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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시맨틱 웹 포탈은 시맨틱 웹 기술들을 이용하여 기존의 웹 포탈의 단 을 극복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효과 인 지식공유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시맨틱 웹 포탈은 각 

분야의 지식을 표 하는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를 연결함으로써 검색을 통해 상호 연결된 

지식을 검색하도록 지원하여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는 디스 이 산업을 모델로 하여 이상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시맨틱 웹 포탈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분야의 지식을 상호 연결하는 온톨로지를 구축하고자 한

다. 그리고 온톨로지에 한 효과 이고 자동화된 검색  탐색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온톨

로지의 구조에 해 잘 모르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 한다. 

ABSTRACT

Semantic web portal is expect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web 

portals through advanced semantic web technologies and to be an effective and efficient 

method of knowledge sharing.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knowledge sharing, semantic 

web portal needs to construct and integrate ontologies of each organization. Also, it needs 

to support search and navigation of inter-related knowledge. In this paper, we will design 

a semantic web portal that satisfies such requirements in the domain of display industry, 

and construct an ontology which links various knowledge of different fields. Moreover, 

we want to suggest an effective and automatic search/navigation method that supports 

customers who do not know the details of an ontology to easily get the desir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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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세  웹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시맨틱 웹

은 재 인터넷을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차 응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각 용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3]. 

한, 온톨로지를 심으로 하여 다양한 련 

연구를 이끌고 있다. 그 에서 시맨틱 웹 포

탈은 시맨틱 웹 기술들이 통합되어 있는 응

용분야로서 주목 받고 있다. 웹 포탈은 동일

한 심사를 갖고 있는 커뮤니티 즉 사용자 

그룹들을 해 정보를 수집해 놓은 웹 사이

트로 정의되며[14],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하이퍼링크(hyperlink)를 제공함으

로써 일반 인 웹 사용자들이 웹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시작 으로 리 사용된

다. 그러나 이러한 재의 웹 포탈은 웹의 발

달로 인한 정보의 폭발 인 증가로 인해, 부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

다. 시맨틱 웹 포탈은 시맨틱 웹 기술을 이용

하여 보다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웹 포탈이다[15]. 특정 도메인에 

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어 리 이

션으로, 데이터와 정보 자원에 의미를 부여함

으로써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

태의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결

과를 제공하는 포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많은 심을 끌고 있는 융복합 산업

의 경우, 연구의 이 되는 것은 각 산업 

분야를 원활히 융합시킴으로써 새로운 기술 

 산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지식  정보의 공유이다[6, 7]. 각각의 산업

에서는 동일한 지식에 해서도 서로 다른 

용어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한 연결을 바탕으로 한 지식 공유

가 실하다. 기존의 웹 포탈은 사실상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산업에서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식들을 연결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맨틱 웹 

포탈은 이러한 환경에서 한 안이 될 

수 있다. 각 분야에 해당하는 온톨로지를 구

축하고 이를 연결함으로써, 상 단계에서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   분야에 계 

없이 검색을 통해 상호 연결된 지식을 검색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구 하기 

해서는 연결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효과

인 검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즉 

기존의 웹 포탈과는 다른 지식체계를 기반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과 탐색 역시 다른 

체계를 요구하게 된다. 

시맨틱 웹 포탈에서의 의미  검색이 기존

의 웹 포탈과 다른 가장 요한 차이는, 온톨

로지의 최소구성단 인 자원을 상호연결하는 

계를 기반으로 탐색한다는 이다. 기존의 

검색 방법인 키워드 기반의 검색 방법은 단

순히 페이지에 사용자의 질의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결과를 제공해 주지

만,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  검색에

서는 자원간의 계를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

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의미  검색 방법에

서는 자원과 자원을 연결해 주는 계가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원

과 자원 간의 계로 이루어진 시맨틱 네트

워크를 검색하고 탐색함으로써 어떻게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지식을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검색 결과를 보여주

는 것도 키워드 검색과는 달라진다. 키워드 

검색에서는 주로 문헌과 검색어 간의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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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순 화하지만, 의미 

기반 검색에서는 주어진 질의어와 검색결과 

간의 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맨틱 웹 포탈에 해서는 다양한 연구들

이 포탈의 구조와 구성요소, 활용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8, 13, 21], 특정 도메인을 

상으로 하여 구체 인 검색  탐색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없다. 한 부분의 연

구가 사용자가 직  온톨로지의 구조를 따라 

탐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스 이 산업을 모델로 하여, 

지식 공유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

로 하여 시맨틱 웹 포탈을 설계  구축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가 직  탐색을 진행하여 최종결과를 얻도록 

하기 보다는, 최종결과를 얻기까지 알고리즘

에 의해 온톨로지를 탐색함으로써, 사용자가 

온톨로지의 구조에 해 모르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된 검색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는 시맨틱 웹 포탈과 련된 연구 황을 소

개하고, 제 3장에서는 의미기반 검색을 한 

시맨틱 웹 포탈의 구 이슈와 이를 반 한 

구조를 제안한다. 제 4장에서는 시맨틱 웹 포

탈의 의미기반 검색 차를 제안하고, 제 5장

에서 시맨틱 웹 포탈의 구 된 모습을 기술

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 결론을 정리하

고자 한다.

