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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시대의 정보 이용자들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도서관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다. 특히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이 출현한 이후로는 외적으로 다양한 웹 

상의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에게 더 큰 주목을 받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웹을 통한 도서관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데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은 도서관들이 구비한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적이고 연계된 형태로 웹 상에 공개되지 않는데다가 정보 이용자들의 

다각적이며 복잡한 요구 역시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데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 이용자들이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는 정보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웹을 주로 

의지하면서 공신력에 바탕을 둔 도서관들의 방대한 자료와 더욱 멀어지는 것은 분명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다. 결국 웹 상의 정보 검증과 아울러서 도서관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각인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립도서관과 미국의 OCLC 등이 취해온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높은 신뢰성을 구비한 양질의 도서관 정보를 검색 

엔진을 통한 웹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링크드 데이터를 적용한다. 링크드 데이터는 

텍스트, CSV,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등 외부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데이터(사일로 

현상)를 RDF 트리플 형식으로 웹 상에 URI 식별체계를 갖추어 발행함으로써 

역참조(Dereference)와 부단한 정보 연결을 통한 탐색이 가능한 형식의 데이터를 

의미한다(Tim Berners-Lee, 2006). 링크드 데이터를 통한 도서관 정보의 

개방은 W3C 산하 LLD Incubator Group을 통해 2011년까지 연구되었고, 

OCLC(Worldcat.org), Europeana, DPLA 등 각 국가의 연구소 및 국립도서관 등에서도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웹 상에서의 도서관 분야 및 관련 분야의 정보를 

검색하고 획득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로 간주되고 있다. 그 배경 

하에 OCLC는 FRBR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Google, Yahoo, Bing과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OCLC의 데이터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Schema.org의 어휘를 사용한 

확장 버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Schema.org는 웹페이지에 삽입하여 검색을 돕는 

마크업을 제공하는 스키마로서 Google, Yahoo, Microsoft등 대형 검색 엔진사들에 의해 

개발되었다(http://schema.org/). 보유한 데이터를 검색 엔진에 더욱 노출시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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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org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대표적인 

도서관 및 관련 기관들 역시 링크드 데이터 발행을 넘어서 schema.org를 통해 도서관 

자원의 보다 다양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이다.  

링크드 데이터 발행 이후 기관의 자원을 웹에 더욱 많이 노출시킨 바람직한 사례로는 

유럽 연합의 프로젝트인 Europeana(http://www.europeana.eu/)를 들 수 있다. 

Europeana는 유럽 전역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미술관 등의 디지털 자원을 통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목표로 2010년 이후 데이터 수집을 통한 

링크드 데이터 발행과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현재 약 3,400만개의 개체와 2,200여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링크드 데이터 기반의 Europeana 포털 중심 

서비스를 막대한 예산으로 진행하여 성공적인 수행이라는 평가를 얻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으로 이용자 참여와 공유를 확산시키는 "Europeana 

1914-1918" 같은 실험적인 서비스도 시작했다(http://www.europeana1914-

1918.eu/en). Europeana이 포털 중심 서비스에서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다. 이는 향후 링크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이용자 참여와 공유 중심의 플랫폼으로 발전해 갈 것을 일면 전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Europeana가 링크드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발행을 넘어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이용자의 참여와 공유, 재사용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 공유와 

개방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링크드 데이터 발행 후 추진할 방향은 이용자들의 참여와 공유, 재활용이 

용이한 서비스로의 발전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둘째, 언어적 상이성의 문제는 잘 구성된 온톨로지 모델링을 기초로 의미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하여 해결하고 나아가 데이터 확장까지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문화재의 디지털화는 자료 축적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유한한 

문화재의 한계를 초월하게 한다. 즉 다양한 문화재 자료의 소유자들이 참여와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창출하여 유럽의 전통과 역사를 더욱 고양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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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a의 성공은 분명한 태생적 차이와 아울러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는 

한국, 일본, 중국에게도 제시하는 바가 크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연합 노선을 걷고 

있는 EU와는 달리 한국, 일본, 중국 간의 협업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Europeana 를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하는 것이 무리이기는 하지만 삼국의 문화재 수준이 

탁월하고, 전쟁 및 약탈·교류 등으로 문화재가 이동했으며, 링크드 데이터를 통한 언어 

장벽 극복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는 점 등 EU의 상황과 상당수 일치하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LD의 국제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용사항을 

도출하고, 한국, 일본, 중국 간의 협력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링크드 데이터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영미 유럽의 LLD 발행 현황과 

서비스 행태를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W3C LLD Incubator Group의 Use Case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LLD의 흐름을 파악한다. 

 파악된 LLD 실정을 기초로 국립중앙도서관의 LLD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 

가능한 서비스의 모습을 제시한다. 

 일본과 중국의 LLD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일본, 중국 간 협력 사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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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LLD 현황 및 전략 분석 

 

2.1 OCLC(Worldcat.org) 

 

(1) OCLC의 링크드 데이터 

 

OCLC는 서지 정보의 링크드 데이터 발행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난 

2012년 6월에는 WorldCat에 소장된 서지 정보를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하여 약 

120만개의 자료와 8천만개의 트리플이 담겨 있는 링크드 데이터 파일을 다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올려 놓았다. 이러한 링크드 데이터는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훌륭한 

연구 도구일 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사회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양질의 데이터를 얻는 

풍부한 원천이다. 

OCLC의 링크드 데이터는 ODC-BY 데이터 라이센스(Open Data Commons 

Attribution License) 아래 RDF serialization으로 제공되고 있다. WorldCat의 수많은 

서지 정보 가운데 특히 링크드 데이터 발행 대상으로 선택된 것은 최소한 250군데의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라는 조건을 충족한 것들로서, 이 작업이 보다 균형 있는 데이터 

제공과 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OCLC의 노력의 일환임을 잘 보여준다. 

 

가. OCLC 링크드 데이터 발행 역사(2012년 6월 기준) 

 

OCLC는 1995년 OCLC가 더블린(Dublin)에서 코어 메타데이터 개발을 위한 

더블린 코어 프로젝트(Dublin Core Initiative)를 주관했을 당시부터 구조화된 데이터 

구축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 링크드 데이터로 발전시켜 연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1997년: W3C 가입, OCLC Research에서 웹 상의 도서관 데이터 발행에 대한 

관심 및 연구 진행 

 2000년대 후반: 링크드 데이터 발행 실험과 발행의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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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Dewey 클래스 상위 세 개 레벨과 VIAF 링크드 데이터 발행 

 2010년: FOAF 발행 

 2011년: FAST 발행  

 2012년~현재: Dewey.info 모든 레벨 발행 중 

 

나. 링크드 데이터 발행의 기술적 과정 

 

 OCLC의 링크드 데이터 팀은 링크드 데이터 프로젝트와 Schema.org 어휘를 

연결하여 도서관에 맞는 어휘를 확장 구축함  

 WorldCat의 기술적인 서지 정보의 링크드 데이터 변환을 위하여 현존하는 

데이터 모델(VIAF, FAST, Dewey, LCSH)들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Apache 

Hadoo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로 표현함 

 별다른 기술적 변화나 문제 없이 링크드 데이터 발행과 업데이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WorldCat.org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링크드 데이터로 표현된 

WorldCat 레코드를 웹 이용자나 파트너 기관, 또는 데이터 설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함 

 

(2) OCLC와 Schema.org 

 

OCLC는 Schema.org의 어휘를 사용, WorldCat.org에 소장된 서지 정보를 기반으로 

수 많은 도서관이 소장한 서지 정보가 상업적 검색 엔진에서의 검색과 색인에 노출되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었다.  

 

가. Schema.org 

 

미국의 Google, Yahoo, Bing 및 러시아의 Yandex와 같은 검색 엔진들이 관여된 

검색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핵심 온톨로지를 개발하고 공유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 간에 

시행된 협업이다. 어휘 체계의 표준화로 웹 페이지 기술의 의미상 모호성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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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간 통합이 가능하게 하여 검색 엔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해내도록 

만들었다.  

OCLC는 Schema.org를 토대로 할 때 도서관들이 개별 소장한 정보의 집합적 

컬렉션을 오픈 웹 환경에서 나타내는 도구가 형성되리라 보았다. WorldCat의 주요 서지 

정보를 Schema.org를 이용하여 링크드 데이터화하고 이 데이터를 웹에 공개해 

이용자들의 접근을 유도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검색 및 

정보요구가 오가는 웹 환경에서 Schema.org의 체계가 이용자와 도서관 콘텐츠를 적절히 

연결하는 이상적인 도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OCLC는 도서관 정보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Schema.org와 협력하여 

링크드 데이터 개발에 힘쓰는 중인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 WorldCat 데이터 기술에 

필요한 어휘1를 추가하고 있다. 이처럼 확장된 어휘는 도서관 커뮤니티와 웹 환경 사이에 

의미있는 데이터 공유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  

 

 Schema Bib Extend W3C Community Group 

 

이 연구팀은 기존에 개발된 Schema.org의 스키마들을 이용하여 도서관 서지 정보의 

효과적인 기술 및 표현이 가능하도록 적합한 확장 버전의 고안에 집중하고 있다.   

 

나. Schema.org의 확장 

 

Schema.org 재디자인의 주된 목적은 이미 Schema.org에서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여 

FRBR 계층 표현을 개선하는 것이다. FRBR 계층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각 계층의 

추상화 정도 수준을 구별해야 하므로 Schema Bib Extend그룹(이하 Schema 확장 그룹)은 

hasInstance와 isInstanceOf라는 두 속성을 사용하여 WorldCat서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Schema 확장 그룹의 어휘 개발 작업은 복합적 주제와 범위의 

정보 검색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검색 엔진의 목적에 맞춰 개발된 Schema.org 

                                                        
1http://purl.org/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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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한 아래, 어떻게 하면 Schema.org가 도서관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래서 

Schema 확장 그룹이 기존의 Schema.org의 개념들을 토대로 사서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도서관 자료 기술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 어휘들을 제안하게 된다. 

이 때 Schema.org에서 도서관 자료의 전형적인 데이터 기술 모델인 FRBR의 계층 

개념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였다. 사실 도서관 

커뮤니티에서 자료의 표현 및 거래에 있어FRBR 계층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FRBR 모델이 도서관 관계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인 사용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판단 아래 Schema.org 개발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Schema.org에서 

저작(Work)의 개념은 이용자들의 요구가 구체화된 특정 객체인 반면, 도서관 

커뮤니티에서 저작(Work)은 특정 지적 활동의 노력을 포괄하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 주제의 객체 기술에서 덜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 OCLC 스키마의 FRBR 계층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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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LC 서지 데이터 모델링에서 FRBR 계층의 표현이 각 항목의 구체화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저작(Work): 저자(schema:author), 타이틀(schema:name), 

주제(schema:about), 콘텐츠 종류 (schema:genre) 

 표현형(Expressions): 저작권 연도 (schema:copyrightYear) 

 구현형(Manifestations): 출판일(schema:datePublished), 상품(Product) 식별자 

(schema:ProductID) 

 아이템(Items): 바코드 (schema:productID“barcode:”) 

 

모델링에서 중요한 것은, Schema 확장 그룹이 도서관 자료와 Schema.org 어휘에 

존재하는 여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어(Descriptor), 특히 다른 필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commonEndeavor와 hasInstance 와 같은 본질적인 제안2을 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OCLC 모델은WorldCat의 데이터 컬렉션에 맞추어 

FRBR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도서관 환경에 맞춘 다양한 개선점을 마련해 

주었다.  

 

 저작(Works)과 표현형(Expressions) 

 

모델링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Schema:CreativeWork 속성의 선택이다. 이 모델에서 타이틀, 주제, 저자가 언급되었을 

때만이 Schema:CreativeWork에 해당하는 내용이 FRBR의 저작을 가리키고, 저작권 

기간과 장르가 나타났을 경우 그 내용이 FRBR의 표현형을 가리킨다. 그러나, OCLC와 

Schema 확장 그룹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도서관 자료 체계에서의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2 Vocabulary Proposals: http://www.w3.org/community/schemabibex/wiki/Vocabulary_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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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형 (Manifestations) 

 

FRBR의 저작과 표현형이 OCLC 스키마 모델에서 효과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구현형의 경우에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현재 

OCLC의 연구자들은 구현형이 Schema:Product와 ProductTypes 온톨로지3를 참조하는 

모델링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또한 IFLA에서 정의하는 구현형의 의미를 바탕으로 

schemap:hasInstance와  schemap:isInstanceOf를 이용하여 구현형을 저작의 기술과 

연결된 표현형 기술로 연결하였다.  

 

 아이템 (Items) 

 

OCLC는 schema:SomeProducts와 형제 관계에 있는 schema:IndividualProduct가 

FRBR의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chema.org에서IndividualProduct가 의미하는 것은 특정 제조사에서부터 

만들어져 특정 모델 번호를 지닌 특정 상품이다. 이와 비슷하게, 특정 공공 도서관에 있는 

어떤 저작의 한 책의 카피 역시 저자로부터 특별히 서명되어 있고 유일한 하나의 

바코드가 붙은 책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IndividualProduct로 취급될 수 있다.  

결국 FRBR Group1 내 세 가지 개념들은 OCLC 모델에서 schema:Product 

클래스와 schema:CreativeWork 클래스를 참조하여 표현될 수 있다.  

 

 저작(Work)과 표현형(Expressions): schema:Product 없이 존재하는 

schema:CreativeWork 

 구현형(Manifestation): schema:CreativeWork + schema:ProductModel 

 아이템(Item): schema:CreativeWork + schema:IndividualProduct 

 

                                                        
3Schema.org와 GoodRelations의 공동 연구아래 개발된 상업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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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chema.org의 CreativeWork와 Product 온톨로지 

 

아쉽게도, OCLC 모델에서 Schema.org의 Schema:Product 클래스가 모든 종류의 

도서관 자료 및 정보, 특히 일반적인 분야에서 흔히 이용되지 않는 논문이나 가상 자료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서관 표준화 전문가들은 Schema 확장 

그룹과 함께 앞으로 Schema:Product와 관련된 클래스의 활용에 대해 좀더 고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여름에 처음 링크드 데이터를 선보였지만 여전히 도서관 표준화 전문가들은 

FRBR 저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또는 저작과 표현형 사이의 관계를 구분하는 지에 대한 

완벽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어떤 관점에서는 저작이 매우 추상적이라서 오직 한 

종류의 특정 콘텐츠물을 가리켜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저작의 

정의가 저자, 타이틀 및 주제와 같은 공통적인 속성들을 가진 구현형의 집합체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OCLC에서도 각각의 관점들이 복잡하게 존재함에 따라 

저작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쉽게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의들을 토대로 하나의 정의로 통합하는 것이 OCLC의 목표이다. 

 

(3) 데이터 제공 서비스 

 

주목할 만한 점은 OCLC 링크드 데이터는 인간가독형과 기계가독형 두 가지 

형식으로 이용자 및 개발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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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가독형 데이터 제공 

 

WorldCat 검색 후 나타난 결과 페이지에서 아래 쪽에 링크드 데이터 섹션에서 

일반적인 이용자들도 온라인 상에서 쉽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림 3 인간가독형 데이터 제공 (WorldCat.org) 

 

나. 기계가독형 데이터 제공: 다운 가능한 WorldCat 데이터 집합  

 

대부분의 OCLC 서비스는 협력 도서관들의 공동 노력으로 개발되고 향상된 

WorldCat의 서지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OCLC는 점차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다운 가능한 형식의 데이터 셋으로 개발자 및 프로그래머들이 그들의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WorldCat downloadable data set: WorldCat.org에 소장된 데이터를 묶어서 

다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12 - 
 

 FAST(Faceted Application of Subject Terminology): 미 의회도서관의 

LCSH를 바탕으로 도서관 필드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주제 용어의 

스키마로 OCLC와 미 의회도서관의 공동 작업의 결과로 탄생하였다.  

 VIAF(The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시맨틱 웹 환경에서 이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인명 전거 파일로, 미 의회도서관과 독일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OCLC의 합동 연구 아래 시작되어 2012년, 관련 기관이 

16개국의 20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연구되고 있다.  

 

 

그림 4 OCLC 웹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셋 

<출처: http://www.oclc.org/data/data-sets-services.en.html> 

 

이러한 툴들은 OCLC 데이터가 다른 플랫폼과 다양한 기술 환경에서도 이용되도록 

접근점을 제공하고 있다. 웹 상에서는 링크드 데이터를 통해 도서관 소유 정보에 대한 

중심적인 접근과 여러 기관 사이 협력적인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OCLC 

웹서비스에서는WorldCat Basic API, WorldCat Registry, WorldCat Search API, xISBN, 

xISSN 를 제공한다.  

 

(4) OCLC 데이터 링크 개발 

 

가. FAST(Faceted Application of Subject Terminology) 

 

FAST는 OCLC와 미 의회도서관의 공동 연구 아래 LCSH를 기반으로 만든 주제목 

스키마로서 다양한 주제적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FAST의 용어들은 8개의 

http://www.oclc.org/developer/services/worldcat-basic-api
http://www.oclc.org/worldcat-registry.en.html
http://www.oclc.org/developer/services/worldcat-search-api
http://oclc.org/developer/services/xisbn
http://oclc.org/developer/services/x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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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또는 패싯(Facet)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패싯은 MARC의 600번대 필드에 

나타난다. 

