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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에 처한 사용자가 정보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지식서비스는,
사용자의 지적 탐구욕구의 증가와 더불어 정보기술 인프라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의 지식서비스는, 지식의 획득과 분배 과정을 모두 다루는 것이 아닌, 지식의
분배 과정에 편향되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사용자에게 분배되는 지식의 품질요건에
입각한 지식의 획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이 획득되는 단계부터 사용자
에게 분배되는 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자율적 지식서비스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또한 이를 구성하는 요소기술을 도출 및 명세하여, 자율적 지식서비스의 프로토타입
시스템인 ASKs(Application Suite for Knowledge Service)를 개발한다. 본 연구를 통해, 특정
기술에 국한되어 정의되는 지식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며 현실적
적용가능성이 높은 지식서비스의 구현이 촉진될 수 있다.

ABSTRACT
Autonomous knowledge service, a fully-automated and pervasive service for knowledge
acquisition and support based on the power of recent ITs is gaining tremendous interest
more and more, as not only the level of users’ intelligence increases but also the maturity
of IT infrastructure improves. Conventional approaches of knowledge service, however,
could not satisfy users because they usually provided undesired knowledge which had been
acquired without considering users’ want. In other words, knowledge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were separately performed. This research, therefore, suggests an amended autonomous knowledge service framework by fully-automating the whole phases of knowledge
life cycle, from knowledge acquisition to distribution. ASKs, the prototype system of this
research, is also implemented by defining and specifying component technologies which
constituently compose suggested framework. More user-friendly and applicable way of
knowledge service will be derived and facilitated through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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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낄 정도로 당연하고 일반적이며, 지식이 무엇
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높은 교육 수준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든 활

없는 주제이다. 지식의 기원, 범위, 구조 등의

용이 가능한 정보기기의 도움으로 인하여, 오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인식론(Epistemology),

늘날의 사용자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당

조직의 무형적 지식을 획득하여 유형적 지식

분야 전문가의 지원 또는 도움 없이, 직접 해결

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지식경영(Knowledge

하고자 하는 욕구를 과거의 어떤 때보다도 더

Management), 지식기반(Knowledge-based) 시

욱 강하게 소유하고 있다. ‘자율적 지식서비스

스템의 구현을 위해 인간의 지식을 컴퓨터가

(Autonomous Knowledge Service)’는, 정보기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여 이식시키

술 역량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완전히 자

고자 노력한 지식공학(Knowledge Enginee-

동화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지식 획득 및 지원

ring), 지식의 창조를 위한 인간의 판단 과정을

서비스를 말한다[12]. 사용자는 자신이 휴대

알고리즘화하여 컴퓨터에 학습시키고자 시도

또는 사용 중인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며, 이

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인간의 문제

러한 사용자 단말기는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

해결 능력과 과정을 그대로 모방하여 문제 해

에 접속되어 사용자의 음성 및 텍스트 기반의

결 방안과 답을 제시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명령을 입력받아 실시간으로 적절한 정보 또

Intelligence) 분야 등 인간의 삶 속에서 지식을

는 지식을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게시한다. 최

보다 현실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에 들어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이른바 ‘DIY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노력들을 쉽게

(Do It Yourself)’라는 용어는 오늘날의 인간이

발견할 수 있다.

갖는 직접적인 지적 활동 및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많은 노력에

욕구를 대변하는 세태이다. 지능형 개인 비서

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용자들은 왜 자신의 주

서비스로 알려진 애플 Siri, 구글 NOW, 그리고

변에 준비되어 있는 많은 지식과 이를 정보기

마이크로소프트 Cortana 등의 서비스에 대해

술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능적이고 편재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 또한 이동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

및 일상적 생활 중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사용

일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 친화적으로 서비스되는 해결방안 및 지식

정확하고 빠르며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과 서비스에 대해 더욱 갈증을 느끼는 것

이러한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및 지

이 사실이다. 이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을 바라

적 활동의 실행을 통해 인간은 지적인 존재로

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

서의 정체성을 발견 및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

나, 이 보다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식 및 이

에 창작 및 창조에 따르는 성취감을 향유할 수

의 서비스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 때문이라는

도 있다.

해석이 더욱 설득적이다. 단순한 불만 요소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공허함을 느

약간의 보완을 통해 제거될 수 있으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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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욕심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만족이라면

활용성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와 같은 지식 및 이의 서비스에 대한 전면

더욱이 이러한 지식을 검색 및 사용하고자 하

적인 부정 또는 불신까지 비약되지 않기 때문

여도 매우 불편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절차와

이다.