2. 련연구

시맨틱 웹의 목 이 소 트웨어가 자동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식을 조직화하는데 있

으며 시맨틱 웹 연구 반에 시맨틱 웹의 응

용 분야로 검색 시스템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는 에서 볼 때, 시맨틱 웹 포탈에 한 개

념이 2000년에 이미 제시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시맨틱 웹 포탈은 

웹 포탈의 한 종류이다. 웹 포탈은 동일한 

심사를 갖고 있는 사용자 그룹들을 해 정

보를 수집하는 웹 사이트로 정의된다[14]. 다

시 말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커뮤니

티를 해 사용되는 것이 웹 포탈이라 할 수 

있다. 시맨틱 웹 포탈은 시맨틱 웹 기술에 기

반한 웹 포탈로 정의된다[15]. Lausen은 시맨

틱 웹 포탈들을 평가한 논문에서 시맨틱 웹 

포탈의 구조를 기 기술계층(Grounding tech-

nologies layer), 정보처리계층(Information pro-

cessing layer), 정보 근계층(Information 

acess layer)의 세 개 계층으로 나 어 평가

하 다. 

시맨틱 웹 포털에서의 검색과 련해서 

Staab는 텍스트의 일부를 매칭시키는 방법으

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주는 기

존의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이 사용

자가 잘 모르는 분야에 해서는 한 결

과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에 착안하여 잘 

구조화된 지식들 에서 탐색(Navigation)을 

이용한 검색 방법이 사용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 다[24]. 동일한 심사

에 한 커뮤니티 웹을 구조화하여 이와 같

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이 연구에서는 

먼  정보에 한 개념  구조를 온톨로지를 

이용해 조직화하 다. 그리고, F-logic이나 

재 온톨로지 질의를 해 리 사용되고 있

는 SPARQL[20] 같은 도구가 일반 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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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합하지 않다고 단하여 각 개념

들이 연결되어있는 망에서 사용자가 직  링

크를 클릭함으로써 찾고자 하는 지식 방향으

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한 

화면이 하나의 개념을 심으로 구성되어 원

하는 개념을 찾기까지 노력이 무 많이 요

구된다는 단 이 있다. 특히 개념들 간의 연

결이 지나치게 많거나 연결된 링크가 무 많

은 경우, 사용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SEAL(Semantic Web PortALs)은 시맨틱 

웹 포탈을 개발하기 한 임워크로 제안

되었다[17]. 이 연구에서는 지식표   장

을 한 F-Logic 기반의 온톨로지 모델과 지

식베이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며, 계층  트

리 기반의 하이퍼링크 구조를 통해 이용자가 

개념들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F-Logic 기반

의 쿼리 모듈을 통해 직  질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시맨틱 랭킹 알고리즘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질의에 가까운 검색결

과 순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 다. 시맨틱 

웹 포탈의 기본 인 구성요소가 이 논문에서 

부분 제시되었으나, 탐색에서 무 온톨로

지의 개념에 을 맞추어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한 고려가 부족하고, 시맨틱 랭킹 

알고리즘 역시 직 인 쿼리를 상으로 하

여 개념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단 이 있다. 

OntoWeb은 SEAL을 기반으로 구축된 실

제 시맨틱 웹 포탈 사례이다[23]. 탐색에서는 

개념 트리를 화면 좌측에 기본 으로 표시하

고 트리에서 선택된 개념에 해 상 개념 

 하 개념 그리고 인스턴스 들을 우측 화

면에 표시하고 있다. 인스턴스를 클릭하면 인

스턴스의 속성들과 계, 그리고 계를 통해 

연결된 인스턴스들을 볼 수 있으며 하이퍼링

크를 통해 다른 인스턴스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구조는 온톨로지의 기본

구조에는 매우 충실한 형태이지만 사용자가 

탐색을 통해 원하는 바를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며 여러 

인스턴스들 간의 상호 계를 함께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맨틱 웹 포탈의 본래 목

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시맨틱 웹 포탈에 한 국내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가장 유사한 연구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엔터 라이즈 포탈에 한 연구

가 있다[5].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포탈에서 

온톨로지의 필요성과 역할에 해 언 하고 

간단한 온톨로지 와 포탈의 구조를 매우 

간단하게 기술했을 뿐 시맨틱 웹 포탈에서 

가장 요한 부분인 탐색  검색에 해서

는 연구되지 않았다. 이 외에 토픽맵을 기반

으로 하여 철학 분야의 텍스트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구축된 철

학 지식을 분류  검색하기 한 철학 지식 

포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2]. 그러나 온톨

로지 구축방안을 주로 연구되었으며, 탐색

에 해서는 간단한 언 에 그치고 있다. 마

지막으로 포탈 서비스인 YesKiSTi와의 연계

를 목 으로 구축된 자인용 네트워크 구축 

 활용에 한 연구가 있으나[1], 이 연구 역

시 네트워크의 구축까지를 연구범 로 다루

고 있다.

