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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정보기술개발단전문연구사업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유통서비스를
위한시맨틱기술개발’

_ 최 호 섭 연구원ㆍ정보시스템개발팀ㆍhschoe@kisti.re.kr
한 선 화 단장·정보기술개발단ㆍshhahn@kisti.re.kr

과학기술에있어지식정보는사회간접자본과도같은

존재이며, 지식과정보를통해무(無)에서유(有)를창

출하는과학기술특성상지식정보는연구의시작이자

끝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과학기술지식정

보에대한효율적인관리·분석·서비스체제구축을

위한집중적이고체계적인기술연구개발은이제국

가적인과학기술발전과연계성을가질만큼그중요

성이부각되고있는실정이다.

우리연구원정보기술개발단은이러한중요성을인식

하여국내외과학기술지식정보를연구자들에게가장

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전달하는기술을개발하고있

다. 정보기술개발단의연구개발사업은올초공공기

술연구회로부터 전문연구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맨틱 기술

개발’이라는과제로7년간300여억원에달하는지

원을받는국가적미래선도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1. 정보기술개발단전문연구사업

전문연구사업은 출연(연)이 국가 기술수요에 부응하

고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비교우위

강점기술분야를기획·선정하여우수인력, 연구장비,

연구비 등 연구 역량의 전문화·집중화를 지향하는

연구개발사업 수행방식이다. 이러한 전문연구사업의

취지는국가발전목표와출연(연) 연구개발목표와의

연계강화를통해성장동력의질적고도화, 국가균형

발전, 과학기술기반강화, 동반성장의역량확충등국

정과제추진에필요한기술공급기지로서의역할을수

행하고, 핵심참여연구원의경우과제참여율 80%의

안정적인건비보장으로우수연구인력확보가가능하

게함과동시에성과중심의과제기획, 평가및보상

체계를확립하는데있다. 

과학기술부가추진하고있는전문연구사업은2005년

11월부터 공모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2006년에는 전문연구시범사업으로 출발하여 9개 출

연(연) 15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우리

연구원을포함하여15개과제가신규선정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

의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와연구개발역량을인

정받아전문연구사업으로선정되었다. 현재정보기술

개발단은 정보검색관리시스템, 의미 기반 정보검색

기술등을연구개발하는정보시스템개발팀과시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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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술, 시맨틱 토털 솔루션 등을 연구 개발

하는 정보서비스연구팀으로 구성되어『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맨

틱 기술 개발』이라는 전문연구사업을 수행하

고있다.

정보기술개발단 전문연구사업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총 3단계(1단계:2007~2009, 2단

계:2010~2011, 3단계:2012~2013)로 나누어

R&D 전주기를위한소프트인프라로서의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시맨틱포털개발을목표로

하여, 최종연구결과물은시스템, 서비스, 지식

재산으로 구분하여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

도록하고있다. 

시스템측면에서는시맨틱기술기반의과학기

술 시맨틱 포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초대용량 시맨틱 지식정보 생성/관리/융합/검

색/서비스의 원스톱 처리 구현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시맨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미 기반

정보검색관리시스템등을개발할계획이다. 서

비스측면에서는시맨틱서비스기반의국가과

학기술지식정보허브체제구축을목표로최소

5,000만 건 이상의 과학기술 지식정보를 대상

으로평균2초대시맨틱처리응답속도를확보

하고, 이러한서비스에대한기술만족도및사

용자 만족도를 각각 85% 이상 확보할 계획이

다. 지식재산측면에서는특허출원·등록, SCI

급 논문, SCIE급 논문, 국내학술지 논문, 프로

그램 등록, 기술 이전, 기술 워크숍 및 세미나

등연구개발결과에대한기술적·학술적우수

성을증명하고이를관련국내외산·학·연기

관에확산시킬계획이다.

정보기술개발단은 정보유통 수요자에게 세

한정보융합및분석결과를바탕으로한다

양하고정확한고품질의시맨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4가지기술을중심으로전문

연구사업을추진하고있다. 

