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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웹의 사용자와 컨텐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능적 정보시스템과 웹 서비스(Web Service) 

개념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의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맨틱 웹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웹 서비스를 위한 FXDB (FUZZY XML DATABASE) 시스템 설계 기법과 의미

정보(Semantic Information)를 자동으로 실시간 웹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FXDB 시스템은 XML 기술과 퍼지기술을 이용하여 웹상의 메타데이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미적으로 자동해석하고 XML 기반 웹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제안한다. 따라서 시맨틱 웹

환경을 위한 메타데이타의 해석을 좀 더 자동화, 지능화 할 수 있는 차세대 웹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웹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의미정보에 따른 빠른 의사결정과 시맨틱 웹 정보

검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1. 서  론1 

 

인터넷 환경은 현실 세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웹 기술 그리고 웹 서비스(web service) 기

술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웹은 

실세계의 데이터를 점점 많이 취급 할뿐만 아니라, 인간

에게 좀 더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지능적이고 

의미적인 차세대 웹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술이 보급된 이후

로 XML 을 기반으로 하는 웹 서비스 기술 개발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XML 관련 표준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1]. 특히 XML

은 최근 시맨틱 웹(semantic web) 환경을 만들어 나가

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크업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RDF, RSS 와 같은 차세대 시맨틱 웹 기술에 토대가 되

는 웹 표준 언어이다[2,3,4,5].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웹을 웹 2.0 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웹 문화가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시맨틱 웹 2.0 과 같이 정보의 

표현을 좀 더 의미적으로 표현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개념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6]. 즉, 이러한 웹 문화의 

변화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Savannah State University of 
Georgia. 

위해 사용하던 인터넷 환경을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이해하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일

어난 것이다. 즉, “찾아가는 정보가 아닌 찾아오는 정

보”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인터넷 블로그(blog) 사용이나 RSS, Ajax 와 같은 

기술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인터넷 사용을 도모하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기술에 공통된 문제점 중에 하

나는 사용자가 정보를 직접 제작하거나 표현해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제작된 정보 표현은 애매한(vague) 의

미에 대해서 해석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의미 정보(semantic Information) 표현이라는 것은 실세

계의 데이타에 대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의미적 정

보를 지닌 표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상품의 가격

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때, 그 수치 정보가 사용

자에게 의미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변환되는 것이다. 

그림 1 은 데이터와 의미정보 관계를 정의한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데이타와 의미정보 관계 그래프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웹 서비스를 구현 하

기위해 상품을 표현한 XML 문서를 사용하여, 상품의 가

격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타를 먼저 추출하고 XML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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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해당 상품이 비싼 가격대의 상품

인지, 싼 가격대의 상품인지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실시

간 상품에 의미정보를 서비스 혹은 검색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XML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미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퍼지집합(fuzzy set), 퍼지 숫자

(fuzzy number), 퍼지 논리(fuzzy logic)을 적용할 수 있

는 방법을 연구하고, 웹 상의 실제 상품 카탈로그 이미

지 가격 정보에 반영하여 의미성을 해석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을 연구하고 제시하였다. 또한, 메타데이타의 삽

입(insert), 갱신(update), 삭제(delete)에 따른 트리거 

이벤트(trigger event)를 설계하고, 적용 사례를 살펴본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퍼지 기

술과 XML 데이터베이스 관련연구에 대하여 소개하고, 3

장에서는 FXDB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고, 4 장에서는 메

타데이타에 대한 퍼지 데이타를 자동 생성하기 위한 알

고리즘과 의미정보 생성기법을 설명한다. 5 장에서는 

FXDB 시스템 구현 및 실험 평가에 대하여 논의한다. 마

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상품 정보와 같은 메타데이타는 다양하고 방대한 양

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효율적인 검색을 하기 위해서

는 데이타를 기술하는 방법이 구조적이고 체계화된 형

태의 메타데이타가 요구된다. 그래서 XML 로 메타데이

타를 표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실세계 데이타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

