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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오  리소스인 링크드 데이터는 최근 선진국 정부의 많은 심 속에 데이터 공

개  상호운용성 확보를 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개체 식별 기술의 부재로 

링크드 데이터의 양  성장에 비해 개체 수 비 링크의 수가 은 상과 일부 데이터 셋에 링크가 집 되

는 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링크드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개체 간 계

(owl:sameAs, owl differentFrom 등)를 이용하거나 Curation 방식을 사용하는 기존 링크드 데이터 기반 

개체 식별 방식의 문제를 다  온톨로지의 개체 식별이 가능한 자동화된 개체 식별 방식을 통해 개선하고 

자 개체의 응 속성과 개체 유형의 논리  특성을 활용하여 개체 식별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  

온톨로지 기반의 실시간 자 식별 방법을 제안하고 평가한다. 본인의 확인을 거친 29명의 자 정보를 

이용해 개체 식별 정확성 결과를 평가하여 평균 0.8533 (K measure)의 정 인 성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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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Linked Data that is published under an open license shows increased growth 

rate and comes into the spotlight due to its interoperability and openness especially in 

government of 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re are relatively few out-links compared with 

its entire number of links and most of links refer a few hub dataset. These occur because of 

absence of technology that identifies entities in Linked data. In this paper, we present an 

improved author entity resolution method that using representative properties. To solve 

problems of previous methods that utilizes relation with other entities(owl:sameAs, 

owl:differentFrom and so on) or depends on Curation, we design and evaluate an automated 

realtime resolution process based on multi-ontologies that respects entity's type and its logical 

characteristics so as to verify entities consistency. The evaluation of author entity resolution 

shows positive results (The average of K measuring result is 0.8533.) with 29 author information 

that has obtained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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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9년 5월 미국의 연방정부 데이터 통합 장소1가 

오 되면서 시작된 공공정보의 공개는 정보 공유의 

요성을 부각시켰고 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

웨이, 에스토니아 등으로 확산되어  세계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1]. 이처럼 정보 공유  연계의 요성

이 부각되면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연계  

병합을 해 표 화된 지식 표  모델의 하나인 온톨로

지를 생성하고 서비스에 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맨틱 서비스가 쉽게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시맨틱 

기술 수 이 실용화 단계로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

과 함께 시맨틱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지식 표  모

델로서 사용되는 온톨로지의 구축이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온톨로지는 시맨틱 웹(Semantic Web)을 지향하는 

지식 표  기법의 하나로 W3C에서 정의된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RDF)와 RDF Schema (RDFS), 

Web Ontology Language(OWL) 등으로 정보를 기술한

다. 이 게 기술된 정보는 모든 개체마다 Uniform 

Resource Identifier (URI)가 부여되어 리  공유가 

이루어지며 URI 간 상호 연  계를 이용해 외부 온톨

로지의 개체와 연계가 가능해진다[2].

데이터 연계를 해서는 각 데이터 셋 마다 다른 URI

로 표 되어 있는 다수의 URI 에서 동일 개체를 지시

하는 URI를 찾아서 연  계를 생성하거나, 신규 개체

에 기존 할당된 URI를 그 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요

하다. 기존 연구들은 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에

서 온톨로지를 자동 생성하거나 인스턴스로 자동 변환

하는 과정에만 을 두어 RDBMS를 상으로 온톨

로지를 자동 생성하거나, DB 스키마와 온톨로지 스키

마 매핑 정보를 사용하여 온톨로지 인스턴스로 변환하

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개체들의 식별 계를 

기반으로 개체들의 동일 개체 여부를 별하는 작업은 

데이터 연계  병합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데 

반해서 이를 지원하기 한 모듈이나 서비스는 극히 제

한 으로 개발·서비스되고 있다.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

보하고, 시맨틱 웹의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서는 동

1 http://www.data.gov

일 개체에 할당된 다양한 URI를 체계 으로 리하는 

것은 물론, 새로 생성된 인스턴스와 기존 인스턴스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맨틱 정보의 연계  융합의 활성화를 

한 속성 기반 개체 식별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링크드 데이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도메인인 Publication분야(295개 

 87개의 데이터 셋)의 개체 인식을 목표로 자 유형

의 개체를 상으로 다  온톨로지의 개체를 식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속성기반 개체 식별 방법을 제안하고 

평가를 수행하 다. 제안된 방법은 온톨로지 간 정보 

연계를 한 개체 식별 서비스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

한다.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II 장에서는 련 연구를 

비롯하여 링크드 데이터의 황 정보에 근거해 링크드 

데이터의 문제를 기술하고, III장에서는 속성 기반 개체 

식별 방법을 상술하며, IV장에서 개체 식별 결과의 평가 

방법, 평가 결과를 기술하고,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1. 링크드 데이터의 현황과 문제점
링크드 데이터는 RDF로 기술된 웹 데이터를 URI를 

통해 공개하여 정보의 공유  연계를 진하기 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기 한 출 (Publishing) 

