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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국방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첨단 무기들이 지속 으로 개발되고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

지면서, 각국의 미래 략무기 소요 제기를 한 정보의 수집  분석의 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한 이종의 국방정보를 통합 리  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맨틱 웹은 이종의 지식자원을 통합

하고 검색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차세  지식정보 리 기반 기술로 최근에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시맨틱 웹은 단순 키워드 검색이 아닌 의미 으로 연 된 정보 검색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웹을 기반으로 무기 제원 정보를 심으

로 무기의 제조국, 개발 회사, 개발 황 등 무기와 련된 다양한 련 정보를 온톨로지로 구조화하는 것

은 물론, 련 정보를 이용해서 무기를 효과 으로 검색  분석할 수 있는 국방무기 다차원 정보분석시스

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무기의 제원명과 제원의 상하  계를 이용해서 확장 검색 기능을 제공

하며, 무기 련 정보를 이용해서 다양한 경로로 무기정보에 근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무기체계에 따른 

다양한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한 개발된 시스템은 무기 분야의 문가 지식과 웹에서 수집된 무기 련 

정보를 온톨로지로 구축하고 지능화된 검색 서비스를 구 함으로써, 정보  시 에 필요한 첨단 무기 정보 

획득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중심어 :∣국방무기∣국방기술∣시맨틱 웹∣온톨로지∣정보 분석∣
Abstract

As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re developing, smart weapons are being developed 
continually.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future strategic weapon information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become a greater priority because information sharing became active. So, a 
system to manage and analyze heterogeneous defense intelligence is required. Semantic Web is 
the next generation knowledge information management technology for integrating, searching 
and navigating heterogeneous knowledge resource. Recently, Semantic Web is wildly being used 
in intellig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emantic Web supports the analysis with the 
high reliability because it supports the simple keyword search as well as the semantic based 
information retrieval.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emantic web based multi-dimensional 
information analysis system on the national defense weapons that constructs ontology for 
various weapons information such as weapon specifications, nations, manufacturers and 
technologies and searches and analyses the specific weapon based on ontology. The proposed 
system supports the semantic search and multi-dimensional information analysis based on the 
relations between weapon specifications. Also, our system improves the efficiency on acquiring 
smart weapon information because it is developed with ontology based on military experts’ 
knowledge and various web documents related with various weapons and intelligent search 
service.

■ keyword :∣National Defense Weapons∣Defense Technology∣Semantic Web∣Ontology∣Inform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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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방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첨단 무기들이 지속

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특정 무기의 보유 여부는 국력

을 단할 수 있는 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각 나

라의 국방 련 부서는 무기의 소요 제기나 특정 무기

의 개발  용 황을 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국방과 보안 정보를 제공하는 Jane's[1]

나 세계 각국의 국방부 온라인 사이트, DCN[2], 

MilitaryReview[3], FAS[4], SAAB[5]와 같은 무기 정

보 사이트를 통해 무기 정보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

집하는 것이  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사이트들은 디 토리식의 근이나 키워드 기반의 검

색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제원 정

보나 련 정보를 통해 특정 무기를 찾는 것은 쉽지 않

다. 한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제원의 명칭이나 표  

단 , 분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사이트들에

서 수집된 정보들을 표 화·정형화된 형태로 변환하고, 

제원의 상하  계를 설정하며, 단  정보를 통일, 유

 정보간 계를 설정해서 장하고 검색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맨틱 웹(Semantic Web)은 웹에 있는 정보를 컴퓨

터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과 그 표 을 개발하

여 시맨틱 검색, 데이터 통합, 내비게이션  작업의 자

동화를 지원하는 재 웹의 연장 기술이다[6][7]. 최근 

이종의 지식자원을 통합하고 검색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차세  지식정보 리 기반 기술로 시맨틱 웹이 

각 을 받으면서, 정보 리, 인공지능, 정보검색 등의 

이론 분야와 의료시스템, 교통제어 시스템, 건설 리 시

스템 등과 같은 산업분야에 걸쳐 시맨틱 웹이 활용되고 

있다[8].

