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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록을 관리 및 보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활용에 있다는 인식

이 보편화 되고 있다. 또한, 웹 기술이 발전하고 전자기록관리 환

경으로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아카이브의 중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는 기록정보

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검색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다.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맨틱 웹

의 등장 이후 여러 학문 분야에서 시맨틱 기술을 적용한 검색시스

템에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IT 강국이

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기록정보 활용을 위

한 시맨틱 검색시스템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과학기

술 분야의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물들이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검색시스템 하에 제공된다면 연구자들이 폭넓은

정보를 획득하고 연구에 활용하기도 수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과학기술성과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효율적

인 검색 및 탐색을 위한 시맨틱 웹 구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국내 과학기술 아카이브의 웹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보

다 나은 웹의 형태를 구상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웹 사

이트들을 분석하였다. 주로 키워드 매칭에 의존하는 기존의 검색

환경보다 데이터의 유의미한 연계가 이루어진 시맨틱 웹에서 이용

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기록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시맨틱 웹의 핵심인 온톨로지 모델 설계단계에서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온톨로지, 링크드 데이터, 시맨

틱 웹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과 각각의 정의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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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 과학기술성과를 대상 자료로 선정하고 기술

(description) 요소를 분석하였다. 셋째, 기존의 온톨로지 표준어휘

및 참고모델들을 조사하여 재사용 가능한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넷째,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클래스를 선정

하고 속성정보와 관계를 정의하였다.

끝으로, 온톨로지 저작도구인 Topbraid Composer를 활용하여 국

내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모델을 구현하여 웹에 발행하였다. 이

용자들이 기록정보의 내용과 맥락을 알아볼 수 있도록 ‘관계형 패

싯 내비게이션’의 형태로 웹 사이트를 구현하였다. 이용자의 정보

검색 및 탐색 과정에서 더 많은 우연한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의 끊임없는 탐색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기술적인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소규모 프로토타입으로

웹을 구현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와 같은 연구는 전무

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과학기술 아카이브의 검색시스템 고도화

연구의 초석으로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대규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관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공유와 지식베이스 영

역이 더욱 확장되어 갈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 기록 검색시스템, 디지털 아카이브, 과학기술성과 아카이브,

온톨로지, 링크드 데이터, 시맨틱 웹

학 번 : 2018-2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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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활용에 있다. 전통적으로 기록관의 역할은 기

록의 무결성 보존으로 기록의 활용은 이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 활용범

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기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며 기록을 보존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기록 활

용에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있다.1) 보존기능을 가장 중시하여 기록

물의 이용을 제한하던 과거와 달리, 기록정보의 관리와 보존은 활용을

전제로 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살아난다는 인식이 보편화함에 따라 기

록관들은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접근을 허용하기 시작했다.2)

기록정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박

물관 등 여러 곳에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향

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노력하고 있다. 이용자는 온라인서비스

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

다. 전자기록관리가 중심이 되고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온

라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빠르고 쉽게 기록을 접하는 방법

이 된다. 따라서 여러 기관에서 기록의 업무적 혹은 증거적 활용, 홍보,

대중을 위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물 온라인 검색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에서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소장 기록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

1)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아세아문화사, 2013,
233쪽.

2) Pugh, Mary Jo, 2005,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2nd ed』. SAA. Archival Fundamental Series Ⅱ[서은경, 정경
희, 최상희(2006),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6권 제1호, 6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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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정보의 검색과 활용에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용자들은 검색서비스나 기록관리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아

니므로 정해진 범주와 기준이 있어도 표준에 맞는 검색어나 범주를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는 이용자를 위해 알아보기

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유관 기록들을 잘 연결해서 미리 제공해줄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기록 검색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연구

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의미를 이해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맨틱 웹의 등장 이후 시맨틱 기술을 적용한 검색

시스템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한 연구, 시맨틱 웹을 구현하는 핵심기술

인 온톨로지(ontology) 모델링 연구 등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웹 기술의 진화와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 기록관리 패러다

임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에서는 RiC(Records in

Contexts)이라는 새로운 기술(description) 표준을 개발하였다. RiC 모델

은 기록이 생산, 관리 및 배포되는 전 과정에서 기록의 맥락(context)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개념모델인 RiC-CM과 온톨로

지인 RiC-O로 구성되어 있다.3)

이처럼 디지털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 발맞추어 기관

에서는 이용자의 효율적인 기록정보의 획득을 지원하는 온톨로지 기반

시맨틱 웹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스템 설계와 구현의 전 과정에

서 대상 기록에 정통한 관계자와 기록연구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

하다.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의 경우 대상이 되는 데이터 간의 의미

를 상세히 파악하고 연계하는 일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대상 자료와 시

스템 설계에 대한 이해 없이 웹 개발자의 기술적인 능력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 기록연구사와 해당 기록의 내용과 맥락을 잘 아는 전

문가가 협력하여 정보자원의 의미 있는 연결을 미리 설계한 다음 개발자

에게 설명해야 한다.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

어져야 시스템 개발 엔지니어가 기관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3) RiC(Record in Context)에 대한 설명은 본 논문의 제3장 제3절에서 보다 상
세히 설명하므로 여기에서는 부연설명을 하지 않았다.



- 3 -

있고, 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문화유산, 고전문학, 행정문서 등 각 자료의 특

성에 맞는 온톨로지 설계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지속해서 여러 기관의

표준 온톨로지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아카이브의 활용을 위한 시맨틱 검색

시스템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성과를 도메인으로

모델링한 사례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 과학기술성과 자료의 경우 행정문

서, 도서, 박물 등 기존에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것들과는

그 특성과 분류방법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과학기술성과를 대상으로 시

맨틱 기술을 적용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

되는 과학기술성과 아카이브는 향상된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과학기술의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자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일반 대중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에 관한 정보들이 체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기록의 유실 없이 저장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과학기술 분야의 출연연구기관4)만 헤아려도 47개 연구기관이 있

다. 각 기관에서는 매년 사업수행 백서, 연구보고서 등을 편찬하며 개별

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편찬과정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비하여 실

제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이라는 하나의 큰 도

메인 하에 여러 기관의 기록물들이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검색시스템으

로 통합 제공된다면 연구자들이 더 넓은 분야의 지식을 획득하고 연구에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통합을 위해서는 표준

화된 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성과를 도메인으로 선정하여 온톨로지 모

델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효율적인 검색 및 탐색을 도와주

는 프로토타입의 시맨틱 웹을 구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연

4) 관계법령(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부처(과기
부·해수부·방사청·원안위) 소관 연구기관으로 47개의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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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전무한 상황으로 본 연구가 과학기술 아카이브의 검색시스템 고도

화 연구에 기초연구로 참고될 수 있어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향후 유관 기관들의 협력으로 과학기술 기관의 통합 디지털 아

카이브로 대규모 시맨틱 웹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물론 기관마다 생산

되는 과학기술 정보의 유형과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온톨로지 모델만으로 모든 기관의 데이터를 완벽히 설명하고 연계하

기는 어렵다. 필요한 요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추가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상용화 웹의 구축 시 데이터의 양과 질의 향상을 위한 연

구, 인터페이스 개선의 연구 등 심층적인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국내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기반 시맨틱 웹이 초석

이 되어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공유와 지식베이스 영역이 더욱 확

장되어 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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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과학기술성과 아카이브의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 구현을 위한 연구

를 수행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본 논문에 참고될 영역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선행 연구의 흐름과 연구의 중심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다음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했다.

검색시스템

성능 비교

연구

도메인별

온톨로지 스키마

설계 연구

검색시스템

설계 및 구현,

평가 연구

과학기술

아카이브 관련

연구의 부족,

실태 파악

[그림 1] 선행 연구의 단계별 중심내용

첫째, 기존의 검색시스템과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임수연은 온톨로지의 계층관계들이 문서 검색에 효용이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웹에서 약품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한

온톨로지 반자동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구현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문서 검색과 키워드 기반 문서 검색의 재현율과 정확률로 성능을 평가한

결과 온톨로지 내의 계층관계를 연관 피드백 정보에 이용하면 검색의 정

확률을 향상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5)

이수경은 일반인에게 요구에 맞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 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위암 관련 FAQ 자료를 대상으

로 온톨로지 기반의 대화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했다. 전문가와 연구자

가 기존 웹 사이트와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에서 각각 검색해 보고

재현율과 정확률, F-measure를 비교한 결과 온톨로지 시스템 검색 성능

이 더 뛰어남을 확인했다. 일반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사용성을 평가한

5) 임수연, 「전문용어의 의미관계 정보를 이용한 도메인 온톨로지의 구축」, 경
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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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온톨로지 시스템이 일반인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할 때 더 효

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6)

이정희는 대학의 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키워드 기반 검색시스템과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국립 한

국해양대학교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키

워드 기반 검색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동 대학교의 전자기록물 대상

으로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을 자체 설계 및 구현하여 성능을 평가하

였다. 두 기록물 검색시스템의 재현율과 정확률을 비교한 결과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의 성능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7) 이 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 시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 적용을 주장

하는데 정당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한동일은 웹, 검색, 이용자 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시맨틱 검색시스템의

효과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맨틱 검색 이용 행위

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적 모델을 제안하고 지식의 획득, 표현, 이용 3가지

계층으로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완성했다. 시맨틱 검색시스템 품질평가

요인을 밝히고 제안한 검색시스템의 평가까지 진행하였으므로 객관성을

확보한 포괄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8)

이병길은 ‘새마을운동’기록물을 대상으로 온톨로지 검색시스템을 구현해

나라기록관의 키워드 기반 검색시스템과 유용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정

확률과 재현율 모두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에서 월등히 높았다. 장문

질의 검색의 정확률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온톨로지 설계 시 수집자

료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최종적인 의미 단위까지 세분화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9)

6) 이수경, 「효율적인 암정보 제공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대화시스템 개발: 일
반인 대상 위암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
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7) 이정희, 「대학의 전자기록물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 설계 및 구
현」, 경북대학교 기록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8) 한동일, 「지식 서비스 이용 효율화를 위한 시맨틱 검색 시스템 연구」, 중앙
대학교 경영학과 경영과학·생산관리·경영정보시스템전공 박사학위 논문,
2009.

9) 이병길,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새마을운동 기록물 온톨로지 검색시스템 설



- 7 -

둘째,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온톨로지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이다.

김민지는 문화유산 정보와 미술 기록정보 범주에 속하는 미술 레지던시

기록정보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했다. 더블린코어, FOAF,

유로피아나 EDM 모델을 참고하여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새롭게 ‘레지던시 기록정보 모델(res모델)’을 제안했다.10).

김사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선생안(先生案)을 대상으

로 온톨로지 모델을 설계하고, 명릉선생안(明陵先生案)의 일부를 입력하

여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했다. 또, 다수의 선생안을 대상으로 수정 및 보

완하고, 클래스 요소들과 관련하여 기구축된 서비스 혹은 제작될 데이터

베이스 등과 연계되었을 경우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를 정리하였다.11)

이은욱은 KBS아카이브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이산가족 찾기 기

록을 대상으로 패싯12) 기반 온톨로지를 제안하였다. 완성된 온톨로지 모

델의 class, data property, object property가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완전성, 적절성, 기타 유형으로 세부 항목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였

다.13) 이전에는 주로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의 정확률, 재현율을 측

정해 효율성을 증명하거나 기존 검색시스템과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은욱의 연구는 온톨로지 모델이 기록 검색시스템의 설계 목적을 충분

히 반영하고 있는지 품질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다.

셋째, 온톨로지 모델 설계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현의 단계까지 진행한

연구들이 있다.

김학래, 김홍기는 개인의 전자문서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정확하게 검

색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온톨로지 기반으로 생성하고

계 및 구현」, 경북대학교 기록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
10) 김민지, 「미술 레지던시 기록 정보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 연구」, 서울
대학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7.

11) 김사현, 「조선시대 선생안 온톨로지 설계」, 『동양고전연구』 제69권,
2017, 115-146쪽

12) 패싯(facet)은 대상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접근점
을 도출할 수 있다.