방식을 따라야 했다. 지식서비스의 효과를 극

정보기술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서비

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 생명주기 중 ‘생성 및

스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3, 4, 5, 8, 9]는, 사용

획득’, ‘분류’, 그리고 ‘공유’ 단계를 처리하는 과

자의 요구를 입력받아 해당 요구에 가장 부합

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며, 서비스되는

하는 정보 또는 지식을 공개된 다양한 데이터

지식을 사용하는 ‘활용’ 방식 또한 보다 사용자

베이스 또는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검색 및 추

친화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서비스되는 지

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식 자체에 대한 논리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현

다. 또는 사용자의 상황정보를 자동으로 파악

실적으로 유용한 지식이 획득되고 이를 실제

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또는 지식에

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절차에 맞추어 사용자

대한 요구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에게 가장 편리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제공

자동으로 사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정보 또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을 생성하여 제공한다. 즉 기존의 지식서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의 생성 및 획득, 분류,

비스 관련 연구는 대부분 사용자의 요구에 대

공유, 그리고 활용 등 지식 생명주기에 속하는

하여 시스템이 자동으로 지식을 추출 및 제공

전반적인 단계들을 보다 현실화하고 사용자 친

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화적으로 재구성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적으

지식서비스의 과정은 크게 지식의 ‘획득

로 지식 생명주기의 전단계를 관할하는 자율적

(Acquisition)’과 ‘분배(Distribution)’로 구분될

지식서비스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 있는데, 기존의 지식서비스는 대부분 지식

또한 제시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요소기술

의 분배 과정을 자동화 및 자율화하는 데에 주

을 정의하고 이들 요소기술로 기반으로 구현되

된 관심을 갖고 있다. 많은 사용자들이 지식서

는 세부 모듈을 명세 및 종합하여, 지식 생명주

비스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서비스의 부정확성

기 전단계를 관할 및 지원하는 자율적 지식서

(Inaccuracy) 또는 결과물의 부적절성(Inappro-

비스 애플리케이션 스위트(Suite)의 아키텍처

priateness)은 바로 지식의 분배 과정에 국한된

와 프로토타입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2, 7, 10,
11]. 즉, 기존의 연구는, ‘생성 및 획득-분류-공
유-활용 및 평가’의 단계를 갖는 지식 생명주

2. 자율적 지식서비스 프레임워크

기 중 ‘공유’와 ‘활용’ 단계에 국한되어 있으므
로, 서비스의 목적물인 지식 자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율적 지식서비스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저장 또

는 <Figure 1>과 같은 특징을 가지며, 이를 구

는 공유되는 지식 또한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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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Manipulation)없이
지식베이스 내의 해당 카테고리에 실시간 아
카이빙 된다.
- Automatic expansion of knowledge-base: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 형식의 지식베이스
카테고리는 온톨로지의 자체적인 추론 기능
에 의해 자체적인 오류 검토 및 수정, 그리고
지식 간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지속적인 지식지도의 자동적인 확장이
<Figure 1> Capabilities of Autonomous
Knowledge Service

이루어진다.
- Pervasive networking: 클라우드 스토리지
형식으로 구축된 지식베이스는, 사용자가

- Management of contextual knowledge: 지
식이 활용 또는 적용될 수 있는 상황(Situ-

휴대 또는 사용 중인 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
디서든 접근 및 서비스가 가능하다.

ation)에 대한 정보가 메타지식(Meta-know-

- Knowledge service-specific UIs: 지식소유

ledge)의 형식으로 해당 지식과 함께 획득

자 또는 지식사용자의 상황과 이들이 휴대

및 저장되어, 사용자의 지식에 대한 이해도

및 사용 중인 단말기의 종류에 최적화시킨

와 검색 정확도를 보장한다.

지식서비스 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 Autonomous acquisition of knowledge: 일

지식이 획득되고 서비스된다.

상적 대화 또는 회의 중 음성을 통해 표출되
는 지식이 모니터링 중인 시스템에 의해 자

지식의 획득은 단순히 지식을 포착(Cap-

율적으로 녹음 및 기록되어, 지식소유자(들)

ture)하여 저장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의 직접적인 지식등록 작업이 없이 완전 자

아니라, 해당 지식의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지

동화된 방식으로 지식이 획득된다.

