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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회망 기반의 검색 서비스들을 심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추천시스템들은 특정 

역의 문가를 검색할 수 있지만 검색하고자 하는 문가에 한 로 일과 문가를 평가하는 항목이 한 시스템

에 있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베이스와 XMDR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에 존재하는 문가 로 일

과 문가를 평가하는 항목 수집을 자동화할 수 있다. 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이용하여 사회망을 동 으로 구축하

여 여러 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자한다. 그러나 다양한 리소스들은 지역 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종의 데이터 소스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자 의사결정을 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효

율 으로 해결하기 해서 사용자에게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이종시스템들 간에 구축된 리소스들에는 각각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되어있는 문가 로 일 추출을 해 

XMDR과 지식베이스를 이용하고 이러한 지식베이스를 사회망과 연계한 문가 추천 시스템을 설계한다.

ABSTRACT

Recently, diverse approaches retrieval services based on social network are suggested. Although existing recommendation systems can 

retrieve experts of specific fields, profiles and evaluations about experts that users want to be recommended are in a system. The proposed 

expert recommendation system can automatize collection of evaluation to evaluate experts and experts' profiles in separate systems by using 

the Knowledge Base and XMDR. We also attempt to construct system which can recommend a number of experts by dynamically 

constructing Social Network by using diverse resources distributed 로컬ly and composed of heterogeneous data sources. To resolve these 

problems efficiently, there is a need to provide constructed resources between heterogeneous systems with transparency and independence and 

provide users with a singular interface. Therefore, the proposed system in this paper uses Knowledge Base and XMDR for extracting 

distributed experts' profiles and designs expert recommendation system connecting Knowledge Base with 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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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망은 웹 사이언스의 연구 분야  하나로, 웹상에

서 개인 는 집단이 하나의 노드가 되어 각 노드들 간의 

상호의존 인 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  계 구

조를 말한다. 모든 노드들은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개

별 인 주체들이고, 간선은 각 노드들 간의 계를 뜻한

다. 사회망 분석은 수많은 노드들과 그 노드들 사이의 무

수히 다양한 계들로 인해 계산론 으로 근하기에 

매우 복잡한 분야이다. 최근 사회망에 한 연구의 한 

로 격히 증가하는 스팸메일로 인하여 불필요한 리소

스의 낭비뿐만 아니라고 메일에 한 신뢰도 역시 떨어

지고 있는 문제를 사회망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이와 같

이 사회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에는 사

용자의 메일함의 메일 정보를 바탕으로 망을 구성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여 스팸메일을 필터링해주는 시스템,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같은 지역의 소셜-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역 내의 사용자들에게 지리기

반의 이 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 등이 

있다.

일반 으로 추천을 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분류한다. Demographic Recommender Systems

은 사용자 통계학 인 자료를 바탕으로 등 을 나 어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다. 즉 인구통계 인 계산을 바탕

으로 사용자들의 속성을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해주게 된다. 그러나 개개인의 분류에 한 어려움이 있

고 통계학 인 자료를 바로 바로 업데이트하고 분류하

여 반 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천 결과가 부정확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1][6]. 

Contents-based Recommender System은 콘텐츠 기반의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속성이 비슷한 상품을 분류하

므로 사용자가 원할만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술이다. 

사용자들은 상품과 연 된 상품에 한 추천 정보를 제

공받을 수 있지만 속성이 비슷한 상품을 추천해주는데 

있어 복된 상품에 한 정보를 제공받고 새로운 사용

자는 기존의 로 일 정보의 부재로 원하지 않는 추천

을 받게 된다[1][3]. Collaborative Recommender System은 

업 기반의 필터링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으로 부분

의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는 상품에 

한 사용자의 의견이 바로 반 되어 비교  한 추천

을 해주기 때문이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들로 분류 시킨 후 기존 사용자들의 평가들을 바탕으로 

재 사용자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추천하게 된다. 그러

나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는 경우 기존의 유사한 속성을 

지닌 상품보다 높은 품질을 지니고 있지만 기존의 반

된 사용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추천해주므로 새로운 상

품에 한 심은 떨어지게 된다[1][2][3]. Hybrid 

Recommender System은 에서 언 한 콘텐츠 기반과 

업 기반의 필터링 기술을 취합하는 것으로 두 기술을 

모두 취합하거나 한 기술의 결과를 다른 기술이 사용하

여 처리하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며 여 히 연구 진행 

이다[4][7].

