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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는 시맨틱 웹 라우 를 이용하여 시맨틱 웹 상의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시맨틱 웹 라우 들의 기능들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진 시맨틱 웹 라우 인 

Tabulator, Contextual Search Browser (CSB), Magpie, Piggy Bank의 기능들을 비교하 다. 시맨

틱 웹 라우 들을 교육에 활용하기 해서는 각각의 특성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본 논문의 

결과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Tabulator는 RDF 데이터 라우 로서 학습을 

한 자원의 사용 가능성과 연 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다. CSB는 학습 주제를 기술한 콘텍스

트 문서를 설정하여 학습자원의 검색이 용이하고 검색된 시맨틱 웹 자원을 트리  형식(triple-set)

과 음  기능으로 보여주어 학습 자원의 이해를 돕는다. Magpie는 로서리(glossary) 일 기반 자

원의 해석과 련 배경 지식을 제공하여 기 지식이 없는 학습자가 학습 자원을 이해하는 것을 지

원한다. Piggy Bank는 기존 웹 자원을 시맨틱 웹 자원으로 생성할 수 있고 생성한 시맨틱 웹 자원

을 다양한 뷰로 라우징 지원  자원의 공유를 제공한다.

주제어 : 시맨틱 웹, 컴퓨터 교육

Analysis of the Functions of Semantic Web Browsers and 

Their Applications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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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user can use resources on the Semantic Web using a Semantic Web browser. In order to utilize 
the functions of Semantic Web browsers in education, we compared the functions of well-known 
Semantic Web browsers such as Tabulator, Contextual Search Browser (CSB), Magpie, and Piggy 
Bank. In order to utilize Semantic Web browsers in education, a user needs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each Semantic Web browser and our work can help both teachers and students. 
Tabulator is an RDF browser that can help to check whether resources can be used for learning and 
relevance of resources. CSB can be used to search educational resources using a conrtext file that 
contains the subjects of learning. It can also help learning by showing semantic web resources in the 
form of triple set as well as by supporting highlighting function. Magpie can help learners without 
basic knowledge on learning materials by providing interpretation based on a glossary file and related 
background knowledge. Piggy Bank supports conversion of web resources into semantic web 
resources and allows to browse semantic web resources in various views as well as to share 
semantic web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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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맨틱 웹의 등장과 함께 시맨틱 웹 기반 교육

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시맨틱 웹은 컴퓨터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체계 으로 정리하

여 정보의 검색, 공유, 통합을 지원하는 확장된 

웹이다[1,2]. 시맨틱 웹 기반 교육은 교육 환경이 

시맨틱 웹으로 확장되고, 시맨틱 웹 기술을 용

하여 웹 기반 교육보다 효과 인 교수-학습이 가

능하며[3] 시맨틱 웹의 교육  서비스는 학습, 평

가, 참조, 력으로 분류된다. 학습에는 강의 제공, 

학습 자원의 통합, 튜터링, 강의가 포함되며 평가

에는 온라인 테스트, 성과추 (performance 

tracking), 등 (grading)이 포함된다. 참조에는 검

색, 장소, 포탈을 포함하며, 력에는 그룹 생성

과 매칭, 학습 모니터링이 포함된다[4]. 

웹 기반 교육의 경우 학습 자원의 생성 비용이 

크다는 것과 학습자원을 재사용할 수 없고, 학습

자원을 정확히 검색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 웹기반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 간의 상호 

운 이 되지 않아 사용자의 불편을 가 시키고, 

학습자원간의 유기 인 계를 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5]. 반면, 시맨틱 웹 기반 교육 환경

에서 교수자는 특정한 지식 도메인의 객체와 객

체간의 계를 주 인 생각을 배제하여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술 한 온톨로

지[6,7]를 이용하여 학습자원을 결합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학습 자원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온톨로

지란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그 들 간의 계를 표 한 것으로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해 주며 [6] 시맨틱 웹 기반 교육 환경

에서 학습자는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련된 검색 

자료나 학습자원을 학습자 심으로 필터링할 수 

있어 학습 자원의 이용이 용이하다. 한 다른 학

습자와 력 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온톨로지

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학습자원을 통합하거나 수

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3]. 