파악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야만 한다[1]. 따

- Processing of natural language: 텍스트 형

라서 지식의 자율적 획득은, 사람이 소유 또는

식으로 전환된 음성 지식의 내용을 문서자

사용하는 지식을 포착하여 이의 내용을 파악

동요약 기법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해당 지

하여 해당 지식의 주제 및 제목을 추출하고, 이

식의 주제어(Keyword) 또는 주제문구(Key-

를 이용하여 해당 지식을 지식저장소에 저장

phrase)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주제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됨을 의

어 또는 주제문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식의

미한다. 또한 자율적 지식 분배는, 지식을 사용

제목(Title)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지식에 대한 직접적인

- Invisible archiving of knowledge: 획득된 지

요청이 없이, 사용자의 문제 및 작업 상황을 묘

식의 제목, 주제어, 주제문구 등이 시스템에

사하는 컨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추론 및 파

의해 자동으로 파악되어, 지식소유자 또는

악하고, 이를 통해 결론된 사용자의 상황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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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ramework for Autonomous Knowledge Service

용될 수 있는 지식을 추출 및 전송하는 일련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식을 지식

과정이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진행됨을 의

저장소로부터 추출하거나, 해당 지식에 연결이

미한다.

가능한 URL을 생성하여 사용자가 휴대 또는

따라서 지식의 자율적 획득을 위해서는 일

사용 중인 단말기에 추천 형식으로 제공한다.

단 지식소유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무형 및

요컨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율적 지식

유형의 지식을 포착한 후 이를 분석이 가능한

서비스의 프레임워크는, 지식소유자의 대화 중

형식(ex.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

말로 표현되는 지식을 획득하고 저장 및 공유

요하다. 분석이 가능한 형식을 취한 지식의 내

하고 이를 추출하여 또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

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등의 문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서자동요약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해당

<Figure 2>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정의할 수

지식의 주제어 또는 주제문구를 추출하고 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세부 시스

를 이용하여 해당 지식을 저장한다. 지식의 자

템으로 구성된다.

율적 분배를 위해서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

- 지식사용자의 대화를 모니터링하며 녹취하

용자의 상황 파악이 선수되어야 한다. 이를 위

는 스마트폰 기반 녹음 및 녹취 시스템

해 사용자의 상황정보를 센싱(Sensing)하고

- 녹취된 지식의 문장을 분석하여 제목, 주제

이들을 조합 및 추론하여 해당 사용자가 처한

어, 주제문구 등을 추출하고 이들과 녹취된

상황을 결론짓는다. 결론된 사용자의 상황에

지식,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파악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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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문서자동

주기 전반을 자율적으로 진행 및 관할하며, 이

요약 시스템

를 구성하는 요소기술은 <Figure 3>과 같고,

- 획득된 지식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된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 상에 자동으

- 음성인식 기반 녹취 기술: STT 기술은 이미

로 저장하는 온톨로지 기반 자동 아카이빙

기존에 많은 연구를 통해 결과물이 산출되고

시스템

있으나, 음성인식 기술 자체의 낮은 정확도

-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지식에 대한 검색 및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조회, 그리고 추천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 대신 이어폰 연결단자

지식 검색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

에 부착되는 전용 마이크를 사용하여 음성
인식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이 중 스마트폰 기반 녹음 및 녹취 시스템,

- 광학식 문자 판독 기술: OCR 기술은 개발된

문서자동요약 시스템, 온톨로지 기반 자동 아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 되어 상당히 만족할

카이빙 시스템을 통해 지식의 획득이, 지식 검

만한 정확도를 보이나, 문자 판독 이외의 새

색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지식의 분배

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다른 관련 기술

가 진행된다. 각 세부 시스템은 최종적인 지식

과 융합한 예는 매우 적다. 따라서 OCR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을 문서자동요약 기술과 융합하여, Hard-

연동되며, 이의 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

Copy 형식의 문서 또는 이미지 형식의 문서

기술이 필요하다.

의 내용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주제어 및 주
제문구를 추출한다.
- 문서자동요약 기술: 문서자동요약을 위한 접

3. 자율적 지식서비스 시스템
아키텍처 및 프로토타입(ASKs)

근법은 크게 지도적(Supervised) 방식과 비
지도적(Unsupervised) 방식으로 구분된다.
충분한 양의 훈련 데이터를 이용한 사전 학

3.1 ASKs 구성 요소기술

습이 필수적인 지도적 방식은 텍스트마이닝
과 같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 시스템인 ASKs(Ap-

에서 기존에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 사전 학

plication Suite for Knowledge Service)는, 지

습의 비효율성과 컴퓨팅으로 부담으로 인한

식소유자가 휴대한 스마트폰을 통해 획득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최근 관심을 얻

