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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맨틱 위키를 이용한 RDF/OWL과 
토픽맵 사이의 상호운용성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RDF/OWL and Topic Maps using the Semantic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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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시맨틱 웹과 웹 2.0의 개념이 등장하며 시작된 차세대 웹은 기존의 자원 중심의 서비스를 바꾸고 있다. 즉 관 

심의 초점이 이미 풍부해진 자원 자체가 아닌 그 자원을 설명하는 메타 정보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W3G와 

ISO에서는 이러한 메타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표준으로 각각 RDF(Resource Description Largiage)와 토픽맵 

(Topic Maps을 정의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메타 정보를 XML 형태로 직접 기술하는 방법은 사용자 참여가 중 

요시되는 차세대 웹에서 일반 사용자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기존의 

WikiWikiWeb 시스템을 확장한 시맨틱 위키 (semantic wiki)가 등장하였으며 사용자는 간단한 문법을 통해 위키 

페이지에 대한 RDF 메타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토픽맵 기반의 시맨틱 위키와 현재 구현된 

RDF 기반의 시맨틱 위키 사이의 메타 정보 상호운용성을 위한 방법을 RDFW Task Force에서 제시한 방법론 

을 기초로 살펴보고, 상위의 Wiki 문법을 통해 하위 단의 변환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With the emergence of Semantic Web and Web 2.0, the paradigm shift of the Web is on resource

centered services. That is, the focus now moves from having just rich resources to the meta-information 

of describing the resources. The relevant standards, RDF(Resource Description Language) and Topic 

Maps, of describing the meta-information are defined and adopted by W3C and ISO respectively. 

Describing meta-information in such a XML form could be burdensome to participants. Semantic Wiki 

extended from 1)WikiWikiWeb is proposed to deal with the problem. It enables users to generate RDF 

meta-information about Wiki pages with simple usages of the grammar. We discuss the way of 

improving interoperability between Topic Maps-based semantic Wiki papges and RDF-based ones. The 

method proposed by RDFTM task force is present with the usage of high-level Wiki grammar for 

facilitating low-level transformation.

키워드: 시맨틱 위키, RDF, 토픽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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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맨틱 웹과 웹 20의 개념이 등장하며 시 

작된 차세대 웹은 기존의 자원 중심의 서비 

스를 바꾸고 있다. 즉, 관심의 초점이 이미 

풍부해진 자원 자체가 아닌 그 자원을 설명 

하는 메타 정보로 옮겨진 것이다. 이에 따 

라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표 

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으며 그 결과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1] 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imdard庭tion)의 토픽맵 (Topic Maps) [2] 이 

메타 데이터 표현을 위한 표준으로 등장하 

게 되었다. 이 두 표준은 서로 다른 목적으 

로 서로 다른 시기에 등장 하였으나 각 표 

준이 가지는 고유의 강력한 특징들로 인해, 

그 활용 분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RDF와 토픽맵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어 두 표준 사이의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 문제가 대두되 

게 되었다⑶. 이러한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W3C에서는 ISO와 연계하여 

RD F/Topic Maps Interoperability Task Force 

(RDFTM)를 조직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丄

한편, 현재 널리 퍼져있는 위키 (wiki) 소프 

트웨어를 이용한 문서 공동 작업 환경을 확 

장하여 생성된 문서에 메타 정보를 덧붙여 

의미 (semantic)를 부여하는 시맨틱 위 키 

(semantic wiki)가 RDF를 활용하여 개발됨 

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용자 친화적이고 개 

방되어 있는 온톨로지 구축에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5]. 이렇게 RDF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맨틱 위키는 RDF 대신 토 

픽맵을 백엔드(backend)로 하여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6]. 그러나 이렇 

게 서로 다른 표준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시맨틱 위키의 정보들은 고유의 형태로 추 

출(export)이 가능한 만큼 상대의 표준 형태 

로 변환되어 삽입 (import) 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토픽맵 기반의 

시맨틱 위키와 현재 구현된 RDF 기반의 시 

맨틱 위키 사이의 메타 정보 상호 운용성을 

위한 방법을 RDFTM Task Fork에서 제시 

한 방법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상위의 

Wiki 문법을 통해 하위 단의 변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인다.