첫째지식정보서비스의근간이되는정보검색

/관리/융합 기술, 둘째 전문연구사업의 최종

목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맨틱 웹, 언어처

리, 마이닝, 추천/추론등시맨틱기술, 셋째과

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연관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개발에서도필수적으로요구되고있는

언어자원, 온톨로지, 시소러스, 테스트콜렉션

등의확보를위한기초자원구축기술, 넷째앞

의3가지기술을기반으로한포털정보서비스,

역별서비스, 통계정보서비스, 개인화서비스

등정보유통수요자를위한특화서비스기술이

바로전문연구사업의핵심기술이다.

이러한 전문연구사업 연구 개발 결과물들은

Target 고객을중심으로개발된다. 즉 정보처

리기술및시맨틱기술관련분야연구자등을

중심으로하는기술적Target 고객, 고품의정

보요구·분석이나관련서비스사용자를중심

으로하는서비스적Target 고객, KISTI 내부

특정 분야 정보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부서를중심으로하는기관내부 Target 고객

등으로 구분하여 이 Target 고객에 최적화된

<정보기술개발단 전문연구사업 최종 목표>

<정보기술개발단 기술 개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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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Target

고객 분석은 차세대 정보서비스 환경 및 기술

개발에대한연구방향성및특화기술확보라

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2. 정보기술개발단기술개발내용

정보기술개발단 전문연구사업의 최종 목표인

시맨틱포털구현은다양한원천기술들의융

합이필요하다. 그러나아직까지체계적인기

술결합을보여주는연구개발결과가없는상

황이며, 시맨틱웹포털이라는이름으로몇가

지 프로토타입이 제시되었으나 시맨틱 웹 기

술의 일부를 포털 시스템에 적용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맨틱 포털에 대한 체계적

인설계및서비스까지의통합모델은국내는

물론해외에서도개발되지않은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맨틱 포털의 근간이 되는 온톨로지

구축, 지식관리, 추론기술, 시맨틱웹서비스

등원천기술확보를위해기술선진국들에서

는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나아가시맨

틱포털모델정립은그만큼국내외적으로상

당한기술적의미를가질뿐만아니라과학기

술지식정보유통서비스라는특화된분야에서

활용되는 선도적 서비스 기술이라는 점에도

의의를둘수있다.

국내외 정보검색 및 정보서비스 시장의 최신

동향은 사용자, 개발자, 관리자 등 세분화된

정보접근자에게맞는기술적·서비스적환경

을제공함과동시에, 세 한정보융합및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하고 정확한 고품질

의 시맨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

고있다. 우리연구원정보기술개발단에서수

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시맨틱 포털 서비스는

무수히 산재한 과학기술 정보를 온톨로지 기

반으로 지식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의

연구 개발 전주기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지식정보 유통서비스 체제로서, 현

재의 정보검색 및 정보서비스 체제를 완전히

대체하여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이

라할수있다.

정보기술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국가과

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서비스를 위한 시맨틱

포털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선행사항이필요하다. 먼저지식

정보에대한분석및서비스까지고려된대용

량지식정보처리가선행되어야하며, 이에대

한실시간추론을위해지식정보간참조·연

계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는저장소설계및

구현기술이확보되어야한다. 그리고언어분

석, 텍스트처리, 텍스트 마이닝, 개체명 인식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언어처리 기술이 필요

하다. 다음으로세계적으로시도한바가없는

시맨틱포털에대한정의/설계/구현이이루어

질수있도록하여원천기술을확보해야한다.

이와더불어충분하게실험된실용화가능기

술들의 패키지화를 비롯하여, 사용자들의 다

양한요구를수용한유연성및실제적인적용

을통한시스템의안정성, 한 의언어적특성

을이해하는특수성, 보편언어특성을수용할

수있는일반성등의정보유통인프라기술확

보도빼놓을수없다.

이러한 선행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정보기술

개발단에서는 시맨틱 기술 기반의 시맨틱 포

털구현을위하여다섯가지세부기술을정립

하 다.