지식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반 지식저장소에

는 비지도적 방식의 대표적 예인 TextRank

자동으로 분류 및 아카이빙하고, 저장된 지식

알고리듬을 구현하여 기존 텍스트마이닝 기

을 필요로 하는 지식사용자가 파악될 경우 해

법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문

당 지식을 사용자가 휴대한 스마트폰에 선응

서의 작성에 사용된 언어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Proactive)으로 추천한다. ASKs는 지식의

해당 문서의 주제어 및 주제문구를 자동 추

획득-분류 및 저장-추출 및 분배 등 지식수명

출하는 시도 또한 필요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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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echnology Components for the Autonomous Knowledge Service

-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 기술: 네트워크형 지

-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반 지식 아카이빙 기술:

식지도를 통해 표현되는 지식과 이들 간의 관

온톨로지 기반으로 구축된 지식지도는 지식

계는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정형화(Formali-

베이스의 분류 및 저장 체제로 활용되므로,

zation)시킬 수 있다. 온톨로지의 자체 추론

구축된 온톨로지 기반 지식지도에 새롭게 등

기능을 통한 지식지도의 자동적인 확장, 그리

록 및 정의된 지식을 저장하는 자동 아카이빙

고 사용자의 자연어를 이용한 시맨틱 검색이

기능이 필요하다. 지식베이스는 언제 어디서

가능하므로, 지능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지

든 접속 및 활용을 원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식베이스의 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클라우드 스토리

- 지식지도 자동 구성 기술: 지식지도의 자동

지 기반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 단말기 내

구성은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지식네트워크에

가상 폴더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구성한다.

자동으로 추가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SOM

- 상황정보 추론 기술: 지식을 사용하고자 하

(Self-Organizing Map) 기술은 알고리듬에

는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결론짓기 위해, 획

의해 지식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구성하기 위

득된 상황정보를 종합 및 추론한다. 본 연구

해 고안된 방법인데, 알고리듬의 복잡성과

에서는 스마트폰을 센서 및 단말기로 사용

컴퓨팅의 부담으로 인해 실제 서비스를 제

하므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의 유형

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단한 재

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의 물리적 상황정

귀적(Recursive) 프로그래밍에 의해 기존 지

보, 즉 위치, 시간, 일정 등과 더불어 논리적

식네트워크에 새로운 지식을 자동으로 매핑

상황정보, 즉 스마트폰 상에 활성화된 콘텐

하여 추가하도록 구성한다.

트를 종합적으로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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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rchitecture of ASKs

3.2 ASKs 프로토타입

화 진행 시 함께 사용하는 이미지 또는 문서
를 촬영하여 해당 대화의 주제어 또는 주제

이러한 자율적인 지식의 획득 및 분배는

문구 추론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현

앞서 설명된 요소기술의 모듈화를 통해 가능

재까지 음성인식 분야의 인식정확도는 만족

해지는데, 프레임워크에서 파악되는 워크플

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로우와 제시된 요소기술의 특성 및 관계를 기

위하여 대화 시 함께 활용하는 문서, 메모, 또

초로 아키텍처를 설계하면 <Figure 4>와 같

는 사진 등의 이미지 내에 포함된 텍스트를

다. 도출된 아키텍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함께 활용하여 해당 대화의 주제, 즉 대화 참

본 연구의 자율적 지식서비스는 총 8종의 기

여자가 처한 (논리적) 상황 파악의 정확도를

본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은 자체적인 결

향상시킨다.

과물 산출을 통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Figure 6>은 구현된 ASKs 모듈 중 UI로

있는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서의 가치를

표현되는 예를 보여준다. ASKs는 앞서 언급

갖는다. <Figure 5>는 ASKs를 구성하는 기본

된 Siri 또는 NOW와 같이 지능형 개인 비서

모듈의 기능 및 워크플로우에 대한 명세이다.

서비스를 스마트폰 상에서 작동되는 앱(App)

STT 모듈과 OCR 모듈을 함께 사용하는

을 통해 제공하므로, STT를 통한 대화 녹취

이유는, STT 모듈의 음성인식 정확도를 보

파일(a), 지식 프로파일(b), 지식지도(c), 그리

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대화에 내재된 지

고 정보 및 지식 추천 핑거네일(d) 등의 UI를

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대화를 녹취하되, 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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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pecification of ASKs Modules

<Figure 6> Example UIs of 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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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식의
획득 및 분배를 수행하는 자율적 지식서비스
의 개념과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이를 구성
하는 요소기술 및 프로토타입 시스템 아키텍
처를 제시하였다. 지식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유사 연구
들을 집대성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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