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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웹 페이지의 홍수 속에서, 의미상 서로 연관되었지만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웹 페이지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질적이지만 서로 연관된 의미를 갖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질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다수의 웹 페이지들을 XML 기반의 메타데이터(metadata)로 

융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는 온톨로지와 OWL을 이용하여 융합

된다. 또한 제시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정보 중 부동산을 사례를 들어 시스템을 구현한다. 구현된 시스템은 각기 다른 데이터

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웹 페이지를 하나의 웹 페이지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XML 문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키워드: 시맨틱 웹(semantic web), 온톨로지(ontology), OWL, 지역정보 융합(local information integration), 메타 데이터
(mata-data)

I. 서론

인터넷은 사용자에게 정보검색의 편리함과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정보의 폭

발적인 증가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웹 페이지에

서 질적으로 향상된 정보를 얻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맨틱 웹은 차세대 웹의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1]. 
하지만, 시맨틱 웹으로 제공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규모는 여전

히 방대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웹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

득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서로 연관된 정보를 융

합하여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서로 연관된 정보가 하나로 융합되어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질의 정보를 기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metadata)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시맨틱 웹과 메타데이터의 결합

은 개발자들에게는 체계적인 문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롤 

모델이 된다. 이에 따라 더욱 진보된 검색을 위하여 시맨틱 웹을 

이용한 메타데이터의 구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그러나 웹에 존재하는 정보들은 각기 다른 카테고리의 다양한 

의미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카테고리의 단어라 할지라도 

다른 음절을 표기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같은 음절이지

만 다른 의미를 갖는 데이터들은 사용자들의 정보검색에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동음이의어와 이음동의어를 구별할 수 있고, 분산된 

다양한 이질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에이전트(agent)가 필요하다[3].
본 논문에서는 웹 페이지들을 대상으로 사전 학습과 특정한 태

그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온톨로지 데이터 

사전을 이용해 동음이의어와 이음동의어를 구별하여 다시 카테고

리로 분류한다. 그리고 분산된 이질의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명칭

(named entity)과 값(value)을 추출하여 통합된 XML 메타데이터

를 구축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제

시된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정보 중 부동산을 사

례로 들어 정보융합 시스템을 구현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메타데이터들의 구성 

및 정보융합 방법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정보융

합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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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동산 사례를 들어 시스템을 구현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

론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웹 페이지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질적

이지만 서로 연관된 의미를 갖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

법이 필요하다.
군 정보 통합을 위한 메타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그리드 시스템

[4]은 이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통합된 군 정보를 제공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은 

여러 종류의 메타데이터를 공포하고, 저장하고, 접근하기 위한 통

일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그리드를 사용하여 대용량

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된 형태로 제공한다. 메타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그리드 시스템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보면, 분할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메타데이터 관리기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되고, 
통합된 데이터들은 질의 처리기를 거쳐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표현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데이터

베이스의 구성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며, 웹 에이전트의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는 단순히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웹 페이지로 

출력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동음이의

어나 이음동의어에 대한 처리도 필요하다. 
의미 중의성을 고려한 온톨로지 기반 메타데이터의 자동생성[5]

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메타

데이터를 구축하여 데이터들의 의미와 관계들을 시스템이 자동으

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메타데이터의 자동생성 시

스템 구조는 전처리 단계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HMM 학습[6] 결
과로 생성된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의미를 결정하는 단계로 수행한

다. 그러나 이 연구는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보다는 의미 중

의성을 판별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Corcho[7]는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S-OGSA(Semantic 

Open Grid System Architecture)를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RDF[8]와 

OWL[9]을 기반으로 동음이의어와 이음동의어에 강인한(robust) 메타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론으로 자연어, 태그 기반, RDF 기반의 모든 

환경에 대하여 각기 다른 단계의 과정을 거쳐 메타데이터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방법론만을 제시하고 실제 구축 과정이나 실험결

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OWL의 특성상 특정한 카테고리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카테고리도 지정

하지 않고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문제점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

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온톨로지와 OWL을 사용하

여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스템의 세부 모듈의 흐름에 

따라 융합된 데이터를 XML 문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제시된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정보 중 부동산을 사례

로 정보융합 시스템을 구현한다.

