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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질의 의미 해석을 위한 온톨로지 지식 기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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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맨틱 검색은 논리적으로 표현된 지식 베이스를 사용하여 현재의 키워드 기반 검색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그러나 일반 사용자는 지식 기반의 복잡하고 정형화된 질의어와 스키마를 잘 알지 못한다.그래서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 키워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시맨틱 검색을 

위한 사용자 질의 의미 해석 시스템을 설명한다.제안한 시스템은 도메인 온톨로지 기반으로 구축된 지식 베이스의 

정형화된 구조에 의미 해석 과정이 통합된 온톨로지 지식 베이스 기반 검색 시스템이다.

주제어 : 시맨틱 검색,온톨로지,지식베이스,이름 인식,쿼리 그래프

Abstract  Semantic search promises to provide more accurate result than present-day keyword matching-based 

search by using the knowledge base represented logically. But, the ordinary users don’t know well the complex 

formal query language and schema of the knowledge base. So, the system should interpret the meaning of 

user’s keywords. In this paper, we describe a user query interpretation system for the semantic retrieval of 

multimedia contents. Our system is ontological knowledge base-driven in the sense that the interpretation 

process is integrated into a unified structure around a knowledge base, which is built on domain ontologies.

Key Words : Semantic Search, Ontology, Knowledge Base, Named Entity Recognition, Query Graph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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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맨틱 검색(semanticsearch)은 검색 결과의 정확도

를 향상시키기 해 기존의 키워드 기반 정보 검색

(informationretrieval)알고리즘 방식을 탈피하여 능동

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악하고,기존 정보를 가공 분

석하여정교한검색결과를도출하는일련의활동 방

법론을 통칭한다[1].최근에는 시맨틱 검색의 기술 성숙

도가 높아짐에 따라 마이크로소 트 Bing, 투라

(Quintura),볼 럼 알 (WolframAlpha)등 국외 검색

서비스에서 시맨틱 검색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뿐만 아

니라,국내의네이버,다음,네이트와같은포털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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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들도시맨틱검색기술을도입하고상용화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이처럼,시맨틱 검색이 정확도 높은 검색을 제공하기

해서는첫번째로사용자로부터입력된부정확한질의

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키워드 기반 검색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지식 베이스 기

반의 정형화된 질의어와 스키마에 한 이해가 없기 때

문에 기존 키워드 기반의 검색처럼 몇 개의 키워드만으

로 검색을 수행하게 된다.부족하게 입력된 사용자 키워

드로부터 사용자 질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일이다[6,8].두번째로잘구축된풍부한지식베

이스가 필요하다.하지만,지식 베이스의 구축은 도메인

이한정된다하더라도쉽지않은일이다.특히,실시간이

슈성 키워드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키워드들을

지식 베이스에 반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 높은 시맨틱 검색을 제

공하기 하여사용자검색문의정확한의미를해석하기

한온톨로지기반사용자질의의미해석기법을제안

한다.제안한질의의미해석기법을통해부족한사용자

검색문으로부터 정확한 검색 의도를 해석할 수 있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2장에서는 련연구에

해소개하고,3장에서는사용자질의의미해석시스템

을 설명하고,4장에서는 제안 시스템의 검증 실험을

설명하고,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SPARK시스템은사용자검색키워드를지식베이스

기반으로 의미를 해석하고,해석된 결과로부터 시맨틱

검색을 한 정형화된 질의어를 구성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시맨틱 검색 시스템이다[4,5].[Fig.1]은

SPARK 임워크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SPARK

시스템은크게3가지단계를통해사용자검색키워드의

의미를 해석하고,SPARQL(SPARQL ProtocolAnd

RDFQueryLanguage)[8]과같은정형화된질의를생성

하여검색결과를제공한다.SPARK시스템은키워드기

반 검색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정형화된 질의의 표 방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키워드 검색과 동일한

검색 키워드를 제공하고 SPARK시스템이 이를 해석하

여 질의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9]