시맨틱 웹상의 자원들은 웹상의 자원들과 달리 

객체와 객체들의 계를 로직을 기반으로 표 하는 

온톨로지 언어인 OWL(Web Ontology Language) 

[8,9]나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와 

같이 자원을 주어(subject), 술어(predicate), 목

어(object)의 트리  형식으로 모델링하는 언어

[10,11]를 이용하여 표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일반 웹 라우 를 이용하여 시맨틱 웹 환경의 

정보들에 근하기는 쉽지 않아 시맨틱 웹 라

우 들이 필요하다. 시맨틱 웹 라우 는 일반

인 웹 라우 와는 달리 시맨틱 웹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RDF 문서들이나 온톨로지들을 처리하

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사용자가 시맨

틱 웹에 있는 정보들을 근하는데 꼭 필요한 요

소이다. 특히 최근에 시맨틱 웹 자원들이 많이 증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맨틱 웹 라우 들의 

특성들을 교육에 활용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 사용되고 있는 시맨틱 웹 라

우 들의 특징들을 비교 분석하 고 시맨틱 자원

들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시맨틱 웹 라우 들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

을 지에 한 방안들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은 관련

연구를 기술하고, 3장은 시맨틱 웹 브라우저들의 

기능들 및 어떻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설명한다. 4장은 시맨틱 웹 브라우저들을 이

용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 대한 설명 및 활용 

시나리오를 기술하고, 5장은 본 논문에서 분석한 

시맨틱 웹 브라우저들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기

술하며 6 장은 결론을 기술한다.

2. 련 연구

시맨틱 웹이란 웹의 확장된 형태로 자원들의 

의미를 컴퓨터가 직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

된 환경을 말한다[2]. 재의 웹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찾을 때 라우 에 URL 주소를 직  입

력하거나 하이퍼링크를 따라가기도 하고, 검색엔

진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때, 기하 수 으로 정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시맨

틱 웹은 온톨로지에 정의된 개념과 개념 간의 

계를 이용하여 웹 문서에 의미 인 정보를 부여

하고 이를 이용하여 에이 트가 의미 있는 정보

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유용한 자원을 좀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웹의 경우처럼 시맨틱 웹에도 여러 분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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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들이 시맨틱 

웹에 존재하는 자원들에 근하고 이해하기 해

서는 일반 웹 라우 가 아닌 시맨틱 웹 라우

를 사용해야 한다. 시맨틱 웹 라우 는 사용

자가 시맨틱 웹 데이터 소스의 정보를 이용하고, 

데이터간의 연결을 강조한 시맨틱 웹과 사용자간

의 인터페이스이며 시맨틱 웹으로 부터 동  검

색을 지원하는 애 리 이션이다[12]. 

본 논문에서는 그  많이 사용되는 Tabulator, 

CSB, Magpie 그리고 Piggy Bank에 한 기능비

교  각각의 특성들이 어떻게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지를 제안하 다. 

Tabulator는 일반 인 데이터 라우   에디

터이다[13]. Tabulator의 사용을 해 교사는 학습

에 이용될 RDF 형식으로 된 교육용 시맨틱 웹 

자원을 생성하고 학생은 교사가 생성한 자원의 

URL, 제목(title), 주석(comment)를 한 에 볼 수 

있으며 학습 자원의 URL을 클릭하면 웹 자원에 

즉시 근할 수 있다. 

CSB[14]는 사용자의 심사를 기술한 문서와 

심사 문서에 한 문맥  정보를 서술한 콘텍

스트 문서를 입력 받아 주제어를 추출하고 

JWordNet[15]을 이용하여 동의어로 확장된 검색 

쿼리를 생성하고, Google과 Swoogle[16]의 웹서비

스로 검색을 수행한다. 검색된 시맨틱 웹 자원을 

트리  형식, 즉 주어, 술어, 목 어 형식으로 보

여 주고, 문맥기반의 키워드 음 을 제공하며 웹 

자원뿐 아니라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로컬 자원

의 검색도 가능하게 해 다. 를 들어 교사가 

콘텍스트 문서에 날씨와 련된 단어인 기압, 고

기압, 기압을 정의하고 학생이 CSB를 실행하여 

그 콘텍스트 문서를 선택한 후 “날씨”라는 키워드

를 입력하면, CSB는 콘텍스트 문서에 정의된 기

압, 고기압, 기압 등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입력

된 날씨 키워드와 조합하여 검색을 수행하여 웹 

자원과 로컬자원 검색 결과를 보여 다. 

Magpie는 단어의 기본개념과 련 검색 가능한 

웹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정의한 로서리 일을 

기반으로 웹 자원의 해석과 웹 자원과 련된 배

경 지식을 제공해 으로써 사용자의 웹 자원에 

한 이해를 돕는다[17]. 사용자는 특정도메인의 

로서리 일을 직  설정할 수 있으며, Magpie

는 로서리 일에 정의된 단어와 상응하는 웹

자원의 키워드를 다양한 색으로 음 한 시맨틱 

이어를 생성한다. Mapgie를 이용하여 교사는 

학습에 합한 웹 자원을 별할 수 있고, 학생은 

학습자원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 를 들어 교사

는 “시맨틱 웹” 에 한 주요 단어를 로서리 

일로 작성하고, 이를 Magpie에 설정하며 활성화

시키면 교사가 근한 웹 자원에 따라 시맨틱 

이어가 생성되어 웹자원이 학습에 당한지 별

할 수 있다. 한 교사가 생성한 로서리 일을 

Magpie에 설정한 후 학생이 웹 자원에 근하면, 

교사가 정의한 주요 시맨틱 웹과 련된 키워드

에 음 이 되는 시맨틱 이어로 웹 자원을 볼 

수 있어 웹자원 해석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음

된 키워드를 마우스 클릭하면 단어에 한 정

의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련된 자원을 검색

할 수 있다. 

