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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Linked Data는 개방형 데이터들을 네트워크(HTTP 프로토콜)를 통해 개방하

고, 유통하여 연계, 협업하고자 하는 것이다. URI기반의 HTTP 역참조

(dereference)를 통해 외부 자원에 접근하고, RDF를 통해 기계가독형으로 보

유 정보를 웹으로 발행하며, 외부 정보 또는 내부 보유 정보에 질의하기 위한 

질의 언어로서 SPARQL을 이용한다. SPARQL을 통해서 다수의 곳에 한 번에 

질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URI, RDF, SPARQL은 모두 W3C의 

시맨틱웹 표준으로 Linked Data는 시맨틱웹 서비스의 실제적인 모범실무이

다. 위키피디아에서는 Linked Data를 “URI(Unified Resource Identifier)와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를 이용해 시맨틱웹 상에 널려있는 

데이터, 정보, 지식을 노출하고 공유하며 연결하기 위해 추천되는 최고의 방

법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Linked Data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적용하여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

보를 공유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Lined Data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반이 필

요하다. 또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며 활용하기 위한 방

안이 필요하다.

1. 연구의 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국

내에서 발행된 출판물과 지식정보를 망라하여 수집 및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종이매체를 비롯하여 전자매체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고 풍부한 장서를 구축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높고 지식정보를 제

공하는 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인해 언

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도서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함으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도서관 분야에서의 정보 제공의 노력에 부응하듯 네트워크의 발전과 컴퓨터 

기기의 발전으로 지식을 생산, 유통, 활용하는 채널로 웹이 그 중요성을 나타

내고 있다. 웹을 통해 다른 도서관, 외국의 도서관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다른 커뮤니티의 데이터와도 연계가 되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웹과 관련된 기술들은 웹 세상 안에 있는 정보들을 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접근 중에서도 시맨틱웹은 

웹 속의 데이터를 좀 더 스마트하게 표현, 이용하고자 한다. 시맨틱웹의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Linked Data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 Linked Data는 웹을 구

성하고 있는 HTTP, URI와 시맨틱웹 표준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RDF, 

SPARQL을 통해 정보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표현하고 유통하고자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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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한다. 

이미 해외의 여러 국가 및 국가 도서관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데이터를 

Linked Data를 통해 공개, 개방함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개 데이터를 통해 보다 가치있고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들이 생산되어지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생성,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Linked Data

로 발행하고 이를 활용하여 응용서비스를 구축함으로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

하고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및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이루기 위한 

요건들을 도출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2. 연구 배경

웹의 등장 이후 웹을 중심으로 정보 생산 및 소비 환경이 재편되었으며, 시

맨틱웹 및 Linked Data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된 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

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 중이다. 이는 정보유통 환경을 단방향의 정보 생산

과 소비에서 양방향의 정보 생산과 소비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미

래지향적 정보 환경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계와 기계, 기계와 인간이 협업하기 

위한 데이터 유통체계 확보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시맨틱웹 기반인 Linked 

Data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지식베이스화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구축함

과 동시에 국민 혹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Linked Data 형태로 발

행하여 개방,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양적, 질적 발전에 밑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인프라 필요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웹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의 메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적 연관성을 기술함으로써 정보의 지능적 

지식정보 처리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화, 세분화되는 정보의 수요

ㆍ공급에 대한 대처 방안 수립 필요     

 정보의 지능형 지식 정보제공 체계 수립을 통해 정보간의 연관관

계를 구축하고 의미적 추론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획

기적이고, 지능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필요

 어휘 간 의미 모호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미충돌을 방지시

켜주며, 같은 개념에 대한 다른 어휘를 연결시켜줌으로써 특정 



- 3 -

개념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정보의 생산과 소비, 활용 패러다임이 기존의 정보생산자 위주의 

단순한 주도적 정보 제공서비스에서 공동 생산, 공동 이용을 통

해 양방향으로 선순환 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지식 정보의 선순환 체계를 지원하는 기술적 인프라 

확립이 필요 

웹은 지식 정보를 공유 자원화 함으로써 문화정보, 생명과학, 인문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 융합되도록 할 뿐만 아

니라 더 많은 이용자가 참여할수록 정보의 가치가 상승하는 네트워크 효과

(network effect)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 웹을 통해 지식 정보를 공

유자원으로서 공동 생산, 공동 활용하기 위한 양방향 유통 체계가 시맨틱웹 

기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Linked Data 기술을 통해 

Linking Open Data(LOD)라는 데이터 클라우드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는 추

세이다.

도서관 분야의 대량의 데이터들은 도서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로의 공

유 및 개방을 통해 연계성 강화, 지식정보로의 창출, 서비스의 고도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 표현과 선순환 유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유통 선순환 구조가 갖추어져야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오고, 새로운 고

부가가치의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다. 하나의 창작물이 또 다른 창작 활동

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는 누구나 웹을 통해 도서관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맨

틱웹 기술 기반의 Linked Data를 통해 문화정보 선순화 유통구조 확립이 필

요한 시점이다.

3. 연구 내용

국립중앙도서관에서 Linked Data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선행적으로 Linked Data를 위한 기

반이 구축되어야 하고 둘째는 Linked Data를 활용하는 적절한 응용서비스가 

구축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Linked Data를 관리하기 위한 환경이 구축

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외 도서관 사례를 통해 선행적으로 

적용하였던 방법을 살펴보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적용할 내용을 도출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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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각의 도서관들과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공통의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Linked Data를 구축하도록 한다.

Linked Data를 위한 기반은 현재 KORMARC 중심의 국립중앙도서관의 데

이터를 RDF 형식의 데이터로 구축하여 웹상에서 유통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KORMARC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며, RDF 기반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Linked Data를 활용하는 응용서비스는 대략적으로 주요 포털 API의 활용, 

해외 LOD 활용을 통해 서비스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고 Linked Data 

Contents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생성된 자원에 대한 관리와 업데이트

되는 자원에 대한 관리 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생성되고 발행된 Linked Data는 계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발행된 컨텐츠에 대한 신뢰성 보장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컨텐츠 

관리와 데이터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비주기적인 컨텐츠 관리 방안이 필요하

다. 이 필요성에 따라 Linked Data 관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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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해외 도서관 사례

공공부문에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흐름은 국제적으로 국가, 도시, 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아래는 국제

기구 데이터 사이트에 등록된 기호목록을 가진 국가 및 기구를 나타내고 있

다.1)

그림 1 Data.gov의 기호목록 지도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뿐 만 아니라 도서관 분야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데이터를 웹상에 공유하여 비용 절감은 물론 웹에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VIAF는 전거 데이터의 공유를 

1) http://www.data.gov/opendata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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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하고 국제적인 전거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항목마다 

URI를 부여하여 Linked Data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VIAF에는 

23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2)

그림 2 VIAF 참여기관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의 도서관들은 도서관 분야, 도서관 관련 시

스템에서만 정보가 유통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웹을 중심으로 도서관 이

외의 분야와 정보를 매쉬업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이미 도서 카탈로그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웹상에 오픈하여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Linked 

Data를 이용해 도서관 분야의 정보 유통 및 표현을 웹 세상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달성시키고자 MARC

를 RDF로 변환하여 기반 구조를 개선하며, 이를 활용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영국 국립 도서관, 미의회 도서관, 캠브리지 대학 도

서관, 스웨덴 국립 도서관, 노르웨이 오슬로 공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1.1 영국 국립 도서관(British National Library)

영국 국립 도서관(http://www.bl.uk/)은 메타데이터 서비스 (http://www.

bl.uk/bibliographic/datafree.html)를 통해 영국의  참고 문헌과 영국 도서관 

카탈로그 출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2) http://vi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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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Linked Open 

BNB, Basic RDF/XML, Z39.50을 통한 MARC21, 주간 PDF 파일 형태로 선

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Linked Open BNB는 Tali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데이터로서 제

공하며 SPARQL Endpoint(http://bnb.data.bl.uk/sparql) 및 검색 서비스

(http://bnb.data.bl.uk/search)를 제공해 준다. 또한 기존의 도서관 커뮤니티 

이외의 폭 넓은 사용을 위한 일환으로 RDF/XML 형태로 데이터 셋을 제공하

고 있다. BNB에서 사용하고 있는 MARC를 RDF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주

로 dcterms, dc, bibo 어휘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으며 MARC 필드를 RDF로 

매핑한 표는 부록 A에 추가하였다.

그림 3 BNB의 저자 검색 예시

1.2 미의회 도서관

미의회 도서관(http://www.loc.gov/index.html)은 도서관 자료의 주제목록

(subject cataloging)을 위한 Subject Headings를 Linked Data로 발행하여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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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CSH에서 MARC과 SKOS 매핑

미의회 도서관의 전거 데이터(authority record)는 MARC21(MARCXML) 포

맷으로 되어 있는데 SKOS를 활용하여 RDF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다. 전거 

데이터의 레코드 각 항목(entry)은 skos:Concept의 인스턴스로 대응하고 

LCCN(Library Congress Conterol Number)을 이용하여 URI를 부여하여 웹 

상에서 고유한 식별자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MARC 필드는 정해진 매핑 관계

에 따라 skos의 어휘인 broader, narrower, prefLabel, altLabel 등에 따라 변

환되고, dcterms와 rdf 어휘로도 변환되어 RDF를 구축하고 있다. 위의 그림

은 LCSH에서 변환에 활용하고 있는 MARC와 SKOS 간의 매핑 관계표를 나

타내고 있다. 

미의회 도서관 데이터 서비스는 인간과 기계 모두가 도서관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도록 URI를 통해 웹에서 노출하고 연결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누구

나 사용할 수 있으며 id.loc.gov를 통해 접근하는 모든 어휘에 대한 명확한 

사용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를 통해 아무런 비용 없이 

데이터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도

록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의회 도서관 입장에서는 Linked 

Data나 시맨틱웹에서 사용되는 loc.gov의 미의회 도서관 데이터의 출처를 명

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Linked Data로서 데이터를 변환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다른 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

다는 혜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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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의회 도서관의 Linked Data 서비스 화면

1.3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은 오픈 데이터 커먼즈 라이센스에 따라 캠브

리지 대학 도서관 카탈로그의 도서목록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RDF 

발행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론들을 보여주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

은 SPARQL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데이터셋 다

운로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http://www.lib.cam.ac.uk/api/ 에서는 도서관 카탈로그 및 기타 온라인 도

서관 서비스를 위한 XML/JSON 기반의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카탈

로그 서비스, 순환서비스, 도서관 데이터, DSpace 기관 저장소, 외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사용을 하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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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의 SPARQL 화면

1.4 스웨덴 국립 도서관

LIBRIS는 스웨덴 대학 및 연구 도서관뿐만 아니라, 약 20 공공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에 대한 국가의 검색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책, 정기 간행물, 기

사, 지도, 포스터, 인쇄 음악, 전자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웨덴의 국

립 도서관 (National Library)의 LIBRIS 부서는 온라인 검색 서비스의 운영 및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LIBRIS에서는 데이터 자동 임포트/익스포트 기능 및 

Open API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LIBRIS는 RDF파일 포맷을 제공하여 

Linked Data를 구현하고 있다. 

LIBRIS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SRU프로토콜과 

Z39.50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Xsearch를 개발하여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한 HTTP 기반의 경량 API를 제공하고 있다. 이 API를 통해 

MARC-XML, 더블린 코어, JSON, RIS, RDF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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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IBRIS 서비스 페이지

1.5 오슬로 공립 도서관

노르웨이의 PODE 프로젝트는 외부 자원과의 데이터 결합,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도서관 카탈로그 데이터를 제시하고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

되었다. 그 결과 MARC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카탈로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MARC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카탈로그 데이터를 표현함으로 

더 나은 구조, 추가 검색 옵션, 강한 표현력, 접근성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결

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외부 데이터와 상호 작용으로 자신의 카탈로그 데이터

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 오슬

로 공립 도서관이 참여하여 도서관 카탈로그를 R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

하고 있으며, 실제 프로토타입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

실제 개발된 서비스는 여행 도우미 서비스, 음악 매쉬업, 다른 도서관 시스

템 검색 등이 있으며 다양한 외부 소스로부터 도서관의 카탈로그 정보와 매

쉬업하여 부가적인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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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ODE 매쉬업 링크 저자

2. Linked Data를 위한 기반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정보는 KORMARC 형태의 데이터로 관리되고 운영되

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도서관 분야에서만 유통되는 표준이기 때문에 도서

관 관련 시스템 사이의 정보 유통에만 활용될 뿐, 웹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유통 환경에서 도서관 이외의 분야와 정보를 매쉬업 한다거나 유통하는 과정

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Linked Data를 이용해 

도서관 분야의 정보 유통 및 표현을 웹 세상으로 끌어냄으로 다양한 방면에

서의 활용과 정보 유통을 제공할 수 있다. 

2.1 구조적인 한계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MARC 형태의 데이터를 통해 도서정보들을 관리하

고 사용하고 있다. MARC는 기계 가독형 데이터 교환 포맷으로 도서관에서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가장 기초가 되며, 도서관 간 상호 협력의 시작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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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MARC는 도서관 분야에서만 유통이 되는 표준이기 때문에 도서관 관련 

시스템 사이의 정보 유통에 큰 기여를 했지만 이러한 MARC 형태의 구조로 

인해 웹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유통 환경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MARC 기반의 KORMARC를 생성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

다. 따라서 KORMARC는 MARC의 구조적인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러한 구조적인 한계와 데이터의 문제는 크게 MARC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 국립중앙도서관의 Raw Data의 문제, MARC2RDF의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다.

가. MARC의 한계

정보기술환경이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동하고, 컨텐츠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

지고 있지만 도서관의 데이터는 아직도 도서관내에서만 공유가 가능한 형태

로, 도서관을 벗어난 외부기관과 이용자들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MARC의 제한적인 확장성과 정보 공유 뿐 만 아니라 MARC 자체적으로 가지

고 있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데이터의 중복 표기

MARC형식은 표목부와 기술부가 나눠지는 인쇄카드목록을 기반으로 

생겨난 기술형식이기 때문에 접근점이 되는 1XX, 4XX, 6XX, 7XX, 

8XX필드와 같은  표목부와 그 외 필드인 기술부에서 데이터의 중복

이 있다.  또한 고정장필드의 코드화된 정보와 가변장필드의 기술 

내용들 중 일부에서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제한적인 확장성

MARC는 새로 나타나는 다양한 자료형태를 표현하기에 부족하고, 레

코드와 필드길이가 한정되어 있음으로 확장하기에 불편함이 있다. 

 일관성의 결여

MARC는 수십 년에 걸쳐서 보완되어 왔고 많은 정보를 담다보니  

내용표시기호에서 X00 개인명, X10 단체명처럼 조기성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는 일관성이 없는 측면도 

있다.