13) 이은욱, 「이산가족 찾기 기록 검색을 위한 패싯 기반 온톨로지 모델 설계
및 평가」,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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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엔진을 이용하여 시맨틱 정보검색이 가능한 ONTALK시스템을 구

현했다. ONTALK시스템은 온톨로지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고, 다양한 검색 형태를 제공하

여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14)

김용은 시맨틱 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이를 바

탕으로 콘텐츠 계층, 시맨틱 계층, 서비스 계층으로 나누어 시맨틱 검색

시스템을 설계하였다.15) 메타데이터 생성 및 색인구조, 이용자 인터페이

스까지 종합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속 연

구들에 도움이 된다.

박순은 고전문학 자료의 일종인 누정기(樓亭記)를 대상으로 디지털 아

카이브의 편찬을 제안했다. 누정기에 관한 이전의 연구 방식과 누정기

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온톨로지 설계하였다. 위키 소프트웨어

를 활용하여 웹상에 실제 플랫폼을 구현하고 최종적으로 누정기 12편과

관련된 종합 네트워크 양상을 보였다.16)

하승록, 임진희, 이해영은 5단계로 구성된 LOD구축 프레임워크를 제안

했다.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에서 선정한 ‘5월 12일 일기수집’ 컬렉션을

대상으로 온톨로지 구축하고 기록정보의 LOD구축에 대한 개념증명

(PoC)을 통해 기록관에서 LOD구축 시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였다.17)

이재옥은 방목(榜目)과 족보 데이터를 대상으로 ‘인적 관계망 온톨로지’

를 설계하고 과거 합격자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했다. 방목 전산화

성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Wiki 방식의 데

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방목과 족보 데이터 연계를 위한 온톨로지 설계

를 바탕으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였다.18)

14) 김학래, 김홍기, 「시멘틱 웹/온톨로지 기술을 이용한 개인용 전자문서 검색
시스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7, 135-149쪽

15) 김용, 「시멘틱 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에 관한 연
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1호, 2012, 91-111쪽

16) 박순, 「고전문학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 연구:누정기(樓亭記)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17) 하승록, 임진희, 이해영, 「오픈소스 도구를 이용한 기록정보 링크드 오픈
데이터 구축 절차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34권 제1호, 2017, 341-37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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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우 외 4인은 경찰청 수사기록 중 침입 절도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

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서비스와 범행 장소 추천 서

비스를 구현했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성능평가실험을 통해 유의미한

성능을 입증했다.19)

넷째,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의 획득과 활용을 위한 연구이다.

김근배는 한국 과학기술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부족을 논하며 근현대

과학기술자 100명을 소개했다. 훌륭한 과학자가 많음에도 잘 알려지고

연구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관련 자료의 부족에 있다고 했다. 호주의 과

학 아카이브 프로젝트와 중국의 과학자 전기 편찬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문제를 밝혔다. 오래된 유물이나 최신 성과에는 비교적 관심이 있으나,

과학기술 아카이브는 건립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잘 갖추어진 과학 아카이브가 가져올 이점과 가치를 설명하며 국내

과학 아카이브 구축이 시급함을 주장했다.20)

김지영, 박선아, 이선희는 과학인물을 대상으로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LOD(Linked Open Data)를 구축하였다. 웹상에서 과학인물 LOD 검색이

가능하도록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21) 이 연구는 과학인

물과 관련된 과학사건 정보 연계를 위해 Event 온톨로지의 장소, 생산

물, 행위자에 대한 항목을 도입했다는 부분은 특이할 만 하나, 일관성 없

는 시맨틱 기술 용어의 사용으로 혼동을 야기한 부분도 있다.

홍성화, 서태설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와 ‘KISTI 표준 분류’의 분석

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학기술분류 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 개념체계

를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분류를 매치할 때 발생하는 의미

적 일치/불일치 유형을 완전일치, 포함관계, 분할관계, 중첩관계, 완전불

18) 이재옥, 「조선시대 科擧 合格者의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과 인적관계망 구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전공 박사학위 논문, 2017.

19) 고건우 외, 「대규모 범죄 수사기록을 활용한 온톨로지 기반 서비스 구현:
침입 절도 범죄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3권 제1호,
2019, 57-81쪽

20) 김근배, 「한국의 과학기술자와 과학 아카이브」, 『과학기술정책』 제11권
제5호, 2001, 26-35쪽

21) 김지영, 박선아, 이선희, 「과학인물 LOD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
관정보학회지』 제45권 제4호, 2014, 429-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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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로 나누어 분석했다.22) 이 연구는 상이한 분류체계를 일치시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별 온

톨로지 구축 및 온톨로지 재사용 방법에 관한 연구에 참고할만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들을 도메인별로 나누어 연구의 진행단계 수준을

살펴보면 [표 1]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도메인별 연구의 진행단계 수준 분석

도메인

연구레벨
역사 문화예술 사회 의학 문학 과학

모델 설계 ○ ○ ○ ○ ○ ○

시스템 구현 ○ ○ ○ ○ ○

성능 평가 ○ ○ ○ ○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정보자원의 검색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기존의 검색시스템보다 시맨틱 기술 기반 검색시스템의

성능이 우수함을 증명하였고, 시맨틱 웹 구축의 핵심기술인 온톨로지 모

델링 관련 논문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 외에도 다양한 학계에서 온톨로지 설계와 시맨틱 기

술을 적용한 연구가 다수 있으나 과학기술 아카이브의 검색과 활용을 위

한 시맨틱 기술 적용연구는 전무하다. 과학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기관의 많은 투자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도 국내 과

학기술 아카이브의 세부 내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형

시맨틱 웹은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성

과를 중심으로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 형태의

시맨틱 검색시스템을 구현하여 그 예를 보이고자 한다.

22) 홍성화, 서태설, 「분류체계 일치를 통한 과학기술정보 상호 교환 방법에 관
한 기초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35권 제3호, 2017, 109-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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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기

반으로 시맨틱 웹 구현의 예를 보이고자 국내외 논문, 학술지, 단행본 등

의 문헌조사와 온라인상의 정보를 활용했다. 전반적인 연구방법과 절차

를 본론에 해당하는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과학기술 아카이브의 웹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시맨틱

기술 적용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 위해 국내외 웹 사이트들을 분석한다.

국내 과학기술성과 자료를 찾고자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하

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e과학기술자료관’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

스(NTIS)’ 웹 사이트를 탐색한다. 시맨틱 기술 기반의 검색서비스를 제

공하는 웹의 사례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LOD’,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LOD’, ‘Semantic Scholar’, ‘WorldCat Fiction Finder’ 네 개의 웹

사이트를 선택해 분석한다. 웹 사이트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

요한 부분과 벤치마킹할 요소들을 파악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의 가장 핵심 부분인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방법과 절차로 스탠퍼드 대학 지식시스템연구소

의 연구원 Noy와 McGuinness가 온톨로지 개발자들을 위해 제시한 개발

지침서인 ‘Ontology Development 101’23)가 많이 알려져 있으나 본 논문

에서는 독자적인 개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순서와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Ontology Development 101’과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의 온톨로지 개발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23) Noy, Natalya F., & McGuinness, Deborah L. Ontology Development 101:
A Guide to Creating Your First Ontology. Stanford Knowledge Systems
Laboratory Technical Report KSL-01-05 and Stanford Medical Informatics
Technical Report SMI-2001-088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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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 논문의 온톨로지 개발 단계

단계
단계별

연구 내용
세부 내용 해당 영역

Step

1

영역(Domain)

과 범위 결정

목표하는 온톨로지의 도메인을 정

하고 해당 영역에서 필요한 콘텐츠

를 조사하여 온톨로지 구축 범위를

결정한다.

제3장

2절-1

Step

2

대상 자료의

분석

대상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여 온

톨로지 구축에 사용될 주요 요소를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한 요소들이

이후에 클래스, 속성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제3장

2절-2

Step

3

기존

온톨로지의

재사용 고려

이미 만들어져있는 온톨로지를 참

고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을 활용하도록 한다. 온톨로지의 재

사용으로 같은 개념을 가진 온톨로

지의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온톨로

지 구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공용된 메타데이터의 사용으로 상

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3장

3절

Step

4

클래스 선정

및 계층 정의

앞서 2단계에서 살펴본 대상 자료

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들 가운데

에서 어떠한 독립적인 존재를 갖는

객체를 아우르는 용어를 선택한다.

이러한 용어는 온톨로지의 클래스

가 되며 클래스 간의 종속관계를

고려하여 계층을 정의한다.

제3장

4절-1



- 13 -

제4장에서는 TopQuadrant의 온톨로지 저작도구인 Topbraid Composer

를 사용하여 앞 장에서 설계가 완성된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모델을 웹

에 발행 가능한 rdf파일 형태로 만들어 온톨로지 구축을 완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맨틱 검색시스템을 웹상에서 프로토타입의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 아마존 웹서비스(AWS)를 통해 할당받는 서버에 시맨틱 웹을 발행

했다. 실제 웹상에서 과학기술성과와 관련 정보들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정보 자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하나

의 예로써 연구자가 구상한 웹 형태를 클래스 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끝

으로 검색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형 패싯 내비게이션’24)의

효용을 확인하고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과 발전사항을 고찰하며 본

논문의 연구를 마무리한다.

24) 이 개념은 본 논문의 제4장 제2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ep

5

속성정보

정의

클래스의 개념적 내부 구조를 설

명할 수 있는 속성정보(attribute)들

을 정한다. 정해진 속성정보의 입력

값의 형태(문자열, 숫자 등), 속성정

보가 적용될 대상 클래스의 선정

등 제약 조건들을 정의한다.

제3장

4절-2

Step

6
관계 정의

단순한 연결이 아닌 데이터의 ‘의

미’ 있는 연결을 위하여 각 클래스

사이의 관계(relation)를 파악하여

양방향으로 이어준다. 이때, 클래스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관계명으로 정의한다.

제3장

4절-3

Step

7

인스턴스

생성

정해진 계층 구조에서 클래스를

선택하고, 해당 클래스의 개별 인스

턴스를 정의하는 속성정보를 선택

적으로 입력하여 인스턴스를 생성

한다.

제4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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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과학기술 아카이브 현황 및 참고사례

제 1 절 국내 과학기술 아카이브의 웹 서비스 현황

국내 과학기술 아카이브의 온라인 제공 현황 파악을 위해 과학기술 관

련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웹 사이트를 탐색하였다.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사료관 홈페이지25)는 살펴보고자 했으나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

므로 확인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e

과학기술자료관’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를 소개하도

록 하겠다.

1. 국립중앙과학관 e과학기술자료관26)

‘e과학기술자료관’에서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 자

료를 전산화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품의 디지털 정보 제공

을 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기초과학, 응용과학, 산업기술, 과학기술

사, 자연사 분야로 나누어 소장품 데이터 57만여 건과 국가 DB 사업을

통해 구축한 3D printing data 3천여 건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검색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검색에서 분류 및 취득방법을 선택하여 검색 결과를 한정시켜서 확

인할 수 있으나 분류체계가 다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5) 과거에 http://archives.scientorium.go.kr/ 주소로 홈페이지가 운영된 바 있
다.

26) 해당 부분은 e과학기술자료관, https://col.science.go.kr/web/index.do에서 확
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참고 및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201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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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과학기술자료관’의 소장품 검색화면 (19. 12. 14)

일례로 소장품 중 ‘16Gb DRAM’를 선택하면 [그림 3]과 같이 소장기

관, 분류, 시대구분, 자료유형, 크기, 재질에 대한 정보와 관련 소장품 10

건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장품이 만들어진 시기,

제작자, 개발 배경 등 같은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다른 포

털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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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장품 ‘16Gb DRAM’ 조회 상세화면(19. 12. 14)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27)

NTIS는 사업, 과제, 인력,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하나로 집적하여 서비스하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포털이다. [그림 4]

와 같이 메인 화면의 검색창 하단의 주요 메뉴를 확장해보면 다양한 서

비스들이 제공됨을 알 수 있다. 통합검색 외에 디렉토리 검색이나 여러

가지 항목을 선택적으로 입력하여 정보를 찾는 상세검색도 가능하다.

