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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본 논문은 과학기술 학술정보 서비스와 연계되는 외부 

웹 사이트 페이지들을 자동 연결하고 리하는 과학기술 

학술정보 서비스 연계 리 시스템에 한 것이다. 본 시

스템은 연계될 외부 웹 사이트를 결정한 후, 직  연결될 

웹 페이지의 연계 규칙을 작성하고 검증하는 외부 웹 페

이지 연계 설정 서버와 외부 웹 페이지의 연계를 실험하

고 그 결과를 장하는 외부 웹 페이지 연계 리 서버로 

구성된다. 이것은 연계 결과가 장된 연계 상 페이지

의 하이퍼링크를 제거하는 기능, 연계 실패 비율이 격

하게 증가하는 사이트를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 리자가 원하는 모든 분야의 웹 페이지를 쉽

고 빠르게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 과학기술 학술

정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 시스템을 이용하면, 네

트워크 리자가 원하는 모든 분야의 외부 웹 서비스 페

이지를 효율 으로 연계 가능하다. 용량의 데이터에 

한 연계가 필요할 경우 네트워크 리자의 수작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과학기술 학술정보 서비스 페이지

와 외부 웹 사이트간의 연계 정확도를 향상시켜 다양한 

외부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하나의 웹 사이트

에서 외부 여러 웹 사이트의 검색 결과로 직  근할 수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을 증가시켜 다. 그리고 자동 검

증 기능을 통해 연결된 웹 페이지의 출력 오류를 방지하

여 사용자의 신뢰도와 호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This paper shows linkage management for external 

services. There are many services for specific entities 

such as DBLP and OntoWorld. OntoFrame, as a 

Semantic Web-base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portal, aims at one-stop service in ways that it connects 

external services with hyperlinks. For managing the 

linkage, linkage rules are manually edited by human 

administrators and automatically verified and tested by 

linkage management system. It consists of linkage rule 

management, linkage rule verification, linkage test, and 

dynamic link generation. Linkage rule management 

creates and edits linkage rules to connect external 

services on the Web. After finished rule editing and 

verification step, linkage management invokes linkage 

test with entity list. Only valid links are visible to enable 

users to click on our system, and thus it increases 

user's reliability on the system.

I. 서 론
웹 로 은 유무선 네트워크 망을 통해 외부 웹 서비스 제공 

사이트의 체 는 일부 웹 페이지들을 수집하여 미러링 사

이트(Mirroring site: 동일한 서비스 계층도를 가지지만 서비

스 IP address만 다른 사이트)를 구축할 때 사용되거나 외부 

웹 서비스와 연계를 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외부 웹 서비스 

제공 사이트가 웹 로 을 통한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는 웹 로 의 사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부분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재 웹 로 을 통한 수집을 지하고 있다.

메인 웹 페이지에 외부 웹 서비스 제공 사이트의 특정 부분 

는 페이지만 링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작업을 통해 재 

메인 웹 페이지 내에 하이퍼링크를 추가하면 되지만, 외부 웹 

서비스의 상당 부분 는 체를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리자가 직  수작업을 통해 모든 하이퍼링크를 추

가해야 하는 단 이 있다. 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

지의 외부 웹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해당 사이트들을 직

 옮겨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시간

인 낭비 한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단 을 이고 외부 웹 서비스 

페이지를 효율 으로 연계 리하는 서비스 연계 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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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한다.

Ⅱ. 기존 연구
1. OntoFrame
OntoFrame은 시맨틱 웹 기반의 정보 서비스 포털로 과학

기술 분야의 학술정보를 검색할 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다[1][2]. OntoFrame서비스는 검색 질의에 한 결과 페이지

로 주제와 인력과 같은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데 좀 더 많은 정

보를 제공해주기 해서 그림 1과 같이 DBLP[3]나 Onto 

World[4], Wikipedia[5], CiteSeer[6]와 같은 외부 웹 서비스 

제공 사이트와 연계하여 해당하는 주제나 인력에 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 그림 1. OntoFrame에서의 외부 서비스 연계

하지만 그림 1에서 나타난 URL의 경우는 DBLP와 

OntoWorld 사이트에서 "ian horrocks"를 검색했을 때 나타

나는 웹 페이지의 규칙을 분석하여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구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한 규칙에 벗어나는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 로 된 링크를 제공해  수 없으며, 재 

생성된 URL이 올바른 페이지로 링크되는지에 해서도 

100% 확신할 수 없는 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수고와 

단 들을 보안하기 해 URL 자동 생성  검증된 페이지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 연계 리 시스템을 구 하기로 했다.

Ⅲ. 시스템의 구성
본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이 시스템은 외부 웹 사

이트들의 정보와 연계 규칙을 악하여 규칙을 작성하는 외부 

웹 서비스 연계 설정 서버와 연계 규칙을 토 로 URL을 생성

하고 제 로 실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외부 웹 서비스 

연계 리 서버로 구성된다.