 근 원칙을 기반으로 동일 도메인의 데이터는 물

론, 이질 인 도메인의 데이터 연계에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 링크드 데이터 Cloud
(http://linked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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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2011년 9월을 기 으로 링크드 데이터의 

데이터 셋의 크기와 링크를 시각화 한 것이다. 링크드 

데이터는 2007년 12개 데이터 셋으로 시작해서 매년 약 

200%의 지속 인 양 , 질  성장을 통해서 2011년 295

개 데이터 셋, 316억 트리  규모로 커졌으며, 매년 새

로운 데이터 셋이 추가되면서 지속 인 성장을 계속하

고 있다. 이러한 링크드 데이터는 시맨틱 데이터의 주

된 배포 경로로서 온톨로지 연계  활용에 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링크드 데이터에 출 되는 정보

의 도메인이 확장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톨로지 내

의 개체 간 계도 차 복잡해지고 있다. 한, 데이터

가 차 증가하면서 데이터에 한 일 성, 품질의 신

뢰성, 리  활용을 한 도구 개발에 필요성이 아울

러 높아지고 있다.

피참조
데이터 셋

참조 
데이터 셋(n)

참조 Triple(Min.)

Bio2RDF 125 5,119,5500
Dbpedia 32 1,330,325
RKBexplorer 108 1,239,300
DBLP 5 1,003,100
Etc. - 779,490
Total 416 6,256,3125

표 1. 데이터 셋 참조 링크 통계

그림 2. 링크드 데이터 Cloud 의 데이터 셋 간 링크 연결
관계 시각화 

데이터의 연계  활용 에서 링크드 데이터의 가

장 큰 문제는 특정 데이터 셋으로 링크가 편 되는 것

과 체 개체 수 비 상  상호 참조 링크가 부족한 

상이다. [그림 2]는 w3c.org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

터 셋 간의 링크 정보[3]를 이용하여 데이터 셋 간 링크 

연결 계를 시각화한 것으로 시각화 도구인 Visione2

을 이용하여 작성하 다. 데이터 셋 간 링크는 3개의 큰 

군집(그림 2의 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

며, Dbpedia. RKBexplorer, Bio2RDF가 허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은 외부 데이터 셋에서 

참조되는 링크의 정량 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조 

데이터 셋(n)은 피참조 데이터 셋을 링크로 가지고 있

는 데이터 셋의 개수를 의미하며, 참조 Triple은 참조 

링크의 최소 개수의 합이다. 앞서 언 한 3개의 데이터 

셋이 가장 많은 참조 링크를 가지고 있으며, DBLP의 

경우에는 참조하는 링크의 수는 많지만 데이터 셋의 수

가 상 으로 다. 참조 링크의 수의 비율을 보면 상

 4개의 허 의 참조 링크의 개수는 체 참조 링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링크가 일부 데이터 셋으로 편 되게 되면 허  데이

터 셋의 오류가 다수의 데이터 셋으로 되어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링

크의 편  상은 다수의 온톨로지 데이터를 상으로 

정확한 개체 식별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로 내부 데이터와 같은 도메인의 허  데이

터 셋만을 상으로 개체 식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

타나는 상이다. 한 가지 를 들어보면, 링크드 데이

터의 상호 참조 계를 이용해 개체 식별을 하는 

sameAs.org에서 “Alok N. Choudhary”로 동일 URI를 

검색을 할 경우 RKBexplorer를 심으로 1101 개의 

URI가 동일 URI그룹으로 제시된다. 이는 1101 개의 링

크가 상호 참조 계인 owl:sameAs, rdfs:seeAlso 등으

로 연결되어 같은 개체를 지칭하는 URI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며 일반 으로 추론을 통해 같은 개체의 정보가 

통합할 수 있다. 1101 개의 URI 정보를 분석한 결과, 

1100 개의 URI 는 family name 속성으로 'Choudhary'

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그  1 개의 URI는‘ 

Choudhary’ 외에 ‘Kandemir’ 란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

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1개의 오류 정보와 상호 참조 

계를 갖고 있는 1100개의 URI의 정보를 사용하는 다

2 http://vision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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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시스템은 family name 속성의 값으로 Choudhary

와 Kandemir 두 가지 값을 모두 갖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Kandemir의 속성 정보가 Choudhary의 속성 정

보와 혼재되어 정보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상을 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링크가 특정 데이터 셋으로 집 되는 것 이외에 다른 

문제는 체 링크 개수 비 링크의 수가 히 부족

한 것이다. 개체 식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체 식별은 

다수의 데이터 셋이 아닌 소수의 데이터 셋만을 상으

로 이 지기 때문에 링크드 데이터의 체 데이터 310 

억 Triple  링크는 0.016%인 5억 Triple 에 불과하다

[3]. 이러한 문제는 자동화된 링크드 데이터의 출  

(Publishing) 방식에서 비롯된다. D2R Server[4]는 기

존의 비시맨틱 데이터를 시맨틱 데이터로 변환  출

을 하기 한 도구로 링크드 데이터의 정보가 격하게 

증가하는 데 큰 기여를 하 다. 이러한 도구들은 기존

에 RDB와 같은 형태로 장된 정보를 매핑 룰을 이용

하여 시맨틱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과 함께 변환된 데

이터에 근하기 한 SPARQL Endpoint  HTTP 

Negotiation 방식으로 RDF나 HTML 형식의 정보를 제

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 활용되었지만 D2R 

Server는 개체 식별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개체 식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된 시맨틱 정보는 체 으로 개체 식별 과정이 소

홀하게 처리되어 외부 온톨로지와의 연계가 미흡하다.