Piggy Bank는 시맨틱 웹 자원을 라우징하거

나 기존 웹자원을 시맨틱 웹 자원으로 변환하여 

시맨틱 라우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

템이다[18]. Piggy Bank는 기존 웹 라우 에서 

웹 자원의 정보 아이템을 수집하고, 정보 아이템

에 태그를 부여 하거나 선택 으로 장할 수 있

게 해 다. 정보 아이템에 해 리스트(list), 일

정(calendar), 지도(map)등의 다양한 뷰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아이템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검색을 가능하게 해 다. 한 시맨틱 뱅크로 수

집한 정보 아이템을 공유할 수 있고, 공유된 정보 

아이템의 태그를 확장하는 력 인 작업도 가능

하다. 

<표 1> 은 웹 라우  (Firefox) 와 본 장에

서 설명한 시맨틱 웹 라우 들을 이용하여 시

맨틱 웹 자원(http://www.w3.org/2001/sw/Best 

Practices/MM/images/examples/eculture-use-cas

e.rdf)을 보았을 때의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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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Browser

Firefox

Semantic web browser

Tabulator

CSB

<표 1> 시맨틱 웹 자원 라우징

Magpie

Piggy 

Bank

<표 1>에서 보듯이 Firefox를 이용하여 시맨틱 

웹 자원을 라우징할 경우 내용 악이 어렵다. 

시맨틱 웹 라우 들인 Tabulator, CSB, 

Magpie, Piggy Bank의 경우 각각의 방식에 따라 

화면을 보여 다. 구체 으로 Tabulator와 CSB는 

트리   뷰로 시맨틱 웹자원을 나타내고 Magpie

는 정의된 로서리 일에 따라 시맨틱 웹 자원

의 키워드를 음 하여 나타낸다. Piggy Bank는 

시맨틱 웹 자원을 URL기 으로 조각내어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 다. 

<표 2>는 CSB와 Magpie의 실행을 해 필요

한 온톨로지 일의 일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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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 

web 

browser

Capture

CSB

Magpie

Menu

Keyword

<표 2> 시맨틱 웹 라우 의 온톨로지

CSB의 콘텍스트 문서는 키워드의 음 과 검색

에 향을 다. 콘텍스트에는 Context_people이

라는 카테고리에 people이라는 제목과 련된 단

어인 artist, creator를 포함하고, 

Context_dataType 이라는 카테고리에 data type

이라는 제목과 련된 단어인 jpg, jpeg 등을 포

함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Magpie의 로서리 일은 메뉴와 키워드로 구

성된다. 메뉴는 Magpie의 상단에 나타난 

technologies, research area와 같은 메뉴를 표

한다. 구체 으로 technologies 메뉴에 포함된 단

어의 기본 개념은 kw-explain인 특정 URL 에 정

의 되어 있고, 련된 학습 자원을 찾을 수 있는 

특정 URL이 정의된다. 키워드 부분은 메뉴명, 키

워드의 형식, 특정 온톨로지, 온톨로지에 정의된 

키워드, 키워드로 정의된다. 즉, Technologies메뉴

에 포함된 item형식의 키워드는 KWEB-KB 온톨

로지에 정의된 HTML의 뜻을 가지며 hypertext 

transfer protocol.html로 정의된다. 

3.  시맨틱 웹 라우  기능 비교

본 장에서는 Tabulator, CSB, Magpie, Piggy 

Bank 각각의 기능  특징들을 비교하며 각 시맨

틱 웹 라우 의 특징들을 어떻게 학생과 교사

가 학습을 해 활용할 수 있을 지를 설명한다. 

<표 3>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시맨틱 웹 라

우 들의 기능들을  비교한 것이다. 