 

표 1 FAST의 패싯과 해당 MARC 필드 

 

 

FAST의 패싯들은 하나의 집합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으나 각각의 패싯이 

개별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FAST의 이용 규칙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목록 전문가가 

작업을 할 때 8개 속성 중 어떤 패싯이 자료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인지, 혹은 

이 자료가 특정 형식이나 장르로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이 자료에 가장 적절한 

FAST 용어들을 선택한 뒤 그 용어들을 서지 데이터에 포함시킨다. 이 때 가장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인 용어가 우선어로 채택되어 표기되는 것이다.   

FAST는 일반적인 주제 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큰 노력의 일부로서 고안되었는데 디자인의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단하게 학습 및 적용 가능해야 함 

 패싯 내비게이션 친화적으로 만들어져야 함 

 현대 링크드 데이터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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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동안의 수고로 이루어진 FAST 개발은 총 8가지 패싯 어휘와 약 170만 개의 

주제명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FAST는 OCLC를 통해 온라인 및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되어 제공되고 있다.  

FAST는 WorldCat 데이터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분류, 색인, 분석 및 내비게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증명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FAST가 지난 2012년 오픈 라이센스 아래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이 되면서 제 3자들에게 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OCLC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분류와 주제명을 포함한 데이터로 이루어진 

업그레이드 버전의 WorldCat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확장은 보통 개인적인 

목록 전문가들에 의해 각각의 레코드 별로 진행될 뿐 아니라 일정 부분은 기계를 동원한 

과정을 함께 거친다. 결국 FAST 프로젝트를 통해 WorldCat 데이터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FAST 데이터는 웹사이트(http://experimental.worldcat.org/fast/)에서 일반인의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 5 FAST 링크드 데이터 검색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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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AST Geographic Headings 검색 결과 

 

나.  Dewey.info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 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서관 분류 시스템이다. 특히 23번째 판의 경우 분류 작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OCLC의 Dewey(이하 듀이) 연구팀은 링크드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DDC 분류체계에 링크드 데이터 원칙을 적용하고 각 

데이터를 하나의 작은 용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는 기계가독형 또는 인간가독형의 듀이 클래스 표현을 

바탕으로 HTTP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 각각의 듀이 개념들에게 URI가 

할당된다. 각 데이터는 시맨틱 정보가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는 형식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정해진 링크를 따라 관련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PI 쿼리 접근 역시 제공되고 데이터는 비상업적 용도로 누구에게나 

재사용되어야 하는 원칙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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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LC의 듀이 팀은 DDC를 토대로 링크드 데이터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여러 목표에 대해 고심하였다. 먼저 광범위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DDC 개념들을 위한 

영속적인 식별자로서 역할을 하는 DDC의 URI패턴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SKOS 

RDF어휘를 사용하여 DDC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표현 모델을 만들고 시험해보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링크드 오픈 데이터가 실제로 쉽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 아래에서 비상업적 용도로 얼마나 쉽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들에 대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듀이간략본(Dewey Summaries: DDC 22의 상위 10개 클래스)이 링크드 데이터 발행에 

적절한 데이터 셋으로 선택되었다.  

Dewey.info의 가장 큰 목적은 링크드 데이터의 확장을 위한 실험적 플랫폼의 

개발이다. 이미 기존에 듀이 번호가 메타데이터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dewey.info의 

URI를 추가함으로써 9개의 언어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향후 

각종 업데이트 및 추가 작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URI에 URI 할당 

날짜가 포함되어 듀이 번호가 바뀌거나 번호의 의미가 수정되더라도 자료의 참조가 

가능하다(http://dewey.info/class/641/2009/08). 

 

 Dewey.info의 주요 사항 

 

 12개 언어로 상위 3개 레벨 접근 

 각 클래스마다 할당된 URI 존재 

 SKOS 사용 

 기계가독형과 인간가독형 모두 표현 

 SPARQL endpoint 제공(http://dewey.info/sparql.php)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 아래 데이터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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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CLC의 웹서비스 사례 

 

가. Classify(http://classify.oclc.org/classify2/) 

 

Classify는 책, DVD, CD 및 여러 종류의 자료의 분류 번호와 주제목을 할당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FRBR 기반의 플랫폼으로, FRBR모델에서 

구현형(manifestation) 레벨의 서지 정보를 한데 모아주는 원리에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OCLC FRBR Work-Se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서지 레코드가 그룹화되고 각 

저작들(Work)에게 부여된 저작 레벨의 클래스 번호와 주제목의 요약이 만들어진다. 

Classify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DDC 번호와 LCC 번호,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 번호 및 FAST의 주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약 36백만 개의 WorldCat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웹에서 이용자들이 OCLC나 ISBN 등과 같은 표준번호, 저자 및 

타이틀, 그리고 주제목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7 Classify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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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검색 결과 데이터 제공 예시 

 

나. MapFAST(http://experimental.worldcat.org/mapfast/) 

 

대부분의 검색 엔진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검색 결과가 이루어진다. 장소에 대한 

검색을 원할 경우 이용자는 특정 지명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검색 엔진에서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도서관 자료를 검색할 경우 특정 지역이 LCSH나 전거 파일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 검색이 어려울 경우도 있다. 설령 그 지명이 통제어휘 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관심 자료가 예상했던 지명이 아니라 그 근처 또는 다른 지리적 환경의 한 

부분인 산이나 호수의 이름으로 목록이 입력되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한계를 배경으로, OCL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mapFAST이다. 

mapFAST는 구글 지도를 통해 검색 결과의 지리 정보의 명확한 접근점을 제공해주는 

FAST 지리 어휘(Geographic authorities) 기반 서비스다. 현재 FAST에는 LCSH에서 

추출된 약 16만 개의 지리명이 입력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검색 후 구글 지도에서 선택 

지역 및FAST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주변 지역들까지 포함된 검색 결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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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선택하면 WorldCat이나 구글북스로 연결되어 추가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FAST의 주제목을 이용하여 서지 레코드에 대한 주제적 접근의 다양화를 

이루게 되었는데, 특히 OCLC에서 개발한 FAST의 주제적 패싯 접근의 강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mapFAST는 온라인 시험판 사이트, 

모바일, 및 안드로이드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아직 

시험판으로 제공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 및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림 9 mapFAST지역 검색 인터페이스 

 

다. WorldCat Genres(http://www.worldcat.org/genres) 

 

OCLC와 WorldCat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진 WorldCat Genres는 이용자들이 

12개의 장르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다양한 저작들의 서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은 가장 보편적인 12개 장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보다 구체적인 90개의 장르명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 주제 

장르를 접근한 뒤 그 장르에 대한 여러가지 하위 접근점이 제공되는데 이 때 장르와 

관련된 저자, 주제, 캐릭터, 배경 장소 및 책과 영화에 대한 항목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경우 WorldCat의 검색 결과로 연결된다. 결국 이용자들은 

장르라는 특정 메타데이터에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다른 저작에 대한 접근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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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주제 장르별 이동이 역시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의 저작 

아래 있는 표현형(Representations)이나 여러 버전들을 명확히 모으기 위해 FRBR 모델의 

원리를 적용하여 저자와 타이틀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관련된 주제목을 생성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0 WorldCat Genres 메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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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예시: 판타지 장르 정보 제공 페이지 

 

 

그림 12 판타지 장르 내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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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시사점 

 

WorldCat의 데이터는 VIAF, LCSH, Dewey 등과 같은 여러 전문 어휘들을 기반으로 

명확한 링크드 데이터 발행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웹 환경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어휘 

체계인 Schema.org와 도서관을 대표하는 자원인 듀이 십진법 체계나 LC의 

주제명표목표를 기반으로 한 링크드 데이터 구축은 OCLC가 도서관 자료의 링크드 

데이터 생산에 있어 포괄적인 안목으로 단계적이면서 철저한 개발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Schema.org와 OCLC의 합동 연구팀은 기존의 Schema.org 체계를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 기술에 적합하도록 FRBR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관점들을 모두 수렴하여 하나의 주요 

정의로 통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웹 자원 기술과 도서관 자원 기술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둘 사이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Schema.org 어휘를 이용한 WorldCat의 

데이터 표현의 표준화를 이루는 것이OCLC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OCLC는 2013년 9월부터 FAST에서 주제목을WorldCat의 서지 데이터에 체계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FAST가 포함된 WorldCat의 레코드는 MARC 040 필드에서 

“OCLCF”를 포함할 것이고 “fast.”가 포함된 하나 이상의 600번대 필드가 나타날 것이다. 

향후 약 1년 동안 WorldCat의 수 많은 레코드에 FAST 주제어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러한 과정을 마친 후 보다 안정된 주제 접근 기반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 보고 있다. 결국 이 모든 작업들이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안에 갇혀있던 서지 

데이터가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OCLC는 다양한 데이터와 표준 어휘 체계를 활용하여 링크드 데이터 발행에 

앞장섬과 동시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데이터 리포지토리로써 

데이터가 활발히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CLC는 이용자 및 사서, 그리고 각종 개발자들을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CLC에서 제공하고 있는 

Classify 서비스는 사서들이 많은 양의 서지 자료를 보다 빠르고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mapFAST나 WorldCat Genres 서비스의 경우, 특정 주제에 대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자료를 쉽게 브라우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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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모아 쌓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기술적인 환경 및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웹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OCLC의 

큰 역할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OCLC는 VIAF, FAST, Dewey와 같은 표준 어휘 체계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그 출처와 관계 없이 새롭게 창조되고 보다 용이하게 관리, 공유될 수 있는 

자원으로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OCLC는 링크드 데이터 개발과 

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웹에서 풍부한 도서관 자원의 공유의 문을 열고 온라인 상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정착시킨다. 이러한 OCLC의 활동에 비추어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 포괄적이면서 이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저장소 및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OCLC가 각종 전문 어휘 자원인 LCSH나 Dewey와 

협력하여 링크드 데이터 발행에 앞장선 것처럼 한국의 KDC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NLSH: National Library Subject Headings)를 이용하여 링크드 데이터 

발행을 계획해 보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OCLC가 전 세계적인 목록 및 

분류 전문가들의 작업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고안한 것처럼, 국내 도서관 및 

기록관 등 자료 전문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분류의 통합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 역시 생각해 볼만 하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학술 도서관, 연구소 및 기업 

도서관들과 연계하여 링크드 데이터 발행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OCLC의 사례가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를 대표하는 서지 정보 통합 및 관리 

구축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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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uropeana  

 

Europeana는 2010년을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 걸친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기록관 

등의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하고 서비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5년까지 

데이터 컬렉션을 3,000만 개 수집한다는 목표는 적극적인 활동과 기관들의 협조로 이미 

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와 교육 문화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13 Europeana 서비스 모델 

  

데이터 통합과 연결을 위한 데이터 모델의 개발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룰 수 

있게 되고, 유럽 전역의 데이터 컬렉션을 진행하면서 특정 사건이나 시대에 초점을 맞춘 

‘Europeana 1914-1918’ 와 ‘Europeana 1989’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지, 사진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 두 기간에 대한 범유럽적인 시각을 

창조하고 이용자들의 자료와 그들만의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 유럽 전역의 연구 및 국가 도서관들의 디지털 자료들을 E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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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을 통해 Europeana 도서관뿐만 아니라 Europeana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연구로 도서관 정보를 위한 EDM 모델 개발의 기반을 세웠다. 

 

(1) Europeana 시맨틱 요소(ESE: Europeana Semantic Elements) 

 

ESE는 Europeana의 문화 유산 기술에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셋으로서 DublinCore 

기반으로 Europeana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추가된 요소들과 DC요소들을 

포함한다. ESE는 자원 기술에 훌륭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첫째, ESE는 평면적인 

모델(flat model)이다. 따라서 문화 자원들 간의 링크 혹은 자원들과 사람 또는 장소와의 

연결이 불가능하며 언어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자원에 

관한 데이터의 통합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실제 자원, 이미지와 같이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정보, 그 자원을 제공하는 제공자들의 자원들이 모두 한 레코드에 기록되는 데 

기인하는 문제다. 

 

(2) Europeana 데이터 모델(EDM: Europeana Data Model) 

 

디지털화된 유럽의 문화 유산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에서 서비스되며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를 활용한다. Europeana에서 이 데이터들은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고, 

링크드 데이터의 기술적인 접근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EDM은 Europeana 컨텍스트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풍부한 영역 중심의 정보 제공과 속성 제공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작품들을 다른 영역이 제공하는 정보들과 함께 보여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 현재 EDM을 기반으로 한 Europeana 데이터는 Europeana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EDM 모델은 OCLC와의 협업을 통해 OCLC의 FRBR 개체 관계, 다(多) 

언어로 표현된 카탈로그들을 처리하는 방법, VIAF에 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다음 그림은 ‘Mona Lisa’를 검색한 것이며, EDM으로 모델링된 ‘Mona Lisa’에 대한 

상세 결과 화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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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Europeana 포털 ‘Mona Lisa’ 검색 결과 화면 

 

EDM의 Core Classes는 edm: ProvidedCHO, edm: WebResource, ore: 

Aggregation로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15 EDM Core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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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ProviedCHO는 실제 문화 유산을 말하며, edm:WebResource는 실제 문화 

유산에 대한 웹 자원을 말한다. 여기서 웹 자원은 이미지, 텍스트 등 웹 상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이다. ore:Aggregation은 관련된 자원들의 집합으로 

dcmitype:Collection의 subClass이며 emd:ProviedCHO와 edm:WebResource들을 

포괄한다. 

EDM은 FRBR의 모델을 수용하여 작성되었다. edm:WebResource의 상위 클래스인 

edm:InformationResource는 FRBR 의 Work, Expression 과 Manifestation과 같으며, 

edm:Event는 FRBR의 Event와 edm:Place는 FRBR의 Place와 같다. 

 

(3) EDM 과 Schema.org  

 

  Europeana는 현재 약 3,400만 개의 객체들과 2,200여 개의 갤러리,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Europeana.eu 포털, 

프로젝트 포털과 전시회, 검색 엔진, Facebook, Twitter와 같은 포털, 그리고 Europeana 

데이터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나 앱들을 통해 Europeana 데이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검색 엔진에서 Europeana 데이터를 찾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OCLC가 Schema.org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미 EDM을 

schema.org에 매핑 완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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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EDM 과 Schema.org 매핑 

<http://www.europeana.eu/resolve/record/02001/492A0518CA2BDF09B1642B11FA7317F5FE43B96B>  

a   schema:CreativeWork; 

    schema:name "Cofre de base rectangular com tampa de quatro face..."; 

    schema:about "Cofre-relicÃ¡rio"; 

    schema:addressCountry "Portugal"; 

    schema:contentUrl <http://www.matriznet.imc-

ip.pt/MatrizNet/CommonServices/ThumbnailDownloader.axd?IdReg=5113&TipoReg=1&Thumbnail

Type=2>; 

    schema:creator "Desconhecido"; 

    schema:description "Cofre de base rectangular com tampa de quatro faces. A urna Ã© decorada 

com um friso perlado que rodeia representaÃ§Ãµes da Virgem com o Menino, do CalvÃ¡rio e da 

Virgem em GlÃ³ria, nas quatro faces. As arestas da tampa sÃ£o emolduradas por pequenas 

caneluras; nas duas faces principais um entrelaÃ§ado encerra uma arcaria polilobada."; 

    schema:image <http://www.matriznet.imc-

ip.pt/MatrizNet/CommonServices/ThumbnailDownloader.axd?IdReg=5113&TipoReg=1&Thumbnail

Type=1>; 

    schema:provider "Instituto dos Museus e da ConservaÃ§Ã£o", 

                    "Museu de Alberto Sampaio"; 

    schema:url 

<http://www.europeana.eu/portal/record/02001/492A0518CA2BDF09B1642B11FA7317F5FE43B96B

.html>, 

        <http://www.matriznet.imc-ip.pt/MatrizNet/Objectos/ObjectosConsultar.aspx?IdReg=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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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KOS 

 

  SKOS는 Europeana의 디지털 객체들을 기술하는,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메타데이터들을 수용한다. 

 

 

그림 17 Europeana의 SKOS 모델링 

  

Irish 

vocabulary 

Norwegian 
vocabulary SKOS 

skos:exact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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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행 방법 

 

 

그림 18 Europeana 링크드 데이터 발행 방법 

 

ESE를 기반으로 문화 유산들을 기술하는 기존 Europeana 데이터를 EDM 매핑 

규칙에 따라서 EDM/RDF화 한다. 또한 GeoNames/Time Ontology와 같은 어휘들과 

외부 데이터들과의 연결(Link Generation)을 통해 데이터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성된 RDF 파일은 RDF 저장소에 저장되어 http://data.europeana.eu를 통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RDF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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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그림 19 Europeana 1914-1918메인 페이지 

 

"Europeana 1914-1918" 와 "Europeana 1989"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이 소유한 해당 

연도의 사진, 편지 등의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업로드한다. 이 때 이용자는 언제, 누구 및 

어떤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인가를 직접 작성하며, 해당 연도의 다른 이용자가 올린 

자료들 및 Europeana 자료들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  

디지털화된 자료에 관한 설명은 간단한 입력화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Title과 Story 

이외에는 필수 입력 사항이 없다. 기타의 입력 사항은 선택하게 만들어서 이용자들의 

부담을 축소하고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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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uropeana 1914-1918이용자 입력 페이지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들의 카테고리는 Europeana 에서 제공하는 Letters, 

Postcards, Women등 16개 중 이용자 자신이 지정하며, 그 검색 결과를 Europeana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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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uropeana 1914-1918 검색 결과 상세 

 

검색 결과 상세보기를 통해 디지털 자원을 제공한 사람 및 자원과 관련된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 정보가 제공되며, Europeana 의 다국어 특성을 적용하여 검색 결과에 대한 

번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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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uropeana 시맨틱 검색 

 

Europeana는 http://eculture.cs.vu.nl/europeana/session/search 사이트를 통해 

속성을 이용한 시맨틱 관계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첫 검색 화면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artefact, concept등으로 해당 검색 결과가 그룹화하여 나타난다. 

