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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언론사들은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 기술을 활용하여 누적된 지적자산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언론 매체인 BBC에서는 링크드 데이터 모형을 이용해 자사의 뉴스 

기사 가치를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 국내 인터넷 신문사들도 누적된 기사를 재활용하고, 이들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찾아 뉴스 기사의 가치를 지속해서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뉴스를 대상으로 링크드 데이터를 구축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기사문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개체명을 

인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공개된 다른 정보들과 연결하며, 구조화하여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구의 결과는 무분별하게 쌓여있는 뉴스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개된 다른 정보들과 

연결함으로써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뉴스 데이터가 재활용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PARQL 질의 언어를 이용하여 뉴스 데이터를 대화식으로 탐색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중심어 : 데이터 공개, 링크드 오픈 데이터, SPARQL, 보건 의료 뉴스

Abstract

News organizations are looking for a way that can be reused accumulated intellectual property in order to find a new 
insights. BBC is a worldwide media that continually enhances the value of the news articles by using Linked Data 
model. Thus, utilizing the Linked Data model, by reusing the stored articles,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value of 
news articles.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study of Linked Data construction for the healthcare news from a newspaper 
company. The object names associated with medical description or connected to other published information have been 
constructed into Linked Open Data servi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news data that 
were accumulated rashly, and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find new insights that could not be found before by connecting 
to other published information. It may be able to contribute to reused news data. Finally, using SPARQL query language 
can contribute to interactively searched new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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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 통신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재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제안

한 팀 버너스-리는 “현재의 웹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문서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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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단위로 정보를 재사용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웹에서 기계가 읽고 처리 가능한 형태

로 정보를 표현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웹을 만들자”며 링크드 데

이터(Linked Data) 모형을 제시하였다[15].
BBC에서는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 모형

을 이용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BBC 
News LABS). BBC가 링크드 데이터를 적용하며 

얻게 된 혜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의 재활용성 증진이며, 다른 하나

는 사용자의 참여이다. 데이터의 재활용성을 통

해서는 한 번 생산한 정보를 또 다른 도메인, 또 

다른 사이트, 또 다른 방송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4]. BBC가 보유하고 관리, 운영하는 내부 시스템

과 웹을 전체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라 보고, 
이를 관리 운영하기보다는 누구나 참여, 정보 생

산이 가능한 MusicBrainz 와 Wikipedia의 정보 

생산에 기여하여 이를 BBC에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BBC는 웹 환경의 정보 양질화에 

크게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의 뉴스 기

사 가치를 지속적해서 향상시키고 있다[6].
따라서 국내 인터넷 신문사들도 Linked Data 

모델을 이용하여 누적된 기사를 재활용하고, 새
로운 가치 찾아 뉴스 기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C신문사에 개재된 헬스케어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후 

기사문을 자연어 처리하여 데이터화하고, 이를 

공개된 다른 정보들과 연결하고 구조화하여 

Linked Open Data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링크드 데이터 모델로 무분

별하게 쌓여있는 뉴스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

리한다. 이후 공개된 다른 정보들과 연결함으로

써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뉴스데이터가 재활용될 

수 있는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SPARQL 질의 

언어를 이용하여 뉴스 데이터를 대화식으로 탐

색할 수 있는데 기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관련연구를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의 전

체과정을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링크드 오픈 

데이터의 구축 과정을 기술한다. 제Ⅴ장에서는 

구축된 링크드 오픈 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설명

하고,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

구에 관해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LOD(Linked Open Data)를 효율적으로 구축

하려는 방법이나 분야는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서 언론, 방송 분야에서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국내에서는 아직 없으

나 해외에서는 널리 확산되고 있다. 
예로 BBC, CNN, New York Times 등이 대표

적이다. BBC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링크드 데

이터를 적용하기 이전에는 각 지사와 방송 채널

들이 개별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정보를 관

리하였다. BBC가 생산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다

양한 채널로 다양한 지역을 통해 제공되는데 이

러한 정보들은 해당 채널별, 지역별로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데이터 중복의 문제와 데이터 관

