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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개방형 플랫폼과 정보공유공간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의 사용이 증가하면

서 관련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겨났다. 기존의 시스템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가 개인 데

이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고, 웹 사이트 간 정보공유가 제한되었다. 그래

서 소셜네트워크의 데이터를 개인이 원하는 다른 관리 영역에서 소유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소셜네트

워크에서도 자유로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분산형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웹 기술을 이용하여 이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다른 관리 영역의 데이터, 사

용자들과의 관계, 데이터의 연관성들을 구조화 시키고, 데이터 웹 검색의 사용성을 높이는 데이터 웹

검색기반 분산형 소셜네트워크를 설계 하였다.

1. 서론

오늘날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웹 사용

자의 중요한 활동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

인 서비스 예로는 페이스북(Facebook)[1], 마이스페

이스(MySpace)[2], 트위터(Twitter)[3] 등이 있다.

현재 각각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속해 있는 개

인 정보들은 다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안에서 자유

롭게 공유할 수 없다. 즉, 사용자는 트위터에 있는

정보와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없

다. 여기서 정보공유의 의미는 단지 데이터만 서로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

는 새로운 지식을 말한다. 또한, 웹 사용자는 소셜네

트워크에 있는 개인 데이터를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없다. 실제 개인 데이터의 저장장소는 서비스 제

공 업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4]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개인의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사이트 공간에서의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시킨다. 사용자에게 자사의 소셜네트워크 공간

에서만 데이터를 사용하게 제한하고 정보를 소유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게 개

인정보를 맡기는 것에 불안하고 개인정보 노출의 위

험성을 느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

산형 소셜네트워크(Decentralized Social Network)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분산형 소셜네트워크는 데이터를 개인이 원하는

관리 영역에 소유하고 다른 사이트공간에서도 자유

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에, 분산형 소셜네

트워크는 다른 관리 영역의 데이터, 이종 소셜네트

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의 관계, 데이터의 연관성이

복잡하므로 자료 공유 및 검색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분산형 소셜네트워크의 문

서화 되어 있는 웹을 데이터 웹으로 변환시키고 구

조화하는 데이터 웹 검색기반 분산형 소셜네트워크

의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산형

소셜네트워크와 데이터 웹 검색에 관련된 연구에 대

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설계한

데이터 웹 검색기반 분산형 소셜네트워크에 대해 설

명하고자 한다. 4장에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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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분산형 소셜네트워크
분산형 소셜네트워크의 기본개념은 자신의 데이터

를 직접소유하고 컨트롤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프

레임워크의 개념과 특징을 보면 다음 [그림1]과 같

다.[5]

[그림 1] 분산형 소셜네트워크 기본 프레임워크

1) 분산 : 다른 영역간의 연결

웹 사용자는 데이터를 자신이 원하는 다른 영역에

서 관리 하고, 개인 정보를 직접 소유할 수 있다. 그

리고 사용자는 다른 소셜네트워크 공간에서도 사용

자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2) Open API

분산형 소셜네트워크에 접속하고 데이터를 처리하

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소셜네트워크 공간

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3) 세부적 인맥관리

사용자는 각각의 인맥(개인)마다 공유영역을 설정

할 수 있고, 개인별 공유레벨을 선택할 수 있다.

분산형 소셜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세부적으로 구

성하고 설계하는 측면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사람의 개인 정보와 친구 관계를 FOAF (Friend of

a Friend)를 이용해서 모델링한 프레임워크 연구가

있다. 이 방식은 정보의 자원간의 관계를 설정하기

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원에 대

한 식별자로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사용했다.[4] 웹에서 자신의 계정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는 방식인 OpenID를 통해서 공통의 ID로 여러 사

이트의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소

셜네트워크의 정보를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6]로 구조화 시키고, 표준 온톨로지

(ontology)를 사용해서 데이터간의 정확한 자료 공

유를 할 수 있게 했다. SociaLite Language를 통해

서 데이터로그, 서술형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구현하

여 소셜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GUI에 쿼리를 쉽게

쓸 수 있게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5]