재까지 개발된 이상의 시맨틱 웹 포탈에 

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선 기존

의 시맨틱 웹 포탈 연구는 온톨로지 자체만

을 고려하여 매우 단순하고 기본 인 탐색 

방법을 제안하고 있을 뿐, 실제 도메인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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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사용 시나리오에 합한 탐색 구조를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 인 단 이 있

다. 한, 온톨로지가 커질수록 이와 같은 링

크구조가 기하 수 으로 늘어나게 되어 효

과 인 검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을 간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을 극복하기 해 쿼

리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맨

틱 랭킹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있으나, 일반

인 사용자가 복잡한 SPARQL 형태를 자유자

재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 하는 것은 무리라

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시맨틱 웹 포

탈이 기존의 연구와 구분되는 은, 첫째, 기

존의 연구는 시맨틱 네트워크 자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하거나 SPARQL을 이용하여 

검색 쿼리를 작성함으로써 사용자가 검색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비해, 본 연구는 키워드 

기반의 검색과 같이 검색어를 통한 검색환경

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온톨로지나 SPA 

RQL에 한 지식이 없이도 손쉽게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직

 복잡하게 연결된 시맨틱 네트워크를 보면

서 자원과 자원을 연결하는 계를 스스로 확

장하여 연결된 자원을 확인해야 하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로세스를 통하

여 사용자가 원하는 것과 유사한 자원을 찾

을 때까지 자동으로 탐색을 수행한다는 이

다. 셋째 차이 은 첫째와 둘째 차이 으로부

터 생되는 차이 으로, 시스템에 의한 자동

탐색에 의해 자원들이 검색되기 때문에 이들

을 순 화하여야 한다는 이다. 따라서 이를 

한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BLU(Back Light Unit) 

심의 디스 이 산업을 도메인으로 하여 이

상과 같이 기존의 시맨틱 포탈과는 다른 검

색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효과 인 탐색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쿼리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화된 탐색에

서의 효과 인 탐색 방법  순 화 알고리

즘을 개발하고, 이들이 반 된 시맨틱 웹 포

탈 로토타입을 구 하고자 한다.

3. 의미기반 검색을 한 시맨틱 

웹 포탈의 구 이슈와 구조

3.1 분야 간 지식공유의 필요성  웹 

기반 검색의 문제  

특정 산업을 상으로 한 수직  포탈 구

조에서 검색을 어렵게 하는 것은 각 분야 간

의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이다. 를 들어 

자산업과 련된 검색 사이트로는 미디어 

분야에 자신문(http://www.etnews.co.kr/), 

학술논문 분야에 DBPIA(http://www.dbpia. 

co.kr), 특허정보 검색에는 한국특허정보원 KI 

PRIS(http://www.kipris.or.kr)가 있다. 각 사

이트에서는 사이트 내의 정보에 한 검색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각 분야 

별로 통합된 검색을 수행할 방법이 없으며 

이는 단순히 각 검색 서비스를 통합하는 메타 

검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사이트 별로 서로 다른 용어  체계를 사용

하고 있기 때문이며, 올바른 검색을 해서는 

이들 간의 한 연결을 바탕으로 한 지식

의 공유가 실하다. 다음의 디스 이 분야

의 검색 시나리오 는 이와 같은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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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 다.

LED BLU는 발 다이오드 백라이트 유닛

으로 번역되며, LCD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비

교  최근의 기술이다. 재는 노트북과 TV

에 사용되어 기존보다 얇은 가벼운 LCD 패

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만일 디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용자가 LED BLU

와 련된 최근의 황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  자신문에서 검색을 해볼 수 있을 것

이다. 검색을 통해 사용자는 LED BLU가 최

근 삼성 기에서 출시된 LCD TV에 사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LED BLU와 

련하여 엘엔에 라는 기업에서 LED BLU 드

라이  컨트롤러 개발 약을 체결했음을 알 

수 있다. LED BLU와 련된 특허가 궁 하

다면 특허검색사이트인 KIPRIS에서 삼성

기가 “백라이트 유니트용 LED 패키지”에 

한 특허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이 

사용자가 만일 BLU 개발업체에서 일하고 있

다면 LED BLU와 련된 경쟁기술을 검색하

고 싶을 것이다. 연구논문을 논문검색사이트

인 DBPIA에서 검색함으로써 사용자는 외부

극형 램 이라는 기술이 있음을 알게 된

다. 사용자는 다시 외부 극형 램 에 한 

최근 황을 알기 해 다시 자신문을 검

색한다. 그러나 이때는 외부 극형 램 가 

어약자로 EEFL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

다. 검색을 통해 단양솔텍이란 회사가 EEFL

과 련된 솔더링 기술을 개발했음을 알게 

된다. 한 논문검색사이트에서 “EEFL BLU 

구동용 인버터 최 화 설계에 한 연구”라

는 논문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LED BLU와 련된 

다양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으나, 최소한 세 

개 이상의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며 5번의 검

색과 11번 이상의 클릭을 해야 한다. 웹 검색

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라면 더 많은 노력

을 해야 하며, 간 간에 각기 다른 사이트

에서 서로 다르게 불리는 이름들을 알지 못

하면 원하는 결과를 아  찾지 못할 가능성

도 있다.