합적인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XML

표현 방법들은 상품 자체의 데이타만을 고려하거나 단

순한 메타데이타만을 표현하므로 실제 인간이 표현하는 

의미정보 표현의 어려움이 있으며, 자동 변환 서비스 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의미성을 포함한 효

과적인 검색을 지원할 수 없고, 표현의 애매성을 고려하

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인간적 표현의 의

미성이란 데이터의 수치적 표현이 변화됨에 따라 인간

의 의사결정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품의 가격이 2004 년에 50,000 원인 핸드폰을 “비싸

다”고 생각했다면, 2005 년에는 “싸다”고 표현할 수 있

으며, 현재 2007 년에는 “매우 싸다”라고 표현할 수 있

다. 즉, 같은 상품의 의미적 정보가 시간적으로 변화됨

에 따라 인간의 의미성 부여는 변화하게 된다. 이런 예

는 정적인 수치(static number)에 대한 가변적 의미성

(semantic variable) 또는 가변적 언어(linguistic 

variable) 변화로 정의 할 수 있다. 다른 예로 한 상품의 

가격이 2004 년에 50,000 원인 핸드폰을 “비싸다”고 생

각 했었지만, 2005 년에는 40,000 원으로 가격 변화가 

되어 “싸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2007 년에는 20,000

원으로 가격이 변화 되어 “매우 싸다”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즉, 같은 상품의 수치적 데이터가 시간적으로 변

화됨에 따라 인간의 의미성 부여가 변화하게 된다. 이런 

예는 가변적 수치(variable number)에 대한 가변적 의미

성 변화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림 2 는 가변적 의미성 

변화에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가변적 의미성 변화 개념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의미성을 자동해석 하기위한 퍼

지 기술과 시맨틱 웹 서비스를 위한 XML 데이터베이스 

관련기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2.1 퍼지 기술 

 

최근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컴퓨터를 

만들고자 하는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사용하는 숫자는 

물론이고 애매한 표현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애매한 표현을 처리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퍼지 이론(fuzzy theory)이다[7]. 

예를 들어, 인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매우 

비싼(very expensive)“ 혹은 ”비싼(expensive)“과 같은 

표현은 정형적인 형태의 데이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미지 색상에서도 ”약간 붉은 (light 

red)“ 혹은 ”거의 붉은(dark red)“과 같은 표현은 

애매한 표현으로 다루게 된다[8,9,10]. 그림 3은 퍼지 

소속 함수 모델링 예를 설명한다.  

 
그림 3. 퍼지 소속 함수 모델링 

 

퍼지 집합(fuzzy set)은  애매한 개념을 다루는 집합 

개념이다. 의미적으로 접근되어 애매성이 있으며 

구별하기 힘든 데이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퍼지 집합을 많이 사용한다. 퍼지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집합 X의 요소가 그림 4와 같이 

이산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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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퍼지 집합의 표현 방법 

  전체 상품정보 XML 문서 집합 I 를 I={i1, i2, i3,.....,in }로 

정의 한다면, 이 경우 퍼지 집합 A 는 공식(1)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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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속적인  표현에서는 소속 함수를 사용하여 공

식(2)와 같이 정의한다. 

∫ iiA /)(µ
        ................................... (2) 

 두 퍼지 집합 A, B 에 대한 연산은 공식(3)과 같이 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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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XML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정보 형태를 가진 웹 문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XML 관련 연구들이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XML문서들을 저장, 관리 및 

검색할 수 있는 XML 저장 관리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와 XML 관련 질의어에 관한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11]. XML 데이타를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하여 

질의하기 위한 방법은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들에는 XML을 위한 XML전용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을 만들거나, RDB 혹은 ORDB와 같은 기존의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 저장 관리하는 방법이다[12,13]. 

기존의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 저장할 때 데이타 

모델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이를 저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특성을 잘 이용하여 XML 질의 수행을 빠르게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타를 XML 문서로 변환하는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웹 

환경에서 이질적인 정보에 대해 데이타의 추출 및 

통합하는 시스템 개발도 연구 되어지고 있다[14]. 