이러한 링크드 데이터의 문제 해결과 활성화를 해

서 2010년 시작된 LOD2 로젝트 에서도 개체 간 상호 

참조 링크의 확   리와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확

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  하나로 삼고 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한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링크드 데이터의 링크를 풍부하게 하고 개체 식

별 정확성을 보장하여 데이터 출   리에 활용될 

수 있는 다  온톨로지 기반 개체 식별 방법의 필요성

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 개체 식별 서비스
2.1 sameAs.org

국 Southampton 학에서 EU의 ReSIST 로젝

트의 일환으로 구축한 개체 식별 서비스인 sameAs.org

는 서로 다른 온톨로지에서 키워드나 URI를 통한 동일 

지시(Co-Reference) URI 검색을 지원한다[5]. 

sameAs.org는 RKBExplorer.com의 66개의 데이터 

셋에 포함된 URI의 상호 참조 계(owl:sameAs, 

owl:differentFrom, rdfs:seeAlso 등)을 이용하는 

Consistent Reference Service(CRS)의 기반이 되는 개

체 식별 서비스로 동일 지시 URI를 번들(Bundle)로 묶

어 신규 URI를 부여한다. 이 게 생성된 정보는 

RKBExplorer.com에서 정보 통합 뷰[그림 3]를 제공하

기 해서도 사용된다. sameAs.org의 개체 식별은 기

존의 URI 정보가 담고 있는 상호 참조 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참조 정합성이나 데이터 정합성 오류에 취약한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sameAs.org 와 RKBExplorer.com

2.2 OKKAM
OKKAM은 EU 로젝트로 분산된 다  온톨로지 환

경의 개체 식별 임워크이며, 개체 식별뿐만 아니라 

URI를 부여하고 생성된 URI를 통하여 개체를 수집·

리하는 통합 임워크이다[6].

OKKAM은 개체 식별을 해서 Jolly, The Feature 

Based Entity Match Algorithm(FBEM), Eureka 등 3

가지 개체 식별 엔진을 모두 이용한다[7]. 각 개체 식별 

엔진의 차이 을 살펴보면 Jolly 개체 식별 엔진은 

String Metrics를 기반으로 개체명과 속성 유사도, 그리

고 속성 가 치를 이용한다. FBEM 엔진 역시 속성과 

값을 비교하지만, FBEM 엔진은 온톨로지 특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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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sameAs.org OKKAM identifier.org

식별 방법 CRS FBEM Eureka Jolly Curation & 
Annotation

식별 방식의 
특징

데이터 상호 참조 
관계 사용

시소러스 및 
번역사전 사용

모든 데이터의 속성 
분포 색인

모든 속성-값의 유사도 
비교 전문가 검증

문제
데이터의 오류 확산 

가능성,
낮은 신뢰도

단어 변환을 통한 
온톨로지의 잘못된 
해석의 위험성

온톨로지 간 일괄 비교 
방식 모든 정보를 

분석해야함

속성 개수의 편차가 
크고, 모든 속성을 

비교해야함

고비용, 제한된 도메인, 
제한적인 
처리 속도

표 2. 기존 식별 서비스의 식별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하여 구 되어 시소러스나 번역어 사 을 통한 다국어 

처리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Eureka

는 속성과 값의 분포를 색인하여 유사한 속성값을 가지

는 후보군을 진 으로 생성해가면서는 식별하는 방

식을 사용한다. OKKAM은 검색 서비스에 사용자가 직

 엔진을 선택하고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UI를 통

해 3가지 식별 엔진의 식별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 결과

가 각각 달라서 다소 사용자에게 혼돈을  수 있는 여

지가 있다. 실제로 “seoul” 에 한 3가지 식별 엔진의 

결과로 FBEM 엔진은 치 정보를 담고 있는 소수의 

URI만을 제시하며 Jolly 엔진은 Seoul의 치 정보를 

다수 그룹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Seoul 이외의 다른 도

시 정보가 혼재된 상태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Eureka 엔진은 단 한 개의 URI도 제시하지 않는다.

2.3 Identifiers.org
Identifiers.org 는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 

(EBI)에서 제공하는 개체 식별 서비스로 생물 정보학

(Bioinformatics) 분야 정보의 개체 식별 서비스이다[8].