재 많은 심을 받고 있는 융복합 산업 

 상품을 개발하기 해서 요구되는 것  

하나는 각 분야의 지식들 간의 복잡한 상호

의존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공유이다. 이

러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은 산업내 뿐만 아니

라 산업간으로 확 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

기 한 수직  포탈이 요구된다. 즉, 기 별 

혹은 산업별 개별  정보시스템 구축  검

색만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다양한 요구조건

을 만족시킬 수 있는 포 인 시스템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 지식구축  장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 이 존재한다. 첫

째, 산업 내  산업 간에 데이터가 복되는 

경우가 많다. 동일 업종 내에서도 데이터의 

복이 많고 산업 간에도 유사한 주제의 정

보들이 업종 별로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데

이터에 한 표  확립  리 체계가 필요

하다. 둘째, 공통지식의 공유가 부족하다. 즉 

각 사업분야에서 일부는 공통되는 부분이나 

각자 다르게 구축된 경우가 많고, 각 기  별

로 구축하는 유사 데이터베이스  지식에 

한 공동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셋째, 각 

사실들이 서로 독립 으로 유지  검색됨으

로써 지식 간의 연 계에 한 검색이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정 회사에 심이 있

는 경우, 회사명으로 이를 검색할 수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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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회사명을 련 설비나 련 기술 혹은 

련 특허와 연 지어 검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상의 문제 을 종합하여 설명하면, 

우선 각 기 에서 구축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이 상호 독립 이기 때문에 연 검색을 하기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사용자

의 노력을 요구한다는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시맨틱 웹 포탈은 독립 으

로 구축된 지식  정보들을 상호 연결하여 

사용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러

한 과정에서 지식  정보들의 상호 연결을 

해 핵심 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바로 온톨

로지이다.

3.2 온톨로지의 필요성  구축 방안 

시맨틱 웹 포탈에서의 온톨로지는 도메인 지

식에 한 논리  기술을 담고 있으며,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11]를 기

반으로 한 OWL(Web Ontology Language)[10]

로 기술된다. RDF의 데이터 모델은 웹에 존재

하는 자원을 주어-술어-목 어인 트리 (tri-

ple) 형태로 기술한다. 온톨로지는 정형화되고 

공유가 가능한 형태로 도메인 지식을 기술하

기 한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해 클래스

(class)들 간의 계층 구조와 클래스 사이의 

계(relation), 클래스에 속한 인스턴스(instance)

를 이용해서 기술한다. 모든 자원이 이와 같은 

형태에 따라 의미 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사용자는 자원들 사이의 의미 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자원 사이의 의미  연결 

계를 결과로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온톨

로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앞서 말한 사이트 

간의 지식 간의 연계를 구 하는 것이 가능

하다. 본 논문의 온톨로지 구축에서 가장 핵

심이 되는 부분은 서로 다른 기 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의 연결이다. 따라서 이들을 연결

하기 해 <그림 1>과 같이 통합 온톨로지 

모델링을 수행하 다. 신문기사, 특허 정보, 

논문 정보, 자부품에 한 정보 등 각 기

들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통합 온톨로지를 구축함으로써, 정보들이 모

두 연결될 수 있도록 하 다. 그 게 함으로

써 제품 정보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정

보와 연결되고 있으며, 인물 정보는 특허에 

한 개발자 등의 계로 특허 정보와 연결

된다. 한 각 부품들은 그 부품들이 구성하

고 있는 제품과 연결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

로 각 분야의 지식들은 온톨로지에 의해 직

으로 연결되면, 시맨틱 웹 포탈의 검색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연결 계를 따라 검색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 구축환경에

서는 각 분야에서 개별 으로 온톨로지들이 

구축되는 것이 일반 이므로 이러한 온톨로

지들이 상호 연결되기 해서는 별도의 작업

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시된 하나의 방법론으로 온톨로지 매칭을 

들 수 있다[22]. 온톨로지 매칭은 크게 두 개

의 방법론으로 나  수 있다. 첫째, 각기 다

른 온톨로지를 연결하는 공통의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어휘분석, 온톨로지의 

구조분석 등을 통하여 직  매칭을 시도하는 

것이다[18]. 본 논문에서는 구 을 하여 각 

분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하나의 온톨

로지를 구축하 다. 이는 자의 해결방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용환

경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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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톨로지를 이용한 지식의 의미  연계 

에 이와 같은 방법을 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제시하고자 하는 시맨틱 웹 포탈에서 

온톨로지 매칭은 요한 하부구조를 담당하

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온톨로지 매

칭보다는 구축된 온톨로지에서의 탐색이 주

요논 이기 때문에 온톨로지 매칭에 한 상

세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3.3 의미 기반 검색의 필요성과 이를 

한 시맨틱 웹 포탈 구조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사이트 혹

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식들을 서로 연결

한다 해도 이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

면 소용이 없다. 시맨틱 웹 포탈에서의 의미

 검색이 기존의 웹 포탈과 다른 가장 요

한 차이는, 온톨로지의 최소구성단 인 자원

을 상호연결하는 계를 기반으로 탐색한다

는 이다. 키워드 기반의 검색 방법은 웹 페

이지가 사용자의 질의어를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포함하고 있

는지와 다른 웹 페이지와의 참조 계에 따

라 결과를 제공해 주지만, 온톨로지를 기반으

로 하는 의미  검색에서는 자원 간에 직

으로 연결된 계를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

한다. 즉, 의미  검색에서는 자원과 자원을 

연결해 주는 계가 요한 요소라 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자원과 속성 그리고 자원 

간의 계로 이루어진 시맨틱 네트워크를 검

색하고 탐색함으로써 어떻게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지식을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를 보

여주는 방식도 키워드 검색과는 달라진다. 검

색어 기반의 검색 방법은 문헌과 검색어 간

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순 화하

지만, 의미 기반 검색에서는 주어진 질의어로

부터 검색 결과인 자원에 이르는 계를 고

려하여 순 화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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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시맨틱 

웹 포탈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3]. 기사, 특허, 논문 등 실제 정보들은 각 기

에 존재하고 있다. 시맨틱 웹 포탈은 이들

에 한 정보를 온톨로지로 구축하여 디스

이 산업의 도메인 온톨로지로 리하게 된

다. 이 온톨로지에서 각 정보들은 상호 연결

되어 포탈에서 제공하는 탐색 서비스  기

타 서비스에 활용되게 된다.

