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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래의 스마트 미디어 혁명은 비즈니스 영역뿐

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충격

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과

이동성이 탁월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확산에 따

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형태

와 방대한 양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

고 있으며 이러한 방대한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지능형 검색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지능형 검색 기술은 검색 결과의 양 보다는 질과

신뢰도를 증대시킴으로써 사람 즉, 사용자 중심의

정보 세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사용자의 의도에 일치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는 데

이터와 정보에 의미와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컴퓨터

가 데이터의 상호 연결과 의미를 분석하여 숨은 정

보를 발견하고, 나아가 사람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맨틱 웹 기술 기반의 시맨틱 검색 기술

이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맨틱 검색 기술을 스마트TV의 동

영상 검색 서비스에 적용한 스마트TV 의미 기반 동

영상 검색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하며, 이와

함께 시맨틱 검색 기술의 동향과 특징에 대해 살펴

본다.

스마트 실감/증강 방송 핵심 기술

□ 조준면, 유정주, 홍진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마트TV 의미 기반 동영상 검색 기술

특집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한 2013년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사업(Beyond 스마트TV 기술 개발)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02_1본본:02본본  14. 7. 11.  본본 3:10  Page 46



2014년 7월   47

스마트TV 의미 기반 동영상 검색 기술 257

Ⅱ. 시맨틱 검색 기술 동향

1. 시맨틱 검색 기술의 필요성

스마트 미디어 환경은 좁게 보면 스마트폰, 스마

트패드, 스마트TV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에 의해

촉발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정보 또는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 환경이라 정의

할 수도 있으나, 넓게 보면 모바일 컴퓨팅(mobile

computing), 개인화 컴퓨팅(personalized com-

puting), 지능형 컴퓨팅(intelligent computing) 등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에 의해 촉발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컴퓨팅 기법을 이용한 정보 또는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 환경이며 이 환경에서의 주요 매체

가 스마트 기기라 정의할 수 있다 [1,2,3].

사실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새로운 컴퓨팅 패러

다임의 등장은 서로 영향을 주는 양방향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접근성과

이동성이 탁월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확산에 따

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양의 정보 및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 소

비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대한 정보 및 콘텐츠에 기

반하여 보다 지능적인 서비스가 비로소 가능해졌

고 지능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반

대로 지능적 정보/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지

능적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모델 및 관련 기술이 발전되었고 이는

다시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보편화를 촉진하고 있

다.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및 콘텐츠

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기술을 유인하는 요인은 크게

인터넷 접근의 용이성, 소셜 네트워크/미디어의 확

산,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애플리케이션의 등장,

온라인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등을 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과거와는 다른 사용자 요구사항을 낳고 있다

[2,3]. 즉, 새로운 기술의 도래, 새로운 미디어 환경

의 확산, 다양한 정보/콘텐츠 형태의 등장 등이 검

색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를 변화시키고 그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제 사용자는 확장된 맞춤화,

개인화, 지능화 등 자신들의 검색 경험과 검색 결과

의 유용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특성들을 검색 시스템에 기대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정보를

점점 더 스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검색 시

스템은 방대한 정보에서 사용자에게 스팸으로 인식

되는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성능

지표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3]. 사용자

는 작은 화면 등 인터페이스의 제약이 있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PC 환경에서와는 달리 자신의 검

색 요청과 관련 없는 정보가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즉, 사용자의 검색요청과 관련

있는 검색결과를 틀림없이 제공하는 지와 관련된

재현율(recall rate) 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검색결과만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없는 정보가 함께

포함됨으로써 사용자의 정보 습득을 방해하지 않는

지와 관련된 정확도(precision rate)가 점점 더 중요

한 지표가 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

를 최종적으로 습득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에 점점

더 민감해 지고 있다 [3]. 따라서 스팸 제거, 정확도

향상과 함께 검색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하

여 제공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구글에

서는 ‘지식 그래프’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질의어와 관련된 웹페이지

들의 리스트만을 보여 주었으나, 지식 그래프 서비

스에서는 구글이 방대한 미디어 분석을 통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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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정보와 이들간의 관계를 그래프 개념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자체를 정확하