과학기술 학술정보 연계 서비스 리 시스템은 네트워크 

리자가 원하는 모든 분야의 외부 웹 서비스를 쉽고 빠르고 효

율 으로 연계하고, 네트워크 리자의 수작업을 최소화시키

는 장 을 가진다. 그리고 메인 웹 서비스와 외부 웹 서비스의 

연계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외부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웹 페이지 출력의 오류를 방지함

으로써 사용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 그림 2. 연계 관리 시스템의 구성도

1. 외부 웹 서비스 연계 설정 서버
외부 웹 서비스 연계 설정 서버는 웹 서비스 제공 사이트들

(DBLP, Sopck.com, OntoWorld etc)의 메타 정보를 입력받

는 메타 정보 입력부, 외부 웹 서비스 연계 규칙을 정규 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게 하는 연계 규칙 작성부, 상기 작성된 

연계 규칙이 정규 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게 하는 연계 규

칙 작성부, 상기 작성된 연계 규칙이 정규 표  방식에 맞는지 

여부를 검삭하는 연계 규칙 작성부, 상기 작성된 연계 규칙이 

정규 표  방식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연계 규칙 검증부 

 정규 표  방식에 맞는 연계 규칙을 장하는 연계 규칙 

장부를 포함한다.

연계 설정 서버의 경우는 작성된 외부 웹 서비스 연계 규칙

이 정규 표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연계 규칙을 재작성 하도

록 요청하며, 연계 실험부에서 리턴하는 페이지  실패한 페

이지의 비율이 미리 설정해놓은 증가율을 과하게 되면 이를 

통지하여 연계 규칙을 새롭게 작성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1.1 메타 정보 입력부

이 모듈은 외부 웹 서비스의 메타 정보를 입력받는 부분으

로 메타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표 1과 같이 외부 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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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URL, 외부 웹 서비스 설명, 외부 웹 서비스 특징, 외

부 웹 서비스 최근 갱신일, 연계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페이지 특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입력한다. 이 정보

들은 외부 연결 웹 서비스 페이지의 리와 함께 페이지 검증

에도 유용하게 이용된다.

[표 1] 외부 서비스의 메타 정보 
Name DBLP

URL http://www.informatik.uni-trier.de/~ley/db

Description 과학기술분야 인력의 논문 정보 제공

Feature Coauthor Index도 제공

Date 2008. 5. 9

Success List of Publications from the DBLP Bibliography Server

Failure Sorry, no author found

1.2 연계 규칙 작성부

이 모듈에서는 정규표  방식으로 외부 웹 서비스 연계 규

칙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연계 규칙은 간단한 문자열 로

그램을 통해 구 한다. 아래 그림 3은 DBLP에서 제공하는 

"Ian horrocks"의 논문 실  페이지를 보여 다. 아래에서는 

같은 페이지로 직  링크될 수 있게 하는 연계 규칙에 해 설

명하겠다.

▶▶ 그림 3. DBLP에 나타난 Ian Horrocks

우선, 연계 상이 "Ian Horrocks"에 해당되는 URL은 

http://www.sigmod.org/dblp/db/indices/a-tree/h/Horrock

s:Ian.html이다. 

URL에서 규칙을 살펴보면 변동성이 없는 http://www. 

sigmod.org/dblp/db/indices/a-tree 부분과 인력에 따라 변

하는 h/Horrocks:Ian.html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변하는 부분 역시 변환 규칙에 한 알고리즘을 구

할 수 있는데, "Ian Horrocks"에서 성과 이름의 순서를 바꾸

고 성의 이니셜에 따라 폴더를 생성한다. 그리고 스페이스가 

포함된 경우 ":"로 변경하고, 끝에 ".html"을 붙인다는 규칙에 

한 간단한 규칙을 작할 수 있으며, 로 든 규칙 뿐만 아

니라 경우에 따라 더 많은 생성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름을 규칙으로 기술하는 경우는 "[A-Z][a-z]*[A-Z][a-z]*"

와 같은 정규 표 으로 체할 수 있다.

1.3 연계 규칙 검증부

이 모듈에서는 작성된 외부 웹 서비스 연계 규칙이 올바른

지 여부를 검증하기 해 간단한 정규 표  서를 이용한다. 

검증에 성공한 경우에는 연계 규칙 장부에서 해당 연계 규

칙을 장하며 실패한 경우는 연계 규칙을 재작성하도록 사용

자에게 알린다. 이 모듈은 연계 규칙의 문법  검증이 이루어

지며 실제 페이지의 검증은 연계 리 서버에서 이루어진다.  