-개체식별(termmapping):사용자키워드로부터지

식 베이스 내의 지식 개체를 식별

-질의 그래 생성(querygraphconstruction):식별

된 지식 개체를 바탕으로 시맨틱 네트워크를 탐색

하여 질의 그래 를 구성

-질의랭킹(queryranking):생성된질의그래 를사

용자 질의와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평가

[Fig. 1] SPARK framework

3. 사용자 질의 의미 해석 시스템

시맨틱 멀티미디어 콘텐츠 검색을 한 시스템의 구

조는[Fig.2]에서보는바와같이크게사용자검색문의

미 해석기와 지식 베이스 처리기로 구성된다.지식 베이

스 처리기는 사용자 검색 키워드를 지식 베이스 기반으

로 개체 식별하고,식별된 개체로부터 다수의 후보 질의

그래 를 구성한다.구성된 다수의 질의 그래 를 평가

하여 사용자 검색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질의 그래 를

찾고 질의 그래 를 SPARQL로 변환하여 검색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사용자 검색문 의미 해석기는 지

식 베이스 처리기를 활용하여 사용자 검색문의 의미를

해석한다.

[Fig. 2] The semantic structure of multimedia 

content retri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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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은 사용자 질의 의미 해석 알고리즘을 설명하

고 있다.사용자 질의 해석기는 크게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첫 번째단계는지식 개체 식별단계이고,두번째

단계는질의그래 구성단계이다.개체식별단계는사

용자키워드에포함된특정단어와지식베이스내의지

식 개체와 매핑하는 단계이다.이 때 지식 개체 식별을

해지식베이스내의지식개체인덱싱,사용자키워드

에 한 형태소 분석,사용자 키워드 조합 평가 등의 세

부단계들이필요하다.그리고두번째단계인질의그래

구성 단계는 식별된 지식 개체로부터 SPARQL을 생

성하기 한 질의 그래 를 구성하는 단계로,지식 베이

스내의시맨틱네트워크탐색을통해해석가능한모든

질의그래 를구성해야한다.해석가능한모든질의그

래 의 구성이 완료되면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이를

평가하여 사용자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질의 그래 를

선별한다.이러한 질의 그래 평가는 지식 베이스 내의

각객체들간의 계와출 빈도를기반으로가 치모

델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된다.

[Fig. 3] User query semantic analysis 

algorithms

3.1 온톨로지 기반 지식 베이스

시맨틱검색에있어가장 제되어야할것은잘구축

된 지식 베이스이다.제안 시스템에서는 지식 베이스 구

축을 해 리베이스(freebase)를참조하여온톨로지스

키마를 설계하 다.온톨로지 설계 참조 모델의 선정 기

은 스키마의 지식 표 범 ,지식 표 방법,지식의

풍부성을 고려하 다. 리베이스의 경우,OWL(Web

OntologyLanguage)[7]을이용하여직 표 가능하고,

화,방송(능,드라마),뮤직비디오 콘텐츠 검색을

한 로토타입 시스템의 지식 표 범 를 충분히 만족

하고 있다.온톨로지 모델 설계를 해 BBC 로그램,

IMDb(InternetMovieDatabase)등의 온톨로지를 분석

하 으나,특정 도메인의 지식만을 표 하기 해 설계

되어 있으며,상이한 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통합이 어렵다. 리베이스에서는 타입(type)을

특정토픽에 한is-a 계로나타내며,그종류는열거

형 타입(enumeratedtype),상속형 타입(includedtype),

다 필드 표 을 지원하는 CVT(CompoundValue

Type)으로 구성된다. 리베이스에서 속성은 으로 연

결된두개의타입의 계를나타내며,각속성의아크는

항상 단방향성 아크를 의미한다.아크의 네이 규칙은

아크가속한 역의ID,아크가시작되는쪽의클래스아

이디에아크(속성)의이름을붙임으로써아크ID의유일

성을 유지한다.

참조모델을바탕으로구축된 화,방송,뮤직비디오

를도메인으로하는지식베이스의구성은<Table1>과

같다.

Class
Object

Property

Datatype

Property
Instance

Entity 84 83 51 2,123

<Table 1> The configuration of the knowledge 

base

[Fig.4]는 화 도메인을 구성하는 각 클래스를 보여

주고있으며,<Table2>는 화콘텐츠를표 하는클래

스와 이블의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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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ubclass of the film domain