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2. 시맨틱 검색 기술의 특징

시맨틱 검색 기술은 이미 2000년대 초에 주요 대

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단계별로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5]. 의미 모호성

해소 검색과 어휘 개념 확장 검색은 전통적으로 자

연언어 처리 부문에서 관심을 가졌던 영역으로, 의

미 모호성 해소 검색은 검색의 정확도 (precision

rate) 향상이 주요 목표가 되며, 어휘 개념 확장 검

색의 경우 검색 재현율 (recall rate)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체 특성 확장 검색과 연

관 주제 확장 검색의 경우, 정보가 가진 특성을 구

체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정보간의 상호 관계를 파

악함으로 숨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

막으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의도기반 검색

(intent based search)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목

적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정보와 연관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목할 점은 구글, 마

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세계적 기업들이 최근

Powerset, Metaweb(Freebase), Siri 등을 인수하

고 시맨틱 검색 관련한 내부 연구 개발 조직을 확

대, 강화하여 그 사업 범위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시맨틱 검색과 기존 검색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

이점은 인덱스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 검색

시스템은 형태소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문서로부

터 키워드(토큰)를 추출해 내고, 이들을 역파일

(invert file) 구조의 인덱스에 저장하게 된다. 반면

에 전형적인 시맨틱 검색 시스템은 문서로부터 정

보/데이터 간의 의미적 상호 관계를 표현하는 시맨

틱 네트워크를 추출, 이를 그래프 구조로 지식베이

스에 저장하고 검색 시에는 지식베이스에 질의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매우 다양한 관점의 시맨틱 검

색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어떤 형태건 시맨틱 네

트워크로 정보가 표현, 재구성되어 지식 베이스에

저장, 질의 하는 형태를 가진다. 시맨틱 네트워크는

개념(컨셉, 용어)과 그들간의 관계가 표현된 지식

표현 방법 중 하나로 최근의 시맨틱 웹 기술이 웹

상의 정보/문서/콘텐츠에 구조와 의미를 부여함으

로써 컴퓨터가 정보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지

능적 추론을 통해 암묵적인 지식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5]. 

Ⅲ. 스마트TV 의미 기반 동영상 검
색 서비스 시스템

1. 스마트TV 검색 서비스 요구사항

최근 프로세서와 스토리지를 장착하고 인터넷 연

결을 제공하는 스마트TV가 댁내 스마트미디어 허

브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IPTV 사업

자 및 OTT 사업자 등에 의해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

텐츠 라이브러리 서비스, VoD 서비스 등은 이미 상

용화되어 사용자에게 방대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방송 콘텐츠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6,7].

이렇게 방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

츠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보다 향상된 콘텐츠 검색 기

능이 주목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특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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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또는 특정 팀의 특정 대회 축구 동영상을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라이브러리 서비스, VoD 서비

스, 방송 콘텐츠 서비스 등 검색 대상 (즉, 저장소)

에 상관없이 통합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좋아하는 선수, 팀

등의 선호 또는 현재 개최되고 있는 대회, 이 대회

의 주요 경기 등의 상황이 검색에 자연스럽게 반영

되기를 원한다[4].

위와 같은 요구는 콘텐츠에 관련된 데이터에 구

조와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의미 기반 검색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위

의 요구사항을 좀더 살펴보면 의미 기반 검색 시스

템이 가져야 하는 몇 가지 특성을 알 수 있다. 첫 번

째,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양뿐만 아니라 출처 및 관

련 메타데이타 표현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한 방식으로 통합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적 메

타데이타를 통합적으로 저장하는 단일한 의미적 메

타데이타 저장소 즉, 지식베이스가 필요하다. 두 번

째, 일반적인 사용자는 콘텐츠 지식베이스의 스키

마나 질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요구

(information need)를 키워드 검색문을 통해 쉽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콘텐츠 내용 관련

메타데이타와는 달리 사용자 선호 및 상황은 시간

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적 정보

를 정적 정보와 통일성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8,9,10,11].