2. 외부 웹 서비스 연계 관리 서버
외부 웹 서비스 연계 리 서버는 연계 상 데이터베이스 

내의 각 연계 상에 하여 상기 장된 연계 규칙  용 

가능한 규칙을 검색하여 용함으로써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생성한 후, 상기 URL로 근하여 리턴

되는 페이지를 획득하는 연계 실험부, 상기 리턴되는 페이지가 

성공한 페이지인지 실패한 페이지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연

계 결과를 연계 상 데이터베이스 내에 장하는 연계 결과 

장부를 포함한다.

연계 리 서버의 경우는 메인 웹 서비스 서버로부터 연계 

상에 한 정보 송신 요청을 받았을 때, 상기 연계 상에 

한 연계 결과를 상기 연계 상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후, 검색된 URL을 메인 웹 서비스 서버로 송신하는 기능을 포

함하고 있다. 

2.1 연계 실험부

장된 외부 웹 서비스 연계 규칙을 미리 장된 연계 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주기 으로 용하여 연계 성공 여부를 획

득한다. 

▶▶ 그림 4. 연계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페이지(CiteS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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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상 데이터베이스 내의 각 엔트리에 해 외부 웹 서

비스 연계 규칙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 URL을 자동으로 

생성한 후 해당 URL로 근하여 리턴되는 페이지를 획득한

다. 리턴되는 페이지는 그림 4, 그림 5와 같이 성공할 수도 있

고 실패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 그림 5. 연계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페이지(CiteSeer)

2.2 연계 결과 장부

리턴되는 페이지가 성공한 페이지인지 실패한 페이지인지의 

여부를 표시하는 연계 결과를 연계 상 데이터베이스 내에 

장한다. 연계 결과는 그림 4, 그림 5의 페이지에 나타난 특

징으로 단하게 되는데 단의 근거는 메타 정보 입력부에서 

장해 놓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연계 리 서버에서 이용

되는 연계 상 데이터베이스는 연계 상 이름, 자동 생성 

URL, 연계 결과의 정보를 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연계 상 

실험부와 연계 결과 장부의 동작에 의해 구축된다.

2.3 연계 결과 검색부

연계 결과 검색부의 경우는 연계 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메인 서비스 페이지에서 연계 상에 한 정보를 요청받았을 

때, 연계 상의 결과를 검색하여 메인 페이지로 송하는 부

분이다. 

를 들어 OntoFrame에서 "Ian Horrocks"에 한 정보를 

요구할 때, 연계 검색부에는 연계 상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검색하여 연계 결과를 악한다. 연계 결과가 성공일 경우는 

미리 생성된 URL(http://www.sigmod.org/dblp/db/indices 

/a-tree/h/Horrocks:Ian.html)을 송하고, 실패의 경우에는 

결과가 없음을 송하여 OntoFrame에서 "Ian Horrocks"의 

외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게 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과학기술 학술정보 서비스와 연계되는 외부 웹 

사이트 페이지들을 자동 연결하고 리하는 과학기술 학술정

보 서비스 연계 리 시스템에 한 것이다. 본 시스템은 연계

될 외부 웹 사이트를 결정한 후, 직  연결될 웹 페이지의 연

계 규칙을 작성하고 검증하는 외부 웹 페이지 연계 설정 서버

와 외부 웹 페이지의 연계를 실험하고 그 결과를 장하는 외

부 웹 페이지 연계 리 서버로 구성된다. 이것은 연계 결과가 

장된 연계 상 페이지의 하이퍼링크를 제거하는 기능, 연계 

실패 비율이 격하게 증가하는 사이트를 감지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으며 네트워크 리자가 원하는 모든 분야의 웹 페이

지를 쉽고 빠르게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 따라서 메인 

웹 페이지에서 외부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만 링크하고자 하는 

경우 수작업을 통해 작업해야하는 부분을 자동화시키는 목

을 갖는다. 

과학기술 학술정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네트워크 리자가 원하는 모든 분야의 외부 웹 서

비스 페이지를 효율 으로 연계 가능하다. 용량의 데이터에 

한 연계가 필요할 경우 네트워크 리자의 수작업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과학기술 학술정보 서비스 페이지와 외부 웹 

사이트간의 연계 정확도를 향상시켜 다양한 외부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하나의 웹 사이트에서 외부 여러 웹 사이

트의 검색 결과로 직  근할 수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을 증

가시켜 다. 그리고 자동 검증 기능을 통해 연결된 웹 페이지

의 출력 오류를 방지하여 사용자의 신뢰도와 호감도를 증가시

킬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과학기술 연계 서비스 리 시스템

은 OntoFrame 2008 서비스에 연동되어 주제, 인력, 논문 엔

티티에 한 외부 서비스 링크 제공 서비스에 이용될 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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