그림 4. Identifiers.org 의 Publication Pipeline

[그림 4]는 Identifiers.org 의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

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이터가 시스템에 입력되

기 에 정합성 검사(Consistency Check)를 거쳐 

Annotation models을 생성한다. 이러한 Curation과 

Annotation과정은 모두 문가(Curator)에 의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데이터 오류가 고 이를 통해 생성된 계

산 모델(Computational Models)은 상호 참조, 용어 검

색, 모델 군집화, 유 자 온톨로지 탐색, 형식 변환이 가

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체 식별 방법은 큰 비용과 시

간이 요구되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을뿐더러 생물 정

보학 분야의 정보만을 처리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표 2]는 기존 식별 방법의 특징  문제 을 정리한 

것이다. sameAs.org 는 기존 데이터 간 상호 참조 계

를 그 로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오류에 한 필터

링이 불가능하고 정확성이 낮으며, Idetifiers.org 에서 

사용하는 문가의 검증 방식은 정확성은 높지만 큰 비

용과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식별 도메인이 한정되어 

있다. OKKAM의 시소러스나 번역서 사 을 이용하는 

FBEM은 온톨로지 속성을 단어 변환을 통해 이용해 동

질 속성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온톨로지의 잘못된 해석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개체 식별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방식

이다. 한, 모든 데이터 속성의 분포를 색인하는 

Eureka는 데이터 셋 단 의 개체 식별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수 온톨로지의 용량 정보의 식별에 

합하지 않다. Jolly는 속성-값의 유사도를 사용하는 방

법은 URI와 URI를 1:1로 비교하게 되며, 이때 다수 속

성을 가지고 있는 URI를 처리하기 해서는 많은 연산

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온톨로지의 URI 속성 개

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효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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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속성 기반 자질 식별

제안하는 방법은 OKKAM의 Jolly와 같이 속성-값의 

유사도를 사용하지만, Jolly는 정보의 모든 속성 정보를 

비교하는 데 비해 개체의 유형 특성에 따라 식별 기

(Criteria)이 되는 표 속성의 값만을 이용한다. 한, 

URI 정합성을 보장하기 해 개체 유형에 따른 논리  

특성을 이용하여 오류가 포함된 것으로 상되는 URI 

는 식별에서 제외하여 잘못된 URI의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안 방법은 데이터 셋과 데이터 셋 간

의 개체 식별 방식이 아니라 개체와 개체 간의 식별을 

진행하는 자동화된 진  개체 식별 방식으로 지속

으로 업데이트  추가되는 링크드 데이터의 개체 식별

에 한 방법이다.

1. 개체 식별 프로세스
URI 리 서비스는 개체 식별  URI 그룹별 정보 

리를 해서 7개의 주요 로세스를 거치며, 외부 서

비스인 sameAs.org와 Sindice.com의 검색 결과를 활용

한다. Linked Data에 연계된 온톨로지를 활용하기 해

서 SPARQL endpoint 서비스가 사용되며, 식별된 URI 

그룹  편집 정보를 장하고 추론하기 해서 트리  

장소를 이용한다. 개체 식별 서비스는 그림 5 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를 돕기 해 [그림 5-그림 9]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주요 기능을 설명한다. 

그림 5. 개체 식별 프로세스

① URI, 개체명 검색기: URI, 개체명 검색기는 사용

자의 검색어를 입력받아 URI 개체 식별의 필요성 여부

를 단하는 모듈로 기존의 검색 결과를 캐슁(caching)

한다.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URI인지 개체명인지

를 감지하여 외부 서비스(시맨틱 데이터 검색엔진: 

Sindice.com, sameAs.org)의 API  1개를 통해 URI 

목록을 획득한다. 2개의 API를 모두 지원하여 외부의 

API의 서비스 단에 비한다. 획득된 URI 목록은 기

존의 식별 결과 목록의 해쉬 코드와 비교하여 기존의 

식별 결과가 없거나 URI 목록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URI 식별 모듈을 호출하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의 식별 결과를 캐쉬 서버에서 가져와 사용자에게 제시

한다. 그림 6의 제는 URI 목록을 얻기 해 외부 서

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sameAs.org나 

Sindice.com의 Open API를 통해 “Alok N, Choudhary"

를 질의하여 Json 형식의 식별 결과를 얻고 이를 싱

하여 식별 결과를 제외하고 단순 URI 목록만을 추출하

게 된다. 이때 추출된 목록은 {URI 1, 2, 3, 4, 5, 6, 7}이

다. URI 목록이 캐쉬 서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5개의 

URI 가 다음 단계로 달되고, 존재한다면 기존의 식별 

결과를 그 로 사용자에게 제시하게 된다.

