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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위키는 사용자 누구나 문서를 생성하고 수정이 가능하여 지식관리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가 위키 시스템에 축적된 지식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구조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정의하여 문서를 구성하고 해당 메타데이터에 따른 입

력 방식을 제안하여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문서를 메타데이터에 따라 

분해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통하여 타 응용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안된 

방식은 음악을 주제로 한 위키 시스템인 WikiMusic을 통해 구현하고 관련 연구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1. 서  론 

최근 웹 2.0이라는 새로운 웹의 경향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중에서 

위키피디아[1]는 현재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알려져 있다. 위키피디아는 공개된 저작 

방식을 통해서 웹 2.0의 이념인 공유와 참여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키피디아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지식은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는 것이 가능 

하다.[2] 

이렇게 사용자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위키피디아와 

같은 위키 시스템이 각광 받고 있지만 축적된 데이터의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5] 그 효용성의 이면에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의 위키피디아는 단순히 사람들이 읽고 쓰는 

백과사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는 없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추출하고 해당하는 의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위키피디아와 같이 다수 사용자의 참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방식은 수집된 데이터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잘못된 정보, 허용 범위 외의 정보, 

반달리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키에 저장할 데이터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메타데이터에 따른 데이터를 입력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입력된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화된 테이블에 메타데이터에 따라 분해되어 저장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입력 시점에서의 데이터 

유효성 검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위키 문법을 사용해서 

작성하는 기존 문서 창 대신 메타데이터에 따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도 증가한다. 또한, 

정의된 메타데이터에 부여된 의미정보를 파악하여 다른 

응용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위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법을 제시한 관련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메타데이터 정의를 통한 위키 문서의 작성 방식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제안된 문서를 재사용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저장 방식을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제안에 따라 구현한 사례를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과 추후 연구를 서술한다. 

 

2. 관련 연구 

 위키는 위키 위키 웹의 줄임말로써, 사용자 누구나 

쉽게 문서를 생성하고 수정 가능하도록 하는 웹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이런 

상호작용이 편리한 특성으로 인해 위키는 웹 상의 집단 

지성을 구축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기본적인 

특성은 간단한 마크업 언어를 사용하고, 각 문서가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구조의 문서를 생성하고 수정하기 쉽도록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한 필드에 문서단위로 저장되는 방식을 

따른다. 그래서 일반 웹 문서의 정적인 구조에 반해 

위키 문서는 내용과 내부의 구조가 동적으로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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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구조는 문서를 사람이 보고 활용하기엔 

효율적이지만, 컴퓨터가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위키 문서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한 연구사례들이 있었는데 

Platypus 와 Semantic Wikipedia 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2.1 Platypus 

 Platypus[4] 는 위키 데이터의 공유와 재사용을 위해 

시맨틱 웹 기술을 적용한 위키 문서 작성방식을 제안 

하였다. 모든 위키 문서를 RDF문서와 결합해서 

표현하여 기존의 시맨틱 웹 기술로 데이터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 위키 문서 편집 창과 

RDF 문서 편집 창이 독립적으로 분할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인지 일관성을 수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사용자가 RDF 문법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위키 사용자가 RDF문서를 저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기존에 축적되어 왔던 위키 

데이터들과는 호환이 되지 않아서 문서들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2.2 Semantic Wikipedia 

 Semantic Wikipedia[5] 는 위키피디아의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미디어위키 익스텐션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링크 방식과 문서 구조에 typed 

link와 attribute 를 도입함으로써 문서간 링크에 의미를 

부여하고 문서내부의 데이터 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작성된 문서를 RDF export 기능을 

사용하여 다시 RDF 문서로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활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위키피디아가 사용되는 방식에 

기반하여 관련 연구들에서 찾은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3. 메타데이터 

3.1 메타데이터란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를 말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사용과 관리, 이해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뜻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있는 책에 관한 

메타데이터는 책 제목, 저자, 출판 연도, 책의 위치 

등이 될 수 있고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값들은 각각 ‘A 

discipline of programming’, ‘Edsger W. Dijkstra’, 

‘1976’, ‘005.1 D569d’ 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위키 문서를 표현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였다. 메타데이터는 

위키 문서의 소 단락 제목, 문서 분류 등이 될 수도 

있다. 

