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시스템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9년 9월, pp. 211～229

- 211 -

시맨틱 웹 기반의 개인화 지능형 문화  서비스 시스템*

1)

주 재 훈**

<목  차>

Ⅰ. 서론

Ⅱ. 온톨로지  추론규칙 설계

  2.1 온톨로지 설계

  2.2 추론규칙 설계

Ⅲ. 시스템 구   실험

  3.1 시스템 구

  3.2 실험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오늘날 IT(Information Technology)가 지향하

는 바는 개인화, 지능화,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있다. 시맨틱 웹(Semantic Web) 기술은 이

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분야이다. 특

히, 온톨로지(ontology)는 시맨틱 웹의 기본 요소

로서 IT와 산업 역의 융합, 지능화  개인화 

서비스를 가능하게 기술이다(Holesapple and 

Joshi, 2004). 따라서 최근 수년간 상황인지, 지능

화와 개인화 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온톨로지가 

개발되어 용되고 있다(박상원 외, 2009; 이창

훈 외, 2009; García-Sánchez et al., 2006; Hong et 

al., 2009; Huang et al., 2006; Kim et al., 2009; 

Kwon et al., 2006; Wang et al., 2008; Weiβenberg 

et al., 2006; Xynogalas et al., 2004).

오늘날 인터넷에는 다양한 정보가 산재해 있

지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

기까지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다녀야 하

고 단편 인 지식과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

쳐야 한다. 특히, 객이 여행 계획을 수립하

거나 지에서 련 문화콘텐츠를 자신의 요

구에 맞는 스마트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기 

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스마트한 개인화 문화 서비스의 한 역

으로 여행패키지 서비스를 한 시맨틱 웹 기술

을 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의 구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 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B0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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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여행사에서는 여행상품인 여행

패키지를 기획하여 인터넷 웹을 통해 홍보  

매하고 있다. 사용자인 객은 네이버나 구

과 같은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여행상

품을 찾고 자신의 구미에 가장 합하다고 생각

하는 여행패키지를 선택하고, 련 문화  콘

텐츠를 검색해 보고 있다. 그러나 재의 이러

한 시스템은 사용자인 객 에서 수동

이며 개인화 서비스에 맞지 않은 표 화된 서비

스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인 객이 스스로 자

신의 구미에 맞는 여행패키지를 기획하여 개발

하도록 지원하는 개인화 서비스 방식의 시스템

을 제안한다. 이후에는 이 시스템을 MYT(Make 

Your Tour-package) 시스템이라 한다. MYT 시스

템은 개별 여행에는 물론이고 여행패키지를 제

공하는 여행사 에서도 유용하다. 여행사는 

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여행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MYT를 사용하는 객은 취미와 

선호에 맞는 여행 패키지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객을 지원하기 한 다양한 정보시스템

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양원, 2007; 주

재훈, 2000). 최근에는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몇몇 객 지원 시스템이 제안되었다(유동

희․서용무, 2008; 주재훈, 2006). 를 들어, 온

톨로지 기반의  비즈니스 조직간 데이터 호

환성 문제해결(Fodor and Werthner, 2004), RDF 

기반 지 정보의 메타데이터 리(Kanellopoulos 

and Panagopoulos, 2008), 도시 방문객 애 리

이션(Castilloa et al., 2008), 개인화 지 추천 

시스템(Huang and Bian, 2009) 등은 그 표 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YT 시스템

은 단순히 지 추천이나 호텔의 추천을 넘어

서 객의 선호를 고려하여 여행패키지를 스

스로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추천한다는 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Ⅱ. 온톨로지  추론규칙 설계

2.1 온톨로지 설계

지능형 개인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본 

MYT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온톨로지가 

핵심 기능을 한다.

