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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용자 선호에 따라 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개인화서비스에 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어왔

다. 특히 푸시서비스는 사용자의 극 인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심 있어 할만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사용자의 잠재요구를 충족시켜 다는 측면에서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상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푸시서비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으로 시맨틱웹 기반 푸시서비스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서비스의 콘텐츠 정보와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각 서비스의 특성을 반 하는 서비스 온톨로지 

상에서 기술되어지도록 함으로써, 의미  연 성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는 기반구조를 제공한

다. 한 시맨틱웹 기반 푸시서비스 시스템은 제안방법에 의해 기술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합

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제안방법은 기존 연구들에 비해 콘텐츠 정보  사용자 선호정보

를 기술함에 있어 풍부한 표 이 가능하고, 의미 인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는 장 이 있다. 

 
 ■ 중심어 :∣개인화서비스∣푸시서비스∣시맨틱웹∣온톨로지∣

Abstract

Many personalized services that provide users with adaptive information according to users' 

preferences have been researched and developed. Push services are especially expected to be 

more economic impact because push services satisfy user's potential needs even if the user 

does not require anything. In this paper, we propose Semantic Web approach in order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push services. Our approach provides infrastructure to recommend 

contents based on semantic association by enabling information of contents and user 

preferences to be described on service-specific ontologies that reflect features of each service. 

In addition, our approach can recommend users with adaptive information based on information 

represented in our description model. Our approach enables information of contents and user 

preferences to be described with rich expressiveness, and it provides semantic interop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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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의 발 과 함께 증하고 있는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들 사이에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검

색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사용자의 

요구와 선호도( 는 심)에 따라 합한 정보를 제공

해주는 개인화서비스 (Personalized Services)에 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어왔다[1-3].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는 사용자와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을 효율 으로 

만들며, 특히 제한된 성능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주로 

사용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더욱 유용한 기술이

다. 이러한 개인화서비스를 비롯한 정보서비스는 사용

자와의 상호작용 형태에 따라 Pull Services와 Push 

Services로 나 어진다. 특히 Push Services는 사용자

의 극 인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심 있어할만

한 정보를 제공(push)함으로써, 사용자의 잠재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업 으로 Pull 

Services보다 경제 인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상되

고 있다. 

하지만 개인화서비스에서 이러한 푸시 서비스의 품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정보시스템이 다양한 서비

스의 콘텐츠와 사용자 선호정보를 기술(describe)할 수 

있도록 충분한 표 력을 제공하면서도,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 사이에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제공하

여 서로 매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해 Publish/Subscribe 모델[4], Subject Spaces 모델

[5], Tuple Spaces 모델[6]을 비롯한 최근의 연구들

[7][8]은 사용자 선호정보와 서비스의 콘텐츠를 매핑하

기 한 속성(attribute)을 정의하고, 정의된 속성에 따

라 서비스의 콘텐츠와 가입자의 선호정보를 각각 

attribute-value pair에 의해 기술함으로써, 데이터모델

의 에서 구조 (구문 )인 해결방법을 제시하 다. 

하지만,  미리 정의된 속성을 기반으로 정보를 필터링

하기 때문에 정보들을 표 함에 있어 충분한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하며 동의어와 같이 유사한 의미를 가짐에

도 불구하고 매핑 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추천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맨틱웹 기반 푸시서비스 기법을 제

안한다. 시맨틱웹은 컴퓨터가 웹상의 자원(resource)을 

의미 기반으로 기술(describe)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

는 기술로서,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는 웹상의 자

원을 지능 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반구조를 제공하

는 차세  웹 기술이다[9][10]. 이러한 시맨틱웹

(Semantic Web) 기술은 서로 다른 형식의 콘텐츠와 사

용자 선호정보들을 의미 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 온톨로지 

(service-specific ontology)들 상에서 서비스의 콘텐츠 

정보(메타데이터)와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의미 으로 

기술하고 이들 정보들 간에 강력한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제공함으로써, 의미  연 성을 바

탕으로 사용자에게 합한 정보를 추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를 

한 핵심기술인 시맨틱웹 기술에 해 간략히 소개한

다. 3장에서는 제안방법의 데이터 모델에 해 기술하

고, 4장에서는 제안모델을 지원하는 시맨틱웹 기반 푸

시서비스 임워크에 해 기술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를 분석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II. 시맨틱웹 기반 푸시서비스 데이터 모델

개인화 서비스에서 푸시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푸시서비스가 다양한 콘텐츠에 한 정보와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충분한 표 력