3.2 메타데이터의 활용 

최근 위키피디아는 사용자 규모가 증가하고 정보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일부 문서에 대해 정형화 

된 메타데이터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John 

Lennon’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출생일, 출신지, 

사망일, 직업 등 사람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정해진 

테이블로 명시하였다. 이것은 이 문서에서 서술하는 

정보의 주제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위키피디아는 대부분의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편집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일부 문서에 

관해서는 정해진 메타데이터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메타데이터에 따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어떤 메타데이터는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필수적이며 

또한, 메타데이터에 대응하는 값의 타입이나 범위도 

정형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John Lennon’ 의 

출생일은 ‘9 October 1940’이다. 인물을 수록한 

백과사전인 경우 출생일은 인물을 표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이며 해당하는 값의 타입과 범위는 유일한 

날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위키피디아의 'John Lennon' 문서의 Born 메타

데이터와 그 값 

위키피디아의 정형화된 메타데이터와 같이 특정 

주제의 문서에 대해 주제를 표현하는 메타데이터를 

정의하는 일은 위키 프로젝트[6]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3 메타데이터 정의의 효과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정의함에 따라, 메타데이터 

타입을 확인 하고 값도 일정 범위와 조건 내에서 

다루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위키 문서 편집창 대신 

메타데이터의 범위와 조건에 따라 값을 입력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마련하면, 메타데이터 값에 대한 

데이터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져서, 데이터 정확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출생일’ 이라는 메타데이터의 

값은 날짜와 연도로 표시된다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프로그램에서 해 줄 수 있다.  

또, 문서의 주제를 표현 할 기본적인 요소를 

메타데이터로 정의해 놓음으로써 문서 편집 시 사용자 

편의성 증가와 더불어 문서 주제의 모호함도 감소한다. 

  

4. 문서 저장 

4.1 데이터 무결성 

위키피디아와 같은 집단 지성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A)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B)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C)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D)



많을수록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정확도와는 별도로 

데이터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데이터베이스 내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3장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의 정의를 통해 

메타데이터 값의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지면 문서 저장 

시 메타데이터 값의 무결성은 보장된다. 따라서 문서를 

저장할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화된 테이블에 

메타데이터를 저장이 가능해 진다.  

정해진 메타데이터에 따라 문서를 분해하여 저장이 

가능하게 되면, 문서의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메타데이터를 미리 정의하고 해당 의미를 부여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디자인 할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위키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따로 

관리하면 문서 관리 시 효율성이 증가한다. 이런 방식은 

기존 위키피디아의 문서 저장 방식으로는 할 수 없었던 

메타데이터의 활용이 이루어진다.  

4.2 데이터 모델 

기존 위키 문서의 데이터 모델은 다음과 같다.  

System = {Article1, Article2, … ,Articlen} 

Articlei = {(v,l) | v∈Value, l∈Link(Articlej) or l is 

null} , i ≠ j 

System 은 위키 시스템을 의미하고 문서를 의미하는 

Article의 집합이다. 그리고 Article은 value와 link의 

쌍으로 구성된다. Value는 텍스트로 표현 된 값이며 

Link는 다른 Article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Article에는 다른 Article과의 링크를 여러 개 

포함할 수 있어서 System은 문서들이 노드가 되고 

링크가 연결선이 된 그래프 구조로 표현된다.  

각 문서의 내용은 제한 없이 자유로운 값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위키 시스템에서는 문서간의 

링크 외에는 컴퓨터가 수집하여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모델은 문서에 

포함되는 모든 값이 특정 메타데이터에 종속됨으로써 

메타데이터에 관련한 의미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이런 

의미 정보는 메타데이터를 정의할 때 부여되고, 그에 

대한 도메인 제약 조건(Di)또한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문서는 네임스페이스(ns)[7] 로 분류되어 각 

문서의 메타데이터 집합을 다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한다. 