 일반 사용자의 가독성 저하

MARC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복잡하고 

필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MARC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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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도서관 내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하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나. 국립중앙도서관 Raw Data의 문제

 속성 표현의 한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KORMARC 형태의 raw 

data는 필드 1xx, 7xx, 9xx대 에 나타나는 저자, 단체명의 저작 역할

어나 역할어부호가 표현되지 않아 저자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 

 자료 표현 기술의 모호함

245 필드에 나타나는 저자의 역할어는 저자와 역할어가 분리되지 않

은 상태이고 자료에 표현된 대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어 표현

을 대체하기에는 그 표현의 모호함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력 추적의 불분명성

KORMARC 필드가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이전에 사용하던 표현을 

새로운 필드에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사용하였던 필드가 

현재 어떤 필드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가 없다. 

KORMARC로 표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표현된 이력을 추적하

기에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

필드 필드명
서브

필드
서브필드명 현재 상태

100 기본표목-개인명 a
개인명

(성과 이름)

w서브필드에저자명제어번호를일부기입함

제어번호가있어야저자명과연결이가능

110 기본표목-단체명
a 기본요소 단체명을 단순 Literal로 표기하고 있음

b 하위기관 단체명을 단순 Literal로 표기하고 있음

260 발행,배포,간사사항 단체명을 단순 Literal로 표기하고 있음

502 학위논문주기 b 학위수여기관 학교명을 Literal로 표기하고 있음

700 부출표목-개인명 a
개인명

(성과 이름)

w서브필드에저자명제어번호를일부기입함

제어번호가있어야저자명과연결이가능

710 부출표목-단체명
a 기본요소 단체명을 단순 Literal로 표기하고 있음

b 하위기관 단체명을 단순 Literal로 표기하고 있음

표 1 필드별 현재 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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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RC2RDF 어려움

위의 한계를 벗어나고 웹 중심의 도서관 데이터로 변모하기 위해 RDF 형태

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움직임들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의 데이터를 RDF로 변환하고자 할 때 현재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어려움

을 당면하게 된다.

 동일 개체 표현의 모호성

KORMARC의 필드 중 단체명, 기관과 같은 데이터는 주로 텍스트로 

표현되어 있다. 텍스트로 표현됨으로 인해 동음이의어, 철자 입력 오

류, 동일 개체 식별에 한계가 있고. URI로 표현되지 않음으로 

KORMARC는 표현 모델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

기 위해 도서관 데이터를 URI로 표현하여 연결성(connection or 

relation)과 식별성(identification)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체 식별의 추가 비용 발생

서지데이터와 주제명, 혹은 저자명전거는 상호 연관이 있는 데이터

로 연결이 이루어지며 의미적으로도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

다. 하지만 주제명 혹은 저자명전거에서 사용하는 제어번호가 서지

데이터에서 완전히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고 일부데이터에만 적용되

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식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

다.

KORMARC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단체명과 같은 항목은 URI를 부여하

여 단일 개체를 식별하도록 하고, 이 식별자를 통해 단체명 목록을 관리하도

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개체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자제어번호

와 같은 항목을 추가적으로 식별하여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용하는 다양한 표준부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텍스트 

형태의 항목 입력을 벗어나는 관리도 필요하다. 사용자적인 측면에서는 관리

자적인 데이터 보다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데이터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데이터의 명시 체계 혹은 구조를 

개선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2.2 RDF 기반의 구조 변화

KORMARC 기반의 데이터는 웹 세상에서 유통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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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 RDF 기반의 데이터로 기반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RDF는 데

이터의 구조를 표현하고, 웹의 분산성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트리플 형식의 그

래프 기반 데이터 모델이다. RDF는 시맨틱웹 상의 공통 데이터 포맷으로서, 

서로 다른 정보원의 데이터라 할지라도 웹상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RDF는 데이터를 (주어, 술어, 목적어)의 트리플 형식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트리플들의 집합이 그래프를 구성한다. 이러한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 모델은 

같은 식별명(URI)을 갖는 동일한 노드를 통해 쉽게 병합되며, 따라서 대규모 

분산 데이터 환경인 시맨틱웹의 데이터 모델로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한

다. 바로 이점이 상호운용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준다. ‘서로 다른 정보원’의 연

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RDF 기반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Web이라는 형태의 특성을 잘 이용하여 

그 생태에 참여하면 도서관에서만 사용하는 제한적인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

이터와의 연결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도서관 이외의 다른 분야와 융·복합을 통

해 데이터의 가치가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된다. 

Linked Data는 개방형 데이터들을 네트워크(HTTP 프로토콜)를 통해 개방하

고, 유통하여 연계, 협업하고자 하는 것이다. URI기반의 HTTP 역참조

(dereference)를 통해 외부 자원에 접근하고, RDF를 통해 기계가독형으로 보

유 정보를 웹으로 발행하며, 외부 정보 또는 내부 보유 정보에 질의하기 위한 

질의 언어로서 SPARQL을 이용한다. SPARQL을 통해서 다수의 곳에 한 번에 

질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URI, RDF, SPARQL은 모두 W3C의 

시맨틱웹 표준으로 Linked Data는 시맨틱웹 서비스의 실제적인 모범실무이

다. 위키피디아에서는 Linked Data를 “URI(Unified Resource Identifier)와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를 이용해 시맨틱웹 상에 널려있는 

데이터, 정보, 지식을 노출하고 공유하며 연결하기 위해 추천되는 최고의 방

법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Linked Data는 사실 정보(fact)를 포함하는 데

이터 개체(entity)에 URI를 부여하고 이를 웹 프로토콜인 HTTP를 통해 발행하

여 누구나 웹상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는 기술을 말한다. 

Linked Data 통합 운영 시스템은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변

환하여 저장, 관리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발행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웹 페이지가 아닌 웹 페이지

를 구성하는 데이터 간의 연결이 차세대 웹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제는 각

각의 리소스들이 RDF로 표현되고, 연결되어 기존의 문서(Document) 중심이 

아닌 데이터(Data) 중심의 연결이 이루어져 데이터 중심의 웹이 된다. 

도서관 데이터를 RDF기반으로 변경하여 Linked Data로 발행할 때 기대효

과는 다음과 같다.



- 17 -

 LOD 클라우드에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 

◦ 전거 데이터, 분류체계, 시소러스, 메타데이터

  - 개별 목록에서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품질 관리

  - 웹 데이터의 품질 관리

◦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지원

  - 시맨틱 웹 기술 기반의 의미적 상호운용성

 도서관 데이터 공개와 연계 

◦ 구조화된 데이터의 글로벌 정보 공간

◦ 다른 컨텍스트에서 사용하는 도서관 데이터

◦ 혁신적인 사용자 서비스

 Linked Data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노출 

◦ 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 증진

  - 상호 협력을 위한 기술적 부담이 적음

  - 웹 프로토콜을 이용한 데이터 교환이 용이

  -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이 낮음

◦ 외부 커뮤니티와의 협력 증진

  - 도서관 종속적인 프로토콜과 포맷을 모르더라도 손쉽게 도서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

  - 사회의 지식 자원인 도서관 데이터를 공유 자원화

이러한 효과들은 웹 데이터의 품질 향상, 도서관 데이터의 활용 증가, 도서

관의 협력 증진 및 지식자원 공유 확대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 Linked Data를 위한 기반 구축 과정

국립중앙도서관의 Linked Data는 KORMARC 기반의 원데이터와 RDF 기반

의 데이터를 동시에 포함하도록 설계한다. 도서관의 데이터는 KORMARC 형

태로 관리되고 있음으로 이를 수용하여 관리차원의 데이터로서 활용하고 서

비스차원의 데이터로서 RDF를 활용하도록 한다. KORMARC 기반의 데이터는 

Converter를 통해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으로 RDF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이 

수행하고 변환된 데이터는 Triple Store에 저장되어 관리된다. 서비스로의 연

결은 Linked Data Interface와 SPARQL Endpoint를 통해 연결이 되어 사용자

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웹상에 공개한다. 사용자는 이 

interface와 endpoint를 통해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자신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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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로 가져다가 가공 및 재생산을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표준 형태

의 데이터 구조로 인해 외부의 데이터 혹은 다른 도서관의 데이터와도 쉽게 

연계가 가능하고 공유가 자유로워지는 이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먼저 국제적인 데이터 개방과 공유에 대한 흐름과 사례를 조사

하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선하고 추가해 나가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국

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Linked Data로 발행되어 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과 외

부 커뮤니티와의 협력이 증진하게 된다.

그림 9 Linked Data 기반 모형

가. 사례 조사

국립중앙도서관의 Linked Data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례조사로서 URI 사

용 체계, MARC to RDF 어휘 매핑3) 등을 조사하였다. 사례조사 대상은 [해

외 도서관 사례]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 국립 도서관, 미의회 도서관,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 스웨덴 국립 도서관, 오슬로 공립 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해외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URI 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대부분 각 

기관의 고유 URL에 type/id 형태의 URI를 사용하고 있다.

3) 부록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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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LIBRIS

예  시

http://libris.kb.se/resource/auth/223432  (person)

http://libris.kb.se/resource/bib/32532  (book)

http://libris.kb.se/resource/library/NB (library)

패  턴 http://libris.kb/se/resource/<type>/<id>

 대  상 LC

예  시

http://id.loc.gov/authorities/names/n82051226 (LCNAF)

http://id.loc.gov/authorities/subjects/sh2010013936 (LCSH)

http://id.loc.gov/authorities/classification/BM522.17 (LCC)

패  턴 http://id.loc.gov/authorities/<type>/<id>

대  상 COMET

예  시

http://data.lib.cam.ac.uk/id/entry/cambrdgedb_071fe849c9adf65c8f1cba54dd09ef

9d 

http://data.lib.cam.ac.uk/id/type/1cb251ec0d568de6a929b520c4aed8d1 

패  턴 http://data.lib.cam.ac.uk/id/<type>|<entry>/<id>|cambrdgedb_<id>

대  상 BNB

예  시

http://bnb.data.bl.uk/id/agent/121PartnersLtd (agent)

http://bnb.data.bl.uk/id/resource/006893251 (book)

http://bnb.data.bl.uk/id/person/HilsmanRoger (person)

http://bnb.data.bl.uk/id/concept/lcsh/GuerrillasBurmaBiography (LCSH concept)

http://bnb.data.bl.uk/id/concept/ddc/e21/940.548673092 (DDC)

http://bnb.data.bl.uk/id/series/Memoriesofwar (series)

패  턴
http://bnb.data.bl.uk/id/<type>/<id>

http://bnb.data.bl.uk/id/concept/<type>|<type>/<subtype>/<id>

대  상 PODE

예  시 http://www.bibpode.no/vocabulary#f5ad3ae1626a75c8cd2c2a0a2a0602db  

http://www.bibpode.no/person/Hamsun_Knut

표 2 해외 도서관의 URI 사용 체계



- 20 -

http://www.bibpode.no/work/Hamsun_Knut_kratskog

패  턴 http://www.bibpode.no/<type>/<id>

해외 도서관들은 대부분 bibo, dcterms, dc, foaf 어휘를 사용하여 서지데

이터를 MARC에서 RDF로 표현하고 있다. Bibliographic Ontology(bibo)는 시

맨틱웹 상의 RDF로 문헌정보를 기술한다. 인용 온톨로지, 문헌 분류 온톨로

지 또는 어떤 종류의 문헌들을 RDF로 기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문헌 기술 메타데이터 포맷들의 영향을 받으

며 다른 문헌 데이터 소스로 변환하는 바탕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 

각각의 해외 도서관 매핑 사례에 나타난 매핑 어휘들을 속성들은 부록 B에 

첨부하였다.

나. KORMARC 분석 및 대상 선정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하기 위한 대상으로는 서지

데이터, 주제명 전거, 저자명 전거, 표준부호를 선정하였고 서지데이터를 중

심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연결이 된다. 또한 국내외 Linked Data와 연결하여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 협력과 외부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그림 10 국립중앙도서관의 Linked Data 구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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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류 내용

파싱 오류
구분자 

라인피드

KORMARC간의 구분자가 단독적으로 

라인피드되어 사용됨 

필드 오류

00500 표기

50500으로 추측

SPE_LIST_KJV.txt (12198ngm  2202101 c 

4500)

20500 표기

24500으로 추측

SPE_LIST_WCF.txt (00413nmm  1200145 k 

4500)

제어번호 누락 제어번호 누락
SPE_LIST_KJU.txt에서 KJU200710088 로 

추측되는 KORMARC의 서지 제어번호가 누락

표 3 KORMARC에서 오류 발생 내역

부호명
활용

여부
URL예시 비고

한국도서관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library/부호

한국정부기관

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government/부

호

국가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countries/부호
kdata.kr의 

국가와 연결

발행국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countries/부호
국가부호와 

동일

표 4 표준분호 목록 및 활용 여부

서지데이터의 분석은 단행본 교열지를 대상으로 총 3,781,809건의 서지데

이터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 중 KORMARC의 필드 중 사용하는 필드 수는 

156개의 필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KORMARC를 텍스트로 내려 받는 과정에

서 몇몇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명은 주제명 전거 총 560,561건의 주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

제명 시소러스 관계어를 바탕으로 용어간의 관계를 도출, 생성하였다. 저자명

은 저자전거데이터를 대상으로 저자 제어번호가 식별된 저자명을 활용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부호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서지데이터에서 활용되는 한국도서관부호, 한국정부기관부호, 국가부

호, 발행국부호, 한국대학부호, 한국지역구분부호, 외국지역구분부호를 활용

하도록 하였으며 언어구분부호는 미의회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부호

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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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구분부호 선택
id.loc.gov 

사용

한국대학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university/부호

외국지역구분

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foreignLocation

/부호

한국지역구분

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location/부호

kdata.kr의 

행정구역과 

연결

연대부호
미활

용

서지데이터와 주제명을 연결하기 위해서 서지데이터 중 600, 610, 611, 

630, 650, 651 필드에 출현하는 주제명을 획득하여 주제명 전거와 매칭하도

록 하였다. 서지데이터에서 주제명 필드에 주제명이 출현하는 서지데이터 수

는 총 775,723건이고 주제명 출현 개수는 128,776건이 도출되었다. 

주제명 중에는 한국십진분류기호와 듀이십진분류기호를 포함하고 있다. 이 

기호는 서지데이터에 056, 082 필드에 존재하고 있으며, 주제명 전거데이터

에 일부분 하나의 주제명으로 선정되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활용

하도록 하였다.