리 및 운영비용의 과다 지출을 초래하였다. 또
한 데이터가 공유,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관련 

있는 데이터 간의 단절 상황이 가속화되었다. 
데이터 연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다양한 

분야의 라디오 및 TV 채널 각 도메인 간의 정보 

융합이 BBC의 가장 큰 현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BC는 데이터 분

야와 서비스 분야를 분리하고 링크드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 연계함으로써 데이터를 재

활용하고 동적인 제어를 통해 BBC News,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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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BBC Sports 등에서 링크드 데이터 콘텐

츠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6].
미국의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지난 

150년 동안 기록이나 문헌의 내용을 표현하는 

색인어-주제형 표목을 정리한 The New York 
Times Index를 발행하고 있다. 이 색인을 통해 

특정 주제 아래 관련 기사가 오랫동안 쌓이면서 

그 가치도 커지게 되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009년 Topic이라는 이름의 링크드 데이터 프로

젝트를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Topic에는 약 3만 

건의 키워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연동해 쓸 수 있도록 Freebase, 
DBpedia, 그리고 GeoNames와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수집한 표목을 공개하고,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하였다. 이는 출처만 밝히

면 어떤 용도로든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다[8].

Ⅲ. 연구 과정

본 장에서는 뉴스 기사로부터 링크드 데이터

를 생성하는 전체 과정을 소개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이 5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3.1 데이터 수집

국내 의학 뉴스에 대하여 LOD를 구축하기 위

해 수집한 데이터는 의학 전문지 C사의 기사이다. 

수집한 기사는 고유번호(articleID), 제목(title), 
소제목(subtitle), 작성날짜(created date), 작성자

(reporter), 본문(description) 및 URL 등으로 나누

어 정제한 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 
MySQL)에 저장한다. 본문의 경우 저작권 등의 

이유로 URL을 활용한 연결 서비스만 제공한다.

3.2 개체명 인식

국내 의학 뉴스를 다른 정보와 연결하기 위해 

기사문에서 보건의료 관련 조직과 전문 용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학 관련 개체명 사전을 구축하고, 
사전 기반 개체명 인식을 진행하였다.

3.3 링크드 데이터 모델 구축

모델 구축을 위해 URI 설계 및 정보 공개 범

위 설정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스탠포

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무료 개방형 소스 온톨로

지 편집기 Protege[11]를 이용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한다. 구축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트리플 

변환기 Ontop[10]을 이용하여 RDBMS(MySQL)
에 저장된 보건의료 뉴스 관련 데이터를 RDF 
형식으로 변환한다.

3.4 다른 공개된 데이터와 연결

구축한 링크드 데이터 모델을 공개된 다른 데

이터와 연결하여 Linked Open Data로 발전시킨

다. 이를 위해 Apache Jena library를 이용한 연결 

프로그램을 만들고, DBpedia[12], BioPortal[7], 
국립중앙도서관[9]과 연결하여 새로운 인사이트

를 찾는 기회를 제공한다.

3.5 SPARQL Endpoint

SPARQL(Simple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은 RDF로 변환된 데이터를 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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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QL과 유사한 형태로 질의하기 위한 언어이

며, SPARQL Endpoint는 Query를 접수하여 검

색결과를 돌려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뉴스 

데이터를 대화식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Ⅳ. 국내 의학 뉴스 LOD 구축

본 장에서는 국내 의학 뉴스 LOD 구축 과정

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제3.1절에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제3.2절에서는 기

사문 속 개체명을 인식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한다. 
제3.3절에서는 국내 의학 뉴스 링크데 데이터 

모델 구축부터 SPARQL Endpoint 제공까지의 

남은 과정을 함께 설명한다.

