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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맨틱 웹 기술을 활용한 OpenAPI 의미 기반 검색 시스템에서 설명정보페이지에 의미정보를 가진 

메타데이터를 첨가하기 해 RDFa 기술을 이용한 태깅을 하 다. 하지만 태깅 시 사람이 수작업을 통

해 입력하기 때문에 시간소모가 크고 오류 험이 높다는 제약사항이 있다. 이러한 제약사항을 해결하

기 해 본 논문에서는 XML/XHTML 편집도구를 이용한 향상된 RDFa 태깅을 제안한다. 이는 속도향

상과 오류 감소의 방법으로 XML/XHTML 편집도구에서 제공하는 자동완성 기능을 제안하고 있다. 그
리고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하기 해 DTD를 수정하여 용하 고 수정된 방법을 테스트한 결과 기존

의 수동 태깅 기법보다 걸리는 시간이 단축 고, 오류를 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서론

  Web 2.0의 표 인 특징  하나인 ‘ 랫폼으로서의 

웹’이 기술 으로 구 된 OpenAPI(Open Application Pro

gramming Interface)는 웹 사이트가 자신의 기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를 뜻한다[1]. 기존에 웹

에서의 경향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사용

할 뿐이었으나, 차 사용자가 서비스의 작성과 배포가 쉬

운 방식을 찾게 되었다. 

  그에 따라 설명정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부 

구조를 모르더라도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해당 

서비스의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OpenAPI가 발

하게 되었다[2][3]. 이러한 OpenAPI는 사용량이 빠르게 상

승하 고, 서비스 사이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

들어내는 매쉬업(Mashup)[4]기술로 인해 OpenAPI 서비스

의 숫자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

이 원하는 기능을 정확히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하기 힘

들어졌다. 

  OpenAPI의 경색을 해 키워드 질의를 이용한 순 화 

된 서비스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OpenAPI 검색 시스템

[5][6]이 개발되었다. 한 입력받은 키워드의 유무로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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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결과를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기법을 향상시키기 해 

시맨틱웹 기술을 활용한 OpenAPI의 의미기반 검색[7]이 

개발되었다. 이는 태깅과 시맨틱 어노테이션 기술을 이용

하여 의미정보를 지닌 메타데이터를 첨가하고, 이를 바탕

으로 자동화된 추출  온톨로지를 이용한 검색기법을 제

공한다.

  태깅이란 HTML 페이지로 제공되는 OpenAPI 설명정보

페이지에 RDFa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장하는 

것이다. OpenAPI 검색제공을 사람은 태깅을 함으로써 인

간 가독한(Human-Readable) 웹페이지에 의미정보를 가진 

메타데이터를 첨가하여 기계 가독한(Machine-Readable) 

형태로의 변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태깅이 수행되지 않은 페이지는 사람이 수작업

을 통해 일일히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소모가 크고 오류 

험이 높다는 제약사항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

약사항을 극복하고자 XHTML 환경에 수정한 DTD를 

용하고, 자동완성 기능과 오토뷰기능을 사용한 XML/XH

TML 편집 도구를 통해 향상된 태깅 기법을 제안했다. 그

리고 그 결과 태깅속도가 빨라지고 오류의 험이 어든 

것을 확인했다. 

  본 논문의 구성의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로 

시맨틱웹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에서의 태깅방식에 한 

정리와 나타난 제약사항에 해 정리한다. 3장에서는 향상

된 태깅기법의 제안에 한 내용으로 XHTML 환경에서 

작업하게 된 동기와 재정의한 DTD, 조사한 XML 편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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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테스트 결과에 해 정리 후 4장에서 결론으로 체 

내용에 한 정리  향후 계획으로 마무리한다.

2. 시맨틱웹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에서의 태깅  

2.1 태깅 기법

  태깅이란 HTML 페이지의 OpenAPI 설명정보에 필요한 

내용을 RDF형식으로 추출하기 해 RDFa 기술을 활용하

여 필요한 속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RDFa를 이용하여 설명정보페이지에 태깅을 하기 해

서는 추출될 RDF 스키마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에 따라 OpenAPI 설명정보 페이지를 상으로 ISIM을 

작성하기 해 ISIM 구조를 반 한 RDF 스키마를 정의

하 고 이를 도식화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RDF 스키마 구조

 

  (그림 1)에서와 같이 서비스 제공기 을 나타내는 Busi

nessEntity, 서비스를 나타내는 BusinessService와 Servic

e, 오퍼 이션의 그룹을 나타내는 Port, 오퍼 이션을 나

타내는 Operation은 클래스로 정의하고, 클래스(class)들 

사이의 계는 hasBusinessEntity, hasBusinessService, h

asService, hasPort, hasOperation의 속성(property) 정보

로 설정하 다. 이는 OWL에서 개체속성(Object Property)

와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클래스가 가지는 값 클래스와의 

계는 각 클래스 별 하 구조들과 has 계를 통해 정의

하 고 이는 OWL의 데이터 타입 속성(Datatype Propert

y)와 같다.

