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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거시시스템 계형 데이터의 효율 인 재사용을 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온톨로지 기반 분류기

법의 용으로 문제 이었던 의미  해석  처리를 해결하고, 사람의 이해가 아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기반 효율  재사용을 해 계형 데이터

의 유형 분류기법을 용한 SDTC 기법의 제안하 고 결과물로 생성된 정보를 장하는 SDR 데이터 

장소가 생성된다. 도한 SDR 데이터의 통합으로 향상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1. 서론

  계형 데이터(Relation Data)의 정보는 기업이나 데이

터를 생산하는 곳 모두 요성 측면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1]. 온톨로지는 의미태그(Semantic Tag)를 사용하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등장으로 간편하

게 표 할 수 있었으나 단순히 정보의 의미 모델링만을 

제공하고 개념의 특성이나 상호 계를 표 하는데 미흡

한 이 있다[2].

  온톨로지가 지식기반의 기반요소가 됨에 따라 정확한 

개념화구조를 표 하기 해 온톨로지 용 언어가 필요

함에 따라 온톨로지 기술 언어인 RDF  OWL등이 단계

으로 개발되었다[3]. 계형 데이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보여주기 어렵다. 많이 사용되어지는 

계형 데이터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시맨틱 데이터 유형 

분류 (Semantic Data Type Category 이하 SDTC) 기법

을 통하여 시맨틱 데이터 장소 (Semantic Data 

Repository 이하 SDR)을 생성한다.[1]

(그림 1) 계형 데이터에서 생성된 SDR 검색 형식

  (그림 1)은 분산된 이기종간의 계형 데이터를 SDTC 

기법에 맞게 분류하여 생성된 SDR의 통합  검색으로 

인력과 시간을 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성된 SDR은 트리 모형으로 검색에 있어서도 편리한 

구조  시스템 구조로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다.[1]

(그림 2) 데이터 재사용 객체 분류 설계 구조도

2. 련연구

  온톨로지 기반 연구는 부분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다

양한 산출물을 요구사항의 기반으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는 데이터 재사용을 한 객체의 분류에 

한 구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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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rapper-based

  랩퍼란 기존의 시스템을 새로운 소 트웨어 아키텍쳐에

서 하나의 객체로 보여지게 하는 미들웨어를 의미한다. 랩

퍼 생성(wrapper generation)에는 수동, 반자동, 자동이 있

다[4]. 자동생성은 주로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로

그램이 자동으로 랩퍼를 생성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자동 랩퍼 생성을 해서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들이 개

발되어 왔는데 학습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랩퍼 생성시에 발생하는 문가의 

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5].

  추출 가능한 정보 소스의 클래스를 구분해 놓고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학습하는 자동 랩퍼 생성 방법은 랩

퍼 유도(Wrapper Induction)에 해서 제안하 다. 도메인 

지식 기반의 학습 방법은 용 도메인별로 도메인 지식을 

구축해 놓고 이것을 이용하여 각각의 정보 소스에 한 

랩퍼를 생성하는 방법에 해서 제안하고 있다[6].

2.2 Mediator-based

  단일 시스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동이 이루 지지 

않고, 이질  데이터베이스는 근이 가능하나 단일 시스

템에 존재해야 하는 단 이 있고, 이질  시스템의 데이터 

근을 해 특정 툴킷을 사용해야 하는 각각의 Mediator

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그림 3)과 같이 시스템을 구

성하 다. 한 Mediator는 일직 인 데이터 모델에서 래

퍼를 교체함으로써 쉽게 통합이 가능하다[7].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2.3 Jena와 Sesame에 한 장

  Jena와 Sesame과 같은 구조는 온톨로지 기반 장모델

로서 지나친 정규화를 해 조인 연산과 불필요한 정보에 

한 비교를 많이 하 다. Jena2는 시맨틱 웹 응용 로그

램을 구축하기 한 자바 임워크로서 RDF, RDFS, 

DAML+OIL, OWL, 규칙 기반 추진엔진, 질의를 한 

RDQL  SPARQL엔진 등을 포함하는 응용 로그램 개

발 API 이다[8][1].

  특히 조인 연산이 요구되는 질의가 주어질 경우, 무 한 

정보들이 조인연산에 이용되어 질의 처리 성능을 격하

게 하시킨다[9].

  Sesame은 웹 온톨로지를 장하고 이에 한 질의  

추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오  소스 자바 임워크

이다[8]. Sesame은 클라이언트 응용 로그램이 HTTP 

로토클을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서버로서 사용된다. 

Sesame은 실제 장소로서 다양한 RDBMS와의 연동을 

한 API를 자체 으로 지원한다[1][9].

  Sesame은 Jena와는 달리 보다 정규화된 구조를 제공한

다. 그러나 Sesame은 정보들간 복잡한 계성으로 연결되

어 있어 실제 질의 처리시 많은 조인 연산을 요구함으로

써 매우 낮은 성능을 보인다.

3. SDTC 기법과 SDR의 생성

3.1 SDTC 기법  구조

  SDTC 기법은 계형 데이터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SDR에 장한다. 유형분류는 재사용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웹 온톨로지 언어(OWL) 질의 패턴을 용하 고, 

통합과정을 통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그림 4)  SDTC 구조도

  (그림 4)는 SDTC 기법의 내부 구조도이다. (그림 3)에

서 Legacy Area는 이기종간에 분산된 계형 데이터의 

요성을 통합 작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기

법구조를 보여주고 있다.Semantic Area는 계형 데이터

를 Category Rule에 의해 분류로의 유형분류가 이루어

지고 분류된 데이터를 다시 분류여 각각의 SDR에 장된

다.Integration Reusing Area는 생성된 SDR의 가공  통

합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효율성

이 증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림 5)  SDR 생성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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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DR 생성

  (그림 5)는 SDR 생성 내부 구조도를 보여주고 있다. 