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들 사이에 상호운용성을 

제공하여 이들 정보들 사이를 매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향상된 푸시서비스

를 제공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자 선호정보와 

콘텐츠 정보를 의미 으로 기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맨틱웹 근방법을 제안한다. 본 장에서는 제안방법

을 한 정보 표 모델에 해 기술하고, 이러한 데이

터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 콘텐츠 정보와 사용자 선호

정보를 리하고 사용자에게 합한 정보를 추천하기 

한 푸시서비스 미들웨어에 해서는 4장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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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모델에서의 정보표현 방법
푸시서비스를 한 콘텐츠 정보(메타데이터)와 사용

자의 선호정보를 기술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온톨로지와 CDL(Contents Description 

Language)/UPDL(User Preference Description 

Language)를 정의하고, 이들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정

보를 표 한다. 

먼 ,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온톨로지 

(Service-specific Ontology)는 일종의 도메인 온톨로지

로, 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한 분류와 메

타데이터를 기술하는 온톨로지로 정의한다. 도메인 온

톨로지(Domain Ontology)는 각 도메인을 표 하기 

해서 필요한 개념들과 그 계를 정의하는데, 이러한 

도메인 온톨로지는 각 도메인이나 해당 도메인의 표

화 기 에 의해 정의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온

톨로지는 각 서비스에서 콘텐츠의 개념(concept)을 계

층 으로 정의하고 서로 다른 개념과의 계를 로퍼

티로 정의해 으로써 각 콘텐츠에 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의미 으로 표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

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각 서비스 온톨로지를 기반

으로 콘텐츠를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 게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정의된 서비스 온톨

로지 상에서 콘텐츠 정보와 사용자 선호정보를 보다 정

확하게 기술하기 해서는 다양한 로퍼티와 정보를 

반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표 방법이 필요하며, 푸시서

비스 시스템이 이러한 정보들의 연 성을 분석하여 사

용자에게 합한 콘텐츠를 추천하기 해서는 이들 다

양한 콘텐츠 정보  사용자 선호정보에 한 상호운용

성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DL/UPDL은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가 각각 자신의 콘텐츠 정보와 

사용자 선호정보를 서비스 온톨로지 상에서 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간단명료한 언어로서, 

OWL(Web Ontology Language)를 기반으로 정의되어

진다.   3.2 과 3.3 에서는 CDL과 UPDL의 핵심 인 

클래스와 로퍼티에 해 제와 함께 설명한다.

2. 콘텐츠 정보의 기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DL은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

의 콘텐츠와 그에 한 정보를 명세함에 있어서 풍부한 

표 력을 제공하고, 이 게 표 된 사용자 선호정보들

의 공유에 있어서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

로 한다. 이것은 각 서비스가 포함하는 개념과 그들간

의 계를 명시하는 다양한 서비스 온톨로지들을 참조

하여 서비스의 콘텐츠 정보를 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림 1]은 서비스 온톨로지 상에서 CDL에 의해 기

술된 콘텐츠 로 일의 일부분을 시한 것이다. CDL

은 서비스의 다양한 콘텐츠에 한 리스트와 각 콘텐츠

에 한 정보들을 분리하여 명세화하고, 이들을 CDL에

서 정의된 로퍼티로 연 시킨다. 이를 통해 하나의 

서비스에 포함된 다양한 콘텐츠 정보에 한 기술이 가

능하기 때문에, 콘텐츠 정보의 표 에 있어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 제안모델에서의 콘텐츠 정보 표현

CDL 온톨로지의 표 인 클래스로는 Service 클래

스와 Content 클래스가 있다. Service클래스는 서비스

에 한 정보와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들의 리

스트를 명세화하기 해 사용되며, [그림 1]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 인 세 개의 로퍼티에 의해 서

비스와 콘텐츠 정보를 연 시킨다. 하지만, 실제 콘텐츠 

정보는 Content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기술되어진다. 

- cdl:hasURI. 이 로퍼티는 Service 클래스의 인스

턴스와 그 서비스의 URI를 연 시키기 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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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진다. 

- cdl:hasContent. 이 로퍼티는 서비스에서 제공하

는 다양한 콘텐츠들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각 콘텐

츠에 한 정보를 표 하는 Content 클래스의 인스

턴스와 연 시키기 해 사용되어진다. 에서, 이 

로퍼티는 서비스 ‘Service1'과 두 개의 Content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DCModel1'과 ‘DCModel2'

와 연 시킨다. 

