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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서  LOD가 확산되지 못하는 시 에서,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도서  LOD의 발행과 구축에 한 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한 것이다.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사례조사, 문가 면담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첫째 도서 은 LOD 구축 상의 복을 피하고, 유일하고 특화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 은 이용자 요구를 반 한 LOD 서비스를 개발하고, 편리한 LOD 인터페이스를 구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 은 데이터의 식별체계를 마련하고 거 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 은 사서나 

이용자에게 데이터 개방과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한 교육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서 은 통합 검색을 해 LOD를 활용하고, 도서  LOD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 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도서 은 LOD 발행과 활용을 한 력을 강화하고, 실무 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부는 LOD 추진에 한 지속 인 의지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계속해서 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ause and solution of the situation where library LOD 

does not spread after the introduction of library LOD.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The improvement plan presented in this study is that first, the 

library needs to avoid the redundancy of the LOD construction target and build the only and specialized 

data. Second, libraries need to develop LOD services that reflect user needs and implement convenient 

LOD interfaces. Third, libraries need to establish identification system of data and build a authority 

file. Fourth, libraries ne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data opening and linking to librarians and 

users,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publicity. Fifth, it is necessary to use LOD for 

integrated search and to establish an integrated platform for search of library LOD. Sixth, libraries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for LOD issuance and utilization, and form a working-level consultative 

body. Seventh,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strong policies with a continuous commitment to LOD 

promotion and need to continue to provide budge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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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시멘틱 웹(Semantic Web)의 실 도구로 링

크드 데이터(Linked Data: 이하 LD)가 언 된 

후, LD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LD는 웹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에 데이터를 식별

할 수 있는 인터넷 식별자를 부여하고, 그 데이

터와 련된 연  정보 링크를 제공하는 구조화

된 기술 방법 는 데이터 세트이다. LD 형식의 

데이터를 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LD는 링크드 오  

데이터(Linked Open Data: 이하 LOD)라고도 

부른다. LOD는 LD 구축 원칙에 맞게 만든 개방

형 데이터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2010년 반부터 국내 도서 은 학술정보 

심의 L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으

로 국립 앙도서 과 국회도서 ,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은 LOD를 구축

하고 발행하고 있다. 이는 도서 에서 구축한 

량의 데이터들은 도서 뿐만 아니라 민간에 

개방됨으로 연계성 강화, 지식정보의 창출, 서비

스의 고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

년 반부터 시작된 도서  LOD 서비스는 확산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서 이 LOD 

이론을 장에 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

움에 착하기 때문이다. 국외 도서 은 LOD 

구축의 어려움으로 LOD에 한 인식 부족, 경

험 부족, 련 기술의 미성숙, RDF 변환에 따

른 부담 등을 지 하 다. 

도서  LOD와 련된 선행연구는 다수 발

표되었다. 그  국내 도서  LOD 구축과 발행

에 을 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립 앙

도서  LOD에 을 둔 연구, 국립 앙도서

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LOD를 비교한 연구, 

사서들의 LOD 인식을 조사한 연구, 편목

에서 LOD의 과제를 도출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LOD의 구축과 그 효용성을 체계 으

로 분석함으로 도서  LOD에 한 이해를 높

이는데 기여하 다. 그러나 국내 도서  LOD 

구축이 5-6년이 지난 시 에서, 과연 국내 도서

 LOD 구축과 발행의 주소는 어떠한가를 

검토하고, 도서  LOD 구축  발행, 활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 그

지 않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한 

고민이 필요한 시 이다. 

도서  LOD가 확산되지 못하는 시 에

서,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도서  LOD의 구축

과 발행에 한 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

을 모색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

서는 국외 도서  LOD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

고, 국내 도서  LOD 구축 황을 분석하고, 

도서  LOD 구축에 참여한 문가(사서  

산사서)의 LOD 발행과 활용에 한 인식을 바

탕으로, 국내 도서  LOD 구축과 발행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외 도

서  LOD 구축의 최근동향과 도서  LOD 구

축과 련된 실제 인 면을 이해하기 한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내 LOD 

연구와 장에서 LOD 구축과 발행, 활용 확산

에 거름이 될 것이다. 

