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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라이 로그 네트워크에서의 

의미 계기반 검색방법
(A Semantic Relation-based Retrieval Method in 

Mobile Life-lo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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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의 속한 보 과 더불어 개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방 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로부터 얻은 방 한 양의 개인 라이 로그를 효율 으로 장하고 검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XML형태로 장된 라이 로그로 의미망을 구성하고 의미

계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제안하는 방법은 검색과정에 의미 계를 이

용함으로써 검색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간 검색결과를 이고 메모리공간을 게 사용하여 검색시간

을 인다. 한 검색과정에 사용자의 참여가 필요 없고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의미 계에 해서는 연

검색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 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해서 다양한 직업

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험을 진행하 다.

키워드: 모바일 라이 로그, 의미망, 의미 계

Abstract As the proliferation of smartphone, it is now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our daily life. 

The various sensors and applications of smartphones can collect abundant information about people’s 

life experience, called mobile life-log. However, as the amount of life-log becomes vast, it requires an 

efficient way to organize and store such vast information. Semantic networks, which were developed 

to mimic human retrieval mechanism, can help people to effectively organize and retrieve life-logs 

collected from smartphon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mobile life-log search based on 

semantic relation in semantic networks. By using semantic relation, we reduce the unnecessary 

intermediate results so as to reduce the usage of computer memory and retrieval time. To show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 we made several scenarios based on people who have different 

occupations, constructed mobile life-log semantic network and conducted experiments on them.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 is useful for life-log retrieval in the semantic networks.

Keywords: Mobile life-log, semantic network, semantic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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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의 속한 보 과 더불어 개인의 일상

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수월하게 되었다.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각종 센서들과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라이 로그라고 하는 개인의 일상생활 

경험이나 정보를 기록하고 장할 수 있다[1]. 모바일 

라이 로그는 사람의 인 인 조작 없이도 자동 으로 

모바일기기에 기록된다는 장 이 있다[2]. 수집된 라이

로그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

던 특정한 사건을 기억해 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방 한 양의 개인정보를 구조화하여 효과 으로 

장하고 검색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모바일 라이 로그 네트워크에서의 의미 계기반 검색방법  81

효과 인 방식  하나로 XML형태로 장된 라이 로

그로 의미망(semantic network)을 구성하고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의미망은 인간의 연  기억의 심리학  모형을 근거

로, 특정 객체나 개념을 표 하기 한 노드와 호로 구

성되는 네트워크 구조이다. 의미망은 개념의 정의나 개

념의 계 등을 표 하기 용이하다. 의미망에서 주로 사

용하는 검색방법으로는 키워드 검색방법, spreading acti-

vation 연 검색방법, 화기반 연 검색방법 등이 있다. 

이런 검색방법들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연

검색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매번 검색과정에 반드

시 사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의미

계를 이용한 키워드 검색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검색과정에 의미 계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간 검색결과를 이고 메모리 공간을 게 사용하며 

검색속도가 빠르다. 한 제안하는 방법은 검색과정에 

사용자의 참여가 필요 없고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의

미 계에 해서는 연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찾아 다.

2. 련 연구

라이 로그는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다양한 센서와 

어 리 이션 등을 통하여 개인의 삶을 기록한 데이터

이다[3]. 모바일 기기의 각종 센서  어 리 이션으로

부터 얻어지는 라이 로그는 그 양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엄청나게 커진다. 이런 방 한 양의 라이 로그를 효

율 으로 장하고 표 하고 검색하기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라이 로그로 의미망을 구축하고 

의미망에서 라이 로그를 효과 으로 검색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의미망 검색연구에서는 주로 키워드검색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키워드검색방법은 

사용자가 데이터스키마에 해 알 필요가 없으므로 편

리하게 검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불

필요한 간검색결과가 많이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다

[4,5]. Tran 등은 키워드에 한 유사성계산을 수행함으

로써 매핑 성능을 높 다[6]. 의미망검색의 다른 방법으

로 Spreading activation 검색방법과 화기반 연 검

색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

는 노드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찾는다[7,8]. 

화기반 연 검색 방법은 계가 치기반 노드 필터링방

법을 사용하여 계의 가 치가 일정한 유의수 을 넘

는 노드만 활성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간결과를 감소시

켰다[8]. 다만 결과를 찾을 때까지 매번 검색과정에 사

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찾으려는 결과가 주어진 키워

드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검색과정에 의미 계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참여가 필요없고 검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

요한 간 확장노드를 임으로 메모리공간을 게 사

용하고 검색시간을 단축시킨다.