본 논문의 추천 시스템은 지식베이스와 XMDR을 이

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연 성이 있는 키워

드, 자 로 일과 실 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지식

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어와 련성이 있는 키워드를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해주고 같은 

심분야를 가지는 자들로 분류하여 동 으로 사회망

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집된 자의 실 으

로 각 자의 문가 여부를 평가한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Hybrid Recommender System

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2장은 련 연구로 본 논문의 기반이 되는 사회망에 

하여 기술하고 사회망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XMDR 

구조에 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사회망을 이용한 

문가 추천 시스템을 설계하고 4장에서는 시스템 

용   시스템을 비교 설명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

는다.

Ⅱ. 련 연구

2.1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망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망으로 여러 가

능한 계를 의미한다. 소셜 네트워캉은 이런 계를 만

드는 행 를 의미하고 사람들 간의 계 형성을 목 으

로 하는 SNS는 소셜 네트워킹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6].

다수 사용자들의 사이의 계 분석을 해 사회망 

분석기술들이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e-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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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경우 공통 주제를 알아내기 해 의사소통 매개

체의 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확률 모델에 기반하여 네

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행동 변

화에 따른 네트워크 동  구성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

니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사회망 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의 경우, 미리 입력해 놓은 사용자 

로 일 는 특정 이벤트 후 사용자 조사를 통해 

달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망을 구성하고 있

다. 이 경우, 빠른 로토타이핑을 통한 계 추출이 가

능하다는 장 을 보이지만, 사용자의 행동 변화에 실

시간으로 반응하는 네트워크 구성이 어렵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는 개개인의 가치정보를 이용하여 도움

이 필요한 역의 문가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

고자 한다[7].

2.2 XMDR(eXtended MetaData Registry)

메타데이터는 량의 데이터 속에서 데이터를 효율

으로 사용하고, 검색하기 해 특정 규칙에 따라 해

당 정보를 표 하기 한 데이터이다. MDR(MetaData 

Registry)에서는 데이터의 의미, 구문, 표 들을 표

화 할 수 있는 반 인 임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타데이터의 등록과 인증하여 표 화된 

메타데이터를 유지, 리함으로써 메타데이터의 명세

와 의미의 공유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XMDR은 

MDR을 보다 더 확장한 개념으로 이 의 MDR에 문 

용어, 온톨로지, 시멘틱 웹 리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XMDR의 각 구성 요소들은 ISO/IEC 11179-3에서 제안

한 데이터의 속성 명세를 따르며 메타 시멘틱 온톨로

지(MSO:Meta Semantic Ontology)와 메타 로 이션

(ML:Meta Location), 인스턴스 시멘틱 온톨로지

(InSO:Instance Semantic Ontology)로 구성되어 있다. 

MSO는 메타데이터 간의 계성과 이질성을 해결한

다. MSO는 각 거시 시스템을 통합하기 한 표 을 

결정하고, 이 표 과 련된 스키마 정보를 통해 스키

마 정보 온톨로지를 생성하고, 이것을 통해 메타데이

터의 계성과 이질성을 해결한다. InSO는 실제 데이

터 값 사이의 이질성을 해결한다. 실제 데이터는 표

의 차이로 서로 다른 데이터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의 연 성과 의미를 악하여 온톨로지로 생

성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된 환경에서 

효율 인 데이터 검색을 하여 XMDR을 이용한다

[9][10].

Ⅲ. 사회망을 이용한 XMDR 기반의 

문가 추천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 XMDR 기반의 문가 추천 시스템은 사

회망을 이용하여 한 문가를 추천해주는 시스템

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에이 트, 에이

트가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각 에이

트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제안 시스템 구성도
Fig 1. The Composition of proposed system

- User Interface Agent : 유 가 입력한 검색어와 사용자

가 선택한 연 성이 있는 키워드를 XMDR Query 

Agent에 달하고 키워드 카테고리를 생성한다.

- XMDR Query Agent : XMDR 데이터베이스에서 표  

정보를 추출하여 지식 기반 Query와 XMDR 쿼리를 생

성하고 그 쿼리를 다른 에이 트로 달한다.

