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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연구논문  자 로 일을 기반으로 상호 력이 가능한 문가 검색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안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력 키워드와 가장 연 성 높은 키워드를 검색하기 한 가 치 부여 기법을 제안하

고, 둘째, 이 기법을 통해 문가를 효율 으로 검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으로 논문에서 키워드와 자 

로 일을 추출하고, 이를 통하여 문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소셜 네트워크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다. 이 게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기 한 기술로 멀티 온토롤

지를 이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멀티 온톨로지는 메타 온톨로지, 인스턴스 온톨로지, 로 이션 온톨로지와 연

계 온톨로지로 구성되고, 연 계 온톨로지는 동 으로 키워드 연 계 분석을 통해 구축된다. 이 멀티 온톨로지

를 이용하여 문가 망을 제공하고, 이것은 키워드의 연 계 추 을 통한 문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문가들의 연구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세부 문분야를 확인할 수 한다.

ABSTRACT

This study constructs an expert search system which has a mutual cooperation function based on thesis and author profile. The proposed 

methodology is as follows. First, we propose weighting method which can search a keyword and the most relevant keyword. Second, we 

propose a method which can search the experts efficiently with this weighting method. On the preferential basis, keywords and author profiles 

are extracted from the papers, and experts can be searched through this method. This system will be available to many fields of social network. 

However, this information is distributed to many systems. We propose a method using multi-ontology to integrate distributed data. The 

multi-ontology is composed of meta ontology, instance ontology, location ontology and association ontology. The association ontology is 

constructed through analysis of keyword association dynamically. An expert network is constructed using this multi-ontology, and this expert 

network can search expert through association trace of keyword. The expert network can check the detail area of expertise through the research 

list which is provided by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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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는 웹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0년 에 등장했다. 이것은 사용자들의 오락  혹은 

비즈니스 인 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

었다. 이것은 오 라인 소셜 네트워크와 달리 소셜 네트

워크 형성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구 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 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는 이용자  일부만이 논문의 정확한 서지사항을 직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하며, 부분의 이용자는 키워드 

검색을 통한 반복 인 시행착오를 거쳐서 합한 논문

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검색 포

털 등에 리 사용되어 온 연 계 분석을 통한 키워드 

추천 방법이 일부 학술정보 포털 서비스에도 최근 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키워드가 서로 연 성이 있

다는 것만 알려  뿐 키워드 간의 연결 분포와 심 키워

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1]. 재 서비스되고 있는 

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사용자와 련된 정보 

자원  개체들 간의 계에 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의미  계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은 사회  개체와 이들 간의 계에 련

된 도메인 온톨로지(ontology), 한 규칙(rule), 그리고 

추론 메커니즘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새로운 

계나  이 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을 발견해

냄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특정 키워드를 연구 내용으로 하는 

연구자를 지능 으로 추천하여 효율 으로 소셜 네트

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자들의 망을 구축

하여, 이를 문가 망이라 하고, 온톨로지를 이용한 지

능  기법으로 XMDR[4]을 용하고자 한다. XMDR에

서 제공하는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이질성 

계를 해결하고, 키워드의 연 계를 분석하여 문가 

망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 , 비 공 분야의 사용자가 특정 분야의 연구 

결과물을 찾기 한 기 검색 키워드에 한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한 

분석으로 키워드들 간의 연 계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XMDR의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특정 키워드에 

한 동음이의어, 이음동의어, 유사어와 같은 연

계와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넷째, 사용자가 요구하는 키워드를 기 으로 키워

드간의 연 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 치 부여 방

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련연구로 키

워드 연 성, 데이터 마이닝, 추천시스템 그리고 분산 시

스템의 연 성 분석을 통한 데이터 통합을 한 장소

인 XMDR에 한 기존 연구들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3

장은 제안 모델과 연구 범 ,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론을 

기술한다. 4은 제안한 기법에 한 용과 평가에 해 

기술한다. 그리고 5장은 본 연구의 결과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Ⅱ. 련연구

본장에서는 본 논문을 해 필요한 시맨틱 소셜 네

트워크, 추천 기법과 XMDR에 해 본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에 시맨틱 웹 기술을 이용해서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로는 FOAF[5]이 있다. FOAF는 시맨틱 웹 

기술을 통하여 계성을 확장함으로써 소셜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기술이고, XFN은 하이퍼링크에 특정 속