 

 

그림 22 Europeana 시맨틱 검색 페이지 

 

해당 검색어의 결과에 따라 검색 결과를 시맨틱 관계로 그룹지어 결과를 리스트화 

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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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uropeana 시맨틱 검색 결과 페이지 

 

찾고자 하는 관련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에 대한 RDF 형식의 데이터가 

시각화하여 뜨며, 링크가 생성되어 있는 속성이나 값들은 해당 링크로 연결되어 추가 

속성 정보나 관련 정보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24 Europeana 시맨틱 검색 결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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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DPLA) 

 

(1) 개관 

 

DPLA는 미국 내의 도서관, 기록물관리소, 박물관에 소장된 디지털 객체들을 

통합하여 이용자에게 풍부한 자원들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Europeana를 벤치마킹하였다. 2010년 형성되기 시작하여 2013년 4월 18일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개시 점에 약 18개의 파트너, 3,200개 이상의 컬렉션, 2백만개 

이상의 레코드에 접근이 가능했고, 현재는 약 5백만개 이상의 레코드에 접근이 가능하다. 

DPLA 커뮤니티가 오픈 데이터 원칙을 따르는 오픈 액세스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DPLA는 CC0 라이센스에 의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DPLA 업무의 초점은 두 

가지이다. 즉 이용자가 자원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포털의 구현, 그리고 

데이터와 서비스의 시스템적 접근이 가능한 플랫폼(API)의 제공이 그것이다.  

 

 

그림 25 DPLA 메인 페이지 

<http://dp.la> 

 

 

http://d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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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털 서비스 

 

DPLA의 첫 번째 목적은 이용자가 용이하게 자원을 발견하고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의 구현이었다. 현재 DPLA는 자료의 제목, 썸네일 이미지, 저작자, 

만들어진 날짜, 파트너(정보 제공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기관), 소장기관, 상세 

정보(Description), 위치, 자료의 유형, 주제어, 권리 정보, URL 등의 모든 이용가능한 

메타데이터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해당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정보들을 통합하여 

나타내는 것이 DPLA의 가장 큰 강점이다.  

 

 

그림 26 DPLA 검색 결과 예시 

 

위의 <그림 26>에서 하나의 자료를 클릭하면 다음의 <그림 27>과 같은 상세 화면이 

나타난다. 

 



 

- 38 - 
 

 

그림 27 DPLA 검색 결과 상세 페이지 

 

저작자, 파트너, 발행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가능한 위치, 유형, 주제어, 권리에 관한 

정보, URL까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DPLA의 계정을 

사용하여, Facebook, Twitter 혹은 Google+에 데이터 “공유” 버튼을 적용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 또한 아이템의 타임라인 혹은 맵을 통해 볼 수 

있다.  

 

가. Exhibition Tap 

 

DPLA와 파트너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시각적인 전시 시리즈들을 큐레이션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의 행동주의, Europeana 와의 연계 전시 등 19세기에서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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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인들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체적인 사진 

자료와 특별한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나. Map, Timeline, Bookshelf Tap 

 

DPLA는 <그림 28>, <그림 29>처럼 시각적으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Map 서비스는 장소를 기반으로 한 검색 결과 정렬로 수백개의 파트너가 제공하는 정보를 

장소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게 했으며, 썸네일 이미지 등을 제공한다. Timeline 서비스는 

연도, 10년, 세기 단위로 해당 항목의 개수를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준다.   

 

 

그림 28 DPLA의 검색 결과 예시(Map 서비스) 

 

<그림 28>은 장소를 중심으로 한 인터페이스 화면으로 지도와의 매쉬업을 통해 문화  

유산이라는 객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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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DPLA의 검색 결과 예시(Timeline 서비스) 

 

다음의 <그림 30>은 Bookshelf 서비스로서 시각적인 효과가 검색 결과 인터페이스에 

반영된 것이다. 검색한 자료의 적합성에 따라 자료의 색깔 진하기가 달리 표현되고, 

자료의 페이지 수는 두께로, 자료의 길이는 수평 길이로 시각적으로 각각 달리 나타난다.  

 

 

그림 30 DPLA의 검색 결과 예시(Bookshelf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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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플랫폼 제공 

 

DPLA의 두 번째 업무 초점은 DPLA에서 수집된 콘텐츠와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다음의 3가지로 구성된다.  

 

 커뮤니티 개발자가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기존의 사이트에 DPLA의 서비스와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함 

 DPLA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을 도울 수 있게 함 

 

DPLA 웹사이트에는 API와 DPLA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APP 

Library(http://dp.la/apps)가 소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일리노이 대학은 문화 유산 

기관의 컬렉션을 종합하는 프로토타입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며, MINT 플랫폼은 

메타데이터 유입과 변형 서비스에 DPLA 데이터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도구의 개발은 

DPLA의 도전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로서,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1 DPLA의 APP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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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PLA의 링크드 데이터 환경  

 

DPLA의 업무상 두 가지 초점인 자원 발견 및 접근의 용이성, 개발자를 위한 플랫폼 

제공은 시맨틱 웹 기반의 환경을 통해 가능하다.  

 

가. DPLA 데이터 모델 

 

DPLA의 내부 데이터는 RDF와 JSON-LD로 불리는 RDF-inspired serialization을 

사용한다. API의 데이터 모델은 객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들을 포함하며, 도큐멘테이션 

혹은 컬렉션의 리스트나 패싯의 리스트에 따라 정렬된다. 내부 데이터와 달리 외부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OAI-ORE 표준을 사용한다. BIBFRAME과 EDM(Europeana 

data model) 처럼 그래프 구조의 형성을 지원한다.  

 

나. DPLA 콘텐츠 Rules 

 

DPLA는 데이터 통합 및 공유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모델은 

일반적으로 여러 어휘로부터 차용하여 확실한 속성들에 적용시킨다. 예를 들어서 

속성dpla:country는 ISO 3166-1 country code, EDM의 콘텐츠 타입을 차용한 것이다. 

DPLA는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수집된 

일부 데이터는 저장되고, 일부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 따라 생성되고 추출된다. 그 

예로 EDM 속성 edm:currentLocation은 ISO 3166-1 표준에 따르지만 수집된 데이터 

셋의 제공자에 의해 창출되기도 한다.  

 

다. DPLA 메타데이터 스키마 및 어휘 

 

DPLA의 메타데이터 모델은 Europeana 의 데이터 모델인 EDM을 따르며, RDF와 

DC를 중심적인 기술 표준으로 사용한다. DPLA의 핵심 클래스인 

dpla:SourceResource는 ‘문화 유산 객체’를 의미하며 EDM의 edm:aggregat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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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사용하여 ore:Aggregation과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ore:AggregatedResource과 

연결된다. dpla:SourceResource 클래스는 DC, DCTerms, EDM 속성을 사용한 기술적, 

관리적 메타데이터가 수집된다(예, contributor, date). DPLA 메타데이터 스키마 내에서, 

어휘와 패싯 데이터에 대한 콘텐츠 Rules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사용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RDF) and the RDF Schema(RDFS) 

(http://www.w3.org/TR/rdf-concepts/) 

 OAI Object Reuse and Exchange (ORE) (http://www.openarchives.org/ore) 

 Dublin Core namespaces for elements (http://purl.org/dc/elements/1.1,  

abbreviated as DC), terms (http://purl.org/dc/terms/, abbreviated as 

DCTERMS) and types (http://purl.org/dc/dcmitype/, abbreviated as 

DCMITYPE) 

 The Basic Geo (WGS84 lat/long) Voabulary 

(http://www.w3.org/2003/01/geo/) 

 

아래의 <그림 32>는 DPLA의 핵심 클래스와 속성 모델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 DPLA 핵심 클래스와 속성 모델 

http://www.openarchives.org/ore
http://purl.org/dc/elements/1.1
http://purl.org/dc/terms/
http://purl.org/dc/dcmitype/
http://www.w3.org/2003/01/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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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PLA Serialization와 데이터 교환 방식 

 

DPLA 데이터는 JSON-LD(JavaScript Object Notation for Linked Data) 방식으로 

대량의 다운로드가 가능(http://dp.la/info/developers/download)하며, RDF/XML로 

내부에 저장되거나, API를 통해 JSON-LD로 이용이 가능하다.  

JSON-LD는 JSON의 확장으로 IRI로 데이터를 식별하고, 다른 문서들과 결합될 때 

JSON 객체가 명확해지도록 지원한다. 언어나 데이터 타입을 식별하는 방법 또한 

제공되며 JSON 구조를 사용하여 관계를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해준다.  

JSON-LD의 부모 격인 JSON(http://jsonn.org)은 대중화된 데이터 

직렬화(serialization) 포맷으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읽기 

편하며 가벼운 인코딩 구조를 사용한다. JSON은 키/값 데이터 구조로 구현되며 정렬 

방식이 트리플 진술(주어, 술어, 목적어)과 매우 유사하다. JSON은 DOM(Document 

Objet Model)을 사용한 계층화된 객체 정의를 지원한다. 다음의 <그림 33>은 JSON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33 DPLA JSON-LD output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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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LD는 JSON 구조를 확장하여 ID, type, vocabulary, graph 데이터 구조를 

사용한다. DPLA는 이러한 구조로 다양한 API의 요청에 따라 추출된 데이터를 

상호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반환 방식을 사용한다. 이 데이터는 API의 구조에 따라 

컬렉션, 아이템, 혹은 패싯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34>는 이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34 DPLA JSON-LD facet information 예시 

 

DPLA는 이러한 데이터 교환 방식을 통해 데이터의 재사용 및 유용성을 높이고 있다.  

 

마. DPLA 플랫폼의 유용성  

 

DPLA의 플랫폼 환경은 다음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물리적 공간 혹은 온라인 

- DPLA 플랫폼의 가치는 문화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기관과 

조직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이 플랫폼은 도서관, 아카이브 기관, 박물관, 

온라인 컬렉션 관리자, 큐레이터에게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개발자 커뮤니티 

- 개발자는 DPLA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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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고 쉽게 제작하고자 하는 개발자를 지원할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일부는 최종 이용자를 위한 검색 도구, 도서관 분석 

도구, 추천 검색 엔진 및 OPAC 강화 등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다른 사이트와의 연계 서비스 

- DPLA 플랫폼은 DPLA의 콘텐츠, 메타데이터 및 서비스가 웹 세계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위키백과와 문화 유산 라이브러리 항목, DPLA 

플랫폼에서의 정보 통합 방법 등이 있다.  

 

 DPLA 자체 

- 플랫폼은 DPLA의 홈페이지 개발 및 최종 이용자를 위한 포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DPLA의 지원 하에 디지털 자료들을 포함한 DPLA의 

저장소를 지원한다.  

 

무엇보다 로컬 라이브러리는 DPLA의 데이터와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합하는 

작업에서 개발자 커뮤니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서비스와 다양한 기반 환경에 참여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다.  

DPLA 플랫폼은 직접적인 이용자 인터페이스가 아니며, DPLA의 기본 방향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 데이터, 도구들의 저장소로 로컬 기관(도서관, 기록물 관리소, 박물관 

등)과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통합한다. 따라서 

DPLA 플랫폼은 공공, 도서관, 온라인 사이트, 그리고 서비스에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지원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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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DPLA 플랫폼의 개관 

 

DPLA 플랫폼은 (1) Ingestion (2) API, (3) 메타데이터 관리의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갖는다. 가장 간단한 수준에서 (1) DPLA 데이터 리포지토리 내에 콘텐츠와 

메타데이터를 유입하며, (2) API는 해당 메타데이터와 콘텐츠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함수를 실행한다. (3) 메타데이터 관리는 메타데이터가 더 사용 가능하도록, 더 

유용하도록 만든다.  

플랫폼의 두 가지 주요한 원칙은 사람들이 흥미로워 하는 것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방형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DPLA는 직관성, 

확장성, 보안, 다양한 기능, 버전 등을 공통적 설계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5) DPLA의 파트너들  

 

DPLA는 무엇보다 서비스 및 콘텐츠의 핵심을 구성하는 파트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파트너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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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DPLA 의 주요 파트너 정보 

Service Hubs Content Hubs 

Digital Commonwealth 

Digital Library Georgia 

Empire State Digital Network (NY) 

Kentucky Digital Library 

Minnesota Digital Library 

Mountain West Digital Library 

North Carolina Digital Heritage Center 

The Portal to Texas History  

South Carolina Digital Library 

ARTstor: more than 1.5 million images 

Biodiversity Heritage Library: comprise 15 

natural history libraries in the U.S. and the 

United Kingdom 

David Rumsey Map Collection: more than 

150,000 maps 

The Harvard Library 

HathiTrust Digital Library: 11 million 

volumes 

Internet Archiv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2 million digital copies 

New York Public Library 

The Smithsonian Institution: About 137 

million works of ar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ibraries 

The University of Virginia 

 

(6) 커뮤니티의 방향 및 미래의 전략 

 

DPLA 커뮤니티는 현재의 제한된 환경에서 자원 발견 및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플랫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기관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uropeana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객체를 

표준화하려는 시도 또한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DPLA는 여러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2013년 4월에 개시된 이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조직들이 이미 많고,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중이다. 커뮤니티의 미래는 이들과의 지속적인 협동 관계를 

통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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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중국 LLD 현황 및 전략 분석  

 

3.1 일본 

 

일본의 링크드 데이터는 국립정보학연구소(NII: National Institute of Infomatics)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현재 국립국회도서관 'Web NDL Authorities', CiNii, 

LODAC Project, DBpedia japanese, 요코하마 아트 LOD가 대표적이다. 

 

(1) Web NDL Authorities(국립국회도서관 전거 데이터 검색, 제공 서비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2010년 NDLSH를 RDF화 하여 웹 버전 Web NDLSH를 

공개하였다. 약 10만 건의 주제를 약 130만 건의 RDF 트리플로 표현하였다(2010년 

기준). 전거 데이터의 경우 2011년 Web NDLA로 약 110만 건의 전거를 약 1,500만 RDF 

트리플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다. 

NDLSH는 SKOS 매핑 속성(skos:exactMatch, skos:closeMatch)을 이용하여 

LCSH와 연결하였으며, DC Terms와 DC-NDL 을 이용하여 링크드 데이터를 

발행하였다. NDLNA도 NDLSH와 같이 SKOS 매핑 속성을 이용하여 VIAF와 

연결하였으며 RDA Group2 elements와 FOAF를 이용하여 링크드 데이터를 발행하였다. 

다음 그림은 NDL 링크드 데이터의 간단한 모델링을 모여준다.  

 

 

그림 36 NDL의 링크드 데이터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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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URI 설계 

 

 http://id.ndl.go.jp/auth/ndlsh/愛 

 http://id.ndl.go.jp/auth/ndlsh/00560099 

 

ID 형식의 URI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이용자를 위한 라벨 형식의 URI는 

owl:sameAs로 연결하였으며, SKOS의 확장 레이블을 이용하여 표목형과 읽는 형식을 

구조화하였다. 

 

<http://id.ndl.go.jp/auth/ndlsh/00560099> 

    rdfs:label "愛"; 

    xl:prefLabel [ 

        xl:literalForm "愛"; 

        ndl:transcription "アイ" 

    ]; 

 

나. 서비스 

 

현재 http://id.ndl.go.jp/auth/ndla를 통해서 전거 데이터와 주제명표목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결과에 따른 국립국회도서관 서비스 연결 링크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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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NDLA 검색 결과 페이지 

 

(2) LODAC Project 

 

LODAC(Linked Open Data for ACademia) Project는 다양한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박물관·미술관 데이터, 생물 종 데이터 등이 

LODAC Project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가. LODAC Museum 

 

일본의 박물관 정보는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정도로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미술 시소러스, 작품 데이터베이스, 개별 

박물관과 같은 다른 자원들로부터 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하였다. 데이터는 15개의 

박물관에서, 약 130,000건으로 소장품, 작가, 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주를 이루고 이벤트, 

위치, DBPedia, 생물 종 데이터 등과 연결을 시도하였다. 

LODAC 홈페이지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LODAC Project로 발행된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검색 시 관련 데이터가 있으면 이미지와 함께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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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URI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며, URI를 클릭할 경우 해당 정보 상세보기가 

가능하다. 

