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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두 스키마 속성 사이의 효율 인 스키마 매핑 방법을 통해 메타데이터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스키마 매핑 연구의 부분은 몇몇 유사도 값들을 단순히 계산

하여 매핑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확률이 비교  낮아 문서변환이나 시스템 통합을 한 스키마 매핑에 합하

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의 빈발패턴탐사 방법을 이용하여 화식으로 스키마 매핑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메타데이터 표 을 이루는 각 스키마 요소에 정의된 의미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스키마 요소가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식으로 더 정교한 매핑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평가를 해 메타데이터 표 들을 이용하여 정확도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ABSTRACT

Currently lots of studies to solve meta-data interoperability in between schema attributes are conducted. But the 

accuracy in previous schema mapping studies is low since the studies just use the similarity in between attributes. So 

the studies are not suitable for the schema mapping such as document conversion, system integration, etc.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which can conduct the schema mapping interactively using frequent pattern mining. The 

method can conduct more accurate mapping process because the method use the description element which is an 

element among each schema element for the metadata standard. A performance study has been conducted to compare 

the accuracy performance of the method using metadata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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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다양한 응용 역에서 메타데이터 표 을 이

용한 효율 인 데이터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타

데이터 표 은 IPTV, VOD 등과 같은 동 상 서비스

를 한 메타데이터 표 에서부터 MARC, DC, ONIX 

등과 같이 도서  분야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표

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메타데이터는 같은 종류의 서비스와 데이터에도 

다양한 메타데이터 포맷들이 존재하고 서로 상이한 

환경과 요구에 따라 개발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간의 

상호운용성을 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

에서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요소와 표

이 불일치하므로 동일한 내용의 자원이 상이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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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 되며 다른 형식의 메타데이터에는 근할 

수 없다. 한,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속성(element 

or attribute)들은 속성의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정보

를 장하게 된다.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한 표 인 

연구로써, 스키마 속성들 사이의 매핑과 련된 연구

는 스키마 매핑(schema mapping)과 메타데이터 지

스트리(metadata registry)가 존재한다. 스키마 매핑은 

두 스키마의 속성들 사이에 의미 (semantic) 유사성

을 찾는 것으로 자상거래,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

터 통합 등 여러 응용 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1, 

2]. 메타데이터 지스트리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가 같은 개념에 해 서로 다른 식별자나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할 경우 공유되는 개념들을 정형 , 명시

으로 명세화한 온톨로지가 집합되어 있는 메타데이

터 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 인 매핑 

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실제

으로 부분의 응용 분야에서는 스키마 문가에 의

한 수작업으로 매핑이 이루어지고 있다[3, 4].  

스키마 매핑이 어려운 이유는 두 스키마 사이의 구

문  차이, 의미  차이, 계산의 복잡성 등과 같은 이

유로 볼 수 있다[5]. 기존의 스키마 매핑 연구의 부

분은 정확률이 비교  낮아 문서변환이나 시스템 통

합을 한 스키마 매핑에 합하지 않다. 를 들어, 

기존의 스키마 매핑 연구는 몇몇 유사도 값들을 단순

히 계산하여 매핑을 선택하기 때문에 잘못된 매핑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효율성

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스키마 매핑의 품질을 높이

는 것은 여 히 연구가 필요하다[6].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할 때 정의

한 각 속성의 구성요소( 를 들어, 속성 이름, 속성의 

데이터형, 속성값 크기, 속성의 계층 인 경로, 속성에 

한 의미 등) 에서 비 구조  데이터인 속성에 

한 의미에 해서 불용어들을 제거한 후, 연  규칙 

마이닝(association rule mining)의 빈발패턴탐사

(frequent pattern mining)를 이용하여 화식

(interactive) 방법으로 정확도가 높은 매핑 처리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속성에 한 의미 정보는 속성 이름, 속성의 데이