기능 Tabulator CSB Magpie
Piggy 

Bank

트리  형식 

뷰 기능
○ ○ ⅹ ⅹ

자원들의 

카테고리 분류 

기능

○ ⅹ ⅹ ○

시맨틱 키워드 

검색 기능
○ ⅹ ⅹ ⅹ

웹 검색 

기능
ⅹ ○ ○ ⅹ

다양한 형식의

검색 기능
ⅹ ⅹ ○ ○

로컬 자원

검색 기능
ⅹ ○ ⅹ ⅹ

쿼리 확장 기능 ⅹ ○ ⅹ ⅹ

온톨로지

선택 기능
ⅹ ○ ○ ⅹ

항해 기능 ○ ⅹ ⅹ ⅹ

<표 3> 시맨틱 웹 라우  기능 비교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트리  형식 뷰는 자원들을 주어, 술어, 목 어

로 라우징하는 기능을 나타내고, CSB와 

Tabulator가 제공한다. 자원들의 카테고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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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시맨틱 웹 자원을 메타데이터와 같은 의

미 정보로 분류하여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

다. Tabulator는 데이터 타입, 일정, 지도 등 다양

한 뷰로 카테고리 기능을 제공하며, Piggy Bank

는 태그와 데이터 형식에 따라 카테고리 기능을 

제공한다. 시맨틱 키워드 검색 기능은 키워드가 

입력되면 데이터 셋의 범  내에서 의미 으로 

련된 객체를 검색하는 것으로 Tabulator가 제공

한다. 웹 검색 기능은 웹상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

색할 수 있는 기능이며 CSB와 Magpie가 제공한

다. 다양한 형식의 검색 기능은 데이터 검색의 방

식을 말하는데 Magpie는 계에 한 검색을 지

원하고 Piggy Bank는 태그, 계, 타입에 한 검

색을 지원한다. 로컬 자원 검색 기능은 로컬 장

소에 장된 자원을 검색하는 기능으로 CSB가 

제공하고, 쿼리 확장 기능은 CSB가 콘텍스트 문

서를 이용하여 검색 키워드를 확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온톨로지 선택 기능은 사용자가 온톨로

지를 선택하여 시스템에 용하는 기능으로 CSB 

와 Magpie가 제공한다. CSB의 콘텍스트 문서와 

Magpie는 로서리 일은 일종의 온톨로지 문서

이다. 항해 기능은 자원들을 사용자가 보면서 링

크를 따라 항해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나타내고, 

Tabulator가 제공한다. 

<표 4>는 교사와 학생이 각각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시맨틱 웹 라우 들의 기능들을 보여 다.

기능 Tabulator CSB Magpie
Piggy 

Bank

학습 주제 

기반 검색
ⅹ ○ ⅹ ⅹ

학습 자원 

수정
○ ⅹ ⅹ ○

시맨틱 이어 

라우징
ⅹ ○ ○ ⅹ

카테고리

라우징
○ ⅹ ⅹ ○

아이템 (태그,

키워드) 검색
ⅹ ⅹ ○ ○

키워드 기본

개념 확인
ⅹ ⅹ ○ ⅹ

학습 내용 기반 

지식 확장
○ ⅹ ○ ⅹ

<표 4>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시맨틱 웹 
라우  기능들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학습 주제 기반 검색은 학습 주제에 합한 자

원을 검색하는 기능으로 CSB의 쿼리 확장과 웹 

검색 기능이 지원할 수 있다. 를 들어 교사가 

자바라는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고 콘텍스트 문서

에 컴퓨터, 로그래  등이 학습 주제로 기술되

어 있으면 로그래  언어인 자바에 한 웹자

원 검색이 가능하다. 학생도 학습 주제를 나타낸 

콘텍스트 문서를 CSB와 함께 사용하면서 학습주

제와 련성이 높은 웹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Tabulator와 Piggy Bank는 학습 자원의 수정을 

가능하게 해 다. Tabulator를 이용하면 교수자

의 권한으로 생성하거나 근할 수 있는 학습 자

원을 즉시 수정할 수 있으며, Piggy Bank는 웹 

자원을 수집하는 동안 웹 자원에 한 부가 정보

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자원에 한 수정을 가능

하게 해 다. 

웹 자원의 키워드를 음 하는 시맨틱 이어 

라우  기능은 CSB와 Magpie가 제공한다. 

CSB와 Magpie를 사용하면 시맨틱 이어의 기

인 온톨로지를 설정할 수 있고, 온톨로지에 정의

된 키워드와 웹자원의 키워드가 매칭되면 시맨틱 

이어를 생성하여 키워드에 다양한 색의 음 을 

부여할 수 있다. 시맨틱 이어 라우  기능은 

기존 웹 자원에서 학습 자원이 될 수 있는지를 

교사가 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학

생도 시맨틱 이어 라우징 기능을 이용하여 

학습자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를 들면, 키

워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같은 주제에 속하는 

키워드는 같은 색의 음 으로 제공하는데, 수성, 

목성이라는 키워드가 태양계의 메뉴로 분류되어 

있으면 수성과 목성에 같은 색으로 음 되어 학

습자는 수성과 목성이 태양계의 행성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카테고리 라우징은 공통된 요소로 학습자원