구  분 건  수 비  고

서지데이터에서 KDC,DDC를 가지는 서지데이터 수 3,166,938

서지

데이터
서지데이터에서 출현하는 KDC의 수 36,269

서지데이터에서 출현하는 DDC의 수 111,805

주제명 전거데이터에서 출현하는 KDC,DDC 주제명 수 25,994 주제명DB

표 5 서지데이터에서 출현하는 십진분류기호 현황

서지데이터와 저자명을 연결은 저자명 전거데이터의 제어번호가 필수적이

다. 서지데이터에 저자명 제어번호가 식별되어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대상

으로 분석 및 변환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서브필드 w에 대부분의 

저자명 제어번호가 출현함을 볼 수 있었다. 이중 100, 700, 710 필드를 서지

데이터와 저자명 연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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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비 고

100 1 w 입력지침에 없음

507 a
그래픽자료의 축척주기-대표적 비율 

축척주기

507 w 입력지침에 없음

507 0 0 w 입력지침에 없음

507 1 0 w 입력지침에 없음

507 2 0 w 입력지침에 없음

600 0 8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600 1 0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600 1 8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700 0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700 0 2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700 1 b
부출표목 – 이름에 포함되어 세계를 

칭하는 숫자

700 1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700 1 2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710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710 2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960 1 w field 파악이 안됨

963 w subfield 파악이 안됨

965 w field 파악이 안됨

표 6 서지데이터에서 저자명 제어번호가 출현하는 목록

다. 온톨로지 모델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의 온톨로지는 크게 서지, 주제명, 저자명으로 구분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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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사용하는 어휘는 bibo, dcterms, skos, foaf 어휘를 주로 사용하여 

모델링한다. 서지데이터는 bibo 어휘를 사용하여 대부분 표현이 되어지나 국

립중앙도서관의 KORMARC 필드에서 따로 표현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프로퍼티를 생성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주제명은 skos를 활용하여 주제명 

자체에 대한 표현과 주제명 간의 시소러스 관계를 표현하였으며 시소러스 관

계에 나타나는 언어 관계를 활용하여 label을 구분하였다. 저자명은 사람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어휘인 foaf를 활용하여 생성하였다. 이 온톨

로지의 base uri는 http://nlk.linkeddata.kr/resource/ 를 사용하였으며 prefix

는 nlk로 명시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국립중앙도서관 온톨로지의 클래스 개념도로서 위에서 언급

한 bibo, skos, foaf를 활용하여 각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위클래스로 몇몇 클

래스를 생성하거나 해당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외부 

데이터로의 연결은 COMET, BNB, PODE, LIBRIS, LC 등의 Linked Data와 

연결하였으며 국내의 Linked Data인 KDATA와도 연결하여 지역, 대학, 국가 

등의 데이터가 외부 자원과 연결되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

는 확장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림 11 클래스 개념도

아래의 그림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온톨로지 모델 다이어그램으로서 프로퍼티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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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립중앙도서관의 온톨로지 모델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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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러스 관계 사용 어휘

BT skos:broader

NT skos:narrower

RT skos:related

UF skos:altLabel

NTI skos:narrower (skos:Collection의 skos:member)

ENG skos:altLabel@en

JPN skos:altLabel@ja

ESP skos:altLabel@es

FRA skos:altLabel@fr

GER skos:altLabel@de

CHI skos:altLabel@zn-Hant

GRE skos:altLabel@gr

RUS skos:altLabel@ru

표 7 주제명에 대한 온톨로지 어휘 매핑표

라. RDF 기반 데이터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하기 위해서 RDF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변환은 서지데이터 변환, 주제명 

변환, 저자명 변환, 서지 중심의 내부 관계 변환, 표준부호 변환, 외부 자원

과의 관계 변환으로 구성된다. 서지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KORMARC 필드를 어떤 어휘로 변환할 것인지 매핑정보4)가 필요하다. 따라

서 다른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매핑정보를 작성하여 서지데이터 변환에 활용

하였다. 

주제명 변환은 아래의 표와 같이 시소러스 관계 매핑에 따라 하나의 주제용

어에 대한 관계들을 SKOS로 생성하였고 주제명의 다른 국가 label에 따라 

altLabel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SKOS에서는 특정 Concept이 어떤 

ConceptScheme에서 사용되는지 나타내기 위하여 skos:inScheme 어휘를 사

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를 Linked Data 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분류체계임을 명시하였

다. 

4) 부록 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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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필드 구분 사용 어휘

①제어번호 001 고유 이름으로 사용

②최종수정일 005 dct:modified

③저자명 1001 foaf:name

표 8 저자명에 대한 온톨로지 어휘 매핑표

SWE skos:altLabel@se

SLO skos:altLabel@si

ITA skos:altLabel@it

CZE skos:altLabel@cz

TUR skos:altLabel@tr

POR skos:altLabel@pt

POL skos:altLabel@pl

FIN skos:altLabel@fi

HUN skos:altLabel@hu

ALB skos:altLabel@al

BUL skos:altLabel@bg

DEN skos:altLabel@dk

MON skos:altLabel@mc

NOR skos:altLabel@no

EST skos:altLabel@ee

UKR skos:altLabel@ua

RUM skos:altLabel@ro

국립중앙도서관의 저자명은 제어번호가 식별된 전체 전거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제어번호를 활용하여 URI를 생성, 하나의 자원으로 명시하였다. 

저자의 생몰년을 생년과 몰년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기 위해 각각의 어휘를 생

성하여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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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다른표기

(see 보라항목)

4000

4001

a
rdfs:label

h

d
nlk:birthYear

nlk:deathYear

⑤정보원 670 dc:source

⑥기타 678 dc:description

외부 자원과의 관계 변환은 서지데이터와 해외도서관 간의 서지데이터 연결

과 주제명 연결로 구분된다. 서지데이터 연결은 isbn과 issn을 통해 해외 도

서관 서지와 동일한 개체인지를 식별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 중 

isbn을 가지는 서지가 1,632,214건이고 issn을 가지는 서지가 6,224건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서지와 해외 도서관의 연결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식별

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와 해외 도서관 서지는 owl:sameAs 어휘로 연결을 

생성한다. 

구분 NLK COMET BNB LIBRIS PODE

isbn 1,632,214
25,088

783,284
X

74,663

 111

11,290

isbn10 X X
76,409

2,372,463
X

isbn13 X X
3,667

555,330
X

issn 6,224 X
1,180

70,084
3,579

 0

22

제공형태
Sparql

Endpoint

Sparql

Endpoint
Xsearch

Sparql

Endpoint

비  고

국립중앙도서

관은 isbn10, 

isbn13을 

혼용하여 

사용하며 

isbn으로 

표기하고 있음

isbn total :

      77,246

search API를 

통해 

해당항목과 

연결되는 

자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표 9 서지데이터와 해외 도서관 연결 현황

주제명 연결은 미의회 도서관의 LC Subject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간

의 동일한 주제명을 식별하여 연결한다. 이 연결에는 서지와 LC Subject 연

결이 존재하고, 주제명과 LC Subject간의 연결이 존재한다. 서지-LC Subject 



- 29 -

는 dcterms:subject 어휘를 사용하여 연결이 되고 주제명-LC Subject는 

skos:closeMatch 어휘를 사용하여 연결을 생성하였다. 아래의 표는 주제명 

연결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804,942건의 연결이 생성되었다.

구분 매칭건수
NLK 주제명 

건수
LC주제명 건수

LC Subject(서지-LC) 794,697 318,297 43,965

LC Subject(주제명-LC) 10,245 9,695 10,245

소  계 804,942 - -

표 10 주제명과 LC Subject 연결 현황

3. Linked Data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추진 방향은 현재 시범구축이 끝나고 통합구축 단계이다. 통합구축 

단계에서는 서지, 저자명, 주제명 그리고 국내외 Linked Data와 연결하여 기

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향

후 서비스 구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활용도가 높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서비스의 발굴과 구축을 하여야 한다. Linked Data는 데이터 간에 서

로 링크를 통해 연계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반으로 발전

되어 가고 있다. Linked Data 생명주기인 생성, 관리, 발행, 협업 단계 중 협

업 단계는 발행된 Linked Data와 또 다른 Linked Data와의 협업 및 융복합을 

통해 매쉬업 등 Linked Data Application 서비스를 생성한다. 

응용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 개발하는 과정은 Linked Data를 생성, 관리, 

발행하는 단계만큼 주요한 부분이다. 현재의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연계하

여 보다 가치 있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 Linked Data

의 진가가 발휘된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서비스, Linked Data 

Application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포털 API와 해외 LOD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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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국립중앙도서관의 Linked Data 추진 방향

3.1 웹서비스

현재의 웹 중심의 정보 환경에서 데이터는 주로 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다. 기존의 웹 서비스에 시맨틱웹 기술을 접목한 접근 방법으로 

SWS(semantic web services)를 들 수 있다. 이 SWS 접근 방법은 WS stack 

(UDDI, WSDL, SOAP)에 온톨로지 기반 디스크립션, 즉 시맨틱 어노테이션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의 발견(discovery), 조합(composition), 서비스 중

개(mediation of services)를 자동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프레임

웍으로 WSMO, OWL-S, SAWSDL, 그리고 WSMO-Lite등이 있다. 

SWS는 오랫동안 웹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해왔으나, 이제까지 웹  

상에서 SWS의 영향은 미미하다. 그 이유는 매우 복잡한 개념 모델(highly 

expressive conceptual models)로 인해 솔루션에 적용하기 어렵고, 다양한 

모델로 인해 호환이 어렵기(incompatible)때문이다. 또한 WSDL/SOAP 기반

의 웹 서비스 자체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의 숙련된 expert에 의해

서만 접근 가능하다.

이와는 다르게 Web 2.0과 함께 등장한 Open API와 RESTful services는 

URIs, HTTP, XML 그리고 JSON과 같은 기술 스택의 단순성으로 인해 현재 

웹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closed 데이터 사일로로부터 이

러한 Web APIs와 RESTful services를 이용한 데이터 공개와 접근의 경향은 

새로운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념으로 다양한 웹 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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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로운 솔루션으로 만드는 매쉬업의 개념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web 

2.0 기술에 주목한 일부 연구자들은 이 경량화된 웹 서비스를 위한 시맨틱 

어노테이션 방법으로 SA-REST와 MicroWSMO를 제안하였다. 

한편 2006년 Tim Berners-Lee에 의해 제안된 Linked Data는 DBPedia를 

중심으로 한 Linked Open Data Cloud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경량화된 온톨

로지로 표현된 대량의 데이터를 HTTP URI와 RDF, Sparql 같은 표준을 통해 

웹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서로 연계함으로써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이터 웹(the Web of Data)을 목적으로 하는 Linked Data는 기존의 시맨틱 

웹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매쉬업(조합)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Linked 

Open Services 또는 Linked Services 등의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등장

하여 기존의 시맨틱웹 서비스 연구에 Linked Data의 접근방법을 접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서비스(e.g., WSDL과  Web APIs)와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 모델(e.g., OWL-S, WSMO-Lite)을 포괄하는 경량화된 

온톨로지로 서비스를 디스크립션하고 이를 Linked Data로 웹에 공개 발행하

는 방식을 취하고, 나아가 Linked Data와 다양한 웹기반 데이터/서비스들을 

서로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가. Linked Services 

 대표적인 연구인 iServe는 WSDL 서비스 및 Web APIs를 포괄하는 다양한 

형식화(formalism)( e.g., SAWSDL, WSMO-Lite, MicroWSMO 등)의 상호 호

환을 위한 공통 데이터 모델로서 MSM(the Minimal Service Model)을 정의한

다. iServe는 MSM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델을 공통의 모델에 맵핑하여 다양한 

모델에 따라 기술되어 있는 서로 다른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공통의 상호 호

환이 가능한 RDF 형식의 시맨틱 어노테이션으로 자동으로 변환한다. 

 iServe는 간단한 구조로 표현되는 서비스 명세를 Linked Data 원칙을 적용

하여 발행하는 개방형 서비스의 시맨틱 어노테이션 발행 플랫폼으로 특히, 다

음과 같은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도출되었다. 

 시맨틱은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최소한의 자동화 수준

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

 서비스의 어노테이션은 최대한 단순화

 웹에서 커스터마이징하여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경량화 

된 온톨로지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복잡한 모델의 확산을 방지

 web APIs, RDF, 그리고 SPARQL을 포함하여 웹상에 사용되는 

다양한 접근방식과 표준들을 포괄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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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야 함

 Linked Data 원칙은 인간과 기계의 데이터 소비를 위한 대용량의 

시맨틱 데이터 발행을 위한 적절한 도구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셋 간의 링크는 공개된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성을 위해 중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MSM(the Minimal Service Model)은 

Web APIs, WSDL, WSMO 등의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포괄하는 최소한의 경

량화된 온톨로지로 설계되었다. 

그림 14 iServe의 개념모델인 MSM

 단순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목적에 적합한 서비스 발견(match 

making), 구동(invocation)을 위한 주요 기능을 기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SM은 WSDL, WSMO 기반 웹 서비스 명세, OWL-S 서비스 그리고 

WSMO-Lite와 MicroWSMO 서비스 명세간의 매우 포괄적인 RDF 매핑을 제공

한다. 다양한 포맷의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다룰 수 있는 임포트 매커니즘과 

함께 rdfs:isDefinedBy 링크를 제공하여 원래의 서비스 어노테이션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owl:sameAs 링크를 통해 같은 서비스에 대한 다른 포

맷의 서비스 어노테이션간의 연계를 제공한다. 

iServe Platform은 Linked Data 원칙에 따라 이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HTTP 

URI를 통해 웹에 공개, 발행하고 이를 질의, 검색할 수 있도록 Sparql 

Endpoint을 제공하며, 이용자가 RESTful API를 통해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업

로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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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inked Open Services 

 Linked Open Services(LOS)의 접근방법은 LOD endpoints와 일반적으로 

WS-* 스택에 기반한 서비스와 함께 RESTful 서비스를 조합하고 RDF와 

SPARQL에 기반한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 디스크

립션은 어떻게 각 서비스가 RDF 데이터의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기능하는지 

기술한다. 이것을 통해 시맨틱웹에서 말하는 에이전트라는 원래 비전에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며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맨틱 표현으로 서비스 메

시징을 서로 연계하는 소위, ‘lifting and lowering'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재의 

연구결과를 재사용하여 확장하였다. 

@prefix sparql: <http://www.w3.org/TR/rdf-sparql-query/#> .

@prefix sawsdl: <http://www.w3.org/ns/sawsdl#> .

@prefix wsl: <http://www.wsmo.org/wsmo-lite#> .

@prefex posm: <http://www.wsmo.org/ns/posm/0.1#> .

@prefix geo: <http://ws.geonames.org/> .

geo:search rdf:type posm:Service;

posm:hasInputMessage [sawsdl:modelReference _:input];

posm:hasOutputMessage [sawsdl:modelReference _:output];

sawsdl:loweringSchemaMapping

<http://www.LinkedOpenServices.com/ex/geo/search.sparql> .

_:input rdf:value "?x geo:name ?name ."ˆˆˆˆsparql:GraphPattern .

_:output rdf:value "?x wgs84:lat ?lat; wgs84:long ?lng ."ˆˆˆˆ...