그림 6. 외부 서비스를 통한 URI 목록 획득

② URI 속성 정보 수집: 수집된 URI 목록의 속성 정

보를 Linked Data를 통해서 수집하는 모듈로 미리 정

의된 Linked Data의 각 데이터 셋의 속 정보를 이용

하여 SPAQL Endpoint와 HTTP Negotiation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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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온톨로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내부의 

시맨틱 장소인 OntoReasoner에 Triple 형태로 장

한다. 수집과정에서 각종 HTTP 오류(Internal Server, 

File not found 등)가 있는 URI를 필터링하고, HTTP 

오류는 없으나 기타 외부 온톨로지의 이유로 인해 사용

되지 않는 URI(Deprecated or Redirect URI), 

Micro-format(Non-Rdf URI; 단순한 메타 정보만을 담

고 있는 URI)와 비 시맨틱 데이터(HTML 등)를 구분하

여 유효한 URI 만을 식별에 사용한다. [그림 7]은 URI 

속성 정보를 설명하는 제로 상  단계에서 달 받은 

URI 목록(좌측의 URI 1～7)의 속성 정보를 링크드 데

이터에서 수집하며, 이 과정에서 HTTP 오류와 사용되

지 않은 URI로 분류된 URI 6과 7이 필터링 되어 식별 

과정에서 제외된다. 유효한 URI인 URI 1～5의 유형, 이

름 속성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수집되며 연결 계를 

가지고 있는 URI 목록인 8～10이 포함된다.

그림 7. URI 속성 정보 수집

③ 개체 유형별 그룹화: 시맨틱 장소에 수집된 

Triple 정보에서 SPARQL 질의를 통해 유형 속성을 추

출하고 개체를 유형별로 그룹화한다. 그룹화된 URI 목

록은 그룹별로 개체 식별이 수행되어 개체 식별은 유형

의 수만큼 진행된다. 

링크드 데이터의 Triple 정보는 데이터 셋 마다 각기 

다른 이형 서술어를 사용하여 개체와 개체의 속성을 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의미를 표 하는 이형 서술어

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형 서술어를 처

리하기 해서는 동일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되

고 있는 온톨로지를 분석하는 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미 이형 서술어의 

이름, 명칭 foaf:label, rdfs:label, aktors:full-name 
지리정보
위도,경도 dbpprop:long, geo:lat, dbpedia-owl:location
Wikipedia 

링크
geonames:wikipediaArticle,
dbpedia-owl:wikiPageRedirects

표 3. 다양한 온톨로지에서 사용되는 이형 서술어

[표 3]은 다양한 온톨로지에서 사용되는 이형 서술어

의 이다. 다수의 이형 서술어를 처리하기 해 매핑 

룰을 용하여 정의된 다수의 서술어를 하나의 체 서

술어로 처리한다. 체 서술어를 이용하면 자동화된 

SPARQL 질의 생성이 용이해져 개체의 속성 정보를 

비교  쉽고 유연하게 검색하고 개체 식별에 이용할 수 

있다. 를 들어, http://sampleURI 개체라는 이름 속성

의 값을 구하기 해서는 URI의 데이터 셋에서 사용하

는 온톨로지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서술어를 용하여 

사용되는 서술어가 foas:label 일 경우에는 “SELECT 

?name WHERE { <http://sampleURI> foaf:label 

?name.}”와 같은 질의를 만들고 rdfs:label을 사용할 경

우에는 “SELECT ?name WHERE { <http://sampleURI> 

rdfs:label ?name.}”와 같은 SPARQL 질의를 생성하고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체 서술어를 이용하면 

“SELECT ?name WHERE { <http://sampleURI> 

<Const.NAME> ?name.}”와 같은 체 서술어를 통한 

질의로 온톨로지 정보를 가져오고 그에 맞는 질의를 생

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성의 값을 가져올 수 있

다. <Const.NAME>은 체 서술어이다. 

[그림 7]에서 URI 1～4와 URI 8～10은 ‘ 작’이라는 

동일 의미를 표 하는 다수의 서술어(Creator, Maker, 

Has-author)로 연결되어 있지만 체 서술어를 통해 

한 번의 질의를 통해 개체 식별을 한 속성값 처리가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URI 1～5가 모두 Person 유형이므로 

하나의 그룹으로 개체 식별이 수행된다.

④ 식별 상 속성 정보 로딩: 시스템에 미리 정의된 

유형별 식별 자질  규칙을 로딩하는 과정으로 표 

속성과 도메인 정보, 논리 정합성 규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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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자질 정보는 자 유형 식별에 자의 이름과 

작물 정보, 작물 유형의 식별에 작물 명과 작

자가 연  속성으로 매핑되어 있으며. 도메인 정보는 

복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속성의 경우( : 이름)에 복수

의 속성 간 유사도  일치도에 한 규칙을 담고 있다, 

논리 정합성은 연  속성-값 비교에서 개체 식별 결과 

검증을 해 사용되는 규칙이다.

⑤ 개체명 기  그룹화 : 개체는 다수의 개체명을 포

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화를 거쳐 사람이나 회사의 

이름, 논문명과 같은 단문 형태의 문자열 비교에 합

한 String Metrics 방법  Jaro Winkler Distance[9]를 

이용한 유사도 계산법을 사용하여 개체명 간 도메인오

류를 검사하고 객체 당 1개의 표명을 선정한다. 이 과

정에서는 개체의 식별 속성에 따라 다른 임계값(상  

단계에서 로딩된 도메인 정보)을 사용한다. 를 들어, 

정규화를 거친 문서명은 자명보다 문자열 길이가 길

고 변화가 기 때문에 자명의 문자열 유사도의 임계

값은 문서명의 임계값보다 낮은 값을 가진다.

