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463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검색 시스템에 한 

연구

허선
*

, 김은경
**

*한국기술교육 학교 기 자공학과
**한국기술교육 학교 정보기술공학부

e-mail : 
*

hsysj119@naver.com, 
**

egkim@kut.ac.kr

A Study on Ontology-Based Semantic Search System  

Sun-Young Heo
*

, Eun-Gyung Kim
**

*Dept of Electricity & Electronic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

Dept of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요       약

 재 웹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 기반 검색은 사용자의 의도와는 상 없는 정보까지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서 최근 시맨틱 웹이라는 개념이 등장하 으며, 본 논문에서는 검색 결과

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시맨틱 검색시스템을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검색 시스템은 기능 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료 수집을 하는 로  에이 트와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시맨틱 검색 엔진

으로 구성된다. 로  에이 트는 자율 으로 웹을 순회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필터링하여 메타데이터 

장소로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시맨틱 검색 엔진은 사용자의 검색 폼으로부터 달된 정보 검색 요

구사항을 기 로 시맨틱 질의어로 변환한 후, 온톨로지 장소를 활용하여 검색한다. 시맨틱 검색 엔

진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시맨틱 질의어로 변환해 주는 질의처리 모듈과 사용자의 의도를 추론

하여 보다 향상된 검색을 가능하게 해주는 추론(Inference) 모듈, 온톨로지를 보 해주는 온톨로지 장

소 등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검색 시스템은 키워드 기반 검색에 비해 사용자가 원

하는 정보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여 주고, 사용자의 의도에 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

로 기 된다.

1. 서론

 시멘틱웹의 등장으로 온톨로지를 통하여 에이 트가 이

해할수 있는 의미(semantic)를 갖는 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멘틱 웹의 역은 비즈니스 업무 효

율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이윤을 극 화 시키는 방법으

로 시멘틱 검색을 통한 정보검색시스템으로 확 용 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문서를 장하고 데이

터베이스의 질의문을 사용하거나 일반 인 키워드기반의 

정보검색 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검색하는 기존의 시스

템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방향과 더불어 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높

은 심을 보이면서 련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 

인 것이 바로 Tim Berners-Lee가 1998년에 제안한 시맨

틱 웹(semantic web)이다. 시맨틱 웹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컴퓨터간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웹상의 데이

터의 의미를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이해․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서, 기존의 웹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웹의 지식 

정보에 잘 정의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웹상의 수많은 데

이터가 의미 있는 지식 정보로 표 될 수 있는 방법을 보

여 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추론을 용한) 시

멘틱 검색시스템에 하여 문서검색에 을 맞추어 연

구 결과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질의문으로 검색이 불가능하거나 정보 리 

시스템에서 단순히 키워드 매칭으로 검색되지 않는 문서

에 해서 본 시스템이 온톨로지와 추론을 통하여 문서의 

검색이 가능함을 보인다.

2. 련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멘틱 기반의 검색 시스템과 연

된 련 연구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RSS[9]과 

Atom[10]은 다목 으로 사용하기 해 은 용량의 확장

된 메타데이터 명세 형식이다. RSS․Atom 형식은 RDF 

명세 기 을 따르고 있으며, XML 기반의 응용시스템에 

용된다. 이러한 응용시스템은 웹 사이트의 기본 인 내

용을 간결하게 RSS․Atom 형으로 요약하여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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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들의 검색  달한다. 이 외에 시

멘틱 웹과 시멘틱 웹 서비스 기술을 통해서 향상된 정보

처리를 한 새로운 가능성과 목표들이 제곻되고 있으며 

시멘틱 웹 환경에서 온톨로지 기반의 시멘틱 검색 시스템

에 한 연구들이 진행 에 있다. Semantic Search[11]는 

OWL로 작성된 메타데이터 페이지에 존재하는 각각의 객

체들을 검색한다. 따라서 검색 결과는 지식 베이스에 존재

하고 있는 객체의 리스트이다. Semantic Search의 기본 

아이디어는 시멘틱 웹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페이지들로

부터 연 된 데이터만을 획득하는 검색 방식을 채택함으

로써, 향상된 메타데이터 검색을 실행하는 것이 목 이다. 

Swoogle[12]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메타 데이터가 장된 

지식 베이스를 검색한다. Swoogle의 검색 결과는 메타데

이터 페이지에 존재하는 각각의 객체뿐 아니라, 주체

(subject)  속성(property)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종류의 

검색은 일반 인 검색 기법을 시멘틱 웹 상에 용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InfoSleuth[3]는 에이 트 기반의 정보 검색 시스템으로 

구문과 의미  매치메이킹을 수행하기 해서 로커 에

이 트를 이용한다. 로커 에이 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 트 간의 연결을 지원하며 장소를 통해 최근의 

오를 보유하고, 로커는 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모든 가능한 에이 트들을 치시키는 징의 에이 트를 

제공한다. 로커 에이 들 간에 상호 력을 이용한 효율

인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지만, LDL++[8](논리  연

역법 언어의 규칙)을 이용하며 이는 표 화된 서비스 기

술 언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시멘틱 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설계 방식이 아니며 로커들 간의 계자 역할을 수

행할 때 데이터 송 시 병목 상이 발생할 수 있다.

