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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만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가공하여 정확한 

정보를 검색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OA 의 기반기술인 웹 서비스 

기술과 온톨로지를 접목하여 일반 키워드 매칭 검색기능이 아닌 지능형 검색을 동적으로 수행 가능한 

지식검색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웹 기술은 단순한 마크업 언어인 HTML 을 사용하여 

정보 자원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간편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인터넷 기반의 정보 관

리에 획기적인 계기를 가져 왔다. 웹은 이제 인터넷

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모든 정보 활동의 시작점이 되

고 있다. 그러나, 웹 정보 자원이 방대해 짐에 따라, 

기존의 웹 기술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보 검색시 방대한 양의 불필요한 정보들이 검색되

고, 검색된 정보의 자동 해석 및 추출 등 기본적인 

정보 처리 기능 조차도 지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 자원에 대한 의미 표현 미비

로 발생하는 것으로, 온톨로지의 공유된 개념 체계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맨틱웹이 출현하게 되었

다. 시맨틱웹은 기존의 정보 중심의 웹에 온톨로지의 

개념 모델을 도입하여 의미적 상호 운용성을 구현할 

수 있는 지식 웹(Knowledge Web)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 본 연구는 시맨틱 웹서비스의 기반 프

레임워크를 설계하였으며, 이렇게 구현된 지식검색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신규 Application 에 대

한 지식 서비스 시스템을 별도 개발 없이 재사용

(reusing)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시맨틱 웹서비스관련 기술 

2.1 웹서비스 

웹 기술은 HTTP, HTML, URL 과 같은 기술을 통해 

인터넷상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 자원에 대한 표준화

된 정보 표현과 접근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기반의 정보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러나 웹 기술은 인터넷상에 분산된 정보 자원의 다

양한 표현 방법과 상시 접근성만을 제공하여 주지만, 

웹 기술의 주체인 컴퓨터는 단순히 웹 정보 자원의 

저장 역할만을 할 뿐이며, 처리장치로써의 기능은 상

실하고 있다. XML 의 표현과 더불어 구조화된 데이터 

전달과 표준처리 방식이 보급됨에 따라, 웹상의 컴퓨

터를 저장장치가 아닌 분산 시스템의 실행 장치로써

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웹 서비스 기술이

다[3,6,7]. 즉, 웹상의 컴퓨터는 보유 정보 자원의 

접근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 서비스, 실시

간 증권 정보 서비스, 인터넷 기반의 예약 서비스 등 

실제적인 서비스를 처리하고 수행하는 분산 서비스 

컴포넌트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웹서비스

는 초기에 기업 내에 산재한 이질적인 분산 시스템을 

통합하는데 적용되었으나, 자동화된 비즈니스 서비스

를 수행하기 원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 

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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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기술로 발전하였으며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 SOA)를 지원하는 

요소 기술이 되고 있다[1,2,4]. 

 

2.2 시맨틱 웹 

시맨틱 웹의 궁극적인 목적은 웹에 있는 정보를 컴

퓨터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과 

기술을 개발하여 시맨틱 검색, 데이터 통합, 네비게

이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맨틱 웹의 계층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Semantic Web 의 계층구성 

 

가장 하위 레벨은 웹 프로토콜에서 자원을 지칭하

기 위한 주소지정(Addressing) 방법인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와 유니코드(Unicode)로 구성된

다. 그 다음 계층은 임의의 개념을 모듈방식으로 정

의할 수 있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네

임스페이스(Namespace)이다. 그 다음으로 자원을 기

술하기 위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과 

RDF Schema 가 위치한다. 상위에는 온톨로지

(Ontology)가 존재하며, 그 위의 계층에는 규칙, 논

리, 증명을 위한 기술 요소 층들이 위치한다. 보다 

더 상위 계층에는 증거(Proof)와 신뢰(Trust)로 시멘

틱 웹 정보의 신뢰성과 보안에 관한 내용이다

[8,9,10]. 
 
3. 본론 

본 논문에서 구현한 SOA 기반의 지식검색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본

다. 

 

3.1 SOA 기반의 지식검색시스템 설계 

3.1.1 SOA 기반의 지식검색시스템 아키텍쳐 

본 논문에서 구현한 지식검색시스템은 Viewer 

System, Java Web Start , 일반검색 엔진, 지식검색

엔진 이렇게 4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

은 사용자를 위한 Client program 으로 Viewer system

이 있으며 웹상에서 뷰어 시스템을 배포하고 관리하

는 Java Web Start 가 있다. 또한 일반 검색엔진은 목

차와 색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식검색 

엔진은 검색 keyword 에 대해서 요구되는 여러 의미 

정보를 제공하여 주며 본 논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지식검색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기술한 지식검색시스템의 아키텍쳐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지식검색시스템 아키텍쳐 구성도 

3.1.2 Activity Diagram 

(그림 3) 은 각 Actor 별로 Activity 를 표현한 다이

어그램이다. 
 