Class Label Class Label

Film Movie
FilmDistribut

or

Film

distributors

FilmActor Filmactor FilmEditor Filmeditor

FilmFestival Film FilmGenre MovieGenres

FilmArtDirect

or

Art

Director

FilmMusicCo

ntributor

Filmmusic

producer

FilmCharacter
Movie

Cast

FilmPerforma

nce

Movies

starring

Events

FilmCostumer

Designer

Film

Costume

Designer

FilmProducer Moviemaker

FilmCrewGig
Filmcrew

event
FilmRating MovieRatings

FilmCrewmem

ber
Filmcrew FilmWriter Screenplay

FilmCut

Film

Editing

Edition

FilmStoryCo

ntributor
Filmauthor

FilmDirector
Film

Director

ProductionCo

mpany
Filmproduction

<Table 2> Movie content classes and tables

3.2 개체 식별

개체 식별 과정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검색 키워

드를 분석하여 지식 베이스 내에서 존재하는 지식 개체

를 찾는 과정이다.[Fig.5]는 개체 식별 매핑 과정을

설명하고있다.사용자가“ 빈하지원드라마”라는검색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시스템은 형태소 분석을 통해

입력된 키워드를 분리하고 “ 빈”,“하지원”,“드라마”의

각 키워드에 해당하는 지식 개체를 지식 베이스로부터

식별한다.개체 식별 결과로는 “ 빈”의 경우 배우

“#Hyunbin”이라는 인스턴스로 식별되고,“하지원”은 배

우 “#Hajiwon”이라는 인스턴스로 식별된다.그리고 “드

라마”는 클래스 “#Drama”로 식별된다.

[Fig. 5] Individual identification

이러한 개체 식별을 해 시스템은 지식 베이스 내의

각 지식 개체에 한 이블을 심으로 인덱싱 과정을

수행한다. 이블 지식 개체 인덱싱을 해 시스템은

루씬(Lucene)을활용하 다. 한사용자가입력한검색

키워드로부터 의미 있는 형태소를 추출하기 해

KAIST에서개발한한나눔형태소분석기를활용하 다.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조사와 어미를 제외한 모든 품사

를 활용한다.

<Table3>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입력한 “ 빈 하지

원 드라마”를 형태소 분석하여 명사를 추출하고 추출된

키워드의 수를 N개로 하 을 때 2(N-1)개로 구성되는

키워드조합으로부터TF/IDF(TermFrequency/Inverse

DocumentFrequency)와 사용자 키워드 순서 계로부

터최 조합을계산한다.가장높은 수의최 조합으

로부터 개체 식별 결과를 생성한다.

<Table 3> Optimal combination of user search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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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질의 그래프 생성 및 평가

개체 식별이 완료되면,지식 베이스로부터 식별된 개

체를모두포함하는부분그래 를찾는질의그래 생성

과정을수행한다.부분그래 를찾는과정에서식별된지

식개체를포함하는부분그래 는다양하게존재가능하

다.이러한부분그래 는사용자가입력한검색키워드로

부터해석가능한다양한후보해석 안이될수있으며,

이러한후보해석 안을지식베이스기반으로평가하여

가장 합한해석 안을결정하고,결정된해석 안으로

부터 SPARQL형태의 질의 문장을 생성한다.

[Fig.6]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빈 하지원 드라마”에

한지식개체식별이완료되면,#Hyunbin,#Hajiwon으

로부터 #Actor클래스를 찾고 #Actor클래스로부터

#Drama로 연결되는 부분 그래 를 탐색한다.부분 그래

를탐색시에는MST(MinimumSpanningTree)와A*

알고리즘을 사용한다[7,9].이 때 동일한 토폴로지

(topology)내에서 #Actor로부터 #Drama로 연결되는 그

래 경로는 간에다양한ObjectProperty로연결될수

있다.

[Fig. 6] Query semantic analysis procedures

[Fig.6]에서는#출연하다라는ObjectProperty로만연

결이 되어 있지만,#연출하다,#제작하다 등의 다양한

ObjectProperty가존재할수있으며이들이후보해석

안이 된다.이러한 후보 해석 안에 한 랭킹을 한

논문에서는 지식 개체 가 치 행렬(entity weight

matrix)를구축하고이를기반으로후보해석 안을평

가한다.가 치행렬의구축은 기온톨로지 재시온

톨로지상의모든개체(class,instance,property)에 한

출 빈도를통해가 치모델을생성한다.각개체의가

치계산식은 아래와같다.가 치의최댓값(0),최솟값

(1)을 이용하여 각 가 치를 정규화하고 이를 가 치 모

델로생성한다.따라서 빈과하지원의경우,지식베이

스 상에 배우로써 드라마에 출연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

에 “ 빈 하지원이 출연한 드라마”를 최 해석 결과로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와 함께 제공하게 된다.