을 분류하는 기능으로 Tabulator와 Piggy Bank가 

제공한다. Tabulator는 연 된 RDF 일들이 링크

되어 있는 링크드 데이터 [19]를 수집하여 사용여

부에 따라 아이콘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며, Piggy 

Bank는 태그나 데이터 형식에 따라 학습자원을 

분류한다. 카테고리 라우징 기능은 교사가 학습

을 진행하면서 쉽게 학습 자원에 근할 수 있게 

도와 다. 가령, Piggy Bank로 수집된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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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원 에서 행성으로 태그된 자원만 카테

고리로 정리되어 수업  학습 자원에 근이 수

월할 것이다. 

아이템 검색은 태그나 키워드로 학습 자원을 

검색하는 기능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활용할 수 

있다. Magpie는 시맨틱 이어의 음 된 키워드

를 마우스 오른 클릭하면 특정 자원에 한 검색

이 가능하고, Piggy Bank는 태그와 데이터 형식

과 같은 아이템으로 자원 검색을 지원하여 카테

고리 라우징 기능만큼 빠르게 학습 자원에 

근할 수 있다. 

키워드의 기본 개념 확인 기능은 주요 키워드

나 아이템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어서, 학생의 선

택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Magpie에서 

제공한다. 

학습 내용 기반 지식 확장은 학생이 유연하게 

학습 내용과 련된 정보에 근할 수 있어 지식

의 확장을 기 할 수 있는 기능이다. Tabulator 

는 링크된 데이터로의 계속 인 근이 가능하여 

학습 내용을 토 로 한 지식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Magpie도 음 된 키워드의 키워드 기

본 개념 확인과 아이템 검색을 통해 학습 자원의 

키워드와 련된 데이터에 쉽게 근할 수 있다. 

4. 시맨틱 웹 라우 의 활용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언 한 시맨틱 웹 라우

들을 활용하기 해 교사와 학생에게 필요한 

능력을 설명하고 시맨틱 웹 라우 들을 이용한 

수업의 차  시맨틱 웹 라우  활용 시나리

오를 설명한다.

4.1 시맨틱 웹 라우  활용을 한 능력

시맨틱 웹 라우 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 교사와 학생은 각 라우 에서 다루는 콘

텐츠에 한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한다. RDF나 

OWL의 어휘와 의미 는 문서 생성 등을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문서에 표 된 데이터

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시맨틱 웹으로

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5>는 각각의 시맨틱 웹 라우 를 사용

하는 교사와 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능

력을 비교한 것이다. 

Tabulator는 RDF 문서에 정의된 자원을 싱

하여 보여주므로 CSB와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생 

모두 RDF 데이터가 주어, 술어, 목 어의 형식으

로 표 됨을 알고 정의된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CSB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경우, 학습과 

련된 주요 키워드를 OWL 형식으로 정의해야 하

므로 교사는 OWL 문서의 형식을 알고 학습과 

련된 주요 개념을 OWL 문서에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한 RDF 문서에 정의된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므로 RDF 자원이 주어, 술어, 

목 어로 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싱된 

RDF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학생은 교

사가 제공한 OWL문서를 이용하므로 OWL에 해 

알 필요는 없으나 싱되어 보이는 RDF 자원의 의

미(주어, 술어, 목 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라우
교사 학생

Tabulator

RDF 데이터의 표  형식(주어, 술어, 목

어)을 알고 정의된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

할 수 있어야 함.

CSB

-OWL 문서의 형식

을 알고 필요한 주

요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함.

-RDF 데이터의 표  

형식(주어, 술어, 목

어)을 알고 정의

된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함.

RDF 데이터의 표

 형식(주어, 술어, 

목 어)을 알고 정

의된 데이터의 의

미를 해석할 수 있

어야 함.

Magpie

Magpie에서 사용되는 

온톨로지의 형식을 

알고 학습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함.

문서에서 음  처

리되는 단어가 학

습과 련된 주요 

개념임을 알고 있

어야 함.

Piggy 

Bank

-RDF 데이터에 한 

형식을 숙지하여 기

존 웹자원에 의미

인 정보(태그 등)를 

부여할 수 있어야함. 

-Longwell 라우

[20]를 통해 RDF 

데이터의 의미를 해

석할 수 있어야함. 

Longwell 라우

의 카테고리 기능

을 이해하고, 의미 

정보에 따라 RDF 

데이터에 근할 

수 있어야함. 