표 11 GeoNames의 검색 서비스를 위한 경량화된 서비스 디스크립션

 주요한 컨셉은 LOS가 서비스의 입력, 출력 파라미터로 RDF 데이터셋으로

부터 검색된 RDF 데이터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SPARQL-driven 

접근방식을 채택,  SPARQL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입력, 

출력되는 변수를 Web API의 파라미터에 대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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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Linked Open Services Composition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다양한 Web 기반 서비스들이 SPARQL로 정의되는 

Linked Data 소비를 위한 프로세스(Process)들과 함께 서비스로 조합

(composition)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웹 서비스 관점에서 프로세스의 분

기를 위해 SPARQL의 ASK 쿼리를 이용하고 최종 서비스의 결과를 

CONSTRUCT 쿼리를 통해 서비스 구동을 위해 서비스로 전달하기 위한 시맨

틱 데이터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시맨틱 데이터는 실제 웹서비스 구동을 위해 

필요한 SOAP 메시지로 재구성(lowering)되어 전달된다.  

다. LIDs (Linked Data Services)

 LIDS는 서비스에 대해 Linked Data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Semantic Web으로 잠자고 있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또한 형식화된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통해 (반)자

동 서비스 발견과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웹 APIs와 같은 정보 서비스와 Linked Data를 통합하려는 LInked Data 

Services(LIDS)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Linked Data 인터페이스

를 생성하여 웹 APIs를 통해 접근하는 데이터를 Linked Data에 연계하는 접

근 방식을 취한다. 웹 APIs의 파라미터를 키-값 쌍으로 인코드하여 서비스 

input으로 표현되는 엔티티에 대해 URI를 부여하고, HTTP GET 프로토콜을 

통해 URI를 역참조했을 때 서비스 입력 엔티티, 서비스 출력(output)에 대한 

연결 관계와 출력 데이터 자체를 RDF 디스크립션을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를 

wrapping한 후 input/output을 통해 동적으로 Linked Data와 연계하는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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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통해 주어진 서비스에 매칭되는 데이터를 Linked Data로 연계, 확장

한다.

 예를 들어, GeoNames의 “findnearbyWikipedia" 서비스에 대한  LIDS 래

퍼(wrapper)는 다음과 같은 URI로 표현된다.

http://geowrap.openlids.org/findNearbyWikipedia?lat=37.416&lng=-122.1

52

 이 서비스 URI를 룩업하면 위키피디아로부터 근처의 장소에 대한 URI와 

그 지점(point)가 가리키는 “비정보적인” URI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리턴한

다.

@prefix dbp: <http://dbpedia.org/resource/> .

<http://geowrap...Wikipedia?lat=37.416&lng=-122.152#point>

foaf:based_near dbp:Palo_Alto%2C_California ;

foaf:based_near dbp:Packard%27s_garage .

#usa-palo-alto-hq와  

http://geowrap.openlids.org/findNearbyWikipe

dia?lat=37.416&lng=-122.152#point 가 동일함을 표현하기 위해 

owl:sameAs 를 사용하여 URI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 될 수 있다.

[endpoint](pars)#InputName

pars = ?parameter1=value1&parameter2=value2&...

 LIDS에서는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위해 LIDS를 SPARQL 쿼리에 대입하는 

디스크립션 프로퍼티와 클래스를 정의한다. 서비스 디스크립션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주어진다. 

CONSTRUCT  [io-relation]  FROM [endpoint]

WHERE  [input] 

 input : 요구되는 input 값과 상호간의 관계. input 관계에서의 변

수들은 서비스 파라미터이다.

 endpoint : 서비스 호출을 구성할 때 베이스 URI로 사용되는 URI

 io-relation : input 변수중의 하나를 output 변수에 연결. output

은 반 구조적인 데이터일 수 있고 암묵적으로 확장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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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위의 GeoNames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ONSTRUCT  ?point foaf:based_near ?feature 

FROM <http://geowrap.openlids.org/findNearbyWikipedia>

WHERE  ?point geo:lat ?lat . ?point geo:long ?lng 

 여기에서 ?feature라는 변수는 서비스에 의해 그 값이 바인딩되고 [input], 

[iorelation]에 나타나는 변수는 서비스 호출을 위한 URI를 만들 때 입력 오브

젝트로 치환된다. 현재 존재하는 Linked Data는 자동적으로 LIDS와의 링크를 

통해 더욱 풍부해질 수 있고 Linked Data와 Web API를 연계함으로써 데이터 

서비스간의 매쉬업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6 RDF와 LIDS의 연계

라. 웹서비스  활용

웹서비스의 목적은 RDF 형태의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

록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SPARQL을 모르더라도 RDF 형태의 데

이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형

태로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용자 편의성을 갖추어 일반적인 형태의 데

이터로서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립

중앙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웹서비스는 기본적인 검색, 자동완성, 패싯(facet) 

검색, OpenAPI 등이 있다. 

검색은 웹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누구나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준다. RDF 형태의 데이터에서 정

보를 찾기 위해서는 SPARQL을 활용하여 자신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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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제공하기 위해 검색 웹서비스가 제

공되어야 한다. 

검색 서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검색 혹은 인스턴스 검색으로 구성된

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 서비스를 구성하고자 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은 

인스턴스에 대한 특정 키워드 검색을 할 때 SPARQL에서 제공하는 filter나 

regex으로는 속도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검색을 위한 별도의 보

완책이 필요하다. 

검색 서비스의 활용 측면은 처음 국립중앙도서관 Linked Data를 접하는 사

용자가 자신이 찾고자 하는 문헌정보 혹은 책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웹에서 

정보를 찾을 때와 같이 손 쉬운 키워드 입력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유용하다. 검색된 정보는 Linked Data Application을 통해 또 다른 정

보의 탐색이나 확장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완성 서비스는 검색 서비스와 병행되어지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어떠

한 정보를 검색을 할 때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도록 도와주

는 기능이다. 크게 사용자가 자주 찾는 검색어 문자를 활용하여 자동완성 대

표어로 목록이 저장되고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 시 저장된 목록의 텍스트와 

일치되는 검색어를 제공하는 방법과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 시에 Linked 

Data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텍스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데이터를 미

리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Linked Data 

자동완성 서비스는 후자에 가깝게 설계를 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어를 입력 시에 입력하는 검색어와 일치하는 정보들을 미리 보여 

줌으로서 정확한 검색어의 입력 유도와 시간 단축,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책 제목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의 완전한 제목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서비

스를 통해 자신이 찾고자 하는 책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검색 목

적을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패싯 검색 서비스는 검색 결과를 확장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을 지원하고, 각 분야 당 몇 개의 결과가 검색되었는지 등과 같이 동일한 항

목에 대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 준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

의 자료이용에 편리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편리한 기능이 국립중

앙도서관 Linked Data 이용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패싯 검색 서비스는 DBpedia에서 활용하고 있듯이 사용자가 어떠한 키워드

를 통해 정보를 찾고자 할 때 그와 관련된 동일한 항목 별로 공통된 속성에 

따라 분류를 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다각적 관점에서 개별적

인 구조화를 제공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찾고자 했던 정보 이상의 결

과를 안겨다 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검색 서비스, 자동완성 서비스, 패싯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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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QL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모듈이 필요하다. 사용자는 단순 키워드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 입력만을 요구하고 해당 모듈을 통해 검색 질의, 자동완

성 질의, 패싯 분류 및 검색 질의를 가능케 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향후 국

립중앙도서관 Linked Data를 활용한 응용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듈의 설계 및 구축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웹서비스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림 17 DBpedia의 패싯 검색 서비스

OpenAPI를 통한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PI 파라미터에 따라 

SPARQL로 생성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에는 수동으로 하나씩 

API를 설계하고 SPARQL을 미리 생성하여두는 방법과 파라미터에 따라 자동

으로 생성되도록 모듈을 구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의 OpenAPI에 제안하는 방법은 후자의 방법으로 사용자로부터 파라미터의 

값을 입력을 통해 SPARQL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결과를 반환하도록 API를 설계하고 기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2 Linked Data Application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은 Linked Data 구조에서 다음 요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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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된 데이터 표현과 접근: 다양한 데이터 정보원으로부터 

Linked Data를 통합하는 것은 Web 2.0APIs로부터 데이터를 통

합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왜냐하면 Linked Data는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과 접근 메커니즘을 지니며, self-descriptive 방식으

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openness of the web of data: Linked Data 아키텍처는 공개되

며, 실시간으로 새로운 데이터 정보원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정보원이 데이

터 웹에서 사용가능해질 때 바로 그것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Linked Data의 이용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으로, 현재 등장한 어

플리케이션은 주로 1세대이고 이는 상당한 진화를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미 미래에 등장할만한 하며, Linked Data 영역에서 출현할만한 어

플리케이션의 구조적 패턴을 보여준다. Linked Data의 어플리케이션은 

generic applications과 domain-specific applications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

로 분류할 수 있다. 

가. Genetic Applications

Generic Applications는 Linked Data 브라우저와 Linked Data 검색엔진으

로 구성된다. Linked Data 브라우저는 RDF 링크에 따라서 데이터 소스를 연

결시키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Disco hyperdata browser : 하이퍼텍스트 검색 방식을 the web 

of data에 바로 적용하였다. 단일의 데이터 아이템의 연결도 가

능하고, 대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Tabulator browser : the web of data로 검색할 수 있고, 그것의 

일부를 통제된 방식(in online mode)으로 제시할 수 있다. 

 cf. Tabulator 와 Marbles : 데이터 브라우저로, 이들은 다른 소

스에 있는 같은 의미를 지닌 데이터가 합쳐지는 동안에 데이터의 

출처를 추적한다. 

 LinkSailor : 최근에 출시된 Linked Data 브라우저로, 타뷸러 

(tabular) 소스 보기에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 외에도, 데이터 성

격에 맞게 의미있는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배열하기 위

해 디스플레이 템플릿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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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D Browser Switch : 구체적인 Linked Data URI를 다른 

Linked Data 브라우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림 18 Marbles Linked Data 브라우저

위의 그림은 Tim Berners-Lee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Marbles의 브라

우저 화면으로 색깔이 있는 원은 다른 데이터 정보원들과의 병합임을 나타내

고 있다.

Linked Data 검색엔진은 단순히 검색 결과에서 질문된 키워드가 있는 소스

의 문서를 제공하기 보다는 데이터의 근본적인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더 풍

부한 상호작용을 위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Falcons는 이용자들이 

클래스에 의해서 검색결과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기능은 양

질의 필요한 정보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결과를 제한할 수 있는 효과를 주었

다. 지금까지 다양한 Linked Data 검색엔진이 존재하며, 각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ig.ma : 이 검색엔진은 웹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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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을 적용하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여주기 템플릿을 적용한다. 

 VisiNav : 웹 데이터에서 복잡한 질문을 처리한다. 이용자들이 만

든 질문에 대해 구글이나 야후가 응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

히 정확한 정보(직접적인 URLs) 를 제공한다. 

Sig.ma, VisiNav, SWSE, Falcons이 인간 중심의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반

면에, 배포된 Linked Data 외에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을 다루기 

위해, 다른 유형의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Sindice, Swoogle, Watson과 같은 

색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APIs를 제공한다. 이들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였지만, Sindice는 인스턴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Swoogle와 Watson은 쿼리와 관련된 확실한 개념의 범위를 제공

하는 온톨로지를 찾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9 Rich Snippers 형태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Google 검색 결과

웹 데이터 이상의 검색을 지향하고, 개발자들이 웹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는 uberblic으로 데이터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레이

어 역할을 하며, 정보를 통합하고, 중앙 레파지터리로 조화시키고, 개발자 

APIs를 통해서 이러한 레파지터리로 접근을 제공한다. 

구글이나 야후와 같은 전통적인 검색엔진도 그들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조

화된 데이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구글은 검색 결과를 확장하기 위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응답해주기 위해 추출된 데이터를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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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omain-Specific Applications   

 특정한 사용자의 요구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Linked Data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다. 

 data.gov, data.gov.uk : 정부데이터의 결합과 시각화 

 ex. US Global Foreign Aid Mashup (그림 6.5) :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the Department of State의 데

이터를 이용하고, the New York Times와 the CIA World 

Facebook의 데이터들과 결합

 dayta.me, paggr.dayta.me : 개인적인 정보 관리자

 Talis Aspire : educators들이 learning 리소스 (책, 저널 아티클, 

웹페이지 등)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Linked Data의 

어플리케이션으로 Talis Platform에 기반하여 PHP로 쓰여지며, 

이는 Linked Data의 저장, 관리, 접근을 위한 것이다. 현재 수많

은 대학의 수천명의 학생들에 의해 이용 

 DBpedia Mobile : 여행자들이 도시를 검색할 수 있는 Linked 

Data 어플리케이션으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 의해 이용

 Life Science : 바이오 메디컬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

션으로, 200개 이상의 오픈된 온톨로지의 지식에 의지하여 운영

 Research Map : 구체적인 FOAF 프로필이 어떻게 발견되고 통합

되지는 보여주는 Linked Data 매쉬업

 Faviki : social bookmarking tool

 Shortpedia, the Semantic MediWiki-Linked Data Extension : 

Linked Data가 wiki-environment 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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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US 정부의 다양한 부처의 데이터를 매쉬업한 US Global Foreign Aid 

Mashup

다. Linked Data Application의 구조 

Linked Data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는 매우 다양하고 개별 유즈케이스에 따

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Crawling Pattern : RDF 링크를 항해함으로써 Web of Data를 크

롤링하는 이 패턴을 구현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하여 통합된 뷰로 어플리케이션의 상위 레이어에서 

이것을 제공한다. 이 크롤링 패턴은 구글, 야후와 같은 전통적인 

웹 검색 엔진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 크롤링 패턴은 크롤러에 의

해 발견된 새로운 소스가 있을 때마다 데이터가 증가하는 개방형 

데이터 최상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적합하다. 그러나 이 

패턴의 단점은 데이터가 중복되고 크롤러가 특정 간격에만 재크

롤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On-The-Fly Dereferencing Pattern : 이 패턴은 Linked Data 브

라우저에 의해 구현되는 패턴으로 URI가 역참조되고 어플리케이

션이 데이터를 요구할 때 링크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 패턴

의 장점은 어플리케이션이 낡은 데이터를 절대로 처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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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다. 단점은 어플리케이션이 수 천 개의 URI를 백그라

운드에서 역참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오퍼레이션이 

매우 느리게 작동하게 된다는 점이다.  