2.2 데이터 웹 검색
소셜네트워크 공간에 있는 많은 웹들의 자료를 공

유하고 검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8] 시맨틱 기술을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웹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시맨틱 웹을 구성하고 검색하는 연구는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시맨틱 웹은 웹 데이터와의 관계를 온

톨로지로 구축하여서 의미있는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온톨로지 구축방법은 RDF, OWL (Ontology

Web Langage) 등이 있다. RDF는 웹 상에서 자원

들의 관계를 트리플 형태(주어, 서술부, 목적부)로

표현한다.[9]

Wikipedia[10]로부터 구조적 정보를 뽑아내고, 이

정보를 웹으로 연결시켜주는 DBpedia[11] 프로젝트

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정보 추출 프레임워크 개

발을 통해서 콘텐츠를 Linked Data[12] 하였다.

Wikipedia의 Infobox(기본정보)로부터 온톨로지를

매핑하여 데이터의 질을 높였다. 그리고 각각의 데

이터에 대한 엔티티를 정의함으로서 데이터 웹 개발

에 어려움을 해결하였다.[13]

3. 데이터 웹 검색기반 분산형 소셜네트워크의 설계

3.1 프레임워크 설계 

[그림 2] 데이터 웹 검색기반 분산형 소셜네트워크의 기본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데이터 웹 검색기반 분산형 소

셜네트워크의 기본구조는 [그림2]와 같이 크게 2부분

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Extraction Management는

온톨로지 매핑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조화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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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Data화 하는 부분이다. 둘째, Personal

Management는 이종 소셜네트워크 간의 연결과 권

한을 설정 해주는 부분이다.

3.2 세부 설계
3.2.1 Open API 
개방형 소셜네트워크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Open API를 지원해준다.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3.2.2 Extraction Management  
Extraction Management는 문서화 되어 있는 웹을

데이터 웹으로 변환시켜 주는 부분이다. Personal

Management를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분산형 소

셜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소셜네트워크에 관련된 온톨로지가 RDF

로 구축되어 있다. Raw Data의 데이터 분석을 한

후에 현재 온톨로지와 비교해서 매핑을 한다. 온톨

로지 매핑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조화 시켜준다. 그

다음에 Linked Data화를 시켜준다. Linked Data는

먼저 URI를 명명하고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URI는 웹상에 존재하는 자원을 지칭하는 스트

링의 표준 형식이다. 그리고 URI로 접근 했을 때,

RDF 기반의 URI가 포함되어 있는 상세 정보를 보

여주고 다른 관련된 개념에도 접근 할 수 있게 해준

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데이터 웹이 생성되고 데이

터가 구조화 된다.

3.2.3 Personal Management  
Personal Management는 사용자에게 분산형 소셜

네트워크의 접근 인증을 해준다. OpenID를 통해서

공통의 아이디로 다른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

다. 각각의 다른 소셜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공

통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다. 공통 프록시 서버는 클

라이언트가 자신을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접근 할 수 있게 해준다. Personal

Management는 다른 사용자간의 데이터 공유레벨

과 개인별 데이터의 공유 범위도 설정할 수 있다.

3.2.4 SPARQL 
SPARQL(SPARQL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은 애플리케이션이 분산 RDF 데이터베이

스에서 정교하고 복잡한 질의를 가능하게 해주며,

현재 여러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 그리고 이 언어

는 RDF와 같은 트리플 구조이므로 쉽게 질의어를

만들 수 있다. Extraction Management에서 Linked

Data된 데이터 웹은 구조화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질의어를 쉽게 만들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데이터 웹 검색기반 분산형 소셜네트워

크를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이종 소셜네트워크,

다른 영역의 데이터 관리 등으로 인한 데이터 검색

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화 된 데이터 웹

을 생성하였다.

Extraction Management를 통해서 문서화되어 있는

웹을 온톨로지 매핑과 Linked Data 하였다. Personal

Management는 OpenId를 통해서 다른 소셜네트워크

간의 정보공유 권한을 설정해 주었다. 분산형 소셜네

트워크에서 각자 개인이 원하는 장소에 정보를 소유

할 수 있고,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공유 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의 데이터가 구조화

된 데이터 웹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통

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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