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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치 기반 DBpedia 모바일 라우  개발에 한 내용으로 사용자의 재 치를 심으

로 Google Map과 DBpedia를 매쉬업하여 주변의 DBpedia 개체를 표시하고, 링크를 통해 추가 인 

RDF 시맨틱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DBpedia는 Wikipedia로부터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RDF 형식으로 장한 지식베이스로서 오늘날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로 발 되고 있는 링

크드 오  데이터(Linked Open Data)에서 가장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DBpedia는 약 73만개의 장소 

 지역에 한 정보를 포함하여 약 4백 58만 가지의 다양한 개체들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여

러 종류의 치기반 데이터 세트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라우 는 이러한 데이터 세

트 내용을 스마트폰의 치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주변에 있는 장소나 건물 등을 지도에 표시하고, 해

당 개체에 한 간단한 요약 정보와 추가 인 시맨틱 정보 검색을 한 링크를 제공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이 화되고 그 수요가 폭발 으로 증

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휴 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센서

들을 내장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다방면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는 웹을 구성하는 

데이터들 간의 연결을 목표로 기존의 문서 심의 웹이 

아닌 각각의 자원(resource)을 상으로 상호 연결된 데이

터 심의 웹을 말한다[1]. 즉, 링크드 데이터를 통해 기존 

문서 주의 WWW 달 방식을 페이지가 아닌 데이터간 

연결 심으로 환하여 보다 풍부한 자원의 생산과 효율

인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웹을 지능화시킨다[2]. 링크

드 데이터는 분야별로 미디어, 지리정보, 정부, 출 , 교차

분야, 의과학, 사용자생성콘텐츠, 그리고 소셜웹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링크드 데이터의 심에는 DBpedia가 치

하고 있다[3]. 

   DBpedia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인물 혹은 지리 등 다

양한 개체에 하여 시맨틱 웹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제공

한다. DBpedia의 데이터는 Wikipedia에서 추출되며, 재 

약 4백 58만여 개의 개체들에 하여 125개의 다른 언어

로 된 라벨과 간단한 개요를 포함하여, 2천 5백만 개의 이

미지 링크와 2천 9백만 개의 외부 웹 페이지 링크들을 가

지며, 약 73만 개의 장소에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한 웹에 있는 다른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데이터들에 한 5천만 개 이상의 외부 링크

가 있으며, 이는 DBpedia가 링크드 오  데이터(LOD: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 심 학지원사

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Linked Open Data) 내에서 상호 연결을 한 요한 허

 역할을 하게 한다. 

   본 논문은 치 기반 DBpedia 모바일 라우 의 개

발 사례로써 GoogleMap Open API와 DBpedia 링크드 데

이터를 조합하여 사용자 주변의 DBpedia 개체를 찾아 지

도 에 표시하고, 간략한 정보 표시  추가 인 시맨틱 

정보 탐색을 지원한다. 개발된 라우 는 RDF, OWL, 

SPARQL 등 시맨틱 웹 기술에 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도 버튼 클릭만으로 쉽게 링크드 데이

터를 엑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맨틱 모바일 라우  개발

2.1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개발된 치 기반 DBpedia 라우 (일명 

Find DBpedia라 한다)의 체 인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

다. 모바일 OS는 오 소스 랫폼인 안드로이드(Android)

를 사용하 으며, 안드로이드의 주요 특징으로는 자바 언

어로 개발된 WebKit 엔진, Open GL ES, SQLite DBMS 

등을 채택하고 있고, 내부에 구  맵 API와 치기반서비

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능을 기반으로 우리는 

장소검색, 장소등록, 그리도 통신모듈을 개발하 으며, 최

상  벨에 지도상에 장소 정보  링크드 데이터 정보

를 검색할 수 있는 DBpedia 모바일 라우 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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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nd DBpedia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치 주변에 한 

DBpedia 개체를 찾을 수 있게 해 다. 스마트폰의 안드로

이드 치기반서비스로 인식된 사용자의 재 치는 어

리 이션을 기화 하는데 사용된다. Find DBpedia의 

첫 화면은 사용자 치를 표시한 지도 보기 화면으로 구

성된다. 이후 메뉴의 주변 탐색 기능을 통해 주변에 있는 

DBpedia 개체들을 검색해 지도에 표시 할 수 있다. (그림 

2)는  주변 탐색을 실행한 후 지도로 여러 개체들의 치

가 마커로 표시된 화면이다. 마커를 터치 하면 팝업

(pop-up)창으로 해당 마커의 이름과 도/경도를 표시하

고, 팝업창을 터치 하여 상세 보기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

다. (그림 3)은 상세 보기 화면으로 DBpedia 데이터에서 

추출한 사진과 간단한 요약정보, 해당 개체에 한 외부 

링크, 그리고 DBpedia 체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 외

부 링크가 표시되어 있다. 각 링크를 터치 하면 련된 홈

페이지가 있을 경우 안드로이드 웹 라우 를 통해 해당 

개체의 홈페이지로 이동되거나, Find DBpedia 모바일 

라우 를 통해 다른 링크드 데이터 세트로 이동하여 추가

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림 2) 주변 탐색 (그림3) 상세 보기

2.2 라우  구  기법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의 치기반서비스 기능을 

사용하여 재 사용자의 치를 악하여 도/경도 값을 

읽어 들인 뒤, Google Place API에 해당 값을 인자로 

달하여 주변에 있는 장소를 검색한다. 검색 결과에서 주변 

장소의 이름과 치를 장하고, 다시 이 이름을 이용하여 

DBpedia 페이지를 조회하여 결과 값이 있을 경우 맵에 

마커로 표시한다. 

   한편, DBpedia에서 제공하는 시맨틱 질의 언어인 

SPARQL을 이용하여 도/경도 기반으로 주변 검색을 수

행할 수도 있겠으나, 처리 속도 면에서는 SPARQL을 이

용하는 편이 더 빠르지만 일부 DBpedia 문서의 경우 

도/경도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Google 

Place API를 이용하면 이름만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도/

경도가 없더라도 검색이 가능하며 SPARQL을 이용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결과 값을 표시할 수 있다.

   상세 보기 화면은 DBpedia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RDF/XML형식으로 수신하여,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XML 싱 클래스 XmlPullParser 클래스를 이용하여 데

이터를 싱한다. 싱된 데이터  사진과 련된 주소 

값이나 요약 텍스트 등 화면에 표시할 값들을 선별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주변 치의 장소를 찾아 지도 

에 표시하고 추가 인 정보 등록  검색을 지원하는 

DBpedia 모바일 라우 를 개발하 다. Google Map과 

Google Place Open API, 그리고 DBpedia 링크드 데이터

를 조합하여 탐색된 객체를 화면에 표시하고 간단한 요약 

정보와 상세 정보, 그리고 추가 인 시맨틱 웹 탐색을 

한 링크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해 재 엄청난 규모의 빅

데이터로 발 되고 있는 링크드 오  데이터를 효율 으

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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