<그림 2> 시맨틱 웹 포탈 3계층 개념도[3]

본 논문에서는 디스 이 산업을 한 시

맨틱 웹 포탈을 로토타입으로 구 하기 

하여, 이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정

보원천인 자신문과, 련 연구를 악하기 

해 이용하는 국내 연구논문 검색 사이트로 

DBPIA, 련 특허를 검색하기 한 특허 사

이트로 KIPRIS, 그리고 자부품에 한 데

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하여 도메인 온톨로

지를 구축하 다. 실제 활용환경에서는 더 많

은 정보원천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이상과 같은 네 가지의 정보원천을 상으

로 하여 시맨틱 웹 포탈을 설계하 다. <그

림 2>는 이와 같은 정보원천을 기반으로 하

여 독립된 정보들을 상 단계에서 서로 연결

하고, 연결된 정보들에 해 시맨틱 웹 포탈

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3계층의 시

맨틱 웹 포탈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제 2장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기본 인 시

맨틱 웹 포탈의 구성요소들은 이미 많은 연

구와 사례가 진행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 지

식의 공유를 한 시맨틱 웹 포탈을 구축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

슈로 첫째, 각각의 기  혹은 독립된 정보시

스템에 있는 정보  지식을 어떻게 온톨로

지를 활용하여 연결될 수 있는지에 한 직

인 사례나 방안이 없다. 둘째는 더 요

한 이슈로, 구축된 온톨로지 기반의 시스템에

서 어떻게 효율 으로 검색  탐색을 지원

할 것인가에 한 연구가 아직 미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가 커질수록 기하 수

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원과 자원 간의 

계들을 어떻게 탐색할 것인지와, 많을 수밖

에 없는 검색결과들 간에 어떻게 순 를 매

겨 더 요한 정보들을 우선 으로 사용자에

게 우선 으로 보여  것인지에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시맨틱 웹 포탈의 의미기반 

검색 차

이 장에서는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시

맨틱 웹 포탈의 검색 차에 해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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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제 2장과 제 3장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시맨틱 웹 포탈은 단지 온톨로지를 구

축하고 계링크에 따라 탐색해나가도록 지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온톨로지가 커

짐에 따라 개념 간의 계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다 효율 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검

색은 온톨로지 시드 검색, 의미 기반의 온톨

로지 탐색, 탐색 결과 순 화의 3단계로 이루

어진다. 첫 단계는 입력된 키워드에 해 온

톨로지를 검색하여 매칭되는 클래스와 인스

턴스를 찾는 과정이다. 온톨로지에서 탐색을 

한 시드(seed)가 검색되면 둘째 단계에서 

시드로부터 개념 간의 계를 따라 의미  

계를 확장하며 련 정보를 탐색해 나간다. 

셋째 단계는 탐색된 결과들을 순 화하는 과

정이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최종검색결과

를 사용자에게 보여 다.

4.1 온톨로지 시드 검색

먼  검색의 상이 되는 온톨로지는 식 

(1)과 같은 집합으로 정의된다[16]. C는 클래

스들의 집합, P는 속성의 집합, I는 모든 인

스턴스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ci ∈ C는 하나

의 클래스를, p ∈ P는 속성을, ii ∈ I는 클

래스 ci 에 속한 하나의 인스턴스를 의미한다. 

KB = (I, C, P) (1)

온톨로지 시드 검색에서는 온톨로지로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유사한 인스턴스

와 클래스들을 검색하며, 여기서 검색된 결과

는 다음 단계인 의미 기반의 온톨로지 탐색 

단계에서 탐색의 시작 이 된다. 시드의 집합

은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Seedq = Iq ∪ {i | i ∈≤Cq} (2)

Seedq는 시드 인스턴스들의 집합을 나타내

며, q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나타낸다. 

Iq는 Iq = {ii | name of ii contains q}, Cq는 

Cq = {ci | name of ci contains q}, 마지막으

로 ≤Cq는 클래스 Cq의 하  클래스들을 의미

한다. 결과 으로 온톨로지 시드 검색의 결과

는 온톨로지에서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모

든 인스턴스와 클래스(하  클래스를 포함)

이다. 를 들어 사용자가 의미 검색을 하기 

해 BLU(Back Light Unit)를 입력하면, 온

톨로지로부터 BLU를 포함하는 모든 인스턴

스와 클래스(하  클래스를 포함)를 시드에 

집어넣게 된다. 시드 검색은 일반 인 키워드 

검색과 유사하며, 의미 기반 검색의 핵심단계

인 다음 단계의 비 단계라 할 수 있다.