4.1 데이터 수집 및 범위

본 연구에서 국내 의학 뉴스 LOD를 구축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와 그 범위는 <표 1>과 같다.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메타 데

이터가 저장된다.

수집 대상
데이터 

종류

수집 

기간

수집 량

(건)
의학 전문 뉴스 ‘C
사’에 개제된 모든 

기사 관련 정보

비정형 

데이터

(뉴스)
~2016. 04. 30 36,427건

<표 1> LOD 구축 데이터 범위

4.2 개체명 인식

일반적으로 개체명 인식은 사전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이후 규칙이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인식기로 개체명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체명 인식기 없이 사전만을 기반

으로 개체명 인식을 진행한다. 이는 개체명의 

중의성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며, 정확한 개체

명 인식을 위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각 사전의 구축 과정과 기사문 속 의학 전문 용

어, 의학 전문 조직 이름을 인식하는 과정을 상

세히 설명한다.

4.2.1 사  구축

본 단계에서는 개체명 사전 구축 과정에 대하

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구축할 개체명 사

전은 의학 전문 조직과 전문 용어로 정하고, 이
를 위해 <표 2>에 기재된 사이트를 참조한다.

키워드 상세 군집 수집 방법 

조직키

워드

국내 의과 

대학
각 의과 대학 홈페이지 참조

종합․상급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찾기’페이지 참조 

(http://www.hira.or.kr)

의학 관련 

학회

‘대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학회’페이지 참조 

(http:// www.kams.or.kr)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공데이

터’페이지 참조 

(http://www.mohw.go.kr)

제약 회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5년 

제약 산업 분석 보고서.pdf’ 참조

의료기기 

회사

‘의료기기산업’ 홈페이지에서 제

공하는 2014년 실태 조사 의료기

기 업체 리스트.xlsc’ 참조 

(http://www.khidi.or.kr)

의학키

워드
의학 용어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
에서 제공하는 의학용어 5집 참조 

(http://term.kma.org)

<표 2> 사전 구축을 위한 참조 정보

특히 의학 용어는 <표 3>과 같이 영문명도 제

공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데이터와 연결하는 자

원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수집한다.

영문 의학 용어 한글 의학 용어

A band 어두운띠, A띠

abacterial pyuria 무세균고름뇨, 무세균농뇨

<표 3> 의학 전문 용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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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데이터 중 ‘종합․상급 병원’과 ‘제약 

회사’, ‘의료기기 회사’는 법인명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자연어에서는 개체명이 약어

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는 다음 표와 같다. 
이처럼 약어로 개체명이 나타난 경우 개체명 사

전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2]. 좀 더 많은 개체명

을 인식하기 위해 약어 생성 및 정제 과정을 진

행하였다.
먼저 ‘종합․상급 병원’에서는 <표 4>와 같이 

약어를 생성하고, 개체명 인식 과정 중 해당 약

어가 인식되면 모두 같은 병원으로 인식한다.

병원 종류 법인명 약어

종합병원

(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

속대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인하대병원

<표 4> 약어 사전 생성 규칙

‘제약 회사’와 ‘의료기기 회사’의 경우에도 <표 
5>와 같이 정제과정을 거친 뒤, 정제된 개체명

을 사전으로 구축하여 인식한다.

법인명 제거 정제 후

한미약품(주) (주) 한미약품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

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쓰비시다나베파마

코리아

한국엠에스디(유) (유) 한국엠에스디

한국비엠아이(제주) (제주) 한국비엠아이

<표 5> 제약․의료기기 회사 개체명 정제 과정

4.2.2 사  기반 개체명 인식

<그림 2>는 사전 기반 개체명 인식 프로세스이

다. 저장된 기사문과 개체명 사전을 불러와 인식 

과정을 진행하고 결과를 저장하기 위하여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결과 

각 사전으로 인식한 개체명 수는 <표 6>과 같다.