성을 추가함으로써 개인과의 계를 표 할 수 있도

록 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소셜 네트워크에 시맨틱 웹 기

술을 이용해서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6].  기존의 온톨로지가 개

념-인스턴스의 양자(bipartite) 모델이었다면, 여기에 

사용자가 추가된 3자(tripartite) 모델을 이용해서 시맨

틱 소셜 네트워크 온톨로지를 구축함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용자의 활동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

다[7].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추천 기법으로는 크게 

업필터링, 내용기반 추천, 등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업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추천 기법은 

사용자 사이의 연 성을 기반으로, 선호도 는 구매 

패턴이 유사한 고객군을 분류하고, 유사한 고객군에 속

하는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이

다[8]. 그러나 신상품의 경우에는 선호도를 측할 수 

없으므로 추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신상품 추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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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9]. 한편 정보 검색과 정보 필터링으로부터 발

된 내용기반(Content-based)추천 기법은 상품이 지닌 

속성을 악하고 고객의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속성들과 유사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

으로서 제품 정보를 심으로 추천하는 방법이다. 하지

만 이러한 추천 방식은 사용자의 과거 선호도를 학습하

여 추천 아이템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자주 변

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지속 으로 생성되는 환경에서

는 추천의 성능이 떨어지며 다른 역에 한 추천이 어

렵다[10].

XMDR은 MDR을 보다 더 확장한 개념으로 이 의 

MDR에 문 용어, 온톨로지, 시맨틱 웹 리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XMDR의 각 구성 요소들은 ISO/IEC 

11179-3에서 제안한 데이터의 속성 명세를 따른다. 실

제 데이터는 표 의 차이로 서로 다른 데이터로 인식

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의 연 성과 의미를 악하여 온톨

로지로 생성한 것이다[4]. 본 연구에서는 XMDR을 구성

하는 멀티 온톨로지를 근하고 리하기 한 에이

트들의 집합을 DIMs(Data Integration Managers)라 하고, 

이것을 문가 망을 구축하기 해 문가들의 계성

을 분석하여 리하는데 이용하고, 키워드의 연 성을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분야에 한 문  검

색을 지원하고, 분산된 데이터들 간의 이질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한다.

Ⅲ. 키워드 연 성을 이용한 문가 

검색 시스템

3.1. 멀티 온톨로지 기반의 문가 검색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체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이것은 서비스 역(Service Area)와 멀티 온톨로

지 역(Multi Ontology Area)로 나뉜다. 서비스 역은 

그림 1과 같이 세 개의 이어로 구성되고, 멀티 온톨로

지 역은 4개의 온톨로지로 구성한다. 각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 멀티 온톨로지 기반의 DIMs 시스템의 구성
Fig. 1 The Composition of DIMs System based on 

Multi Ontology

3.1.1. 서비스 역(Service Area)

서비스 역은 DIMs 계층(DIMs Layer), 서비스 계층

(Service Layer), 인터페이스 계층(Interface Layer)로 구성

된다. 멀티 온톨로지를 근하고 리함으로써 사용자가 

분산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시스템을 근하는 것처럼 사

용하게 하는 에이 트들의 집합을 DIMs라 한다. 이것은 

분산된 다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과 같이 근할 수 

있도록 각 시스템에 합한 질의어를 생성하고, 분석된 

연  키워드들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의 구

성은 온톨로지 리자(Ontology Manager), 쿼리 리자

(Query Manager), 로 이션 리자(Location Manager), 스

테이징 리자(Staging Manager)로 구성된다.

∙ 온톨로지 리자(Ontology Manager) : 시스템에서 사

용되는 온톨로지는 메타, 인스턴스, 로 이션 그리고 

릴 이션 온톨로지가 있다. 이 온톨로지를 리하고 

온톨로지의 내용을 검색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 쿼리 리자(Query Manager) : 분산된 시스템의 데이

터를 통합하기 한 방안으로 로벌 질의를 사용하

는데 이를 로컬 질의로 분해하고, 로컬에서 수집된 결

과를 장하기 해 스테이징 장소에 수집용 테이

블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로 이션 리자(Location Manager) : 시스템에 참여

하는 로컬 시스템의 근에 필요한 정보를 리하고, 

로벌 쿼리를 로컬 쿼리로 변환할 때 로컬 시스템의 

근 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스테이징 리자(Staging Manager) : 쿼리 리자가 요

구하는 임시테이블 생성하고, 로컬 시스템에서 수집

된 결과를 해당 임시테이블에 축 하고, 축 된 결과

를 서비스 재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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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층은 반 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

와 연 된 키워드들을 논문 검색을 통해서 수집하여 분

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재자(Service Arbitrator) : 반 인 시스템

의 운용의 리  재 역할을 담당한다.