검색을 위한 다양한 분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키워드

기반의 검색방식을 주로 하고 있어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히

표현하는 능력에 따라 정보획득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세부검색 또한

이용자마다 개인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상세히 검색한 만큼 원하는 정

27) 해당 부분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Th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참고 및 분석하
여 작성하였다.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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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얻게 된다. 디렉토리 검색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분류의 개념과 세

부계층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면 분류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며, 만일 한번 잘못된 분류로 들어가면 그

하위 항목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4] NTIS 메인 화면의 제공 서비스 종류 (19. 12. 17)

NTIS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와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여 국가 R&D 투자 효율

성과 연구 생산성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통계 수치나 메타

정보 위주로 확인이 가능할 뿐 연구의 본질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에서는 2006년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는 국내

전체 연구개발 성과 중 우수성과 100선에 대한 정보와 2012년도부터 매

년 선정하고 있는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검색 결과의 각 성과 상세정보 화면에서는 [그림 5]와 같이 관련 사

진, 성과 내용, 태그, 관련과제, 주요연구개발성과(논문, 특허), 댓글 작성

란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과제 및 논문과의 연계는 가능하나 성과와 관

련된 인물, 기관, 배경 등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고 관련 정보와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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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TIS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상세화면 예시(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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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맨틱 기술 적용 웹 사이트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1) 국립중앙도서관 LINKED OPEN DATA(국가서지 LOD)28)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자원의 관리 및 보존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목록 정보, 저자 전거, 주제 전거를 생성하여 관리한다. 국가서지 LOD

홈페이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서지 정보와 주제명, 저자명

데이터를 RDF 형식으로 만들어 웹상에 Linked Open Data로 제공한다.

검색서비스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상록수’를 검색하여 다음 [그림 6]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검색 결과에서 LOD 발행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SPARQL Endpoint를 통해 해당 URI를 활용할 수 있으며, MARC 혹은

MOD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국가서지 LOD 검색 결과(19. 12. 17)

28) 해당 부분은 국가서지 LOD, https://lod.nl.go.kr/home/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참고 및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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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중 저자 ‘심훈’의 단행본 ‘상록수’를 찾아 [그림 7]과 같이 상

세화면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자

료정보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정보 중 저자명을 클릭하면

저자에 대한 정보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저자의 다른 저작물로의 연

결은 특히 유용한 서비스로 보이는데, 동일한 제목명과 발행명의 데이터

들이 많아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7] 국가서지 LOD 상세화면 예시(19. 12. 17)

‘응용 서비스’ 메뉴에서는 발행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컬렉션,

KDC 주제별 탐색, 데이터브라우저, 대한민국 도서관 지도, 고신문 디지

털 컬렉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서지 랩스’ 메뉴는 국가서지 LOD를 사용하려는 개발자를 위한 정

보 센터로, Java 개발자를 위한 샘플 코드 및 필수 라이브러리와 함께

Open API 및 SPARQL 사용 방법에 대한 학습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

기에서 제공하는 개념과 용어의 설명과 사용법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SPARQL Endpoint에서 질의를 통한 데이터의 획득과정도 실제

이용자들이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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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LOD2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LOD 발행 홈페이지(이하, 한국사 LOD)는 한

국학중앙연구원, 문화재청,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 기관의 한국사 관

련 데이터를 융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LOD 형태로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사 연계 통합

DB를 기반으로 온톨로지 모델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한국사 LOD의 ‘사

이트 소개’에서 한국사 온톨로지 모델의 세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 LOD 홈 화면에서는 [그림 8]과 같이 라벨명이나 설명으로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인물, 사건, 조직, 유물로 분류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림 8] 한국사 LOD 검색 결과(19. 12. 18)

‘SPARQL’과 ‘Data Browser’ 메뉴의 경우 사용법이 복잡해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Data Search’ 메뉴에서는 검색 결과 세부정보의 예를 보이기 위해 사

29) 해당 부분은 한국사 LOD, http://lod.koreanhistory.or.kr/에서 확인할 수 있
는 내용을 참고 및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2019. 12. 18)



- 22 -

건에 해당하는 ‘경성일보 창간’을 선택하여 [그림 9]의 결과를 얻었다. 다

양한 메타정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 인물, 이전

사건 등 일부분은 해당 데이터의 연계도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Property에 대한 입력값들이 단편적으로 제공되어 이용자의 지속적인

정보 탐색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림 9] 한국사 LOD 상세화면 예시(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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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지 LOD와 한국사 LOD의 구축 취지에 맞추어 실제 이용자들에

게 얼마나 잘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담당자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은 ‘2018년 국가서지

LOD 활용 및 검색 통계’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구분 연간 빈도수 비고

SPARQL Endpoint

사용 횟수
25,823,992 SPARQL 질의를 사용한 횟수

LOD Lookup 횟수 18,345,255
LOD 자체의 URI를 lookup한

횟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활용 횟수
702,987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검색에서 ‘LOD보기’를 클릭한

횟수

[표 3] 2018년 국가서지 LOD 활용 및 검색 통계

웹 사이트 방문 수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 정보의 문제 등의 이유로 전

달받지 못해 홈페이지 활용도를 분석하고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한국사

LOD 방문 수를 조사한 통계자료에는 session visits 158,064회, page

view 5,039,890회로 산출되었다. 단, 데이터 발행 건수를 별도로 통계를

내고 있지 않아 연구자가 요청한 자료는 받지 못했다.

향후 국내 여러 기관이 운영하는 LOD 홈페이지의 이용자 측면에서 활

용도를 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를 헤아려 통계조사를 진행하고 정확

한 수치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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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례

1) Semantic Scholar30)

Semantic Scholar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공동 설립자 Paul Allen이 만

든 비영리 단체인 Allen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AI2)의 프로

젝트이며 무료 비영리 학술 검색 엔진이다.

오늘날 학술 연구 자료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구자들

이 자료를 검색하고 찾고자 하는 자료가 맞는지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모든 자료를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Semantic Scholar는 머신러닝

및 기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검색방식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과학

전 분야의 과학 논문을 모아 연구 논문을 분석해 저자, 참고문헌, 수치,

주제 등을 찾아내고 이 모든 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한다.

연구자가 임의로 ‘ontology’를 입력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검색란

아래에 출판 유형, 보충 내용, 저자, 저널 및 콘퍼런스 등 다양한 필터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 결과로 제시된 연구 자료 목록의 오른편에

는 연도를 설정하여 검색 결과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주제와

저자를 제시하여 연관 주제에 속한 연구 자료 혹은 저자의 또 다른 자료

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다.

30) 해당 부분은 Semantic Scholar, https://www.semanticscholar.org/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을 참고 및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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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emantic Scholar 검색 결과(19. 12. 19)

검색 결과에서 일례로 ‘Ontology Matching’을 선택한 결과 [그림 11]과

같이 개요, 관련 프레젠테이션, 논문에서 추출한 그림과 표, 논문 속에서

논의된 다양한 주제, 언급된 블로그, 이 논문을 인용한 출판물, 참고문헌,

관련 논문과 같은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제공된 정보들을 클릭하면 연결된 탐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이용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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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emantic Scholar 상세화면 예시(19. 12. 19)

2) WorldCat Fiction Finder31)

OCLC Research에서는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서 개발한 개념적

참조 모델인 FRBR(서지 기록에 대한 기능적 요구 사항) 모델에 따라

서지 데이터를 조직화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Fiction Finder는 OCLC WorldCat에 설명된 소설책, 전자책, 오디오, 영

화, TV 자료에 대한 290만 개 이상의 서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FRBR 모델을 활용한 작품 기반 프로토타입의 응용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우선 제시되어있는 ‘문학 및 영화 장르’ 중에서

31) 해당 부분은 OCLC Research, https://www.oclc.org/research/home.html와
Fiction Finder, https://experimental.worldcat.org/xfinder/fictionfinder.html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참고 및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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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ories’를 선택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자료 검색은 제목, 저자,

제목, ISBN 또는 OCLC# 등으로 기본검색을 하거나 장르, 주제, 장소,

듀이 10진 체계, 언어, 자료 형태 등을 조합하여 상세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 결과를 좁혀갈 수 있도록 자료 형태, 이용자 수준, 장르, 출판

연대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12] Fiction Finder 메인 화면의 검색서비스(19. 12. 19)

상세정보를 살펴보기 위해 ‘The old man and the sea’를 선택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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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3]과 같이 장르, 캐릭터, 주제 등의 세부정보, 관련 작품, 판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가 모두 링크

된 형태로 제공되어 있어서 선택한 데이터 요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관

련된 자료의 탐색을 이어갈 수 있다. 찾고자 하는 뚜렷한 대상을 검색하

지 않더라도 이것저것 단순히 클릭만으로도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

어서 이용자가 흥미롭게 웹 페이지를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Fiction Finder 상세화면 예시(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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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살펴본 과학기술 분야 국내 웹 사이트 탐색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었는데 이를 위해 시맨틱 기술이

적용된 웹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절에서 소개한 국

내외 웹 사이트들과 같이 이용자에게 풍부한 지식자료를 제공하고 정보

탐색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

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학

기술성과를 대상으로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보검색

을 효과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맨틱 검색시스템을 구현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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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모델 설계

제 1 절 이론적 배경

현재의 모든 검색시스템은 의미정보, 맥락정보 및 우리 마음속에서 만

들어지는 생각의 다양한 연결고리를 무시하고 만들어지고 있다.32) 이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본 논문의 연구가 시작

되었다. 하나의 해결책은 의미의 개념화에서 명시적인 명세를 거친 온톨

로지를 만들고 링크드 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온톨로지를 웹에 발행해 처

음의 그 의미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의

문자열검색과는 달리 그래프라는 구조 속에 다양한 정보를 미리 넣어 그

상황에 맞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계가 스스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인간의 생각을 기계가 행

동할 수 있게 하는 지능형 메타데이터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다. 메타

데이터를 활용하면 한두 번의 클릭만으로 이벤트, 시간, 공간 등의 경계

를 넘어 그 상황에서 문맥이 통하고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보여줄 수 있

다. 이때 이용자의 정보검색 흐름에 따라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며 우연

한 정보의 발견도 가능하다.

이 과정을 세 개의 그림으로 나누어 요약하면서 온톨로지, 링크드 데

이터 및 시맨틱웹을 정의하겠다.

32) 대영박물관 리서치 스페이스 개요 영상,
https://research.britishmuseum.org/research/research_projects/all_current_projec
ts/researchspace.aspx (2019. 12. 20)



- 31 -

[그림 14] 기계와 인간 사이의 의미교환

[그림 14]는 인간이 ‘뜻’하는 것, ‘의미’하는 것을 기계에게 ‘이해’시키도

록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날 인공지

능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도 같은 맥락이다. 인간이 자연어로 말하는 것

도 중간에서 인간이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함으로써 비로소 기계가 알아

듣고 반응하는 것이다.