<그림 2> 사전 기반 개체명 인식 프로세스

의학 관련 

조직
의학 전문 용어

인식된 기사문 수 (주) 한미약품

인식된 단어 수 주식회사
미쓰비시다나베파마

코리아

<표 6> 사전 기반 개체명 인식 결과

4.3 국내 의학 뉴스 LOD 구축

본 연구에서는 기사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LOD 구축을 진행한다. 
진행 방법은 W3C에서 추천하는 Boris Villazón-
Terrazas의 링크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참고

하였다[14]. 이 모델은 specify → model → gen-
erate → publish → exploit라는 5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1 Specify
본 연구에서는 기사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LOD 구축을 진행한다. 
진행 방법은 W3C에서 추천하는 Boris Villazón-
Terrazas의 링크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참고

하였다[4]. 이 모델은 specify → model → gen-
erate → publish → exploit라는 5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1.1 정보의 제공 범  설정

본 연구에서 수집․가공한 데이터의 제공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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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Base 
URI/Class/데이터값>

설 명

<http://www.medinews.org/
ARTICLE/2005092756016>

인터넷 기사를 

가리키는 URI

<http://www.medinews.org/
CATEGORY/푸드>

기사가 포함된 

카테고리를 가리키는 

URI

<http://www.medinews.org/
WORD/disease>

기사에 포함된 단어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URI

<표 7> 설계한 URI 예시

위는 <그림 3>과 같다. 이 다이어그램과 같이 기

사의 본문을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를 제공한다. 
기사문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

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사문의 URL을 제

공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그림 3> 정보 제공의 범위

4.3.1.2 URI 설계

LOD에서는 속성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URI를 사용하여 각 속성을 명명한다. 예를 들어 

‘제목’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지만, 더욱 광역적인 정보

를 컴퓨터에서 처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자
연언어의 단어를 사용하여 속성 명을 나타낼 경

우,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제’, ‘타이

틀’과 같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영어단어 ‘title’이 ‘제목’뿐만 아니라 ‘직
함’을 나타내는 등, 같은 단어가 복수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3].
URI는 주로 Base URI에 식별자를 붙여 사용

하며, 식별자로는 원천 데이터의 Key나 Label을 

사용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 사용할 URI의 

예시는 <표 7>과 같다.

4.3.2 Model

본 단계에서는 온톨로지 모델을 설계하며, 기
본적으로 Class, Object property, Data property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온톨로지 편집기인 Protege
를 사용하며, Class 설정부터 차례로 구축 과정

을 설명한다. 

4.3.2.1 Class & Object property 설정

클래스는 같은 속성의 집합으로 수집한 의학 

뉴스 기사, 기사문 속 인식한 개체명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한다. 이후 클래스 사이의 

계층을 설정해야 하는데, 관계를 기반으로 계층

을 설정해야 하므로 Object property와 함께 설정

한다. 본 연구를 위한 클래스의 계층과 관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클래스의 관계 및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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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Data property 설정

Class가 취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

해서는 어휘가 필요하다. 이미 구축되어 활용되

고 있는 온톨로지 및 표준 어휘가 많으므로, 기존

에 만들어져 있으며 사용 가능한 어휘가 있다면 

먼저 재사용한다. 기존 온톨로지 및 어휘를 활용

하는 이유는 합의된 표준이므로 의미를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온톨로지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재사용한 온톨

로지 및 표준 어휘 목록은 <표 8>과 같다.

사용한 표준 어휘 
및 온톨로지

설 명

dcterms 일반적인 메타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어휘

dbo DBpedia 온톨로지

foaf 사람이나 기관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어휘

skos 단순 지식을 기술하기 위한 어휘

<표 8> 사용한 표준 어휘 및 온톨로지

4.3.3 Generate

4.3.3.1 RDF 변환

LOD는 RDF 형식을 기반으로 배포 및 활용되

므로, RDB에 저장된 데이터를 RDF로 변환하기 

위해 트리플 변환기인 Ontop을 이용한다. 이는 

Protege에서 Plug In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Ontop에서 제공하는 매핑 언어를 사용한다. 