∙ 인터페이스 리자(Interface Manager) : 인터페이스

를 생성하고 인터페이스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서비

스 재자에게 넘겨주고, 서비스 재자가 제공하는 

결과를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연 계 분석기(Associations Analyzer) : 사용자가 입

력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논문을 통하여 사용자가 입

력한 키워드와 키워드를 통해 수집된 논문들의 키워

드간의 연 계를 분석하여 효율 인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터페이스 계층은 사용자와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응용 어 리 이션 계층이다.

3.1.2. 멀티 온톨로지 역(Multi Ontology Area)

제안하는 시스템을 운 하기 한 에이 트들은 멀

티 온톨로지 에서 수행된다. 멀티 온톨로지라 함은 인

스턴스 온톨로지, 메타 온톨로지, 로 이션 온톨로지를 

기본 으로 이용하고, 연 계 온톨로지를 추가한 것

이다.

∙ 연 계 온톨로지(Associations Ontology) :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가지는 논문들을 수집하여, 수집된 

논문들에서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추출․분석을 통

해 연 계를 분석하여 장한 키워드 연 계 지

식 장소이다.

∙ 인스턴스 온톨로지(Instance Ontology) : 데이터가 가

지는 값들 사이의 이질  문제를 해결하기 한 지식 

장소이다.

∙ 메타 온톨로지(Meta Ontology) : 각 시스템에서 가지

고 있는 메타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의미  이질성과 

구조  이질성을 해결하기 한 지식 장소이다.

∙ 로 이션 온톨로지(Location Ontology) : 분산된 시스

템에 근하기 한 통신 정보, 근 경로, 보안 정보 

 권한 정보를 리하는 장소로 다른 온톨로지와 

연 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목록이라 볼 수 있

지만, 다른 온톨로지와 같이 맞물려 사용되므로 온톨

로지라 한다. 

3.2. 연 계 분석 기반의 키워드 추천 

본 장에서는 입력된 키워드에 한 논문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연 계를 분석하는 

방안에 해서 기술한다. 연 계 분석은 사용자가 입

력한 키워드를 기 으로 해당 키워드를 포함하는 논문

을 검색하여 검색된 결과에 한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

워드간의 연 계를 통계  방법으로 분석한다. 해당 

키워드와 통계  연 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를 이용하

여 검색을 수행하면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해 통계  가 치 방법으로 데이터 마

이닝 기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Tf-idf[11] 가 치 방식을 

이용하여 키워드간의 연 계를 분석한 가 치 모델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사용자 키워드를 라 하고, 를 가지는 논문을 

라 하고, 각 논문      가 가지는 키워드 수

는 라고 한다. 를 가지는 논문의 모든 키워

드의 개수는 각 논문에 있는 키워드 개수의 합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수식(1)과 같다.






  (1)

그리고 와 같이 포함된 키워드들을 연 키워드이

다. 이 키워드를 라 하고, 와 연 계를 가지는 

번째 키워드의 개수를 
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연  키워드의 빈도수(  : i'th Key Frequency)는 수식

(2)로 정리된다.















 (2)

i번째 연  키워드를 포함하는 논문의 숫자를 


라 하고, 을 가지는 논문의 편수를 라 할 

때,  i 번째 연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의 역 빈도수(  

: i'th Inverse Paper Frequency)는 수식(3)과 같다. 


 log





(3)

이를 정리하여 i번째 연  키워드의 연 성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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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식(4)로 정리된다.


 ×   (4)

이 게 정리된 수식을 통해 를 포함하는 논문들

이 가지는 키워드들에 한 가 치를 분석하여, 와 

연 성 가 치가 높은 우선순 에 따라 의 순 를 부

여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검색의 정확도

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 치 평가방법을 용하기 해 디비피아

(www.dbpia.com)에서 “온톨로지”를 로 하여 검색한 

결과를 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연 계 분석하 다. 

이를 분석한 가 치는 표 1과 같다. 이는 수식 (1), (2), 

(3), (4)에 따른 연산 결과이며, “온톨로지”에 한 연  

키워드 리스트를 구하고, 검색된 논문에서 각 연 키워

드의 포함횟수(
),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가 포함된 논문의 역 빈도수() 그리고 연 성 가

치()를 구한 것이다. 이를 오름차순에 따라 정리하

여 왼쪽의 키워드부터 오른쪽 끝의 키워드까지 연 정

도에 따라 나열되어 있다. 이 연 계 분석 정보는 연

계 온톨로지에 장하고, 새로운 검색에 이용할 수 

있다. 