3. 제안하는 방법

3.1 체 구성

스마트폰에서 얻어지는 라이 로그는 CreateNetwork-

File과 AddRelation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서 XML형

태의 일로 장된다. XML은 Extensible Markup Lan-

guage의 약어로서 데이터를 장하거나 송하는데 사

용하는 표  마크업 언어이다. XML은 W3C에서 제정

하고 리하는 국제표 으로 유연하고 개방 인 표 기

반 형식을 사용하여 뛰어난 상호 운 성을 제공한다. 

XML데이터는 그래 형태로 표 될 수 있다. XML 의 

요소는 그래 의 노드에 해당하고 외부 계는 그래 의 

호에 해당된다.

XML형태로 장된 라이 로그는 GenerateNetwork

과정과 싱과정을 거쳐서 의미망을 구성한다. 사용자로

부터 질의입력을 받고 의미 계를 이용한 검색을 통해

서 얻어진 검색결과들에 해서 순 를 매기고 그 결과

를 사용자에게 보여 다. 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의미망은 노드와 노드간의 계를 표 하기 한 호

로 구성된다. 노드는 객체, 개념, 사건 등을 표 하고 호

는 노드간의 계를 나타낸다[9]. 제안하는 방법에서 사

용하는 의미 계는 노드사이를 연결하는 계에 해당되

는데, 사람들의 주요행동에 기반하여 정의되었고 각각의 

계마다 계가 치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의 로그에 기록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과 같다. 동 상(이름), 사진(이름), 메일(제목), 스

(내용), 실제행동, 문서(이름), 장소, 인물, SMS메세지

( 상자), 통화기록( 상자), 음식(이름), 날씨, 온라인 거

래기록(거래 여부), 물건, 화(제목), 이벤트(여부), 시

간, 감정, 음악(이름) 등 20가지 정보이다. 그 에서 실

제 행동은 의미망에서의 의미 계로 인식한다. 나머지 

19개 정보는 의미망에서의 노드로 인식된다. 그 에서 

장소노드는 where속성, 시간노드는 when속성, 인물은 

who속성, 날씨노드는 weather속성, 감정노드는 feeling

속성, 기타노드는 what속성을 부여한다. 의미 계를 이

루는 실제 행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 상, 사

진, 메일, 스 , 문서, SMS메세지, 통화기록, 온라인 

거래기록, 화, 음악 등 어 리 이션의 사용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어 리 이션의 사용기록이 없을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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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 구성도

Fig. 1 Structure of the proposed method

자가 직  입력한 실제 행동내용이다. 실제 행동은 아래

에서 정의된 의미 계 의 하나로 매핑하는 것으로 이

루어진다. 각각의 실제 행동에 련되는 노드들은 응

되는 의미 계를 이용하여 서로 연결됨으로써 비방향성 

그래 를 이룬다.

3.2 의미 계  의미 계의 가 치

제안하는 방법에서 사용하는 의미 계는 사람들의 주

요행동에 근거하여 정의되었다. 주요행동은 Statistics 

Canada에서 조사한 GSS(General Social Survey on 

Time Use)에 근거하여 분류되었다[10]. GSS에 따르면 

행동은 10가지 분류, 24가지 분류, 177가지 소분류

로 나뉜다. 만약 이러한 세세한 소분류에 해당하는 사용

자의 행동을 모두 의미 계로 정의한다면, 유사한 행동

을 무 자세히 분류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가 검색을 

진행할 때에도 어려움이 동반된다.

반 로 분류자체가 무 을 경우에는 충분한 지식

정보 사이의 의미 계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표 력이 

떨어지고 검색 성능이 감소하는 단 이 생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SS에서 분류한 행동 에서 사용자들

이 자주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재구성하고 그 에서 의

미가 있다고 단되는 행동을 의미 계로 정의하 다. 