<표 5> 시맨틱 웹 라우  사용을 해 
필요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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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pie의 주요 키워드 음 처리를 해 사용되

는 특정 온톨로지 형식인 로서리 일이 필요

하다. 따라서 교사가 Magpie를 학습 활동에 이용

하고자 한다면, Magpie를 한 로서리 일을 

알고 학습과 련된 주요 개념을 키워드로 정의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교사가 정의한 로서

리 일을 이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게 되며, 문서

에 음  처리 된 키워드가 학습과 련된 주요 

개념임을 알고 있어야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교사가 Piggy Bank를 사용하기 해선 기존 

웹 자원에 의미 인 정보를 부여하여 RDF 문서

로 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RDF 데이터 

형식을 숙지해야 한다. 한 Piggy Bank 내 

Longwell 라우 로 제공하는 RDF 데이터의 의

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 

학생은 교사가 생성한 RDF 데이터를 Piggy 

Bank의 Longwell를 통해 데이터의 의미 정보에 

따라 RDF 데이터에 근 할 수 있어야 한다. 

4.2 시맨틱 웹 라우 를 이용한 수업 차

수업 비 단계에서 교사는 CSB와 Magpie를 

이용하여 수업에 필요한 학습 웹 자원을 검색하

고 별할 수 있다. 우선 교사는 학습 주제를 정

의하고 분류한 온톨로지를 CSB와 Magpie에 설정

한다. 교사는 CSB로 학습 주제에 합한 웹 자원

을 검색할 수 있다. 교사가 놓칠 수 있는 학습 내

용이 있다면 이를 보완 할 수도 있고, 검색할 자

원에 한 잘못된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더라도 

CSB는 콘텍스트 문서를 기반으로 수업에 합한 

자원을 검색하여 교사에게 제공한다. 한 

Magpie는 검색된 웹 자원이 수업에 합한지 식

별하거나 이해를 돕는다. 온톨로지에 정의된 단어

와 분류체계에 따라 웹자원의 키워드를 음 하여 

교사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수업 비 단계에서 식별한 웹 자원을 

Magpie와 Tabulator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사는 Magpie와 Tabulator에 수업 

비 단계에서 식별한 시맨틱 웹 자원이나 일반 웹 

자원을 로딩한다. Magpie로는 시맨틱 웹 자원뿐 

아니라 일반 웹 자원도 라우징이 가능하기 때

문에 기존의 웹 자원을 이용하기에 수월하다. 

한 Magpie를 이용해서 웹 자원을 로딩하면 학생

은 다양한 색으로 음 된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 

학습 내용에 따라 단어가 분류되도록 정의했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속하는 단어는 같은 색으로 

음 이 되고 학생이 웹 자원을 이해하는 것을 도

와  수 있다. Tabulator를 이용하면 시맨틱 웹 

자원에 정의된 자료에 즉시 근할 수 있어 학습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웹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세계사 교과에서 “르네상스”에 한 수업을 한

다. <그림 1>은 시맨틱 웹 라우 들을 이용하

여 어떻게 수업을 비하며 진행할 지에 한 단

계들을 보여 다.

<그림 1> 수업 비  진행 단계들

먼  교사는 수업의 주제인 르네상스, 미술, 사

람 등을 기술한 콘텍스트 문서(RDF문서)를 작성

한다. <그림 2>는 Context_Renaissance라는 카테

고리에 Renaissance 라는 제목과 련된 단어들

인 Rinascimento, Revival, Renaissance를 포함하

고 Context_Art라는 카테고리에는 Art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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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된 단어들인 fine arts, art, polite arts들을 

포함하며 비슷하게 Context_pictures와 

Context_People에 해서도 련 단어들을 포함

한 콘텍스트 문서이다. 

<그림 2> CSB의 콘텍스트 문서

교사는 CSB에서 <그림 2>와 같은 콘텍스트 

문서를 로드한 후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여 학습 

자원을 검색할 수 있다. 를 들어, “Elizabeth”를 

검색 키워드로 입력하면 CSB는 “Elizabeth”와 콘

텍스트 문서에 기술된 르네상스, 미술, 회화, 사람

을 통합하여 확장 검색 쿼리를 생성하고 <그림 

3>과 같이 학습내용과 련된 검색 결과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림 3> CSB의 검색 결과

CSB로 검색된 웹 자원은 Magpie를 이용하여 

볼 수 있다. Magpie는 로서리 일을 기반으로 

음 된 키워드를 볼 수 있으므로 학습 자원으로 

이용할 웹 자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림 4>는 Magpie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

한 로서리 일의 일부이다. “메뉴”부분은 

Magpie 상단의 메뉴에 표 될 키워드의 카테고리

이다. 여기서는 ART, Renaissance, People이 메

뉴로 사용될 것을 표 한다. “키워드” 부분은 

Magpie로 근한 웹 자원의 단어와 매칭되어 시

맨틱 이어를 생성하는 단어를 정의한 것이다. 