① 시맨틱 포털 프레임워크 구축 기술 : 분산

시스템기반기술및시맨틱그리드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작업관리/워크플로우 기술, 시맨

<Target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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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웹표준화적용기술및솔루션패키징기술

확보를위한인프라기능성기술, 시맨틱웹서

비스지원과서비스템플릿제공을위한응용

통합/비즈니스인텔리전스기술

② 질의처리/항해 기술 : 웹2.0 환경분석및

차세대 웹 기술 적용을 위한 항해 기술, 언어

처리및추론기반추천서비스및실시간추

론서비스를위한질의처리기술, 시맨틱포털

지원을위한의미기반정보검색기술및정보

검색관리시스템

③ 정보통합 기술 : URI 서버관리및온톨로

지참조·연계기술및인스턴스자동생성기

술확보를위한메타데이터생성기술, 대용량

RDF 저장소 및 실시간 지식 적재를 위한 정

보처리기술, 의미기반정보검색기술과연계

된 지식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기술, 웹

문서수집및외부정보모니터링을통한개체

및관계인식및비정형정보추출을위한비정

형지식기반메타데이터생성기술, 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온톨로지개발과시맨틱웹표

준포맷지원을위한정형지식기반메타데이

터생성기술

④ 개인화/통지 기술 : 사용자별 개인화 정보

서비스 기술 및 사용자 프로파일 마이닝을 위

한통지기술, 템플릿기반사용자별인터페이

스자동생성및실시간개인화수준반 을위

한개인화기술

⑤ 협업/그룹웨어 기술 : 시맨틱포털커뮤니티

구축및다중시맨틱포털커뮤니티구축을위

한협업기술, 권한별지식정보접근관리및다

중접근권한관리를위한그룹웨어기술, 메일

링/RSS 지원 및 차세대 정보 활용 연계 기술

적용을 위한 타시스템 연계 기술 등이 앞으로

연구개발해나갈핵심기술

우리 연구원에서는 1991년부터 정보서비스에

필요한검색관리시스템에대한연구를시작해

왔으며 최근에는 고성능의 정보검색관리시스

템(KRISTAL-IRMS)까지 개발한 상태이며,

2004년부터는시맨틱웹기술에대한연구개

발을 시작하여 2006년에는 연구자들의 연구

과정전주기를지원하기위해시맨틱웹기술

을 적용한 OntoFrame 을 선보이면서 세계

최초로시맨틱웹기술기반의정보서비스프

레임워크를 선보인 바가 있다. 또한 2006년

하반기에는과학기술지식정보에대한의미적

정보검색서비스(KISTI-STA ) 프로토타입을

발표하 다. 이러한 연구 개발 능력을 바탕으

로 정보기술개발단은 전문연구사업의 성공적

인수행을위하여연구개발성과의고품질성,

연구개발성과확산의고효율성을위해서점

진적노력을아끼지않을것이다.

현재까지 KISTI 정보기술개발단에서 개발된

주요연구성과물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기술 개발 로드맵>

<시맨틱 포털 프레임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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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formation Retrieval and
Management System

KRISTAL(Knowledge Retrieval In

Science & Technology Affiliated

Literatures)은 과학기술문헌 정보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정보검색관리시스템

(IRMS; Information Retrieval Manage-

ment System)으로서, 1991년부터연구개발이

진행되어정보검색서비스로서의KRISTAL-I,

정보검색엔진으로서의 KRISTAL-II, 정보검

색관리시스템으로서의 KRISTAL-2000/

2002를 거쳐 현재 KRISTAL-IRMS로 발전

하 다. 

KRISTAL은 정보검색엔진(IRS; Infor-

mation Retrieval System)과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기능을통합한순수국내

기술의 정보검색관리시스템이며, 고속/대용

량 전문 정보검색엔진의 기능을 지원하면서

도 DBMS의 필수관리기능을 탑재함과

동시에다양한형태의데이터저장및관리를

지원한다. 현재KRISTAL은우리연구원, 국

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 규장

각등을포함하여20여개기관, 150여개과

학기술관련학회, 80여개과학기술관련협

회 등에 보급되어 600여 개 서비스의 검색

및 문서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06년

부터는 우즈베키스탄 TUIT, 몽골 울란바토

르국립대학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보급에도앞장서고있다. 그리고정보시스

템개발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KRISTAL 홈페이지(http://www.kristal

info.com) 및 오프라인 학술행사 등을 통해

연구목적또는비상업적목적으로KRISTAL

소스를 배포하고 있어, 정보검색 관련

학계·업계의 연구 개발 발전에도 이바지

하고있다.