2. 연구배경

2.1. RDF / RDF-S / OWL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는 

W3C에서 주도하고 있는 시맨틱 웹 구현을 

위한 노력의 결과 중 하나로서, 인터넷 상의 

자원에 대한 정보 즉 메타 데이터를 주어 

(subject), 술어 (predicate), 목적어 (object)로 이 

루어진 트리플(triple)의 집합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W3C에서 정의한 

RDF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RDF는 시맨틱 웹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 

인된 언어로서 HTML이 초기의 웹을 형성 

하는데 기여했던 언어인 것과 흡사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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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RDF는 자원을 기술하거나 웹을 위한 

메타 데이터(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지원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RDF는 상호운 

용 가능한 XML 데이터 교환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조를 제공한다.

RDF-S(RDF Schema)[기는 RDF의 의미 

적 확장으로서 RDF의 어 휘 (vocabulaiy)를 

기술하는 언어이다. RDF-S는 관련된 자원 

들과 이러한 자원들의 관계의 그룹을 기술 

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자원 클래스 간의 상 

하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

OWL(Web Ontology Language) ⑻은 개념 

화의 명서】 [9]로 정의되는 온톨로지 

(Ontology)를 기술할 수 있는 RDF의 어휘 

확장이다. RDF-S가 어휘 기술에 대해 상대 

적으로 느슨한 제약(constraint)을 거는 반면 

에 OWL은 property에 대 한 cardinality나 

disjointness 등의 강한 제약을 걸어 정보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도록 기술할 수 있다.

2.2. Topic Maps

토픽맵은 기존의 책 인덱싱을 위해 쓰인 

시소러스(thesaurus)등의 개념을 확장하여 각 

주제에 대한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그에 따 

른 지식을 표현하고 교환할 수 있는 표준이 

다. 토픽맵은 ISO에서 표준화 하였으며 

(ISO/IEC 13250:2003), 이후 데이터 모델을 

정의한 TMDM(Topic Maps Data 

Model)[10], 관계 모델을 수학적으로 정립하 

는 TMRM( Topic Maps Reference Model) [11], 

의미적 모호함을 개선하는 TM CL (Topic 

Maps Constraint Language)[12] 및 지식에 대

한 질의를 수행할 수 있는TMQL(Topic 

Maps Query Language) 제안되 어 현

재 표준화 작업 이 계속되고 있다.

RDF와 토픽맵 사이의 상호 운용성에 대 

한 연구와 Conversion Tool에 대한 구현은 

RDFTM Task Force의 보고서에서 집약되었 

는데, XSLT등을 이용한 구문적 접근 시도 

는 원래 문서의 의미를 상당부분 잃어버리 

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 각 표준이 정의한 

메타 정보 그래프의 구성 요소를 의미적으 

로 매핑 시키는 방법은 어느 정도 우수한 

정확도를 보이며 상용 토픽맵 솔루션에서 

사용되고 있다[4].

2.3. Semantic Wiki

시 맨 틱 위 키 는 1990년 대 에 Ward 

Cunningham[14]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발전 

되어 온 기존의 WikiWikiWeb의 확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메타 데이터와 Wiki 문서간의 

관계를 RDF 모델과 OWL 어휘를 통해 표 

현한다. 이제까지 몇 가지 구현 시도가 있었 

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15]

• 자동화된 RDF 메타 데이터 생성

PukiWiki(http：//pukiwiki.org), 

yukiwiki(http ： 〃www.hyukLcom/yukiwiki) 등의 

위키 시스템이 채용한 방식이다. 사용자는 

RDF 문법에 대해 알 필요가 없으며, 사용 

자가 위키 페이지를 추가하는 순간 시스템 

이 자동으로 해당 페이지에 대한 RDF 메타 

데이터를 생성한다. 하지만 이 메타 데이터 

는 글의 제목이나 갱신일, 링크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

http%25ef%25bc%259a//pukiwiki.org
http://www.hyukLcom/yuki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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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 문법을 이용한 자동화된 RDF 생성