터형, 속성값의 크기, 그리고 속성의 계층 인 경로 

등과 같은 정형화된 구조  데이터가 아닌 그 속성이 

표 하기 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를 들어, 방송과 련된 메타데이터로 

TV-Anytime과 DR Metadata 가 있다. 이 두 메타데

이터에서는 방송 콘텐츠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표 하기 해 각각 character와 name 이라는 이름의 

속성을 사용한다. TV-Anytime의 character 속성은 

“Specifies the name of a character played by an 

actor"로 정의되어 있고 DR Metadata 표 의 name 

속성은 ”The Person entity stores basic person 

information such as name and character"로 정의되

어 있다. 이와 같이 비구조 인 정보를 이용하면 직  

어떤 속성이 어떤 정보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속성의 구조 인 정보에 한 유

사도 계산보다 화식 방법으로 계속 인 학습

(training)을 통해 더 정확한 매핑을 수행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이름과 동물의 이름을 장하기 한 두 

개의 속성이 각각 name 이라는 같은 속성 이름을 사

용할 때, 단순한 유사도 계산에 의해서 서로 다른 정

보를 장해야하는 속성임에도 같은 정보를 장하기 

한 속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오류도 각 

속성에 정의된 의미 정보를 이용하면 정확률을 올릴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화식 방법은 기존의 

유사도 기반의 스키마 매핑에 보완 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키마 매핑보다 보다 정교한 수

의 매핑이 가능해진다. 한, 보다 정교한 스키마 

매핑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온톨로지를 

자동 으로 생성하고 갱신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련연

구로써, 연 규칙 마이닝을 한 빈발패턴탐사와 메타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한 방법인 스키마 매핑과 메

타데이터 지스트리에 해서 살펴본다. 3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화식 방법의 스키마 매핑 알

고리즘에 해서 기술하고 스키마 매핑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이용하여 온톨로지를 자동 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해서 기술한다. 4 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실험을 통해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

에서는 결론  향후연구 방향에 해서 기술한다.

Ⅱ. 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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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standard) 속성(attribute) 의미(semantic)

TV-Anytime language
Describes one spoken language for the program. There 
may be more than one spoken language specified for a 
program

TV-Anytime captionLanguage
Describes on language of the caption information included 
with the program

DR Metadata language
A list of valid codes and names for language, which 
describes the primary spoken language of the program

표 1. 메타데이터 속성에 한 의미 정보의 
Table 1. An example of semantic description attribute for the metadata standard

본 에서는 스키마 속성에 한 비구조  데이터

인 속성의 설명을 이용하여 스키마 매핑을 수행하기 

해 사용되는 빈발패턴탐사에 해 기술하고 기존의 

스키마 매핑 연구에 해서 소개한다.

2.1. 연 규칙 마이닝과 빈발패턴탐사

연 규칙은 1993년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X→Y의 

형태를 갖는 패턴이다. 이때 X와 Y는 항목(item)의 

집합이다. 이 X→Y 형태의 연 규칙이 갖는 의미는 

X 항목집합이 나타날 때는 Y 항목집합도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7, 8].

연 규칙이란 특정 사건의 발생이 다른 사건의 발

생을 암시하는 경향을 표 하는 규칙으로 다음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I={a1, a2,..., an}를 데이터 항목들

의 집합이라고 하고, 트랜잭션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

스를 <T1, T2,..., Tm >라고 하자. Ti를 트랜잭션 Ti가 

근하는 데이터 항목들의 집합을 표 한다고 하면 

Ti⊆I 이다. 이때, 트랜잭션은 한 명의 고객이 구입한 

품목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X(X⊆Ti)와 

Y(Y⊆Ti)의 항목집합에 한 연 규칙은 X→Y로 표

되며, X를 규칙의 조건부(antecedent), Y를 결과부

(consequent)라고 하고 X∩Y=∅이다. 