 

 

그림 38 LODAC Museum 검색 결과 

 

만약 해당 정보가 각기 다른 기관에서 통합된 것이라면 해당 참고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39 LODAC Museum 검색 결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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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ODAC Museum 발행 데이터 현황 

종별 RDF 타입 건수 

소장품(전체) lodac:Specimen + lodac:Work 약 177만건 

소장품(표본) lodac:Specimen 약169만건 

소장품(미술품, 표본이외) lodac:Work 약 13만건 

작자 foaf:Person 약 8800건 

시설 foaf:Organization 약 20만건 

 

현재 요코하마 Art spot에서 LODAC Museum 데이터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 

 

나. LODAC Location 

 

LODAC Location은 위치 정보에 관한 링크드 데이터로 주소, 우편번호, 전차(電車)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표 4 LODAC Location 발행 데이터 현황 

종별 RDF 타입 건수 

거주 
lodac:Prefecture, lodac:Municipality, lodac:Word, 

lodac:CityArea, lodac:CityDistinct 
275,696건 

우편번호 lodac:PostalCode 140,456건 

역 lodac:Station 10,745건 

노선 lodac:Line 595건 

철도회사 lodac:Railway 18건 

 

 관련 서비스 ふぉとぶらりPro(iPhone Application) 

 

사진뿐만 아니라 촬영 시 있던 위치, 방향, 고도, LODAC Location, DBpedia, 

LinkedGeoData, sinsai.info에서 얻은 촬영 장소의 주변 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현재 iPhone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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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ふぉとぶらりPro 서비스 화면 

 

(3) CiNii(http://ci.nii.ac.jp/) 

 

CiNii는 논문이나 서적 잡지 등의 학술 정보에 관해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학회, 협회의 간행물 및 대학 연구 논문집 국립국회도서관의 잡지 기사, 색인 

데이터베이스의 학술 논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CiNii Article을 RDF화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DublinCore 와 Prism 

standard를 사용하였고, 저자 정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FOAF를 이용하였다 

 

 

그림 41 CiNii 링크드 데이터 모델링 예시 

 

저자의 경우 기계처리에 의해 저자 ID를 새로 부여하였다. Article 외의 Book, 책에 

관한 데이터 또한 DublinCore와 Prism Standard를 이용하여 서지 정보를 표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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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F를 이용하여 저자 전거, BIBO는 소장 정보를 나타내는데 사용하였다. 그 외 필요한 

어휘들은 CiNii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림 42 CiNii 검색 결과 

<출처: http://ci.nii.ac.jp/naid/110009625647> 

 

 

그림 43 CiNii검색 결과 – RDF 제공 화면 

<출처: http://ci.nii.ac.jp/naid/110009625647/r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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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국 

 

(1) 개관 

 

중국은Chinese Library Classification(CLC)과 Chinese Thesaurus(CT)를 

기초로Chinese Classified Thesaurus를 구축하였다. 구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CLC와 CT의 복잡한 지식 구조와 매핑 관계가 비전문가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워서 친숙하게 사용하기가 어려움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도서관계에서만 통용되는 형태임 

 LOD와의 상호운용성 결여로 웹에서 사용되는 API들을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링크드 데이터는 오픈 데이터를 웹 상에 발행할 수 있는 즉시 

이용가능한 기술적 메커니즘을 제공함  

 

위와 같은 맥락에서, CCT를 통해 시맨틱 웹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구축하였고, 또한CCT를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하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은 주제 

전거 데이터를 표현하는데China Machine-Readable Cataloguing 

Formats(CNMARC)를 사용하고 있고, 22개의 주 클래스와 52,992개의 하위 클래스로 

구성된 분류 데이터를 표현하는데China Library Classification Machine-Readable 

Cataloguing Formats(CLCMARC)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제 전거 데이터로부터 

시작하여 국제 표준 웹 기술과 어휘 체계를 사용하여 발행을 시도하였고 그 모델링의 

개요는 <그림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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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CNMARC to SKOS 모델링 

 

CCT_Thesaurus는skos:ConceptScheme의rdf:type으로 최상위의 개념이다. 

그리고TopConcept은skos:ConceptScheme아래 속한 하위 개념으로 

skos:hasTopConcept이라는 속성을 통하여concept에 대한 위계적 접근을 효율적으로 해 

주는 기능을 한다. ThesaurusConcept의 상위 개념은 TopConcept이며, 

ThesaurusConcept 내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값을 갖는다.  

 

 preferredChinessTerm 

 preferredEnglishTerm 

 altPinyinTerm 

 exactMatch 

 closeMatch 

 

그리고100,000개 이상의 주제 전거 데이터를 CNMARC에서SKOS로 발행하는 

노력을 하였다. 각각의 데이터에는 preferred terms, non-preferred terms, coordinated 

terms 등 다양한 어휘에 관한 용어 정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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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중국의LLD - SKOS를 이용한 발행의 부분적인 예 

 

추가적으로 LLD를 발행한 사례는 Ningbo Digital Library의 Ningbo Service 

outsourcing Information Portal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로 발행하고 있다.  

 

 

그림 46 닝보 디지털 도서관 사례  

<출처: http://soip.nit.net.cn/opendata/lo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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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 공개한 두 가지 데이터 셋은 다음과 같다.  

 

 기업정보 RDF 

 인재정보 RDF 

 

LLD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 상하이 도서관(Shanghai Central 

Libraries)은 중국 내의 도서관들의 정보를 웹 상에 공개하였다. 다루고 있는 정보는 

도서관명, 범주, 관리 지역, 주소, 전화, 좌표, 박물관 코드, E-메일 등이다.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CMS인 Drupal7으로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추적 조사하였으나 현재 8080포트를 사용하여 발행한 것이나, HTML 화면 

외에는 RDF, CSV, Excel 등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도 반출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LLD 발행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림 47 상하이 도서관의 사례 

<출처: http://data.libnet.sh.cn: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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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지 데이터와 함께 CHINA CULTURAL CELEBRITIES’ MANUSCRIPTS 

LIBRARY의 저자명 전거를 이용하여 LLD를 발행하였다는 정보가 있으나 현재 사이트가 

막혀있는 것을 확인하였다(http://lod.library.sh.cn:8080/bib/).  

중국은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에서와 같이 국가주도적인 LLD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그 결과 LLD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민간 중심으로 진행된 LOD 프로젝트가 존재한다.  

첫 번째 사례는 Baidu Baike, Hudong Baike, Chinese Wikipedia 등 중국의 3대 

백과사전 내에 구조화된 데이터를 Linked Open Data로 발행한 <http://zhishi.me/>이다. 

zhishi.me는 50만개 이상의 개체를 갖는 데이터 셋이 되었고, 기존의 다국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위키 페이지와 같은 LOD와 연결되었다.  

zhishi.me가 이룩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어로 된 중국어 웹페이지로부터 RDF 트리플을 추출하였다. Baidu Baike, 

Hudong Baike, Chinese Wikipedia 3개의 웹페이지에서 추출해낸 정보는 

abstracts, infoboxes, page links, categories 등의 정보로서 이들을 RDF 

트리플로 재구성함  

 Baidu Baike, Hudong Baike, Chinese Wikipedia에서 각각 RDF 트리플을 

추출하면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owl:sameAs로 묶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DBpedia와도 owl:sameAs로 묶어 주면서 영어 기반의 링크드 데이터와의 교량 

역할을 수행함  

 중국어로 된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를 최초로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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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zhishi.me 서비스에서 “태평양”을 검색해서 나온 정보 예시 

 

zhishi.me를 통해 소위 중국어 DBpedia가 구축되었다는 평가가 되며, 이는 차후 

중국의 LLD가 발행이 되면 각종 중국어 정보를 인터링킹하여 구조화된 중국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한의학 계에서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한 한의학 데이터 셋이 있다. 이들은 

급증하는 한의학에 대한 서구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과 한의학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가 기존의 한의학 지식이 RDB 속에 갖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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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까닭으로 파악하고 한의학 지식을 웹에 발행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Gene, Medicine, 

Disease, Ingredient, Effect, Affect등의 7개의 클래스를 가진 단순한 TCM ontology를 

구축하였고, 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여 웹에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한 

결과, 이 링크드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RDF-TCM 데이터 셋 내에 111,021개의 RDF 트리플 구축 

 848개의 허브에 연계 정보 제공 

 ingredients 클래스에 1064개, effects 클래스에 241개, diseases 클래스에 

553개, genes에 945개의 인스턴스를 보유함 

 DBpedia, Entrez gene, Diseasesome, SIDER, Drugbank, Dailymed, 

STITCH, PharmGKB 등 다양한 데이터셋과 수많은 링크를 가지게 됨 

 

위에서 다른 서구의 데이터셋과 연결된 정보를 보면 알 수 있드시, 본 중국 한의학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는 한의학과 서구 의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고품격의 지식 베이스 데이터로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도 몇몇 도메인에서 중국어 데이터 셋을 링크드 데이터로 웹에 

발행하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 셋이 

공개되어 메쉬업을 통한 확장 및 응용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으로 평가되며, 

도서관계의 입장에서도 장차 발행될 중국의 LLD와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이 많아지는 

좋은 환경이 구성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중국LLD의 차후 계획 

 

중국의 인명 전거 데이터는 아직 VIAF와 연결되지 못했다. 이를 위해 계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샘플 데이터를 생성하는 등 청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2014년에는 Institut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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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ISTIC)의 학술정보를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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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JK(China-Japan-Korea) 

 

(1) LLD에 대한 방향  

 

전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중일 삼국 간에 인터링킹이 이뤄진다면, 한중일의 

데이터가 주제별, 저자별 등 연결된 전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삼국 간에 통합 검색이 

이뤄지며, 삼국 간 데이터 연결을 통해 자국어만 입력하여도 삼국의 관련 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 검색어를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여 검색의 한계에 부딪히는 

언어적인 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에서는 각 전거 데이터 별로 삼국 

간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적절한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가. 주제명 전거 

 

현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2010년 일본의 주제명 전거인 NDLSH를 RDF화 하여 

웹 버전 Web NDLSH를 공개하였다. 약 10만 건의 주제를 약 130만 건의 RDF 트리플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http://www.ndl.go.jp/jp/library/data/bib_newsletter/2010_2/article_02.htm  참조). 

거기에 더하여 NDLSH는 SKOS 매핑 속성인 skos:exactMatch(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을 매핑하기 위한 속성), skos:closeMatch(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 개념으로 

여겨지는 개념들 간 매핑을 위한 속성)을 이용하여 LCSH와 연결하였으며, DC Terms와 

DC-NDL 을 이용하여 링크드 데이터를 발행하였다.  

한국은 국립중앙도서관이 현재 주제명 전거를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외부 

데이터셋과 인터링킹을 시도하고 있으나 개방형 데이터로 정식으로 웹에 출간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은 식별이 좀 어려운데, 중국 내부의 전문가(Kevin Lw & 

Marica Zeng)에게 확인 결과 100,000개 이상의 중국의 주제 전거 데이터인 

CNMARC에서 SKOS로 발행하는 노력을 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델링 및 

데이터 전환 정도로 웹에 공식적인 발행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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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자명 전거 

 

일본의 NDLNA는 약 110만 건의 전거 중에 인명을 분리하여 관리하였고, SKOS 

매핑 속성을 이용하여 VIAF와 연결하였으며 RDA Group2 elements와 FOAF를 

이용하여 링크드 데이터를 발행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 진행되어 이룩한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다. LLD - CJK 프로젝트의 방향  

 

CJK 삼국은 가까운 나라이지만 상이한 언어 체계로 데이터 교류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문화 교류, 근현대사의 잦은 전쟁, 2002 한일 월드컵 등 근접 지역 국가로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함께 겪으며 역사 연구도 삼국의 자료들 간 비교를 통해 흥미로운 

연구 자료 등이 발견될 수 있으며, 한의학 정보 등이 공유되고 연계될 때 연구가치가 더욱 

빛나고 널리 확산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데이터의 연계 효과는 링크드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제안하는 추진 개요는 다음과 같다.  

 

 추진 목표: 링크드 데이터 기반 CJK 삼국 간 주제 전거의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예상 성과:  

 CJK 삼국 간 언어의 장벽을 넘어 주제어 통일 달성 

 skos:exactMatch를 이용하여 한 국가의 주제어만 검색해도 동시에 두 

국가의 주제어들 중 정확히 일치하는 주제어를 보여줌 

 skos:closeMatch를 이용하여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관련된 주제어들을 

제시 

 차후 서지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주제에 해당하는 서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을 위한 중요 기초 사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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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1차년도: 중국의 주제 전거 링크드 데이터 발행 

 2차년도: CJK 주제 전거 통합 서비스 모델링 수립 및 시스템 구축 

 3차년도: 이용자 중심의 UI 개발 

 4차년도: LCSH와의 연계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연구 추진 

 

 모델링 예시  

 

그림 49 LLD-CJK 모델링 예시 

 

본 사업 이후에 저자명과 서지에 대한 인터링킹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바람직한 연계와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모델링과 같은 사전 작업들이 필요하며, 링크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 기간 시스템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삼국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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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재 데이터에 대한 방향 

 

한중일 문화재에 대한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진행에 앞서, Europeana의 EDM을 

기반으로 한 문화재에 대한 CJK 문화재 모델링과 각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CJK 문화재 모델링 

 

DPLA와 같이 Europeana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CJK만의 모델링이 요구된다. 

Europeana의 EDM모델링을 기반으로 할 경우, DPLA이 Europeana의 디지털 자원을 

같이 서비스해 주는 것과 같이 외부 데이터들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진행 되어 

이용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은 각 나라마다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저작권이 다루어 지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협업 하에 서비스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명에 대한 ISNI의 

관리 및 연계를 통해 링크드 데이터 발행의 식별자 역할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위한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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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역사 검색 서비스 

 

그림 50 문화 역사 서비스 구성도 예 

 

한중일은 지리적이나 정서적으로 매우 근접한 국가로 잦은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삼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료와 

문화 자료들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각 국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흐름을 읽고 발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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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중심의 이용자 서비스 

 

 

그림 51 플랫폼 서비스 구성도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2년 월드컵’ 이라는 공통 주제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한중일 세 나라의 경우 "아시안 게임"에서 역대 우승과 준우승을 많이 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이용자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를 

지속시킬 수 있으며 향후 개최국들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 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범 아시아 아카이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 데이터에 대한 접근점은 실제 활용가능한 응용서비스를 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삼국의 합의와 콘텐츠 현황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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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별 LLD 서비스 현황 및 전략 분석 

 

   본 장에서는 각 서비스를 서지, 전거, 어휘 동기화, 기록관/이기종 데이터, 인용, 디지털 

객체, 콘텐츠 기타 사회 및 새로운 방식의 사용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4.1 서지 데이터(Bibliographic data) 

 

Bibliographic Network 

배경 및 

목적 

 도서관, 문화 유산 관련 기관들과 정보 자원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모여 현재의 웹 환경에서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를 위해 FRBR 

프레임워크를 제안  

 이용자의 자료 브라우징 및 검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객체에 관한 기술 

정보 수집, 제공 

 각 객체에 식별자를 부여하여 역참조 상황에서 의미있는 

메타데이터를 부가 정보들에 관한 링크들과 함께 기술 

Vocabulary 
 Bibliographic Ontology 

 Core FRBR 

 

AGRIS 

배경 및 

목적 

 전 세계 100개 국가의 150여 개 기관에 의해 생산된 농업 분야 주제 

영역의 연구보고서, 논문, 정부 발행 자료 등에 관한 

메타데이터(컨퍼런스, 연구자,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260만개 이상의 

레코드 지식 베이스 구축 

 농업 과학 분야의 오픈 RDF 데이터 셋을 구축함으로써 풍부한 시맨틱 

데이터 기반 AGRIS 데이터 제공 목표 

 상세하게 구조화 된 형태를 기반으로 내, 외부 데이터들과 의미적 

연관 관계를 이루어 연결되어 있으나 아직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 

Vocabulary 

 SKOS 

 BIBO 

 FOAF 

 DC and DC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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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information service 

배경 및 

목적 

 출판사와 학회가 제공하는 도서 및 논문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대부분 

개별 도서관에서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유료 구독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 파악 

 링크드 데이터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자유롭게 재활용 및 재 배포가 

가능한 오픈 라이센스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API, 데이터 표준,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술적 장벽의 해소 목표 

Vocabulary 
 BIBO 

 CiTO 

 

Identification and deduplication of library records 

배경 및 

목적 

 시스템 상 유사한 서지 레코드로 인해 이용자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 서지 레코드에 대한 자동화된 매칭 

알고리즘을 찾아 서지 레코드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 수립 

 매칭 시 참고할 데이터 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데이터를 LLD 

형식으로 웹에 공개하여 참고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입수하려는 

계획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Linked Data and legacy library applications 

배경 및 

목적 

 전통적인 도서관 시스템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링크드 데이터를 

지원하는 도서관 시스템에 접근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도록 시스템 개발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도서관 정보 시스템의 

개선을 돕는데서 출발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Migrating library legacy data 

배경 및 

목적 

 도서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의 유산(Legacy) 데이터를 RDF 

트리플로 변환하고자 함 

 시맨틱 환경에서 시스템과 서비스의 이점을 가져옴 

 메타데이터와 그에 상응하는 자원들의 사용 촉진을 위함 

 공공에 유익한 메타데이터의 일반적인 공유 

 유산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사용하고, 의미적으로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의 사용을 모두 가능하게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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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어휘와 요소 집합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커뮤니티 기반의 매핑을 위한 RDF 클래스와 속성 

형태로의 유산 메타데이터의 매핑이 필요  

Vocabulary 

 DC 

 DC Terms 

 RDF Schema 

 SKOS 

 Bibliographic Ontology 

 Time ontology in OWL 

 ISBD 

 

Open Library data 

배경 및 

목적 

 전자책 1백만 건을 포함하여 오픈 액세스 텍스트, 도서 등에 대한 약 

2천5백 만 건 이상의 방대한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메타데이터 소스로 아마존, ONIX, 도서관 서지 레코드 등 다양한 

출처들이 이용  

Vocabulary 

 FOAF 

 FRBR 

 RDVOCAB 

 DC Terms 

 

Regional catalog 

배경 및 

목적 

 독일 도서관의 모든 보유 자원들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목록이 

없다는 문제점에서 출발 

 학술 도서관들은 지역적인 클러스터를 조직하여, 모든 도서관 

멤버들을 위한 중심적인 목록의 역할을 하고자 함 

 도서관 링크드 데이터 기술을 통해 지역 중심의 서비스 및 독일의 

중심적 목록의 생성을 더 쉽게 만드는 환경 마련 목표 

Vocabulary 

 BiBO 

 RDA-vocabulary 

 ETC 

 

Pode 

배경 및 

목적 

 Pode 프로젝트의 목적은 시맨틱 웹 기술을 사용하여 도서관 목록 

레코드를 외부 데이터를 통해 더 풍부하게 하고, 현재의 도서관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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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기능과 정보를 아우르는 최종 이용자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생성하는 것  

 도서관 데이터를 RDF, FRBR 데이터, 다양한 링크드 오픈 데이터의 

데이터 셋과 개별적인 인스턴스를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Vocabulary 

 CoreFRBR 

 Dublin Core metadata terms 

 Bibo(Bibliographic ontology) 

 Dewey.info 

 Lexvo 

 Geonames 

 FOAF 

 SKOS 

 

Polymath virtual library 

배경 및 

목적 

 스페인, 히스패닉, 브라질, 포르투갈의 지식인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 

디지털 자원, 웹사이트 정보 통합이 주된 목적 

 주요 근간은 저자 정보로, 링크드 데이터를 사용하여 URI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시각화와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링크드 오픈 데이터 개발  

Vocabulary 

 VIAF 

 LCSH 

 RAMEAU 

 Linked Data Services der DNB 

 Instituto Geographic Nacional(Espana) 

 EDM 

 DBpedia 

 

Tails Prism 3 

배경 및 

목적 

 미래 세대의 OPAC/검색, 디스커버리 인터페이스로 도서관에서는 

거대한 양의 콘텐츠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보다 풍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목표로 함 

 MARC21로부터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추출하여 링크드 데이터 

모델로 구현함으로써 저자, 주제어, 시리즈와 같은 엔티티를 통해 

브라우징을 가능하게 함 

 Prism 3는 Talis 플랫폼에 의해 강화되며, SPARQL 질의와 강력한 

원문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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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FOAF - basic person(author/character) information Bibliontology 

- bulk of the bibliographic record  

 Dublin Core - more general bibliographic elements(title, creator 

etc.)  