4.3.3.2 데이터 장

대부분의 연구에서 변환된 RDF를 LOD로 발

행하는 방법으로 트리플 저장소를 이용했다. 그
러나 본 논문에서는 RDF 편집기를 이용해 파일

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트리플 저장소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만족도, 이해도, 확장성, 
연결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13], RDF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이지만, RDB에 저장

된 데이터가 증가할 때마다 자동으로 변환 및 

저장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데이터인 뉴스는 

매일 생성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배

포할 때 가상의 스토어를 만들어 저장한다.
이로써 국내 의학 뉴스의 Linked Data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완성하였다. 이후부터는 다른 공

개된 데이터(Open Data)와 연결함으로써 Linked 
Open Data로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4.3.3.3 다른 LOD와 연결

국내 의학 뉴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데이

터도 볼 수 있도록 제3.2절에서 인식한 개체명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데이터와 연결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RDF로 변환되어 있으므로 RDF
로 데이터를 발행하는 공개된 사이트 즉, Linked 
Open Data로 구축된 사이트에만 연결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나 의학 뉴스를 기반으로 한 LOD를 

구축하는 만큼 전문 의학 정보와의 연결이 필요

하다. 하지만 국내에 구축된 의학 관련 LOD가 

없으므로, 수집한 영문 질병명을 기반으로 해외 

의학 LOD인 Bioportal[7]과 연결한다. 이 외 연결

할 외부 LOD 목록은 <표 9>과 같다.

외부 LOD 설 명

DBpedia 해외 백과 사전 LOD
국립중앙도서관 국내 도서 정보 LOD

Bioportal 해외 의학 정보 LOD

<표 9> 구축한 LOD와 연결할 외부 LOD

본격적으로 외부 LOD와 연결을 위해 Apache 
Jena library를 이용하여 연결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림 18>은 연결 프로그램의 기본 프로세스이다.

<그림 5> LOD 연결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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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OD 활용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

4.3.4 Publish & Exploit
효과적인 검색으로 구축된 LOD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공개를 위해 SPARQL Endpoint를 

제공한다. Jetty Web server를 기반으로 Ontop에
서 제공하는 Sesame OpenRDF Workbench[13]를 

이용한다(<그림 6> 참고).

<그림 6> SPARQL Endpoint 이미지

Ⅴ. 활용 방법

본 장에서는 예시를 통해 구축된 LOD의 활용 

프로세스 및 방법을 설명한다.

5.1 활용 프로세스

<그림 7>은 사용자가 ‘충북대학교병원’에 관

련된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 SPARQL 질의를 하

였을 때 나타나는 전체 프로세스이다. 제4.2절에

서 상세 설명이 이어진다.

5.2 활용 방법

구축된 LOD의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사용자는 ‘충북대학교병원’과 관련된 기사를 

대화식으로 탐색하기 위해 SPARQL 질의를 한

다(<그림 8> 참고).

<그림 8> ‘충북대학교병원’ 개체명이 포함된 기사 

검색

<그림 9>는 <그림 8>의 SPARQL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이며, 화면에서 보고 싶은 기사의 상세 

정보는 ArticleId를 Browsing하여 탐색할 수 있다. 
이는 관련 개체명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쌓여있

는 기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여준다.
예를 들어, 결과 중에서 <http://www.medinew

s.org/ARTICLE/2015061801296> 탐색 결과는 <그
림 10>과 같다.

<그림 11>는 탐색 결과에서 나타난 의학 전

문 용어의 상세 정보를 보고자 http://www.medin
ews.org/DISEASE/ache를 browsing 한 결과이다.