KRISTAL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유니코드 기반 : KRISTAL은 유니코드 기

반으로데이터를저장·관리하므로, 다국어

및 한 고어, 중국어 등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에이용될수있다.

·서비스 데몬화 : KRISTAL은서버-클라이

언트구조를채택하고있으며, 서비스데몬

을 통한 시스템 자원관리 및 다수사용자의

동시성을지원한다.

·일반 정보와 XML 문서에 적용 가능 : 일반

문서(plain document)와 XML 문서

(structured document)를 모두 수용한다.

일반문서에있어서정형데이터, 비정형데

이터 및 대용량 바이너리 데이터(BLOB)를

모두 지원한다. 특히 XML 문서의 경우 구

조적 정보와 함께 전문(全文)을 처리함으로

써 XML 데이터의 편집 및 관리 기능을 지

원하고, 특정엘리먼트에대한색인정보를

이용하여검색기능을지원한다.

·다양한 색인 방법 : 다양한색인방법을지

원함으로써사용자는자신이처리하고자하

는데이터에가장적합한색인방식을선택

할수있고가장적합한색인결과를생성함

<DBMS-IRS 연동시스템과 KRISTAL-IRMS의 정보서비스 구조 비교>



으로써검색의정확도와재현율을개선하

다. 한적(漢籍) 자료와 관련하여 한자의 이

체자색인, 독음색인등을기본적으로지원

하므로 고문서 관리와 검색에 탁월한 성능

을발휘한다.

·안정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 온라인 데이터

관리기능수행시트랜젝션처리를지원함으

로써 데이터 관리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또

한백업및마이그레이션(migration)을지원

함으로써데이터의유동성을높일수있다.

·다양한 검색 방법 : 검색에많은지식을갖

고있지않은일반사용자들을모두수용하

기위해서벡터검색과불리언검색을제공

한다. 이러한검색방법은일반문서뿐만아

니라구조문서에서도사용할수있다.

·내장된 자동문서분류엔진 제공 : KRISTAL

은 예제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한 문서분류

엔진을 내장하고 있다. 이 문서분류엔진은

후학습에 기반 한 문서범주화 결과를 제공

함으로문서관리와병행하여서비스를수행

할수있는장점이있다.

·생물서열정보 지원(Bio-KRISTAL) :
KRISTAL은 유전자 염기서열과 단백질 아

미노산 서열 정보로부터 색인을 추출하고

검색할 수 있는 생물정보검색 기법을 제공

한다. 기존BLAST와는달리정보검색알고

리즘에기반한검색을수행하므로수십배

이상의빠른속도로생물서열정보를검색할

수 있다. 또한 KRISTAL 문서분류엔진을

이용하여 단백질 서열의 분류에 활용할 수

도있다.

·개발자 라이브러리 및 온라인 Q&A 지원 :

C++, JAVA 라이브러리와 함께 사용 예제

를 제공하며, KRISTAL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판및Q&A를운 하여개발자교육및

기술지원을하고있어연구개발에실질적

인도움을주고있다.

2) Semantic Total Solution

OntoFrame 은 연구 개발 전주기 지원을 위

한시맨틱웹기반정보유통프레임워크로서,

지식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들 간의 논리

적 추론까지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시맨틱

웹기술기반의서비스시스템이다. 기존정보

검색이특정어구가포함된모든정보를단순

검색해 주는 수준이라면 OntoFrame 은 정

보들간의연관관계를의미적으로분석·연결

하여연구개발동향분석, 연구기획, 협업연

구자 선정 등 연구자들에게 최적의 지식정보

를서비스할수있는시스템으로서, 2005년부

터 시작된 본 연구는 서비스 시나리오 설계,

온톨로지/시소러스, 추론 기술, 시맨틱 웹 및

시맨틱포털기술등OntoFrame 의세부모

듈및기술뿐만아니라차세대웹환경, 시맨틱

정보유통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아래

연구개발하고있다.