2. 의미 기반 검색 시스템 개념 구조 및

동작

시맨틱 검색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된 스마트TV

동영상 의미 기반 검색 서비스 시스템의 개념적 구

조는 <그림 1>과 같다.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은 온톨로지 지식 베이스 구축/관리에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의미기반 콘텐츠 검색에

관련된 부분이다. 첫 번째 부분에 포함되는 주요

구성 요소는 도메인 온톨로지 (Domain Ontology)

와 지식베이스 구축 컴포넌트 (Knowledge Base

Population Component) 그리고 상황 지식 증강

컴포넌트 (Context Knowledge Augmentation

Component)이다. 두 번째 부분에 포함되는 주요

구성 요소는 키워드 검색문 의미해석 컴포넌트

(Keyword Phrase Inperpretation Component),

질의문 변환 및 처리 컴포넌트 (Formal Query

Conversion & Processing Component) 그리고 질

의 그래프 조정 컴포넌트 (Query Graph Adjust-

ment Component)이다 [12].

시스템은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온톨로지

지식 베이스 중심적이다. 시스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

리, 스포츠 등 응용 도메인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실

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메타데이타가 논리적 지식

그래프 형식으로 지식베이스에 표현/저장된다. 사

<그림 1> 스마트TV 의미기반 동영상 검색 서비스 시스템 개념 구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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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선호, 상황 등 동적 정보도 지식베이스에 콘텐

츠 메타데이타와 동일하게 지식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되고 콘텐츠 메타데이타 지식 그래프와 통합되

어 하나의 단일 지식 그래프를 형성한다. <그림 2>

가 지식베이스에 그래프 형태로 표현/저장된 영화

관련 메타데이터를 도식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에서 타원은 클래스, 직사각형은 인스턴

스, 점선은 멤버쉽 관계, 실선은 의미적 관계를 나

타내는데, 이렇게 데이터에 구조 및 논리적 의미가

부여되고 데이터 간에 의미적 관계가 표현된다.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 검색문은 사용자 검색문

의미 해석기에 의해 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의미가

해석된 후, 해석된 의미를 표현하는 형식 질의문

(formal query)을 이용하여 지식베이스 질의를 통해

사용자 의도에 부합되는 콘텐츠 목록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 검색문의 의미 해석은 지식베이스

의 지식 그래프에서 키워드 집합이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지식 그래프를 찾고 이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

이 높은 것의 추출 형태로 수행된다. 이렇게 생성된

부분 지식 그래프가 사용자 입력 키워드의 의미 해

석 결과가 된다. 사용자 선호 지식 및 상황 지식이

콘텐츠 메타데이타 지식과 통합되어 하나의 단일 지

식 그래프를 구성하고 사용자 검색문 의미 해석 과

정 즉, 부분 그래프 추출 및 평가 과정에서 모든 지

식이 동일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사용자 선호 및 상

황이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일단 최적의 부분 그래

프를 얻은 후에는 SPARQL1)과 같은 온톨로지 지식

베이스 질의문으로 쉽게 변환된다. SPARQL 언어

자체가 그래프 패턴 기반 질의어이기 때문이다[8].

3. 사용자 키워드 검색문 의미 해석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 검색문은 의미 해석기

에 의해 부분 지식 그래프로 변환된다. 이 과정은

<그림 3>처럼 텀 매핑 (term mapping), 쿼리 그래

프 구성 (query graph construction), 쿼리 그래프

랭킹 (query graph ranking)의 3단계를 거친다 [8,10]. 