  [4]은 OWL-S 기반의 로커를 이용한 시멘틱 웹 서비

스 시스템으로 웹 서비스의 효율 인 수행과 동기화를 

해 에이 트 기반의 로커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 방식

도 InfoSleuth처럼 로커 에이 트가 계자 역할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므로 데이터 송 시 병목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시멘틱 웹 서비스 기술문서를 기반으로 한 DAML-S로 

작성된 [5]은 웹 서비스 검색의 일치 기 을 서비스 요청

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요청과 고 일치 여부에 따

른다.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한 서비스 등  여부 방식으로 

효율 인 웹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나 동일한 등 에 해

서는 세부 순 가 주어지지 않아 정확한 서비스 검색 결

과를 유도하기 어렵다.

  Carnegie Mellon 학의 Robotics Institute에서 진행하

고 있는 동 인 매치메이킹 방식을 심으로 한 Larks[6]

는 서비스 고와 요청을 해서 LARKS 언어를 이용하

여 유연하고 효율 인 매칭 과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 

방식 역시 다른 매칭 필터를 사용하여 구문과 의문 매칭

을 모두 지원하지만 실제 으로 의미 인 매칭의 근이 

어려운 단 이 있다.

3. 온톨로지 기반의 시멘틱 검색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효과 인 검색 시스템의 구축을 해 온

톨로지 기반의 시멘틱 검색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시멘틱 검색은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메타데이

타를 생성하고, 온톨로지의 계층구조와 규칙과 공리를 사

용하여 추론을 함으로써, 모호한 질의에 하여 해당하는 

문서의 검색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시맨틱 웹 기술의 용 에서 메타데이

터 기반 연구 성과 정보 시스템의 개념  구조를 제시한

다. <그림 1>에서처럼 시스템은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

며, 기능 으로 크게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온톨

로지와 RDF 구조를 조회하는 온톨로지 생성 모듈와 RDF

문서를 탐색하여 수집하는 크롤러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로  에이 트와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자료를 검색해 주

는 시맨틱 검색 엔진이다.

(그림 1) 시맨틱 검색 시스템 구조도

3.1 로  서  시스템

  로  에이 트는 RDF 메타데이터를 수확(harvesting)하

는 기능을 하는 지능형 에이 트이다. 에이 트는 웹을 자

동 으로 순화하는 로그램으로서 온톨로지를 지식기반

으로 타 시스템에서 새로 등록한 RDF 메타데이터를 수집

하고, 필터링하여 검색시스템의 통합 RDF 장소로 가져

오는 역할을 한다. 로  에이 트는 RDF 문서의 분석을 

해서 RDF 서가 필요하다. 한 로  에이 트는 기

능 으로 보면 도메인 온톨로지와 RDF 구조를 조회하는 

온톨로지 에이 트(Ontology Agent)와 RDF문서를 탐색

하여 수집하는 에이 트(Crawler Angent)로 구분된다.

3.2 검색 서  시스템

  체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 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검색 

서 시스템이며, 검색 시스템은 크게 질의처리 모듈, 지식 

베이스  추론기 , 통합메타데이터 장소 등으로 나

어진다. RQL을 기반으로 하는 질의 모듈은 사용자 검색 

폼으로부터 입수된 정보검색 요구사항을 RQL 질의문장으

로 변환시키고 RQL 서를 이용하여 최 의 질의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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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시킨 후 검색을 요청한다. 지식 베이스와 추론기 은 

지식 베이스에 포함된 규칙(rule)과 사실(fact)을 활용하여 

새로운 결론을 추론(reasoning abilities)할 수 있는 능력과 

온톨로지의 스키마 탐색(schema exoration) 능력이 검색 

엔진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킨다. 통합 RDF 메타데이터 

장소는 타 시스템으로부터 입수된 메타데이터를 장하

는 곳이다. 로컬 메타데이터 장소와는 같은 구조지만, 

용량의 RDF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검색시스템의 

성능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나, 아직 기술 으로 완 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RAL(Repository 

Abstraction Layer)은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DBM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RDF 데이터와 시스템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각종 RQL 질의어를 처리하고, RDF 리

(administration) 기능을 포함한다.