그림 8. 개체명 기준 그룹화

[그림 8]의 URI 3과 5는 모두 복수의 이름 속성을 갖

고 있어 도메인 오류 검사를 거치며 먼  복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속성인지를 확인한 후 문자열의 유사도를 

검사한다. URI 5는 같은 속성의 문자열 유사도가 낮아 

오류 URI로 분류되어 개체 식별 과정에서 제외된다. 

URI 3의 경우에는 동일 속성의 문자열 유사도가 임계

값보다 높기 때문에 복수 속성  가장 긴 문자열을 

표 명으로 선정한다. URI 3의 이름 속성 표 명은 

‘Alok N. Choudhary' 이다. URI 당 1개의 이름 속성이 

정해지면 이름 속성의 유사도를 이용해 1차 그룹화를 

수행한다. 1차 그룹화를 통해 {(URI 1), (URI 2, URI 3), 

(URI 4)}의 군집이 형성된다.

⑥ 연  속성-값 비교: 연  속성-값 비교단계에서는 

URI의 연  속성 정보-값을 수집하여 정합성을 단한

다. 를 들어, 자 유형의 개체는 논문이 연  속성이

므로 모든 자 URI의 연  속성  같은 논문을 속성

으로 갖는 URI가 있는지 비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이

 단계에서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었지만 같은 연  속

성을 갖는 그룹이나 같은 그룹이지만 연  속성이 없는 

URI를 선별한다. 

그림 9. 연관 속성-값 비교

[그림 9]의 URI 1 ～URI 4의 연  속성인 문서 유형

의 정보를 이용해 상  단계의 1차 그룹화 결과를 검증

하게 된다. URI 8～10의 속성 정보를 링크드 데이터에

서 수집한 후 식별 상과의 계를 분석한다. 동일 그

룹인 URI 2와 3은 URI 9의 작 계로 연결되어 있으

므로 동일 그룹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URI 1은 URI 8

을 통해 URI 3과 연결되어 하나의 그룹으로 병합된다.

⑦ 개체 식별  결과 검증: URI 그룹 확정  식별 

결과 검증은 이  단계의 식별 결과를 재검증하는 역할

을 한다. 개체명 기  그룹화로 생성된 1차 그룹 URI 1, 

2, 3이 같은 연  속성-값 URI 7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 계 속성(URI 7의 연  속성-값)을 수집해 URI 1, 

2, 3이 모두 속성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

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URI 4는 URI 10과 연결되어 

하나의 그룹의 후보가 되지만 URI 9와도 연결 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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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병합된 URI 1, 2, 3의 그룹과 충돌을 일으

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논리 정합성 규칙

이 사용되며 URI 8이 문서 유형의 정보이기 때문에 복

수의 자 속성이 허용되며, URI 4와 URI 1, 2, 3그룹은 

공 자 계로 정되어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역 계 속성이 확인되지 않은 URI는 오

류 URI로 분류되어 개체 식별 상에서 제외된다. 그룹

별 표 개체명‧URI 선정에서는 그룹화 되지 않은 URI

와 데이터 정합성의 오류가 있다고 단된 URI는 수집

된 정보만으로 더 이상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그룹으로 리되어 추후 리시스템에서 리자가 처

리할 수 있도록 련 URI 정보를 트리  스토어에 장

한다. 

URI 정보는 가독성 낮아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다. ①～⑦의 과정을 거쳐 식별된 정보는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식별 결과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해 식별이 완료된 그룹은 통계  방법을 통하

여 다수의 유효 속성 정보를 갖는 URI를 그룹의 표 

URI로 선정한다. 그룹의 표 URI는 다수 그룹의 정보

를 축약하는 일종의 메타 정보의 역할을 하며 식별된 

결과에서 유효한 정보를 한 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 

그룹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시된다.

IV. 실험 및 평가

1. 평가 데이터
제안한 방법의 정확도를 측정하고 성능을 향상하기 

해서 검증된 정답셋을 이용한 실험이 최선이지만 아

직 링크드 데이터 기반의 개체 식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표  정답셋이 없는 실정이다. 기존 실험에서 링

크드 데이터에 출 되어 있는 컴퓨터과학 분야의 서지 

정보 사이트인 DBLP의 논문 수 상  20명의 자를 

상으로 개체 식별 성능 평가를 실험을 수행하 으나 사

용된 정답셋의 정확성을 보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10]. 이를 극복하기 하여 실세계 자의 확인을 얻을 

수 있는 정답셋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축하여 실험

에 활용하 다.