연 규칙에는 지지도(support)와 신뢰도

(confidence) 라는 두 가지 요한 척도가 있다. 를 

들어, “빵을 구매하는 고객의 40%는 우유도 구매하

며, 체 트랜잭션의 2%는 빵과 우유를 포함하고 있

다.” 여기서 40%는 이 규칙의 신뢰도라고 하고, 2%

는 이 규칙의 지지도라고 한다. 주어진 데이터베이스

에서 탐사되는 연 규칙이 사용자가 정의한 최소지지

도와 최소신뢰도 이상의 값들을 가져야 하므로, 연

규칙을 탐사하는 문제는 기본 으로 다음의 두 단계

로 구성된다[8, 9, 10].

- 단계 1 : 빈발항목집합들(large itemsets)을 찾아

낸다. 미리 결정된 최소지지도(minimum support) 

Smin 이상의 트랜잭션 지지도를 가지는 항목집합들의 

모든 집합들을 빈발항목집합이라 한다.

- 단계 2 :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연 규칙을 생성하

기 하여 빈발항목집합을 사용한다. 모든 빈발항목집

합 L에 해서 L의 모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들

을 찾는다. 각각의 그러한 부분집합 A에 하여, A의 

지지도 sup(A)에 한 sup(L)의 비율이 최소신뢰도 

Cmin 이상이면 (sup(L)/sup(A)≥Cmin), A→(L-A) 형태

의 규칙을 생성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지지도는 

sup(L)이고 신뢰도는 sup(L)/sup(A)이다. 

연  규칙 탐사에서 의 두 단계를 통해 원하는 

최종 규칙들을 찾아낼 수 있다. 연  규칙 탐사에 

한 연구는 주로 첫 번째 단계에서의 빈발 항목집합들

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빠르게 추출하는 방법에 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발견된 빈발 항목집합들이 최소신뢰도를 만족하는지

를 검사하기 때문에 한 번의 데이터베이스 스캔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2 메타데이터 매핑과 지스트리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은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서로 다른 형식의 메타데이터 스

키마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요소와 표 의 불일치를 

해결하여 상이한 어휘로 정의된 요소들의 의미를 이

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1]. 재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해결하기 한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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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고 있다. 상호운용성을 해결하기 한 표

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표 인 메타데이터 표 을 정의하고 그 표 에 맞추

어 모든 스키마를 통합하는 것과 둘째, 메타데이터의 

요소와 표 을 이해하고 스키마 매핑을 이용하는 방

법[1, 2, 3, 4], 그리고 셋째, 메타데이터 지스트리를 

이용하는 것이다[12]. 그러나 하나의 메타데이터 표

을 제정하여 모든 데이터들을 수용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스키마 매핑을 이용하

는 방법과 메타데이터 지스트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스키마 매핑은 소스 스키마와 타겟 스키마를 입력

으로 받아 의미 인 연  계를 계산하고 매칭을 선

택하는 것이다. 스키마 매핑에 한 연구는 상호참조 

테이블 방식과 범용 메타데이터 통합 방식이 있다[3, 

11]. 상호참조 테이블 방식에는 USMARC와 DC, 

TEI, EAD의 매핑테이블, DC와 다른 메타데이터 형

식과의 참조 테이블, 공통 메타데이터 기술 집합과의 

매핑 등이 있고 범용 메타데이터 통합 방식으로는 

W3C에서 개발한 개념  차원의 통합구조인 RDF가 

표 이다[11, 13].

이러한 방법들은 크게 보면 스키마 매핑과 온톨로

지를 이용한 매핑과 같이 매핑을 이용하여 상호운용

성을 확보하기 한 방법들이다. 그러나 지 까지 스

키마 매핑 연구가 단순한 유사도에 의한 매핑 처리로 

인해 정확률이 낮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핑을 계산하기 해서 의미   구조 으

로 스키마 매핑 계를 계산하여야 한다.  

Ⅲ. 빈발패턴탐사를 이용한 

스키마 매핑 방법

이 에서는 빈발패턴탐사를 한 트랜잭션 데이터

를 구성하기 해서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각 속성에 

한 의미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과 구성된 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용하는 빈발패턴탐사과정에 해서 기술

한다. 