PeriPericjp

(http ：//www^rc£ucanLoi^/cjp39/Peri),

Rhizome Wiki

(http: //rhizomeJiminalzone.org),

Semantic Media Wiki

(http：//wiki, ontoworldorg/

index.php/Semantic_MediaWiki) 등에서 人卜 

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각 시스템에서 

정의한 특정 위키 문법을 이용하여 위키 페 

이지를 작성함으로써 위키 시스템이 해당 

페이지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가 직접 RDF 주석을 추가

Platypus Wiki (http: / / platypus wiki, 

sourceforganet) 등에서 사용흐｝는 방법으로서 

위키 페이지에 사용자가 직접 RDF/XML 

데이터를 써넣는 방식이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사용자가 RDF에 대한 지식이 

있어 야 한다는 큰 단점 이 있다.

3. 관련연구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 온톨로지 

에 기반한 분산 지식 관리를 위해 토픽맵과 

시맨틱 위키를 연동하는 Axel Korthaus와 

Martin Schader의 연구 [6] 는 소프트웨어 엔지 

니어링 지식을 저장하는 지식 베이스 

(knowledge base)로서 토픽맵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맨틱 위키를 통해 개발 

자들이 직접 지식 베이스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렇게 웹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한 상 

황에서 분산된 지역적 토픽맵 지식 베이스 

들을 연결한 인프라를 토픽 그리드(Topic 

GHd) 로 정의하여 좀 더 효율적인 지식 관리 

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4. RDF와 토픽맵의 

표준의 차이점

RDF와 토픽맵은 유사한 활용 범위에 걸 

맞게 많은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만큼 많은 

특성상의 차이를 보인다. RDFTM Task 

Force의 Gaishol은 이 두 표준 사이의 차이점

토피매 관계 RDF

Topic map
comparable 

to
RDF graph

Topic
comparable 

to
Resource

Subject
comparable 

to
Resource

Resource
comparable 

to

Network- 

retrievable resource

Non- 

addressable 

subject

comparable 

to

Non-network- 

retrievable resource

Association kind of Statement

Occurrence kind of Statement

Name 

assignment
type of Statement

Class of topics
comparable 

to
Class

〈표 1> RDF와 토픽맵 사이의 가능한 

상호관계의 형태

file:////rhizomeJiminalzo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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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RDF Topic Maps

을 개념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분 

석을 통해 실제 변환 도구를 구현하였다 

[17]. Gai안1이에 따르면 토픽맵과 RDF의 구 

문적/의미적 모델 사이의 대략적인 관계는 

〈표 1〉과 같다.

그러나 RDF의 경우 실제 온톨로지 구축 

을 위한 Class-SubClass 관계와 속성에 대한 

더 많은 제한을 표현하기 위해 RDF를 확장 

한 RDF 스키마와 0WL 형태가 되어야 하 

기 때문에 단순히 RDF 모델만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토픽맵과의 상호운용성이 실현 

되기 어렵다. 따라서 RDFS/。叽과 토픽맵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각 

표준을 기반으로 한 온톨로지 저작 도구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16]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RDF-S/OWL 

의 경우 속성에 대한 Constraint을 좀 더 강 

하게 하고 수학적으로 명료한 관계를 정의 

하고 있으며, 토픽맵의 경우 조금 더 유연하 

고 인간 사용자의 사고 체계와 유사한 방식 

으로 관계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Conversion

현재 공식적인 정의가 없는 시맨틱 위키 

이기에 그 기능과 범위는 각 구현마다 상이 

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 

를 들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백과 

사전인 위키피디아 (Wikipedia)는 Wiki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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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엔진으로 미디어 위키 (Media Wiki) 