   현재 XML 관련 질의어는 XPath, XML-QL, XQL, 

Quilt, XQuery 등이 있으며, 이들은 XML문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구조-내용기반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XML 질의어를 활용하면 내용 기반 검색, 구조 

기반 검색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XML 문서 검색 

질의를 표현할 수 있다. 

  XML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형태로의 문서 변환 

기술이다. XML문서를 다른 형식의 데이타로 변환하기 

위해 CSS 혹은 XSL을 적용하며, XSLT에 의해 변환된 

문서로 제공하게 된다. 변환된 XML문서는 다른 형태의 

포맷을 가진 XML문서와 같은 형태로 웹 서비스한다. 

 

3. FXDB 시스템 구조 

 

  그림 5는 시맨틱 웹 서비스를 위한 FXDB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FXDB는 XML문서와 퍼지 데이타 

사전을 저장 관리 할 수 있으며, 트리거를 기반으로 

퍼지 데이터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XML문서로 부터 필요한 메타데이타를 

추출하여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실시간 

의미정보를 생성하여 웹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 시맨틱 웹 서비스 FXDB 시스템 구조 

 

4. 의미정보 자동 생성 기법 

 

본 논문에서는 상품정보에 대한 XML문서로 부터 

가격정보를 추출하여, 추출된 수치적 데이타를 의미적 

정보로 자동 생성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한다. 그림 

6은 XML문서로 부터 가격 메타데이타를 추출하여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타를 퍼지 생성 

모듈에 의해 퍼지데이타를 생성하고, 퍼지 사전 

테이블에 저장한 후 퍼지 XML 문서로 다시 웹 

서비스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iAµ

그림 6. 퍼지 XML문서 생성  

 

그림 7은 상품 메타데이타 속성 중 가격을 퍼지 집합 

표현에 적용한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7의 (a)는 가격의 

범위를 2~4만원으로 한정된 소속 함수로 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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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나타내며, (b)는 2만원 이상으로 연속적 소속 

함수로 나타낸다. 

)(ixµ )(iyµ

  

 (a) 2~4만원 소속함수      (b)2만원 이상 소속함수 

그림 7. 가격 메타데이타 퍼지 집합표현 

 

전체 상품정보 집합 I 에 관한 퍼지 집합 A 인 경우

]1,0[: →IAµ 되는  소속함수 uA(i)에 의해 특성 지워진 

집합이고, 소속함수 uA(i)는 A 에 관한 I 의 소속도를 나

타낸다. 이 경우 uA(i)의 값이 1 에 가까우면 i 의 A 에속

하는 정도가 크고, 반대로 0 에 가까우면 i 의 A 에 속하

는 정도가 적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퍼지 부분집합 A
는 원소 I 와 소속도 uA(i)쌍의 집합으로 식(4)와 같이 정

의 한다. 

IiiiA A ∈= |))(,( µ
  .............................. (4) 

상품 메타데이타 중에서 가격정보에 대한 퍼지 데이

타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림 8 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

한다. 여기서, ix 는 각 상품 메타데이타 중 실제 가격 데

이타를 추출한다. min_value 는 전체 가격 데이타중에 

가장 최소값을 추출한다. max_value 는 전체 가격 데이

타중에 최대값을 추출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XML 문

서로 부터 해당 메타데이타를 추출하여 저장하고, 각 투

플(tuple)에 가격데이타를 추출하여 연산한다. 연산된 

퍼지 값은  fuzzy_value 에 저장되고, 데이타베이스의 

퍼지 사전 테이블에 저장한다.   