표 1. “온톨로지”에 한 연 계 키워드 분석
Table. 1 The Analysis of association keyword about 

keyword "Ontology"






　 


　 


　 


　

시맨틱 377 0.083 1.32 0.109

owl 173 0.038 2.443 0.093

rdf 94 0.021 3.323 0.068

에이 트 89 0.02 3.402 0.066

메타데이터 84 0.018 3.486 0.064

xml 73 0.016 3.688 0.059

키워드 67 0.015 3.812 0.056

시소러스 32 0.007 4.878 0.034

토픽맵 29 0.006 5.02 0.032

3.3. 멀티 온톨로지 기반의 문가 검색

본 장에서는 멀티 온톨로지를 이용한 문가 검색 방

안에 해서 기술한다. 문가를 찾기 해 사용자가 입

력한 키워드 정보를 통한 문가의 논문 정보 검색은 입

력한 키워드로 표  질의로 생성하고, 이는 해당 로컬 시

스템에 합한 로컬 질의로 변환되는 것으로 1차 질의를 

수행하는 기본 과정이다. 1차 질의의 수행 결과는 키워

드 연 계 분석을 하여 수집된 논문의 키워드만 추

출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검색된 결과 논문들

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분석하여 입력한 키워드와 

수집된 키워드들 사이의 연 계를 3.2에서 기술한 기

법으로 수행한다. 수행한 결과를 통해 2차 질의를 수행

하여 사용자에게 입력한 키워드와 연 계가 높은 키

워드를 포함한 질의결과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사용

자가 원하는 정보에 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에 3차 질의는 사용자가 찾은 문가를 확인하

는 과정으로, 사용자가 선택된 문가의 논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 한 반 인 과정은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질의 처리를 한 멀티 온톨로지 용
Fig. 2 Apply of ontology for query process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멀티 온톨로지가 용되는 단

계는 표 2와 같다. 메타 온톨로지는 표  항목을 기 으

로 로컬 스키마들과 연 계를 온톨로지로 구성한 것

이다. 

첫 번째 단계는 로벌 항목으로 표 된 질의문으로 

키워드 연 계를 포함한 질의이다. 로벌 항목은 메

타 온톨로지의 표  항목으로 질의를 구성한다. 이 게 

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질

의가 된다. 

이때 질의는 일반  질의문에서 가지는 FROM문을 

가지지 않는데 이는 로벌 질의로 로컬의 테이블 정보

를 포함하지 않았지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로벌 

항목으로 구성된 질의에서 토큰을 분리한 것으로 이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188

생성되는 토큰은 데이터 항목에 해당하는 역은 메타 

온톨로지를 참조하고, 조건과 같은 값에 해당하는 역

은 인스턴스 온톨로지를 참조하기 때문에 토큰은 두 개 

역으로 분리된다. 세 번째 단계는 분리된 토큰  메

타 온톨로지에 한 로컬 시스템에 따른 분리를 한 매

핑과정이다. 

표 2. 멀티 온톨로지를 이용한 질의 변환 사례
Table. 2 Example of query conversin using 

multi-ontology

분석 역 분석내용

로벌

항목

SELECT title, author, keyword, contents 

WHERE keyword = “온톨로지” AND 

keyword = “시맨틱”;

분리된

토큰

meta inf : title, author, keyword, contents

instance inf : 온톨로지, 시맨틱

메타 

온토로지 역

titile{ptitle, mainTitle}, author{name, authors, 

{lastname, firstname}}, keyword{kw, keys}, 

contents{paper}

인스턴스 

온톨로지 역

온톨로지{ontology}, 

시맨틱{semantic, 시멘틱}

로 이션 

온톨로지 역
ip, port, id, pass, path

연  온톨로지 

역

온톨로지{+시맨틱, +OWL, +RDF, 

+에이 트, +메타데이터, +xml}

  

표 2에서 표 된 ‘title{ptitle, mainTitle}’가 의미하는 

것은 로벌 항목 ‘title’에 해당하는 로컬 시스템의 항

목이 ‘ptitle’과 ‘mainTitle’이 있음을 시로 나타낸 것이

다. 네 번째 단계는 분리된 토큰의 인스턴스 온톨로지

에 한 매핑과정이다. 표  이질성이나 의미  이질

성을 이 단계에서 해결한다. 언어  표  차이도 포함

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로컬 시스템에 근하기 한 

치정보와 근 권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단

계에서 로컬 시스템에 근하기 한 질의가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는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키

워드 연 계를 분석한 결과를 질의에 포함시키는 단

계이다. 