3.3 온톨로지 구축  메타데이터 생성 

 본 논문에서의 실제 인 검색시스템 구 을 하여 도메

인은 문화컨텐츠로 한정하여 구축한다. 본 논문에서는 

Protege 2000를 이용하여 온톨로지를 OWL의 형태로 구

하 다. 재 자동으로 완벽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연구는 아직 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모든 메타

데이터 구축 작업은 온톨로지 작 도구나 메타 데이터 

자작도구를 통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메타데이터 작 도구(Protege[13])는 온톨로지나 메타

데이터를 작성하기 한 일반 인 용어(Class, Property, 

Instance 등)를 간단한 아이콘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온톨로지  메타

데이터를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로 메타데

이터를 구축 할 경우 기존의 작 도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먼  객체 속성의 

연 성을 들 수 있다. 객체 속성은 미리 정의된 다른 객체

를 속성 값을 갖는다. 이때 해당하는 객체를 선택하기 

해 해당 객체 아이콘을 찾게 괴는데, 객체는 시간이 흐를

수록 가하 수 으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아이콘

을 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 시멘틱 검색을 한 메타데티타를 구축하

기 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한 시멘틱 메타데이터 생성

모듈을 RDF 필터에 용하 다. 용된 시멘틱 메타데이

터 생성 모듈은 온톨로지 일을 읽어들인 후 온톨로지를 

구상하는 클래스의 특징에 맞는 속성들의 동  변화, 키보

드를 통한 객체 로퍼디 값의 직  입력, 시멘틱 검색 엔

진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메타데이

터를 장해 주는 지에 한 여부를 고려하여 구 되었다. 

 

3.4 질의처리 모듈

  시멘텍 검색 엔진은 양질의 검색 결과를 가져오기 해 

메타데이터와 검색 질의간의 효율 인 매치를 하여  질

의처리 모듈을 두었다. 일반 인 검색 엔진은 키워드와 같

이 단순한 질의어를 검색어로 인식하도록 설계된다. 이러

한 방식은 각각의 검색 어 리 이션이 질의에 한 걸과

를 검색하는데 비효율 인 면을 보여 다. 왜냐하면 단순 

키워드 매칭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검핵한다. 이 경우 수많

은 사람이 사용하는 검색 어 리 이션은 검색 엔진의 과

부하와 속도 처하 상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검색어를 

통해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악하는 것인 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검색 엔진은 메타데이터 기반

의 메타 색인을 사용하는 질의 처리 모듈이 필요하다. 

리 로 표 된 메타데이터는 검색 질의와 검색 결과와의 

연결 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참조에 의해 구

축된 메타 색인에는 검색 질의어와 질의어의 의미가 수록

된다. 질의 처리 모듈은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메타 색

인을 인덱실하는 과정을 통해서 검색 질의어의 의미를 

악한다. 즉, 질의 처리 모듈는 질의 변수에 장되는 질의

어를 메타색인에 인덱싱 함으로써 질의어가 갖는 의미를 

의미 변수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 

3.5 온톨로지 지토리

  온톨로지 지토리에서 온톨로지가 장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진다. UI Agent로부터 온톨로

지의 생성 요청이 들어오면, Ontology Repository Server

는 생성 요청이 들어온 온톨로지가 유효한 온톨로지인지 

별하기 해 Ontology Validator에 입력된 온톨로지 문

서를 달한다. Validator은 달 받은 온톨로지 문서의 

유효성 체크를 하고 유효한 문서라면 장을 해 

Ontology DBMS에 온톨로지 문서를 달한다. 온톨로지 

DBMS는 달 받은 온톨로지 문서에서 클래스, 로퍼티

의 계층 정보를 추출하여 XML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클래스 인스턴스에 한 정보는 주어, 서술어, 목 어의 

트리 로 재구성하여 클래스 로퍼티들의 정의에 한 

정보와 함께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그림 2) 온톨로지 지토리 장 수행 차

4. 결론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시스템에 있어서 시맨틱 웹 기술

의 용은 기존의 문제 을 해결할 뿐 아니라 정보 서비

스  상호운용성의 제고 차원에서 많은 가능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에서 구체 인 시스템 구  가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466

능성을 검토하고 개념  구조를 제시하 다. 특히 한 

RDF/RDFS를 이용한 정보 서비스의 검색과 유통에 있어

서‘지능 인(intelligent)’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추론

엔진에 용시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자연어처리 없

이 시멘틱 검색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향후 온

톨로지 모델링 시에 class와 property를 하게 설정하

는 처리 부분에 한 연구가 필요하겠으며, 구축된 온톨

로지로 하여  동 으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에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한, 검색 결과의 신뢰성을 확

인하기 해 검색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검색 

결과에 한 사용자들의 심을 알아내기 한 기능을 추

가함으로써 검색 결과를 한번 더 필터링해 으로써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검색 결과에 

한 정확도 평가를 한 수를 배당하는 방법을 사용할 

계획이다.  수를 배당하는 요소로 어떤 요소들로 선정할 

것인가에 한 문제도 요한 추후 연구 과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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