3.1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구축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하기 한 구조화된 데

이터를 의미한다. 메타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크게 의미 정보, 구조 정보, 표  정보로 분류된다. 의

미 정보는 메타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요소의 

의미 정보를 나타내고 구조 정보는 각 데이터 요소간

의 연 성을 나타내는 구조 정보를 나타낸다. 마지막

으로 표  정보는 값 역, 데이터 형, 측정 단  등

과 같은 정보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스키마 매핑은 주로 구조 정보와 표  

정보가 이용된다. 이 두 가지 데이터에 해서 각 스

키마 요소간의 매핑 유사도를 계산하여 스키마 매핑

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유사도 계산에 의

한 매핑의 정확률을 높이기 해서 메타데이터의 의

미 정보를 이용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먼  메타데이

터 속성에 한 의미 정보를 구문분석, 어근분석, 불

용어 제거 등의 순서로 처리를 하고 빈발패턴탐사

를 수행하기 한 트랜잭션을 구성하기 해 의미 있

는 키워드들의 집합을 생성한다. 각 속성의 의미 부분

에서 키워드들의 집합은 트랜잭션에서 항목의 집합으

로 생각할 수 있다. 트랜잭션 데이터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기 해서 표 1과 같이 TV-Anytime[14]의 

language, captionLanguage 속성에 한 의미 정보와 

DR Metadata[15]의 language 속성에 한 의미 정보

를 이용한다. 

TV-Anytime의 language 속성은 콘텐츠에서 이용

되는 언어를 표 하기 한 속성이고 caption-

Language는 language 속성의 하  속성으로써 콘텐

츠에서 이용되는 자막 언어를 표 하기 한 속성이

다. DR Metadata의 language 속성은 TV-Anytime의 

language 속성과 같은 정보를 표 하기 한 속성이

다. 표 1의 의미 정보들로부터 구문분석, 어근분석, 불

용어 제거 등과 같은 처리를 통해 알고리즘 수행에 

필요한 의미 있는 키워드들의 집합을 추출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구문 분석과 불용어 제거가 끝나면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고 이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하여 빈발패턴탐사를 수행한다. 표 2는 처리

를 통해 추출된 의미 있는 키워드들의 집합으로 빈발

패턴탐사를 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이다.

3.2 처리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 

    한 빈발 패턴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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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standard) 속성(attribute) 의미(semantic)

TV-Anytime language describe, speak, language, program, specify

TV-Anytime captionLanguage describe, language, caption, information, include, program

DR Metadata language
list, valid, code, name, describe, primary, speak, language, 
program

표 2. 처리 후에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의 
Table 2. An example of transaction database after pre-processing 

본 에서는 처리 후에 생성된 트랜잭션 데이터

베이스에 해서 빈발항목집합을 추출하는 과정을 기

술한다. 재 매우 다양한 빈발항목집합 탐사 알고리

즘이 제안되어 있지만 본 에서는 비교  이해하기

에 효율 인 Apriori 알고리즘[8]을 용한다.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스캔하여 1-빈발항

목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림 1은 표 2에 정의된 키워

드 들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보고 3개의 트랜잭션에 

해서 빈발항목집합을 추출한 이다. 빈발항목집합

은 사용자가 정의한 최소지지도를 만족하는 항목집합

을 가리킨다. 그림 2에서 최소지지도를 50%로 정의했

을 때, 후보항목들(candidate items)로부터 {describe, 

speak, language, program}과 같이 4개의 항목이 1-

빈발항목으로 추출된다. 1-빈발항목들은 다시 2-빈발

항목집합들을 추출하기 해 후보항목집합으로 생성

되고 후보항목집합들의 지지도를 계산하여 최소지지

도를 만족하는 2-빈발항목집합들을 추출하게 된다. 

그림 1에서 보이듯이 {(describe, speak), (describe, 

language), (describe, program), (speak, language), 

(speak, program), (language, program)}과 같이 6개

의 2-빈발항목집합이 추출된다. 이와 같이, 빈발패턴

탐사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최종 으로 4-빈발항목집

합인 {(describe, speak, language, program)}이 추출

되고 알고리즘은 종료된다.  