[그림 15] ‘존재’와 그것의 ‘의미’ 사이의 관계

[그림 15]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Thing)과 그것이 실제로 의미

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Thing이건 개념적

으로 존재하는 Thing이건 모두 개념의 세계로 들어가서 존재하는 그 자

체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이때 정확하게 식별하여 관계

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온톨로지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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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맨틱 웹을 위한 단계별 주요 기술 개념

[그림 16]은 먼저 온톨로지를 만들고 링크드 데이터라는 기술을 통해

웹에 발행함으로써 모든 Thing이 연결되어 공유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

는 단계를 보여준다. 이어서 Ontology, Linked Data, Semantic Web의

개별적인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1. Ontology

온톨로지는 존재하는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 및 여러 개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형이상학(Metaphysics)의 한

분야인 존재론(ontology)을 기반으로 실재(reality)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는 철학에서 유래한다. 클래스(class, 또는 concept), 인스턴스

(instance, 또는 indivisual), 속성(property), 관계(relation) 등으로 구성된

다. 클래스는 사물의 개념, 즉 범주(category)를 의미하며, 인스턴스는 개

별 요소인 실체를 뜻한다. 속성은 클래스 및 인스턴스의 특성이며, 관계

는 클래스 및 인스턴스 간의 관계성을 표현한다.33)

3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50917-4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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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a(2000)34)는 지식공학적 관점에서 정의한 내용을 보면 온톨로지 연

구는 어떤 영역 내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의 범주화에

대한 연구이며, 이러한 관심 분야 내에 존재할 것으로 가정된 대상들의

목록인 결과물을 온톨로지라고 정의하였다. Gruber(1993)35)는 온톨로지

를 “an ontology is an explicit formal specification of a shared

conceptualiz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온톨로지란 공유된 개념화의 명시

적이고 형식적인 명세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개념화’란 세상의 어떠한

현상에 대한 추상적인 모델을 의미한다. ‘형식적’이란 기계가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시적인 명세’는 개념, 속성, 관계, 함수, 공리가 형식

적으로 정의되는 것을 말한다. 요점은 인간이 의도하는 것을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표현한 데이터 모델이다. 이때 데이터

의 의미 표준 명세서로 RDF, RDFS, OWL 등을 사용한다.36) 바로 이것

이 의미해석의 뼈대가 된다. 기호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이 기술들의

상호작용으로 어떤 대상을 곧바로 기표(signifier)로 표현하지 않고 기의

(signified) 과정을 거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온톨로지가 시맨틱 분

야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은 이유는 기계들이 낱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

게 하자는 데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쉽게 이해하는 것이라도 기계에게

이해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온톨로지 기술에 의해 가능하다.

34) Sowa J. F, 『Knowledge Representation: Logical, Philosophical, and
Computational Foundations』, Brooks/Cole Press, 2000

35) Gruber, T. R,「A Translation Approach to Portable Ontology
Specifications」, 『Knowledge Acquisition』 5(2), 1993, 199-220쪽

36) 이들은 모두 W3C에 의해 권고안으로 채택된 시맨틱 웹 모델링 언어들이다.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는 시맨틱 웹 상위계층의 기반이 되
는 기본 프레임워크로, 어떤 것에 대해 기본적인 서술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
러한 서술들을 계층화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RDFS(RDF Schema)는 클
래스, 하위 클래스 및 속성들과 같은 객체 언어와 클래스 시스템에서 공통성
과 변형성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가진 언어이다.
OWL(Web Ontology Language)은 시맨틱 웹에 논리적 표현력을 부여하는
언어로, 모델러에게 세부적인 클래스, 엔티티, 속성 간의 제약사항들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Dean Allemang, Jim Hendler 지음/김성혁, 박영택, 추윤
미 공역, 『온톨로지 개발자를 위한 시맨틱웹』, 사이텍미디어, 2008,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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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ked Data

링크드 데이터란 데이터의 의미적 연결을 위해 만들어진 온톨로지를

웹에 발행하는 기술적인 모범 실무를 말한다. 즉,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

어 웹상에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링크드 데이터에는 네 가지 발행 원칙이 있다. 첫째, URI를 만들어 개

체를 유일하게 식별을 하라는 것이다. 둘째, 이 URI를 역참조 가능한

(dereferenceable) HTTP URI로 하라는 것이다. 참조만 되는 것이 아니

라 바로 그 URI에서 다른 것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장착하

고 있는 URI를 가지고 있는 식별자로 만들라는 것이다. 셋째, 일단 개체

에 의미를 정의해 둔 다음에 이용자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것

을 다시 보고 의미를 더하기도 하고 분석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이때 표준 데이터 모델로 RDF를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상호운

용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 있

다면 다른 데이터 세트에 있더라도 모두 연결해서 같이 참조되게 만들라

는 것이다.37)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Linked’는 링크로 연결된

(connected by a link)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Linked

Data를 풀어보면 ‘링크로 연결되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정보’로 정의

할 수 있다. 링크드 데이터는 방대한 데이터의 상호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맥락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7) W3C Design Issues, Tim Berners-Lee, 2009. 6. 18, 「Linked Data」
(https://www.w3.org/DesignIssues/LinkedData.html,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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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mantic Web

시맨틱 웹(Semantic Web)이란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여 새로운 정보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의미

를 가진 차세대 지능형 웹이다.38) 즉, 웹에 기계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

여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넣어주어 사람이 의도하는

의미에 따라 기계가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시맨틱 웹이 지향하는 바는 사람이 의도하는 것을 컴퓨터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원천을 만드는 것이다. HTML 형태의 문서들로 이루어

진 현재의 웹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되, 컴퓨터 프로그

램에서 자체적으로 각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반면에, 시

맨틱 웹은 검색시스템이 정보자원을 읽고 이해하며 관계에 기반하여 연

관정보를 이용하고 의미를 추론한다.

시맨틱 웹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석·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어떻게 여러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효

과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시맨틱 웹으로 답할 수 있

다. 하나의 방법으로 각각의 웹 사이트에서 표준 데이터 포맷으로 데이

터를 제공하고,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속성과 관계를 상세하게 정의한

명세서로서 공통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

웹 인프라를 각 기관이 수용한다면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3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55206-3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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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 자료의 선정 및 분석

1. 국내 과학기술성과 자료의 선정

국내 과학기술성과를 설계하고자 하는 온톨로지의 도메인으로 선정했

다면 그다음으로 연구 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과학기술 50년사』를 참고하여 여기에 소개

된 국내 대표 과학기술성과들을 표본 데이터로 삼았다.

『과학기술 50년사』는 2017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정

책연구원의 공동 작업을 통해 편찬된 단행본으로 반세기 동안 한국 과학

기술의 발전상을 집대성한 기록물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가 설립되었으며 이날을 과학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과학기술처 설립 50주년인 2017년을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경로와 역사를 반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때로 보아, 한국 과학기술 50년사의 발간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편

찬 과정으로 2016년에는 기획, 기초사료 조사, 집필진 구성, 초고 수합이

이루어졌다.39) 2017년에는 편수, 디자인 및 확산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 전문가 140여 명이 참여했고, 총 3편 1,000여 페이지의 책자가 만

들어졌다. 특히, 편찬위원회에서는 정부 공식 역사서로 출판될 『과학기

술 50년사』내용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가 감수 과정을 추진하였다.40)

그 과정은 다음 [표 4]41)와 같다.

39) 홍성주 외 29인, 『한국 과학기술 50년, 기획조사 연구 - 과학기술 50주년
성과 분석 및 확산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40) 홍성주 외 14인, 『과학기술 정책 역사 콘텐츠 축적 및 활용 방안 연구 -
『과학기술 50년사』 사업수행 백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41) 위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한 표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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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과학기술 50년사』 3단계 감수 프로세스

진행순서 전문가 감수 과정 주요 내용

1단계 역사 감수

전체 원고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사 전공 외부 전문가 3인에게 역

사 감수 의뢰. 역사적 사실관계

확인 및 수정

2단계 과학기술 분야별 감수

3편 원고를 29개 세부 분야로 분

류하여 총 28인의 감수진을 섭외.

감수 의견 검토 및 반영

3단계 부처 공무원 검토

전체 원고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

공무원 검토 추진. 검토 의견 반

영 및 보필

위와 같은 과정을 포함하여 여러 연구진의 노력으로 정부 공식 역사서

가 출판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책에 소개된 시대별 주요 과학기술성과

들은 공신력이 있는 표본 데이터로서 연구의 대상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

분하다고 생각한다.

2. 과학기술성과 자료의 기술(description)요소 분석

『과학기술 50년사』는 총 3권42)의 소책자로 분권 된 합본 형태로 간

행되었다. 1편(과학기술의 시대별 전개)에는 1960~2010년대 국내외 환경,

과학기술정책 제도, 주요 과학기술성과를 보여주는 ‘시대별 인포그래픽’

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주요 성과의 예를 보이기 위해

연구자가 시대별로 국내 과학기술성과를 세 가지씩 선택해 [표 5]로 재

구성하였다.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50년사: 1편 과학기술의 시대별 전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50년사: 2편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의 변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50년사: 3편 과학기술 분야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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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과학기술 주요 성과

연대 및 정책 성과 요약설명

1960년대

국가 과학기술

토대 구축

(1960년)

배추 품종 개량

우장춘 박사가 수량이 적고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지 못한

재래종 배추와 중국 배추의 장

점을 개량해 ‘원예 1호’를 개발

(1966년)

국산 흑백 TV 1호

‘VD-191’ 개발

금성사에서 국내 최초 진공관

식 19인치 흑백텔레비전을 개

발해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기

틀 마련

1970년대

국가 과학기술

체계 형성

(1972년)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

이휘소 박사가 질량이 없는

입자의 교환으로 전자기 현상

을 수학적으로 설명해, 소립자

물리학 표준이론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

(1973년)

국산 최초 디지털

컴퓨터 개발

KIST에서 미국 데이터제너럴

의 미니컴퓨터 ‘노바 01’을 개

량해 국내 최초 디지털 컴퓨터

‘세종 1호’ 개발

1980년대

기술 드라이브와

국가 연구개발

체제 확충

(1983년)

B형 간염 백신

개발

녹십자의 김정용 박사 연구팀

이 세계에서 3번째로 B형 간염

백신을 독자 개발하며 제약 기

술 개발 성공사례 제시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립

극지과학연구소 건립으로 남

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와 남극

연구과학위원회 정회원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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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 추진

(1990년)

한글 워드프로세서

상용화

1990년 조합형 문자 코드를

사용한 세계 유일의 자국어 기

반 워드프로세서 ‘아래아한글’

상용화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

업 발전에 기여

(1992년)

한국 최초 인공위

성 ‘우리별 1호’

영국 서레이 대학과 공동 개

발한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시대 개막. 이후

1996년 통신위성 ‘무궁화1호’와

1999년 다목적위성 ‘아리랑1호’

개발로 인공위성 기술 축적

2000년대

국가 과학기술

체제의 선진화

(2007년)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STAR’ 건설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대형 공동연구 시설로 국제 핵

융합 실험로(ITER)와 함께 세

계 핵융합 연구 선도

(2008년)

대한민국 표준시

‘KRISS-1’ 개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세슘

원자빔 시계를 개발해 세계에

서 6번째 표준시 보유국 됨

2010년대

창조·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선도역량 강화

(2013년)

한국 최초 우주발

사체 ‘나로호’ 발사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발사해

‘나로과학위성’(STSAT-2C)을

목표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

세계 11번째 우주독립국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음

(2013년)

3D 낸드플래시 세

계 최초 양산

삼성전자는 기존 평면구조 낸

드플래시의 집적도와 고속화

기술 한계를 극복한 24단 3차

원 V낸드플래시를 세계 최초

로 양산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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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요 국내 과학기술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술(description) 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 50년사』의 시대별

인포그래픽에서는 국내 주요 성과와 그에 대한 간단한 요약설명만을 확

인할 수 있다.

국내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구축에 필요한 성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

용이나 유관정보를 폭넓게 살펴보아야 구체적으로 모델을 설계할 수 있

다. 따라서 국내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세부정보의 파악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wikipedia, 네이버, google 등 여러 포털에서 검색을 반복하며 대상

자료의 조사를 시행했다. 과학기술성과의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성과명, 설명, 연대, 인물, 기관, 관련 자료(사진, 웹 사이트 URL 등) 등

의 기술요소들이 필요했다.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들을 일관되게 정

리하기 위해 연구자가 정한 기술요소들을 기본 틀로 구성하여 문서파일

로 만들어두고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키워드 검색을 반복하며 웹상의 무수한 자료를

분별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다. 자료수집 과정에

서 이용자의 입장으로 현재의 정보검색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어려움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성과의 전반적인 내

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들이 웹상

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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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 참고모델과 표준의 활용

1. CIDOC-CRM

CIDOC-CRM(Conceptual Reference Model)은 다양한 문화유산 정보

의 통합, 조정 및 상호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박물관협의회

(ICOM)의 국제문서위원회(CIDOC)에서 개발한 공식 온톨로지이다.