 The Query Federation Pattern : 쿼리 통합 패턴은 복잡한 쿼리

를 고정된 데이터 정보원의 셋에 보내는 것으로 역참조가 가능한 

URI를 통해 웹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만약 데이터 정보

원이 SPARQL endpoints를 제공한다면 사용가능하다. 이 패턴은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한 데이터 정보원을 로컬에 복사할 필요 없

이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의 단점은 

많은 데이터 정보원에 대한 조인 쿼리가 복잡하다는 것이므로  

쿼리 실행 플랜의 퍼포먼스를 찾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이 쿼

리 통합 패턴은 작은 규모의 데이터 정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

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 쿼리 통합 패턴 안에서 데이터 정보

원 발견을 제공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정보원 간의 링

크를 따르거나 voiD 디스크립션을 이용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구조는 Linked Data 어플리케이션의 특정한 요구에 

달려 있지만 특정한 패턴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정보원의 수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신선도(freshness)

 쿼리와 이용자 인터랙션에 요구되는 응답시간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새로운 데이터 정보원을 발

견하고자 하는 범위

그러나 포괄성(scalability)의 문제는 on-the-fly 링크 항해 및 통합 쿼리와 

유사한 문제로 광범위한 크롤링과 캐싱이 대규모의 데이터 정보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크롤링 패턴을 구현하는 Linked Data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를 보여준다. 웹에 발행되는 모든 데이터는 Linked Data 원칙에 따라 거대한 

글로벌 그래프가 된다. 이 논리적인 그래프는 Web of Linked Data Layer로 

그림 하단에 묘사된다. 크롤링 패턴을 구현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전형적으로 

데이터 접근, 통합 그리고 저장 레이어에 나타나는 모듈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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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크롤링 패턴을 구현하는 Linked Data Application 구조

 Web of Data에 접근 : 웹상의 Linked Data에 접근하기 위한 기

본적인 도구는 HTTP URI를 역참조하여 RDF 디스크립션을 제공

하고 RDF 링크를 항해함으로써 부가적인 sep이터 정보원을 발견

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데이터는 Linked Data 검색 엔진을 통

해 발견될 수 있고 SPRARQL endpoints나 RDF 데이터 덤프의 

형태로 접근될 수도 있다.

 Vocabulary Mapping : 서로 다른 Linked Data 정보원은 같은 정

보를 표현하는 데 다른 RDF vocabularies를 사용할 수 있다. 웹 

데이터가 가능한 한 많이 이해될 수 있도록 Linked Data 어플리

케이션은 다양한 용어(vocabularies)를 하나의 타겟 스키마로 변

환해야 한다. 이 변환은 용어 관리자, 데이터 제공자 또는 제 3의 

공급자에 의해 웹에 발행된 용어의 링크에 의존할 수도 있다. 어

플리케이션에 알려지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하는 Linked Data 어

플리케이션은 자신의 스키마에 데이터를 매핑하기 위해 웹을 검

색해서 적용할 수 있다. 

 Identity Resolution : 다양한 Linked Data 정보원은 다른 URI를 



- 46 -

같은 엔티티를 정의하는데 사용한다. 데이터 정보원은 

wol:sameAs 링크를 제공하여 실세계에서 같은 엔티티를 가리키

는 데이터를 연결한다. 데이터 정보원이 이러한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Linked Data 어플리케이션은 부가적인 링크를 발견하

기 위해 identity resolution heuristics를 사용할 수도 있다. 

 Provenance Tracking : Linked Data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정

보원의 공개 셋으로부터 오는 데이터에 의존한다.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종종 데이터를 지역적으로 캐쉬하기는

데 캐쉬된 데이터는 데이터 provenance를 유지하는 것이 데이터

의 질을 관리하고 요구가 있을 때 원래의 정보원으로 갈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중요하다.

 Data Quality Assessment : 웹의 공개성 때문에 모든 웹 데이터

는 질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Linked Data 어플리

케이션은 따라서,  웹 데이터를 사실(fact)라기 보다는 다양한 정

보원에 의해 주장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데이터 질의 문제

는 어플리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알려진 데이터 정보

원으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이 오픈 웹으로부터 데이터를 통합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데이터 질의 평가 방법을 채택하

여 다루어야 한다. 

 Using the Data in the Application Context : 위의 태스크를 완

료한 후, 어플리케이션은 정제되고 통합된 웹데이터를 더욱 지능

적인 처리를 위해 확장, 사용한다. 이러한 처리는 다양한 형태(테

이블, 다이어그램, 또는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로 이용자에게 데이

터를 제공하거나, 더욱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조합하

거나 발굴하기 위해 암묵적인 관계를 명시적으로 만들기 위한 로

컬 추론을 채택하기도 한다.

3.3 주요 포털 API 활용 

웹 2.0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개방’과 ‘참여’를 통해 사용자 스스

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공유할 뿐 아니라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

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예로 포털들의 API 공개를 들 수 있다. 해외에서는 구

글이 API를 공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의 API가 공개되고 있다. 공개된 

API를 활용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 APi를 활용해 자유

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개된 API의 목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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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API명
API주소

설명

다음

책검색

http://apis.daum.net/search/book

모든 책 서비스에 대한 검색 결과를 외부 개발자 및  사용자에게 XML 

형식으로 전달

다음 책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책에 대한 서지 정보 및 리뷰 

본문검색 서비스를  제공

로컬

http://apis.daum.net/local/geo/addr2coord

주소→좌표 변환API는 주소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WGS84 경위도 

좌표를 XML, JSON(P)형태로 반환

로컬

http://apis.daum.net/local/geo/coord2addr

좌표→주소 변환API는 좌표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주소를 XML, 

JSON(P) 형태로 반환

영화콘텐츠

http://apis.daum.net/contents/movie

모든 영화들에 대한 콘텐츠결과를외부개발자 및 사용자에게 XML, 

JSON(P)형식으로 전달

네이버

책

http://openapi.naver.com/search?key=test&target=book

제목뿐 만 아니라 저자, 출판사, 카테고리별 검색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

영화
http://openapi.naver.com/search?key=test&target=movie

다양한 영화의 정보를 제공.

영화인
http://openapi.naver.com/search?key=test&target=movieman

다양한 영화인들의 정보를 제공

백과사전

http://openapi.naver.com/search?key=test&target=encyc

두산백과사전Encyber,네이버백과사전,네이버테마백과,네이버캐스트,위

키백과,향토문화대전,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자연도감식물정보,자연도감

동물정보,음식재료정보,용어사전

전문자료

http://openapi.naver.com/search?key=test&target=doc

전문자료API는 학술논문, 레포트, 전문기관의 보고서 등 의 

학술자료들을 제공

표 12 국내 오픈 API의 목록 일부

http://www.data.go.kr, http://www.smac.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의 표는 현재 공개된 API 중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와 연결하여 활용할 가능

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목록을 발췌하였다. 국내 포털 중 다음과 네이

버는 책, 영화, 지역, 백과사전, 전문자료 등의 데이터를 공개 API로 제공하

고 있다. 인증키를 획득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의 서지, 주제명, 저자명과 연계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으리라 예

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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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서관

초록정보항

목조회

https://openapi.nanet.go.kr/nadl/rest/detailinfoservice/abstract

초록정보항목조회

상세정보항

목조회

https://openapi.nanet.go.kr/nadl/rest/detailinfoservice/detail

상세정보항목조회

MARC정보

항목조회

https://openapi.nanet.go.kr/nadl/rest/detailinfoservice/toc

MARC정보항목조회

해제정보항

목조회

https://openapi.nanet.go.kr/nadl/rest/detailinfoservice/marc

해제정보항목조회

가. 가상 시나리오

 대학생 A씨는 방학을 맞이하여 기본 소양을 쌓고자 독서를 할 계획을 세

웠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중인 자료를 검색하여 방학 동안에 읽을 책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Linked Data 검색사이트를 접속하

였다. 여러 가지의 책들을 선택해 놓았는데 그 책들의 채에 대한 소개, 저

자에 대한 소개, 목차, 그리고 먼저 읽은 독자들의 리뷰가 궁금해졌다. 지

난 방학 때는 검색한 책들의 제목을 하나씩 포털사이트에서 입력하여 직

접 찾아보아야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서비스가 오픈되어 클릭 한번 만으

로 자신이 궁금해 하는 책들의 부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네이버 책 API, 다음 책검색 API를 통해 포털사이트

의 데이터를 가져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와 연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덕분에 A씨는 수고롭지 않고 만족할 만한 내용을 획득하고 손쉽게 

읽을 책 목록을 작성하였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B양은 평소에 궁금한 것들을 웹을 통해 자주 찾

아보는 학생이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웹 검색을 하던 중 국립중앙도서관의 

Linked Data 서비스가 오픈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궁금하여 사이트에 접속

하였다. 다양하게 연결된 데이터들을 클릭하고 보던 중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 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참을 보던 중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생소한 단어들을 포털 백과사전에 입력하여 찾아 궁금증을 해결

하던 중에 Linked Data 사이트에서 검색 응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B양은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포털의 백과사전 API와 연계된 서비스를 통해 생소한 용어들에 대

한 설명을 찾아보고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K씨는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참고자료를 찾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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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웹 검색을 실시하던 중 국립중앙도서관의 Linked Data를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위논문들을 소장하고 있음을 알고 SPARQL을 통해 학위논

문 중에서도 자신이 찾고자 하는 내용의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소장번호와 

논문에 대한 기초정보를 획득하였으나 다른 정보를 알 수가 없었지만 포

털사이트의 전문자료 API와 연계가 되는 서비스가 있음을 발견하고 곧바

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인 L씨는 국립중앙도서관 Linked Data를 통해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도서들을 찾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찾고자 했던 책의 출판사 

혹은 저작기관을 보게 되었다. L씨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단순한 

링크가 아니라 이 기관의 위치를 알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검색페이지를 살펴보던 중 지역 API와 연계된 응용서비스를 찾

게 되었다. 지체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클릭하니 포털사이트의 지역 API

를 통해 해당 기관의 좌표값이 화면에 보여 지고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해

당 좌표의 위치가 지도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L씨는 다시 ‘지

도에 위치를 나타내는 것 말고 실제 이 위치의 주소를 알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화면에 하이라이트된 서비스가 눈에 들어왔다. 좌

표를 통한 주소 찾기 API였다. 그 서비스를 선택하는 순간 자신이 국립중

앙도서관에서 찾은 책의 저작기관의 위치를 지도로 확인하고 그 기관의 

주소를 한꺼번에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연결된 데이터가 이렇게 좋은 서비

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놀라게 되었다.

위의 간단한 4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Linked Data의 장점 및 활용 가

능성을 볼 수 있다. 또한 포털의 API를 활용함으로서 정보의 공유, 연계, 확

장이 가능하고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 API 활용 예시

위의 가상 시나리오 중 지역API를 활용하여 서지데이터의 저작기관의 위치

정보와 주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3개의 포털 API와 1개

의 코드변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국립중앙도서관 Linked Data로부터 SPARQL 질의를 하여 서지데

이터의 저작기관명을 받아온다.

SELECT ?label 

W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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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번호 dct:creator ?o .

   ?o rdf:type foaf:Organization .

   ?o rdfs:label ?label .

}

 국내 포털 중 네이버에서는 기관, 단체명을 입력하면 좌표값을 

반환해주는 지역 API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위 단계에

서 획득한 기관명인 label을 인수로 하여 API에 요청을 한다.

h t t p : / / o p e n a p i . n a v e r . c o m / s e a r c h ? k e y = 인 증 키

&query=label&target =local

위의 URL을 입력받은 지역 API는 출력 결과로 mapx, mapy라는 

엘리먼트 값으로 좌표값을 전달해 준다. 이때 이 좌표값은 카텍 

좌표계 값이다.

 네이버 지역 API를 통해 획득한 기관의 좌표값은 카텍 좌표값 임

으로 이를 경위도좌표로 변경해 줄 필요가 있다. 카텍 좌표값을 

경위도좌표로 변환해주는 소스코드는 오픈코드로 존재하기 때문

에 손쉽게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위도 좌표값을 획득한 후 국내 포털 다음의 좌표주소변환 API

를 활용하여 경위도 좌표값을 요청 변수로 지정하여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좌표에 따른 주소를 반환받을 수 있다.

http://apis/daum.net/local/geo/coord2addr?apikey=인증키&long 

itude=xx,xxx&latitude=yy.yyy

 위의 단계에서 획득한 기관명, 기관의 좌표, 기관의 주소명을 이

제 지도 API를 활용하여 지도를 가져와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좌

표에 기관의 이름과 기관의 주소명을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포털 

API를 매쉬업한 하나의 서비스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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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포털 API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예시

3.4 해외 LOD 활용

Linked Data를 통해 관련된 데이터를 서로 연결(link)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데이터를 URI와 RDF, HTTP를 통해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

로, 내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도 Linked Data로 연결되면 하나

의 지식베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



- 52 -

 Linked Data를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

터가 이미 존재하는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시스

템의 사일로(silo) 문제에 의해 발생된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맨틱웹 표준인 RDF 형태의 데이터로 발행하므로 마치 하나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처럼 질의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데이터 통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URI로 구별되는 데이터 리소스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가능

하고, SPARQL Endpoint를 통해 SPARQL 질의가 가능하며, 이를 

응용 프로그램상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OpenAPI에 비해 데이

터 접근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어 데이터 지향의 매쉬업을 할 수 

있다. 

 초창기의 웹과 같이 데이터의 자유로운 연결과 이용은 새로운 데

이터를 생산하고, 양질의 데이터는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는 데이

터 네트워크화(Network of Data, Cloud of Data)가 지속될 것이

다. 또한, 초기에 LOD Cloud에 진입한 데이터 셋들은 향후에 선

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가. LinkedBrainz

MusicBrainz는 음반 데이터베이스로, 오디오  CD와  MP3  등의  디지털  

음악  트랙을  포함하며, 곡에 대한 메타데이터(음악가, 곡 제목, 앨범 제목, 

트랙 번호, 출시 날짜, 오디오 트랙 시그내처, CD Disc ID 등)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음악 백과사전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

료를 채우고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메타데이터 표현 방법에 대

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간단한 수정을 반

영할 수 있으며, 음반을 새로 추가하는 등의 편집은 사용자들의 투표를 통해 

반영하는 방식을 따른다.

LinkedBrainz는 MusicBrainz Database를 Linked Data로 발행(Publish)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LinkedBrainz는 방대한 MusicBrainz의 데이터베이스를 

Linked Data로 발행하여 연계함으로써 음악 정보 공동 활용 선진화에 앞장서

고 있다. 대상으로는 음악가(Artists), 앨범(Albums), 트랙(Tracks)정보 등이

며, 이러한 정보들을 Linked Data로 발행하여 음악 관련 커뮤니티나 정보 서

비스 사이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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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he NewYork Times

미국의 유명 언론 기관인 The NewYork Times는 지난 150년 동안 기록이

나 문헌의 내용을 표현하는 색인어-주제형 표목을 정리한 The NewYork 

Times Index를 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주제 아래에 관련된 기사를 

모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기사 데이터가 오랫동안 

쌓이면, 그 가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난 2009년에 Topic이라

는 이름으로 Linked Data 프로젝트로 개발하여 공개하였다. Topic에는 약 3

만 건의 키워드가 등록되어 있는데, 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양한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연동해 쓸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를 위

해서 Freebase, DBpedia 그리고 GeoNames와 정보를 연계하였으며, 2009

년 10월 공개한 인명 주제형 표목 약 5,000건에 이어 2010년 1월 기관명, 

기업명, 지명 등 약 5,000건의 주제형 표목을 Linked Data로 발행하였다. 공

개한 Linked Data는 출처만 밝히면, 어떤 용도로든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

다. OWL, SKOS, Dublin Core, 그리고 Creative Commons의 내용을 담고 

있는 RDF/XML, HTML문서 형태로 제공하며, 기사검색 API를 개발자 네트워

크를 통해 공개하였다. NewYork Times가 구성하고 있는 Linked Data 서비스

를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Linked Data를 이용한 NewYork Times의 서비스 구성

NewYork Times는 또한, Developer Network를 통해 SPARQL 사용법, API 

사용법 등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며, NewYork Times를 이용한 매쉬업 방법 

등을 장려하고, 외부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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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핀란드 FinnONTO

핀란드는 기업들이 서로 협력적이며, 지능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FinnONTO를 개발하였다. 핀란드 국립 도서관에

서 개발한 시소러스인 YSA(Finnish General Upper Ontology ) 및 Mesh 등을 

SKOS를 이용하여 매핑하고 서로 연계하여 공통 온톨로지를 구축한 것이 

FinnONTO이다.