이상은 멀티 온톨로지가 문가 망을 사용자에게 실

시간으로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를 이용해서 사용자는 

원하는 분야에 한 학술 문가를 더 효율 으로 찾을 

수 있다.

Ⅳ. 시스템 용  비교 성능 평가

제안되는 시스템의 반 인 수행과정은 크게 2단계

로 나 어지며, 그림 3과 같다. 1단계는 사용자의 키워드 

입력에서부터 키워드 연 계 분석을 통한 문가 정

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로 그림 3에서 1번부터 

15번까지이다. 

그림 3. 제안 시스템의 반 인 시 스 다이어그램
Fig. 3 The overall sequence diagram of proposed 

system

이를 통해 수행된 결과가 그림 4에서 제시되는 웹 인

터페이스이다. 과정에서 1번-8번 과정이 1차 질의에 의

해서 수집된 사용자 키워드를 통한 논문 정보를 수집하

는 과정이다. 9번-13번 과정이 수집된 논문에서 키워드

를 추출하여 연 계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키워드와 연 키워드에 해당하는 문가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2단계는 사용자가 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술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이며, 그림 3에서 16번-27번

까지이다. 이 단계는 사용자가 문가를 선택할 때마다 

해당 문가의 술 정보를 검색해야 하므로 반복 수행

하게 된다.

그림 3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 시 스 다이어그램에

서 1단계에 해당하는 연 계 분석 결과에 따른 문가 

검색결과이다.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 ‘온톨로지’와 연

계를 가지는 키워드 들을 연 계 가 치 우선순

에 따라 조합한 리스트를 화면상의 왼쪽에 제공된다. 



멀티 온톨로지 기반의 키워드 연 성을 이용한 문가 검색 시스템

189

그림 4. 연 계 분석을 통한 문가 검색 결과 화면
Fig. 4 The result of expert search Through 

association analysis

그림 4는 제공된 리스트에서 첫째 연 계를 가지는 

‘시맨틱’과 같이 검색된 결과를 오른쪽 문가 검색결과

와 각 문가의 키워드, 즉 심분야를 제공하고 있다. 

이 문가와 심분야를 통해 문가를 확인하려면 해

단 문가의 논문검색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성능 평가를 해서 기존 키워드 검색과 제안된 방

안을 비교 테스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비교 테스트 

방법은 기존의 키워드 검색과 제안된 방식 사이의 검색 

건수와 검색에 소요된 시간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수행

하 다. 

그림 5. 키워드검색과 제안된 방안의 성능 평가
Fig. 5 The performance test between keyword search 

and suggested method 

평가 결과 확인된 사항은 제안된 내용과 가깝게 검색

에 한 시간은 기존 검색보다 많이 산출되었다. 이는 검

색을 수행하기 한 사  단계로 키워드 분석을 통한 연

성을 제시해야 하고, 분산된 여러 시스템에서 추출되

어야 하기 때문에 기 용 단계인 용1 단계와 시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용된 이후에는 시간의 차이가 유

사하거나 어든다. 그리나 검색의 연 성 정보가 추가

됨에 따른 정확도 향상으로 검색의 결과 건수가 감소된

다. 미미한 시간차이에 비해 정확도가 향상되므로 효율

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와 XMDR을 활용한 학

술 분야별 심 키워드  융합 분야 키워드 추천 기법을 

제안하 다. 한 제안하는 방법론의 실제 용 가능성

을 평가하기 해 국내 유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131편의 키워드 600개에 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제안한 방법에 따라 학문 분야별 심 키워드  분

야 융합을 한 연결 키워드의 연 계 분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

을 제공한다. 첫째,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을 검색

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심 분야의 키워드에 한 

기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특정 키워드에 한 

인  키워드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종 분야

의 융합에 활용되는 연결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다. 넷

째, XMDR의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특정 키워드에 한 

연 계 정의를 이용하여 동음이의어, 이음동의어, 유

사어 같은 연 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사

용자가 요구하는 키워드를 기 으로 키워드간의 연

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분석자의 주

개입을 배제하고, 이를 객 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본 논문

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도입으로 온톨로지를 이용한 

연 계 분석을 정련하고, 이를 통해 더욱 개 인 분

석이 되도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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