특히 시맨틱 웹은 단순히 텍스트를 분석해 가장 연  

있고 인용이 많이 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존 검색 

엔진과는 달리 문맥상 의미와 검색 의도를 변수로 포함

한 검색 결과를 내놓는다. 즉, 검색 엔진이 질문과 유사

한 정보를 단순히 찾아  뿐아니라 정보 분석을 통해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다양한 분

야의 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시맨틱 웹의 활용은 차 

증가하고 있다[9][10].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웹을 기반으로 무기 제원 정보

를 심으로 무기의 제조국, 개발 회사, 개발 황 등 무

기와 련된 다양한 련 정보를 온톨로지로 구조화하

는 것은 물론, 련 정보를 이용해서 무기를 효과 으

로 검색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특히, 

개발된 국방무기 다차원 정보 분석 시스템은 무기의 제

원명과 제원의 상하  계를 이용해서 확장 검색 기능

을 제공하며, 무기 련 정보를 이용해서 다양한 경로

로 무기정보에 근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무기체계에 

따른 다양한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시스템은 무기 분야의 문가 지식과 웹에서 수집된 무

기 련 정보를 온톨로지로 구축하고 지능화된 검색 서

비스를 구 함으로써, 미래 력증강에 필요한 첨단 무

기 정보 획득의 효율성을 제고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국방 무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이트와 련 

시스템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시맨틱 웹 기반 국방무

기 다차원 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을 해 구축한 온톨

로지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해 기술한다. 마지

막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해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2009년부터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

를 향상시키며, 경제 ․사회 으로 고부가가치의 개

방형 데이터 셋의 개방  연계를 통한 가치 창출을 꾀

하기 해, 온라인을 통해 많은 정부 기 들의 데이터

가 공개되고 있다[11]. 특히 국방 과학기술의 속한 발

달에 따라 각국의 첨단 무기의 보유 여부는 국력을 

단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활용되면서, 많은 국방 무기 

정보 사이트를 통해 첨단 무기 정보들이 정확하고 신속

하게 제공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방 무기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이트  국가방 력 증진을 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개발한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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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DTiMS[12]에 해서도 살펴본다.

1. 국방 무기 정보 제공 국내 사이트
[그림 1]은 국방 무기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표 사

이트인 DCN(Defense Citizen Network)와 

MilitaryReview의 서비스 화면을 보여 다. DCN은 무

기체계를 육상 력, 해상 력, 공군 력, 복합 력, 

략미사일, UAV/ UGV, 사속신무기로 분류하고 국

내․외 국방 무기 정보  련 뉴스를 제공한다[2]. 

MilitraryReview는 무기체계를 지상무기, 항공무기, 해

상무기, 유도무기, 미래무기, C4I/ 자 , 이다, 기타

무기/장비, 한국무기로 분류하고 국내․외 국방 무기 

정보와 핵 동향  분쟁지역 정보를 제공한다[3].  

 

             (a) DCN                    (b) MilitaryReview

그림 1. 국방 무기 정보 제공 국내 사이트

2. 국방 무기 정보 제공 국외 사이트
[그림 2]는 국방 무기 정보를 제공하는 국외 표 사

이트인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와 

SAAB의 서비스 화면을 보여 다. FAS는 무기체계를 

Missiles, Munitions, Aircraft, Land Warfare Systems, 

Navy Ships로 분류하고 미국 무기, 군사작 , 군수산업 

정보를 제공한다[4]. SAAB는 무기체계를 Air, Land, 

Naval, Civil Security, Commercial Aeronautics로 분류

하고 SAAB 그룹과 력된 무기와 최신 국방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한다[5].    

 

             (a) FAS                        (b) SAAB

그림 2. 국방 무기 정보 제공 국외 사이트

[그림 3]은 국의 군사정보회사 IHS에서 제공하는 

군사정보 사이트인 Jane’s의 메인 화면과 무기 검색 결

과 화면을 보여 다. Jane's는 무기체계를 Air&Space, 

Land, Sea, System로 분류하고 세계 국방 무기, 군사

작 , 군수산업, 군사동향 등 군사력에 한 연감 정보

를 제공한다[1]. Jane's는 재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국방 무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이트이며, Jane's에

서 제공되는 정보의 쉬운 근성을 고려해 모든 검색 

결과는 XML 포맷으로 제공된다.