Customer에 련된 역(Customer SDR Area 이하 

CSA)이고, Product에 련된 역(Product SDR Area 이

하 PSA)이다.

  CSA는 Customer Code(n)에 따라 SDR-A～SDR-E까

지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유형분류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

터를 SDR에 장하는 것을 보여 다. SDR은 생성되어 

SDR-A-Customer-1 ～ SDR-E-Customer -n에 장되

며, 통합과정에서 요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PSA는 

Product Code(n)에 따라 SDR-F～SDR-I까지의 분류작업

이 진행된다. 생성된 데이터는 SDR-F-Product-1 ～ 

SDR-I-Product-n의 각각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SDR에 

장된다.

3.3 SDR 통합

  SDR 통합은 계형 데이터를 사람이 인식하여 이해하

는 단계가 아닌 컴퓨터가 자원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도

록 자원에 한 정보맵을 만들고, 재사용을 한 SDR 통

합 과정을 통하여 효과 인 서비스를 최종사용자에게 제

공함을 목 으로 한다. 시맨틱은 컴퓨터 자원을 자동화  

통합 과정을 통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SDR의 통합 구조

  (그림 6)은 SDR 통합 구조이며 계형 데이터와의 연

계를 높이고 데이터의 재사용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

는 단계이다. (그림 6)의 통합은 SDTC 기법에 의해 분류

된 SDR 데이터를 통합하여 향상된 재사용 방법을 보여주

고 있다. 통합 과정은 No Event(NE), Customer Event 

In(CEI), Product Event In(PEI) 3가지 방법이 있다.

(1) NE : NE는 사용자 이벤트 없이 소 트웨어가 SDR에

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통합 루 이다.

(2) CEI : CEI는 NE와 비교할 때 Customer 데이터 일부 

는 체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하여 SDR 데이터를 추출한다.

(3) PEI : PEI는 Customer 데이터의 일부  체 데이터

가 입력된 상태와, Product 데이터의 일부 는 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존재 여부에 따라 PEI의 

통합 과정이 진행된다.

4. 사례연구  구

4.1  최 화 방안

  계형 데이터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 생성된 SDR을 

통합하기 해  상수값을 활용하여 빈도가 가장 높은 값

을 추출하여 사용한다.

  상수값 용은 NE 루 와 CEI 루 를 통해 고객정보가 

추출되고, NE 루 와 PEI 루 를 통해 제품정보 값이 추

출되는 작업이 진행된다. 추출은 각각의 SDR에 어떤 

  의 값을 용하느냐에 따라 우선순 가 정해진다. 우

선순 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가 1～5개에 포함이 

되면 Strong Combination, 6～10에 포함되면 Medium 

Combination, 11이상이면 Weak Combination으로 한다.

(그림 7)    의 데이터 추출 빈도 측정 순

     ··················
    If .Text = "" Then Exit Function
    intLen = Len(.Text)
    If -23391 <= Asc(.Text) And Asc(.Text)
              <= -23341 Then
        Exit Function
    ElseIf Chr$(64) < UCase(.Text) And
                UCase(.Text) < Chr$(91) Then
    Else
      For intFor = 0 To .ListCount
        strTmp = .List(intFor)
        Do
     ··················
     ··················
          intDo = intDo + 1
        Loop Until intDo = .ListCount
      Next intFor
     ··················

(그림 8) 유형 분류에 한 소스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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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은    의 SDR을 통해 실제 다음에 사용

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의 추

출은    의 데이터  각각    ={3, 4, 4, 3}개

를 무작 로 추출하여 Combination 계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로 추출된 데이터들 에서 1～5순  안에 들어온 

Strong Combination이 7개가 있어 50%, 6～10순  안에 

들어온 Medium Combination이 3개가 있어 21%이었다.

4.2 최 화 구

  본 에서는 시맨틱 데이터의 정보인 구조화 되어 있는 

데이터에   를 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필터링 

하여 서비스하고자 한다.

  (그림 8)는 로세스 시작시 자동 계산되는 소스 코드로

서 유형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 체 원소는 같은 분류의 

집합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분류의 집합으로는 {11, 

22, 33, 44}, {12, 23, 34}, {13, 24}, {14}, {21, 32, 43, 54}, 

{31, 42, 53, 64}, {41, 52, 63}, {51, 62}, {61}이 있다.

(그림 9) 구  실행 화면 일부  이벤트 발생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

  (그림 9)는 구 을 통해 얻은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9)에서는 이벤트가 NE, CEI, PEI  어떤 것

이냐에 따라 보여지는 화면이 다르게 나타난다.

제5장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거시시스템에서 생성된 기업의 요한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하기 해 시맨틱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맨틱 데이터 기법을 용한 SDTC 기법을 

용하 다.

  추출 방법은 시맨틱 데이터 기법을 용하여 이기종간

의 계형 데이터를 통합하여 그동안 어려웠던 호환성 문

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추출 방법은 거시시스템간의 연

계와 계형 데이터의 재사용성을 높여서 과거의 서

비스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에 덧붙여 부분 인 시스템 통합에서 체

인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기종간의 시스템

을 자동화 하여 상호 호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용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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