 FinnONTO는 시맨틱웹 온톨로지 인프라 스트럭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

발하려는 프로젝트이며, 이 중 하나로 ONKI는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웹상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메타데이터에 연결하여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

기 위한 온톨로지 프로젝트이다.  2008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36,000명의 

방문자와 104,000번의 방문을 기록하는 등 이용자들의 참여율도 높아 시맨틱

웹 기반 정보 서비스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약 40여 개의 도메

인을 가지고 역사, 문화, 자연과학, 의학 정보, 경영 정보, 지리 정보 등의 분

야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대부분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예로 Health Finland는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촉진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포털로 다이어트, 운동, 금연, 건강 생활 등에 관한 콘

텐츠를 온톨로지와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하나의 포털에서 집합적인 콘텐츠

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카테고리는 라벨과 위계로 위치가 결정된 하위 개념

을 가지고 있으며, 검색어가 입력되면 등록된 라벨과 위계에 맞게 콘텐츠를 

일치시켜 제시한다. ‘다이어트’에 대해 검색을 하면 온톨로지 맵을 따라 ‘다이

어트’에 관한 것뿐 아니라 관련 개념인 ‘몸무게 조절’, ‘체중 감량’, ‘식이요

법’, ‘에너지 섭취’등의 하위 개념과 연결하여 추천도 해준다. ONKI가 제공하

는 대부분의 온톨로지는 현존하는 백과사전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졌지만, 사

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매우 진화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ONKI Selector는 

사용자가 작성한 주석 같은 메타데이터와 해당 개념을 바로 연결할 수 있도

록 ‘Fetch button’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맨틱웹이 웹2.0의 집단 지성과 결

합되는 양상으로, 이용자를 사회적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ivity)과 정보를 연결하는 정보적 연결성(informational connectivity)이 

모두 높은, 미래의 웹이 나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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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FinnONTO의 데이터 구성

라. DBpedia

DBpedia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이라 불리 우는 Wikipedia를 웹상에서 

보다 정교하고, 구조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

다. 때문에 DBpedia는 Wikipedi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Wikipedia데이터를 보다 더 잘 찾고, 잘 네비게이션하고, 잘 연계하고,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외부 서비스에서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목

표를 위해 DBpedia는 시맨틱웹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로는 

Linked Data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DBpedia is the Semantic Web 

mirror of Wikipedia”라고 설명한다. DBpedia를 개념적인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5 DBpedia의 역할

 DBpedia의 중요성은 지식베이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Wikipedia의 중요성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식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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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가장 근간이며, 핵심이 되는 자원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기존의 지식베이스는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어 목적 달성을 위해 구축되었

으며, 이로 인해 도메인별 지식베이스는 해당 도메인만의 지식과 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다른 도메인과 융합되고, 협업되기 어려운 구조로 구축되었다. 

Wikipedia는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이 축적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메인간 용어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문

제, 특정 도메인 위주로 지식화 되는 문제, 도메인 간 협업을 위한 장벽의 문

제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웹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보다 지능적이고, 유연한 정보 유통과 소통을 위해 DBpedia는 Wikipedia의 

창구나 인터페이스 혹은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DBpedia

는 다양한 도메인을 수용하고 있고, 커뮤니티의 합의에 의해서 축적된 

Wikipedia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DBpedia Knowledge Extraction 

Framework을 통해 Wikipedia의 데이터를 수집, 추출, 가공하고 있다.

DBpedia의 중요성은 시맨틱웹, 그 중에서도 Linked Data의 적용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기존의 사람 중심적 표현과 활용을 위한 Document Web에

서 데이터 간 연계, 협업을 위한 Data Web, 즉 Web of Data로 패러다임 전

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DBpedia의 역할은 Web of Data를 위한 허

브 역할의 중요성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DBpedia는 외부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서 DBPedia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Linked Data

 - RDF 데이터를 웹에 발행하는 방법인 리소스 식별자로 HTTP URI

를 사용

 - DBpedia 리소스 식별자 (http://dbpedia/org/resource/Name)는 

Semantic Web agents가 접근시 RDF description을 반환하고 기

존의 웹브라우저에 간략한 HTML을 제공

 - DISCO, Marbles, the OpenLink Data Explorer, Tabulator, the 

Zitgist Data Viewer, Fluidops Information Workbench 등과 같은 

시맨틱웹 브라우저를 통해 브라우징 가능

 SPARQL Endpoint

 -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SPARQL 프로토콜을 통해 DBPedia

의 SPARQL Endpoint에 SPARQL 질의를 전송하고 결과를 반환 

받음

 - http://dbpedia.org/sparql

 - 표준 SPARQL 외에 확장된 쿼리 언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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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LOD 활용 데이터

LinkedBrainz 오디오 자료, 음반자료 

The NewYork Times
The NewYork Times Index(색인어-주제형 

표목)을 통해 관련 주제 기사 검색

FinnONTO
핀란드 국립도서관 시소러스, Mesh 활용 및 

개념어 확장

DBpedia
지식베이스로서 저자, 책, 주제명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 검색

표 13 해외 LOD에서 활용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 Virtuoso Universal Server를 사용

 RDF Dumps

 - DBpedi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N-Triple형태

를 제공

 - 영문 외에 29개의 Wikipedia에서 추출한 infobox 데이터 셋 제공

 Lookup Index

 - 외부의 Linked Data 발행자가 링킹을 위한 DBpedia Resource 

UR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lookup 서비스 제공

 - label 검색을 제공하는 Lucene index에 기반하여 웹서비스 제공

 - Lucene index의 주어진 검색어와 가장 유사하게 매칭되는 것을 

찾기 위한 유사도 랭킹 알고리즘 사용

 - http://lookup.dbpedia.org/api/search.asmx

이상 위의 4가지 해외 LOD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와 충분히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유하여 보다 확장성을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아래의 표는 4개의 사례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요약한 것이다.

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기획하고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획과정에서 적절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집어내어 그림 13의 국립중앙도서관의 Linked 

Data 추진 방향에서와 같이 N+2 년에는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정

보 제공자로서의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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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nked Data의 관리 환경 구축

발행된 Linked Data는 생성, 발행 과정과 더불어 사후관리도 맞물려 이루

어져야 한다. 발행된 데이터에 대한 적시성과 정확성을 보장해 주고 지속적인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해외의 

DBpedia의 경우에도 이러한 업데이트를 위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DBpedia Live는 Wikipedia로부터 구조적인 정보(Sturctured Information)를 

추출하여 Web of Data 즉, Linked Data 서비스를 위한 RDF 형식의 데이터

를 생성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다. DBPedia는 가장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이며, 크게는 DBpedia 

Knowledge Extraction Framework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Wikipedia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그 안의 데이터들은 사용자

들에 의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DBpedia Live는 이러한 

특성의 Wikipedia 데이터를 DBpedia에 반영하기 위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

고 보면 된다. DBpedia Live는 Wikipedia의 데이터를 RDF형식으로 가공하기 

위해 (DBpedia) Ontology Mapping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 DBpedia 

Ontology에 매핑한다. 

그림 26 DBpedia Live 시스템 흐름

 Local Wikipedia

 - Wikipedia와 동기화가 이루어진 Local의 Wikipedia

 - OAI_PMH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이 Wikipedia의 업데이트 스트림

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DBpedia-Live Extraction Manager에게 업데이트 내용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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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or 설명 지원언어

Label - Wikipedia의 제목 추출 모든 언어

Mapping

- Wikipedia Infobox를 DBpedia Ontology로 

수동 매핑한 구조화된 데이터 추출

- Mappings Wiki를 통해 매핑 변경

모든 언어

Infobox - infobox의 모든 property를 추출 모든 언어

Wiki Page
- Wikipedia에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정보로의 

링크 추출
모든 언어

Page Links

- DBpedia 인스턴스들간의 내부 링크를 추출

- 구조 분석, 데이터마이닝, 페이지 랭킹이나 

유사 알고리즘을 사용한 DBpedia 인스턴스 

랭킹에 활용

모든 언어

Geo - 지리 좌표 추출 모든 언어

Article 

Categories

- concepts에서 categories로의 SKOS 어휘를 

사용하는 링크 추출
영어

Category Label - 분류에 대한 label 추출 영어

Image
- Wikipedia 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이미지 

추출
영어

External Links - 외부 웹 페이지로의 링크 추출 모든 언어

Homepage
- 인스턴스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로의 링크 

추출

Disambiguation - disambiguation 링크 추출

표 14 DBpedia Live의 Extractor 현황

 Mapping Wiki

 - OAI_PMH를 통해 DBpedia mappings의 업데이트 스트림을 획득

 DBpedia-Live Extraction Manager

 - 전달 받은 페이지에 extractor를 적용하여 RDF 데이터를 생성하

고 트리플 저장소(Virtuoso)에 저장

 DBpedia Live는 기존의 DBpedia Knowledge Extraction Framework 보다 

업그레이드 된 Extractor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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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data

- 미국이나 독일 Wikipedia에서 FOAF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된 사람에 대한 정보(생일, 출생지 

등) 추출

PND

- 사람에 대한 PND(Personennamendatei) 

데이터 추출

- PND는 독일 국립도서관에서 발행

- 이름, 생일, 직업의 기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유일 식별자인 PND 번호로 연결됨

SKOS

- concept이 속한 category와 SKOS 어휘를 

사용하여 category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정보 추출

Redirect - Wikipedia의 정보들 간의 redirect 링크 추출

변환 방식 설명

Dump-based 

 Extractions

- Wikipedia Foundation은 한달 주기로 Wikipedia의 SQL 

dump를 발행

- 입력은 Database Wikipedia page Collection을 사용

- 출력으로 N-Triples Serializer를 사용

- 생성된 지식베이스를 Linked Data와 DBpedia의 

SPARQL endpoint를 통해 이용가능

Live

 Extractions

- Wikipedia Foundation 은 DBpedia project Wikipedia 

OAI_PMH live feed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

- OAI_PMH live feed는 Wikipedia의 변동사항을 

즉각적으로 피딩함

- Wikipedia 글이 변동되었을 때 새로운 RDF를 추출하기 

위해 피딩된 업데이트 스트림을 사용

- 변동된 글들의 텍스트는 Live Wikipedia page 

Collection을 통해 접근

- OAI_PMH 프로토콜에 따라 인코딩된 현재의 기사를 

획득

- SPARQL_Update Destination은 트리플 스토어에 

저장된 기존의 것을 지우고 새로운 트리플을 입력

표 15 DBpedia Live 의 변환 방식

 DBpedia Live는 실시간 변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DBpedia는 정적

인 방식의 변환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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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ontents 관리 방안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는 원 데이터와 연결데이터로 구분된다. 원 

데이터는 서지데이터, 주제명 데이터, 저자명 데이터가 해당되고 연결데이터

는 서지-주제명, 서지-해외 도서관 서지, 서지-LC주제명, 주제명-LC주제명 

등이 해당된다. 발행된 Linked Data를 관리하기 위하여 DBpedia와 마찬가지

로 주기적인 관리와 비주기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주기적인 관리는 원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한다. 

비주기적인 관리는 원 데이터 및 연결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웹사이트

의 기능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구분 데이터 주기단위 비고

주기적

서지데이터 분기별 어플리케이션

주제명 분기별 어플리케이션

저자명 분기별 어플리케이션

표준부호 1년 어플리케이션

비주기적

서지데이터 수시 웹사이트

주제명 수시 웹사이트

저자명 수시 웹사이트

서지-주제명 수시 웹사이트

서지-해외도서관 

서지
수시 웹사이트

서지-LC 주제명 수시 웹사이트

주제명-LC 주제명 수시 웹사이트

표 16 데이터별 관리 주기

주기적인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초기 데이터 생성시 구축한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데이터의 업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여야 한다. 

그 중 Converter를 활용하여 분기별 혹은 1년 단위로 주기적인 원 데이터 생

성을 통해 컨텐츠를 관리하도록 하며, mapping rule을 활용하여 원 데이터  

생성시 변환 어휘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업데이트 관리자의 어플리케이션 

작동 이용이 용이하도록 생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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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Converter의 구조

Converter에서 Data Loader는 RDF로 변환하기 위해 원 데이터에 접근하는 

모듈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읽어오는 역할을 수행한다. Triple Manager는 Mapper로부터 매핑된 데이터를 

RDF로 생성하고 생성된 RDF를 Triple Store에 적재하는 역할을 한다. 

Mapper는 원 데이터와 매핑 규칙을 읽어 규칙에 따라 원 데이터를 매핑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Mark_mapping_rule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용하는 KORMARC을 RDF로 변환하기 위해 필드를 어떤 RDF 어휘로 사용

하여 변환할지를 매핑하는 규칙이다. 이 규칙에 따라서 KORMARC 필드가 

RDF로 변환되어지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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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xx

010  a=http://purl.org/dc/terms/identifier, Literal

012  a=http://nlk.linkeddata.kr/ontology/nlkcn, Literal

020xxa=http://purl.org/ontology/bibo/isbn, Literal

022xxa=http://purl.org/ontology/bibo/issn, Literal

023  a=http://nlk.linkeddata.kr/ontology/cip, Literal

027  a=http://nlk.linkeddata.kr/ontology/strn, Literal

041xxa=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b=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d=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e=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f=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g=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h=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2  a=http://nlk.linkeddata.kr/ontology/authenticaationCode, Literal

043  a=http://www.w3.org/2003/01/geo/wgs84_pos#location, 

  Object || http://nlk.linkeddata.kr/ontology/isGeographicAreaOf, InverseObject

049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nstitution, Literal

049xxc=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nstitution, Literal

표 17 marc_mapping_rule의 예시

비주기적인 업데이트는 웹상에서 수행하도록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그 페이지 안에서 자원들 간의 연계, 해외 LOD 자원의 식별 및 연계가 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비주기적인 업데이트는 수시로 일정 권한

을 가진 사용자가 SPARQL을 이용하거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자원들

을 식별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와 연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야 하는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데이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해외 LOD나 다

른 Linked Data에서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자원들

은 비주기적으로 식별을 하여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절에서 추가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4.2 Linked Data Contents Management System 구축

Linked Data를 활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컨텐츠 관리가 중요하다. 데이터의 

증가는 곧 컨텐츠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지속적인 관리시

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생성된 트리플에 대한 관리와 외부데이터와의 식별도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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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 설명

1 주기적 업데이트 일정한 주기로 전체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시행

2 외부자원 식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동

일하거나 연관된 해외 LOD의 자원을 식별하는 

기능

3 외부자원 연계
식별한 자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자원을 RDF 어

휘를 사용하여 상호 연계

4
트리플 생성 및

삭제

기존의 트리플의 삭제 처리 및 새로운 트리플의 

생성 메커니즘 기능 제공

5 트리플 검색
트리플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트리플의 검색 

기능

6 데이터 오류 신고

사용자가 검색 또는 활용을 함에 따라 발견되는 

데이터 자체 오류에 대한 제보 기능 및 오류 처

리 현황 제공

7 커뮤니케이션 사용자 또는 개발자를 위한 상호 의견 나눔

8 API 사용법
Linked Data 활용 API에 대한 도움말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표 18 컨텐츠 관리시스템의 요구 기능

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 교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시스템으로서의 요구사항

이 충족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는 관리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기능별 설명을 나타내고 있다.