4.2 의미 기반의 온톨로지 탐색

의미 기반 검색의 둘째 단계는 검색된 시

드와 인스턴스로부터 계를 따라 확장해 나

가는 단계이다. 온톨로지에서 각 자원들은 수

많은 다른 자원들과 다양한 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계를 다 확장하여 탐색할 경

우, 무 많은 자원들이 검색결과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하게 계의 확장을 제

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결정할 두 가지 사항으로는 첫

째 이러한 계 확장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와, 둘째 하나의 자원으로부터 확장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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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있다. 계 

확장의 범 가 무 작을 경우, 원하는 상

이 검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범 가 넓

으면 필요 없는 검색 결과가 무 많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탐색(Information Retri-

eval)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보가치의 개념을 

활용하여 계 확장의 여부를 결정하 다. 따

라서 재의 자원과 특정 계로 연결된 자원 

에서 주어진 특정 계로 다른 자원들과도 

다수 연결된 자원보다는 게 연결된 자원을 

선택하여 계를 확장하 다. 이는 무 많이 

연결되고 있는 내용보다는 연결성이 은 내

용을 우선 으로 탐색하는 효과를 가진다.

재의 자원을 s라 할 때, s로부터 주어진 

계를 통해 연결된 자원들의 집합은 R = {ri 

| (s, p, ri) for given p}로 정의된다. 그리고 

주어진 계를 통해 연결된 자원 ri의 다른 자

원들과의 연결 계의 수는 NumOfProperty 

(ri) = count((o, p, ri) for any o and given 

p)로 정의할 수 있다. s로부터 주어진 계를 

통해 연결된 자원들의 평균연결 계 수는 Th 

reshold(R) = ∑NumOfProperty(rj)/count(rj) 

for rj∈R 로 정의된다. 따라서 s로부터 계

를 확장하고자 할 때, 연결된 계 종류 별로 

NumOfProperty(ri)가 Threshold(R)보다 작

을 때, 계를 확장하게 된다.

계를 확장하는 단계의 범 에 해서는 

본 논문에서 구 된 로토타입에서는 반복

인 시행착오를 통해 3단계까지만 계를 

확장하기로 했다. 즉, 재 확장된 자원이 시

드의 인스턴스로부터 3번의 계를 통해 도

착한 자원이라면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하지 

않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한 

척도에 의해 계 확장 범 를 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와 같은 확장 알고리

즘을 정리한 것이다. 알고리즘에서 distance 

(Seedq, s)는 시드의 인스턴스로부터 재의 

자원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계의 수를 나

타낸다. 

OPEN = Seedq
while OPEN is not empty

     Retrieve s from OPEN

     if distance(Seedq, s) < 3 then

          find R

          calculate Threshold(R)

          for all ri∈R

     calculate NumOfProperty(ri)

     if NumOfProperty(ri) < 

Threshold(R) then

add ri into OPEN

add Path(Seedq, ri) into 

Result

     end if

          end for

     end if 

end while

 알고리즘에서 OPEN은 탐색의 상이 

되는 자원들의 집합이며, Result는 탐색 결과

가 장되는 집합이다. Path(Seedq, ri)는 1단

계 검색결과인 시드로부터 재 자원까지의 

경로를 말한다.

4.3 검색결과 순 화

재 구 한 시스템에서는 회사, 뉴스, 인

물, 논문, 제품, 특허, 기술의 총 7개 표 

역이 있다. 첫 단계에서는 검색결과를 표 

역에 따라 분류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검색

결과 에서 시작 노드와 종료노드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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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끼리 분류한다. 시작노드는 온톨로지 시

드인 Seedq에 포함된 인스턴스  하나이며, 

종료노드는 의미기반 탐색 단계에서 3단계까

지 확장되는 과정에서 Result에 포함된 자원

들을 말한다. 시작노드와 종료노드가 동일하

더라도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도달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로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시작노드와 종료노드로 묶어진 각 그

룹들은 먼  종료노드와 검색어와의 문자열 

유사성 함수인 similarity(query, end_node) 

에 따라 순 화된다. 그룹들 간의 순 가 결

정되면 각 그룹 내에서는 시작노드와 종료노

드 간의 거리함수인 distance(Seedq, s)에 따라 

순 화된다. 

5. 시맨틱 웹 포탈의 구

이 장에서는 먼  구  단계와 기술에 

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시맨틱 웹 포탈을 구

하기 해 사용한 온톨로지에 해 설명한 

후에, 시맨틱 웹 포탈 로토타입의 화면  

검색결과의 를 보이고자 한다.

5.1 시맨틱 웹 포탈을 한 온톨로지의 

구축

시맨틱 웹 포탈을 구 하기 한 첫 단계

는 온톨로지의 구축이다. 본 연구에서는 7개

의 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 온톨로지로 구축하 다. 일반 인 상황

에서는 7개의 각 역이 독립 으로 온톨로

지를 구축하고, 이러한 온톨로지들을 통합하

여 사용하기 해 각 온톨로지 간의 상호호

환성을 보장하기 한 온톨로지 매칭의 기법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2]. 그러나 온톨로지 매칭에 있어서도 상