<그림 1>에서는 MYT 시스템에서 필요한 온

톨로지  체 인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

부 온톨로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의 타

원은 개념을 의미하는 클래스이고 화살표는 개

념간의 계를 속성(property)로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 없는 실선은 클래스와 하 클래스의 

계를 나타낸다. 를 들어 클래스 Tourist는 클

래스 Person의 하 클래스이다. Person과 

spatialThing은 기존의 다른 온톨로지에서 정의

된 것이다. Person은 자신을 소개하고 친구와의 

계를 의미 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톨로지, FOAF(Friend of a Friend; www.foaf- 

project.org, xmlns.com/foaf/spec)에서 정의된 클

래스이다. spatialThing은 지도와 해당 지역의 

경 도를 표시하는 온톨로지(www.w3.org/ 

2003/01/geo/wgs84_pos#)의 클래스이다. 이는 

본 MYT 시스템에서 필요한 온톨로지를 기존

에 개발된 온톨로지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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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YT 온톨로지의 

<그림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Tourist란 Tourpackage를 갖는 Person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asTourpackage ∀Tourpackage) ∩ foaf:Person

의 Tourist를 OWL(Web Ontology Language)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owl:Class rdf:ID="Tourist">

<owl:equivalentClass>

      <owl:Class>

        <owl:intersectionOf rdf:parseType="Collection">

          <owl:Restriction>

            <owl:onProperty rdf:resource="#hasTourpackage"/>

            <owl:allValuesFrom rdf:resource="#Tourpackage"/>

          </owl:Restriction>

          <rdf:Description rdf:about="http://xmlns.com/foaf/0.1/Person"/>

        </owl:intersectionOf>

      </owl:Class>

    </owl:equivalentClass>

 </owl: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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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는 클래스 Attraction과 Cultural 

Heritage의 계(relation)를 표 하고 있다. 

Attraction은 CulturalHeritage를 갖고 있고, 역으

로 CulturalHeritage는 Attraction에 포함되어 있

다. <그림 2>와 같이 두 클래스 간의 계를 정

의하는 hasCulturalHeritage의 domain과 range는 

각각 Attraction과 CulturalHeritage이다. 

<그림 2> 계를 정의하는 Property의 

domain과 range

<그림 2>의 계를 OWL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계를 정의하는 includedIn 

Attraction은 hasCulturalHeritage와 역 계

(owl:inverseOf)로 표 하 기 때문에 이에 

한 domain과 range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 즉, includedInAttraction의 domain과 

range는 각각 CulturalHeritage와 Attraction이다.

<owl:ObjectProperty 

rdf:ID="hasCulturalHeritage">

    <rdfs:domain rdf:resource="#Attraction"/>

    <rdfs:range 

rdf:resource="#CulturalHeritage"/>

    <owl:inverseOf 

rdf:resource="#includedInAttraction"/>

</owl:ObjectProperty>

Validity-constraint는 타당성과 제약을 용하

기 한 하 클래스  련 클래스로 연결된

다. 도메인 온톨로지가 확장됨에 따라 Validity- 

constraint와 련된 클래스  그 계도 변화된

다.  NearLocations는 인근의 장소를 별하는데 

사용되는 클래스이다. 를 들어 객은 동일 

시간 에 2개 이상의 장소에 존재할 수 없고, 어

떤 지에서 다른 지로 이동하는 데는 일

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지 않은 

지에 특정 시간 내에 있을 수 없다.

2.2 추론규칙 설계

OWL과 같은 온톨로지 언어에는 기본 인 추

론 기능이 지원되기도 하지만 더욱 복잡하고 다

양한 추론을 지원하지 못한다. 온톨로지에서 지

원하는 지식 추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욱 복잡하고 실성 있는 문제를 해결

하기 해서는 별도의 추론 언어를 사용할 필요

가 있다. SWRL(Semantic Web Rule Language)은 

그 표 인 추론언어이다(김수경․안기홍, 

2008; Horrocks et al, 2004).

W3C에서는 OWL 온톨로지 언어에서 지원하

는 추론의 한계를 지원하기 해 SWRL를 제안

하 다. SWRL은 OWL(OWL의 하 언어인 

OWL DL과 OWL Lite)과 규칙마크업언어인 

RuleML을 결합하여 OWL에 한 규칙을 표

하는 언어이다. SWRL은 <swrl:Imp> 태그를 이

용하여 규칙을 선언한다. 이는 <swrl:head>와 

<swrl:body>로 이용하여 구분되며 각각의 은 

<swrl:AtomList>로 묶여서 작동된다. 이러한 형

태로 표 한 규칙과 추론엔진을 이용하여 온톨

로지를 추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OWL DL

은 description logic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SWRL은 horn clause logic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림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온톨로지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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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논리규칙의 표  범 (Grosof et 

al., 2003)

을 한 로직의 표  방법은 크게 LP(Logic 

Programs)와 FOL(First Order Logic)로 구분된다. 