1996년에 ICOM-CIDOC Documentation Standards Working Group의

주최로 CRM 자체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2000년 이후 CRM의 개발

이 공식적으로 CIDOC CRM Special Interest Group에 위임되었으며,

ISO working group인 ISO/TC46/SC4/WG9과 협력하여 CRM을 국제 표

준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20년 이상의 개발 및 유지 보수 작업을 통해

문화유산 정보 통합 표준으로 개발된 CIDOC-CRM은 ISO 표준으로 인

정되었으며 2014년에 갱신되어 ISO 21127:20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CIDOC-CRM은 증거 기반 문화유산 정보 통합에 대한 공통적이고 확

장 가능한 의미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공동의 이해

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CIDOC-CRM은 문화유산 분야

의 정보 통합을 위한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로서 이용자가 다양하고

분산된 데이터 세트에서 과거와 관련하여 복잡한 질문을 탐색할 수 있도

록 한다. 문화유산 문서에 사용된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개념과 관계를

설명하고 이러한 데이터의 질의 및 탐색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사를 설명

하기 위한 정의와 공식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달성한다. 이러한 공식

온톨로지의 설명을 통해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나 스키마에

무관하게 통합할 수 있다.43)

현재 99개의 엔티티와 188개의 프로퍼티가 정의되어 있다.44)

43) CIDOC-CRM 홈페이지, http://www.cidoc-crm.org/ (2019. 12. 20)
44) ICOM/CIDOC(2018), 『Definition of the CIDOC Conceptual Reference

Model』, v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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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DM(Europeana Data Model)

유로피아나(Europeana)는 유럽 전역의 3천여 개의 기록관, 박물관, 미

술관 등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자료의 디지털 콘텐츠를 서

비스하는 디지털 박물관이다. 유로피아나에서 서비스되는 디지털 자료는

유럽 각처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로 제공

받는다. 다양한 문화유산 소장 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관리, 발행할 데이

터를 구조화하기 위해 EDM(Europeana Data Model)을 개발했다.45)

유로피아나가 만들어진 초창기에 개발되었던 ESE(European Semantic

Elements) 데이터 모델에서 개선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모델이다. 서

로 다른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다른 데이터 표준을 사용하는데, ESE의

경우 이를 가장 낮은 공통분모로 축소했다. 그러나 EDM은 특정 커뮤니

티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표준의 범위와

풍부함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크로스 도메인 시맨틱 웹(Open, Cross

-Domain Semantic Web)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데

이터를 의미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웹상에 개방해 시맨틱 웹과 링크드 데

이터 확산에 기여하고자 RDF 형식으로 설계했다.46)

EDM은 OAI-ORE, Doublin Core, SKOS, CIDOC-CRM등 기존의 표

준들을 참고 및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EDM은 자체적으로 소개하는 것

과 기존의 여러 스키마로부터 재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클래

스와 79개의 프로퍼티로 구성되어 있다.47)

45) 김현, 김바로, 임영상, 『디지털 인문학 입문』, 휴북스, 2016, 199-200쪽
46) Europeana(2013), 『Europeana Data Model Primer』
47) Europeana(2017), 『Definition of the Europeana Data Model』, v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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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C-O(Records in Contexts-Ontology)

기존의 ICA 표준(ISAD(G), ISAAR, ISDF, ISDIAH)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며 기록물 기술(description)의 완전한 모델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다. 이들은 전자기록의 도전과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배경으로 기

록물 기술의 새롭게 떠오르는 이해와 함께 서로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

20년에 걸쳐 개발되었기 때문에, 네 가지 표준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일관성이 없고 완전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ICA는

EGAD (Expert Group on Archival Description)를 결성하여 기존의 표

준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며, 통신 기술향상의 이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RiC(Records in Contexts)를 개발했다. 기록 커뮤니티 및 연계된 문화유

산 커뮤니티에서 기록물 기술에 대한 공동이해를 촉진하고 국가, 지역,

국제적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록물 기술시스템의 개발과 사용을 목표한

다. RiC은 개념 모델인 RiC-CM과 온톨로지인 RiC-O으로 구성되는데

RiC-CM은 기존의 네 가지 표준과 유사하게 주요 기록물 기술 요소와

그것들의 특성 및 상호관계를 정의한다. RiC-O는 RiC-CM을 기반으로

W3C OWL(Ontology Web Language)로 표현된다.48)

RiC-O v0.1은 현재 공식 발행된 것이며, 2019년 12월 12일에 발표된

RiC-CM v0.2 preview와 호환된다. RiC-O는 RDF 데이터 세트를 생성

(또는 기존의 기록물 메타데이터에서 생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어휘와

공식 규칙을 제공하며, 이는 모든 종류의 기록 레코드 자원을 일관성 있

게 기술한다. RDF 데이터 세트를 Linked Data로 발행, SPARQL을 사용

한 질의, 온톨로지 논리를 사용한 추론을 지원할 수 있다. 총 98개의 클

래스와 451개의 프로퍼티로 구성되어 있다.49)

48) ICA 홈페이지, https://www.ica.org/en/about-egad EGAD에 대한 설명,
https://www.ica.org/en/records-in-contexts-ric-a-standard-for-archival-descri
ption-presentation-congress-2016 2016 서울 총회 발표자료 참고 (2019. 12.
20)

49) https://www.ica.org/standards/RiC/RiC-O_v0-1.html#fromRiCCM-to-RiCO
(ICA RiC-O version 0.1)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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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주요 참고모델 세 가지 외에도 Dublin Core(이하 DC), FOAF,

schema.org 등 여러 표준에서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모델을 설계에 참

고할 만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DC는 디지털 매체들을 기술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표준화된 메타데이

터이다. 간결성, 호환성, 확장성의 설계 원칙으로 모든 영역에서 어떤 유

형의 자원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과 관계없이 확장이 가능한 강

점이 있다. DCMES로 15개 요소가 정의되어 있으며, ANSI/NISO

Standard Z39.85-2007 및 ISO 15836으로 채택되었다. 의미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qualifier’는 ‘refinement’로 대체되고, 2003년 이후

이 요소들이 DCMI Metadata Terms의 프로퍼티로 정의되었다. 2017년

에는 ISO 표준 규격을 핵심 요소와 프로퍼티로 분리했다.50)

FOAF(Friends of A Friend)는 사람, 그들의 활동, 다른 사람과의 관

계,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를 설명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온톨로지이다.

FOAF는 RDF와 OWL을 사용하여 표현된 기술 어휘이며, 누구나 자기

자신을 묘사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중앙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 없이

도 소셜 네트워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총 13개 클래스와 62개 프

로퍼티로 구성된다.51)

Schema.org는 인터넷, 웹 페이지, 전자 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구조화

된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생성, 유지 관리 및 홍보하는 임무를 가진

협업 커뮤니티 활동이다. Google, Microsoft, Yahoo 및 Yandex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공개 커뮤니티 프로세스로 어휘들을 개발했다. 스키마는

각각 프로퍼티들의 집합과 연관된 ‘유형’의 집합이며, 계층 구조로 나열

된다. 핵심 어휘는 현재 614개 유형, 902개 프로퍼티 및 114개 열거값으

로 구성된다.52)

본 절에서 소개한 표준들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모델에 적

용한 세부 요소들은 제4절 데이터 모델 설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 표준 홈페이지 더블린코어 소개 참고.
https://www.nl.go.kr/standards/contents/contents0301.do (2019. 12. 20)

51)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FOAF_(ontology) (2019. 12. 20)
52) https://schema.org/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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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온톨로지 모델 설계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서로 격이 다른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다. 클래스와 클래스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관계(relation)’를 맺어주기 위

해 owl:ObjectProperty를 사용한다. 클래스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한 ‘속성정보(attribute)’는 owl:DatatypeProperty와

owl:AnnotaionProperty를 사용하여 정의하였다.

여러 종류의 rdf:Property를 ‘속성’으로 통칭하게 되면 클래스 간의 ‘관

계’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와 각 클래스 내에 포함된 인스턴스를 구체적

으로 설명하는 ‘속성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속성’이라는 표현은 ‘속성정보’와 같은 attribute의 개념으

로만 사용하겠다.

클래스, 속성정보, 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객체를 시맨틱 웹 언어로 정의

한 표를 전부 나열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설명이라고 판단하여,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예를 보이도록 하겠다. 모든 Class와 Property에 대한 정의

는 총망라하여 [부록 1]과 [부록 2]에 수록하였다.

1. 클래스 선정 및 계층구조화

계층 구조를 개발하는 접근 방식으로 하향식(top-down), 상향식

(bottom -up), 조합(combination) 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

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클래스(Class)를 먼저 정하고 하위 클래스

(subClass)를 만들어 세부적인 분류로 연결하는 하향식 개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국내 과학기술성과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인 개

념을 갖는 최상위 클래스로서 [성과], [인물], [기관], [지역], [주제], [영

역], [연대] 총 7개의 대표 클래스를 선정하였다.

추가로 각각의 클래스 아래에 더 세부적으로 분류가 필요한 경우 하위

클래스를 만들었다. 참고로, 하위 클래스의 인스턴스(instance)들은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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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된다. 최종적으로 정해진 7가지 클래스에 각각의

하위 클래스를 연결하여 [성과]부터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성과]

[그림 17] [성과]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의 선정

[그림 17]과 같이 [성과] 클래스에 속하는 하위 클래스로 [이론], [건립],

[기술], [서비스], [제품]을 두었는데 이는 연구자가 선정한 대상 자료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므로 더 많은 과학기술성과를 찾아 대규모 온톨로지

를 설계한다면 위와 같은 분류에 포함하기 어려운 개념이 등장할 수 있

다. 새로운 이론 및 기존이론의 발전과 같은 추상적 성과의 경우 [이론]

의 인스턴스가 될 수 있다. [건립]에는 연구단체, 연구소, 발전소 등의 건

립이 있으며, [기술]에는 신기술의 개발이나 기존 과학기술의 향상이 있

다. [서비스]는 ‘2011년 세계 최초 4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1986년 전전

자식 교환기(TDX-1) 상용 서비스 개시’와 같은 서비스 시행의 성과를

의미한다. [제품]은 새롭게 개발된 물리적 성과물을 의미하며 제품의 성

능을 향상을 이룬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과 구조를 시맨

틱 웹 언어를 활용해 [표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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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성과] 및 [이론] 클래스 정의

Term Name: 성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성과

rdfs:comment 인물 혹은 기관에서 창출한 과학기술 관련 성과

Type of term Class

rdfs:label 성과

rdf:type owl:Class

Term Name: 이론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이론

rdfs:subClassOf 성과

rdfs:comment
새로운 이론의 발표 및 기존이론의 발전과 같은

추상적 성과
Type of term Class

rdfs:label 이론

rdf:type owl:Class

2) [기관]

[그림 18] [기관]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의 선정

[기관] 클래스는 과학기술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기관이나 [인

물] 클래스에 속한 어떤 인물과 관계된 기관을 인스턴스로 갖는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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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에 보이는 하위 클래스들은 과학기술성과와 관련하여 언급될 수 있는

기관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3) [인물]

[인물] 클래스는 과학기술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나 [기

관] 클래스에 속한 어떤 기관에 관련이 있는 인물을 인스턴스로 갖는다.

별도의 하위 클래스는 만들지 않았다.

4) [지역]

[그림 19] [지역]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의 선정

[지역] 클래스는 인물의 출생지, 기관이 위치한 장소 등을 인스턴스로

갖는다. [그림 19]와 같이 전국 8도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하위 클래스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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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

[주제] 클래스는 과학기술성과의 주요 키워드들을 인스턴스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하위 클래스를 만들지 않았다.

6) [영역]

[그림 20] [영역]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의 선정

[영역] 클래스는 아래에 [6T분류]53), [시대별정책분류]54), [과학기술표준

분류]55)를 두어 과학기술성과의 다양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특정 영

역을 기준으로 성과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러한 분류체계와 성과 데이터를

연결하고자 한 것이다.

53) NTIS, https://www.ntis.go.kr/sciencedata/expt/selectExptList.do에서 과학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분류체계로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
(BT), 나노기술(NT), 우주항공기술(ST), 환경·에너지기술(ET), 문화기술
(CT)의 6개 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2019. 12. 20)

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50년사: 1편 과학기술의 시대별 전개』의
목차 앞에 수록된 ‘시대별 인포그래픽’ 연대별 정책을 참고하였다.