Content 클래스는 각 서비스의 연 된 콘텐츠 정보를 

기술하기 해 사용되어지며, 아래 두 개의 표 인 

로퍼티와 각 서비스에서 정의한 서비스 온톨로지의 

로퍼티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기술한다.

- cdl:typeofcontent. 이 로퍼티는 콘텐츠의 종류를 

표 하기 해 Content 클래스의 인스턴스와 해당 

서비스 온톨로지에 계층 으로 분류되어진 클래스

를 연 시키기 해 사용되어진다. 이 로퍼티는 

URI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종류를 연 시키기 때문

에, 다양한 서비스 온톨로지들에서 정의된 클래스

들을 함께 표 할 수 있다. 

- cdl:contentURI. 이 로퍼티는 실제 콘텐츠에 한 

URI를 표 하기 사용되어진다. 이 URI는 Push 

Service 미들웨어에서 추천한 콘텐츠 정보를 보고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요구할 경우 근할 URI

이며, Push Service 미들웨어의 Content Manager

에서 콘텐츠 정보를 주기 으로 갱신하기 해 

근할 URI를 나타낸다.

- service-specific properties. 이 로퍼티는 푸시서

비스 미들웨어에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할 

경우 특별히 제공되어야 할 콘텐츠에 한 세부 정

보를 기술하기 해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정보들

은 해당 콘텐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 의 다

양성을 보장하기 해 각 서비스 온톨로지에서 정

의한 로퍼티를 사용하여 표 되어진다. 

본 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리 정의된 로퍼티에 

따라 모든 서비스의 콘텐츠 정보를 표 하는 기존의 연

구와 차별되는 CDL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서비스의 특

성에 맞는 서비스 온톨로지를 참조하여 콘텐츠에 한 

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사용자 선호정보의 기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PDL의 목 은 사용자가 자

신의 선호항목과 그 가 치를 명세함에 있어서 풍부한 

표 력을 제공하고, 이 게 표 된 사용자 선호 정보들

의 공유에 있어서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

은 다양한 서비스 온톨로지들을 참조하여 사용자의 선

호정보를 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림 2]는 서비스 온톨로지 상에서 UPDL에 의해 기

술된 사용자 로 일의 일부분을 시한 것이다. 

UPDL은 사용자의 다양한 선호정보에 한 리스트와 

각 선호정보에 한 상세 명세들을 분리하여 명세화하

고, 이들을 UPDL에서 정의된 로퍼티로 연 시킨다. 

이를 통해 한명의 사용자에 해 다양한 선호정보에 

한 상세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정보의 표 에 있

어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2. 제안모델에서의 개인선호정보 표현

UPDL 온톨로지의 표 인 클래스로는 Profile 클래

스와 Preference 클래스가 있다. Profile 클래스는 사용

자의 개인정보와 선호정보 리스트를 명세화하기 해 

사용되며, Preference 클래스는 각 선호정보에 한 상

세명세를 기술하기 해 사용된다. [그림 2]의 에서, 

Profile 클래스는 아래에 설명하는 두 개의 로퍼티에 

의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선호정보에 한 상세명세

와 연 시킨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 선호정보에 한 

상세는 Preference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의해 기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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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 updl:personalInfo. 이 로퍼티는 Profile 클래스의 

인스턴스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연 시키기 해 

사용되어진다. 에서, 이 로퍼티는 ‘UserA’ 사용

자와 UserA의 개인정보 URI인 ‘&person:UserA’와 

연 시킨다. 여기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VCard 

온톨로지나 FOAF 메타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를 

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표 할 수 있다.

- updl:hasPreference. 이 로퍼티는 다양한 사용자

의 선호정보들을 나열하고, 각 선호정보에 한 상

세명세를 표 하는 Preference 클래스의 인스턴스

와 연 시키기 해 사용되어진다. 에서, 이 로

퍼티는 사용자 ‘UserA’와 두 개의 Preference 클래

스의 인스턴스인 ‘UserA_InterestingField1’과 

‘UserA_ NotInterestingField2’와 연 시킨다.

Preference 클래스는 각 서비스의 연 된 아이템을 

가 치와 함께 사용자의 심 정보를 기술하기 해 사

용되어진다. 실제로, 사용자 선호정보는 Preference 클

래스의 두 개의 하  클래스인 Interesting 클래스, 

NotInteresting 클래스에 의해 기술되어지는데, 각각 

심이 있거나 심이 없는 아이템과 그 가 치를 표 하

기 한 클래스이다. Preference 클래스는 아래의 두 개

의 로퍼티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기술한

다.