 

          (a) 메인 화면                (b) 무기 검색 결과 화면

그림 3. IHS Jane's

3.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DTiMS
[그림 4]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008년부터 구축 

인 DTiMS(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의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 다. DTiMS는 방 사업청, 

국과연, 각군, 기품원 등 국방기술 리기 에서 각각 보

유하고 있는 최신 국방과학기술  무기체계 련 정보

를 통합 리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  선진국의 무기

체계 기술정보를 신속히 서비스하기 한 국방기술정

보통합서비스이다[13].



시맨틱 웹 기반 국방무기 다차원 정보 분석 시스템 505

분류 소분류 (Level 1) 국방부

Air

Aircraft systems&equipment 항공,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국방정보
Air vehicles&systems 항공, 화력,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국방정보, 기타무기
Electronic warfare systems 항공, 감시/정찰
Space vehicles&systems 항공,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Unmanned aerial vehicles&targets 항공

Land

Ammunition 화력
Armoured fighting vehicles 기동, 화력
Engineer vehicles&equipment 기동
Explosive ordnance disposal 기동, 기타무기, 화력
Homeland security equipment 기동, 감시/정찰, 화력, 방호, 
Land vehicle propulsion 기동
Land vehicle systems&equipment 기동, 화력,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Land weapon systems 화력, 방호, 기동, 기타무기
Logistic vehicles&equipment 기동, 기타
NBC/CBRN defence systems 방호
Unmanned ground vehicles&systems 기동

Sea

Marine propulsion 함정
Naval weapon systems 함정, 지휘통제/통신, 기타무기, 감시/정찰, 화력
Submarines 함정
Surface ships 함정
Unmanned maritime vehicles&systems 함정,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System

C4ISR systems 지휘통제/통신, 국방정보, 감시/정찰, 화력, 항공, 기동, 방호, 함정
Electro-Optic systems 감시/정찰, 화력, 항공, 기동, 방호, 함정
Radar systems 감시/정찰, 항공, 방호, 함정
Ship systems&equipment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함정, 화력
Simulation&training systems 기타무기, 감시/정찰, 국방정보
Strategic weapon systems 화력
Weapons&ordnance 화력, 방호

표 1. Jane's 무기체계와 국방부 무기체계의 맵핑

그림 4. DTiMS 시스템 구성도

DTiMS는 재 63만여건의 기 별 기술정보(무기체

계정보, 국방연구개발정책서,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조

달정보, 형상 리정보, 비용분석정보, 핵심기술정보, 민

군겸용기술, 행사정보 등)를 확보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월별 1,000여건의 신규 기술정보를 탑재하여 국방 련

기 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론, 무기체계 정보

는 Jane's와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한다.

4. 기존 국방 무기 정보 제공 사이트의 문제점
각국의 군사력  국방 과학기술 동향을 악하기 

해서 많은 문가들은 앞에서 언 된 다양한 국방 무기 

정보 제공 사이트로부터 무기의 소요 제기나 특정 무기

의 개발  용 황을 악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

의 사이트들은 디 토리식의 근이나 단순 키워드 기

반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제원 

정보나 련 정보를 통해 특정 무기를 찾기 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한 국방 무기에 한 

다차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제원의 명칭이나 표  단 , 분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사이트들에서 수집된 정보들의 표

화·정형화된 형태로의 변환, 제원의 상하  계 설

정, 단  정보의 통일, 유  정보간 계 설정과 이들을 

장하고 검색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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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방무기 정보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이 장에서는 시맨틱 웹을 기반으로 무기에 한 다차

원 정보 분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기 제원 정보

를 심으로 무기의 제조국, 개발 회사, 개발 황 등 무

기와 련된 다양한 련 정보를 온톨로지를 사용해서 

구조화하는 방법에 해 기술한다.

1. 국방 무기체계 표준화 
Jane's의 무기체계는 Air, Land, Sea, System을 기반

으로 [표 1]과 같이 분류된다. 참고로 Jane's는 4-단계

에 한 소분류로까지 무기체계를 상세히 분류하고 있

다. 반면에, 한민국 국방부 무기체계는 지휘통제/통

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력지원체

계, 국방정보체계, 기타무기체계로 분류된다. 즉, 국방

부 무기체계를 심으로 Jane's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기 해서는 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기체계 

간의 맵핑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방부 무기 분야 문

가를 통해 [표 1]과 같이 두 사이트의 무기체계를 맵핑

하 으며,  [표 1]을 통해 Jane's의 Electronic warfare 

systems는 국방부의 항공, 감시/정찰과 연 된 무기체

계인 것을 알 수 있다.    