55) NTIS, https://www.ntis.go.kr/sciencedata/expt/selectExptList.do에서 과학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분류체계로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기
타를 제외한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210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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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대]

[그림 21] [연대]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의 선정

[연대] 클래스는 『과학기술 50년사: 1편 과학기술의 시대별 전개』에

수록된 ‘시대별 인포그래픽’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그림 21]

과 같이 1960년대~2010년대를 10년 단위로 분류하였다.

2. 속성정보 정의

대상 자료의 개념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클래스에 속성정보

(owl:DatatypeProperty)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클래스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속성정보를 정하고 시맨틱 웹

언어를 활용해 표현했다.

우선 [성과] 클래스에는 기본적으로 ‘성과명’이 필요하며, 성과를 창출한

‘creator’, 특허권자나 제작물의 소유권자와 같이 성과의 실 소유자인

‘owner’, 제목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성과의 내용을 위한 ‘요약설명’, 성과

의 발행형태를 알 수 있는 ‘format’, ‘시작년도’, ‘종료년도’, ‘발단 및 계

기’, ‘결과 및 후속성과’, 성과에 관련된 ‘사진’, ‘영상자료’, ‘관련사이트’를

속성정보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사진’, ‘영상자료’, ‘관련사이트’ 세 가지 속성정보는 [성과],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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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클래스 모두에 적용 가능한 속성정보이며 시맨틱 웹 언어를 활용

해 아래의 [표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7] 속성정보 ‘사진’의 정의

Term Name: 사진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사진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를 설명하는 그림이나 관련 사진

rdfs:label 사진

rdfs:domain 성과 or 인물 or 기관

rdf:type owl:DatatypeProperty

[성과]의 하위 클래스인 [이론]의 경우 ‘관련이론’을, [제품]에는 ‘제품사

양’, ‘제품크기’, [건립]에는 ‘주소’, ‘시설면적’, ‘시설물크기’, 지도에서 위치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도/경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lat/long’, [기술]에는

‘관련기술’, 기술의 핵심이 되는 원료나 부품 등의 정보를 담는 ‘핵심기술

요소’를 추가했다. ‘lat/long’은 [기관] 클래스에도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

속성정보의 경우 기존에 정의된 geo: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하여 [표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8] 속성정보 ‘lat/long’의 정의

Term Name: geo:lat_long
URI: http://www.w3.org/2003/01/geo/wgs84_pos#lat_long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A comma-separated representation of a latitude,
longitude coordinate.

rdfs:label lat/long
rdfs:domain 기관 or 건립
rdf:type owl:Datatype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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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클래스에는 ‘성명’,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식별하는 국제 표준

식별자 ‘ISNI’, 과학자와 다른 학문 저작자를 인식하는 식별자 ‘ORCID’,

‘생년’, ‘몰년’, ‘주요저서’, ‘주요업적’을 속성정보로 하였다.

[기관] 클래스는 ‘기관명’, 기관을 간단히 소개하기 위한 ‘기관소개’, ‘연

혁’, ‘설립년도’, ‘폐관년도’를 속성정보로 하였다.

참고로, ‘인물소개’와 ‘기관소개’와 같이 간단한 텍스트로 인스턴스에 대

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더블린코어의 dc:description을 활용할 수 있으며.

‘creator’도 dc:creator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3. 관계 정의

과학기술성과를 도메인으로 온톨로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연관된 정보를 탐색하며 자료를 조사하였다. 성과 자료에 대한

설명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클래스들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성과] 클래스에 가장만은 연결이 이루어졌다. 각 클래스들을 단순한 연

결이 아닌 데이터 간의 ‘의미(semantic)’가 통할 수 있도록 연관이 있는

클래스들을 관계명을 부여하여 모두 양방향으로 관계를 설정하였다. 아

래의 [그림 22]와 같이 종합적인 관계망을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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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과학기술[성과] 중심의 종합 관계망

먼저, [성과] 클래스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과를 이루어 낸

[기관]과 연결(achieve / achievedBy)하고, 성과를 창출한 특정[인물]과

(carryOut / carriedOutIn), 성과를 창출한 기관이나 인물에 관련된 [지

역]과 (create / createdBy), 성과의 주요 키워드들을 담은 [주제]와

(hasSubject / isSubjectOf), 성과를 다양한 분류체계 속에서 찾을 수 있

도록 하는 [영영]과 (inTheFieldOf / isFieldOf), 성과가 나온 연도를 10

년 단위로 나누어 특정 연대에 발표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

대]와 (year / achievedByYear) 연결하였다. 또, [성과] 클래스를 자체적

으로 연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성과의 특정 인스턴스가 또 다

른 성과의 인스턴스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세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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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는 올 2019년 큰 이슈였던 ‘이동통신 3사, 스마트

폰을 통한 세계 최초 5G 서비스 동시 개시’56)와 (priorTech / nextTech)

로 연결될 수 있다.

[기관]은 성과를 이루어 내는 과정에 함께한 해당 기관의 직원이나 협

업의 구성원이 있을 수 있어 [인물]과 연결(hasMember / memberOf)되

고, 기관이 위치한 [지역]과 연결(locatedAt / hasInstitute)하였다.

[인물]은 특정 인물의 출생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과 연결

(bornIn / relateTo)하여 이로써 모든 관계설정을 완성하였다.

시맨틱 웹 언어로는 [표 9]와 같이 클래스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

[표 9] [성과] 클래스와 [기관] 클래스의 관계 정의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상상이 현실이 되는 5세대(5G) 이동통신 세
상,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2019. 4. 4.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
artId=1737909, 19. 12. 21)

Term Name: 성과_기관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성과_기관

rdfs:label achievedBy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성과

rdfs:range 기관

owl:inverseOf 성과_기관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기관_성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기관_성과

rdfs:label achieve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기관

rdfs:range 성과

owl:inverseOf 성과_기관

rdf:type owl:Object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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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간에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 owl:ObjectProperty를 생성해 관계

를 정의한다. ‘주어’의 역할을 하는 rdfs:domain과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rdfs:range에 연결하고자 하는 클래스를 정한다. 클래스 간의 관계는 ‘동

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chieve’와 ‘achievedBy’가 양방향의 관

계에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owl:inversOf를 사용한다. 위의 [표 8]에

서 정리한 내용은 ‘[성과] achievedBy [기관]’과 ‘[기관] achieve [성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의 요소들

이 바로 RDF의 기본적인 표현 형식인 트리플(triple) 구조를 이룬다.

연구자가 온톨로지 저작도구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ObjectProperty를 직

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클래스명을 언더바(_)로 연결하여 이름 지어

생성하였는데 모델 설계에서 정한 관계명들을 rdf:label로 표기하여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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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 구현

제 1 절 Topbraid Composer를 활용한 모델 구현

본 절에서는 설계가 완성된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모델을 온톨로지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RDF 형태의 파일로 생성하기까지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 최초의 시맨틱 웹 회사인 TopQuadrant에서 개발

한 온톨로지 저작도구인 TopBraid Composer(이하 TBC)를 사용하여 온

톨로지 모델을 구현하였다. TBC에서 기존에 완성된 온톨로지 모델 파일

을 불러와서 수정 및 활용하고 직접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며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자는 Free Edit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무리 없이

연구를 진행했지만 향후 확대된 연구에서 더욱 풍부한 기능이 필요하다

면 유료 버전인 Maestro Edition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1. 클래스, 속성정보 생성 및 관계 구현

온톨로지 모델을 실제로 웹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http://kosta.eventpool.kr/resource/’라는 nameSpace를 만들어서 발행했

다. 국내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의 실제 구현을 위해서 기존에 알려진

표준들을 가져와 필요한 클래스로 바로 사용하여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또한, 연구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클래스를 이미 발행된 온톨로지

모델들에 정의된 클래스로 모두 매치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nameSpace

를 발행하여 사용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정한 클래스들을 한글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그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표준 모델에 포함된 클래스들과

의 mapping table을 만들었다. 이는 혹시 있을 수 있는 통합(Integration)

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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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

[성과] 클래스의 경우 기존의 표준들에서 정의한 클래스와 일치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 표준과의 mapping table을 만들지 않았다.

연구자가 직접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성과’의 URI를 새롭게

만들어 클래스를 생성했다.

2) [기관]

국내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모델 설계에서 선정한 [기관] 클래스는

schema.org에서 정의한 Organization이나 FOAF 모델의 Organization,

CIDOC-CRM의 E40_Legam_Body와 그 의미가 같다.

owl:equivalentClass라는 프로퍼티를 만들어 Class에 공리(Axiom) 하나

를 더해서 이들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

mapping table을 만들어 [표 10]과 같이 정리하였다. TBC에서 작성한

모델상에서는 [그림 23]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표 10] [기관] 클래스와 표준의 mapping table

Class Axiom nameSpace 해당 클래스의 URI

owl:equivalentClass schema http://schema.org/Organization

foaf
http://xmlns.com/foaf/0.1/Organiz

ation

crm
http://www.cidoc-crm.org/cidoc-

crm/E40_Legal_Body

rico https://www.ica.org/standards/Ri
C/ontology#Agent



- 58 -

[그림 23] TBC에서 [기관] 클래스 구현 화면

3) [인물]

[인물] 클래스는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인물’의 URI로 표

현했다. 앞서 [기관]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표준들에서 [인문] 클

래스와 동일한 의미로 참고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표 11]에 정리하였다.

[표 11] [인물] 클래스와 표준의 mapping table

Class Axiom nameSpace 해당 클래스의 URI

owl:equivalentClass schema http://schema.org/Person

foaf http://xmlns.com/foaf/0.1/Person

edm
http://www.europeana.eu/schema

s/edm/Agent

crm
http://www.cidoc-crm.org/cidoc-

crm/E21_Person

rico https://www.ica.org/standards/Ri
C/ontology#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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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에서 작성한 모델상에서는 [그림 24]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 24] TBC에서 [인물] 클래스 구현 화면

4) [지역]

[지역] 클래스는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지역’의 URI로 표

현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표준들과의 mapping table은 [표 12]와 같다.

[표 12] [지역] 클래스와 표준의 mapping table

Class Axiom nameSpace 해당 클래스의 URI

owl:equivalentClass schema http://schema.org/Place

edm
http://www.europeana.eu/schema

s/edm/Place

crm
http://www.cidoc-crm.org/cidoc-

crm/E53_Place

rico https://www.ica.org/standards/Ri
C/ontology#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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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에서 작성한 모델상에서는 [그림 25]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 25] TBC에서 [지역] 클래스 구현 화면

5) [주제]

[주제] 클래스는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주제’의 URI로 표

현했다. 이것은 지식 조직 체계(통제 어휘, 시소러스, 택소노미, 폭소노미

를 포함)를 분산되고 링크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SKOS로 대치할 수 있다.

6) [영역]

[영역] 클래스는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영역’의 URI로 표

현했으며 기존의 표준들에는 연구자가 정의한 개념과 같은 의미로 통하

는 요소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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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대]

[연대] 클래스는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연대’의 URI로 표

현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표준들과의 mapping table은 [표 13]과 같다.

[표 13] [연대] 클래스와 표준의 mapping table

Class Axiom nameSpace 해당 클래스의 URI

owl:equivalentClass edm
http://www.europeana.eu/schema

s/edm/Timespan

crm
http://www.cidoc-crm.org/cidoc-

crm/E52_Time-Span

TBC에서 작성한 모델상에서는 [그림 26]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 26] TBC에서 [연대] 클래스 구현 화면

다양한 표준들은 각자의 목표를 갖고 만들어진다. EDM은 유럽 전역의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 조정 및 상호 교환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표로 만

들어진 것이고, CIDOC-CRM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소장하는 문화유산

자원을 수집 및 관리, 발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조화하려는 목표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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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졌으며, RiC-O는 기록 및 문화유산 커뮤니티에서 기록물 기술에 대

한 공동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FOAF는 사람이나 사람에 대

해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schema.org는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생성, 유지, 관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표에 맞는 것으로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어느 하나를 찾아서 그것만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자가 ‘http://kosta.eventpool.kr/resource’ 라는 nameSpace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것을 과학기술 분야의 기

록관의 표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록관

계가 정책적으로 모두 이 표준을 활용한다면 그만큼 데이터 통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인스턴스 생성

앞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모델의

뼈대가 만들어졌다. 데이터가 구조적으로 정리되고 의미 있는 연결을 통

해 발견될 수 있도록 준비된 틀에 맞추어 인스턴스를 입력하면 비로소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개발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TBC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이기 위해 ‘1977년 PET 필름

개발’ 성과를 예로 들면 [그림 27]과 같다.