- updl:hasItem. 이 로퍼티는 사용자의 심항목과 

서비스 온톨로지에 계층 으로 분류되어진 클래스

를 연 시키기 해 사용되어진다. 이 로퍼티는 

URI를 사용하여 심항목을 연 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 온톨로지들에서 정의된 클래스들을 

함께 표 할 수 있다. 에서, 이 로퍼티는 하나

의 서비스에 한 컨텐츠를 계층 으로 분류한 

‘service1’ 온톨로지(&service1)의 ‘DigitalCamera’

라는 클래스와 연 시킨다.

- updl:hasWeight. 이 로퍼티는 심항목에 한 

가 치를 표 하기 해 사용되어진다. 본 논문에

서는 처음 등록된 사용자의 심항목에는 가 치 

‘10’ 는 ‘-10’을 기본값으로 부여한다. 에서는 

‘&service1:DigitalCamera’ 심항목에 한 가

치가 10이라는 것을 보여 다.

본 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특정한 서비스에 

한 선호정보를 표 하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UPDL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다른 목 과 형태를 가지

는 다양한 서비스에 한 온톨로지들과 그 온톨로지에 

한 URI를 참조하여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방법은 사용자의 선호

정보를 표 함에 있어 풍부한 표 력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하며, 다양한 서비스들간에 사용자 선호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UPDL은 어떠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사용자의 선호정보도 동 으로 표 하고 공

유할 수 있다.

III. 시맨틱웹 기반 푸시서비스 프레임워크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정보 표  모델을 기반

으로 한 시맨틱웹 기반 푸시서비스 미들웨어에 해 기

술한다. 

1. 제안 프레임워크의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맨틱웹 기반 푸시서비스 

임워크는 [그림 3]과 같이 3계층 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 이러한 3계층 모델은 미들웨어(푸시서비스 시스템)

를 통해 콘텐츠 정보/사용자 선호정보와 이를 이용하는 

응용 서비스 사이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 응용

계층(Application Tier)에서는 분산 환경의 다양한 서비

스들이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 온톨로지를 정

의하고, 이를 기 으로 콘텐츠를 분류하여 제공한다. 

제안모델에서는 서비스의 콘텐츠 정보와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공유하기 해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계층(Data Tier)에서 콘텐츠 정보와 사용자의 선

호정보를 각 서비스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CDL/UPDL

로 기술하고 콘텐츠  사용자 로 일로 장함으로

써, 사용자 선호정보를 의미 으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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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콘텐츠 정보와 사용자 선호정보에 참조된 서비스 온톨로지(상)와 콘텐츠 정보 및 
       사용자 선호정보 (좌,우) 및 유사성 평가에 의해 계산된 각 콘텐츠별 평가가중치(하)

그림 3. 시맨틱웹 기반 푸시서비스 프레임워크

미들웨어계층(Middleware Tier)에 치하는 푸시서

비스 시스템(Push Service System)은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에게 콘텐츠 정보와 사용자 선호정보를 리하

기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로그래  인터페

이스(API)를 제공한다. [그림 3]에서와 같이 푸시서비

스 시스템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콘텐츠 정보를 리하

는 콘텐츠 리자(Contents Manager), 사용자 선호정보

를 리하는 사용자 리자(User Manager)와 사용자 

선호정보에 합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푸시서비스 리

자(Push Service Manager)로 구성된다. 콘텐츠 제공자

나 사용자는 푸시서비스 시스템의 리자 모듈들을 통

하여 콘텐츠 로 일  사용자 로 일에 한 직

인 근이나 처리없이 이들 정보에 입력하거나 근

할 수 있으며, 푸시서비스 시스템은 다양한 서비스들의 

콘텐츠 정보  사용자 선호정보를 의미 으로 공유하

여 사용할 수 있다

Contents Manager는 콘텐츠제공자가 서비스 온톨로

지 상에서 서비스의 콘텐츠 정보를 CDL에 따라 콘텐츠 

로 일에 입력하기 한 API를 제공하며, User 

Manager는 사용자가 서비스 온톨로지 상에서 자신의 

선호정보를 UPDL에 따라 사용자 로 일에 입력하기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온톨로지 라우

징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선호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획득된 정보를 UPDL에 의해 기술하고 사용자 로

일에 RDF형식으로 자동으로 갱신하는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Push Service Manager는 [그림 4]와 같이 사용

자 로 일에 등록된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각 콘텐츠

의 서비스 온톨로지 상에서 유사성을 평가하여 사용자

에게 합한 콘텐츠를 추천하여 제공한다(4.2  참조).