 BIO - biographical information about people(birth/death date)  

 Music Ontology - audio/musical catalogue items  

 Organizational Ontology - corporate authorship 

 

4.2 전거 데이터(Authority data) 

 

AuthorClaim 

배경 및 

목적 

 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자와 저작을 연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함 

 저자 식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워크플로우 

1. 주제 전문가에 의한 서지 메타데이터 분류(전문가가 해당 

서지가 카테고리 분류에 적합한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2. 결과 문서는 주제에 관한 보고서로 기술 

 차후 링크드 데이터를 통해 다른 영역과 함께 총체적으로 종합되어 

주제 분류에 적용되며, 다양한 적용이 시도될 계획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Authority data enrichment 

배경 및 

목적 

 전거 데이터를 통해 같거나 유사한 목록 작성자 자원을 보다 분명하게 

식별하는 것이 목표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된 전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부 데이터 자원과 

쉽게 연결하여 데이터 활용성 증대  

 링크드 데이터 SPARQL endpoint를 통해 데이터의 특정 속성이나 

관계를 식별하고 이용하는 기반 마련 

Vocabulary 

 FOAF(인명, 기관) 

 RDA Group 1(저작),  

 RDA Group 2(인명, 기관, 계열사) 

 SKOS(주제전거) 

 동등한 관계 표현 - owl:sameAs, skos:exactMatch, 

skos:close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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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authority description concept scheme 

배경 및 

목적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가 

추진한 프로젝트로, 전통적인 전거 통제 리스트인 기업, 컨퍼런스, 

시리즈, 저널, 프로젝트를 기초로 한 개념 기반 시스템을 채택하려는 

배경에서 시작 

 다국어 전거 데이터를 개념마다 URI로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개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목표 

 검색 및 결과를 보다 풍부하게 개선하고 서로 다른 객체에 관해 

일관된 연결점을 제공하여 접근성 향상 

 FAO Authority Description Concept Scheme 은 15개 이상의 다중 

언어로 레이블을 표시 

 ISSN, ISSN-L, EISSN,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등의 국제 코드와 다양한 URI들을 가지고 있음 

 AGROVOC URI를 활용하여 주제를 표현하고, Geopolitical 

Ontology URI를 사용하여 지리정보를 부여하며, Is published 

by/Publishes, Is other language edition of, Has part/Is part of or 

Follows/Precedes 등의 속성을 사용하여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설정 

 FAO Concept Server Workbench를 이용하여 의미 검색과 다국어 

의미 관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유효성 

검증을 진행 

Vocabulary 

 SKOS(relationships/data)  

 BIBO(data)  

 FOAF(data)  

 DC/DC Terms(data) 

 RDA  

 

International registry for authors 

배경 및 

목적 

 과학 분야의 정보 검색에서 저자명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검색어이나 

나라별 또는 기관별로 저자명이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는 문제점에서 

출발(예: 스페인의 경우 저자명 중 성이 두 개임) 

 저자들이 저자명의 중요성을 알도록 부각시키고 저자들에게 그 동안 

사용해온 이름들 및 향후 선호 이름을 IraLIS에 선정 및 등록하도록 

장려 

 각 저자명에 URI 부여 

 예 - 저자명: Tomás Rodríguez Subi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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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름:  

1. Tomás Rodríguez-Subirats 

2. TomásRodríguezsubirats 

3. Tomás R. Subirats 

4. Tomás Rodríguez 

5. Tomás S. Rodríguez 

 E-LIS(오픈 아카이브)시스템과 연계하여 아카이브 시에 IraLIS에 

등록한 이름만 사용하도록 유도 

Vocabulary  SKOS 

 FOAF 

 BIBO 

 

Linked Data service of the German National Library 

배경 및 

목적 

 독일 전거 데이터는 서지 데이터와 함께 많은 도서관과 문화 유산 

관리 기관에 활용되어 왔는데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발행에 적합한 프레임워크 개발 

 도서관의 데이터를 시맨틱 웹 상에 발행하여 다른 데이터들과 연계 

Vocabulary 

 DC, DC Terms 

 FOAF 

 BIBO 

 SKOS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VIAF) 

배경 및 

목적 

 VIAF Project는 전거 파일을 전세계적으로 만들어서 지역이나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착안 

 VIAF는 다수 기관의 저자명 전거 파일을 하나의 전거 서비스로 통합 

 2009년엔 15개 기관의 18개 인명 전거 파일을 통합 발행 

Vocabulary 

 VIAF 

 OWL 

 SKOS 

 FOAF 

 UMBEL 

 FRBR entities(RDA) 

 FRBR 

 DC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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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어휘 동기화(Vocabulary alignment) 

 

AGROVAOC  Thesaurus 

배경 및 

목적 

 UN의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발행한 농업, 산업, 어업, 식량 및 환경 

관련 분야를 다루는 다국어 SKOS Concept Scheme 

 다른 기관 및 조직에서 발행된 농업 분야의 어휘들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미 만들어진 농업 시소러스와의 상호운용성 및 재활용성 

획득 

 링크드 데이터를 통한 이용자들의 효율적인 검색 및 내비게이션 혜택 

제공 

Vocabulary 

 Classes/relationships 

 OWL 

 SKOS 

 DC and DC Terms 

 

Browsing and searching in repositories with different thesauri 

배경 및 

목적 

 각 도서관의 시소러스 및 분류체계 매핑 과정을 거쳐 LOD로 만들어 

총체적인 상호연결된 시소러스 네트워크를 구축 

 이용자들에게 여러 기관 목록들을 모두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Vocabulary 
 SKOS 

 Dublin Core 

 

Civil War data 150 

배경 및 

목적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 소장된 미국의 시민혁명에 관한 기존의 

정보 자원을 통합하여 지역, 주, 연방 기관을 걸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LOD 설계 

 미국 시민혁명과 광범위한 국방 분야의 스키마에도 적용 가능한 

온톨로지 개발 

 대중과 연구자들에게 시민혁명에 관련된 연대, 전투, 전투지, 장교, 

군인 및 선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명한 식별자 

부여와 택소노미 체계 확립 

Vocabulary 

 미발행(계획: 미국 국립공원서비스(United States National Park 

Service)의 Civil War Soldiers and Sailors Database, DBpedia, 

LCSH를 참조한 온톨로지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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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vocabularies 

배경 및 

목적 

 각 시스템 내 구축된 통제 용어 및 메타데이터 필드에 있는 

용어들에게 URI를 부여하게 만들어 보다 자료와 시스템을 연결  

 대표적으로 미 의회도서관에서 발행한 주제명표목표(LCSH)에서 각 

용어에 부여한 URI 정보를 로컬 시스템이 특정 용어로 

연결해놓음으로써 손쉽게 용어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 

Vocabulary 
 SKOS  

 MADS/RDF 

 

Language technology 

배경 및 

목적 

 언어 분석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예: 번역, 자동 요약, 웹 검색 및 

스펠링 검사 등) 에서의 링크드 데이터 도입 및 활용  

 링크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개체명 인식 시스템 한계 극복  

 개체명 인식 시스템(Named Entity Recognition)  

1. 텍스트로부터 인명, 지명, 기관명 등과 같은 개체명을 

인식하여 해당 개체명 태그를 달아주는 시스템 

2. 기존에는 장소, 사람, 기관 정보를 담은 지명 사전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최신 업데이트 정보 수록과 

다국어의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링크드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다국어 지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및 최신 정보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게 됨  

 WordNet: RDF 기반 어휘 데이터베이스로서 영어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기 때문에 링크드 데이터로서의 이용 잠재력이 큼 

 Authority file: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거 파일 역시 최근 

링크드 데이터 발행이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웹 이용자들도 정보 접근 

이용률 증가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Subject search 

배경 및 

목적 

 전통적인 도서관의 주제명 표목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HTTP의 

URI와 OWL을 이용한 링크드 데이터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주제명표목표의 웹 검색 환경 제공 

Vocabulary  SK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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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merging 

배경 및 

목적 

 여러 도서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시스템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각 도서관에서 발행된 어휘들을 모아 한 곳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한 시맨틱 

기반 검색 환경을 구축 

 방법: Mapping의 명령들(exact match, close match, broad match, 

narrow match, related match)을 통한 단순한 일대일(one-to-one) 

매핑과 불리언 기반 합성을 통한 일대다(One-to-many), 또는 

다대다(many-to-many) 매핑 

 진행 중인 작업 

 HILT(High-Level Thesaurus) project: DDC를 사용하여 hub-

and-spoke(허브 앤 스포크) 구조를 기반으로 다른 정보 시스템 

내의 주제어 매핑. RDF/SKOS 기반으로 링크드 데이터를 

발행하여 주제명 색인과 검색 환경 개선 

 The MACS(enabling large-scale multilingual access to 

subjects): 영어의 LCSH, 프랑스어의 RAMEAU, 그리고 

독일어인 Schlagwortnormdatei(SWD) 어휘들의 일대일 매핑. 

LCSH-RAMEAU 매핑이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 

 National Diet Library: SKOS 기반 National Diet Library 의 

주제명표목표 NDLSH와 Library of Congress의 LCSH를 매핑 

Vocabulary  SKOS mapping 

 

Bridging OWL and UML 

배경 및 

목적 

 일반적인 도메인을 표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Web Ontology 

Language(OWL)과 Unified Modeling Language(UML) 연결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OWL 기반 데이터의 재사용 및 

디자인에 대한 연구 

 UML 커뮤니티의 Ontology Definition Metamodel(ODM) 개발 

 UML의 메타모델에서 클래스(class), 속성(attribute), 

연관(association), 연산(operation), 인스턴스(instance) 등을 통해 

주제 전문가와 모델링 전문가가 함께 범주화되고 연결 된 주요 명칭의 

체계를 개발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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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록관/이기종 데이터(Archives and heterogeneous data) 

 

Archipel 

배경 및 

목적 

 도서관, 기록관리소, 박물관 및 방송국 등 다양한 기관에서 디지털화 

된 자료의 장기간 아카이빙 목표 

 현재 Dublin Core를 바탕으로 메타데이터 운용 

 일반적인 검색 환경에서 영역특수적 메타데이터 모델 제공(예: 

MARC, CDWA, SPECTRUM, P/META 등)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Digital preservation 

배경 및 

목적 

 디지털 객체가 기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환경 제공 

 보존 관련 메타데이터 수집(예: 객체 관련, 형식, 객체의 생활주기에 

관련된 특정 사건 메타데이터 등) 

 링크드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형식에 상관없이 중복되는 데이터를 

줄이고 객체의 주요 속성 기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환경 

마련 

Vocabulary 

 Library of Congress 의 Preservation 관련 어휘 

 OAI-ORE(to describe the structure of complex data objects)  

 DOAP(to describe software agents)  

 PRONOM(contains information about file formats, compression 

techniques and encoding types)  

 PREMIS 

 

Europeana 

배경 및 

목적 

 유럽의 최대 문화 유산 포털 

 디지털화된 자료를 위한 메타데이터 및 링크를 모은 뒤 각각의 자료에 

필요한 접근성 제공 

 다양한 메타데이터 모델에서의 시맨틱 상호운용성 증대 

 더 풍부하고 다양한 데이터 적용을 통한 검색 과정 효율성 강화 

Vocabulary 
 DC Terms 

 SK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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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I-ORE 

 CIDOC-CRM 

 FRBR 

 VIAF 

 Geonames 

 ULAN 

 TGN 

 AAT 

 DDC 

 UDC 

 Iconclass 

 DBpedia 

 

LOCAH 

배경 및 

목적 

 The Archives Hub와 DBpedia의 데이터 및 BBC, OCLC의 전거 

데이터를 연결하는 링크를 만드는 연구 프로젝트 

 역사 속의 다양한 주제, 사람, 조직 및 장소에 관한 링크를 만들어 

연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Winston Churchill에 관련된 아카이브나 다른 자원들의 데이터 

시각화 

 링크드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 수집과 도메인에 관계 

없이 이용 가능한 자료의 링크 제공 촉진 

Vocabulary 

 DC Terms  

 Bibliontology(BIBO)  

 FOAF  

 SKOS  

 RDFS  

 FRBR 

 

Photo museum 

배경 및 

목적 

 역사적 및 예술적 사진 컬렉션의 효율적 데이터 관리 체계 개발 

 사진 속 역사적 배경 및 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 

 위계 데이터 모델 이용(예: ISAD(G) standard)을 통해 각 아카이브 

컬렉션의 구조 기술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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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station archive digitization 

배경 및 

목적 

 라디오 프로그램 아카이브의 비일관적이면서 임시 방편적인 

메타데이터 이용 현실 개선 

 오디오 녹음 파일이 영구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색인될 수 있으며 검색 

가능하게 만드는 것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Recollection 

배경 및 

목적 

 미국 Library of Congress 의 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NDIIPP) 프로그램에서 증가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수집 및 보전을 위한 전략 수립 

 사회과학 데이터 셋, 지리공간 정보, 웹사이트나 블로그, 온라인 저널 

및 시청각 자료 등과 같은 다지털 콘텐츠 수집 

 급격히 증가하는 아카이브를 대중에게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간편한 

공유 촉진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내재된 관계 및 흐름에 관한 통찰력 획득 

Vocabulary 

 LCSH 

 Thesaurus for Graphic Materials 

 LC Name Authority File 

 Ontology of Cantabria's Cultural Heritage 

 

Ontology of Cantabria's cultural heritage 

배경 및 

목적 

 Cantabria(북스페인 지역)에 관련된 문화적, 과학적 및 고고학적 

유산에 관한 지식 수집을 통해 광범위한 데이터 컬렉션 제공 

 공식적인 출판물, 논문, 기사, 백과사전, 웹사이트, 도서관 목록 및 

박물관 소장 목록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 

 Europeana의 컬렉션에 포함시키기 위한 시맨틱 연결에 초점 

 온톨로지 개발을 통한 과학적, 기술적 방면과 역사, 지리, 문학, 예술, 

유산 관리에 관한 분야의 접합 

 CIDOC CRM FRBRoo에 기초하여 MARC 21, EAD, DC, METS의 

규칙을 적용하여 온톨로지 개발 

Vocabulary 

 VIAF  

 LCSH  

 RAM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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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용(Citation) 

 

Citation of scientific datasets 

배경 및 

목적 

 발행물(출판물)에서 참조되는 데이터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용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함 

 데이터, 공헌자, 발행물, 시스템 식별 및 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URL 생성 등 과학적 데이터셋을 연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 

Vocabulary 

 OPM 

 BIBO 

 CiTO 

 

Enhanced publications 

배경 및 

목적 

 연구 성과물에 대한 종합적 컬렉션 생성 및 연결 

 사용된 데이터의 명확한 연결  

 논문의 경우, 원본 데이터, 비디오, 모델, 알고리즘, 예시 이미지, 

메타데이터 셋 등이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을 통칭 

Vocabulary 

 Dublin Core Terms(creator, publisher, topic, …) 

 Dublin Core Types(Dataset, Image, Sound, …) 

 FOAF 

 ORE 

 SURF ORE, SURF object model 

 

Mapping scholarly debate 

배경 및 

목적 

 저자와 작품 간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목표 

 저작과 작품의 연결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및 학술적 토론의 진화에 

대한 설명 제공 

 예: 유럽 계몽 과정의 아이디어 확산에 대한 정보의 시각화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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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디지털 객체(Digital objects) 

 