각각의 인스턴스들을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 고유한 URI를 부여하였으

며,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제공되는 더블린 코어의 dc:description을 사용

해 성과의 내용을 요약하였고, 웹상에 발행하였을 때 표시될 성과의 명

칭은 rdfs:label에 입력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로 표시된 부분들인

데, 이들은 미리 정해놓은 클래스 간의 관계를 통해 생성된 것이다. 이를

통해 관계가 있는 다른 클래스들의 인스턴스를 입력하고 입력된 인스턴

스들은 서로 링크되어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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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TBC에서 인스턴스 생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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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과학기술성과 중심의 시맨틱 웹 구현

1. 웹 구현목적

국내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모델의 설계에서 연구를 마치지 않고 이

를 웹에 발행하여 시맨틱 웹으로 구현하였다.57)

앞서 이미 기존의 키워드 검색시스템의 한계와 시맨틱 검색시스템의 우

수성에 대하여 정리하고, 과학기술 관련 웹 사이트와 국내외 시맨틱 기

술 적용 웹 사이트들의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아카이브의 시맨

틱 웹 구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웹 구현의 이유

와 하나의 예로써 제안하고자 하는 웹의 형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는 어떤 검색방식을 제공하든 이용자들이

정보를 찾으려면 적당한 검색어로 표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고 입력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만을 제공받을 뿐이다. 이용자들은 별다른 목표

없이 웹 사이트를 방문할 수도 있고, 찾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한 웹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무엇인가 입력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된 검색결과들을 하나의

패싯(Facet)으로 만들어 보여주고 이용자들에게는 패싯을 탐색하며 간단

히 선택만으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하나의 축(Pivot)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리스

트를 담은 패싯을 보여주어 정보의 점진적인 탐색으로 유도하는 것을

‘패싯 내비게이션(Facet Navigation)’이라 한다.58) 일반적으로 패싯 내비

게이션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패싯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발전

된 형태로 여러 개의 축으로 다양한 패싯을 구성하여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패싯들을 통합한 것을 ‘관계형 패싯 내비게이션(Relational Facets

Browsing 또는 Pivot Browsing)’59)이라 한다. 즉, 웹 사이트에서 시스템

57) http://kosta.eventpool.kr/ 에서 연구자가 구현한 과학기술 아카이브 시맨틱
웹을 확인할 수 있다.

58) 조명대, 『링크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91-92쪽
59) 조명대, 위의 책, 2017, 9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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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겨있는 정보들을 여러 가지 축으로 연결하여 보여주는 인터페이스

를 말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해 잘 설계된 온톨로지와 링크

드 데이터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관계형 패싯

내비게이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보의 탐색을 불가피하게 이어가지 못하

거나 자의적으로 중단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 없이 탐색

을 이어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정보를 바라

볼 기회를 얻고 생각지 못한 우연한 발견도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축의

패싯을 넘나들며 정보를 바라보면 단편적으로 얻는 정보에 정보 간의 융

합을 통해 보이지 않던 새로운 지식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다양한 이해 수준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

들을 위해 더욱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검색(search) 및 탐색(browsing)’

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성과 온톨로

지를 기반으로 ‘관계형 패싯 내비게이션’의 형태로 구현한 시맨틱 웹의

예를 보이도록 하겠다.

2. 구현 화면 및 분석

국내 과학기술성과를 도메인으로 온톨로지를 설계했으나 향후 지속적

인 연구로 도메인이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홈페이지명은 ‘과학기술 아카

이브’로 정했다.

연구자가 구축한 ‘과학기술 아카이브’ 웹 사이트는 본 논문에서 설명하

고자 하는 핵심개념들을 표현하고자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것이므로 시각

적 디자인과 적재된 데이터의 양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인적,

물적 자원 등 여러 제한 요인으로 인해 설명에 필요한 최소의 요소들만

구현하게 된 것은 연구자 개인의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웹 구현 화면의 최상단에는 홈페이지명과 검색어 입력창이 위치하며 바

로 아래에 HOME, 성과, 영역, 정책, 기관 등의 메뉴가 있고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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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드롭박스로 만들었다. 우선, [성과]를 선택하면 다음 [그림 28]과 같이

국내 주요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론], [기술],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나열된다. 그리고 성과 항목들 왼편에 [기관], [연대], [영역], [인물] 등이

각각 하나의 축(Pivot)의 역할을 하며 해당 패싯(Facet)에 포함된 결과값

들을 리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8] 웹 구현 화면 – 성과 리스트 및 화면 구성

상세 화면의 예를 보이기 위해 ‘PET 필름 개발’을 선택해 보았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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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 29]와 같이 성과명, 요약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톨로지

모델에서 클래스들의 관계를 정의하여 연결하고 인스턴스로 생성한 연계

정보들이 모두 클릭 가능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속성정

보로 입력한 값이 출력되어 있다.

[그림 29] 웹 구현 화면 – [성과]의 상세화면

여기에서 [성과]와 관련된 [기관]으로 링크된 ‘선경화학_현SKC’를 선택

하면 국내 최초로 PET 필름을 개발한 제조업체 ‘선경화학’에 대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다음 [그림 30]에서와 같이 구현

되어 있는데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테이블이다. 현재 페이지는 [기관]에

대한 상세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기관]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

은 축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모아서 보여준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새로

운 관심 대상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패싯으로 탐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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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웹 구현 화면 – [기관]의 상세화면

제공된 테이블에서 관련 인물로 제공된 ‘최종건’을 클릭하면 [그림 31]

과 같이 [인물] 페이지로 연결되어 이전 페이지와 같은 형태로 인물명,

인물에 대한 설명, 관계된 패싯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테이블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31] 웹 구현 화면 – [인물]의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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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필름 개발’의 기술 영역인 ‘산업기술’을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그

림 32]와 같이 ‘산업기술’ 영역에 포함되는 주요 성과들이 테이블에 정리

되어 있다. 테이블 내의 모든 요소들은 다 클릭하여 새로운 패싯으로 이

동이 가능하다.

[그림 32] 웹 구현 화면 – [영역]_산업기술 상세화면

이와 마찬가지로 [정책]에서도 특정 정책하에 이루어진 성과들을 테이

블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모두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웹 화

면을 따로 캡처하지 않고 이로써 웹 구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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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기관에서 기록정보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빠르게 발전하는 통신 기술의

발달 속에서 시맨틱 기술을 활용한 정보 검색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오랜

시간 축적되어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메인 온톨로지의 설계 연구, 온톨

로지 모델 기반 시맨틱 검색시스템의 구축, 기존의 시스템과 성능 비교

의 연구 등이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데이터를

시맨틱 기술의 효용성을 활용하여 제공하려는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

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국내 과학기술 아카이브의 축적과 활용을 위한

시맨틱 웹 구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대규모 과학기술 아카이브 시맨틱

웹의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제공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기존의 키워드 검색시스템에서

지식정보의 의미와 맥락을 잃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맨틱 검색시스템의 활용과 그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내

과학기술 아카이브의 웹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시맨틱 웹의

형태를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웹 사이트의 탐색을 수행했다. 제3장에서

는 본격적으로 온톨로지 모델 설계를 위해 시맨틱 기술의 관련 이론들을

정리하고 대상자료의 선정 및 분석, 기존의 표준 모델의 참고 과정을 거

쳐 국내 과학기술성과 온톨로지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4

장에서 Topbraid Composer를 사용하여 온톨로지 모델을 구현하고, 웹에

발행하여 이용자의 능력에 시맨틱 기술의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시맨틱

웹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했다. 구현 결과를 예로 보여주며 이용자의 관점

에서 정보 검색 및 탐색 과정에 ‘관계형 패싯 내비게이션’의 효과를 설명

하였다.

후속 연구로 필요한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자 혹은 과학인물, 연구기관, 주제 등 본 논문에서 성과와 관

계된 클래스의 역할을 했던 요소들을 포함해 더 많은 기준점에서 온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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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델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을 통합하여 확장된 온톨로지 모델을 설

계한다면 이용자들에게 더욱더 폭넓은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관 기관들의 협력으로 통합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관마다 소장 데이터의 내용과 구조가 달라 데이터의 통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업을 통해 공통의 표준 모델을 구

축해야 한다.

셋째, 정보의 수집, 표현, 이용의 전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더 깊은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과학, 컴퓨터공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만큼 기술적인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으며, 설명에 필요한 정도의 간단한

프로토타입으로만 구현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존에 국내 과학기

술성과 자료를 대상으로 시맨틱 웹을 구현한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에 본

논문이 과학기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시 기초연구로 참고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를 초석으로 하여 과학기술 아카이브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이어져 대규모 과학기술 디지털

아카이브가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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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lass, subClass table 정리

↳

Term Name: 성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성과
rdfs:comment 인물이나 기관이 창출한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
Type of term Class
rdfs:label 성과
rdf:type owl:Class

Term Name: 이론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이론
rdfs:subClassOf 성과
rdfs:comment 새로운 이론 및 기존이론의 발전 등 추상적 성과물
Type of term Class
rdfs:label 이론
rdf:type owl:Class
Term Name: 건립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건립
rdfs:subClassOf 성과
rdfs:comment 연구단체, 연구소, 발전소 등의 건립
Type of term Class
rdfs:label 건립
rdf:type owl:Class
Term Name: 서비스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서비스
rdfs:subClassOf 성과

rdfs:comment
과학기술성과의 한 종류로서 특정 서비스로 시행되

는 것
Type of term Class
rdfs:label 서비스
rdf:type owl:Class
Term Name: 기술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기술
rdfs:subClassOf 성과
rdfs:comment 새롭게 개발된 과학기술 혹은 기존기술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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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rm Name: 영역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영역
Type of term Class
rdfs:comment 과학기술성과의 분류체계
rdfs:label 영역
rdf:type owl:Class

Term Name: 6T분류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6T분류
rdfs:subClassOf 영역
Type of term Class

rdfs:comment

NTIS에서 과학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분류체계로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

기술(NT), 우주항공기술(ST), 환경·에너지기술(ET),

문화기술(CT)의 여섯 가지 분야로 분류
rdfs:label 6T분류
rdf:type owl:Class
Term Name: 시대별정책분류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시대별정책분류
rdfs:subClassOf 영역
Type of term Class
rdfs:comment 1960년대~2010년대 각각 해당하는 정책으로 분류

Type of term Class
rdfs:label 기술
rdf:type owl:Class
Term Name: 제품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제품
rdfs:subClassOf 성과
rdfs:comment 새롭게 개발된 물리적 성과물, 성능이 향상된 제품
Type of term Class
rdfs:label 제품
rdf:type owl: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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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rm Name: 주제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주제

Type of term Class

rdfs:comment 과학기술성과의 주요 키워드

rdfs:label 주제

rdf:type owl:Class

Term Name: 인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인물
Type of term Class

rdfs:comment
과학기술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인물, [기관

class]에 속한 어떤 기관에 관련이 있는 인물

rdfs:label 인물

rdf:type owl:Class

rdfs:label 시대별정책분류
rdf:type owl:Class
Term Name: 과학기술표준분류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과학기술표준분류
rdfs:subClassOf 영역
Type of term Class

rdfs:comment

NTIS에서 과학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분류체계로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기타를 제외

한 16가지 항목의 분류
rdfs:label 과학기술표준분류
rdf:type owl:Class

Term Name: 기관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기관
Type of term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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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fs:comment
과학기술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기관, [인물

class에 속한 어떤 인물과 관련이 있는 기관
rdfs:label 기관
rdf:type owl:Class

Term Name: 연구원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연구원
rdfs:subClassOf 기관
Type of term Class

rdfs:comment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원(硏究院,

Research Institute). 여기에서는 연구소 단위의

instance까지 포함하도록 함
rdfs:label 연구원
rdf:type owl:Class
Term Name: 공사,공단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공사,공단
rdfs:subClassOf 기관
Type of term Class

rdfs:comment

협의의 공공기업체인 공사(公社)기관 및 정부의 전

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인 공단(公團)을 모

두 포함
rdfs:label 공사,공단
rdf:type owl:Class
Term Name: 대학기관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대학기관
rdfs:subClassOf 기관
Type of term Class

rdfs:comment
고등교육의 핵심 교육기관인 대학 및 대학에 소속

된 관련 기관을 모두 포함
rdfs:label 대학기관
rdf:type owl:Class
Term Name: 공기관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공기관
rdfs:subClassOf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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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rm Name: 지역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지역
Type of term Class
rdfs:label 지역
rdf:type owl:Class

Term Name: 경기도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경기도

rdfs:subClassOf 지역

Type of term Class

rdfs:label 경기도

rdf:type owl:Class

Type of term Class

rdfs:comment
연구원, 공사, 공단, 공기업, 대학기관을 제외한 모

든 공공기관
rdfs:label 공기관
rdf:type owl:Class
Term Name: 공기업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공기업
rdfs:subClassOf 기관
Type of term Class

rdfs:comment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rdfs:label 공기업
rdf:type owl:Class
Term Name: 사기업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사기업
rdfs:subClassOf 기관
Type of term Class
rdfs:comment 사인(私人), 즉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rdfs:label 사기업
rdf:type owl: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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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같은 형식으로 강원도, 서울특별시, 인천/대전/대구/광주/울산/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

도, 제주도 정의.