연구자, 연구기관, 논문 등 모든 연구 성과물

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정보고유의 식

별자(identifier)인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URI 서버,

국가과학기술기반정보온톨로지및과학기술

분야 시소러스, 성과등록·관리 모듈, 추론

28 지식정보인프라 통권 26호 20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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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oFrame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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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 KRISTAL 초기화면>

엔진등OntoFrame 은시맨틱웹요소기술

과응용기술을종합적으로연구개발하여특

화정보서비스에성공적으로적용시킨사례라

할수있다. 이러한OntoFrame 은정보등록

/관리 서비스, 관련성과/참조성과 검색서비

스, 주제/분야 세부정보 열람 서비스, 통계서

비스, URI 등록/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공유·유통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연구

자 네트워크 서비스, 연구자 정보 서비스, 연

구성과맵서비스, 성과정보서비스, 기관정보

서비스등과같은시맨틱웹기술의핵심인추

론을 기반으로 한 응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연구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정보를 제

공하는 시맨틱 토털 솔루션의 모습을 갖추었

다고할수있다.

OntoFrame 은 연구 기획 및 방향 설정, 관

련정보수집등전체연구개발소요시간중

40%(미국과학재단조사)에달하는기술정보

활동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하고, 대부분인

맥에 의존, 최적의 협업 연구자를 찾는 데 어

려움을 겪었던 연구자들의 기존 고민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OntoFrame 의 기술과 성과물을 관련 업체

및 학계에 확산하여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

스분야의발전을기대하고있다.

3) Semantic Technology Assister
Science and Technology Assister

STA 는 2006년 7월부터사용자(고객) 및기

술중심서비스, 현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기술 개선, 시맨틱 기술의 단계적 접근, 사용

자(고객) 정보검색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연구개발되고있는의미기반지식정보서비

스이다. 본래Semantic KRISTAL로시작하

으나기술·서비스의접목과대내외적인인지

도확대를위하여기술적명칭인시맨틱기술

도우미(Semantic Technology Assister)와 서

비스적 명칭인 과학기술 도우미(Science and

Technology Assister)를 아우르는 STA (스

타)라는 명칭으로 변경하 으며, 한 명칭으

로는 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과학한국의

길잡이별, 과학기술R&D 길잡이별’이라는표

어를 이용하여‘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길잡이

별’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

현재까지개발된STA 는기존의지식정보데

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나

은검색서비스환경과정확한검색결과를제

공하는데중점을두었다. 특히KISTI 정보시

스템개발팀과 울산대 한국어처리연구실이 공

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의미적 언어자원인 어

휘지능망과Web 2.0 기술의핵심인 Ajax 기

술을기반으로하는정보서비스를실험적으로

개발하 다. 

STA 에서 사용된 기반 기술은 어휘지능망

STA-WIN, 다목적·대용량 사전 및 어휘지

능망 활용을 위한 저장 서버인 MUDAS

(Multi-purpose Dictionary Accessing

System), Ajax 기술을 이용한 용어 기반 검

색어 자동 완성 및 전문용어 의미적 확장, 전

<OntoFrame 시스템 구조>



문용어뜻풀이출력, 통합검색및분야별검색

기능의장점을살린선택적검색결과브라우

징, 어휘지능망을 이용한 의미 관계 정보 및

한 대역 정보에 대한 검색 질의어 확장 등

다양한기술을포함하고있다. 나아가이러한

기술에기반한의미적정보검색서비스환경

을제공하기위하여단순검색환경인Simple

Finder 서비스, 종합 정보 검색 환경인

Portal Finder 서비스, 전문용어와 일반용어

의다양한정보를시각적으로검색할수있는

과학기술리모콘서비스로구분하여사용자의

접근 및 검색의 편리성을 강화하 다. 또한

STA 는 전문용어 빨리 찾기 서비스와 한

교차언어검색환경, 그리고2차검색기능및

검색결과의단순화등다양한서비스기능을

포함하고있다.