제안 임워크의 미들웨어에서 온톨로지와 RDF문

서의 처리는 Jena Toolkit [11]을 사용하여 구 하 다. 

Jena Toolkit은 OWL과 같은 온톨로지와 RDF 문서를 

생성하는 Java 응용 로그래  인터페이스(API)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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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시서비스를 위한 콘텐츠의 추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푸시서비스의 성능을 향상시

키기 해서는 서비스 온톨로지상에서 CDL에 의해 기

술된 콘텐츠 정보와 UPDL에 의해 기술된 사용자 선호

정보 사이에 구조 인 매핑 계뿐 아니라 의미 인 유

사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 선호정보의 유사성 평가를 해서 다양한 방

법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들 의 하

나로, 동일한 클래스의 부재 시에 [그림 5]와 같이 상  

클래스를 반복 비교하면서 동일한 클래스를 찾는다. 이

때, 상 클래스의 평가가 치는 하  클래스 평가가

치의 50%로 계산한다. 3.2 에서 기술한 서비스 온톨로

지의 특성에 따라 상  클래스는 하  클래스보다 일반

화된 의미를 가지며, 하  클래스는 상  클래스보다 

구체 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평가된 유사클래

스가 등록된 사용자의 심항목보다 일반화된 의미를 

가지는 상  클래스일 경우 사용자의 구체 인 실제 선

호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는 그 평가가 치를 사용자의 심항목과의 거

리에 따라 50%씩 진 으로 감소시킨다. [그림 5]는 

콘텐츠와 사용자 선호정보를 기술하기 해 사용된 서

비스 온톨로지들을 이용하여 유사성을 계산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푸시서비스 매니 는 이 게 구해진 평가

가 치가 임계값 이상인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추천한

다.

그림 5. 평가가중치 계산

IV. 실험

제안시스템을 평가하기 해 5개의 서비스에 해서 

테스트 온톨로지를 간단하게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서비스를 한 30개의 콘텐츠 데이터를 생성하 다. 

그리고 사용자 5명을 상으로 각 서비스별로 1개의 선

호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후, 푸시서비스를 실험하 다.

[그림 6]은 참여 서비스의 수에 따른 서비스1의 재

율과 정확률을 나타낸 그래 이다. 참여서비스의 수와 

계없이 일정한 재 율과 정확률을 나타내는 일반

인 키워드 검색과 달리, 제안모델은 각 서비스의 온톨

로지 상에서 선호정보를 등록하고, 이들을 공유하여 사

용하기 때문에 참여서비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

율과 정확률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6. 재현율과 정확률

한, 키워드 검색은 높은 재 율과 낮은 정확률을 

보이는 반면, 제안방식은 높은 정확률을 보이며 참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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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 율도 높아짐을 볼수 있

다.

V.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맨틱웹 기반 푸시서비스는 사

용자에게 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해 푸시서비스 

시스템이 다양한 콘텐츠 정보(메타데이터)와 사용자 선

호정보를 푸시서비스 시스템이 의미 으로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다. 제안방법은 기존 연구에 비

해 다음과 같은 개선 을 제공한다.

먼 , 제안방법은 서비스 온톨로지들을 기반으로 콘

텐츠 정보와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명세함으로써 이들 

정보를 표 함에 있어 의미를 기반으로 보다 풍부한 용

어로써 기술할 수 있다. 즉, 서비스 온톨로지는 각 서비

스의 목 과 특성에 따라 명세화되어지기 때문에 제안

방법에서는 콘텐츠 정보와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 한, 서비스 온톨로지는 푸

시서비스 시스템에서 필요시 실시간으로 참조하기 때

문에, 서비스 온톨로지의 갱신에도 유연하게 반 할 수 

있다. 한, 제안모델은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OWL기

반 CDL/UPDL에 의해 기술하기 때문에, 각 정보에 명

시된 용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온톨로지상에서 해당 

용어의 의미에 한 유사성 분석을 통해 푸시서비스 시

스템에서 의미  연 성을 기반으로 사용자 선호정보

에 합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 

제안방법은 푸시서비스 제공을 해 유사성을 평가

할 때, 실시간으로 해당 서비스의 온톨로지를 참조하기 

한 추가 인 처리시간이 요구되며,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

다. 한,  제안방법에서 유사성 평가를 한 다양한 기

법에 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검증을 해 더 많은 데

이터와 사용자를 상으로 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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