를 사용하고 있다. 이의 확장으로 개발되어 

공개된 시맨틱 미디어 위키(SMW；Semantic 

Media Wiki)는 기존의 위키 문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Wiki 페이지에 링크를 하는 것만 

큼 쉽고 직관적으로 메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WikSAR (Semantic 

Autiioring and Retrieval within a Wiki) [18] 의 

경우 실제 RDF Triplei- 정의하듯이 메타데 

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문법을 제공한다. 그 

러나 RDF ffeed를 ex跆ort하는 경우 서로 다 

른 내부 처리방식으로 인해 추출된 RDF 파 

일을 다른 시맨틱 위키로 import 하는 것은 

별도의 처리를 구현해야 하므로 예제 분석 

을 위해 본고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시맨 

틱 미디어 위키를 사용하였다.

한편, 토픽맵에 기반한 시맨틱 위키는 

Topic Grid를 이용한 TMWiki라는 구현이 존 

재한다⑹. 위키 페이지 간의 관계를 정의하 

는 것이 목적인 시맨틱 위키의 특성을 볼 

때, 그 관계를 토픽맵으로 표현하는 것은 충 

분히 효율적이며 다대다 관계가 빈번한 위 

키 페이지의 메타 데이터로서 오히려 자연 

스럽다고 생각된다.

5.1. 간단한 예제

Hoon_Min에 대 한 Wiki 페 이 지 와 

Ji_Hyun에 대한 Wiki 페이지가 존재할 때, 

이 두 페이지 간의 관계가 fiiend_of로 설정 

되어 있다고 흐卜자.

SMW에서는 각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코 

드를 삽입한다.

In HoorL_Min

[[Cat^oiy： Catholic_ University]]

[[6iend of :: Ji_Hyun]]

In Jj_Hyun

[[Cat^ory： Cathohc_ University]]

[[&iend of :: Hoon」Min]]

이렇게 만들어진 위키 페이지는 기본 텍 

스트와 함께 이에 대한 메타 데이터가 추가 

되게 되며〈그림 2〉와 같이 RDF 형태로 추 

출할 수 있다.

5.2 변환 도구를 이용한 상호 호환

위처럼 생성된 RDF 온톨로지를 토픽맵 

으로 구성된 온톨로지에 import 하려고 한다 

면 RDFTM Task Foi侶에서 제안한 여러 방 

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RDF 파일을 토픽맵 

파일로 변환해야 한다. 그러나 4절에서 살펴 

본 직접적인 상호 변환의 한계와 수시로 변 

하는 위키 페이지의 특성 상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보다 복잡한 

온톨로지 구성을 위해 OWL 어휘까지 사용 

하게 될 경우, 토픽맵과의 차이가 더 벌어지 

게 되어 변환 도구(conversion tool)의 수준은 

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위키 페이지에 대 

한 정보와 페이지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메타 정보를 서로 다른 표준을 이용하여 표 

현하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변환을 통한 

상호 운용성 확보를 고집하기 보다 각각의 

시맨틱 위키에 대한 온톨로지 저장소를 따 

로 구현하여 동일한 위키 문법을 통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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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Min

Facts ni)»ut Hoob Min — Click * &、t。fit谴 similar page*.

i nsvi^ation
*机m 如*
* 顷询
* C^Frsnievstite
® Recent changes
« Random p&ga

Refatkins to 聞ter articles

Cstsgeiy:

<Mxm; version--;,C"
DHfT “u Mf FDr( •» u 

v df PCF -Si； //v
I =
! i - Up// h jHi
I t ! H /< i

•-c.ii

* <awl；RnnBtato^rapsrcy ^t:^r；c：ir- http://smw.ontGware.Org/200S/smw#hasArtide'
+ g"k"nr>otat*mH 마冶rzy rdf:http://smw.ontoware.Org/20Q5/smw#hasTvpe >
+ <awl：i,;a55 rdf:atoijt=； http://smw.ontoware.org/2a05/smw«Thing">