- Communication Agent : XMDR 쿼리를 XML 문서로 변

환하여 각 피어에게 달하고 그 반  작업도 수행하

여 Proxy 데이터베이스에 결과를 수집한다.

- Wrapper Agent : XML 문서를 싱하여 로컬정보를 추

출해 로컬 쿼리를 생성한다. 생성된 로컬 쿼리를 실행

하고 추출된 결과를 송한다.

- Social Network Agent : 피어에서 추출한 문가 정보를 

이용해 동 으로 사회망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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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XMDR 데이터 추출

그림 2에서는 MSO 테이블은 표  스키마를 정의해

놓은 것으로 표  쿼리 생성과 인터페이스 생성하고, 피

어에게 달될 XMDR 쿼리 와 임시 테이블을 생성하기

해 사용된다.

그림 2. 표  정보 테이블
Fig 2. Standard Information Table

XMDR 데이터베이스의 MSO Table은 로컬 데이터베

이스의 로컬 스키마 정보의 이질성을 해결하여 로컬에

서 추출한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이용한다. MSO 테이블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Std_ID는 테이블의 키 값을 

장하고 있는 필드이고 Std_Schema는 표  값들을 장

하고 있는 필드이며 Std_Description은 각 표  스키마에 

한 설명을 장하고 있는 필드이다. Mapping Table은 

표  스키마와 로컬 스키마의 매핑 정보를 보 하는 있

는 테이블이다.

그림 3은 XMDR 쿼리를 로컬 쿼리로 매핑하기 해서 

필요한 XMDR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 다. 피

어는 XMDR을 가지고 있고 피어에서 사용되는 로컬 스

키마와 로컬 인스턴스 값들과 그에 응하는 표  스키

마와 표  인스턴스 값들을 장하고 있다. 피어에서 

XMDR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각 피어

의 Wrapper Agent는 달받은 XMDR 쿼리를 싱하여 

표  스키마와 인스턴스를 추출한다. 각 피어마다 독립

으로 스키마와 인스턴스를 다르게 운용하므로 이질

인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 표  정보와 이질성 유형

을 이용한다. XMDR 데이터베이스에서 표  정보와 

응하는 피어의 로컬 정보를 추출한다. 표  정보와 로컬 

정보의 이질성 계에 해서는 3.5 에서 설명하겠다. 

로컬 정보를 받은 Wrapper Agent는 이를 이용하여 

XMDR 쿼리를 로컬 쿼리로 변환시킨다.

그림 3. Wrapper Agent를 통한 XMDR 데이터 추출
Fig 3. Extracting XMDR Data through Wrapper Agent

3.3 문가 추천 시스템의 구조와 계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를 보여 다. 제안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용어 문가에 의해 키워드들이 분류

되어있는 지식 베이스, 자의 기본 인 정보를 제공하

는 자 로 일과 자들의 문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자 실 으로 나 어진다.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키워드 카테고리

를 통해 선별된 키워드들과 자들의 심분야의 일치

성을 이용하여 자들을 추천하며 자의 이름뿐만 아

니라 그 이외의 정보들까지 일치하는 사람을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한다.

그림 4. 제안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Fig 4. Data Structure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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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문가 검색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문가 검색 시스템은 사

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연 된 심분야 카테고리를 

사용자에게 추천하기 해 문가에 의해 이미 정의되

어있는 지식베이스에서 카테고리 정보를 추출한다. 사

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카테고리에서 선택한 심분

야에 포함되어있는 자들의 정보를 각 피어에서 추출

하고 자의 이름은 노드로 해당 심분야는 간선으로 

하여 자들을 연결하는 사회망을 동 으로 구축한다. 

채택된 심분야의 문가를 Proxy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여 사회망을 동 으로 구축한다. 그림 5는 앞에서 

설명한 자를 검색하고, 사회망을 동 으로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림 5. 문가 검색 시스템
Fig 5. Expert Retrieval System

3.5 XMDR을 이용한 쿼리 변환

XMDR Query Agent에서 생성된 XMDR 쿼리는 각 피

어에게 달된다. 이때 피어가 소유하고 있는 로컬 데이

터베이스에는 표 과 다른 표 의 스키마와 인스턴스 

값을 장하고 있다. 따라서 XMDR 쿼리가 피어에서 사

용되어질 수 없다. 이 게 스키마와 인스턴스 값들의 불

일치를 각각 구조  이질성과 의미  이질성이라고 한

다. 이러한 이질성을 해결하기 해서 각 피어마다 가지

고 있는 XMDR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표  정보들을 로

컬 정보들로 변환할 때 필요한 매핑정보를 장하고 있

다. 특정 표  정보의 이질성 유형에 응하는 로컬 정보

를 추출하여 XMDR 쿼리를 로컬 데이터베이스에서 사

용될 수 있는 로컬 쿼리로 변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이질성 유형의 제로 분해 유형

은 이름이나 연구 분야, 체 유형은 논문명이나 자명 

등과 같은 필드가 있다.