 많은 경우 의미 계를 연결하기 하여 5W(who, 

where, when, what, why)를 연결함으로써 의미 계가 

단순히 행동뿐만 아니라 5W를 포함하는 형태로 정의하

다[11,12]. 정의된 의미 계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정의된 의미 계는 총 654개이고 표의 왼쪽 부

분은 정의된 의미 계의 11개의 분류를 나타내고 표

의 오른쪽 부분은 각 분류에 속해 있는 소분류의 개

수를 나타낸다. 정의된 의미 계의 분류 의 하나로 

Education and Related Activities라는 의미 계가 있

는데 여기에 속하는 소분류 의미 계로 full-time classes,

표 1 정의된 의미 계의 분포

Table 1 Distribution of defined semantic relations

Semantic Relation Count

General Semantic Relation (Is A) 12

Paid Work related 90

Household Work related 12

Sleep, Meal, and Related Work related 36

Education and Related Activities 36

Socializing related 12

Passive Leisure related 126

Entertainment Events related 48

Active Leisure related 258

Social and Voluntary Activity related 6

Residual 18

Total semantic relations 654

part-time classes, special lectures(occasional), home-

work(course), leisure and special interest classes, 

credit courses 등 36가지가 있다.

라이 로그는 연 계를 맺고 있다. 웹에서의 링크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웹에서의 보편 인 

가 치를 계산하는 PageRank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라

이 로그 의미망에서의 계의 가 치를 계산한다. Page-

Rank 알고리즘은 웹페이지의 보편 인 가 치를 계산

하는 방법이다[13]. PageRank알고리즘에서 일반 으로 

백 링크가 많은 페이지가 그 지 못한 페이지보다 높은 

요도를 가지게 된다. 라이 로그 의미망에서 자주 함

께 입력된 데이터사이의 계는 그 지 않은 계보다 

가 치가 높다. 가 치 계산은 식 (1)과 같다.

            

∈

∈
 (1)

W출발노드,도착노드는 의미망에서 출발노드와 도착노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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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가 치를 의미한다. N출발노드, 도착노드는 출발노드와 

도착노드가 함께 등장한 빈도수를 가리킨다. BV는 노드 

v를 가리키는 노드의 집합이다. FV는 노드 v로부터 도

착하는 노드의 집합이다. c1, c2는 정규화 상수를 나타

낸다. 모바일 라이 로그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노드자체

가 가 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드를 가리키는 

계들의 가 치의 합을 그 노드의 가 치로 여긴다.

3.3 의미 계를 이용한 키워드 검색방법

질의는 키워드 목록과 특정 의미 계로 이루어진다. 

그 형식은 아래 식 (2)와 같다.

           (2)

여기에서 Ki는 i번째 키워드를 가리키고, semanticRelation

은 앞에서 설명한 의미 계를 가리키는데 한 개 질의는 

한 개의 의미 계를 사용한다. 질의에 입력되는 키워드

들은 사용자가 직  입력하고 사용자가 검색하려는 의

미 계는 직  입력 혹은 두 개의 드롭다운 메뉴를 통

해서 선택할 수 있다. 처음의 드롭다운 메뉴는 정의된 

의미 계의 분류를 나열하고 사용자가 그 의 한 개 

계를 선택하면 선택된 분류에 속해 있는 소분류 의

미 계들은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를 들어 친구1과 함께 ‘my friend.jpg’라는 사진을 었

던 장소를 알려고 하면 사용자는 ‘friend1’, ‘myfriend.jpg’

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hobbiesForPleasureWhere’라

는 의미 계를 선택하여 질의를 형성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확장과정에 의미 계를 이용함으로

써 의미 계를 만족하지 않은 노드들에 한 확장을 

인다. 무한 탐색을 방지하기 해서 사용자가 탐색의 깊

이와 경로의 가 치한계를 지정한다. 지정한 깊이를 넘

거나 경로의 가 치한계를 넘으면 그 경로에 해서는 

탐색을 지하고 다른 경로를 탐색하게 된다. 유의수

을 넘지 않는다는 제에서 의미 계를 만족하는 목표

노드를 찾으면 그 경로를 반환하고 결과목록에 장한

다. 검색알고리즘은 표 2와 같다.