“메뉴”에 정의된 카테고리 제목 각각에 해 (즉, 

ART, Renaissance, People) 단어를 정의하는 온

톨로지는 무엇이고 해당 단어는 무엇인지를  기

술한다. 를 들면, “키워드” 부분의 첫 에 있는 

것은 ART메뉴(카테고리)는 glossary-item 

agrovoc-kb 라는 온톨로지에 정의된 PAINT와 

같은 의미의 paint단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메

뉴

키

워

드

<그림 4> Magpie의 로서리 일

교사가 Magpie를 실행하여 로서리 일을 설

정하고 CSB로 검색된 웹문서 (http://en.wikip 

edia.org/wiki/Renaissance)를 보면 <그림 5>와 

같이 <그림 4>의 로서리 일에 정의된 메뉴 

부분을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음 된 키워드

를 로서리의 키워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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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agpie 화면

CSB와 Magpie를 이용해서 검색하고 식별한 르

네상스와 련된 웹 자원들은 Piggy Bank를 이

용하여 학습자원으로 수집할 수 있다. 즉, 필요한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거나 고를 포함하고 있어

도 Piggy Bank를 이용하면 정제된 학습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교사가 

CSB로 학습에 필요한 웹 자원을 검색하고 

Magpie로 웹 자원을 식별한 다음, Piggy Bank의 

pure 버튼을 클릭하여 My Piggy Bank로 웹 자

원의 부분 혹은 체를 수집한다. 이 게 수집된 

웹 자원에 태그를 부여하고 장하면 <그림 6> 

과 같이 Longwell로 분류된 태그 카테고리(1)와 

함께 수집된 웹 자원(2)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Piggy Bank 화면

Piggy Bank로 생성된 시맨틱 웹 학습 자원은 

Magpie와 Tabulator에 로딩하여 수업에 이용할 

수 있다. Tabulator는 링크로 연결된 웹 자원을 

동일 웹 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Magpie 

는 학습의 주요 키워드를 음 하여 웹 자원을 제

공함으로써 학생이 주요 키워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다. 

<그림 7>은 Tabulator에서 미술 작품을 표 한 

임의의 RDF 문서(http://www.informatik.uni 

-u lm.de/ki/Liebig/owl/SUMO-LiteTB.rdf 

#ArtWork)를 로딩한 화면이다. Tabulator에서는 

링크로 연결된 웹 자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즉, “Art Work” 웹 자원은 “Artifact” 웹 자원을 

포함 하며 링크로 연결 되어 있고, 

Representational Art Work 웹 자원에 포함되는 

링크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Tabulator 화면

만약 Tabulator와 Magpie를 함께 이용 할 수 

있다면 웹 자원 근과 식별이 동시에 가능하다. 

가령 Tabulator를 이용 하여 Leonardo da vinci 

링크 내에서 “Mona Lisa” 라는 그림 링크의 정보

를 확인할 수 있고, Magpie를 이용하여 

“Renaissance”, “Art”, “Leonardo da vinci”의 키

워드에 각기 다른 색으로 음  될 것이다.

학생은 Tabulator에 교사가 제공하는 시맨틱 웹 

학습 자원을 로딩하여 링크된 데이터인 르네상스 

시 의 술이나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교사가 

생성한 <그림 4>와 같은 로서리 일을 

Magpie에 설정하여 근한 웹 자원에서 학습 키

워드가 카테고리별 다른 색으로 음 되는 것을 

보면서 학습과 련된 웹 자원의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 Piggy Bank를 이용하여 태그

와 데이터 형식으로 카테고리별로 교사가 수집한 

학습 자원을 이용할 수 도 있으며 CSB 에서 교

사가 제공한 <그림 2>의 콘텍스트 문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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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련된 웹 자원의 검색을 하여 검색된 웹 

자원을 <그림 8>처럼 트리  형식과 카테고리별 

음 된 키워드형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림 8> CSB 화면

5. 실  험

시맨틱 웹 라우 들이 사용자 에서 얼마

나 유용한지를 알아보기 해 학 학부 재학생

들을 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수행하 다. 우선 

실험자에게 시맨틱 웹 기술 (온톨로지, RDF, 

OWL 등)  시맨틱 웹 라우  사용법을 간략

히 설명한 후 본 논문에서 분석한 시맨틱 웹 

라우 들에 한 사용자 의 의견들을 분석하

다. <표 6>은 사용자 에서 본 시맨틱 웹 

라우 들의 장 과 단 을 나타낸다. 