Procedure 1. Generate_fuzzy_data (num:integer; row_count:integer; 
min_value:float; max_value:float, real_value:float, fuzzy_value: 
float)  

BEGIN  
num ← 1 ;  
row_count ← COUNT(ix) ; /* number of record */ 
min_value ← MIN(ix) ; /* minimum value */ 
max_value ← MAX(ix) ; /* maximum value */ 

  WHILE  num < (row_count+1)  
      BEGIN  

      real_value ← SELECT(num) ;  
      front_value ← real_value - min_value ;  
      rear_value ← max_value - min_value ;  
      fuzzy_value ← ( front_value / rear_value) ;  

        IF fuzzy_value ≠ null DO  
          BEGIN  

         UPDATE(num);  
          END  

      num ← num+1 ;  
       END  
END  
End of procedure 1 

그림 8. 퍼지데이타 생성 알고리즘 

퍼지데이타 생성 알고리즘은 저장 프로시저로 생성하

여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한다. 저장된 프로시저는 상품 

메타데이타를 기반으로 연산을 하여 퍼지데이타를 생성

해 낸다. 생성된 퍼지데이타는 의미정보를 생성하기 위

해 그림 9 의 알고리즘을 통해 의미정보를 자동 생성하

여 저장하게 된다. 만약 새로운 상품의 가격 메타데이타

가 삽입되거나 수정되면, 트리거(Trigger) 동작에 의해 

저장 프로시저는 자동으로 재 수행을 하고, 새로운 퍼지 

데이타를 생성해 실시간 저장하게 된다.  

그림 9 의 알고리즘에서  low_weight, middle_weight, 

high_weight 는 각각 퍼지 데이타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매우 싼 가격대의 상품은 {0.25≥weight≥0.0}의 가중치

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보통 싼 가격대는

{0.5≥weight≥0.25}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싼 가격대의 가중치는 {0.75≥weight≥0.5} 가중

치를 부여하고, 아주 비싼 가격대의 가중치는

{1.0≥weight≥0.75}로 부여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중

치에 대한 적용은 특정 측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개념적

인 비율(1/n)로 적용하여 low_weight = 0.25, 

middle_weight=0.5, high_weight=0.75 로 적용하여 실

험하였다. 즉, Ti 는'very cheap', 'cheap', 'expensive', 

'very expensive'와 같이 4 분류로 적용하였으므로 

0.25(1/4=0.25)단위로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Procedure 2. Generate_semantic_information (get_price:integer; 
fuzzy_data:float)  
BEGIN  

fuzzy_data ← select_from_table(get_price)  
  IF fuzzy_data < low_weight THEN  
   { IF SI_data == null  INSERT(Ti )  /* Ti : Term */ 
      ELSE  UPDATE(Ti ) }  
  ELSE IF fuzzy_data < middle_weight THEN  
   { IF SI_data == null  INSERT(Ti )  
      ELSE  UPDATE(Ti ) }  
  ELSE IF fuzzy_data < high_weight THEN  
   { IF SI_data == null INSERT(Ti )  

    ELSE UPDATE(Ti ) }  
  ELSE  
   { IF SI_data == null INSERT(Ti )  
      ELSE UPDATE(Ti ) }  
END 
End of procedure 2. 

그림 9. 트리거 기반 의미정보 자동생성 알고리즘 

 

의미 정보 자동생성 모듈 또한 저장 프로시저로 

생성하여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한다. 저장된 프로시저는 

퍼지데이타를 기반으로 연산을 하여 의미정보를 생성해 

낸다. 만약 새로운 항목의 메타데이타가 삽입이 되면, 

트리거(trigger) 동작에 의해 저장 프로시저는 자동으로 

재 수행을 하고, 새로운 퍼지 데이타와 의미정보를 

생성해 저장하게 된다. 그림 10은 FXDB 트리거 모듈을 

설명하고 있다. f(i)는 새로운 항목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경우에 수행하는 트리거 함수이며, f(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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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이 갱신되었을 경우에 수행하는 트리거 

함수이고, f(d)는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었을 경우에 

수행하는 트리거 함수이다. f(t)는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 후에 트리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한 함수이다. 이런 각각의 트리거 모듈은 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퍼지데이터의 값을 자동 변화 시키고, 

의미정보 또한 자동 변환 웹 서비스하게 된다. 