<.sinw.Tla(ni rcif；sDout~ http://idis.cathoiic.ac.kr/mw/mw/index.php/„HQan„Min,,>
crdfs:labe:>Hoon Min<?rdfe:laosi>

n. ha*a  df - ow http://idis.cathnlic.Bc.kr/mw/iRdex.php/Hoon_Min'* />
rrdf I eSnaLB, ruf ra B K http://idfs.cathoHc.ac.ta-/mw/index.php/Spedai:ExpcrtRDF/HoGn„Min'/>
〈rdf；type rdf；心qwe* http;//»dts.cathDlic,ac.kr/mw/mw/iodex.php/_Gategorv-3ACathcfic_Uftiversity': />
"혀#isEe if rsg g http://idis.catholice이w/mw/m유/;ndex’php/〜"•너yun” ◎

<$mw; fhing rdr；about= http://tdis.catholic,ac.kr/mw/mw/index,php/_Ji_Hyun,>
rJfs laos J*  Hyun of 效 시

也丄 E a oun » http://itfis.cathDtic,ac.tcr/mw/index.php/3i_.HvunL* />
trdfs；isDsfinst；8v n>r：resou；7e= http://idis.cathoiic.ac.kr/mw/indax.php/8pecial：exportRnF/Ji„Hyun!< />
<rdf;type rdr：^source= http;//idts.cathotic.ac.kr/mw/inw/index.php/_CategarY-3ACatho!ic_University" />
"*<招 1 Pre, ol fiejur http://idis.catholfC.ac,kr/fnw/mw/lndex.php/„HaDn„Min6 />

v/smw: Thmti>

•*  3好3必》riif；jisuui：~-hnp;//id»s.cathoHc.ac.kr/mw/mw/index.php/_C^;egory-3ACathatic„Universlty°>
* v•。初.。히evG야_5y ui?：about- http://idis.catholic.ac.kr/mw/mw/index.php/_Relatton-3AFriend„oF> 
</raf:RDF>

〈그림 2〉Wiki page오卜 RDF format 내에 export된 메타데이터

의미를 지녔지만 표현이 다른 메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실용적 

인 방안일 것이다.

5.3 편집 도구와 온톨로지의 분리

시맨틱 위키를 사용자가 실제 문서 콘텐 

츠를 입력하는 프론트엔드(foontrnd)로 사용 

하고 실제 생성되는 위키 페이지 간의 메타 

정보 즉 온톨로지를 저장하는 각각의 저장 

소를 백엔드(back-end)로 두어 별도로 구현 

한다면, 하나의 위키 페이지가 RDF와 토픽 

맵 온톨로지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분산되어 존재하는 여러 시 

스템들이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SPARQL[19] 이나 Tolog[20] 등의 질의 언어 

를 이용하여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표현 방 

식으로 만들어진 온톨로지를 활용할 수 있 

다.

6. 활용방안 : Language Grid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과 웹 환경의 확장 

으로 국제적인 협력 (global collaboration)을 

통한 이종 문화 간 (intercultural) 교류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는 

문화 간 언어 장벽 (language barrier) .。.루- 인 

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Language 

Grid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NICT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ttp://smw.ontGware.Org/200S/smw%2523hasArtide'
rdf:http://smw.ontoware.Org/20Q5/smw%2523hasTvpe
http://smw.ontoware.org/2a05/smw%25c2%25abThing
http://idis.cathoiic.ac.kr/mw/mw/index.php/%25e2%2580%259eHQan%25e2%2580%259eMin
http://idis.cathnlic.Bc.kr/mw/iRdex.php/Hoon_Min'*
http://idfs.cathoHc.ac.ta-/mw/index.php/Spedai:ExpcrtRDF/HoGn%25e2%2580%259eMin'/
http://tdis.catholic,ac.kr/mw/mw/index,php/_Ji_Hyun
http://itfis.cathDtic,ac.tcr/mw/index.php/3i_.HvunL*
http://idis.cathoiic.ac.kr/mw/indax.php/8pecial%25ef%25bc%259aexportRnF/Ji%25e2%2580%259eHyun!%253c
http://idis.catholfC.ac,kr/fnw/mw/lndex.php/%25e2%2580%259eHaDn%25e2%2580%259eMin6
http://idis.catholic.ac.kr/mw/mw/index.php/_Relatton-3AFriend%25e2%2580%259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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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 ary for interpreters 
ol Nepali mountain 
climbing party 하§