Collecting material related to courses at the Open University 

배경 및 

목적 

 Open University 의 LUCERO 프로젝트는 연구자를 위해 링크 

표시를 한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해 링크드 데이터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프로토타입 개발을 실시 

 학생들이 수업과 모듈에 관련된 보충 자료 및 주제별, 분류별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환경 제공 

Vocabulary 

 DC Terms 

 BIBO  

 FOAF 

 W3C media ontology 

 SKOS 

 

Digital text repository 

배경 및 

목적 

 디지털 텍스트 저장소가 각종 디지털 자원을 효과적으로 생산, 저장 

및 전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링크드 데이터 발행을 통해 디지털 텍스트 저장소에서 소장 정보 

기술을 위해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풍부한 양의 메타데이터 및 다른 

데이터 공급자의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추진 

 저작, 저자 주제들 사이의 풍부한 인터링킹을 통해 텍스트 리포지토리 

탐색을 가능하게 함 

Vocabulary 
 DC Terms 

 FOAF 

 

Enhanced publications 

배경 및 

목적 

 링크드 데이터를 적용하여, 동종 연구 자료 모음집을 제작하고 연구 

과정의 논리적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연구를 더 비교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 

 링크드 데이터 발행을 통해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 모델 및 알고리즘, 

메타데이터 집합 및 관련 의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추진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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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ng reports on new academic documents(Ernad) 

배경 및 

목적 

 Ernad는 Altai Paper라는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일부 

 에디터들이 주제 카테고리 분류에 대한 문서들의 적합성 판단을 돕기 

위해 Ernad 개발 

 링크드 데이터는 각자 다른 분류 시스템 과정의 일반화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출력되는 데이터 형식 표준화의 

기반 마련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NDNP(National Digital Newspaper Program) 

배경 및 

목적 

 NDNP: 미국에서 1836년부터 1922년 사이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접근을 증대하기 위해 미국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NEH)와 Library of Congress(LC)가 맺은 파트너십 

 2005년 NDNP 신문 디지털화의 메타데이터 표준화가 LC에 의해 

제안됨 

 Chronicling America는 이용자가 250만 이상의 디지털화 된 

페이지를 검색하고 13만개 신문에 대한 소장 정보를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링크드 데이터를 통해 Chronicling America의 식별자 공간의 디자인 

계획 

Vocabulary 

 METS 

 MARC 

 MODS 

 OCR 

 ALTO 

 

NLL digitized map archive 

배경 및 

목적 

 National Library of Latvia(NLL)의 지도 제작 컬렉션의 디지털 

버전을 포함한 16-18세기에 발행된 역사적 지도의 스캔 프로젝트 

 현재 지도가 HTML 색인 페이지로서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에게 URI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참조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도 메타데이터 역시 RDFa를 이용하여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 

Vocabulary 

 OAI-ORE 

 DC Terms 

 B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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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F 

 FRBR 

 

Publishing 20th Century press archives 

배경 및 

목적 

 독일 경제 도서관(German National Library of Economics(ZBW))의 

20세기 아카이브(20th Century Press Archives: 1826년부터 2005년 

사이 발행된 신문에서 인물, 회사, 주제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은 

컬렉션)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OAI-ORE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집합 

 데이터를 RDFa로 표현하고 다른 곳에서 발행된 링크드 데이터와 

연결하여 풍부한 데이터 제공 

Vocabulary 

 DC Terms 

 SKOS 

 W3C Geo 

 VIAF 

 

4.7 컬렉션(Collections) 

 

AuthorClaim 

배경 및 

목적 

 AuthorClaim 등록 서비스는 집필한 저작에 대한 레코드와 연구자를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 

 기본 응용 프로그램을 일반화하고 응용 프로그램 결과의 재사용을 

위해 링크드 데이터 사용 

 전문가에 의해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 주제 분류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Collection-level description 

배경 및 

목적 

 아이템 수준의 기술과 다른 전체 컬렉션 수준의 기술은 전체로서 

하나의 컬렉션 메타데이터로 구성 

 다양한 종류의 정보원에서 유래한 지리, 대학, 일, 상품 같은 데이터 

집합에 연결하는 컬렉션 묘사를 위해 링크드 데이터 사용 

 다른 데이터 집합에 연결을 통한 풍부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Vocabulary 
 Dublin Core Collection Description Terms 

 Dublin Core Collection Description Type(CD Type)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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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blin Core Collection Description Accrual Method Vocabulary 

 Dublin Core Collection Description Frequency Vocabulary 

 Dublin Core Collection Description Accrual Policy Vocabulary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 

배경 및 

목적 

 연구 단체, 대학 학부, 학술 단체, 특수 이익 집단 등과 같이 다양한 

규모의 학술 단체가 각 분야의 정보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고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하는 것에 초점 

 링크드 데이터 기반 커뮤니티 정보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제공에 오픈 

라이센스를 적용하여 개방형 표준으로 채택 

 데이터 재사용의 촉진과 정보 수집 및 공유 참여의 문턱을 낮출 API 

및 데이터 표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지원 

Vocabulary 
 BIBO 

 CiTO 

 

Digital resources with access restrictions 

배경 및 

목적 

 링크드 데이터는 기관 주체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전자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 

 이용자 개인 등록 정보와 도서관의 권한에 따라 이용자가 개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 

Vocabulary 
 DC 

 PRISM 

 

Library address data 

배경 및 

목적 

 시맨틱 웹의 시작으로 도서관 자체가 하나의 자원이라는 의식에서 

시작하여 도서관도 URI에 의해 식별 가능하도록 계획 

 HBZ(Hochschulbibliothekszentrum des Landes Nordrhein-

Westfalen)는 도서관 기관에 대한 링크드 데이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링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소장 자료의 서지 데이터 링크 연결 및 개관 시간, 건물이나 사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치 정보에 대응 가능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이용 시나리오와 연계 가능 

Vocabulary 

 DC Terms 

 FOAF 

 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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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ard 

 vcard 

 

Nearest physical collection 

배경 및 

목적 

 종합 목록에서 서지 자원 검색 시 개별 자료를 찾기 위해 걸리는 시간 

단축을 위해 소장 위치에서 가까운 컬렉션을 찾아주는 체계 개발 

 도서관 및 기타 정보 서비스 기관의 위치를 기록하는 방법은 통제되지 

않음 

 링크드 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특정 문서와 그 지리적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도서관 목록을 탐색하는 표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제공 

Vocabulary 
 Dublin Core Collection Description Terms 

 Dublin Core Collection Description Type(CDType) Vocabulary 

 

4.8 Social and new uses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 

배경 및 

목적 

 커뮤니티 정보 서비스에서 링크드 데이터 접근 방식은 개방형 표준을 

사용하여 오픈 라이센스로 된 데이터의 사용 제공 

 정보 큐레이션과 공유에 대한 참여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지원 

Vocabulary 
 BIBO 

 CiTO(Citation Typing Ontology) 

 

Crosslinking environment data and the library 

배경 및 

목적 

 독일 연방환경청은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서관 데이터와 

그들의 분류 시스템을 연결하여 환경적으로 관찰된 데이터와 참조 

어휘, 관련된 서지적 정보를 연결 

Vocabulary 

 SKOS: 분류 및 참조 어휘 

 Geonames: 지명 정보 

 Event Ontology: 연대기 정보 

 DublinCore Terms: 서지 레코드 정보 

 Darwin Core: 종 정보 

 SCOVO: ESB의 관측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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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dsourced catalog 

배경 및 

목적 

 링크드 데이터는 서지 데이터 질의 향상 및 새로운 서지 레코드 생성 

시 유용 

 태깅, 등급 평가, 리뷰 등 사용자 기반 콘텐츠 및 서지 레코드와 

연결(예: Biblio.net, Flicker, LibraryThing 등)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Mendeley research networks for linking researchers and publications 

배경 및 

목적 

 링크드 데이터에 관계가 향상되어 연구자들이 Mendeley 서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Mendeley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된 관련 연구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 구축 

Vocabulary  CiTO(Citation Typing Ontology) 

 

Open Library data 

배경 및 

목적 

 오픈 라이브러리는 거대한 서지 데이터베이스로, 링크드 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오픈 라이브러리 데이터에서 이용자가 쉽게 특정 

구현형(Manifestations)에 대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URI, RDF, 

SPARQL Endpoint 기반 검색 기능을 제공 

 FRBR 모델을 통해 저작, 표현형 및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재사용 할 

수 있는 형태로 노출 

Vocabulary 

 FOAF 

 FRBR 

 rdvocab 

 DC Terms 

 

Ranking search results by popularity using circulation data 

배경 및 

목적 

 도서관에서의 검색 순위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링크드 데이터로 대출 데이터를 발행함으로써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 

 인기도에 따른 대출 데이터를 서지 데이터에 연결시키면, 트리플 

저장소에서 SPARQL로 검색 가능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 90 -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배경 및 

목적 

 웹 크롤링(Web Crawling)에 호환되는 구조를 적용시킴으로써 도서관 

데이터가 웹에서 더 많이 접근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안 

 웹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처럼 도서관 정보 검색 결과 페이지 

또는 다른 도구에서 데이터의 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RDFa를 다른 

구조화된 메타데이터 포맷에 사용하여 데이터의 가시성 및 접근성 

향상 

Vocabulary 

 RDFa 

 Schema.org 

 Facebook’s OpenGraph 

 

Support this book button  

배경 및 

목적 

 페이스북(Facebook)에서 “좋아요(Like)” 버튼을 클릭하는 것처럼 

도서관 웹에서도 “Support this book”을 클릭하여 전자책을 지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술에 대한 방법 고안  

 이용자가 “support”를 클릭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메타데이터 

정보를 수집 

 링크드 데이터 기술을 통해 시스템의 구현 및 도입을 가속화 

Vocabulary 

 CiTO 

 BIBO 

 DublinCore 

 

Social annotation 

배경 및 

목적 

 링크드 데이터를 통해 이용자가 소비 정보에 관한 메타데이터 주석을 

발행하고 기술할 수 있는 환경 제공 

Vocabulary 

 RDF 

 RDFa 

 FRBR 

 

Peer to Peer bookswapping 

배경 및 

목적 

 링크드 데이터를 통해 혁신적인 대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환경 마련 

 기계가 읽을 수 있는 Creative Commons와 같은 라이센스 아래 

제공되는 자료 및 개인 웹페이지나 소셜 네트워크에 분산된 목록 보유 

등에 관한 집계 등 분산된 소스로부터의 데이터 통합을 허용 

 Archive.org bookserver, Ebook management righ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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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Publish data for lightweight application development 

배경 및 

목적 

 도서관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함으로써 제3 이해관계자의 

경향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능하게 함 

Vocabulary  DublinCore 

 

Social recommendations 

배경 및 

목적 

 인기도와 이용자 활동 등과 같은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반한 검색 랭킹 

혹은 권장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 

 활동 자료, 목록, 리뷰, 주석, 소셜 네트워크의 관계 등을 RDF로 

표현하여 웹에 게시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전송 가능 

Vocabulary  주어진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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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중앙도서관 LLD 전략 및 서비스 방향 도출 

 

5.1 LLD 전략 

 

(1) 표준 Core LLD 생산자로서의 전략 

 

링크드 데이터의 최대 강점은 서로 다른 기관들이 생성한 데이터들의 상호연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있다. 앞서 살펴본 DBpedia, OCLC, LOC, Europeana 

등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은 링크드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라는 

전체의 네트워크에서 공공 영역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한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이 발행한 

링크드 데이터는 데이터의 양, 구조의 체계성, 데이터의 연계성 및 활용성 등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LOD 네트워크에서도 연결 관계 수 등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공공영역에 있어서 방대한 양의 전거, 

서지 메타데이터 등을 보유한 기관이다. 이를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이는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Core LLD를 생성하여 서비스할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발행되는 

링크드 데이터의 품질 향상, 타 기관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링크드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정보의 식별과 체계에 관한 연구, 주제 식별에 관한 연구 및 새로운 

데이터의 입수와 기존 데이터와의 연결 작업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  ISNI구축 및 연계 

 

개체 및 정보의 명확한 식별과 체계와 관련해서는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등과 같은 식별자를 할당하여 외부 데이터 소스들과의 손쉬운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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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다.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는 창작물 또는 창작 

활동과 관련한 인물이나 기관명을 혼동없이 명확하게 식별하도록 해주는 ISO 국제표준 

식별자로서 VIAF, OCLC, MLA 및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수많은 서비스 플랫폼들에 

이미 확산되어 활용되는 중이며, 최근에는 영국 국립도서관이나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 

도서관 분야의 주요 기관들도 ISNI의 도입 및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52 ISNI 도입 기관 및 연결 현황 

<출처: isni.org> 

  

ISNI는 도서관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참여가 확산되고 있어서 동일한 

개체에 대해 산업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된 정보들이 ISNI 식별자를 중심으로 손쉽게 

통합되어 이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또한 식별자 자체가 규칙을 따르는 숫자로만 기술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식별자보다도 

범용적이라는 것 역시 ISNI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아래의 <그림 53>은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주요 산업분야별로 ISNI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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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분야별 ISNI 구축 및 활용 기관 현황 

<출처: isni.org>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데이터들의 상호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ISNI는 데이터의 

연계라는 면에서 링크드 데이터와 같은 목적을 지향하며, 링크드 데이터에 적용하기에 

최적의 식별자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DBpedia 등을 비롯한 다양한 링크드 데이터 

플랫폼에서 개체 식별을 위해 ISNI를 적용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표준 LLD 제공자로서 장기적으로는 해외 링크드 데이터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구축된 LLD에 대한 ISNI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링크드 데이터에 ISNI의 도입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온롤로지 모델의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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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국립중앙도서관 LLD에 ISNI의 도입을 위한 온톨로지 모델 

 

본 개념도에서 보는 것처럼, ISNI의 식별자를 사용하여 저자, 기관 등에 대한 고유 

식별체계를 마련한 뒤, SKOS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름 중에서 skos:prefLabel, 

skos:altLabel등으로 대표어(우선어), 동의어 등의 정보를 상세히 주고, FRBR 모델을 

기초로한 RDA의 group2에서 rdaGr2:dataOfBrith, rdaGr2:dataOfDeath 등을 가져와 

생몰년에 대한 정보를 주는 등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실제로 구축된 사례는 <그림 55>와 같은데, VIAF, BNF, NKP등 다수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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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sni.org/id/0000000078306019> a isni:PersonPublicIdentity ; 

  isni:identifierValid "0000000078306019" ; 

  skos:prefLabel "Dulac, Jean-Michel" ; 

  skos:altLabel "Dulac, Jean" ; 

  skos:altLabel "Dulac, Jean (pseudonym)" ;  

  rdaGr2:dateOfBirth "1929" ; 

  dcterms:source<http://viaf.org/viaf/32025922> ; 

  dcterms:source<http://catalogue.bnf.fr/ark:/12148/cb12101925p> ; 

  dcterms:source<http://www.idref.fr/029379962> ; 

  dcterms:source<http://www.nkp.cz/> . 