III. 지역정보 융합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역정보 융합을 위한 시스템은 전처리

를 포함하여 크게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은 제안된 시스템

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온톨로지와 OWL 툴을 사용하

여 동음이의어와 이음동의어를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 사전을 구

축한다. 온톨로지(Ontology)란 정보 자원을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시맨틱(semantic)으로 표현한 특정영역(domain)의 메타데이

터(metadata)이다[10].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Architecture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안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정보 

중 부동산을 사례로 시스템을 구현한다. 그림 1의 시스템 구성도

에 따라, 먼저 부동산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웹 페이지와 부동산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웹 페이지 각각 50개씩을 Training Data로 

선정하여 전처리 과정과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 결과로 얻은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부동산에 관련

된 특징이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고, 총 출현 횟수, 문서 평균, 가중

치를 종합하여 각각의 특징항목들에 대해 순위를 매겼다. 
전처리 과정을 마치고,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정보추출 

모듈의 전 과정이 시작된다. Crawler[11]는 웹 페이지에 대한 주

소를 수집하고, Wrapper[12]는 수집된 주소를 바탕으로 웹 페이

지의 정보를 추출한다.
Wrapper로부터 추출된 정보들은 전처리의 학습결과로 얻은 특

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특징 검사는 그림 2와 같다. 특징

을 포함하고 있는 웹 페이지는 신뢰성 판단과 메타데이터 구성의 

효율을 위하여 인덱싱 단계를 거친다. 인덱싱을 거치기 전의 데이

터는 그림 3과 같고, 인덱싱을 거친 데이터는 그림 4와 같다. 형태

소 분석, 불용어 및 중복어 제거, Stemming[13] 등을 거친 문서가 

토큰화되었다.
다음 단계로 신뢰도 평가를 수행한다. 신뢰도 평가 모듈은 수정된 

웹 페이지 정보를 토대로 각 항목에 따른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항
목별 카테고리 분류는 전처리 단계에서 구축된 카테고리 온톨로지 

데이터 사전을 토대로 구성된다. 카테고리 분류가 완료된 웹 페이지 

정보는 Naive Bayes 방법[14]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한다.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선별된 문서에 대한 신뢰도는 84.7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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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의 신뢰도를 받은 웹 페이지 정보는 최종적으로 사용

자가 입력한 키워드 매칭을 통해 적합한 문서인지 선별한다. 사용

자 키워드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 정보는 메타데이터 구성 모듈로 

이동하고 사용자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는 웹 페이지 정보는 삭제

한다. 이 작업은 Crawler에 수집된 모든 웹 페이지 주소를 검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된다.

표 1. Training Data의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the Training Data

(a) 부동산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특징 추출

(a) Feature extraction for the web pages with real-estimate data

(b) 부동산 정보를 담지 않는 웹페이지에 대한 특징 추출

(b) Feature extraction for the web pages without real-estimate data

그림 2. 특징 검사

Fig. 2. Feature test

 그림 3. 수정 전

Fig. 3. Before the correction

 그림 4. 수정 후

Fig. 4. After the correction

그림 5. 신뢰도 평가

Fig. 5. Reliability evaluation

메타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출력하기 위해 신뢰도 평가 모듈에서 

전송된 웹 페이지 정보는 메타데이터 구성과 융합을 위하여 각 카

테고리별로 고유의 named entity를 부여한다. 각각 다른 단어로 

구성된 항목들을 통합하기 위해 온톨로지 사전에 정의된 항목을 검

색하고, 각 항목에 맞는 named entity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 단계는 Wrapper를 통한 named entity를 실제 XML 형태

로 구성하기 위한 태그를 부여하는 단계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사

용자로부터 입력된 키워드의 매칭을 통해 XML 메타데이터를 생

성하고 그 결과를 그리드 테이블의 가독성이 뛰어난 형태로 사용

자에게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는 그림 6
과 같다.

그림 6. XML 메타데이터와 최종 결과

Fig. 6. XML metada and fin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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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웹 페이지로부터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융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전처리, 
정보추출, 신뢰도 평가, 메타데이터 구축의 체계적인 순서로 분산

된 이질의 데이터들에 대하여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론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

정보 중 부동산을 사례로 하여 융합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첫째, 온톨로지 데이터 사전을 구축

하여 각 항목 간의 동음이의어와 이음동의어를 포함한 분류를 수

행하고 고유의 named entity를 부여하여 의미 중의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둘째, 검색어를 입력하면 사용자에게 링크를 

제공하는 대신에 사용자의 키워드에 맞는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도

록 하였다. 셋째, 사전 학습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새로

운 웹 페이지의 정보가 추가될 시에 그에 대한 새로운 학습을 수

행하여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유연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겪는 불편

함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정확하고 가독성 

좋은 검색결과를 제공한다.
향후 연구로는 다른 분야의 웹 페이지 정보들에 대한 메타데이

터를 단순 키워드 매칭에서 벗어난, 사진이나 동영상 등과 같은 다

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들을 융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GPS 정보와 온톨로지 추론 기능을 활용하여 상황인지 추천 서비

스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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