시맨틱 검색 엔진을 통해 정부출연연구소 A의 B 본

부 체 연구자 134명의 문 이름을 검색하여 최소 10

개 이상의 URI가 검색되는 29 명을 식별 상을 선정하

다. 선정된 29명의 각 URI 목록은 본인의 확인을 통

해 동일 개체 여부를 직  확인을 하여, 평가의 정답 셋

으로 활용하 다. 평가 데이터의 자 정보를 식별하기 

해서는 링크드 데이터에서 712개의 다양한 종류의 

속성 값을 갖고 있는 247,937 개의 Triple을 수집해야하

고 이를 해석하기 해 20개 이상의 온톨로지 분석이 

필요하다. 평가 데이터는 488개의 URI로 구성되어 있

으며 자 당 평균 12.83개의 URI, 그룹 당 평균 2.44개

의 URI를 가진다.

2. 평가 방법
개체 식별 결과의 평가는 군집화(Clustering) 평가와 

매우 유사하다. 기존에는 Cluster  , pairwise   과 

같은 다양한 평가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McCallum 

(2000)에 의하면 개체 식별은 일반 인 군집화의 일종

이지만 비교  군집의 크기가 작고, 개체 간의 차이가 

명확하다는 차이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방법을 그 로 용하기에 하지 않다[11]. 

David(2010)는 표 인 개체 식별 평가 방법을 상으

로 개체 식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오류 유형(분

할 오류(Broken entity error), 병합 오류(Glued entity 

error), 그룹 오류(Misplaced entity error))에 한 평가 

방법의 정확성을 비교하여 많은 개체 식별 연구의 평가

에 사용되고 있는[12][13] K measure[14]가 가장 

한 평가 방법임을 밝혔다[15]. 

K measue는 ACP(Average Cluster Purity)와 

AAP(Average Author Purity), 그리고 K (AAP와 ACP

의 기하 평균)으로 정의되며 모든 군집 의 평균 유사

도를 의미하며 ACP, AAP, K 값은 정보 검색에서의 정

확률, 재 률, F measure와 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ACP는 제안 방법을 통해 생성된 군집의 평균 순도

(Purity)를 나타내며 최소값은 0이고 평가셋과 완 히 

일치할 경우 1의 값을 가진다. ACP는 수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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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measure는 AAP와 ACP의 기하 평균이며 

 ×  로 정의된다. K 값은 두 값이 모두 

1일 경우 가장 이상 인 값을 가진다.

그림 10. 개체 식별 시스템

[그림 10]은 제안하는 개체 식별 방법을 구 한 웹 서

비스의 식별 결과 화면3이다. 웹 인터페이스를 지원하

3 http://our.kisti.re.kr

며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식별된 그룹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한다. 한, 하나로 

식별된 그룹의 모든 속성과 값을 하나의 화면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통합 속성 뷰 기능도 지원한다.

평가의 객 성을 높이기 해서 기존의 개체 식별 서

비스를 상으로 동일한 입력 조건에서 개체 식별 결과

를 비교하 다. 련 연구에서 언 한 개체 식별 서비

스  identifiers.org는 식별 도메인이 한정되어 있고 

수작업을 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 평가가 어

렵고, OKKAM 역시 동일 입력을 통한 개체 식별 결과

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동일한 입력에 

한 sameAs.org 의 개체 식별 결과를 제안 식별 방법

의 결과와 비교하 다. sameAs.org는 식별 결과를 수

집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어 API를 통해 수집된 

식별 결과에서 URI 목록만을 제안 식별의 식별 상 

URI 목록으로 사용하면 동일한 식별 상 목록을 이용

하여 두 가지 방법의 식별 결과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

문에 III 장에서 기술한 식별 로세스의 “URI, 개체명 

검색기”에 외부 시맨틱 검색엔진을 sameAs.org 의 API

로 설정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3. 평가 결과
[표 4]는 평가 데이터를 이용한 개체 식별 결과로 제

안 방법과 sameAs.org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ID는 

개체 식별에 사용된 검색어의 ID이며, 는 생성된 군

집의 개수를 의미한다. 

29명의 자명에 하며 sameAs.org 서비스는 평균 

0.35의 ACP, 0.43의 AAP, 그리고 0.38의 K 값을 나타냈

다. 련 연구에서 언 한 것과 같이 sameAs.org는 

URI의 상호 참조 계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낮은 성능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

안된 방법은 평균 0.85의 ACP, 0.85의 AAP, 0.85의 K 

값으로 sameAs.org 보다 2배 이상 정확한 성능을 보이

고 있으며 sameAs.org가 제안 방법보다 URI 군집을 평

균 으로 더 많이 생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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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ameAs.org 제안 방법