2. 국방 무기정보 표준화 및 정형화 
[그림 5]는 Jane's에서 제공되는 Unmanned aerial 

vehicles&targets 무기체계에 포함된 HESA Karrar와 

GA-ASI MQ-1C Sky Warrior 무기들에 한 제원 정

보를 보여 다. Jane's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각 분야

의 많은 문가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무기 제원 정보의 

표기, 제원간 상하  계, 제원에 사용된 값 단 들(속

도의 경우: km/h, mile/h, knot, mach 등)이 표 화․정

형화되어 있지 않다. 를 들어, [그림 5]에서 HESA 

Karrar의 재 량(Payload) 제원은 Weights-Max 

payload 제원 계를 통해 표기되고, GA-ASI MQ-1C 

Sky Warrior은 Max payload-internal과 Max payload- 

external을 통해 표기된다. 즉, GA-ASI MQ-1C Sky 

Warrior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을 가지고는 Max 

payload -internal과 Max payload-external이 Weights 

제원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없고, Weights에 한 

범용 검색을 지원할 수 없다. 

        (a) HESA Karrar       (b) GA-ASI MQ-1C Sky Warrior

그림 5. Jane's에서 제공되는 무기 제원 정보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Jane's에서 제공되는 

모든 무기 제원 정보들에 한 범용 검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 무기 문가의 의견을 반 해 [그림 6]과 

같이 무기 제원 정보의 표기, 제원간 상하  계, 제원

에 사용된 값 단 들에 해 표 화  정규화를 했다. 

들 들어, [그림 6]에서 Weights에 포함되는 제원간 

상하  계를 설정함으로써, 문서에서 Max 

payload-internal 제원 정보만 추출되어도, 해당 값이 

Weights에 한 제원 정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Ontology_Property 필드는 각 제원을 온톨로지로 표

할 때 사용될 클래스명을 나타내고, Value1은 각 제원

에 사용된 값 단 들에 해 정규화한 제 값을 보여

다.  

그림 6. 무기 제원 정보들에 대한 표준화 및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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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방 무기정보 온톨로지

3. 국방 무기정보 온톨로지 구축 
[그림 7]은 시맨틱 웹 기반 국방무기 다차원 정보 분

석 시스템 개발을 해서 설계된 온톨로지로서, 분류, 

국가, 기 , 련 문서, 제원, 련 제품, 이미지를 포함

하고 있으며 13개의 클래스, 27개의 데이터타입 속성, 

18개의 객체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온톨로지는 분류

와 제원, 국가와 기 들을 통해서 특정 무기에 근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 특정 무기를 심으로 무기 

련 정보들을 근할 수 있도록 각 클래스간 다양한 

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온톨로지 인스턴스로 표 되

는 무기와 무기 련 정보들은 Jane's에서 수집된 문서

들을 상으로 XML 문서 싱과 정보 추출 기술을 이

용해서 일차 으로 수집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국방 

무기정보 표 화  정형화 방안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

를 정제해서 인스턴스로 재한다.

Ⅳ. 국방무기 다차원 정보 분석 서비스 개발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맨틱 웹 기반 국방무기 다차원 

정보 분석 시스템은 무기의 분류와 제원 정보를 심으

로 제원 항목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무기를 검색할 

수 무기제원 기반 무기 검색 서비스와 특정 무기에 

한 상세 정보, 동향 정보, 연  정보를 제공하는 다차원 

무기 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무기제원 기반 무기 검색 서비스 
무기의 제원들은 무기의 분류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

문에 무기제원 기반 무기 검색 서비스는 [그림 8]과 같

이 먼  무기의 분류를 선택하고, 선택된 무기 분류에 

포함된 무기의 제원들에 한 네트워크 라우징을 통

해 특정 제원의 속성 값들을 포함한 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8]에서 ①무기체계는 국방부 무기체계를 보여

주고, ②JDDS분류체계는 ①무기체계에서 선택된 국방

부 무기체계에 맵핑되는 Jane's 무기체계를 트리 형태

로 보여 다. 그리고 ③JDDS분류타입은 ②JDDS분류

체계에서 선택된 무기체계에 포함된 무기타입명을 보

여 다.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는 국방부 무기체계를 기

반으로 Jane's 무기체계 심으로 작성된 무기를 검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11508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④제원속성은 ③JDDS분

류타입에서 선택된 무기타입에 포함된 무기들에서 사

용되는 모든 제원의 상하  계를 네트워크 라우징

을 통해 보여 다. 그리고 네트워크 라우징에 익숙하

지 않은 사용자를 해 제원 정보는 표 형태로도 보여

다. 