식(1)클래스에 한가 치를구하는식이며,획득된

체 인스턴스의 개수에 한 각 클래스의 인스턴스 개

수의비율로표 된다.식(2)는 로퍼티에 한가 치

를 구하는 식이며, 체 로퍼티를 predicate으로 갖는

개수에 한 각 로퍼터를 predicate으로 갖는 개수의

비율로표 된다.식(3)은인스턴스에 한가 치를구

하는 식이며, 체 트리 개수에 한 각 인스턴스를

domain이나range로갖는트리 의개수의비율로표

된다.

 
  
  



×  

(eq.1)

(eq.2)

 
  
  



×  

(eq.3)

4. 시스템 검증 및 실험

4.1 실험환경 구성

제안된검색시스템의검증을 해10개의검색 제를

정하 다.그리고 재 율(recallrate)과 정확률(precision

rate)평가를 해 화,드라마, 능콘텐츠기 으로각

검색 제 별로 10개의 합 콘텐츠 집합을 선별하고,10

개의 부 합 콘텐츠 집합을 선별하 다. 한 각 제의

정답집합으로부터MRR(MeanReciprocalRank)평가를

실험하 다. 제별로TF/IDF기반의키워드검색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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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시스템에서 검색을 수행하여 검색 성능을 평가하

다.각 평가 방법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eq.4)


 

 ∩ 

(eq.5)











(eq.6)

4.2 실험 결과

<Table4,5>와 [Fig.7,8]은 각 시스템에 하여 검

색 제별로 평가한 재 율,정확률,MRR을 설명하고

있다.그리고[Fig.7]은각시스템에 하여검색 제별

로 평가한 재 율,정확률,MRR의 평균값을 설명하고

있다.실험결과에서 보는바와같이TF/IDF기반검색

은 다른 시스템에 비하여 재 율은 높으나 정확률이

격히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그리고기법의특성상

타 시스템에 비하여 재 율이 높다.더욱이 TF/IDF기

반 시스템의 경우 MRR이 재 율에 비해 격히 낮은

성능을보여주는것을알수있다.검색결과에는포함되

어있지만,검색결과가나타나는순 가낮음을보여주

는 것이다.

논문에서제안하는사용자질의확장검색의경우,기

존 시스템과의 객 인 성능 평가 비교는 불가능하

다.하지만,제안시스템에서는질의확장기를통하여정

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key

word

s1

key

word

s2

key

word

s3

key

word

s4

key

word

s5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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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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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s8

key

word

s9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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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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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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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80

0

0.90

0

0.70

0

0.80

0

0.90

0

0.80

0

0.90

0

0.70

0

0.90

0

preci

sion

0.60

0

0.53

3

0.69

2

0.50

0

0.50

0

0.64

3

0.47

1

0.64

3

0.50

0

0.60

0

MRR
0.35

4

0.29

2

0.31

3

0.26

9

0.30

0

0.35

4

0.29

2

0.39

6

0.25

8

0.41

7

<Table 4> TF / IDF Results

[Fig. 7] Experimental results for a 

keyword search (TF / 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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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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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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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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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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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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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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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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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6

0.72

7

0.63

6

0.72

7

0.81

8

0.81

8

0.72

7

0.63

6

0.63

6

0.72

7

MRR
0.62

5

0.62

5

0.58

3

0.62

5

0.75

0

0.75

0

0.70

8

0.62

5

0.50

0

0.70

8

<Table 5>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roposed 

system

[Fig. 8] Experimental results for a keyword 

search (proposed system)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사

용자 질의 의미 해석과 확장 기법을 제안하 다.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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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확장 검색의 경우,기존 시스템과의 객 인 성능

평가,비교분석은불가능하다.하지만,제안된기법에따

라 로토타입을 구 하고 실험을 통하여 TF/IDF기반

의키워드기반검색과타시맨틱검색시스템보다정확

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제안

된 시스템은 한정된 도메인에 한 지식 베이스를 구축

하고 로토타입형태로검색결과실험을수행하 으나,

검색성능에있어타시스템과비교하여우수한성능즉,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연구과제로사용자검색패턴분석을통해사용

자선호기반질의그래 평가기법에 한연구를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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