텀 매핑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대응하는 지식베이스 개체가 식별된다. 이때에는

일반적으로 지식 개체의 레이블이나 이름을 이용하

여 사전에 구축된 인덱스를 이용하는데, 매핑의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키워드와 인덱스 텀

<그림 2> 온톨로지 지식베이스의 영화 관련 메타데이터 표현 예

<그림 3> 사용자 키워드 검색문 의미해석 단계 [12]

1) http://www.w3.org/TR/rdf-sparql-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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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x term) 간의 다양한 형태적/의미적 유사도를

이용하게 된다. 텀 매핑은 기본적으로 일대다의 특

성을 갖는다. 즉, 하나의 사용자 키워드에 대해 일

반적으로 복수의 지식 개체가 식별된다. 쿼리 그래

프 구성 단계에서는 그래프 탐색을 통해 텀 매핑 단

계에서 식별된 지식 개체들이 모두 하나의 그래프

로 연결된 부분 그래프를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사

용자가 키워드를 통해 명시적으로 입력하지 않아

누락된 관계나 중간에 위치하는 개체가 추가적으로

찾아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구체

적으로 해석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매핑된 하나

의 지식 개체에서 시작하여 매핑된 또 다른 지식 개

체에 도달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패스 (path)를 찾

고, 이들 패스를 연결/조합하여 매핑된 모든 지식

개체가 하나로 연결된 부분 그래프를 구성하게 된

다. 이 단계 또한 기본적으로 일대다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사용자 키워드에 매핑된 지식 개체들의 개

별 조합별로 복수의 부분 그래프가 생성된다. 쿼리

그래프 랭킹 단계에서는 다수의 부분 그래프를 평

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순위는 사용자의 의도와

잘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평가 모델이 사용된다. 가장 단순한 평

가 모델은 그래프의 크기 또는 그래프의 길이가 짧

을수록 높은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이는 일반

적으로 사용자 검색문에 포함되는 키워드들은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고 서로 관련성이 있는 지식

개체는 지식베이스의 지식 그래프 상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는 가정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8].

사용자가 “원빈 출연 이정범 2010 영화”라고 키

워드 검색문을 입력한 경우를 예로 들어 위에서 설

명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텀 매핑

과정을 통해 “원빈” 키워드는 원빈 인스턴스 개체

로, “출연” 키워드는 출연 관계 개체로, “이정범”

키워드는 이정범 인스턴스 개체로, “2010” 키워드

는 2010 리터럴(literal)로, 그리고 “영화” 키워드는

영화 클래스 개체로 매핑된다. <그림 2>에서 굵게

표시된 부분이 위 매핑 예를 보여 준다. 이후, 쿼리

그래프 구성 단계에서 매핑된 개체를 모두 연결하

는 부분 그래프가 그래프 탐색을 통해 구성되는데,

<그림 2>에서는 어둡게 표시된 영역 내의 그래프가

이에 해당된다. <그림 2>에 표시된 부분 그래프에

서 매핑된 모든 개체가 애초 사용자 검색문에서는

누락되었지만 쿼리 그래프 구성 과정을 통해 추가

된 개체들을 통해 모두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렇게 구성된 부분 그래프가 사용자 키워드 검

색문을 확장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미

해석된 결과가 된다. 실제로는 <그림 2>와는 달리

다수의 부분 그래프가 가능한데, 쿼리 그래프 랭킹

단계를 통해 이들의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위의 부

분 그래프는 <그림 2>의 지식베이스 그래프로부터

구성 가능한 다른 부분 그래프 중에서는 가장 짧은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프 길이 기반의 평가 모

델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로 랭킹된다.