Description Logic Program은 두 표  방식의 공

통 역에 있다. Description Logic Program을 확

장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의 하나가 SWRL이다. 

SWRL을 활용하여 온톨로지에 규칙을 추가하여 

주어진 사실로 새로운 지식을 표 하는 것이 가

능하다. 를 들어, 어떤 객이 경주를 가고

자 하는 경우, 경주에 있는 모든 지를 추천

하는 것은 다음의 규칙을 통해 가능하다.

(?x hastourDestination ?y)  ̂ (?y regionhasEverything ?z)  ̂ (?z rdf:type Attraction)

-> (?x hasAttractions ?z)

의 규칙을 SWRL을 지원하는 OWL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swrl:Imp rdf:ID="Def-hasAttractions">

    <swrl:body>

      <swrl:AtomList>

        <rdf:first>

          <swrl:IndividualPropertyAtom>

            <swrl:argument1 rdf:resource="#x"/>

            <swrl:argument2 rdf:resource="#y"/>

            <swrl:propertyPredicate rdf:resource="#hastourDestination"/>

          </swrl:IndividualPropertyAtom>

        </rdf:first>

        <rdf:rest>

          <swrl:AtomList>

            <rdf:first>

              <swrl:IndividualPropertyAtom>

                <swrl:propertyPredicate rdf:resource="#regionhasEverything"/>

                <swrl:argument1 rdf:resourc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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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rl:argument2 rdf:resource="#z"/>

              </swrl:IndividualPropertyAtom>

            </rdf:first>

            <rdf:rest>

              <swrl:AtomList>

                <rdf:first>

                  <swrl:IndividualPropertyAtom>

                    <swrl:argument1 rdf:resource="#z"/>

                    <swrl:argument2 rdf:resource="#Attraction"/>

                    <swrl:propertyPredicat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swrl:IndividualPropertyAtom>

                </rdf:first>

                <rdf:rest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nil"/>

              </swrl:AtomList>

            </rdf:rest>            

          </swrl:AtomList>

        </rdf:rest>

      </swrl:AtomList>

    </swrl:body>

    <swrl:head>

      <swrl:AtomList>

        <rdf:rest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nil"/>

        <rdf:first>

          <swrl:IndividualPropertyAtom>

            <swrl:argument1 rdf:resource="#x"/>

            <swrl:argument2 rdf:resource="#z"/>

            <swrl:propertyPredicate rdf:resource="#hasAttractions"/>

          </swrl:IndividualPropertyAtom>

        </rdf:first>

      </swrl:AtomList>

    </swrl:head>

  </swrl: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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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YT의 순서다이그램

Ⅲ. 시스템 구   실험

3.1 시스템 구

MYT 시스템의 개념  구조는 <그림 4>와 같

다.

<그림 4> MYT 시스템의 개념  구조

MYT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

공하는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개인화  지능

형 서비스를 한 온톨로지 리, 두 하 시스

템에 요구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해 주는 

변환(transformer)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

론에서 제안한 여행자 선호를 고려한 여행패키

지 서비스 시스템 개발의 핵심 역은 온톨로지 

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온톨로지 문가

가 온톨로지를 생성하고 리하고 통합하고 추

론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5>에서는 MYT 시스템의 정보흐름을 

순서다이어그램(sequence diagram)으로 표 하

여 나타내고 있다.

MYT 시스템의 개발환경은 다음과 같다: 

JDK(Java Development Kit) 6.0, eclipse SDK 3.4.1 

win32, JDBC, MySQL 5.1, Apache Tomcat 6.0, 

TopBraidComposer ME 3.0

본 연구의 온톨로지 추론에 용한 SWRL의 

몇몇 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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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RL 규칙 개요

(?x hasTourist ?tourist) ^ (?x hasSite ?site) ^ (?tourist 
geo:lat ?lat1) ^ (?tourist geo:long ?long1) ^ (?site geo:lat 
?lat2) ^ (?site geo:long ?long2) ^swrlb:subtract(?sub1, 
?long2, ?long1) ̂  swrlb:sin(?sin1, ?lat1) ̂  swrlb:sin(?sin2, 
?lat2) ^ ... ^ swrlb:acos(?acos, ?add1) ^ 
swrlb:multply(?distance, ?acos, 6378)
=> hasDistance(?x, ?distance)

  객과 특정 지 까지의 거리를 추론하는 규칙. 
구  API를 활용한 <그림 7>의 구  지도  상에서 특
정 지 을 선택하면, 경 도의 좌표가 주어진다. 두 지

간의 거리를 산출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거리를 계
산한다. <그림 6>의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이러한 추
론이 이루어진다.