 ACP AAP K  ACP AAP K

1 5 0.52 0.70 0.60 2 1.00 1.00 1.00
2 10 0.36 0.42 0.39 9 0.86 0.92 0.89 
3 10 0.12 0.58 0.26 7 1.00 1.00 1.00
4 8 0.37 0.47 0.42 5 0.55 0.74 0.64 
5 8 0.21 0.33 0.26 3 0.69 0.86 0.77 
6 8 0.44 0.46 0.45 9 1.00 1.00 1.00
7 10 0.33 0.50 0.40 4 1.00 1.00 1.00
8 9 0.59 0.49 0.54 11 0.88 1.00 0.94
9 9 0.62 0.47 0.54 11 1.00 1.00 1.00
10 10 0.45 0.43 0.44 6 0.81 0.74 0.77 
11 9 0.21 0.29 0.25 6 0.89 0.90 0.89 
12 10 0.56 0.59 0.57 4 0.53 0.50 0.51 
13 5 0.24 0.25 0.24 5 0.90 0.90 0.90 
14 3 0.24 0.39 0.31 4 0.7 0.8 0.75 
15 11 0.12 0.32 0.19 4 0.94 1.00 0.97 
16 7 0.37 0.48 0.42 8 1.00 1.00 1.00
17 9 0.36 0.31 0.33 6 1.00 1.00 1.00
18 10 0.28 0.37 0.32 7 0.82 0.89 0.86 
19 10 0.56 0.55 0.55 8 1.00 1.00 1.00
20 5 0.32 0.57 0.43 3 0.71 0.70 0.71 
21 8 0.19 0.29 0.23 6 0.66 0.83 0.74 
22 9 0.48 0.54 0.51 5 0.92 0.86 0.89 
23 10 0.26 0.25 0.26 4 1.00 1.00 1.00
24 10 0.38 0.46 0.42 6 1.00 1.00 1.00
25 10 0.26 0.33 0.30 5 0.58 0.63 0.60 
26 10 0.15 0.23 0.18 4 0.65 0.30 0.44 
27 10 0.73 0.80 0.77 7 0.9 0.85 0.87 
28 10 0.16 0.30 0.22 3 1.00 1.00 1.00
29 9 0.27 0.44 0.34 4 0.62 0.33 0.45 
Avg 8.7 0.35 0.43 0.38 5.7 0.85 0.85 0.85

표 4. 개체 식별 평가 결과

4. 결과 분석
sameAs.org는 개체를 식별하기 해 새로운 군집을 

생성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URI에 정의된 계를 하나

로 통합하는 역할만 하는 데 비해 제안 방법은 개체의 

속성 정보를 이용해 URI를 필터링하고 응 속성 정보

를 기반으로 개체를 식별하기 때문에 두 개의 방법의 

식별 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며, 제안 방법의 평균 군

집이 sameAs.org에 비해 은 이유는 링크드 데이터의 

개체 간 상호 참조 계는 련 연구에서 언 한 것처

럼 특정 허  데이터 셋을 심으로 형성되어 동일 개

체이지만 같은 개체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안된 방법의 식별 결과를 분석 결과의 일부 개체 

식별에서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오류 개체 식별 유형을 분석하 다. 분석된 유형은 유

사도 임계값 문제, 한국 자 이름 처리 문제, 검증 규칙 

문제의 3가지이다. 

․유사도 임계값 문제: 개체명의 유사도를 측정할 때 

사용된 임계값 선정 문제로 동일 개체를 다른 개체

로 식별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제안방법에 사용

된 임계값 설정이 소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휴리스

틱(Heuristic)한 방법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발생

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다수의 개체명 

데이터 실험을 통한 정 임계값 분석  용이 

필요하다.

․한국 자 이름 처리 문제: 주로 외자 이름에서 나

타나는 상으로 한국 이름의 외자(monosyllabic)

는 Jaro Winkler Distance만으로 동일 여부를 단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단된다. 사용된 String 

metrics가 어권 이름을 상으로 연구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혹은 동양 이름을 처리할 수 있는 다

른 방법이나 제한 규칙의 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좀 더 상세한 이름 처리 규칙의 정의가 

요구된다.

․검증 규칙 문제: 검증 규칙은 다수의 온톨로지를 

모두 분석하지 못해 검증에 필요한 속성-값을 획

득하지 못하여 생긴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링크드 데이터에 사용된 다양한 온톨로

지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해 자동 온톨로지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 검증 규칙 문제 역시 다수의 온

톨로지 분석을 통한 검증 규칙 보완이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제안된 방법은 평균 0.85의 성능(K 값)을 보 으며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문제를 개선하여 자 개체 식

별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한 용량 정보원 간의 정보 공

유  연계는 시맨틱 정보의 활용과 더불어 정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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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증 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개체 식별 기술의 부재로 인해 정보 연계

의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개체 식별 서비

스의 단 을 보완하고 다  온톨로지의 개체를 진

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하여 개체 식별 정합성

을 보장하고 타 온톨로지 간 개체 식별 정합성을 검증

할 수 있는 개체 식별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개체 식별 방식은 실시간으로 링크드 데이터

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URI 목록  사용되지 않는 URI나 HTTP 오류로 인하

여 정보 획득이 불가능한 URI를 필터링하여 사용성

(Usability)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상되며, 향후 

실험을 통해 밝 진 문제 을 개선하여 개체 식별 성능

을 높이고 자동화된 방법으로 다수의 온톨로지 분석을 

통해 개체 식별 유형을 확 할 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링크드 데이터 기반 개체 식별 방법은 링크드 

데이터의 특정 데이터 셋에 링크가 편 되는 문제를 해

결하고 개체 수 비 상 으로 부족한 링크의 수를 

풍부하게 하기 한 기반 연구에 기여 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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