모바일 라이 로그 네트워크는 구조상 연 이 있는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형 인 비우선 탐색

방법을 사용하면 메모리공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주

 노드를 확장할 때 불필요한 간 노드들도 확장함으

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검색과정에 의미 계

를 사용하면 의미 계를 만족하는 노드들에 해서만 

확장을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드들에 한 확장을 

일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탐색을 진행할 때 확장이 된 노드는 그

 노드의 자식노드가 된다. 탐색과정에 지정한 탐색 깊

이를 과하지 않는 제에서 목표노드를 찾을 때까지 

의 차를 반복한다. 목표 노드를 찾으면 시작노드로

부터 목표노드까지의 경로를 결과목록에 추가한다. 여기

표 2 의미 계기반 검색 알고리즘

Table 2 Algorithm of semantic relation based search 

method

Input: keywords, semanticRelation

Output: paths that start with keyword node and end 

with targetNode

add keywords to SortedOpenList

while SortedOpenList is not empty, loop

      remove the first node from SortedOpenList

      if  removed node is targetNode then

            return path

      else

            continue loop

extract neighbors of the removed node

      if  neighbor has semanticRelation, then

            add to Neighbors List

      else

            find similar semanticRelation

            add neighbor to Neighbors List

while Neighbors List is not empty, loop

      set Neighbor’s parent to the removed node

      if  Size(path) < depth_thres && path.weight< 

weight_thres

            add neighbor to SortedOpenList

            add removed node to ClosedOpenList

      else

            continue loop

targetNode: targetNode is referring to the node that 

satisfies the semantic relation.

SortedOpenList: Open List is sorted according to the 

link number of one node. One node with the highest 

weight value is the first element of the sortedOpenList.

SortedClosedList: Open List is sorted according to the 

link number of one node. One node with the highest 

weight value is the first element of the sortedClosedList.

에서 목표노드란 사용자가 입력한 의미 계를 만족하는 

노드를 가리킨다. 를 들어, 질의로 (‘friend1’, ’myfriend. 

jpg’,  ’hobbiesForPleasureWhere’)라는 질의가 있으

면 hobbiesForPleasure라는 계와 Where속성을 동시

에 만족하는 노드들은 목표노드가 된다. 목표노드를 찾

게 되면 키워드로부터 시작하여 목표노드에 이르는 경

로를 결과목록에 추가한다.

검색이 끝나면 결과목록에는 키워드로 시작하여 목표

노드로 끝나는 여러 개의 경로가 존재한다. 결과목록의 

경로들에 해서 순 를 매기고 순 가 높은 것부터 사

용자에게 보여 다. 결과목록에는 특정 의미 계를 만족

하는 여러 개의 목표노드가 존재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사용하는 순 결정기 은 각 경로의 목표노드

가 체 결과목록에서 나타나는 빈도수이다. 순  결정

의 기 은 식 (3)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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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riend1’에 hobbiesForPleasure 용 

Fig. 2 Before applying relation hobbiesForPleasure to ‘friend1’

Ntarget은 목표노드가 결과목록에서 나타난 빈도수

를 나타내고, Npath는 결과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로

의 수를 나타낸다. HitRate는 각 경로의 목표노드가 

결과목록의 체 목표노드에서 차지하지 비율을 가리킨

다.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의 개수도 순 결정에 

향을 미치는데 Hit Rate가 높을수록, 경로에 포함한 

키워드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경로는 순 가 높다.

4. 실험  결과

4.1 검색 시나리오  실험 환경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해서 학생, 

학생, 의사, 축구선수, 환경미화원, 박사연구원, 석사연

구원, 고3수험생, 소아과의사, 가정주부, 회사직원, 간호

사, 소 트웨어개발자, 어강사, 행정사무원, 아르바이

트생, 매직원, 배달원 등 35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을 상으로 35가지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응한 62개의 질의를 만들고 실험을 하 다. 각각의 시

나리오는 한 사람의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의 주요한 행

동들로 구성되었고 포함된 정보로는 동 상, 사진, 메일, 

스 , 실제행동, 문서, 장소(GPS좌표), 인물, SMS메

세지, 통화기록, 음식, 날씨, 온라인 거래기록, 물건, 

화, 이벤트, 시간, 감정, 음악 등 20가지 정보이다.