(?n1 hasTourist ?tourist) ^ (?n1 hasSite ?site1) ^ (?n1 
hasDistance ?distance1) ^ 
swrlb:lessThanOrEqual(?distance1, ?k1) ^ (?n2 
hasTourist ?tourist) ^ (?n2 hasSite ?site2) ^ (?n2 
hasDistance ?distance2) ^ (?n3 hasSite ?site1) ^ (?n3 
hasSite ?site2) ^ (?n3 hasDistance ?distance3) ^ 
swrlb:lessThan(?distance3, ?distance2) ^ 
swrlb:greaterThan(?distance1, ?k2)
=> (?tourist sameDirectionNearBy ?site1)

  객이 재 머물고 있는 곳에서 최종 목 지까
지 가는 도 에 재 치에서 인근의 방문지를 경유
하여 가기 해 인근의 방문지를 추론하는 규칙

(?x tourDestination ?y) ^ (?y regionhasEverything ?z) ^ 
(?z rdf:type Accommodations)
=> (?x hasAccommodations ?z)

  객이 방문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를 
추론하는 규칙

(?x rdf:type Attractions) ^ (?x address ?y) ^ (?x 
hasCulturalHeritage ?z)
=> (?z address ?y)

  특정 지 내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 지 주소
가 자동으로 문화재 소재의 주소가 되게 하는 추론 규
칙

... ...

1) 경 도 좌표, (lat1, long1), (lat2, long2)가 주어진 경우, 두 지 간의 거리(단 : km), distance = 
6378*acos(sin(lat1)*sin(lat2)+cos(lat1)*cos(lat2)*cos(long1-long2))

2) swrlb:acos의 내장함수가 재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메소드, Math.acos()로 계산함
3) k1: 사용자가 인근이라고 생각하는 범 의 거리(km), 특정 지역을 방문한 여행자들을 상으로 한 설

문조사를 통해 기본값은 미리 설정해 둘 수 있음
4) k2: 같은 장소라 인정할 수 있는 범 의 거리(km), 사용자 선정함, 기본값은 0.5km로 한다. 
5) ?tourist: 특정의 여행자. ?site2: 여행자가 최종 으로 가고자 하는 목 지. ?site1: 여행자가 최종 목

지에 가기까지 경유 는 방문하고자 하는 곳으로 재 치에서 가장 인근에 있는 곳(단, 최종 목
지와 같은 방향으로 존재해야 주어진 시간 내에 최종 목 지에 도착이 가능함)

<표 1> SWRL의 

<그림 6> 특정 지 의 인근을 찾기 한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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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시, Gyeongju 검색  지도 표시

3.2 실험 결과

시맨틱 웹 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의 가장 

큰 장  의 하나는 의미분석을 통해 검색에서 

정보과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다. 

를 들어, 네이버와 구 과 같은 검색 사이트

에서 “경주”를 키워드 검색하는 경우, 사용자가 

도시 경주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라톤 경주

와 같은 동음이의어가 검색된다. 온톨로지 설계

를 통해 정확하게 도시로서의 경주만을 검색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7>은 도시로서의 경주

(Gyeongju)를 검색하여 지도상에 표 한 이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기 로 MYT 시스

템을 실험하 다:

시나리오 1: 객의 심과 선호에 맞는 

지, 숙박업소, 음식 , 문화이벤트 등의 추천

시나리오 2: 객의 특성에 맞는 여행패키

지 작성하기

<그림 8>에서는 시스템의 사용자인 객이 

자신에 한 기본 인 사항을 입력하는 웹 사이

트의 화면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본 시스템에

서는 객의 필수 입력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입력하는 략을 채택하 다.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질의언

어로는 RDQL(RDF Data Query Language), 

RQL(RDF Query Language), SPARQL 등이 있다. 