----------------------------------------------------------

↳

1960년대와 같은 형식으로 1970, 1980, 1990, 2000, 2010년대 정의.

Term Name: 연대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연대
Type of term Class
rdfs:label 연대
rdf:type owl:Class

Term Name: 1960년대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1960년대
rdfs:subClassOf 연대
Type of term Class
rdfs:label 1960년대
rdf:type owl: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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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Property table 정리

[owl:ObjectProperty]

----------------------------------------------------------

Term Name: 성과_연대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성과_연대
rdfs:label year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성과
rdfs:range 연대
owl:inverseOf 연대_성과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연대_성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연대_성과
rdfs:label achievedByYear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연대

Term Name: 성과_기관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성과_기관

rdfs:label achievedBy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성과

rdfs:range 기관

owl:inverseOf 성과_기관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기관_성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기관_성과
rdfs:label achieve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기관
rdfs:range 성과
owl:inverseOf 성과_기관
rdf:type owl:Object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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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fs:range 성과
owl:inverseOf 연대_성과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성과_영역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성과_영역

rdfs:label inTheFieldOF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성과

rdfs:range 영역

owl:inverseOf 성과_영역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영역_성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영역_성과

rdfs:label isFieldOF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영역

rdfs:range 성과

owl:inverseOf 영역_성과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성과_인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성과_인물

rdfs:label carriedOutIn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성과

rdfs:range 인물

owl:inverseOf 성과_인물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인물_성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인물_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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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fs:label carryOut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인물

rdfs:range 성과

owl:inverseOf 인물_성과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성과_지역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성과_지역

rdfs:label createdBy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성과

rdfs:range 지역

owl:inverseOf 성과_지역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지역_성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지역_성과

rdfs:label create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지역

rdfs:range 성과

owl:inverseOf 지역_성과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성과_주제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성과_주제

rdfs:label hasSubject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성과

rdfs:range 주제

owl:inverseOf 성과_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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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주제_성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주제_성과

rdfs:label isSubjectOf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주제

rdfs:range 성과

owl:inverseOf 주제_성과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인물_기관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인물_기관
rdfs:label memberOf
Type of term Property

Term Name: 이전성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이전성과

rdfs:label priorTech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성과

rdfs:range 성과

owl:inverseOf 이후성과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이후성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이후성과

rdfs:label nextTech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성과

rdfs:range 성과

owl:inverseOf 이후성과

rdf:type owl:Object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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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fs:domain 인물
rdfs:range 기관
owl:inverseOf 인물_기관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기관_인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기관_인물
rdfs:label hasMember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기관
rdfs:range 인물
owl:inverseOf 기관_인물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인물_지역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인물_지역
rdfs:label bornIn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인물
rdfs:range 지역
owl:inverseOf 인물_지역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지역_인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지역_인물
rdfs:label relateTo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지역
rdfs:range 인물

owl:inverseOf 지역_인물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기관_지역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기관_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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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ISNI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ISNI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식별하는 국제 표준 식별자

rdfs:label ISNI

rdfs:domain 인물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geo:lat_long

URI: http://www.w3.org/2003/01/geo/wgs84_pos#lat_long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A comma-separated representation of a latitude,
longitude coordinate.

rdfs:label lat/long

rdfs:domain 기관 or 건립

rdf:type owl:DatatypeProperty

rdfs:label locatedAt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기관

rdfs:range 지역

owl:inverseOf 기관_지역

rdf:type owl:ObjectProperty

Term Name: 지역_기관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지역_기관

rdfs:label hasInstitute

Type of term Property

rdfs:domain 지역

rdfs:range 기관

owl:inverseOf 지역_기관

rdf:type owl:Object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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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ame: ORCID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ORCID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과학자와 다른 학문 저작자를 인식하기 위한 식별자

rdfs:label ORCID

rdfs:domain 인물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성과명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성과명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의 제목에 해당.

rdfs:label 성과명

rdfs:domain 성과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format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format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의 발표형태, 발행형태를 의미. 예)이론의
특허출원, 논문발표 등

rdfs:label format
rdfs:domain 성과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creator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creator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를 창출한 기관 혹은 인물

rdfs:label creator

rdfs:domain 성과

rdf:type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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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ame: owner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owner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의 실 소유자를 의미. 예) 특허권자, 제작물의
소유권자

rdfs:label owner

rdfs:domain 성과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요약설명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요약설명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
rdfs:label 요약설명
rdfs:domain 성과
rdf:type dc:description

Term Name: 시작년도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시작년도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연구의 시작년도
rdfs:label 시작년도
rdfs:domain 성과
rdfs:range xsd:date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종료년도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종료년도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연구의 종료년도
rdfs:label 종료년도
rdfs:domain 성과
rdfs:range xsd:date
rdf:type owl:Datatype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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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ame: 발단 및 계기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발단및계기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의 발단 및 계기
rdfs:label 발단및계기
rdfs:domain 성과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결과_후속성과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결과_후속성과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의 결과 혹은 그 후속성과가 있는 경우 설명

rdfs:label 결과_후속성과

rdfs:domain 성과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사진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사진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를 설명하는 그림이나 관련 사진

rdfs:label 사진

rdfs:domain 성과 or 인물 or 기관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영상자료

URI: http://kosta.eventpool.kr/resource/영상자료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와 관련된 영상자료

rdfs:label 영상자료

rdfs:domain 성과 or 인물 or 기관

rdf:type owl:Datatype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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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ame: 관련사이트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관련사이트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URL

rdfs:label 관련사이트

rdfs:domain 성과 or 인물 or 기관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관련이론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관련이론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와 관련된 이론

rdfs:label 관련이론

rdfs:domain 성과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주소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주소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로 건립된 시설물이 위치한 장소의 주소

rdfs:label 주소

rdfs:domain 건립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시설면적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시설면적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로 건립된 시설물의 면적 혹은 부지면적

rdfs:label 시설면적

rdfs:domain 건립

rdf:type owl:Datatype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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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ame: 시설물크기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시설물크기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로 건립된 시설물의 물리적 크기

rdfs:label 시설물크기

rdfs:domain 건립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관련기술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관련기술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로 창출된 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술

rdfs:label 관련기술

rdfs:domain 기술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핵심기술요소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핵심기술요소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로 창출된 기술의 핵심이 되는 기술요소(원료,

부품 등)

rdfs:label 핵심기술요소

rdfs:domain 기술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제품사양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제품사양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로 창출된 제품의 성능과 관련된 정보

rdfs:label 제품사양

rdfs:domain 제품

rdf:type owl:Datatype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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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ame: 제품크기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제품크기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로 창출된 제품의 물리적 크기에 대한 정보

rdfs:label 제품크기

rdfs:domain 제품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성명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성명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를 창출한 인물의 이름

rdfs:label 성명

rdfs:domain 인물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출생년도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출생년도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를 창출한 인물의 출생년도

rdfs:label 출생년도

rdfs:domain 인물

rdfs:range xsd:date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사망년도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사망년도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를 창출한 인물의 사망년도

rdfs:label 사망년도

rdfs:domain 인물

rdfs:range xsd:date

rdf:type owl:Datatype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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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ame: 주요저서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주요저서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를 창출한 인물의 주요저서

rdfs:label 주요저서

rdfs:domain 인물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주요업적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주요업적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를 창출한 인물의 주요업적

rdfs:label 주요업적

rdfs:domain 인물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기관명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기관명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를 창출한 기관의 이름

rdfs:label 기관명

rdfs:domain 기관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기관소개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기관소개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를 창출한 기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

rdfs:label 기관소개

rdfs:domain 기관

rdf:type owl:Datatype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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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ame: 연혁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연혁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를 창출한 기관의 연혁

rdfs:label 연혁

rdfs:domain 기관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설립년도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설립년도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를 창출한 기관의 설립년도

rdfs:label 설립년도

rdfs:domain 기관

rdfs:range xsd:date

rdf:type owl:DatatypeProperty

Term Name: 폐관년도

URI: http://standard.k-history.kr/resource/폐관년도

Type of term Property

rdfs:comment 성과를 창출한 기관의 폐관년도

rdfs:label 폐관년도

rdfs:domain 기관

rdfs:range xsd:date

rdf:type owl:Datatype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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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emantic

Technology for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chievements

Archives in Korea

Choi, Jin gyeo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chiv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is a widespread perception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managing and preserving records is to use them.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digital archiv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Web

technology advances and the paradigm of record management changes

with the electronic record management environment. As a result,

several organizations are operating online retrieval systems to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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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the use of records information.

Since the advent of the semantic web, where computers can

understand and process the meaning of information resources,

research on retrieval systems that apply semantic technology has

continued to be conducted in various academic fields. However, in

Korea, which boasts of being an IT powerhouse, research on a

semantic retrieval system for the use of record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is very lacking. If the records maintained by

several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 linked

together and provided under a single retrieval system, it will be

easier for researchers to obtain a wide range of information and to

use it in their research.

Thus, this paper aims to implement a semantic web that enables

users to retrieval and explore efficiently for domest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hievements.

First, domestic and foreign Web sites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web services for domestic science and technology

archives and to use them to devise better Web forms. Users will

explore records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on the semantic web,

where meaningful links of data are made to the data than traditional

search environments that rely primarily on keyword matching.

The study in the design phase of the ontology model, which is the

core of the semantic web,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mprehensive concepts of ontology, linked data, and the semantic

web and their respective definitions were summarized briefly. Second,

domestic science and technology achievements was selected as target

data and the elements of description were analyzed. Third, the

existing Ontology standard vocabulary and reference models were

examined to identify reusable elements. Fourth, classes an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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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were selected based on major achievements in the

domestic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and relationships among

classes were defined.

Finally, ontology production tool TopBraide Composer was used to

implement the domestic science and technology achievements ontology

model and published it on the web. The website was implemented in

the form of ‘relational facets navigation’ to enable users to identify

the contents and context of the records information. It explained that

it could provide more chance of discovery in the process of users'

information retrieval and exploration and lead to the constant search

of information.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implementing the Web in a small

prototype without elaborating on the technical details, but there are

no such studies so far, so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cornerstone

of the study of upgrading search system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chives. In the future, such research should be actively carried out

to build large digital archives. We hope that the information sharing

and knowledge base area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will

expand further through cooperation from relevant agencies.

keywords : Record Retrieval System, Digital Archives, Science

and Technology Achievements Archives, Ontology, Linked Data,

Semantic Web

Student Number : 2018-2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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