그림 8. 무기제원 기반 무기 검색 서비스

⑤제원속성값은 ④제원속성에서 선택된 제원에 해, 

선택된 무기타입에 포함된 모든 무기가 갖는 제원 속성 

값들을 보여 다. ⑥검색조건은 ⑤제원속성값에서 선

택된 제원-속성값의 들을 검색 조건으로 추가하고, 

조건 선택이 완료되면 검색을 통해 조건을 만족하는 무

기들을 검색 결과로 ⑦무기목록에 보여 다. 한, ⑦무

기목록에서 특정 무기를 선택하면 선택된 무기의 이미

지와 제원 정보가 ⑧무기설명에서 보이며, 무기 정보가 

추출된 원문과의 링크를 통해서 Jane's에서 제공되는 

원문에 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는 기존 

디 토리식의 근이나 단순 키워드 기반의 검색 기능

이 아닌, 무기체계-무기제원-제원속성값을 기반으로 

무기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 다차원 무기 정보 분석 서비스 
기존 무기 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는 특정 무기의 

소요 제기, 개발  용 황, 연  무기들과의 제원 

황을 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그림 

9]와 같은 다차원 무기 정보 분석 서비스는 Jane's에서 

제공되는 문서들에 한 XML 싱과 정보 추출 기술

을 이용해, ①검색창에 입력된 무기에 한 다차원 정

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9. 다차원 무기 정보 분석 서비스

②Basic-Information은 입력된 무기에 한 무기체

계, 무기타입, 제조국가, 제조기 , 요약된 설명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링크된 값을 선택하면, 선택 값을 

심으로 연 된 무기 정보를 보여 다. 들 들어, 제조

국가의 값을 선택하면 선택한 국가에서 제조된 무기 목

록을 보여주고, 무기타입의 값을 선택하면 선택한 무기

타입에 포함된 무기 목록을 보여 다. 이와 같은 인터

페이스는 특정 무기체계, 무기타입, 국가, 기 을 심

으로 련 무기 정보에 근할 수 있는 라우징 기능

을 제공한다.

③Description은 입력된 무기에 한 상세 설명을 보

여주고 ④Development와 ⑤Status는 개발과정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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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정보를 보여 다. 이 정보들은 입력된 무기에 

해 상세 제원 정보를 제공하는 Jane's 문서에 한 

XML 싱을 통해 획득된다.

Jane's는 무기와 련된 뉴스 정보 문서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다차원 무기 정보 분석 서비스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입력된 무기 정보를 포함하는 

뉴스 문서를 수집해, ⑥News-Tracking과 같이 무기에 

한 동향 정보와 ⑦Specification과 같이 상세 제원 정

보를 제공하는 문서 외에도 뉴스 문서에서 제공되는 제

원 정보를 부가 으로 추출해 보여 다. 한, ⑧

Variant와 같이 입력된 무기를 기반으로 변형된 무기 

정보도 보여 다.

마지막으로 다차원 무기 정보 분석 서비스는 [그림 

10]과 같이, ②Basic-Information에서 획득된 무기 목록

들에 한 제원을 비교할 수 있는 표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기능은 특정 무기의 정보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여 다.

그림 10. 연관 무기들에 대한 제원 비교 서비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국방과학기술의 발달과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유 확

로 인해서 첨단 무기 정보를 수집· 장하고 효과 으

로 처리하기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의미 으로 연 된 정보 검색 통해 이종의 지식자원

을 통합하기 해서, 무기의 제원 정보는 물론, 제조국, 

제조사, 개발 황, 분류 등의 다양한 련 정보를 온톨

로지를 통해 표 하고, 사용자가 다양한 형태로 원하는 

무기들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국방무기 다차원 정

보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 다. 향후에는 Jane's 외에 국

방 무기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외 다양한 사이트들과

의 연계를 통해 더욱 풍부한 정보를 확보할 정이며, 

심화된 정보 추출 기술 용을 통해 다양한 검색 기능

과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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