최근에는 W3C의 권고안, 사실상의 표 으로 

SPARQL이 RDF 질의언어로 리 사용되게 되

었다(Antoniou and Harmelen, 2008, p. 105). 따라

서 여기서도 RDF와 온톨로지의 질의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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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객에 한 기본 정보 입력화면

SPARQL을 사용한다. <그림 1>과 같이 그래  

형식으로 표 된 온톨로지는 OWL(Web 

Ontology Language)로 표 되고, <그림 7>에서

와 같이 입력한 데이터는 인스턴스(instance)로 

RDF로 표 되어 장된다. OWL과 RDF는 궁극

으로는 트리 (triple)로 표 되기 때문에 

SPARQL에 의해 질의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서는 온톨로지가 구체 으로 용되는 사례를 

SPARQL 질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 , 작동 차를 <그림 4>에 제시한 MYT 

시스템과 련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PC나 휴 단말기 등으로 <그림 8>

의 입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속하여 

기본 인 정보를 입력하면, 이는 MySQL의 데

이터베이스에 장된다. <그림 4>의 Transformer

는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RDF로 변

환한다. <그림 4>의 Ontology Management 시스

템에서 RDF는 온톨로지와 함께 리되고 

SPARQL에 의한 질의가 가능하다. 다음에서는 

시나리오 1과 2에 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한 

과정으로 <그림 9> ～ <그림 14>의 결과 화면을 

제시한다.

어떤 객이 경주를 방문하는 경우, MYT

에서 SPARQL을 이용하여 경주의 모든 지

(Attractions)를 검색하는 경우의 질의어는 다음

과 같고, 질의결과는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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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x 

WHERE {?x :includedInRegion :Gyeongju.

 ?x rdf:type :Attractions}

<그림 9> 경주의 지 검색 결과

<그림 8>에서 어떤 객에 한 기본 자료

가 주어진 경우, 를 들어 골  여행객의 경우

(취미가 골 인 객, Kim Dong Guk)에 한 

추천 지는 SPARQL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질의하면, <그림 10>과 같이 골 장을 추천

한다.

SELECT ?n ?h ?x 

WHERE { foaf:P1 foaf:hobby ?h.

           foaf:P1 foaf:name ?n.
           foaf:P1 

:hasRecommendedAttractions ?x}

<그림 10> 골  여행객을 한 추천 지

개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지를 추천하기 

해서는 MYT에서 <그림 1>을 비롯한 온톨로

지, 추론을 한 SWRL과 다음의 SPARQL 

CONSTRUCT가 용된다.

CONSTRUCT {

   ?x :hasRecommendedAttractions ?z.}

WHERE {?x foaf:occupation ?e.

FILTER regex(?e, "businessman").

   ?x foaf:hobby ?f .

FILTER regex(?f, "golf").

   ?x :hasTourPackage ?y.

   ?y :hasAttractions ?z.

   ?z a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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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에서는 문화탐방여행객(Lee Young hee)을 추천 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문화탐방객을 한 추천 지

<그림 12>에서는 경주의 모든 숙박업소에 한 검색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 경주의 숙박업소 검색 결과

<그림 13> 골  여행객의 선호를 고려한 숙박업소의 추천

<그림 13>은 골  객의 선호를 고려한 

숙박업소의 검색결과이다. 객은 다수의 검

색결과에서 가격을 고려하여 더욱 자신에게 맞

는 숙박업소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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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행객의 여행기간과 날짜를 고려하

여 여행지에서 열리는 이벤트를 추천해주는 것

을 SPARQL CONSTRUCT을 통해 나타내주고 

있다.

CONSTRUCT {

?p :hasRecommendedEvent ?e .

}

WHERE {

?p :hasEventOfRegion ?e .

?e :beginningEventDate ?x .

?e :endEventDate ?y .

?t :tourDepatureDay ?z .

LET (?str1 := xsd:string(?x)) .

LET (?arg1 := fn:substring(?str1, 1, 4)) .

LET (?arg2 := fn:substring(?str1, 6, 2)) .

LET (?arg3 := fn:substring(?str1, 9, 2)) .

LET (?str2 := xsd:string(?y)) .

LET (?arg4 := fn:substring(?str2, 6, 2)) .

LET (?arg5 := fn:substring(?str2, 9, 2)) .

LET (?str3 := xsd:string(?z)) .

LET (?arg6 := fn:substring(?str3, 6, 2)) .

LET (?arg7 := fn:substring(?str3, 9, 2)) .
LET (?d1 := :dateComparison(?arg1, ?arg2, 

?arg3, ?arg6, ?arg7)) .

LET (?d2 := xsd:string(?d1)) .
LET (?d3 := :dateComparison(?arg1, ?arg6, 

?arg7, ?arg4, ?arg5)) .