4. 스마트TV 의미 기반 검색 시스템 개발 결과

본 연구를 통해 <그림 4>와 같은 구조의 스마트

<그림 4> 스마트TV 지능형 검색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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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지능형 검색 서비스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시스

템은 네트웍 상에 분산되어 구현되었는데, 서버에

서 사용자 키워드 검색문 의미해석, 콘텐츠 메타데

이터 지식베이스, 사용자 선호학습 등의 기능과 서

비스가 처리되고, 스마트TV 상의 웹 브라우저가 서

비스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한다.

스마트TV 지능형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위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개봉된 4,000여

편의 영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방송을 통해 방영된 드라마와 예능 시리즈

약 3,500여 편 (시리즈별 회차에 해당되는 개별 동

영상 콘텐츠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약 60,000여편)

에 대한 메타데이터 지식베이스가 구축되었다. 이

지식베이스는 91개의 클래스, 41개의 프라퍼티(관

계)를 포함하는 도메인 온톨로지를 개발하여 적용

하였다. <그림 5>가 적용된 온톨로지의 일부를 보

여 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기존 키워드 일치 방

식의 검색 서비스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갖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6>에 몇 가

지 사용자 검색문 예와 시스템의 처리 결과를 정리

하였다. 예를 들어, “신사의 품격 작가 드라마”와

같은 사용자 키워드 검색문의 경우, 기존 검색 시스

템에서는 입력된 키워드와 일치하는 인덱스만을 이

용하여 검색함으로써 김은숙 작가가 각본한 드라마

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없는데 비해 개발된 시스템

에서는 의미를 해석하고 해석된 의미를 기준으로

검색함으로써 시크릿 가든 등 김은숙 작가의 드라

마를 정확하게 검색해 준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하여 띄어쓰기, 오타, 근접어(유

사어), 유의어 등을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되

었다. 이러한 사용자 검색문 전처리 기능의 일부 예

를 <그림 6>에 정리하였다. <그림 7>은 위 예의

시스템 실행 예를 보여주는 클라이언트 화면이다.

<그림 7>에서 김은숙 작가가 각본한 드라마 6편이

정확히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 리스트

에서 시스템이 해석한 사용자 키워드의 의미를 텍

<그림 5> 콘텐츠 메타데이터 지식베이스 온톨로지 <그림 6> 사용자 키워드 검색문 처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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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 출력한 목록을 볼 수 있다. <그림 7>에서는

가능한 해석 중 랭킹 과정을 통해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것(최상단의 해석 결과)이 선택되어, 이에 해

당하는 검색결과가 리스트 된 상태이다.

Ⅳ. 결 론

본고에서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검색 기술의 변화요

인과 기술 발전 동향을 살펴 보았다. 변화요인으로

인터넷 접근의 용이성,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 다양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등장, 온라인 정보의 증

가, 사용자 요구사항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 보았고

이러한 변화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검

색 결과의 양 보다는 질과 신뢰도를 증대할 수 있

고, 나아가 사람 즉, 사용자 중심의 정보 세상을 지

향하는 방향으로 검색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동향에는 데이터와 콘텐츠에 의미와 구조

를 부여함으로써 컴퓨터가 데이터의 상호 연결과

의미 분석을 통해 숨은 정보를 발견하고, 궁극적으

로 의사 결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맨틱 웹 기술 기반의 시맨틱 검색 기술

이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시맨틱 검

색 기술을 스마트TV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에

적용한 스마트TV 동영상 의미 기반 검색 서비스 시

스템 개발에 대해 살펴 보았다. 개발된 시스템은 기

존 콘텐츠 검색 시스템에 비해 높은 정확도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며 따라서, 스마트TV, 스마트패드,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고

보다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

용 가능함을 보였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기술적 혁신이 상용 검

색 시스템에 적용되고 높은 수준의 AI 기술과 접목

됨으로써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지능화를 통한 사

용자 의도 예측과 추론을 통한 진정한 지능형 검색

서비스가 일반 사용자의 실생활에 적용되기를 기대

한다.

<그림 7> 사용자 키워드 검색문 의미해석 결과 및 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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