의 공유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매칭을 하는 

방법과, 휴리스틱이나 기계학습을 통하여 직

 매칭을 하는 방법으로 나 어지는데[18], 

본 연구에서 생성된 통합 온톨로지는 향후 

독립 인 온톨로지 구축과 공유 온톨로지를 

이용하는 방안에서 공유 온톨로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인 상황에서도 그 의

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를 기반으로 한 OWL(Web On-

tology Language)로 시맨틱 웹 포탈에 필요

한 온톨로지를 구축하 다. 온톨로지는 Prote-

ge[19]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OWL 문서

로 장하 다. 본 논문의 온톨로지 구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서로 다른 기 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의 연결이다. <그림 3>은 

자신문의 기사, 제품정보, 특허정보, 논문정

보를 상 에서 연결하고 있는 온톨로지의 

를 보여 주고 있다. “삼성, LED 원 LCDTV 

내놓는다”, “우리이티아이, CCFL 본고장 일

본에 수출”, “엘엔에 , DGIST와 LED BLU 

드라이  컨트롤러 개발 약 체결”은 자

신문 기사의 제목이다. “EEFL BLU 구동용 인

버터 최 화 설계에 한 연구”는 논문정보

이며, “LED를 원으로 하는 형 BLU의 도

구조와 여기에 용되는 조각 형태의 도

”은 특허 정보이다. 이러한 각각의 정보

들은 EEFL_BLU, LEDBLU, “LED BLU 구

동 컨트롤러”와 같은 부품 정보 혹은 “LED_ 

BLU_구동제어기술”과 같은 기술 정보를 통

해 서로 연결되고 있다. <그림 4>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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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온톨로지 모델링-논문, 기사, 특허 심

3>에서 네트워크로 표 된 온톨로지를 OWL

로 표 한 내용이다. 

5.2 시맨틱 웹 포탈 로토타입의 구조

시맨틱 웹 포탈 로토타입 시스템은 <그

림 5>와 같이 크게 3개의 계층으로 구성하

다. 다음은 각 계층에 한 상세한 설명이다.

5.2.1 검색화면

검색화면은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보기 한 계층으로, 웹 응용 로그램

으로 작성하 다. 질의 인터페이스와 결과 인

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질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하고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질의 인터페이스는 이 검색어를 탐

색계층의 질의 처리기에 달한다. 의미기반 

검색에 의해 도출된 검색 결과는 결과 인터

페이스에 의해 사용자에게 출력된다.

5.2.2 탐색계층

탐색계층은 시맨틱 웹 포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결과 리자, 질의 처리기, 온톨로

지 시드검색 모듈, 의미기반 탐색 모듈, 그리

고 순 화 모듈로 구성된다.

질의 처리기는 사용자가 입력된 검색어를 분

석하여 온톨로지 시드검색 모듈에 달한다. 

온톨로지 시드검색 모듈은 먼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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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OWL로 작성된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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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리자를 이용하여 주어진 질의어에 

한 시드들을 온톨로지로부터 검색한다. 여기

서 온톨로지는 OWL 문서로 장되어 있으며, 

온톨로지 장소 리자는 로토타입 기 

버 에서 Jena[12]를 사용하 다. 시드 검색이 

질의어에 해 SPARQL[20]로 변환하여 온

톨로지 장소 리자에 달하면, 온톨로지 

장소 리자는 이를 Jena의 SPARQL 질의

엔진을 이용하여 장된 OWL 문서로부터 

검색 결과를 반환하고, 그 결과를 시드 검색

에 다시 돌려 다. 이 과정은 시드 검색이 완

료될 때까지 반복된다.

시드검색이 완료되면 시드검색 모듈은 검

색된 시드들을 의미기반 탐색 모듈에 달한

다. 의미기반 탐색 모듈은 각 시드들로부터 

제 4장에서 설명된 알고리즘에 따라 탐색을 

진행한다. 시드를 출발 으로 하여 주어진 

계를 따라 확장하기 하여 의미기반 탐색 

모듈은 SPARQL과 Jena API를 이용하여 연

결된 계를 찾아내고 다시 그 계로 연결

된 다른 자원들을 탐색해 나간다. 주어진 조

건에 따라 탐색이 완료되면 의미기반 탐색 

모듈은 각 시드 별로 탐색된 경로들을 순

화 모듈에 달한다.

순 화 모듈은 제 4장에서 설명된 순 화 

알고리즘에 따라 각 경로들을 순 화하고 그 

결과를 결과 리자에게 넘기게 되고, 결과 

리자는 이를 검색화면 계층의 결과 인터페

이스에 달한다.

5.2.3 온톨로지 계층

온톨로지 계층은 온토롤지 장소 리자

와 실제 온톨로지로 이루어져 있다. 온톨로지

는 OWL 일로 장되며, 온톨로지 장소 

리자는 Jena에서 제공하는 RDF, OWL 

API와 SPARQL 질의 엔진을 사용하 다. 시

스템이 실행되면 먼  OWL 일로부터 Jena

의 온톨로지 장 모델로 온톨로지를 재한

다. 시스템 운  에는 API를 통하여 탐색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처리결과 혹은 SPA 

RQL 처리 결과를 달하는 역할을 한다. 온

톨로지의 장  검색은 시스템의 성능에 

향을 직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

서, 시맨틱 웹 포탈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한

다. 따라서 로토타입 기에는 Jena를 사용

하 으나, 후기에는 성능개선을 하여 SMA 

RTTriple[4]을 사용하 다.

