 검색

[12]한 다는 것이 웹 서비스의  SOA 발전 모델로 많

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적합한 서비

스를 찾았으면, 실행도 해보고, 워크플로우[13] 형태로 
조합도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 좀 더 지능적인 웹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

해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시맨틱 웹 
서비스이다.  

시맨틱 웹 서비스는 그림 2 와 같이 3 개의 핵심 

Component 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14]  

 
(그림 2) 시맨틱 웹 서비스 Component 

 
Process 를 생성하는 Service Grounding 에 서비스의 

인공지능 Rule 을 추가하는 Serivce Profile, 그리고 워

크플로우(순서도) 처럼 서비스들을 실행하는 Service 
Model 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구성 요소를 고려한 시맨

틱 웹 서비스 워크플로우 제작 도구를 구성하고, 또한 
개개인의 사용자의 경향성에 기반을 둔 추천을 위해 
특화된 에이전트를 제작하였다.  
 
2.3 룰렛 휠 선택법 

룰렛 휠 선택법은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다음 세대

를 선택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룰렛 선택은 
개체를 적응도에 비례하여 선택하는 방법이다. 적응도

가 높은 개체일수록 선택될 확률은 높다. 룰렛 선택은 
적응도가 가장 높은 개체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유전

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다음세대로 유

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이다. 

 

(그림 3) Roulette Wheel Model 

 

그림 3 과 같이 집단의 전체 적응도를 원형 그래프

로 표현한다면, 집단의 각 개체들은 원의 조작을 할당 
받는다. 조각의 크기는 개체의 적응도에 비례한다. 즉, 
적응도가 높을수록 더 큰 조각을 가진다. 만약 원형 
바퀴를 돌리고 공을 던전다면, 이때, 공에 맞은 개체

가 선택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선택법을 서비

스 워크플로우 생성시 적용하여 추천 에이전트에 신

뢰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2.4 SOM 을 이용한 군집화 

인간의 뇌 구조를 가장 잘 모형화 한 방법은 
Kohonen[8]에 의해 제안된 자기 조직화 형상 지도(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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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ing feature Maps : SOM) 모형이다. SOM 은 신경

망 중에서도 학습 자료에 대한 결과 값을 모르고 학

습이 수행되는 비교사 학습(unsupervised learning)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음성 인식, 문자 인식, 구문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는 SOM 은 그림 4 처럼 입력

층과 출력층으로 구성된 비 회귀(Feedforward 
connection) 단층 신경망 구조를 가진다.  

 
(그림 4) SOM 의 구조 

 
SOM 이 사용하고 있는 경쟁 학습법은 에러가 0 으

로 수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학습이 진행 될

수록 에러의 변화가 적어질 뿐이다. 따라서 에러가 거

의 변하지 않게 되면 신경망의 학습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모델에서는 주어진 패턴에 대해서 승

자 신경세포의 연결 가중치만 조정되는 승자 전취 방

식(Winner-takes-all)이 사용된다.  
 
3. 제안하는 시스템 

3.1 전체 프로그램 

 

(그림 5) 전체 프로그램 구조 
 
본 논문의 구조는 XML 기반의 Message 표준인 

Web Services 와 Rule 의 표준인 RDF/OWL 을 기반으로 
하위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다. 이 하위 레이어를 기반

으로 Agent 는 SOM 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Rule 들과 메타 정보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와 워크플로우 정보를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Repository 를 각각의 개체 (각종 서비스)들이 가지

고 있다면, Agent 가 그러한 정보들을 잘 이용해서 워

크플로우 설계자의 지식을 대신하여 사용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화기

로 음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icrosoft 에

서 제공하는 Map Point Service 와 음성인식 모듈을 추

가 하였다.  
 
3.2 시맨틱 웹 추천 에이전트/프로세스 흐름도 

사용자의 특화된 프로필을 SOM 신경망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N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한다. 클러스

터링된 사용자는 입력된 사용자 에 따라 그룹이 변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가 추가될 때 마다 에이전트의 
학습이 일어난다.  

 
(그림 6) 에이전트 구조도 

 
그림 6 은 에이전트의 구조를 도식화 한 그림이다. 

입력 받은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전처리를 거쳐 변

환한다. 에이전트는 데이터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

용하여 클러스터링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용자를 그룹으로 나누게 된다.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인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력 
받은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좀 더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장 할 수 있다. 그리고 룰렛 휠 
에이전트에 의해 서비스가 워크플로우 단위로 생성된

다. 

 
(그림 7) 프로세스 흐름도 

 
그림 7 은 프로세스 흐름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용

자는 2 가지 에이전트를 통해 최종 서비스를 받게 된

다. 여기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제

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그룹의 서비스

를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그룹에 따라 나눈 것이다. 
먼저 추천 에이전트를 통해 사용자의 경향성을 파악

하고, 적절한 그룹으로 나누며, 서비스 또한 사용자에 
맡게 적합화 된다. 선택 에이전트는 룰렛 휠 선택 방

법에 따라서 분화된 서비스 각각에 확률을 정하고, 확

률 값에 따른 선택을 통해 워크플로우를 생성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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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데모 

 
(그림 8) 서비스 시나리오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RDF 로 표

현된 Rule 들을 이용하여 시맨틱 웹 Service 의 적합

한 서비스들을 추천한다. 자동차를 예약하기 위해 시

맨틱 웹 Service Manager 의 ServiceModel 

Manager 워크플로우를 그린다. 사전에 사용자의 프

로필은 입력 받고 사용자의 그룹을 나눈 에이전트는 

워크플로우 생성 시 자동으로 최적화 된 서비스를 생

성한다. Web Service 선택 시 룰렛 휠 선택에 의해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것만이 아닌, 사용자와 가장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가 선택 될 수도 있다. 이는 사

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사용자의 만족도를 가장 

높여주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방법으로, 스포츠

에서도 최고선수들의 조합이 최고의 팀을 구성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용자는 미리 입력된 프로필 데이터를 통해 최적

화된 그룹으로 클러스터링되며, 생성된 워크플로우를 

제공 받는다. 최초로 사용자에게 전화가 오면서 안내 

서비스가 미리 입력된 TTS 를 통해 들리게 되며, 사

용자 위치 정보를 통해 MapPoint. NET 을 이용하고 

추천 순위 대로 정렬된 서비스를 음성을 통해 제공 

받는다. 사용자는 그 중 음성 인식을 통해 선택을 하

게 되며, 최종적으로 음성과 메일을 통해 서비스 예약 

사항을 확인 받는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웹 서비스의 스펙을 준수하

는 워크플로우 제작 도구와 이를 이용한 개인화된 추

천 에이전트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시맨틱 웹 서비스

에서 제안하는 Service Profile 을 사용 하지 않고 단순

히 기존의 사용자 Profile 에 기반을 둔 추천 에이전트

이기 때문에 진정하게 시맨틱 웹 Service 를 활용했다

고는 보기 힘들다. 또한 현재 OWL-S 는 끊임없이 발

전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워크플로우 
Manager 는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  

향후 과제로는 OWL-S 버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Reflection 기반의 Metadata Architecture
의 설계와 더불어서, 시맨틱 웹 Service 의 Service 
Profile 을 활용한 추천 에이전트 제작을 통해 진정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를 지향하고, 좀 더 
지능적인 추천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기존의 워크플로우의 수동 설계가 아닌, 사용자의 
음성을 받아 바로 처리 할 수 있는 자동화에 대한 연

구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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