스마트폰은 그 자체의 장소의 크기나 처리 속도가 

일정한 제한이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의 일상으

로부터 얻어지는 라이 로그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방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 한 양의 라이 로그 정보

는 모바일에 직  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안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부터 라이 로그를 수집하고 수집

된 라이 로그정보를 서버에 장하고 리한다. 제안하

는 방법은 Java로 구 되었고 의미망의 시각화  검색

결과의 시각화는 마이크로소 트에서 제공하는 NodeXL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4.2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해서 한 학

생의 라이 로그를 이용해서 의미망을 구축하고 검색실

험을 하 다. 로 친구1과 함께 ‘my friend.jpg’라는 사

진을 었던 장소를 알려고 하면 (‘friend1’, ’myfriend.jpg’, 

’hobbiesForPleasureWhere’)라는 질의를 입력한다. 키

워드 친구1과 myfriend.jpg 심으로 의미 계 hobbiesFor-

Pleasure를 만족하는 노드만 확장한다. 검색과정에 

where속성을 만족하는 노드를 찾으면 그 노드까지의 

경로를 검색결과목록에 장한다. 그림 2와 그림 3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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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의미 계를 이용한 검색과 일반 연 검색비교

Fig. 5 Retrieval time comparison of semantic relation search and associative search

그림 3 ‘friend1’에 hobbiesForPleasure 용 후

Fig. 3 After apply hobbiesForPleasure to ‘friend1’

구1에 연결된 노드들에 의미 계 hobbiesForPleasure를 

용한 후의 이다.

용후의 노드 에 where속성을 만족하는 두개의 노

드, 앙도서 (Library)과 신 카페 스쿠치(SinchonCafe)

는 그 경로를 장한다. 나머지 두 노드는 같은 방법으

로 확장하고 목표노드를 찾을 때까지 계속 검색한다.

그림 4는 주어진 62개 질의에 해서 검색의 깊이를 

2에서 6까지 지정하고 10번씩 검색실험을 한 결과이다. 

검색의 깊이가 4부터는 검색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은 검색의 깊이가 4보다 작은 경우에

는 찾으려는 내용에 근하기 에 탐색을 지하기 때

문에 검색효과가 이상 이지 못하다.

그림 5는 62개의 질의에 해서 검색의 깊이를 2부터

그림 4 의미 계기반 키워드검색의 정확률

Fig. 4 Accuracy of semantic relation based search method

6까지 지정하고 각각에 해서 의미 계를 이용한 검색

과 의미 계를 이용하지 않은 연  검색간의 시간비교 

 정확도비교 그래 이다.

연 검색이란 의미 계를 이용하지 않고 다만 what, 

where, who, when 등 속성을 사용하여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의미 계를 이용한 검색은 의미 계를 이용하지 

않은 연 검색에 비해 속도가 빠른데 원인은 의미 계

를 이용하지 않은 연 검색방법은 확장 차에서 의미

계를 고려하지 않고 가 치가 유의수 을 넘는 모든 노

드를 확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장 시 고려하는 노드

가 많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입력한 질의에 오류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장 이다.

그림 6은 62개의 질의에 해서 동일한 환경에서 검

색의 깊이를 2에서 6까지 지정하고 각각에 해서 의미

계를 이용한 검색과 일반 연  검색방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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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의미 계를 이용한 검색과 일반 연 검색 메모리 소모량비교

Fig. 6 Memory usage comparison of semantic relation search and associative search

검색하 을 경우 메모리 소모량  검색 정확도비교 그래

이다. 그림으로부터 의미 계를 이용한 검색은 일반 연

검색보다 메모리를 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얻어지는 라이 로그를 

XML형태로 장하고 장된 라이 로그로 의미망을 

구성하고 의미 계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사용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의미 계를 정의하 고, 자연어 어순에 따라서 정의된 

의미 계를 이용하여 정보들을 연결하고 최종 으로 의

미망형태로 구축한다. 구축된 네트워크에서 의미 계를 

이용하여 검색을 진행하 다. 의미 계를 이용함으로써 

확장 과정에 생기는 불필요한 간 확장노드를 이고 

검색 시간을 단축시킨다.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의미

계에 해서 연 검색을 진행함으로써 연 된 결과를 

찾아  수 있도록 하 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

증하기 해서 여러 직업의 사람을 상으로 시나리오

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질의를 입력으로 실험

을 수행하 다.

재 제안한 방법은 사용자의 정보가 미리 정의된 의

미 계로 연결되어 있다. 보다 정확한 의미 계 구축과 

검색을 하여 의미 계의 결정을 데이터를 학습하고 

데이터사이의 연 도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을 때에는 사용자가 계

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  되었을 때는 매번 계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데이터사이의 연 도를 계산하

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동 으로 의미 계를 지정해주는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단일 의미

계검색방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실제로 데이터가 많

이 축 됨에 따라 검색하는 내용도 풍부하게 된다. 따라

서 의미 계기반검색에 복합 인 의미 계를 용시키

는 것을 향후 연구로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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