<그림 12>는 위 결과 중 외부 LOD와 연결된 

URI를 보여주며, 기사문 내 인식된 개체명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뉴스 데이터가 재활용될 수 있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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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검색 결과

<그림 10> 특정 기사 browsing 결과

<그림 11> 관련 의학 전문 용어 browsing 결과

<그림 12> 다른 LOD와 연결된 URI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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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의학 기사를 수집하여 사전기반 

개체명 인식을 진행한 뒤 링크드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후 공개된 다른 데이터와 연결하여 

LOD로 발전시키고, SPARQL Endpoint를 제공하

였다.
우선 개체명 인식을 진행한 데이터와 함께 링

크드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여 무분별하게 쌓여있

는 뉴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

였다. 이후 인식한 개체명을 공개된 다른 데이터

와 연결해 Linked Open Data로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

문이 또 다른 데이터로써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

는 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SPARQL 질의문

을 실행할 수는 인터페이스인 SPARQL Endpoint
를 제공하여 뉴스데이터를 대화식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하였으며, Browsing을 통해 추가적인 검색 

없이 단순 클릭만으로 관련 사이트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본 논문은 온톨로지 설계에서 클래스 간의 관

계 즉, Object Property를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

하였다. 그래서, 결과 정보 간의 연결이 단순하

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 중 구축한 의학 전

문 용어 사전이 질병, 인체 부위, 검사법 등 여러 

용어를 포괄하고 있어 다양한 관계를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의학 전문 용어

에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에 따라 나뉜 사전

으로 개체명 인식을 진행한다면 클래스 간의 관

계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

해 현재 구축한 LOD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사전만을 기반으로 한 개체명 인식으로 

개체명의 중의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

한다. 향후 연구에서, 효과적인 개체명 인식기를 

이용하여 개체명 인식을 진행한다면 더 정확한 개체

명 인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가로 SPARQL 

질의문을 모르는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면 범용적인 

LOD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강민아, “NTIS 연구정보 개방을 위한 LOD 구
축 및 활용 방법 구현”, 충남대학교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5.
 [2] 박영민, 강상우, 유병규, 서정연, “위키백과와 

약어 생성을 이용한 제목 개체명 인식”, 한국

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637-639, 2013.
 [3] 신기정영, “시맨틱 웹을 위한 RDF/OWL 입

문”, 홍릉과학출판사, 2008.
 [4] 윤소영,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링크드 데

이터 국가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1호, pp.259-284, 
2013.

 [5] 한상은, “오픈데이터의 링크드데이터 발행방

법간 유용성 비교평가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6] Bartlett, O., Connecting together the BBC’s 

Online Content, BBC Internet BLOG, 2013.
 [7] http://bioportal.bioontology.org/.
 [8] http://data.nytimes.com.
 [9] http://lod.nl.go.kr/home/.
[10] http://ontop.inf.unibz.it/.
[11] http://protege.stanford.edu/.
[12] http://wiki.dpbedia.org/.
[13] https://github.com/ontop/ontop/wiki/Sesame-SP

ARQL-endpoint-installation#Using_the_ready_
to_run_Jetty_package.

[14] Hyland, B., G. Atemezing, and B. Villazón-
Terrazas, “Best Practices for Publish Linked 
Data”, W3C, W3C Working Group, Jan. 2014.

[15] Lee, T.B., On The Next Web, TED, 2009.



국내 언론사 보건의료 뉴스의 Linked Open Data 구축   89

저 자 소 개

장 종 선(Jong-Seon Jang)
․2016년 : 충북대학교 비즈니스  

데이터융합학과 (공학석사)
․관심분야 :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LOD

조 완 섭(Wan-Sup Cho)
․1987년 : KAIST 전산학과 

(박사)
․1996년 : 충북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빅데이터, 빅데이

터 거버넌스, 기업정보화

이 경 희(Kyung-hee Lee)
․2004년 : 충북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박사)
․2008년~현재 : 충북대학교 

비즈니스 데이터융합과 연

구원 (박사)
․관심분야 : 빅데이터, 알고리

즘, 데이터마이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