  

Semantic web browser
web 

browserTabulator CSB Magpie
Piggy 

Bank

장

RDF문서

이해

링크된 

웹자원의 

내부 

라우징

문맥 검색 

쿼리 수정

로컬

자원 검색

음  기능

오른 클릭 

메뉴

시맨틱 웹 

자원 생성

태그 기능

카테고리 

뷰

북마크

탭

편리한 

GUI

단 사용

어려움

콘텍스트 

문서 생성

어려운 

GUI

검색의 

제약 

(특정 

데이터

베이스)

불편한 

GUI

사용의 

제약 

(로컬자원)

고노출

방향상실

<표 6> 각 라우 들의 장   단

Tabulator는 RDF문서를 체계 으로 라우징

하여 사용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연결

된 웹 자원을 라우  내부에서 근할 수 있어 

편리하다. 반면 시맨틱 웹에 한 지식이 없는 일

반 사용자가 이용하기엔 어렵게 느껴진다.

CSB는 사용자가 잘못된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

도 키워드의 문맥  확장으로 검색 쿼리를 생성

하기 때문에 불충분한 검색 키워드의 보완이 가

능하다. 한 매뉴얼 검색 기능에서 검색 쿼리의 

수정이 용이하고 로컬 디스크에 장된 자원을 

검색하여 편리하다. 하지만 CSB를 이용하기 해 

콘텍스트 문서를 생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어렵다. 

Magpie는 연 된 키워드를 같은 색으로 음 하

기 때문에 웹 자원의 이해를 돕고 웹 자원의 

련성을 쉽게 악할 수 있다. 한 마우스 오른 

클릭 메뉴에서 키워드에 한 개념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어 편리하고, 련된 자원을 특정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어 용이한 반면 특정 데

이터베이스에서만 검색 결과가 국한된다. 

Piggy Bank는 과제를 할 때 유용할 만큼 웹 

자원의 체 혹은 일부를 수집할 수 있어 편리하

고, 수집된 자원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어 자원의 

정리가 용이하다. 한 태그나 데이터 형식의 카

테고리는 수집한 자원을 분류하여 자원으로의 

근이 편하다. 하지만 Piggy Bank는 로컬 디스크

에 수집된 자원을 장하기 때문에 이용의 제약

이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이 불편하다.  

기존 웹 라우 의 장 은 웹 자원에 한 북

마크를 설정할 수 있고, 라우 에서 많은 탭을 

이용할 수 있는 장 을 갖지만 사용자가 항상 

고에 노출되어 있고 복잡한 하이퍼미디어 공간에

서 사용자는 자신의 목 을 잊고, 방향 상실 상

을 겪을 수 있다는 단 을 가진다. 

6. 결  론

시맨틱 웹상의 정보들은 컴퓨터가 직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일반 인 웹 라우 를 이용하여 시맨틱 웹 자

원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시맨틱 웹 자원들

을 효과 으로 라우징 할 수 있도록 시맨틱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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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 들이 개발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상

으로 많이 사용되는 Tabulator, CSB, Magpie와 

Piggy Bank 들의 기능들을 분석하고 교사와 학

생이 어떻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 지에 한 

방안을 제시하 다. 

재의 웹 라우 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시

한 시맨틱 웹 라우 들을 학습에 활용할 경우 

기 할 수 있는 교육  효과는 다음과 같다.

웹 라우 시맨틱 웹 라우

정 보 

검  색

단순한 키워드 검색

을 이용할 경우, 학습

자의 컨텍스트를 고려

할 수 없기 때문에 학

습자에게 유용한 정보

를 찾는 것이 쉽지 않

다.  

학습자의 다양한 콘텍

스트 정보(배경 지식, 흥

미, 필요 등)를 고려한 

질의가 가능하고 학습자

의 콘텍스트에 알맞은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정 보 

탐  색

의미 인 맥락을 갖

고 자원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단에 따라 직  탐

색하므로 학습 자원 

탐색 과정에서 방향감

각 상실이나 인지  

과부하의 험을 갖게 

된다.

특정 역에 한 온톨

로지를 기반으로 학습 

자원들이 의미 으로 연

결되어 있으므로 의미

으로 연 성을 갖는 학

습 자원들을 탐색할 수 

있고, 학습 자원에 주석

과 같은 의미  정보가 

부여되어 있어 학습 자

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시맨틱 웹 자원들이 생성되고 있으

며 시맨틱 웹 라우 들에는 RDF 형식이나 

OWL으로 표 된 시맨틱 웹 자원들을 처리하는 

기능들이 있으므로 향후 사용자들의 특성들, 를 

들어 라우징한 자료들에 한 기록을 통한 사

용자 심사 분석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

까지 포함된 시맨틱 웹 라우 를 학습에 활용

한다면 학습자에 합한 자료를 응 으로 보여

 수 있어 학습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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