5.3 시맨틱 웹 포탈 로토타입 화면

<그림 6>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시맨틱 

웹 포탈의 검색화면을 보여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검색어 입력 상자는 화면 상단에 

치해 있다. 좌측의 사각형은 온톨로지 시드 

검색의 결과인 인스턴스들을 각 역 별로 

클래스 계층구조에 따라 보여주는 내용이다. 

화면의 앙에는 7개의 역 별로 검색 결과

를 순 화하여 보여 다. 재의 리스트는 시

작노드와 최종노드가 같은 검색결과가 하나

의 그룹으로 묶인 채로 보여지고 있다. 만일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시작노드와 최종노드

가 같지만 경로가 다른 결과들을 순 화하여 

보고 싶다면 각 리스트 오른쪽에 있는 (+) 버

튼을 름으로써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6>은 <그림 5>의 검색결과  가장 상단에 

치한 결과에 해 (+) 버튼을 러 결과를 

확장해서 본 내용이다. 박스 안이 확장된 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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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맨틱 웹 포탈 구조도

<그림 6> 구 된 시맨틱 웹 포탈 검색화면

<그림 7>에서 박스 안의 결과  셋째 결

과를 분석해 보면, ‘기사’ 클래스에 해당하는 

“국내 최  국제 디스틀 이 LED 학술 회 

 국제 ...”은 ‘keyword’ 계를 통해 ‘회

사’ 클래스에 해당하는 ‘엘지필립스엘씨디’에 

연결되어 있다. ‘엘지필립스엘씨디’는 다시 

‘right_holder’ 계(특허소유권자)를 통해 ‘특

허’ 클래스에 해당하는 ‘액정표시장치의 백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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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작노드와 종료노드가 같은 그룹을 펼친 결과[3]

이트’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keyword’라는 계를 통해 ‘제품’ 클래스에 

해당하는 ‘BLU’와 연결된다. 여기서 ‘BLU’는 

검색어에 한 온톨로지 시드 검색을 통해 

최 에 검색된 내용이며, 이로부터 시된 

계를 탐색하여 “국내 최  국제 디스틀 이 

LED 학술 회  국제  ⋯” 기사가 결과

로 도출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시맨틱 웹 검색

은 해당 검색결과가 왜 그리고 어떻게 연

되는지를 보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산업 내 혹은 산업 간 여러 분

야의 지식들을 결합하고자 하는 욕구에 한 

안으로 시맨틱 웹 포털을 제시하 으며, 온

톨로지를 이용하여 어떻게 지식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게 연결된 온톨로지를 

상으로 어떻게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한 방안을 제안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시맨틱 웹 로토타입을 구 함으로써 그 사

례를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맨틱 

웹 포탈은 각 분야에 해당하는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를 연결함으로써, 검색을 통해 상

호 연결된 지식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기존의 웹 포탈과는 다르

게, 연결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효과 인 검

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시맨틱 웹 포탈에서의 의미  검색은 기존

의 웹 포탈과는 달리, 온톨로지의 최소구성단

인 자원을 상호연결하고 있는 계를 기반

으로 탐색을 수행한다. 키워드 기반의 검색 

방법이 페이지에 사용자의 질의어가 포함되

어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결과를 제공하는

데 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의미  검색에

서는 자원간의 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확장해 나감으로써 한 자원에 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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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해 나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맨

틱 웹 포탈과 의미  검색방안은 사용자가 

직  탐색을 수행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자동화된 탐색을 통하여 결과를 찾는다는 

에서 보다 사용자에게 친숙하며, 수많은 정보

를 포함하는 온톨로지 내에서 보다 효과 인 

탐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검색 결과를 시작노드와 최종노드

가 같은 그룹으로 묶어서 최종노드의 유사성

에 따라 순 화하고 다시 그룹 내에서는 시

작노드와 최종노드 간의 거리에 따라 순 화

함으로써 의미  검색에서의 검색결과에 

한 순 화 방안도 제시하 다.

본 논문의 한계 으로는, 우선 탐색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탐색을 멈추는 조건에 해 

아직 체계 인 이론이 부족하다는 이 있다. 

재는 탐색노드의 거리가 시드로부터 3단계

에 이르면 탐색을 멈추고 있지만 여기에 

한 보다 체계 인 방법이 요구된다. 한, 정

보이론에 따라 재는 연결된 계의 수가 

은 자원 쪽으로 탐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에 해서도 보다 논리 인 근거가 요구

된다. 를 들어, 만일 사용자가 보다 잘 알

려진 검색결과를 선호한다면, 재의 스

드의 용을 반 로 함으로써, 즉 연결된 

계의 수가 평균보다 많은 쪽으로 탐색을 진

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해 보다 다양

한 평가 척도에 한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연결된 계의 우선순 나 상충 계 

등을 고려하는 탐색 방안에 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한 온톨로지의 구축에 있어서 통

합온톨로지의 형태로 필요한 온톨로지를 구

축하 으나, 보다 범용성이 있는 시맨틱 웹 

포탈이 되기 해서는 개별 으로 구축된 온

톨로지들 간의 연 성을 온톨로지 매칭을 이

용하여 연결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다양한 실험과 이론을 심으로 하

여 제안된 검색  탐색방안을 확장하면, 보

다 유용한 시맨틱 웹 포탈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그 활용분야 역시 매우 넓

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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