표 과 로컬 정보의 충돌에는 앞에서 언 했듯이 구

조 , 의미  이질성이 존재한다. 구조  이질성에 해 

를 들면 E-mail이라는 표  항목은 특정 피어와의 이

질성 유형에서 체 계에 속하여 Author_Email라는 항

목으로 변환된다. 한 인스턴스 간에 충돌을 의미하는 

의미  이질성에 해  사용자가 입력한 웹 서비스라는 

표  인스턴스는 특정 피어와의 이질성 유형인 동의어

로 ‘Web Service’와 ‘Web 서비스'는 동일하게  사용된다. 

그림 6은 XMDR 쿼리의 이질성 문제를 해결한 로컬 쿼

리의 결과이다.

그림 6. 이질성을 해결한 쿼리 변환
Fig 6. Query Conversion solving heterogeneity

3.6 시스템 흐름도

그림 7은 제안 시스템의 체 인 흐름  핵심 인 

부분을 보여주는 시스템 흐름도이다. 흐름도에서 호출

되고 있는 함수들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searchResearchAreas() : 임시 테이블에 장되어있는 

자 정보  심분야 정보를 추출한다.

- sendArea() : 검색된 심분야를 parser에게 제공한다.

- areaTokening(Areas) : 추출한 심분야 정보의 복을 

제거한 토큰을 생성한다.

- returnArea() : 생성된 분야 토큰을 반환한다.

- compound(Areas) : 반환된 분야를 통한 분야를 재구성

한다.

- searchExperts(Areas) : 재구성된 분야에 포함하는 자 

정보를 추출한다.

- sendExperts() : 소셜네트워크 구성을 한 문가 정보

를 송한다.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696

- createSN(Areas, Experts) : 키워드와 문가 이름을 이

용하여 동 으로 사회망 구축한다.

- sendSN() : 구축된 사회망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

공한다.

그림 7. 시스템 흐름도
Fig 7. Sequence Diagram

Ⅳ. 시스템 용  비교 분석

4.1 시스템 용 

본 시스템은 분산 환경 하에서 사회망을 동 으로 구

축했다. 문가 노드 간에 연 성을 확인하기 하여 우

리는 문가 사회망을 카테고리 형식으로 출력하는 응

용시스템으로 결과를 확인하 다. 그림8, 9, 10은 본 연

구에서 문가 추천을 해 사회망과 XMDR을 용한 

이다. 그림 8에 왼쪽 카테고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검

색어와 카테고리 정보를 지식베이스에서 추출하여 카

테고리 형식으로 제공한다. XMDR 데이터베이스에 ML

은 각 피어에 근할 수 있는 권한과 치정보를 포함한

다. 오른쪽 카테고리는 검색어와 분야 카테고리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된 키워드들  사용자가 선택한 키워

드들을 심분야로 가지는 자를 검색한 결과로 자

의 로 일을 보여 다.

그림 9은 앞에서 추출한 자 정보를 이용하여 동

으로 사회망을 구축하므로 각 계에 따라 카테고리 형

식으로 출력한 결과이다. 사회망은 문가의 이름을 노

드로 하고 심분야를 간선으로 구축된다. 그림 8에 오

른쪽 카테고리에서 추천된 모든 문가들은 검색어와 

선택된 심분야를 기본 으로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모두 그 심분야로 연결되어야한다.    