1.2 선행연구

도서  LOD와 련된 선행연구는 다수 발



국내 도서  링크드 오  데이터 구축과 발행의 개선방안 연구  147

표되었으며, 그  국내 도서  LOD 구축과 발

행에 을 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도서  LOD 구축과 발행 황은 한

국정보화진흥원(2014)이 발표한 ‘링크드 오  

데이터 국내 구축 사례집’에 국립 앙도서 , 한

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사례

가 소개되었다. 한 LOD를 구축한 기 들은 

국립 앙도서  사례(조명 , 오원석, 박진호, 

2011; 국립 앙도서 , 2012), 국회도서  사례

(박 희, 2017) 등 자 의 LOD 구축의 특징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일련의 보고서와 논문을 발

표하 다. 

국립 앙도서 의 LOD를 다룬 선행연구는 

박진호(2013), 오삼균(2013), 이 주(2015), 이

성숙과 박지 , 이혜원(2017)이 있다. 박진호

(2013)는 그동안 이론으로 제시되었던 LOD 변

환을 통한 연계 확장성을 확인하기 해, 국립

앙도서 의 서지, 주제명, 자명을 LOD 원

칙에 맞추어 변환하고 데이터 세트 간의 연결을 

시도한 후, RDF 데이터 리와 외부 데이터세

트와 연결을 리할 수 있는 시각화 리화면

을 구축하 다. 오삼균(2013)은 일본과 국을 

포함한 주요 도서  LOD와 주제별 LOD 황 

 략을 분석하고, 국립 앙도서  LOD 

략으로 표  Core LOD 생산자로서의 략, 도

서  LOD 연결자로서의 략, 학술교육기 /

연구소 등과의 연계 략, 문화유산제공자로서

의 략, 국제 LLD 데이터 연계 추진 방안을 

제안하 다. 이 주(2015)는 국립 앙도서  국

가서지 LOD 구축 사례, 한 일 디지털도서  

로젝트 사례를 고찰하 다. 이성숙과 박지 , 

이혜원(2017)은 자로서의 인물 정보뿐 아니

라 주제로서의 인물 정보도 서지 정보에 포함

시키고, 자로서의 인물 정보와 주제로서의 인

물 정보를 연계할 때 LOD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단하고, 인물과 련된 부가 링크 정

보를 함께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확장방안을 제

안하 다. 이와 같은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국립

앙도서 의 국가서지 LOD 서비스의 구축과 

향후 서비스 방안에 을 두었다. 

국내 도서  LOD 구축을 비교한 이 정과 

남 (2014)의 연구에서는 국내 LOD  국

가서지 LOD와 RISS LOD를 심으로 발행

황을 살펴보고, LOD 발행 후 외부 자원과의 연

결을 시도한 활용서비스에 하여 검하고 활

용방안에 해 고찰하 다. 한 도서  LOD

의 인식에 한 이미화(2018)의 연구에서 국립

앙도서  목록교육에 참여한 33명의 사서를 

상으로 련 용어의 인지정도, 데이터 개방

의 필요성, LOD 구축을 한 필수 요건, LOD

의 새로운 기술을 담당할 직원의 수  등 사

서들의 LOD 인식정도를 악하 다. 한 

노지 (2019)은 LOD 환경에서 도서 계가 

이를 보다 효과 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웹 환

경에서 도서 이 상생하기 한 방안을 모색

하 다. 

이와 같이 국내 도서  LOD 구축과 련한 

연구들은 국립 앙도서  LOD에 을 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국립 앙도서 과 한

국교육학술정보원 LOD를 비교한 연구, 사서

의 LOD 인식 연구, 편목의 에서 LOD의 

과제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내 도서  

LOD의 주소를 아우르는 최근 연구가 부족하

고, 국내 도서  LOD 구축의 동기, 어려움, 해

결해야 할 과제 등 구축 이면을 다룬 연구는 부

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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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문가 면담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LD의 개념

과 도서  LOD의 구축 필요성에 해 살펴보

았다. 한 국외 도서  최근 LOD 발행  활

용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에서 발견되는 

특징  시사 을 분석하 다. 분석 상 국외 

도서 은 최근 LOD 기반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국, 랑스, 독일, 미국, 일본, 스웨덴, 헝

가리의 국가도서 을 선정하 다. 

사례조사는 국내 도서  LOD 구축 도서

인 국립 앙도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

과학기술정보원, 국회도서 을 상으로 진행

하 다. 도서 들의 LOD 발행  활용 황은 

문헌과 각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

를 조사하 다. 문헌과 홈페이지 조사에서 부

족한 부분은 조사 상 도서 의 담당자를 

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 다. 