 

(그림 3) Activity Diagram 

 

3.1.3 Sequence Diagram 

(그림 4) 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지식검색 시스템

의 Sequence Diagram 으로 각각의 Actor 에 대해서 알

아보자.  먼저 Client Actor 는 Knowledge Viewer 를 

통해 지식 검색 서비스 서버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End User 이다. 

Deploy Actor 는 Knowledge Viewer 를 배포하고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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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Knowledge Service System Actor 는 Knowledge Viewer

에서 요청되는 모든 서비스들을 관리하고 제공되어지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는 총 4 가지로 목차 제공 서비스, URL 제공 서비

스, 색인검색 서비스, 지식검색 서비스 제공하고 있

다. 

 

 

(그림 4) Sequence Diagram 

 

3.2 SOA 기반의 지식검색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웹 서비스는 AXIS Framework

와 구현 언어로는 JAVA 를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이외

에 DAML+OIL 로 기술된 웹 서비스 온톨로지를 처리하

기 위해 HP Labs 에서 개발한 Jena 2 API 를 사용하였

으며, 이외에 기본적인 XML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서 JDOM, DOM, SAX 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

한 지식검색서비스 시스템은  JVM 설치되어 있고 인

터넷이 연결된 환경이라면,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구

동 가능하다.  
 
3.2.1 WebService Operation Table 

<표 1> 은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현된 웹 서비스

들의 기능을 정의한 Operation Table 이다. 

 

<표 1> WebService Operation Table 

클래스 KnowledgeService 

패키지 pakage com.sws.knowledgeservice 

WSDL 
http://sws.wonkwang.ac.kr/ 

axis/service/KnowledgeService?wsdl 

  

Operation 
public String wsKnowledgeUrlReturn 

(String projectId, String seq) 

INPUT 
- projectId : 프로젝트아이디 

- seq     : 프로젝트별 등록 sequence 

OUTPUT - Url      : 컨텐츠 URL 

기능정의 
프로젝트아이디와 seq 에 해당하는 컨텐

츠 url 값 리턴 

 

Operation
public String wsKnowledgeChapterXML 

(String projectId) 

INPUT - projectId : 프로젝트아이디 

OUTPUT - XML: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xml 목차값

기능정의
프로젝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도움말 

chapter 의 xml 을리턴구분자 값 = # 
 

Operation
public String wsKnowledgeUbiChapter  

(String projectId, String portletSeq)

INPUT 
- projectId : 프로젝트아이디 

- portletSeq : 포틀릿 목차의 시퀀스 

OUTPUT 
- XML     : 프로젝트와 포틀릿에 해당

하는 xml 목차값 

기능정의

프로젝트 아이디와 포틀릿 시퀀스에 해

당하는 컨텐츠의 xml 을 리턴  

구분자 값 = # 
 

Operation
public String wsKnowledgeOntSearch  

(String projectId, String keyword) 

INPUT 
- projectId : 프로젝트아이디 

- keyWord : 검색어 

OUTPUT - seq     : 도움말 목차의 seq 값 

기능정의

프로젝트 아이디와 검색어에 해당하는  

컨텐츠 목차의 시퀀스를 리턴  

구분자 값 = # 

 

3.2.2 구현된 WSDL 결과 화면 

아래의 소스는 본 논문에서 구현된 웹서비스를 기

술한 WSDL 결과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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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구현된 결과 화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서비스 중에서 지식검색서비스

를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생성”

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생성”이라는 의미는  

“create”라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컴퓨터가 의미해

석을 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5)  구현결과 화면 

 

3.2.4 기존 검색시스템과 지식검색시스템의 비교 

아래 (그림 6)은 기존의 검색 시스템과 본 논문에

서 구현한 지식검색시스템의 Query 수행속도 및 검색

결과 정확도에 대해 분석하여 비중적 측면을 표현하

고 있다. 현재의 검색 시스템은 Data Base 기반에서 

활용 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안정화된 DBMS 의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처리 속도가 빠르나 검색에 대한 정확

도는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Ontology 

기반의 검색은 정확도에서 우월함을 보여준다. 

 

 
 

(그림 6)  질의 수행 속도 및 정확도 비중분석 
 

4. 결론 

웹을 이용하여 단순히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사용자의 목적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만

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SOA 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본적인 표준 블럭 단위

로 분할하여, 이를 IT 프로세스와 유연하게 일치시키

는 특징이 있어서 기업내부는 물론 협력사 및 고객과 

표준화된 e-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지식검색시스템은 SOA 의 기반

기술인 웹 서비스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되었으며 뿐

만 아니라 온톨로지를 접목하여 일반 검색기능이 아

닌 지능형 검색을 동적으로 수행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현된 지식검색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할 경

우 신규 Application 에 대한 지식 서비스 시스템을 

별도 개발 없이 재사용(reusing)할 수 있다는 장점과

검색 결과의 정확도에서 우월함을 보여줌으로써 IT 및 

관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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