그림 55 ISNI구축 데이터 예시 

 

ISNI 식별체계 도입 및 구축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모든 LLD를 

내외부적으로 명확하게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링크드 데이터 기반 KDC, NLSH 구축 및 서지 연계 

 

주제 분류 및 식별은 전통적으로 도서관 분야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로, 주제 

분류를 위해 활용되어 온 분류체계나 기구축된 데이터들은 링크드 데이터 환경에서도 

도서관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되는 바이며, 앞서 OCLC를 통해 살펴본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 LCSH(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의 링크드 데이터 변환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검토한 바와 같이OCLC의 듀이팀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세계 

도서관의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던 DDC를 2009년 이후부터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웹에 공개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제 분류체계로 DDC를 활용하는 기관들은 OCLC가 

공개한 DDC의 URI를 각 기관이 구축하고 관리하는 개체들에 손쉽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향후 DDC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세계 기관의 링크드 데이터들과 

손쉽게 상호연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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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LC는 매년 단계적으로 DDC의 링크드 데이터 변환 범위와 다른 메타데이터와의 

연계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이미 여러 핵심 기관들이 DDC 링크드 데이터를 서지 

레코드 또는 전거 파일에 포함하여 활용하며, 프랑스 국립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 독일 

국립도서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Joan S. Mitchell, Michael Panzer, 2013). <그림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지식 관리 체계들이 DDC 링크드 데이터와 

연계되어 있고, 이러한 연계는 향후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6 DDC 링크드 데이터와 KOS와의 매핑 현황 

<출처: Joan S. Mitchell, Michael Panzer, 2013> 

 

국내의 경우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서 표준으로 활용하는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를 링크드 데이터로 구축하여 KDC와 DDC 간의 매핑 정보 등을 

링크드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다면 국내의 기관과 서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데이터 활용성도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도 기존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National Library Subject Headings)를 링크드 데이터로 구축하여 

도서관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웹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별도로 추진한 링크드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단행본 및 연간물의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주제 관련 항목이 기술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L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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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드 데이터와의 연계까지 시도한 바 있다. 향후 연계의 효율성과 타 분야에서의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NLSH 링크드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하여 LCSH 링크드 데이터 및 

국립중앙도서관 서지 링크드 데이터와 연결되도록 하는 작업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도서관 분야에서의 노하우와 경험이 수십년 간 축적된 결과물로서 링크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접근이 용이해지면 도서관 분야 밖에서도 접근의 가능성이 열린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지식 관리(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및 빅 데이터(Big 

Data) 등의 분야에서도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체계 또는 틀로써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서비스의 링크드 데이터 구축 발행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디브러리 포털 서비스를 통해 매우 가치있는 데이터 

컬렉션들을 구축하거나 제휴를 통해 입수하여 제공한다. 또한, 국가자료종합목록을 

비롯하여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조선총독부관보, 지도자료, 전시자료, 인문학 특화 콘텐츠, 

다문화 특화 콘텐츠 및 정책 정보 등 일반 이용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별도의 웹UI 또는 하위 서비스로 구축하여 제공한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구축한 컬렉션과 콘텐츠들의 활용성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컬렉션들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링크드 데이터 형태로 발행되고 외부의 데이터들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보다 더 풍성한 정보를 이용자들에 제공하는 일이 가능해지며, 

연계된 데이터 소스들로부터의 유입량도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링크드 데이터의 발행 방법은 데이터의 크기, 기관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CSV, Excel, 텍스트 등의 파일 형태로 존재하거나 변환된 데이터를 

RDF 변환 모듈을 활용하여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고 웹이나 리포지토리를 통해 

발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데이터 양이 많고 기구축된 시스템의 안정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RDBMS 시스템을 기반으로 링크드 데이터를 발행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별도의 RDF 트리플 저장소를 추가 설치하거나 이미 Open 

API나 Web API 서비스를 하는 경우, 래퍼(Wrapper)를 구축하여 링크드 데이터로 



 

- 99 - 
 

발행되도록 할 수도 있다. 아래의 <그림 57>은 RDBMS 기반의 환경에서 링크드 

데이터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57 Linked Data Publishing Options and Workflows 

<출처: http://linkeddatabook.com/editions/1.0/> 

 

위의 접근 방식은 이미 안정된 시스템의 변경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방식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KORMARC 형태로 <그림 57>을 변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림 58>은 박진호(2013)가 제안한 국립중앙도서관 링크드 데이터 

발행 절차의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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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 국립중앙도서관 링크드 데이터 발행 절차 

 

아래 <그림 59>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특화 콘텐츠 중 

하나인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의 화면으로서 현재 Open API를 통해 서지 

메타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59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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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에 Open API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특화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이미 언급한 대로 RDF로 변환하여 구축하거나 래퍼를 구축하여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한다면 콘텐츠의 발견성, 활용성 및 연계성 등이 크게 향상되어 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기관 연계 자료 링크드 데이터 구축  

 

구축된 LLD에 풍부한 관계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또는 

데이터에 대한 연결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록원, KERIS, KISTI 등을 비롯하여 여러 정부기관, 공공도서관, 

민간도서관 및 해외도서관과 학술정보기관 등과 협력하면서 이러한 협력 기관들이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를 디브러리 포털 등을 통해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연계 기관의 

유형에 따라 제공하는 데이터의 상태와 메타데이터의 요소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웹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메타 정보를 기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링크드 데이터는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극대화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이라고 판단된다. MARC나 MODS 등은 이용자 측면에서의 데이터 

검색 또는 웹 노출 등에서 온라인 콘텐츠 정보 기술을 위한 통합 표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연계 자료의 메타 정보를 링크드 데이터로 구축하여 발행하고 

지속적으로 연계 정보를 추가하여 연결한다면 데이터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이 가능하며,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활용을 통해 전반적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환경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 LLD 발행 가이드라인 제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계의 주요 도서관 관련 기관들은 주요 전거 및 서지 

메타데이터 등을 LLD로 변환하여 현재 제공하고 있거나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변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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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관 분야의 이러한 

흐름은 향후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빠르게 

확산되리라 예상된다. 이처럼 링크드 데이터 중심의 오픈 데이터 환경이 조성될 것을 

가정했을 때, 국내에서도 그 흐름에 부응하여 링크드 데이터의 가치에 관한 인식 확산을 

바탕으로 도서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이 보유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하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기관들이 이러한 작업에서 시행 착오를 겪지 않도록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링크드 데이터 발행 및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제시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 

LLD 발행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기관의 규모와 콘텐츠 

특성 등에 따른 LLD 발행 가이드라인을 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 LLD 발행 애플리케이션 제공 

 

국립중앙도서관은 1990년대부터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개발 및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KOLAS, KOLASYS 등과 같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이는 공공도서관 등 현장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표준자료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다양한 규모의 도서관들이 원하는 

규모나 형태로 LLD를 발행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KOLAS에 기존의 MARC 및 MODS 등의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는 모듈을 추가하여 

KOLAS 등 표준자료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도서관이 링크드 데이터를 손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도 바람직하겠다. 

 

 표준 Core LLD 생산자로서의 단계별 추진 전략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여 표준 Core LLD 생산자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과업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6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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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표준 Core LLD 생산자로서의 단계별 추진 과업 

 

 

(2) 도서관 LLD 연결자로서의 전략 

 

활용가치가 높은 LLD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은 이렇게 발행된 LLD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기관 또는 주체가 발행하여 공개한 링크드 데이터와 국립중앙도서관의 

LLD가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상호 매핑하거나 연계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링크드 

데이터는 데이터 간의 연계를 가장 중시하는 모델로서 URI 기반의 식별자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상호 연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관 또는 주체가 

발행한 링크드 데이터라 하더라도 발행된 링크드 데이터가 발행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고 

범용적으로 활용중인 URI를 재활용 하였거나 ISNI 등과 같이 명확한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라면 매우 손쉽게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 및 메타 정보를 LLD로 발행하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목적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LD 리포지토리 서비스를 구축하여 LLD 활용을 위한 단일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다양한 기관의 링크드 데이터 저장소 및 리포지토리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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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LD 리포지토리 서비스 구축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외를 중심으로 서지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현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데이터들이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되어 공개되었을 때 얼마나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서관 분야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처럼 다양한 링크드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었거나 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상황이다. 다양한 

링크드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것은 이용자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링크드 데이터 기반의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는 

노력들 외에도 이미 구축된 수많은 링크드 데이터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탐색하며, 원하는 

링크드 데이터를 손쉽게 찾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 리포지토리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적잖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픈 지식 재단(Open 

Knowledge Foundation)이 주도하는 데이터허브(datahub.io)나 LOV(Linked Open 

Vocabularies) 프로젝트 사례만 살펴봐도 링크드 데이터 구축의 전방위적인 확산과 

링크드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링크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검색, 부가 정보 조회 및 참조 등을 가능하게 하는 ‘LLD 리포지토리 서비스’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링크드 데이터 리포지토리 서비스 구축을 시도한 

사례는 있으나 LLD에 대한 리포지토리 또는 허브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서비스의 특성상 중립성을 유지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대표성을 

갖는 기관이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향후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주축으로 LLD 리포지토리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작업은 기관과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를 중심으로 링크드 데이터 리포지토리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아래의 <표 5>는 이와 관련한 연구 및 

프로젝트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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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링크드 데이터 리포지토리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 및 연구 

서비스/프로젝트 명 내용 

datahub.io 오픈지식재단에 의해 개발 및 관리되고 있는 CKAN에 기반한 

서비스로 링크드 데이터, 온톨로지 등 다양한 범위의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리포지토리 서비스 

LOV(Linked Open 

Vocabularies) 

오픈지식재단의 공식 프로젝트로 LOD 현황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야별 링크드 데이터 및 온톨로지 탐색 및 요소 

검색 등을 지원 

LODStats LOD 현황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나 어휘, 클래스, 속성 등 다양한 단위의 링크드 데이터 및 

온톨로지 검색을 지원 

LOCAH(Linked Open 

Copac and Archives Hub) 

영국의 주요 아카이브 리포지토리들의 데이터와 도서관의 통합 

카탈로그를 링크드 데이터로 제공(data.archiveshub.ac.uk) 

Europe’s Public Data CKAN 플랫폼에 기반한 서비스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는 리포지토리 서비스 

 

주요 링크드 데이터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의 특징은 많은 경우에 연구 결과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기술 및 구현사항 등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스 및 아키텍처 분석을 통해 단계적인 LLD 리포지토리 시스템 구축 등을 시도해볼 수 

있겠다. 

 

나. 정부 주도 링크드 데이터 리포지토리 서비스 연계 전략 

 

보안에 덜 민감한 공공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정부 기관 등에서 생성된 

공공 데이터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링크드 데이터는 이미 광범위하게 쓰인다. 이의 

대표적인 경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RDF 등으로 변환되어 공개되어 있는 미국의 

data.gov와 영국의 data.gov.u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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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미국 data.gov 

 

국내의 경우에도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웹에 공개 가능한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도록 <그림 62>와 같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구현하고 

서비스하는 중이며, 이러한 공공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 형태로 발행하여 서비스하기 

위한 시도도 추진되고 있다.  

 

 

그림 62 한국 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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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은 공공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 검색, SPARQL 

Endpoint 등을 제공하는 ‘공공DB피디아’ 서비스 화면이다. 

 

 

그림 63 한국 공공DB피디아 서비스 

 

 공공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 형태로 발행하려는 노력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진행 

중이다. <그림 64>는 서울시가 구축하여 공공 데이터의 공유와 발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열린 데이터 광장Linked Data’의 서비스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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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전세계적인 추이에 의거할 때 국내 정부의 공공 데이터의 경우 링크드 데이터 형태로 

발행되거나 기존의 데이터일지라도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되어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 데이터의 관점에서 정부의 링크드 데이터와 도서관의 LLD는 데이터 간 연결을 통해 

시너지를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정부 공공데이터 링크드 

데이터 리포지토리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학술 기관/연구소 등과의 연계 전략 

 

타 기관 또는 분야에서 생성된 링크드 데이터와 국립중앙도서관 LLD의 연계 및 

확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세부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대학도서관, 

저널출판사와 같은 학술 기관과 기업체 연구소 등이 발행한 링크드 데이터와의 연계를 들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국내외 학술 기관, 연구소 등과의 협약이나 제휴를 통해 

이들 기관이 보유한 서지 정보와 연구 자료의 일부를 통합하여 디브러리 포탈을 통해 

제공하나 데이터 간의 연결 정보가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검색 등을 통한 자료의 

발견성 등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연계 기관 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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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체 링크드 데이터 구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술 기관 및 연구소 등이 발행하는 

링크드 데이터와의 연계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 주요 학술 기관 연계 전략 

 

최근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자체 보유한 서지 데이터, 수업 자료 등을 오픈 

데이터로 웹에 공개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약 1천2백만 건의 서지 정보를 

공개한 하버드 대학이나 대학 내의 수업 및 연구 자료 등을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하고 

있는 Open University, 옥스포드 대학 등이 대표적이다. 

 

 

그림 65 옥스포드 대학의 링크드 데이터 발행 서비스 화면 

 

Open University의 경우 다른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SPARQL Endpoint 등과 함께 제공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사례들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DPLA의 서비스와 동일한 접근 방향으로 이용자들이 링크드 

데이터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링크드 

데이터의 활용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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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Open University 링크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소개 화면 

 

주요 학술저널 출판사들 역시 링크드 데이터 발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추세다. 아래의 <그림 67>과 같이 주요 저널 출판사인 

엘스비어(Elsevier)의 경우에도 링크드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7 Elsevier 링크드 데이터 리포지토리 소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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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례들은 보유 중인 콘텐츠의 활용 여부에 가장 민감한 촉각을 세우는 학술 

기관들이 링크드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모델의 효과와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방증한다. 데이터 소스 간의 링크를 통해 시너지가 발생하는 링크드 데이터 모델의 

특성상 가까운 시일 내에 바람직한 성과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KISTI 등이 학술 아티클의 메타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Endpoint와 함께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국내외의 많은 학술 

기관들이 링크드 데이터 도입 및 구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주기적으로 국내외의 링크드 데이터 리포지토리 등을 점검하여 주요 

학술 기관들이 발행하는 링크드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LLD 리포지토리에 반입하거나 연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도 있다. 

 

나. 전문 도서관 및 연구소 연계 전략 

 

매년 정부 산하의 연구소나 기업 산하의 연구소 및 도서관 등을 통해 많은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가치있는 콘텐츠들이 아카이브되어 있지만 웹서비스의 구조나 

서비스 방식, 이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식 등이 상이하여 서비스 이용에 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정책 자료를 비롯하여 주요 기관들이 생산한 자료 

및 회색문헌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지만 다양한 자료 유형과 연계 기관 분야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메타데이터 및 연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서비스 자료들을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메타데이터 입수 및 연계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이용자 및 연구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문도서관과 연구소들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제인데, 링크드 데이터는 

이같이 상이한 기관들과의 연계에 최적의 모델이 될 것이다. 

 

(4) 문화 유산 제공자로서의 전략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들을 서지 문화 유산의 관점에서 

수립한 전략을 따라서 서비스하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도 있다. 2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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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검토했던 Europeana의 경우가 보이듯이 도서관을 비롯한 유수 갤러리, 

아카이브, 박물관 등이 소장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링크드 데이터 기반의 단일한 데이터 

프레임워크로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거둬지기 때문이다. 

문화 유산이라는 범주에서 다양한 유형의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통합하여 

상호연결함으로써 이전에는 제공할 수 없었던 풍성한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고, 데이터 

큐레이팅을 통해 목적하는 범위의 콘텐츠만을 추출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링크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Europeana 모델은 향후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 유산 서비스의 중요성을 입증하며, 링크드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국가 단위의 정보 융합이 충분히 가능한 작업임을 예시한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LLD와 리포지토리 등은 국가 대표 문화 유산 서비스에서의 

핵심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확장된 범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Europeana와 같은 서비스 모델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하게 된다. 

  

가. 문화 유산 수집 프로세스 구축 

 

서지 문화 유산의 제공자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만한 전략은 

문화 유산 콘텐츠의 수집에 대한 부분으로 체계적인 수집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수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아카이브 등은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 또는 재단의 지원을 통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성과나 실적은 일반적인 영리 기업과 같이 매출이나 순수익과 같은 평가지표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의 이용 현황 및 활용 실적 등을 보게 

된다. 즉 문화 유산 서비스 기관으로서 이 기관들이 가진 성격은 다를지라도 콘텐츠 

이용이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그 목표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간으로 기관 간의 

제휴나 파트너쉽을 통한 서비스 연계 및 전략 수립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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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Europeana의 콘텐츠 수집 분야 및 범위 

 

문화 유산 수집 프로세스에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은 먼저 장기적인 파트너가 될 만한 

기관을 리서치하여 선별하고 접근하는 일일 것이며, 파트너십 체결 과정에서는 데이터 

교환 방식과 제공 콘텐츠에 대한 라이센스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파트너십 기관에 대한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교육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관리해 온 노하우로 인해 문화 유산 

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링크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낼 여력을 충분히 구비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 문화 유산 링크드 데이터 발행 및 국제 연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아카이브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콘텐츠를 입수하고 

링크드 데이터로 가공한 후에는 이를 본격적으로 웹에 발행하고 해외 기관들과의 연계를 

추진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Europeana와 DPLA와 같은 서비스들과의 연계도 

생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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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LLD 데이터 연계 추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LLD 리포지토리가 구축되고 정부 리포지토리 등과의 

연계가 이뤄진 뒤에는 국제 링크드 데이터 리포지토리와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LLD 리포지토리가 보유한 데이터 셋의 메타정보를 해외 

주요 기관들이 운영하는 리포지토리에 등록함으로써 해외 이용자나 연구자들이 한국의 

LLD를 활용할 수 있는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주요 기관들이 

보유한 링크드 데이터 데이터셋에 대한 리서치와 분석을 통해 리포지토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개발된 웹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한국의 LLD가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할 수도 있겠다. 향후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의 링크드 데이터 리포지토리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데이터 셋과 기반기술을 포함한 리서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 주요 국제 링크드 데이터의 지역화 진행 

 

해외 리포지토리 리서치와 발굴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업은 한글화와 같은 

지역화를 거치면 활용성이 극대화 될 만한 국제적인 링크드 데이터를 발굴하여 지역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 LLD와의 매핑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링크드 

데이터로 웹 상에 공개되어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 셋들은 공개 라이센스 정책을 따르고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간단한 기관 협의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해외 링크드 데이터의 지역화를 통해 얻어지는 장점은 이미 링크드 데이터 형태로 

발행되었다는 점 외에도 수많은 기관들과의 연계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지역화를 통해 새로운 언어가 추가됨으로써 해당 링크드 데이터의 기술 정보가 

훨씬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링크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상호 간에 

득이 될 만한 모델이라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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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국제 링크드 데이터 지역화 프로세스 

 

나. 국제 Datahub 연계 및 참여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제 Datahub 들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규모로 웹에 존재하는 Datahub 서비스들을 발굴하여 

연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Datahub 서비스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부합하는 링크드 데이터 데이터 셋에 대한 메타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그 

한 가지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기관과의 협업 및 추가 논의를 통해 보다 긴밀한 연계 

방향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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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서비스 방향 도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수립한 전략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방향은 크게 네가지 측면, 즉 이용자 서비스 측면, 관리자 서비스 

측면, 연구자 서비스 측면 그리고 기관 연계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LD 변환, 신규 구축 및 기반 서비스 개발은 장기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는데, <그림 70>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할 수 

있는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방향의 제안 내용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70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방향 제안 

 

<그림 70>의 제안 내용은 사례 분석 및 수립 전략에 기반한 것으로서 향후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최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 모델은 ‘도서관 분야의 대표 포털 서비스’라고 

정의될 수 있다. 국내에서 출판되는 가치있는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아카이브하는 

납본기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지털도서관 개관을 통해 

가치있는 디지털 컬렉션들을 모두 수집하여 통합하고, 콘텐츠 유형별로 특화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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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검색 및 탐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이 변함에 따라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 모델은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모바일 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정보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 역시 예측하기 

어려우리만치 다양해지고 있다. 맞춤 정보 서비스를 비롯한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이같은 환경 하에서 모든 기관 또는 이용자들에 맞춘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축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다른 변화는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서비스들이 ‘데이터 플랫폼’을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기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철저한 데이터 중심의 전략을 바탕으로 기존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기대치를 끌어 올리는 주요한 

원인이다. 