STA 는 2007년부터실용적과학기술지식정

보서비스를위해집중적인연구개발이진행

될 계획인데, 과학기술 지식정보 사용자에게

의미적 지식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기초자원을포함하는요소기술에서부터

응용기술에이르기까지시맨틱기술연구개

발결과를차세대정보유통체제서비스에접

목시킬계획이다.

3. 추진전략

전문연구사업의 성공적인 연구 개발 성과를

도출하기위하여세 한추진전략을수립하여

연구개발에전념하고있다. 먼저사업수행전

략으로 ①관련 기술 동향의 상시적 모니터링

및 분석·반 ②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

술위원회운 을통한사업방향검증및조정

③관련 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두각을 보이고

있는 기관 및 연구자와의 업무 협조 및 기술

교류를통한사업의기술적내용향상④기술

이전및외부행사를통한연구성과공개·확

산등을수립하 다. 

다음으로 연구 개발 전략으로 ①연구사업의

성과물에 의해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 시나리

오 정의 ②주요 기능의 구체적 가시화 및 조

기 검증 ③전체 시스템 및 구성 모듈의 효율

성과안정성에대한반복점검④개발된프로

토타입의 시범 운 ⑤시범 시스템의 효용성

검증 및 개선 사항 반 등을 주요 전략으로

수립하 다. 

마지막으로협력추진전략으로①산·학·연

기관들과의 협력 체제 구축 ②기반·첨단 기

술에속하는확보대상기술은 KISTI가 주축

③일반화된응용기술은협력기관이담당등

을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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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세 한추진전략하에서국제경쟁력,

상용화, 연구성 우수성, 선도적 기술적, 효율

적평가지표, 지능형유통체제등을정립해나

갈계획이다.

4. 기대효과

정보기술개발단의 전문연구사업을 통해 기술

적측면, 경제·산업적측면으로나누어연구

개발의기대효과를예측해볼수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시맨틱 기술 기반의 정보

검색관리시스템, 과학기술 시맨틱 포털 서비

스솔루션그리고이를기반으로하는차세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 체제 구축은 세

계 최고의 시맨틱 지식정보 서비스를 창출하

는차세대시맨틱기술모델이될것으로전망

된다. 나아가시맨틱기술기반의지식정보유

통 서비스는 무수히 산재한 과학기술 지식정

보를온톨로지기반으로지식화하고, 연구자

의 연구 개발 전주기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

로 지원하는 지식정보 유통서비스 체제로서,

현재의 정보검색 및 정보서비스 체제를 완전

히대체하여근본적으로혁신할수있는기술

이될것이며, 정보서비스시장의기술대체가

가능한새로운솔루션이될것이다. 또한시맨

틱기술과정보유통기술간의융합을통해세

계적수준의시맨틱지식정보생성/관리/융합

/서비스기술을확보하여이를국가적으로확

산하기 위한 시맨틱 토털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는 국내, 아시아, 세계

의정보검색및정보서비스시장을점진적수

요처로하여, 정보기술개발단의전문연구사업

성과물의시장을확산할계획이다. 그리하여

한국어로기술된과학기술지식정보를시맨틱

기술기반으로지식화하고서비스하는것뿐만

아니라세계적수준의시맨틱기술기반시맨

틱포털솔루션및기반지식구축도구를개

발·보급하여 저예산·고효율·고성능 지식

정보서비스기술의창출을가능하게할것이

다. 시맨틱 기술이 IT 전반에 매우 큰 향을

끼칠차세대핵심정보기술로평가되고있고,

세계시장 규모도 2010년에는 630억 달러에

이르고 연평균 성장률은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IDC, TopQudrant,

McKinsey), 정보유통 서비스 시장을 대상으

로 한 시맨틱 기술의 이전 및 확산을 통해

2010년 이후에는 연간 수십 억 이상의 수익

창출이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나아가

국제적수준의시맨틱기술및서비스융합체

제를통해경제적·사회적·산업적서비스사

이언스체제를확립할수있는계기를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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