  정의된 스키마를 바탕으로 태깅을 해서는 <div>와 

<span> 엘 먼트와 다음과 같은 속성들의 정의가 필요하

다. <div>의 경우 about, rel, src, typeof 속성(attribute)을 

사용하고 <span>의 경우 about, property, typeof, src, co

ntent 속성(attribute)을 이용했다. <div> 태그는 루트(Roo

t) 클래스 선언이나 클래스간의 계를 정의할 때 사용되

었고, <span>태그는 루트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

스에 한 선언이나 클래스와 클래스가 가지는 값과의 

계를 정의할 때 사용되었다. <표 1>는 <div>와 <span>, 

각 속성들을 사용하여 태깅을 한 결과이다.

<!-- BusinessService -->
<div src="BE-01" rel="us:hasBusinessService">
<span typeof="us:BusinessService"about="BS-01"/>
</span>
</div>
<h2><span src="BS-01"property="us:hasBusinessServiceName">Loca
lSearch</span>WebServices</h2>
<h3>Submitting Local Queries</h3>
<span src="BS-01"property="us:hasCategory"content="mapping"></
span>
<span src="BS-01"property="us:hasAccessPoint"content="http://d
eveloper.yahoo.com/search/local/V3 /localSearch.html"></span>
<p><span src="BS-01"property="us:hasBusinessService Descriptio
n">The latest version of the Local Search Web Service allows you 
to search the Internet for businesses near a specified location, 
and now returns both the latitude and longitude and Yahoo! user 
ratings of the establishment, as well as search by business cate
gories.</span></p>

<표 1> 태깅결과

  

  

  속성들을 살펴보면 <div>엘 먼트에서는 about, src, re

l, typeof 속성이 사용된다. about 속성은 클래스로 정의된 

자원에 식별자를 정의하기 해 사용되고, src속성은 클래

스 사이의 계와 클래스가 가지는 값들이 클래스의 식별

자를 참조하도록 하여 계층구조를 표 한다. 한 클래스

와 클래스 사이의 계층구조를 나타날 때는 rel을 이용하

고, typeof의 경우 클래스 정의 시 사용된다. 

  <span> 엘 먼트에서는 about, src, rel, property, conte

nt가 사용된다. about, src, rel 속성의 경우 기능 으로는 

<div>에서와 동일하며, 클래스와 클래스가 가지는 하  

속성 값과의 계를 나타낼 경우 property를 사용한다. 마

지막으로 설명정보페이지에 RDF 스키마에 합한 문자 

데이터가 없는 경우 content를 이용하여 직  입력한다..  

2.2 제약사항

 

  기존의 태깅 방식은 사람이 시스템에서 OpenAPI 설명

정보페이지의 소스를 불러와서 직  소스를 수정하는 방

식이었다. 이는 불러온 소스를 분석하여 태깅이 필요한 부

분을 단한 후 엘 먼트와 속성, 속성 값들을 모두 입력

하여 장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처리할 웹페이지의 양이 

많아질수록 작업을 처리하는데 낭비되는 시간소모가 크고, 

오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약사항을 해결하기 해 XML 

도구를 이용한 태깅 기법을 제안한다.

3. 향상된 태깅 기법

  태깅 기법에서 제약사항이었던 시간 소모가 심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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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의 험은 웹페이지 편집기에서 제공하는 소스코드에 

한 자동완성기능과 오토뷰기능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었다. 자동완성기능이란 특정 알 벳 입력 시 련된 태

그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고, 오토뷰

(오토뷰)는 이런 련 태그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의 사용을 해서는 DTD를 수정

하여 용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한 태깅 시 HTML 페

이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HTML 태그수

정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했다. 그래서 DTD 용과 HTML

에 한 작업이 가능한 XHTML환경을 이용했다.

  

3.1 DTD 수정

  태깅에 사용되는 속성(attribute)와 속성 값(attribute val

ue)는 각각 RDFa의 속성과 태깅을 해 새로 정의한 값

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웹페이지 편집도구에서는 이들에 

한 자동완성 기능과 오토뷰(autoview)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XML/XHTML 편집도구에서 DTD를 작성

함으로써 필요한 태그들에 한 자동완성기능과 오토뷰기

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찾아냈다. 

  하지만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하여 태깅하려면 DTD 작

성 시 HTML에서 사용하는 모든 엘 먼트가 DTD 안에 

선언되어 있어야 했다. 따라서 XHTML에서 선언된 DTD 

 문법수정에 효율 인 Transitional DTD를 수정하여 사

용했다. 

 

<!ELEMENT div %Flow;> 
<!-- generic language/style container -->
<!ATTLIST div
%attrs
%TextAlign>
<!ELEMENT span %Inline;> 
<!-- generic language/style container -->
<!ATTLIST span
%attrs>

<표 2> 기존의 Transitional.DTD

  

  기존의 Transitional DTD의 경우 <표 2>에서와 같이   

%attrs을 이용하여 정의해둔 속성, 속성 값들을 모두 선언

할 수 있었다.