주기적 업데이트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nverter를 활용하여 실행 

기능을 추가시키며, 비주기적 업데이트는 외부자원 식별, 외부자원 연계, 트

리플 생성 기능을 종합하여 웹상에서 식별하기 위한 SPARQL 혹은 search 

API를 통해 처리하도록 기능을 추가시켜야 한다. 식별된 자원은 사용자가 지

정하는 RDF 어휘를 통해 연계가 되며 최종적으로 트리플 스토어에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생성된 트리플

에 대한 관리자의 접근 통제가 허용되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전반적인 컨텐츠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에서 관리하고 

있다. Linked Data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

지만 현재의 정책이나 상황에서는 KOLIS의 주제명표목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인 

협의나 개정으로 KOLIS의 주제명표목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할 때 국립중앙



- 65 -

도서관의 Linked Data는 협력과 개방, 공유의 문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컨텐츠 관리시스템은 이러한 환경에서 KOLIS의 데이터를 일정한 간격으로 연

결, 획득하여 국립중앙도서관 Linked Data를 관리하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해

야 한다. 현재 구축된 시스템은 KOLIS의 주제명표목과 단절된 상태이다. 하

지만 국립중앙도서관 Linked Data에서 사용하는 주제명이 KOLIS의 주제명표

목과 연결이 되어 상호운용성을 지니게 된다면 주기적인 업데이트 또는 비주

기적인 업데이트 환경에서 KOLIS에 접근하여 변경된 데이터를 Linked Data

로 반영하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28 국립중앙도서관 CMS와 KOLIS 연동

컨텐츠 관리시스템은 관리자 외에도 일반 사용자, 개발자를 위하여 상호 정

보를 공유하고 게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API 활용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이를 게재하여 보다 유용한 사용을 위한 길잡이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Linked Data가 여러 방면에서 시도되어지고 있고, 발행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임으로 적극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으로 활용도에 대한 제고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컨텐츠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측면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측면의 기능들이 필요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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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금까지 앞 절에서 5개의 해외 도서관 사례의 소개, Linked Data를 위한 

기반 구축 방법과 과정, 응용서비스 구축 및 API 활용 방안, 그리고 Linked 

Data 관리 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Linked Data를 활용하여 응

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응용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적절한 응용서

비스 기획 및 개발, 응용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관리와 같은 전반적인 요소

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Linked Data를 활용한 응용서비스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Linked Data에 최적화된 데이터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리고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가 기획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많은 도서관들, 도서관 분야는 MARC라는 도서관 

내부적 유통을 위한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환경이 변화하고 

타 분야와의 정보 융합, 통합차원에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도서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문제임과 동시에 도서관 데이터가 주로 텍

스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관 내부뿐만 아니

라 웹 이라는 거대한 환경에 뛰어들어 도서관의 서지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

이터를 웹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외부와의 연결성과 식별성이 뛰어난 표준모

델로 변경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를 URI를 사용하여 웹

에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RDF라는 데이터 표

현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Linked Data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발행하는 것이 

첫발걸음이지만 외부 데이터와 상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를 맺는 작업

은 Linked Data라는 환경에서 더 풍부하고 발전적인 활용방법이다. 서로 연

결된 데이터로 인해 사용자에게 향상된 정보 검색 및 발견의 효율성을 제공

할 수 있다. 국제 표준인 RDF를 통해 서로 의미 있게 연계되어 마치 하나의 

글로벌 지식베이스와 같이 통합적으로 질의, 검색함으로서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는 통합적인 데이터 뷰를 제공하여 정보를 쉽게 접근, 사

용하도록 하는 장점을 가져다준다.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Linked Data를 활성화 시키고 데이터의 공유와 

재사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OLIS와의 연

결을 통해 주제명표목을 Linked Data에 반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책적인 해결과 기술적인 해결이 동시에 충족되어 Linked Data로서의 역할

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Interlinking 측면에서 현재는 서지와 주

제명에 대해서 일부 구축되어 있지만 앞으로 저자간의 연결 뿐 아니라 다양

한 영역의 데이터와 연결을 수행하여 국제적이고 풍부한 Linked Data를 만들

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Linked Data를 활용한 응용서비스를 기획, 구축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단순 원시적인 데이터 제공을 벗어나 더 많은 가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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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실질적인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

Linked Data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조성이 된다며 한걸음 더 나아가 웹

서비스, Linked Data 어플리케이션, 주요 API 활용을 통해 유용한 응용서비

스를 구축하고 실제 사용이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유용

한 데이터들이 주요 포털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API로 제공 되어지며, 해외 

LOD를 통해 매쉬업하는 서비스들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많은 

국가의 도서관 데이터가 Linked Data 형태로 발행되어 세계 각국의 LOD와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들이 서로 융합되고 데이터의 재사

용성이 증가됨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웹을 통해 데이터를 공개, 

공유함으로서 웹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타 분야의 정보 융합을 통

해 국가 차원의 지식 활용도를 제고해야할 때이다. 또한 Linked Data 유통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의 확장, 적용이 용이함으로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내고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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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from MARC to RDF
#leader, 001,  006, 007 and some 008 mappings handled in script
#format =  field number, subfields (all if blank), RDF predicate, code to indicate what  "type" of 
thing it is
#L=Language,  X=Country, D=Dewey number, P=Person, I=Institution, C=Conference, R=generic  
triple with text label, O=Generic triple, plain text
#Code dictates  which subroutine is used to process the field
#predicate  namespaces are expanded using namespaces.txt

8 　 dcterms:language L
8 　 RDVocab.info:ElementsplaceOfPublication X
10 　 dcterms:identifier O
15 　 dcterms:identifier O
20 a dcterms:identifier O
20 a bibo:isbn O
82 a2 dcterms:subject D
100 abcdgjqu dcterms:creator P
110 abcdgnu dcterms:creator I
111 acdegnqu dcterms:creator C
130 adfgklmnoprst dcterms:alternative O
240 adfgklmnoprs dcterms:alternative O
245 abnp dcterms:title O
250 a isbd:P1008 O
260 a isbd:P1016 O
260 b dcterms:publisher R
260 c dcterms:created O
300 a dcterms:extent R

#for  440-490, first entry picks up $a as controlled term
#second entry  picks up more subfields as descriptive label
#440 is  deprecated but included for backwards compatability

440 a dcterms:isPartOf R
440 av dcterms:description O

#490 only  picked up if no 8XX (handled in script)
490 a dcterms:isPartOf R
490 av dcterms:description O

<부 록>

A. MARC to RDF 어휘 매핑 조사

1.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http://data.lib.cam.ac.uk

Cambridge Open METadata(COMET) project에서 수행한 매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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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dcterms:description O
501 　 dcterms:description O
502 　 dcterms:description O
503 　 dcterms:description O
504 　 dcterms:description O
505 agtr dcterms:tableOfContents O
506 ad dcterms:accessRights R
507 　 dcterms:description O
508 　 dcterms:description O
510 a dcterms:isReferencedBy R
511 　 dcterms:description O
513 　 dcterms:description O
514 　 dcterms:description O
515 　 dcterms:description O
516 a dcterms:format R
518 　 dcterms:description O
520 ab dcterms:abstract O
521 a dcterms:audience R
522 　 dcterms:description O
524 　 dcterms:description O
525 　 dcterms:description O
526 　 dcterms:description O
530 　 dcterms:description O
533 　 dcterms:description O
534 　 dcterms:description O
535 　 dcterms:description O
536 　 dcterms:description O
538 a dcterms:requires R
540 ad dcterms:accessRights R
541 　 dcterms:description O
542 　 dcterms:description O
544 　 dcterms:description O
545 　 dcterms:description O
546 a isbd:P1074 O
547 　 dcterms:description O
550 　 dcterms:description O
552 　 dcterms:description O
555 　 dcterms:description O
556 　 dcterms:description O
561 　 dcterms:description O
562 　 dcterms:description O
563 　 dcterms:description O
565 　 dcterms:description O
567 　 dcterms:description O
580 　 dcterms:description O
581 　 dcterms:description O
583 　 dcterms:description O
584 　 dcterms:description O
585 　 dcterms:description O
586 　 dcterms:description O
588 　 dcterms:description O
590 　 dcterms:description O
591 　 dcterms:description O
592 　 dcterms:description O
593 　 dcterms:description O
594 　 dcterms:description O
595 　 dcterms:description O
596 　 dcterms:description O
597 　 dcterms:description O
598 　 dcterms:descripti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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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dcterms:description O

#for  600-611, picked up as people and subjects
#hence dual  entries
600 abcdgjqu dcterms:subject P
600 abcdgjqu dcterms:subject S
610 abcdgnu dcterms:subject I
610 　 dcterms:subject S
611 acdegnqu dcterms:subject C
611 　 dcterms:subject S
#650-651  handled differently depending on second ind　
#handled  internally in script
650 　 dcterms:subject S
651 　 dcterms:subject S
651 a dcterms:spatial S
653 a dcterms:subject S
662 a dcterms:spatial S
#for 700-711,  tre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presence of $t
#hence dual  entries - either/or handled in script
700 abcdgjqu dcterms:contributor P
700 abcdgjqu dcterms:relation P
710 abcdgnu dcterms:contributor I
710 abcdfghklmnoprstu dcterms:relation I
711 acdegnqu dcterms:contributor C
711 acdefghklnpqstu dcterms:relation C
730 adfghklmnoprst dcterms:relation R
760 abcdhmnst dcterms:isPartOf R
762 abcdhkmnpst dcterms:relation R
765 abcdhkmnpst dcterms:relation R
767 abcdhkmnpst dcterms:relation R
770 abcdhkmnpst dcterms:relation R
772 abcdhkmnpst dcterms:relation R
773 abdhkmnpqst dcterms:isPartOf R
774 abcdhkmnst dcterms:hasPart R
775 abcdefhkmnst dcterms:hasVersion R
776 abcdhkmnst dcterms:hasFormat R
777 abcdhkmnpst dcterms:relation R
780 abcdhkmnst dcterms:replaces R
785 abcdhkmnst dcterms:isReplacedBy R
786 abcdhkmnpst dcterms:relation R
787 abcdhkmnpst dcterms:relation R
#for 800-830,  first entry picks up $a as controlled term
#second entry  picks up more subfields as descriptive label
800 adtfnp dcterms:isPartOf R
800 abcdfgklmnopqrstuv dcterms:description O
810 anpft dcterms:isPartOf R
810 abcdfgjklmnoprstuv dcterms:description O
811 anpft dcterms:isPartOf R
811 acdefgjklnpqrstuv dcterms:description O
830 anpft dcterms:isPartOf R
830 abcdfgklmnoprstv dcterms:description O
856 3u dcterms:identifie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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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RDF

Field Subfield Subject type Predicate Object type
1 　 bibo:Document pode:titleNumber xsd:integer
8

　 bibo:Document dct:language lvont:Language(pos  
35-37)

19
a bibo:Document dct:audience dct:AgentClass
b bibo:Document dct:format pode:PhysicalFormat
d bibo:Document pode:literaryFormat pode:LiteraryFormat

20 a bibo:Document bibo:isbn rdfs:Literal
22 a bibo:Document bibo:issn rdfs:Literal
25 a bibo:Document bibo:isbn13 rdfs:Literal
41 a bibo:Document dct:language lvont:Language
82 a bibo:Document pode:ddk pode:DDKCode
90 b, c, d bibo:Document pode:location xsd:string

100

　 bibo:Document dct:creator foaf:Person
a foaf:Person foaf:name xsd:string
b foaf:Person bibo:suffixName rdfs:Literal
c foaf:Person foaf:title xsd:string
d foaf:Person pode:lifespan rdfs:Literal
j foaf:Person xfoaf:nationality xsd:string

110 　 bibo:Document dct:creator foaf:Organization
a foaf:Organization foaf:name xsd:string

240 a, b bibo:Document dct:alternative xsd:string

245
a bibo:Document dct:title xsd:string
b bibo:Document pode:subtitle xsd:string
c bibo:Document pode:responsibility xsd:string

246 a, b bibo:Document dct:alternative xsd:string
c bibo:Document pode:responsibility xsd:string

250 a bibo:Document bibo:edition rdfs:Literal

260
a bibo:Document pode:publicationPlace geo:Feature
b bibo:Document dct:publisher foaf:Organization
c bibo:Document dct:issued rdfs:Literal

300 a, b, c, 
e bibo:Document pode:physicalDescription xsd:string

440

　 bibo:Document dct:isPartOf bibo:Series
a bibo:Series dct:title xsd:string
v bibo:Document bibo:number rdfs:Literal
x bibo:Series bibo:issn rdfs:literal

500-5
11,

a bibo:Document dct:description xsd:string521, 
546,
572-5
99
520 a bibo:Document bibo:shortDescription rdfs:literal
525 a bibo:Document pode:physicalDescription xsd:string
571 1 bibo:Document bibo:identifier rdfs:Literal
600 [all] bibo:Document dct:subject skos:Concept

2. Podes Projekt

http://www.bibpode.no

노르웨이 도서관 카탈로그 데이터를 외부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결합하고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매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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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bibo:Document dct:subject skos:Concept
a-x skos:Concept skos:prefLabel xsd:string
1 skos:Concept sub:classification pode:DDKCode

650
　 bibo:Document dct:subject skos:Concept
a-x skos:Concept skos:prefLabel xsd:string
1 skos:Concept sub:classification pode:DDKCode

655 a bibo:Document movie:genre movie:film_genre

690
　 bibo:Document dct:subject skos:Concept
a-x skos:Concept skos:prefLabel xsd:string
1 skos:Concept sub:classification pode:DDKCode

692 a bibo:Document dct:subject skos:Concept

693
　 bibo:Document dct:subject skos:Concept
a-x skos:Concept skos:prefLabel xsd:string
1 skos:Concept sub:classification pode:DDKCode