System = {nsi:Articlej | i , j > 0} 

nsi:Articlej = {T1, T2, … Tn} 

Ti = {(v,l) | v∈Value, v∈Di, l∈Link(Articlek) or l is 

null} , i , j > 0, j ≠ k 

Di = {C1, C2, … , Cn} 

 그리고 제안한 모델은 기존의 위키 시스템이 가진 

문서의 그래프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메타데이터와 

네임스페이스의 조합으로 더욱 풍부한 의미정보를 

가진다. 예를 들어 ‘John Lennon’ 이라는 사람의 

메타데이터인 ‘발매 음반’ 에 대해서 ‘Stand by me’ 

라는 문서가 링크 되었을 때, 네임스페이스가 Artist 인 

‘Artist:John Lennon’ 문서에서 네임스페이스가 Album인 

‘Album:Stand by me’의 문서로 ‘발매 음반’ 이라는 

메타데이터 값으로써 링크를 형성한다. 그래서 문서 

내에 포함되는 의미정보는 “아티스트 John Lennon 이 

발매한 음반 Stand by me” 가 된다. 이렇게 링크 

자체도 풍부한 의미 정보를 지니게 되면서 기존 위키 

문서보다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게 된다. 

5. 구현 

 본 연구는 All Music Guide (AMG)[7] 의 음악 

메타데이터 정의를 기반으로 음악 주제 위키 시스템인 

WikiMusic을 구현하였다.  

5.1 구현 환경 

위키문서를 관리할 기본 엔진은 위키피디아 엔진인 

미디어 위키[8]를 사용하였고 메타데이터 값은 Oracle 

에 저장한다. 메타데이터와 그 값은 All Music Guide 에 

정의된 내용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에디터 익스텐션은 

자바 스크립트와 php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5.2 구현 내용 

위키에 저장할 문서는 음악, 앨범, 아티스트로  

네임스페이스를 제한하였고, 각 네임스페이스 별 

메타데이터는 제시한 데이터 모델에 따라 정의하였다. 

그림 2는 Music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의 

도식이다.  

 

그림 2 네임스페이스가 Music 인 문서의 메타데이터 정

의 

각 문서의 에디터는 사용자가 위키 문법을 알지 

못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HTML 컨트롤을 

통해 입력을 하도록 하였다. 이 방식으로 정해진 

메타데이터에 검증된 값들이 입력될 수 있다. 

그리고 위키 문법의 그래프 구조를 활용하는 링크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버튼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편집된 문서가 보여지는 

화면은 네임스페이스에 종속된 템플릿[8]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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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의된 메타데이터에 따른 사용자 입력 에디터 

마지막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왼쪽 사이드 바에 

네임스페이스 별, 주요 메타데이터 별 네비게이션 

문서를 링크해 두고 해당 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네임스페이스가 아티스트인 문서의 예 

5.3 평가 

 관련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사용자 편의성: WikiMusic은 위키 문법이나 RDF 

문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존 위키 시스템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문서를 사용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표현력: 관련연구의 위키 시스템은 시맨틱 언어의 

Schema를 구성하는 과정이 존재하고, WikiMusic 에서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과정과 맞물린다. 현재 구현된 

시스템은 문서의 정해진 주제를 표현하는 것에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문서 관계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해진 메타데이터로 구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동일한 표현력을 가진다. 

 유연성: WikiMusic은 메타데이터를 정의해 문서의 

구조를 고정시켜 놓았으므로 기존의 위키 시스템이나 

관련 연구의 시스템보다는 유연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문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은 일부 제한되게 

된다. 

 호환성: WikiMusic은 미디어 위키 엔진의 기능을 전부 

수용하고 미디어 위키 익스텐션[8]으로 개발 

되었으므로 기존 위키피디아와의 호환이 가능하다.  

 WikiMusic은 기존 위키 시스템보다 유연성을 

제한하면서 표현력을 증가시켜서 컴퓨터에 대한 문서의 

이해도를 높였고, 시맨틱 웹 기술이 적용된 위키 

시스템보다 일반적인 문서에 대한 표현력은 낮지만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서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켰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위키 문서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정의한 저작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위키 시스템으로부터 

유효성이 검증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문서 내용을 메타데이터에 따라 분해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WikiMusic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음악 컨텐츠 

프로젝트의 일부로써 지능형 음악 추천 엔진의 기반 

데이터 수집에 활용되고 있다. 

추후에는 사용자 참여를 고려한 시맨틱 웹 언어 적용 

방식 등의 연구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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