 

그림10. FXDB 시스템 트리거 모듈 

 

이러한 실시간 처리의 장점은 메타데이타에 대한 

의미성을 실시간으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의미정보 검색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메타데이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데이타량이 

많아지는 경우에 연산처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므로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효율적인 처리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1의 (a)는 초기 5개의 상품 가격 

메타데이타에 대한 가격정보를 퍼지 소속 함수 값으로 

변환하여 저장한 수치를 그래프로 보이고 있다. 초기 

5개의 상품 중에 i(5)번 상품 가격이 전체에서 가장 

비싸기 때문에 퍼지 값이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i(4)번 상품은 가장 싼 가격이므로 0.0의 퍼지 

값을 가지게 된다. 나머지 3개의 상품 이미지 i(1), i(2), 
i(3)은 각각 0.45, 0.7, 0.6로 비슷한 가격대이면서 중간 

가격대의 상품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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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기 데이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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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차 데이타 추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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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차 데이타 추가 삽입 

그림 11. 퍼지 소속 함수 값 변화 그래프 

 

그림 11의 (b)는 5개의 상품 가격 메타데이타가 

추가되어 각 메타데이타의 퍼지 소속 함수 값이 변화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c)는 5개의 상품 가격이 더 

추가 되었을 경우에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퍼지 

데이타에 대한 의미정보 생성은 사용자에게 이미지 

데이타에 대한 의미성을 전달하기에 적당한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함으로서 의미성 전달을 강화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상품에 대한 37000원이라는 

메타데이타 정보는 해당 상품이 비싼 상품인지, 싼 

가격의 상품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expensive’ 혹은 ‘very cheap' 과 같이 부가적인 

의미성을 제공한다면 좀 더 편리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의미적 판단을 제공하게 된다. 그림 12는 

의미정보 생성 알고리즘(Procedure 2)에 의해 생성된 

FXDB 테이블 결과를 차트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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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의미 정보 생성 결과  

 

5. 시스템 구현 및 실험평가 

 
본 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한 FXDB 시스템 설계를 

기반으로 시맨틱 웹 서비스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현

하고, 의미 정보의 변화에 대하여 실험한다. 제안된 시

스템은 실제 웹 환경에서 상품 정보를 위한 XML 문서를 

사용하고,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에 매핑되어 XML 데이타

를 저장관리 할 수 있다. 시스템 프로토타입 구현을 위

해 Pentium 4 CPU 2.80GHz 그리고 1GB RAM 을 사용

하였으며, MS-SQL Server 2005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그림 13 은 실시간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상

품 가격에 대한 의미정보 변화 형태를 그래프로 표현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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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시간 의미정보 변화 웹 서비스 그래프 

 

그림 13 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i(2)번 상품이미지

의 가격정보에 대한 의미는 초기에 ‘very expensive’라

는 의미로 서비스 되었지만, 새로운 가격정보에 의해 

‘expensive’라는 의미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4 는 FXDB 시스템에서 퍼지 소속 함수 값과 의미 정

보를 생성하기 위해 트리거가 동작하는 경우 수량의 변

화에 따른 수행 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데이타의 삽입

과 삭제 그리고 수정이 있을 경우 수행 시간은 비슷하

지만, 수량이 많아지면서 급격히 수행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트리거 수행 모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트리거 기반 FXDB 수행시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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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트리거 기반 FXDB 수행시간 비교분석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XML과 퍼지기술을 적용하여 시맨틱 

웹 서비스를 위한 FXDB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시간 

의미정보를 서비스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퍼지데이타 

적용방안을 연구 하였으며, 상품 가격 메타데이타로 부

터 퍼지데이타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구

하였다. 또한 시맨틱 웹 환경을 위한 메타데이타의 의미 

해석을 좀 더 자동화, 지능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좀 더 친숙하고 편리한 웹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의미성을 함축한 의미

기반 검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

의 의사결정을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상품정보 검색에도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웹 상의 메타데이타 적용 방법

과 지능적 비즈니스를 위한 시맨틱 웹 환경에 적용 방

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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