LET (?d4 := xsd:string(?d3)) .

LET (?d5 := (?d2 = ?d4)) .

FILTER regex(?d2, "true") .

FILTER regex(?d4, "true") .

}

에서 ?x는 이벤트 시작일, ?y는 이벤트 종

료일의 변수, ?z는 객이 이벤트를 요청하는 

날짜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SPARQL CONSTRUCT 

자체로는 날짜 비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의 자바스크립트(JavaScipt)의 함수, dateComparison()

와 spin 온톨로지를 활용한다. 여기서 dateComparison()

는 두개의 연월일의 크기를 비교하는 자바스크

립트 함수이다.

 dateComparison() : spinx:javaScriptCode

  var d1, d2, s=false;

    d1 = new Date(arg1, arg2, arg3); 

    d2 = new Date(arg1, arg4, arg5); 

    if (d1<=d2) {

       s=true;

   }

   return(s); 

  

<그림 14>는 이벤트 온톨로지와 에서 정의

된 SPARQL CONSTRUCT에 의해서 여행객에게 

추천된 이벤트를 보여주고 있다. 웹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는 경우, 해당 키워드에 상응

하는 모든 이벤트가 검색된다. 그러나 여행객은 

방문하는 특정 날짜에 개최는 이벤트에만 심

이 있다. <그림 14>는 여행객이 경주를 방문하

는 4월 29일에 개최되고 있는 이벤트만을 추천

한 이다.

<그림 14> 여행날짜를 고려한 이벤트의 추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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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와 <그림 16>에서는 각각 골 여행객과 문화탐방객에게 맞는 추천 여행패키지를 추정 

소요 산과 함께 제안한 화면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림 15> 골 여행객(Kim Dong Guk)을 한 여행패키지

<그림 17>과 <그림 18>은 문화탐방객(이 희)의 휴 폰으로 MYT 시스템의 웹 서비스에 속한 

입력화면과 추천 여행패키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휴 폰 화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 한 

screenshot이다).

<그림 16> 문화탐방객(Lee Young hee)을 한 여행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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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휴 폰에서의 입력화면

<그림 18> 휴 폰에서의 추천결과 화면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웹 

기술을 용하여 스마트한 여행패키지 지원시

스템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MYT 

시스템은 객의 선호와 특성을 고려한 

지, 숙박, 음식 , 문화 이벤트의 추천은 물론이

고 객이 스스로 여행 패키지를 기획하고 개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 시나리오 기반의 

실험 환경에서 온톨로지 기반의 MYT 시스템은 

성공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의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YT 시스템은 정보의 홍수 시 에 사

는 로벌 시 의 객들이 자신의 구미에 맞

게 스스로 여행계획을 효과 으로 수립할 수 있

도록 지원해 다.

둘째, 자유여행을 비롯한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사에게 사용자 에서 여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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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여행사

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톨로지는 문화

 분야의 다양한 온톨로지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향후 RFID/USN 기반에서 상황정보를 수집하

여 모바일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시스

템을 확장될 수 있다. RFID/USN 환경에서 사용

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치와 그가 처한 환경 

등의 상황정보가 입수되면 최소의 입력 자료로 

더욱 개인화  지능화 된 서비스를 언제 어디

서나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림 3>의 체 MYT 시스템이 자동 으로 

통합  연계되도록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 버 에서는 웹 서비스 시스템과 온톨로지 

시스템을 연동하기 해서는 자료 변환의 과정

에 리자가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웹 클로러

(crawler)와 에이 트 기술을 목하여 이들 과

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향후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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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ystem of Personalized and Intelligent Tourism 

Content Service Based on Semantic Web

Jaehun Joo

Recently, trends of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nclude offerings of service for personalization, 

intelligence, and convergence. The research suggested a new tour system that tourists can make their tour packages 

by applying Semantic Web technology. The system includes ontologies and inference rules for offering intelligent 

and personalized service. Our system called MYT (Make Your Tour-package) was successfully demonstrated by 

employing realistic scenarios. Current version of the MYT system needs manager's intervention to link and 

integrate automatically ontology subsystem and Web service. In further study, the MYT will be extended to the 

system including a component integrating automatically subsystems and a component capturing and processing 

context data from RFID/USN.

Keywords: Ontology Design, Semantic Web, Personalized Service, Intelligent Service, Trave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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