결론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2000년대 이후 디지털 서비스의 성공 모델이었던 

포털 서비스 모델을 탈피하여 ‘도서관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LLD가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OCLC, Europeana, DPLA 그리고 각국의 대표 

도서관들이 LLD에 관심으로 기울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LLD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플랫폼화 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란 범용성, 유연성 및 상호 간의 상생 등을 

특징으로 하는 모델로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을 특징으로 한다.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앱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데이터 플랫폼은 웹, 모바일웹, 

모바일앱 등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용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을 통해 정보를 소비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의 특징적 구조를 제대로 구현한 것이 Europeana 프로젝트이며, 아래의 

<그림 71>은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Europeana의 서비스 모델을 잘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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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Europeana 서비스 모델 

 

5.1장을 통해 제시했던 모든 전략은 하나의 목적, 즉, 국립중앙도서관 내외부의 모든 

콘텐츠를 LLD로 발행하여 상호연결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이는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여 동일한 성격의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큰 실익을 얻고자 

함이다. 아래의 <그림 72>는 이것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72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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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LLD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하고 풍부한 연계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전달함과 

동시에 LLD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개인 또는 조직들에게 일종의 

가이드 또는 아이디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콘텐츠들에 대한 링크드 데이터 변환이 진행되거나 링크드 

데이터 발행 프로세스가 구축된 이후에는 이를 활용한 이용자 서비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가. 웹서비스 

 

앞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주요 기관들은 SPARQL Endpoint 등 

링크드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들을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한 이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웹서비스들을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LLD로 변환된 데이터 중 일부 영역을 선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한 웹서비스를 구축하여 

기존 서비스 대비 LLD 기반의 서비스가 어떤 강점을 가지는지 등의 효과를 증명하고 

LLD 기반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큰 

규모의 LLD 기반 웹서비스 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동시에 외부 LLD와의 연계 작업을 

통해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73 LLD 구축 단계별 국립중앙도서관 웹서비스 구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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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은 LLD 기반 국립중앙도서관 웹서비스 모델의 예를 도식화한 것이다. 

웹서비스의 구축은 LLD 구축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구축이 완료된 서지, 저자 전거 링크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베타 서비스 

구축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LLD 구축 단계에서 식별체계 및 분류체계의 변환과 

매핑이 마무리되고 핵심 서비스들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LLD 전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초기 버전의 플랫폼 기반 웹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나. 모바일 서비스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링크드 데이터는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강력할 수 있음이 

증명된 바 있다. 모바일 환경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을 포함한 넓은 범주의 개발 주체들이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공 데이터와 링크드 데이터가 활용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오픈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이에 따라 오픈 API 등을 통해 

데이터를 웹에 공개한 공공 영역의 데이터 소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개개인의 

협업을 통한 오픈 백과사전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위키피디아의 사례만 보더라도 

디비피디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링크드 데이터 형태로 전환되면서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를 연결하는 핵심 서비스로 성장하여 수백개의 기관들과 연결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네이티브 앱과 모바일 웹서비스들이 구축되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을 통해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도 

구축된 링크드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바일앱과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을 

시도하여 모바일 플랫폼들을 통해 서비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관리자 서비스 

 

링크드 데이터 모델은 도서관 관리자들이 메타데이터의 유지관리에 투입했던 노력을 

크게 줄이고 데이터 간의 연계와 품질관리에 집중하도록 해준다. 즉, 링크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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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얻는 그룹은 서비스 이용자들이지만, 링크드 

데이터 및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담당하고 운영하는 관리자들 역시 기존 도서관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투입되던 많은 자원들을 아낄 수 있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링크드 데이터 구축과 관련한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리자를 지원하는 방향 또한 전향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 발행을 포함한 링크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공유 

     

현재까지 링크드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 및 발행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학술기관 등 일부에 그쳐서 실제 구축된 서비스의 형태도 

SPARQL Endpoint를 제공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링크드 

데이터는 많은 기관들이 시도하여 연계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규모의 기관들이 링크드 데이터 발행 및 기반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도록 독려할 

근거는 충분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전환하고 

발행한 경험이 있는 도서관 분야에서의 유일한 기관으로서 향후에도 축적하게 될 링크드 

데이터 발행 및 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이에 동참하려는 

기관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의 기관별 링크드 

데이터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LLD 발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링크드 데이터와 관련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링크드 

데이터 구축에 관심을 가진 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나. 데이터 연계 지원 도구 개발 및 교육 

     

지침, 홍보 및 교육과 함께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링크드 데이터 생성을 

위한 해외의 우수한 도구들을 소개하는 일 외에도 관리자들이 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작업을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링크드 데이터 연계 지원 도구 

등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다. 데이터 연계 지원 도구란 기관이 보유한 링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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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URI 식별자 또는 텍스트 분석기술 등을 활용하는 자동 연계 도구, 즉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관리자들도 손쉽게 타기관 링크드 데이터 리포지토리 등을 

조회하여 관리자가 직접 생성한 링크드 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의미한다. 

이를 개발하고 기관 담당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링크드 데이터 발행을 보다 넓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자 서비스 

 

앞선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링크드 데이터 구축이 확산됨에 따라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행하는 데이터의 수와 웹을 통해 입수가 가능한 국내외 링크드 

데이터의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경향에 따라 링크드 

데이터 및 리포지토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가 시도될 것이다. 

링크드 데이터는 무한한 형태로 연결 및 조합이 가능하며,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들로부터는 추출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은 물론, 최근 산업계가 

주목하는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를 비롯하여 링크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톨로지 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응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연구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데이터 기반 연구의 토대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연구자를 위한 링크드 데이터 큐레이팅 서비스 제공 

 

구축된 링크드 데이터 리포지토리 또는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일반 

이용자 및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연구자 맞춤 데이터 리서치 

서비스 제공을 지향할 필요도 있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 환경에서는 불가능했던 작업이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이 제공해왔던 레퍼런스 서비스를 예로 들면, 연구와 관련한 

참고도서목록 제공 등 제한적이고 접근점 정도의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에서 정교한 쿼리 

작성을 통해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시각화하여 가공한 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단계까지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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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드 데이터의 가장 큰 강점은 매우 작은 단위인 트리플(Triple) 구조로 상호 간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거대한 데이터 소스를 이루는 링크드 데이터를 대상으로 큐레이팅 

작업을 통해 무수한 범주와 시각으로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연구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드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큐레이팅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나. 링크드 데이터 연구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제공 

 

최근의 연구 환경은 연구의 근거가 되었던 데이터를 중시하고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들은 연구자들의 링크드 데이터 연구 데이터 또는 링크드 

데이터 큐레이팅 작업 결과를 보존하고 언제나 참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참조한 데이터들의 아카이브 및 보존에 많은 난관이 산재한 현 

상황에서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작업 역시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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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립중앙도서관 LLD 적용 효과 

 

W3C 산하의 LLD Incubator 그룹이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LLD 도입을 통해 

얻어지는 이득과 LLD의 현황 그리고 향후 미래의 권고사항을 매우 체계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발표 이후 수많은 LLD 연구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참고 자료로 평가되어 왔다. 

이 최종보고서는 도입부에서 LLD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연구자, 학생 및 고객의 

측면, 조직의 측면, 사서, 기록 관리 담당자와 큐레이터의 측면 그리고 개발자와 벤더의 

측면 등 4개의 측면에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LLD Incubator 그룹의 최종보고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LLD의 

적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문화 유산의 관점, 이용자 관점, 정치적 관점, 경제적 

관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에서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특히, LLD 

도입의 실익을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부각하고자 하는데, 이는 영리 기업 

등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투입 비용 및 예산 대비 수익 또는 산출 

효과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고,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은 적은 투입 비용으로도 많은 

수익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 링크드 데이터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충분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6.1 문화 유산의 관점 

 

앞서 Europeana, DPLA 등의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도서관이 생산하는 

전거 데이터 및 서지 데이터 등을 포함한 데이터들은 도서관 영역만의 것이 아니라 문화 

유산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Europeana 서비스나 DPLA와 같은 서비스가 거둔 

큰 성공은 도서관이라는 틀을 깨고 문화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도서관이 생산한 데이터를 

박물관, 분야별 아카이브 등 다양한 기관들의 데이터와 통합하려는 시도, 그리고 

방법론에서 링크드 데이터라는 적절한 모델을 활용한 데 기인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유 및 제휴 콘텐츠와 메타데이터를 문화 유산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웹과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유럽을 대표하는 

Europeana, 북미를 대표하는 DPLA와 같이 한국 또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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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a와 같은 서비스를 구축하여 전세계에 서비스 할 수 있다. 이를 링크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일이며,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2 이용자 관점 

 

LLD를 통해 이용자는 이전의 정보 서비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풍성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레코드 단위로 기술되어 있는 기존의 도서관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한 접근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MARC 레코드는 

레코드 자체로서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지만 레코드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들을 명확히 

식별하여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림 74 기존 도서관 레코드의 한계: 접근성 및 관계성의 부족 

 

하지만 이러한 레코드가 LLD로 변환되어 발행되는 순간 각 항목은 식별자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되고 국내외 데이터들과 제약없이 연결되어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가 

있다. 실제적인 적용 사례로 최근 Google은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한 ‘Google Knowledge 

Graph’ 라는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 추가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이용자는 단순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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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를 통해 산출된 정보들뿐만 아니라 아래 <그림 75>와 같이 입력된 키워드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함께 연결된 부가 정보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75 일반적인 도서관 레코드 정보와 Google Knowledge Graph 와의 비교 

 

이처럼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된 데이터는 검색 엔진 등을 비롯해 원하는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노출되어 이용자들에게 활용되는 확장성을 가진다. 

 

6.3 경제적 관점 

 

(1) 혁신의 촉진 

 

경제적 측면에서 LLD 적용의 가장 큰 효과는 LLD가 혁신을 촉진하는 모델이라는 

점이다. 도서관은 발빠른 전산화 및 기술도입 등을 통해 어느 산업보다도 체계적으로 

정보 및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관리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환경, 

모바일 환경 급성장 등 최근의 급격한 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링크드 데이터 기반의 연구들은 링크드 

데이터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충분한 구현 사례로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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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LLD 적용의 또 다른 효과는 LLD가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며, 

링크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 및 데이터의 생산과 소비의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유무형의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데 있다. Apple, Google 등이 제공하는 앱 플랫폼을 

통해 수십만 개의 앱이 개발되어 서비스되는 것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LLD 

리포지토리와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많은 기관과 개인 이용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웹서비스와 앱서비스들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 

  

(3) 손쉬운 글로벌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글로벌로 제공한다는 것은 별도의 글로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며, 서비스 홍보 및 콘텐츠 노출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웹 상에 공개되는 링크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국내에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발행된 링크드 데이터도 해외에서 개발된 

웹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비스 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별도의 

해외 버전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고 링크드 데이터 발행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데이터 품질 보증 

 

서비스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는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향상시켜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하지만 여러 기관의 데이터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모델에서 문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데이터의 

품질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링크드 데이터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델로서, 글로벌 식별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모델에 비해 데이터의 유지 관리에 투입했던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들의 개편 작업을 통해 서비스 URL 체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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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상황에서도 우려가 없고, 기관 간에 연계된 링크드 데이터는 별도의 작업 없이 

정상적으로 서비스 된다.   

 

(5) 자원 절약 

 

경제적 관점에서 서비스의 기획, 운영, 유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링크드 데이터 모델 도입의 핵심이다. 링크드 데이터는 도입 

단계에서 별도의 장비나 상업적 소프트웨어들의 구입에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단순한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어떤 운영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기존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비용이 절약될 수 있으며, 링크드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활성화 될 경우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이용자 서비스 구축을 위해 투입했던 

많은 비용들을 보다 가치있는 작업, 즉 데이터 플랫폼을 강화하고 고도화하는 작업 등에 

투입할 수 있다. 

 

6.4 비즈니스 모델 관점 

 

(1) 표준 준수를 통한 실익 

 

링크드 데이터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에서 모두 웹 표준으로 링크드 데이터를 

도입한다는 것은 웹 표준을 따른다는 상호 협의에 동참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메타데이터의 측면에서는 국제적인 표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메타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으로 링크드 데이터를 도입한 기관들과 같이 보다 체계적인 메타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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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메타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복잡한 웹 환경에서 표준은 상호 협의된 공통의 언어와도 같은데 링크드 데이터는 

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표준들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통합 및 이식 

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내포한다. 

 

(2) 서비스 품질 증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품질이 기존의 시스템과 대비할 때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서비스의 품질도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해외에서 시도하는 링크드 데이터 큐레이팅, 데이터 시각화 등의 사례들은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얼마나 높은 수준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가능한지를 증명하고 있다. 

 

IDENTIFY 

Metadata 

DOCUMENT 

Metadata 

CHECK 

Metadata 

SHARE 

Metadata 

REUSE 

Existing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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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Europeana Remix 서비스 화면 

  

<그림 77>은 Europeana에서 링크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Remix 콘텐츠로서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정보가 매끄럽게 융합되어 제공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 콘텐츠는 링크드 데이터 환경에서만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3) 기관의 브랜드 가치 향상 

 

수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하나의 브랜드, 그리고 명확한 서비스 아이덴티티로서 

대중에게 각인되기를 원한다. 앞서 살펴본 Europeanan, DPLA, OCLC 등의 서비스들은 

문화 유산 영역, 또 최소한 도서관 영역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서비스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에 링크드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DPLA의 경우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1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현재와 같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매우 놀랍다. 링크드 데이터의 빠른 파급력과 효과에 

대한 실례라 하겠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기관의 인지도와 서비스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정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링크드 데이터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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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비스 접근성 및 발견성 증가 

 

반복하여 언급하였지만 콘텐츠 하나하나의 접근성과 검색 엔진 등을 통한 발견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도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모델이 향후 큰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Web 2.0과 Open API 등의 붐으로 

서비스의 접근성과 발견성 개선이 얼마나 중요하고 노력 대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이미 증명되었다. 해외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주목을 받아온 Google 등 주요 검색 

엔진 업체들에 대한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작업도 결국 접근성과 발견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링크드 데이터는 공유와 공개를 중심에 둔 모델로서 

서비스의 접근성과 발견성을 보장한다. 

 

  (5) 신규 이용자의 증가 

 

기관의 브랜드 가치 향상,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콘텐츠 발견성 증가 등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겠으나 국내 및 해외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수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데이터 

연계에 따른 검색 크롤러 등 소프트웨어에 의한 데이터 소비도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78 Europeana 서비스의 국가별 이용량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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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개관한 이래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시대의 역동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웹(Web)의 출현으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들은 도서관이 보유한 신뢰성이 높은 

정보보다는 웹에 산재된 방대하고 걸러지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웹의 

다양성이라는 장점의 이면에는 cognitive overload, information anxiety 등 방대한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웹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여 현재와 같은 정보 생태계의 주축을 이루며 발전해왔고 

양적, 질적인 확장을 지속해왔다. 여기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개념은 연결(linking)이다. 

지금까지의 웹은 HTML 문서들의 상호 연결이 그 핵심이었다. 링크드 데이터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면 훨씬 풍부한 웹 환경이 

조성되리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정보기관이 보유한 원천 데이터는 이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에 구조적인 형태로 존재함에도 웹에 정보를 표현할 때는 

비구조적인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  

도서관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구조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MARC라는 포맷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도서관 간 소통의 핵심적인 부분이 

수행되어 왔다. 특히 도서관 데이터의 주요 원천인 서지 정보는 인류의 문화유산과 

지식의 집적체인 “책”이라는 매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대한 지식과 그 

연결에 있어서 중추 역할을 담당할 만한 핵심 정보이다. 더불어 주제명과 저자명 전거 

데이터는 개념과 개념을 이어주고 도메인과 도메인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이다.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웹을 접하는 새로운 시대의 Digital Youth는 대부분 포털이나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는 통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도서관 

데이터를 검색엔진에 노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링크 데이터의 다양한 

발행방법과 데이터의 상호연계 방법을 본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도서관 링크 

데이터를 웹에 노출시켜서 얼마나 우수한 양질의 데이터가 도서관에 존재하는지 

이용자들의 체험을 유도하고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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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데이터의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OCLC, DPLA, 

그리고 Europeana 등의 여러 도서관 및 관련 기관들은 괄목할 만한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다. 이처럼 다양한 국내외의 링크드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역동적이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존재 가치가 각인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링크드 데이터는 기존의 도서관 데이터를 웹이라는 환경에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링크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및 다양한 사례를 본 연구를 통해 소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링크드 데이터를 응용하고 적용할 방향과 방법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링크드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그리고 주제별로 이를 기술하였다.  

링크드 데이터는 현재 진행형인 글로벌 프로젝트이며 각국의 전통적인 정보자원 관리, 

서비스 기관이 초기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웹 상의 데이터를 보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역시 계속되는 추세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자관의 

데이터를 웹에 공개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한국어 정보자원을 웹에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며 재사용하는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개발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를 새롭게 공개하는 이외에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 관리나 서비스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개발도 긴요한 과제가 되겠다.  

본 연구가 밝힌 다양한 사례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와 실제 데이터의 

구축, 발행, 응용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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