Dictionary for medial 
interpreters: I 
^Takeda Ha

Comwinity Langmge 
詞豎E

Medlcal (develop 膈坎)
iaiy

"Japanese
■ , : |®J ■ WordNet

:i'Q|-■■'•； -j -;.......%、呵

©【盥뺘彳자 -' edR
Nepalese WordNet

Mountaineering
Gloss时囱 IQ Diction.

；r p N, U
Stanflard Language 

Services 
(cfevetojrt by profcstona®

Horizontal Language Grid

g Web Service • Atomic . Composte
Wrapper Component Component

〈그림 3> Language Grid 아키틱쳐 (http：〃ian卽dnictgo.jp)

Technology）와 대학 연구소, NTT（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가 주축이 되어 결 

성한 인터넷 기반의 언어 인프라를 연구하 

는 단체이다. Language Giid[21]는 시맨틱 웹 

기술을 이용하여 실용적인 언어 지원 시스 

템을 제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부 내 

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3>.

수평적 Language Grid. 전문가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언어 자원（사전）이나 언어 

처리 기능（번역기）을 시맨틱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합흐｝는 기능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WordNe戒과 일영사전을 결합하 

여 일본어 인터페이스를 지닌 WordNet을 

구성할 수 있다[22].

수직적 Language Grid. 사용자가 원하는 

이종 문화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언어 서 

비스를 생성하기 위해 자신의 언어 서비스 

를 추가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일 

련의 의학 용어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용어 

를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직적 

Language Grid를 이용하여 자신의 언어로 번 

역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시맨틱 위키는 수직적 Language 

Grid에서 사용자 참여를 통한 사전 데이터 

의 확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즉, 단순히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만을 생성하는 것 

이 아니라 각 단어와 그 단어가 관련된 페 

이지 사이의 의미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메 

타 정보를 생성한다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언어 처리 에이전트를 위한 온톨 

로지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에 존재 하는 지 역 적 언 어 지 식 （local 

knowledge on lai现age） 이 여러 가지 온톨로 

지 （RDF, 토픽맵）로 표현될 수 있고 각각이 

dnict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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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 

러 백엔드(back-end)를 수용하여 단일 문법 

으로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시맨틱 위키 

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를 통해 사용자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신 

이 생성한 콘텐츠에 메타 정보 간 상호운용 

이 가능한 의미 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7.결 론

이제까지 RDF/OWL과 토픽맵 사이의 상 

호운용성을 위한 표준 단체, 즉 W3C와 ISO 

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살 

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RDF/OWL 기반의 시맨틱 위키를 통해 

Wiki 페이지에 대한 메타 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 이것은 토픽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구현될 수 있음을 알았다. 또한, 시맨틱 위 

키를 통한 메타 정보 생성은 아직 복잡하고 

완전하지 않은 RDF와 토픽맵 사이의 변환 

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간략화된 위키 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RDF 및 토픽맵 온 

톨로지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사용자가 참여하여 생성한 콘텐츠 (UCC； 

User Contributed Content) 를 수용한 후 이에 

대한 메타 정보를 생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은 콘텐츠 제작자가 직접 그 정보를 입력하 

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메타 정보 입력은 

사용자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인 태깅 

(tagging)이나 링크로 한정되어 왔다. 시맨틱 

위키가 제공하는 간단한 문법을 이용한 

RDF 또는 토픽맵 메타 정보 생성 기능은 

태깅이나 링크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보다 

고차원적인 자원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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