3.3 화식 스키마 매핑

화식이 의미하는 것은 스키마 속성에 정의된 의

미 정보를 이용하여 스키마 매칭을 수행한다는 것이

다. 즉,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스키마 속성에 정의된 

의미 정보를 보고 우리는 그 속성이 어떤 정보를 표

하는 속성인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스키마 속

성들의 의미 정보를 비교하면 두 스키마 속성의 유사

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한, 같은 이름의 속성이 서로 

다른 정보를 표 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앞 의 에서 빈발항목

집합 탐사과정을 통해 4-빈발항목집합인 {(describe, 

speak, language, program)}이 추출되었다. 4-빈발항

목집합이 의미하는 것은 두 스키마 속성이 모두 4개

의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으로 서로 상이한 환경과 요구에 따

라 개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라 할지라도 같은 정보

를 표  하는 스키마 속성들을 정의할 때,  비슷한 의

미를 가진 키워드들의 집합이나 동일한 키워드들의 

집합으로 해당하는 속성의 의미가 정의된다. 그러므로 

두 스키마 속성에 한 의미 정보에서 빈발항목집합

을 추출하게 되면 그 빈발항목집합에 포함된 항목들

의 개수에 의해서 같은 의미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

다. 

의미유사도   


 


 
∙∙∙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정도를 의미유사도

(semantic similarity)라 정의한다. 의미유사도는 각 

속성들의 매핑 계를 평가하기 해서 식 (1)과 같이 

체 트랜잭션에서, 각 트랜잭션에 포함된 항목들 

에 빈발항목이 각각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로 정의

한다. 여기서 |f|는 각 트랜잭션에서 비교되는 속성들

에 공통으로 포함된 빈발항목의 개수를 의미하고 |ti| 

는 각 트랜잭션에 포함된 항목의 개수를 의미한다. 

|T|는 체 트랜잭션의 수를 의미한다.

그림 1에서, 4-빈발항목집합 {(describe, speak, 

language, program)} 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속성은 

TV-Anytime의 language 속성과 DR Metadata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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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빈발항목집합 탐사의 
Fig. 1 An example of frequent pattern mining

language 속성이다. 이 두 속성은 실제로 콘텐츠에 

사용된 언어가 무엇인지를 표 하기 한 속성들로써, 

같은 정보를 표 하는 속성이므로 다른 속성과 비교

해서 가장 많은 빈발항목집합을 포함하고 있어두 스

키마 속성은 의미 으로 유사한 속성들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식 (1)을 이용하여 두 스키마 속성의 의미유

사도는 두 속성이 모두 4개의 빈발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4/5)+(4/9)}/2 = 0.62를 구할 수 있다. 

한 TV-Anytime의 captionLanguage는 language 

속성의 하  속성이다. 그러므로 DR Metadata의 

language 속성과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두 속성간의 의미유사도는, 두 속성이 공통 으로 

포함하고 있는 빈발항목의 수는 3이기 때문에 의미유

사도는 {(3/6)+(3/9)}/2 = 0.42가 된다. 따라서 

language 속성간의 의미유사도보다 낮기 때문에 

language 속성간의 계보다는 좀 더 낮은 유사한 속

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의미유사도는 여러 가지 

환경과 데이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 축 된 

학습 결과와 응용 분야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화식 스키마 매핑 방법은 

기존의 데이터 타입과 경로 유사도에 의한 스키마 매

핑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좀 더 정교한 스키

마 매핑을 수행할 수 있다. 

3.4 의미유사도에 의한 계 설정  

    온톨로지 작성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해서는 각 개념들간의 계

를 설정해야한다. 일반 인 온톨로지에서 각 개념들간

의 계는 Is-A, Similar, 그리고 PartOf 계로 나  

수 있다. 