695 a bibo:Document dct:subject skos:Concept

699
　 bibo:Document dct:subject skos:Concept
a-x skos:Concept skos:prefLabel xsd:string
1 skos:Concept sub:classification pode:DDKCode

700

　 bibo:Document

dct:creator

foaf:Person

dct:contributor
dct:publisher
bibo:director
bibo:editor
bibo:performer
bibo:translator
(depending  on content
in  subfield e)

a foaf:Person foaf:name xsd:string
b foaf:Person bibo:suffixName rdfs:Literal
c foaf:Person foaf:title xsd:string
d foaf:Person pode:lifespan rdfs:Literal
j foaf:Person xfoaf:nationality xsd:string
t bibo:Document dct:hasPart bibo:DocumentPart

710 a bibo:Document dct:creator foaf:Organization
t bibo:Document dct:hasPart bibo:DocumentPart

730 a bibo:Document dct:alternative xsd:string

760 a bibo:Document dct:isPartOf bibo:Series
w bibo:Series pode:titleNumber xsd:integer

856 u bibo:Document dct:hasVersion xsd:any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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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itish Library

http://www.bl.uk/bibliographic/datafree.html

영국국립도서관에서 Talis 플랫폼을 통해 Linked Open Data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방법에서 수행한 매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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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BRIS

스웨덴 대학 및 연구 도서관뿐만 아니라 약 20여개의 공공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에 

대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매핑 방법

Field subfields RDF property comments

20 a, z
bibo:isbn10, bibo:isbn13, 

dc:identifier
22 a, z bibo:issn, dc:identifier

100, 700 a, b, c, d dc:creator
245 a, b, f, g, h, k dc:title
260 b dc:publisher
260 c dc:date

600, 610, 

611, 630, 

650, 653

a, b, c, d, q dc: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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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ar RDF

Label Field Indica
tor 1

Indica
tor 2

Sub
field Predicate

Control  number 1 　 　 　 dc:identifier
Control  number identifier 3 　 　 　 dc:creator

ISBN 20 　 　 a bibo:isbn,  bibo:isbn10, 
bibo:isbn13

ISSN 22 　 　 a bibo:issn
Cataloging  source 40 　 　 a dc:creator
Language code 41 　 　 a dc:language
Country of  publishing/producing 
entity code 44 　 　 a 　
Main entry –  personal name 100 　 　 a dc:creator
Title  statement – title 245 　 　 a dc:title
Title  statement – remainder of 
title 245 　 　 b 　
Edition  statement 250 　 　 a bibo:number
Place of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260 　 　 a 　
Name of  publisher, distributor, 
etc. 260 　 　 b dc:publisher

Date of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260 　 　 c dc:date

Physical  description 300 　 　 a bibo:numPages
Series  statement 490 　 　 a bibo:edition
Volume/sequential  designation 490 　 　 v bibo:locator
Index term –  uncontrolled 653 　 　 a dc:subject
Index term –  genre/form 655 　 　 a dc:type
Added entry –  personal name 700 　 　 a dc:contributor
Host item  entry – main entry 
heading 773 　 　 a dc:title

Host item  entry – place, 
publisher, and the date of 
publication

773 　 　 d dc:date, dc:publisher

Host item  entry – related parts 773 　 　 g
bibo:issue, dc:date,  
bibo:pageStart, bibo:pageEnd, 
bibo:numPages

Host item  entry – title 773 　 　 t dcterms:isPartOf,  dc:title
Host item  entry – ISSN 773 　 　 x bibo:issn

Host item  entry – ISBN 773 　 　 z bibo:isbn,  bibo:isbn10, 
bibo:isbn13

Electronic  location and access – 
URI 856 　 　 u dcterms:hasVersion

5. MARC21 to RDF 

http://marc-must-die.info/index.php/MARC_to_RDF_mapping

서지데이터 MARC 21 형식에 대한 RDF 매핑

MARC 21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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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Domain Range rdf:type subPropertyOf

bibo:director bibo:AudioVisualDocu
ment foaf:Agent owl:ObjectProperty dct:contributor

bibo:edition bibo:Document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bibo:editor bibo:Collection
 or bibo:Document foaf:Agent owl:ObjectProperty dct:contributor

bibo:isbn bibo:Collection
 or bibo:Document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bibo:identifier

bibo:isbn10 bibo:Collection
 or bibo:Document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bibo:isbn

bibo:isbn13 bibo:Collection
 or bibo:Document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bibo:isbn

bibo:issn bibo:Collection
 or bibo:Document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bibo:identifier

bibo:issue bibo:Issue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bibo:locator
bibo:locator bibo:Document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bibo:number bibo:Document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bibo:numPages bibo:Document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bibo:pageEnd bibo:Document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bibo:locator
bibo:pageStart bibo:Document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bibo:locator
bibo:performer bibo:Performance foaf:Agent owl:ObjectProperty dct:contributor
bibo:shortDescription bibo:Document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bibo:suffixName foaf:Agent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bibo:translator bibo:Collection
 or bibo:Document foaf:Agent owl:ObjectProperty dct:contributor

dc:contributor rdf:Property 　
dc:creator rdf:Property 　

dc:date 　 　

owl:AnnotationPrope
rty
owl:DatatypeProperty
rdf:Property

　

dc:identifier rdf:Property 　
dc:language rdf:Property 　
dc:publisher rdf:Property 　
dc:subject rdf:Property 　

dc:title 　 　

owl:AnnotationPrope
rty
owl:DatatypeProperty
rdf:Property

　

dc:type rdf:Property 　

dct:abstract 　 　 rdf:Property dc:description
dct:description

dct:accessRights 　 dct:RightsStatem
ent rdf:Property dc:rights

dct:rights

dct:alternative 　 rdfs:Literal rdf:Property dc:title
dct:title

dct:audience 　 dct:AgentClass rdf:Property 　

dct:contributor dct:Agent rdf:Property dc:contributor

dct:created 　 rdfs:Literal rdf:Property dc:date
dct:date

dct:creator 　 dct:Agent rdf:Property dc:creator

B. 해외 매핑 사례에서 사용된 어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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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contributor

dct:description rdf:Property dc:description

dct:extent 　 dct:SizeOrDuratio
n rdf:Property dc:format

dct:format

dct:format dct:dc:format dc:format

dct:hasFormat 　 　 rdf:Property dc:relation
dct:relation

dct:hasPart 　 　 rdf:Property dc:relation
dct:relation

dct:hasVersion 　 　 rdf:Property dc:relation
dct:relation

dct:identifier rdfs:Literal rdf:Property dc:identifier

dct:isReferencedBy 　 　 rdf:Property dc:relation
dct:relation

dct:isPartOf 　 　 rdf:Property dc:relation
dct:relation

dct:isReplacedBy 　 　 rdf:Property dc:relation
dct:relation

dct:issued 　 rdfs:Literal rdf:Property dc:date
dct:date

dct:language 　 dct:LinguisticSyst
em rdf:Property dc:language

dct:publisher dct:Agent rdf:Property dc:publisher
dct:relation rdf:Property dc:relation

dct:replaces 　 　 rdf:Property dc:relation
dct:relation

dct:requires 　 　 rdf:Property dc:relation
dct:relation

dct:spatial 　 dct:Location rdf:Property dc:coverage
dct:coverage

dct:subject rdf:Property dc:subject

dct:tableOfContents 　 　 rdf:Property dc:description
dct:description

dct:title rdfs:Literal rdf:Property dc:title

foaf:name 　 rdfs:Literal owl:DatatypeProperty
rdf:Property rdfs:label

foaf:title owl:Datatype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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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RDF

Field Subfield Subject type Predicate Object type

10 a bibo:Document dct:identifier rdfs:Literal

12 a bibo:Document nlon:nlkcn rdfs:Literal

20 a bibo:Document bibo:isbn rdfs:Literal

22 a bibo:Document bibo:issn rdfs:Literal

23 a bibo:Document nlon:cip rdfs:Literal

27 a bibo:Document nlon:strn rdfs:Literal

41
a,b,d,e,f,

g,h
bibo:Document dct:language

dct:LinguisticSyste

m

42 a bibo:Document nlon:authenticationCode rdfs:Literal

43 a bibo:Document
geo:location / 

nlon:isGeographicAreaOf
nlon:Location

49 a,c,f,l,v bibo:Document nlon:holdingInstitution rdfs:Literal

50 a bibo:Document nlon:classificationNumberOfLC rdfs:Literal

b bibo:Document nlon:itemNumberOfLC rdfs:Literal

52 a bibo:Document nlon:classificationNumberOfNLK rdfs:Literal

b bibo:Document nlon:itemNumberOfNLK rdfs:Literal

c bibo:Document nlon:volumeOfNLK rdfs:Literal

56 a bibo:Document
dct:subject/nlon:isSubjectOf

nlon:kdc
rdfs:Literal

b bibo:Document nlon:itermNumberOfKDC rdfs:Literal

2 bibo:Document nlon:editionOfKDC rdfs:Literal

82 a bibo:Document
dct:subject/nlon:isSubjectOf

nlon:ddc
rdfs:Literal

b bibo:Document nlon:itemNumberOfDDC rdfs:Literal

2 bibo:Document nlon:editionOfDDC rdfs:Literal

85 a bibo:Document nlon:otherNumber rdfs:Literal

b bibo:Document nlon:itemNumberOfOtherNumber rdfs:Literal

2 bibo:Document nlon:sourceOfOtherNumber rdfs:Literal

100 w bibo:Document dct:creator / nlon:create foaf:Person

110 a bibo:Document dct:creator / nlon:create foaf:Organization

130 a bibo:Document dct:alternative rdfs:Literal

240 a bibo:Document dct:alternative rdfs:Literal

245 a bibo:Document dct:title rdfs:Literal

b bibo:Document nlon:subtitle rdfs:Literal

246
a,b,f,g,h,i

,n,p
bibo:Document dct:alternative rdfs:Literal

250 a bibo:Document bibo:number rdfs:Literal

260 a bibo:Document nlon:publicationPlace rdfs:Literal

b bibo:Document dct:publisher / nlon:publish foaf:Organization

c bibo:Document dct:created rdfs:Literal

g bibo:Document dct:issued rdfs:Literal

300 a,b,c,e bibo:Document dct:extent rdfs:Literal

440 a bibo:Document nlon:titleOfSeries rdfs:Literal

s bibo:Document dct:isPartOf / dct:hasPart bibo:Document

490 s bibo:Document dct:isPartOf / dct:hasPart bibo:Document

500 a bibo:Document dct:description rdfs:Literal

501 a,c,d,e,n, bibo:Document dct:description rdfs:Li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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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t,x

502 a bibo:Thesis bibo:degree bibo:ThesisDegree

b bibo:Thesis nlon:awardedFrom foaf:Organization

c bibo:Thesis nlon:department rdfs:Literal

d bibo:Thesis nlon:degreeYear rdfs:Literal

504 a bibo:Document nlon:bibliography rdfs:Literal

505
a,d,e,n,t,

g
bibo:Document dct:tableOfContents rdfs:Literal

506 a,d,e bibo:Document nlon:restriction rdfs:Literal

510 a,b bibo:Document nlon:citationReferenceNote rdfs:Literal

x bibo:Document
dct:isReferencedBy / 

dct:references
bibo:Document

516 a bibo:Document dct:format rdfs:Literal

520 a,b bibo:Document dct:abstract rdfs:Literal

521 a,b bibo:Document nlon:audienceNote rdfs:Literal

525 a bibo:Document nlon:supplementNote rdfs:Literal

530 a bibo:Document nlon:physicalFormAvailableNote rdfs:Literal

u bibo:Document bibo:uri rdfs:Literal

533
a,e,f,m,n,

3,7
bibo:Document nlon:reproductionNote rdfs:Literal

b bibo:Document nlon:reproductionPlace rdfs:Literal

c bibo:Document nlon:reproductionInstitution rdfs:Literal

d bibo:Document nlon:reproductionDate rdfs:Literal

534
a,b,c,e,f,l

,m,n,p,t,z
bibo:Document nlon:originalVersionNote rdfs:Literal

535 a,c,g bibo:Document nlon:locationNote rdfs:Literal

538 a bibo:Document dct:requires rdfs:Literal

540 a bibo:Document nlon:useAndReproductionNote rdfs:Literal

546 a,b bibo:Document nlon:languageNote rdfs:Literal

580 a bibo:Document nlon:linkingEntryComplexityNote rdfs:Literal

586 a bibo:Document nlon:awardsNote rdfs:Literal

590
a,b,c,d,w,

y,z
bibo:Document nlon:holdingItemNote rdfs:Literal

600 a bibo:Document dct:subject / nlon:isSubjectOf nlon:Concept

610 a bibo:Document dct:subject / nlon:isSubjectOf nlon:Concept

611 a bibo:Document dct:subject / nlon:isSubjectOf nlon:Concept

630 a bibo:Document dct:subject / nlon:isSubjectOf nlon:Concept

650 a bibo:Document dct:subject / nlon:isSubjectOf nlon:Concept

651 a bibo:Document dct:subject / nlon:isSubjectOf nlon:Concept

700 w bibo:Document dct:creator / nlon:create foaf:Person

710 a bibo:Document dct:creator / nlon:create

foaf:Personor

   

foaf:Organization

730
a,d,f,k,l,n

,p,s,t
bibo:Document dct:alternative rdfs:Literal

740 a,h,n,p bibo:Document dct:alternative rdfs:Literal

760 t bibo:Document nlon:titleOfMainSeries rdfs:Literal

w bibo:Document dct:isPartOf / dct:hasPart bibo:Document

765 a bibo:Document nlon:headingOfOriginalLanguage rdfs:Literal

t bibo:Document nlon:titleOfOriginalLanguage rdfs:Literal

w bibo:Document dct:relation bibo:Document

z bibo:Document dct:relation bibo:Document

767 a bibo:Document nlon:headingOfTranslation rdfs:Li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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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bibo:Document nlon:titleOfTranslation rdfs:Literal

w bibo:Document dct:relation bibo:Document

z bibo:Document dct:relation bibo:Document

770 w,x,z bibo:Document dct:relation bibo:Document

772 w,x,z bibo:Document dct:relation bibo:Document

773 w,x,z bibo:Document dct:isPartOf / dct:hasPart bibo:Document

775 w,x,z bibo:Document dct:hasVersion bibo:Document

776 w,x,z bibo:Document dct:hasFormat bibo:Document

777 w bibo:Document dct:relation bibo:Document

780 w,x,z bibo:Document dct:replaces / dct:isReplacedBy bibo:Document

785 w,x,z bibo:Document dct:isReplacedBy / dct:replaces bibo:Document

787 w,x,z bibo:Document dct:relation bibo:Document

830 a bibo:Document nlon:uniformTitleOfSeries rdfs:Literal

850 a bibo:Document nlon:holdingInstitution rdfs:Literal

856 a, u bibo:Document dct:identifier foaf:Doc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