그림 8. 입력  결과 1 인터페이스
Fig 8 Input and Result 1 Interface

그림 9. 결과 2 인터페이스
Fig 9. Result 2 Interface

그림 8에 왼쪽 부분에서 검색어와 사용자가 선택한 

심분야를 제외한 심분야로 부분 인 사회망을 구

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 다. 이를 통해 사용자

는 특정 심분야로 분류된 문가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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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사용자가 그림 9에서 분류된 자를 선택

하면 그 분야의 문가인지 평가할 수 있는 실  에 한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0. 결과 3 인터페이스
Fig 10. Result 3 Interface 

4.2 비교 분석

재 특정한 상품이나 소수 사용자의 평가를 바탕으

로 한 추천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사회망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본 시스템과 

비교 상으로 조사된 시스템들은 다음과 같다. IBM 

Research Lab에서 개발한 e-mail과 chat transcripts를 기반

으로 문가 탐색과 공동의 지식을 해 사회망 분석을 

하는 SmallBlue[4], 문가와 그들의 검색 내역을 이용하

여 신뢰성 있는 웹 페이지를 제공해주는 문가 사회망 

기반의 TRM[5] 그리고 XML 기반의 SNML를 사용하여 

문가를 추천해주는 그리드 상의 사회망을 이용한 

문가 검색 시스템[6]을 상으로 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XMDR을 이용하여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의 이질  표 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

베이스를 이용하거나 동 으로 사회망을 구축하여 

문가를 분류하고 평가하여 사용자에게 한 문가

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표 1에서와 같이 

의 3개의 시스템을 상으로 다음 항목들을 비교분석

하 다. 그 항목으로는 ISO/IEC 11179에서 논의 인 

XMDR 지원, 장소 구조가 있고 이에 더하여 에서 

언 한 추천 시스템의 종류, 사회망을 구축하는 방법

을 비교한다.

표 1. 시스템 비교
Table 1. Comparison between Systems

시스템

항목

Small
Blue TRM

문가
검색
시스템

본
시스템

추천 시스템 Hybrid Hybrid Hybrid Hybrid

장소 구조
앙 
집

앙 
집

집 과 
분산

집 과 
분산

사회망 구축 정 정 정 동

XMDR
지원

MSO
지원
않음

지원
부분
지원

지원

InSO
지원
않음

부분 
지원

부분
지원

지원

의 표에서 4개의 시스템들  SmallBlue는 문가 

의 e-mail과 chat transcript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문

가들을 추천해주고 사용자가 선택한 문가의 커뮤니

티, 개인 인 활동 등의 정보를 보여주어 문가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문가를 통해 다른 

문가를 연결해주므로 Hybrid 추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e-mail과 chat transcript는 개인의 정보로 사용

이 제한 이기 때문에 한 회사 내에서만 용가능하다

는 단 이 있다. 한 기존의 구축된 사회망을 이용하고 

데이터들이 앙에 집 되어있다. TRM은 사용자가 입

력한 주제어와 련성이 있는 문가를 추천해주고 그 

문가의 웹 사이트 검색 내역을 평가하여 정확하고 

한 웹 사이트를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므로  Hybrid 추

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구축된 사

회망을 이용하므로 변화에 유연하지 않고 WordNet을 이

용하여 표 의 정보는 제공하지만 온톨로지가 함께 사

용되지 않는다는 한계 이 있다. 문가 검색 시스템은 

SNML을 이용하여 사용자 로 일, 커뮤니티 그리고 

활동 정보를 제공하여 문가를 추천해주고 사회망의 

간선에 가 치를 두어 정확한 문가를 추천해주므로 

Hybrid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구축된 사회망을 

이용하며 XMDR을 부분 으로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지식베이

스에서 선택한 심분야를 이용하여 XMDR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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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간으로 객 인 문가 로 일을 추출하고 

그 로 일 정보를 이용하여 사회망을 동 으로 구축

하여 문가를 분류하여 평가할 문가의 수를 여주

고 마지막으로 문가 로 일을 정보를 이용하여 

문가 실 을 추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문가가 맞는

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사회망을 이용한 XMDR 기반의 문가 

추천 시스템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문가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직면한 환경의 

다양한 속성을 통하여 발  가능한 응용시스템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행동을 반 할 수 있도록 

검색어와 연 성이 있는 키워드들을 추천하고 사회망

을 동 으로 구축하며 키워드, 자 로 일과 실  등

을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분산 환경

에서 XMDR 기반의 문가 추천 시스템을 제시하 다. 

향후 연구는 사회망과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한 알고

리즘 개발이 연구되어야 한다. 한 문가 간에 로

일을 비교하여 계성을 부여하는 방법론의 일반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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