그림 2는 의 에서 보 던 빈발항목집합 탐사와 

의미유사도를 이용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 다. 그림 2에서 TV-Anytime 표 에는 

language 속성과 language 속성의 하  속성으로 

captionLanguage이 존재한다. DR Metadata 속성에는 

language 속성이 존재한다. 빈발항목집합 탐사와 의

미유사도의 결과에 의해서 TV-Anytime 표 의 

language 속성과 DR Metadata 표 의 language 속

성은 Is-A 계로, TV-Anytime 표 의 

captionLanguage 속성과 DR Metadata 표 의 

language 속성은 Similar 계로 온톨로지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 Is-A 계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Similar 계는 동

일한 정보를 표 하는 속성은 아니지만 하  속성이

나 비슷한 의미의 속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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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속성에 한 온톨로지 구축의 
Fig. 2 An example of ontology generation

Ⅳ. 성능평가

제안하는 빈발 패턴을 이용한 화식 스키마 매핑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메타데이터 표 인 

RDF, TV-Anytime와 실제 방송국에서 사용하고 있

는 DR Metadata 의 스키마 속성들을 상으로 하

다. 실험을 해 같은 분야에 한 메타데이터 표 들

을 상으로 하 다. 

빈발 패턴 탐사와 같은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

로 실험 평가를 해서 실제 으로 많은 양의 메타데

이터 표 들을 이용해서 각 표 의 속성들이 얼마나 

높은 정확도로 매치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

나 빈발 패턴 탐사를 수행할 만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RDF, TV-Anytime, 그리고 DR 

Metadata 에 존재하는 각 속성들 에 몇 개의 단어

가 서로 매치가 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에 한 실

험 차는 다음과 같다. 

1) 세 개의 표 에서 표 속성 50개를 추출한다. 

2) 각 속성들에 한 설명 속성들에서 불용어들을 

제거하여 실험 데이터를 추출한다.

3) 추출한 50개 속성들에 한 실험 데이터에서 유

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성들간 몇 개의 단

어들이 매치가 되는지를 계산한다. 

표 3은 세 개의 표 에서 추출한 50개의 속성들에

서 불용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이 각 속성 간 얼

마나 매치되는지를 나타내는 평균값이다. 각 속성에서 

불용어들을 제외한 단어의 개수는 평균 10개를 형성

하 다. 표의 수치는 그 에서 각 속성간 매치되는 

단어의 개수를 나타낸다.

TV-Anytime과 DR Metadata 표 은 디지털 방송

을 한 메타데이터이므로 RDF 보다는 좀 더 높은 

매치율을 나타낸다. 

메타데이터 
표

RDF
TV-
Anytime

DR 
Metadata

RDF - 5 6

TV-Anytime 5 - 7

DR Metadata 6 7 -

표 3. 각 속성간 매치되는 단어의 평균 개수
Table 3. The number of average matching 

for each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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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메타데이터 속성간 매치율
Fig. 3 Match ratio between each attribute

  그림 3은 최소지지도를 50%로 정의했을때, 각 메타

데이터 사이에 매치되는 정확률을 측정한 것이다. 각 

속성에 존재하는 단어의 개수가 평균 10개이기 때문

에 최소지지도 50%의 의미는 각 속성 사이에 단어 

매치가 5개 이상이면 그 속성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빈발 

패턴 탐사를 통해 좀 더 높은 정확률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기존의 메타데이터 속성 매치 방법과 병행하여 

사용한다면 훨씬 효율 으로 사용될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할 때 정의

한 각 속성의 구성요소 에서 비 구조  데이터인 

속성에 한 의미에 해서 불용어들을 제거한 후, 빈

발패턴탐사를 이용하여 화식으로 스키마 매핑 처리

를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화식 방법은 기존의 유사

도 기반의 스키마 매핑에 보완 으로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마이닝의 특징인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할수

록 더욱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 으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스키마 

매핑에 한 높은 정확률을 기 할 수 있다. 한, 보

다 정교한 스키마 매핑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

하여 온톨로지를 자동 으로 생성하고 갱신할 수 있

다.

앞으로 온톨로지를 자동 으로 구축할 수 있는 모

델과 좀 더 정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법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한, 각 메타데이터 속성과 불용어들을 

제거한 후의 속성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빈발패턴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진 으로 이용하기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델

의 개발도 수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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