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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ˇˇ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참여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수 많은 사용자에 의해 산발적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웹 컨텐츠에서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웹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검색 

서비스인 위북(WeBook)을 제안한다. 위북은 도메인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초보학습자 

(도메인 입문자)에게 시맨틱 지식구조 기반의 검색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으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흐름이나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을 보완하였다. 또한 도메인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학습자(도메인 

익숙자)에게는 관련 개념 기반의 검색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지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검색 방법을 이용해야 했던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방법을 보완하였다. 

↲ 

AbstractˇˇThis paper proposes a WeBook service which provides an easy access on 

scattered web contents. The WeBook improves traditional keyword-based 

information searches by providing a semantic search method based on serial 

knowledge structure to beginners in specific information domains. It also provides a 

concept-based search method for the users who already have background knowledge 

on the domains. We believe this service will supplement keyword-based searches by 

use of structured knowledge, e.g., serial knowledge structure and concepts, for 

searching web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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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람들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흔히 책과 웹 검색을 

병행하곤 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책이 있음에도 웹 

검색을 통해 추가적인 지식을 획득하려고 하며, 웹 검색을 

통한 지식습득이 가능함에도 책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책이 있음에도 웹 검색을 통해 추가적인 지식을 

획득하려는 이유로는 웹 컨텐츠의 다양함을, 웹 검색을 

통한 지식습득이 가능함에도 책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는 

키워드 기반의 일반적인 웹 검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웹 검색의 경우, 웹 사용자가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흐름이나 

지식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배경지식이 

없는 특정 도메인에 대한 입문자(초보 학습자)의 경우, 웹 

검색을 통한 지식습득에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특히 사용자 참여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사용자에 

의해 산발적으로 생성되는 웹 컨텐츠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메인 입문자가 단순 키워드 기반 검색으로 

웹 리소스 내에서 해당 도메인에 대한 일련의 지식의 

흐름이나 지식구조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도메인 

입문자와 어느 정도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 

익숙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검색 방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의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발적으로 생성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웹 리소스에서 웹 사용자가 전반적이며 체계적인 

지식구조에 맞추어 유관한 지식을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방법을 보완한 

학습자의 지식수준에 따른 시맨틱 지식구조 기반의 정보 

검색 서비스인 위북(WeBook)을 제안한다.  

 

2. 시스 템 설계 및 구 현 

2.1 지식구 조  

지식구조란 지식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의미하며[1], 

지식구조를 생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목차와 

인덱스를 활용하였다. 목차란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의 용어들로 생성한 일련의 

지식구조이다. Seeburg 는 목차를 저자가 특정 분야에 대해 

구축한 의미적으로 연결된 개괄적인 구조라 정의하였으며 

[2], 사람들은 이러한 목차를 통해 개념들간의 관계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2][3]. 인덱스 역시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의 

용어들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들을 모아 놓은 

용어집이다.  

 

 

2.2 시스 템 구 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맨틱 지식기반 정보 검색 

서비스인 위북(WeBook)의 프로세스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위북(WeBook) 프로세스 

 

2.2.1 책 데이터 추 출  

본 연구를 위해 아마존 책 섹션에서 제공하는 책의 

저자와 ISBN 과 같은 책의 기본적인 데이터와 지식구조를 

생성하기 위한 목차와 인덱스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책 데이터는 RDF 스키마와 OWL 을 기반으로 도메인 

온톨로지의 생성 및 관리를 지원하는 TopBraid 툴을 

이용해 반자동으로 RDF 형식으로 변환하였다. 그림 2 와 

그림 3 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목차의 일부를 RDF 

형식으로 변환한 결과이다.  

그림 2.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목차 일부 

그림 3. RDF 로 변환한 목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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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DC(DCMI, 

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와 SKOS(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그리고 FOAF(Friend 

OF A Friend)를 상속받았으며, 목차와 인덱스 데이터와 

관계 표현을 위한 일부 속성들을 생성하였다. 표 1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맨틱 지식구조 기반 정보 검색 

시스템인 위북(WeBook)에서 생성한 속성 일부를, 그림 

4 는 위북(WeBook)시스템의 스키마를 나타낸다.  

표 1. 목차 정보와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생성한 속성 일부  

 

그림 4. 위북 스키마 

 

2.2.2 매쉬업 사이트  

위북 시스템은 학습자의 웹 정보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료로 활용가능한 컨텐츠들이 많이 업로드 되는 

서비스 중 대표적인 사이트를 선정하여 매쉬업하여, 시맨틱 

지식구조 기반 웹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선택한 매쉬업 대상 사이트로 슬라이드쉐어 (http:// 

www .slideshare. net), 유투브(http://www.youtube. com), 

위키피디아(hppt://www.wikipedia.org), 딜리셔스(http:// 

www.delicious.com)를 선택하였으며, 이들 사이트의 

매쉬업을 위해 야후 파이프(http://pipes.yahoo.com/pipes) 

를 이용하였다. 

2.3 사용 자 인터페이스  

위북은 도메인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도메인 

입문자에게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시맨틱 지식구조 기반의 검색 화면(그림 

5)과 도메인 익숙자의 검색을 돕기 위한 관련 개념간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워드 네트워크 기반의 검색 화면(그림 

6)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시맨틱 지식구조 기반 검색 화면 

그림 6. 워드 네트워크 검색 화면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특정 도메인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수준에 

따른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인 키워드 기반의 웹 

검색을 보완한 시맨틱 지식구조 기반의 검색 방법과 워드 

네트워크 기반의 검색 방법을 제안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성 평가 및 

전문가 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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