<!ELEMENT div %Flow;> 
<!-- generic language/style container -->
<!ATTLIST div typeof (us:BusinessEntity) #IMPLIED>
<!ATTLIST div about CDATA #IMPLIED>
<!ATTLIST div rel(us:hasBusinessService|us:hasPort|us:hasOpera
tion)#IMPLIED>
<!ATTLIST div src CDATA #IMPLIED>
<!ELEMENT span %Inline;> 
<!-- generic language/style container -->
<!ATTLIST span property (us:hasBusinessEntityName|us:hasBusines
sServiceName|us:hasBusinessServiceDescription|us:hasCategory|u
s:hasAccesspoint|us:hasPortName|us:hasProtocol|us:hasOperation
Name|us:hasOperationInput|us:hasOperationOutput|us:hasPortDocu
mentation|us:hasOperationDocumentation) #IMPLIED>
<!ATTLIST span content CDATA #IMPLIED>
<!ATTLIST span src CDATA #IMPLIED>
<!ATTLIST span about CDATA #IMPLIED>
<!ATTLIST span typeof (us:BusinessService|us:Port|us:Operation) 
#IMPLIED>

<표 3> 수정된 DTD->ISIM.DTD

  그러나 <표 3>에서와 같이 수정된 DTD인 ISIM.DTD

에서는 <div>와 <span> 역에서 태깅에 불필요한 속성, 

속성 값들을 모두 제거하고 태깅에서 사용하는 RDFa 속

성들과 속성 값들을 DTD문법에 따라 추가했다.

3.2 XML/XHTML 환경구축

  태깅에 필요한 값들에 한 자동완성 기능의 사용을 

해서 태깅에 필요한 속성과 속성 값을 포함하는 DTD의 

용이 필요했다. 그래서 기에는 XML 환경을 상으로 

테스트해 보았으나 태깅을 하기 해 상이 되는 것은 H

TML로 제공되는 설명정보페이지 기 때문에 태깅을 

해서는 HTML페이지를 수정해야 했다. 그래서 HTML페

이지 수정이 가능하고 DTD도 용할 수 있는 XHTML 

환경에서 태깅을 수행했다.

4. 용테스트 

4.1 XML/XHTML 도구조사

  DTD의 용이 가능하며 자동완성기능과 오토뷰 기능을 

제공하면서 HTML 소스 편집이 가능한 XML/XHTML 

편집도구를 조사했다. 조사 기 으로 무료도구와 유료도구

로 분류하여 조사했고, 무료도구로는 XML notepad, Sern

a Free, Xray XML Editor를 조사하 고 유료도구로는 O

xygen XML Editor, Liquid XML Studio, XML-SPY를 

조사했다. 비교결과는 <표 4>와 같다.

  

분류 도구명 편집가능 자동완성 오토뷰

무료

도구

XML 

notepad
XML ☓ ☓

Serna

Free
XML ☓ ☓

Xray XML 

Editor
XML ☓ ☓

유료 

도구

Oxygen 

XML Editor

XML

XHTML
⃝ ⃝

Liquid XML 

Studio

XML

XHTML
⃝ ☓

XML-SPY
XML

XHTML
⃝ ⃝

<표 4> 도구조사

 

  조사한 무료도구에서는 XML이나 XHTML에 한 텍스

트 편집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고, 자동완성기능이나 오토

뷰(autoview)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한 유료 

도구에서는 텍스트 편집기능을 모두 지원하 고, 그  X

ML-SPY와 Oxygen XML Editor가 태깅에 필요한 기능

을 모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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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속성에 한 태깅

4.2 제안된 기법 테스트

  필요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XML-SPY와 Oxygen XM

L Editor  XML-SPY를 이용해서 테스트했다. 테스트 

결과 <표 4>에서의 수정된 ISIM.DTD를 용하면 태깅에 

필요한 모든 속성(attribute)들과 속성 값(attribute value)

들을 모두 자동완성을 사용하여 태깅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태깅 시 속성(attribte)에 

한 오토뷰기능과 자동완성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림 3) 속성값에 한 태깅

  (그림 3)에서도 속성 값(attribute value)에 한 태깅 시 

두 기능을 사용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분류 속도 오류

기존

태깅방법
느림 많음

향상된 

태깅방법
빠름 음

<표 5> 성능비교

  

  <표 5>에서와 같이 도구를 이용하여 기존에 사람이 수

동으로 직  태깅을 했을 때보다 태깅의 속도가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 직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값들

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어들어 

오류를 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미정보를 지닌 메타데이터를 OpenAPI

의 일반 인 인간 가독한 설명정보페이지에 포함시켜 시

맨틱 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계 가독하게 변환해주기 

해 사용되는 RDFa를 이용한 태깅의 문제 을 개선하는 

방법론을 제안했다. 

  DTD를 수정하여 XML/XHTML 편집도구에 용하는 

방식으로 필요 속성(attribte)들과 속성 값(attribute value)

에 한 자동완성기능을 사용한 결과 태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 고, 오류의 험 한 폭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 태깅과 함께 의미정보 메타데이터 입력을 

해 사용되는 시맨틱 어노테이션에 한 반자동 인 도

구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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