문가 면담은 LOD 발행과 활용에 한 사

서들의 인식 고찰과 함께 LOD 과제에 한 의

견을 수집하기 해, LOD 구축에 참여한 문

가 집단을 상으로 실시하 다. 우선 면담 참

여자 모집 단계에서 면담 참여자의 선정은 연

구 목 에 부합한 목  표집 방법에 의해 선

정하 다. LOD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도서  

4곳에 참여를 요청하 고, 요청 결과 LOD 구

축 경험이 있는 사서  산사서 7명(각 도서

당 1-3명)이 모집되었다(<표 1> 참고). LOD 

구축 경험이 있는 사서를 선정함으로써 집단을 

표할 만한 일반 인 속성을 반 하고자 하

다. 한 이들이 모든 도서 을 표한다고 보

기는 어렵지만, 향후 도서 이 LOD를 구축할 

때의 문제와 원인을 보편 으로 도출하기에 무

리가 없을 것으로 단하 다.

원활한 면담을 해 참여자에게 질문지를 사

에 제공하 다. 면담 문항은 국내외 LOD 

련 연구들을 종합 분석하여, 인식 조사에 사용

된 면담 혹은 설문 문항들을 비교 분석하여 개

발하 다. 면담 문항은 (1) LOD 발행과 활용

의 동기, (2) LOD 발행과 활용의 어려움, (3) 

LOD 발행과 활용의 성공 부분, (4) LOD 확산

을 한 과제로 구성하고, 마지막에는 기타 의

견에 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 다. 면

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  사

되었다. 연구자의 주 성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근무경력

LOD 사업 

참여경력
형식 날짜 소요시간

1 여 40 15년 1년 화면담 2020년 5월 13일 14:00-14:30 30분

2 남 40 16년 4년 화면담 2020년 5월 14일 14:00-14:25 25분

3 여 40 17년 3년 화면담 2020년 5월 14일 15:30-16:00 30분

4 남 50 24년 4년 화면담 2020년 5월 14일 21:00-21:25 25분

5 여 40 23년 2년 화면담 2020년 5월 15일 15:00-15:25 25분

6 남 50 30년 4년 화면담 2020년 5월 15일 16:00-16:50 50분

7 여 40 19년 3년 화면담 2020년 5월 15일 17:00-17:35 35분

<표 1> 연구 참여자의 구성  면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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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하여 사본을 연구 참여자에게 이

메일을 보내 확인 작업을 수행하여, 연구 참여

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작업을 수행하 다. 

한 조사 방법  분석과 련한 쓰기 과정

에서 심층  기술과 주  반성을 통해 연구 

진행 과정과 연구자의 주 성에 해 구체 이

고 투명한 서술로 연구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

보하 다.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개방형 

코딩을 용하여 요한 주제와 범주를 찾는 

형식으로 분석하 다. 즉 개념들을 명명하고 

유사한 내용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

다. 

2. 도서관 링크드 오픈 데이터

Tim Berners-Lee(2006)는 시멘틱 웹을 가

능하게 하는 도구로서 LD의 4가지 원칙을 제

시하 다. LD의 4원칙은 (1) 개념의 이름으로 

URIs를 사용하라. (2) 그 이름을 검색하기 

해 HTTP URIs를 사용하라. (3) 군가가 URI

로 정보를 찾을 때 RDFS, SPARQL과 같은 

표 을 사용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라. (4) 

다른 URIs에 한 링크를 포함해서 보다 많은 

개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이다. 즉 LD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발행하기 한 방법으로 발

행된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보다 유용한 

데이터 활용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결된 데

이터는 HTTP, RDF, URIs와 같은 웹 표  기

술을 활용하여 사람이 읽고 활용하기 한 정

보의 제공이 아니라 기계가 자동 으로 공유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다른 정보

원(source)에서 발행된 데이터들은 서로 연결

되고, 필요한 데이터 간의 조합과 질의가 가능

하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LD는 웹상에 구조화된 데이터를 발행하기 

한 방법으로, LD의 핵심은 문서 심이 아닌 

데이터 심의 웹 구축이다. 즉 기존의 거시 

데이터를 LD로 변환하여 인터넷상에 발행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LD는  

새로운 무엇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웹의 틀

에 약간의 구조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존의 

웹이 HTML을 기반으로 링크(link)를 통해 문

서를 연결하는 것이었다면, LD는 세 하게 데

이터를 연결함으로써 더욱 효과 인 정보 이용

과 생성을 꾀해서 웹을 풍성하게 만든다(오삼균, 

김성훈, 장원홍, 2011; Berners-Lee, 2006).

도서  LOD의 장 에 해 W3C Library 

Linked Data Incubator Group(2011)는 공유

성, 확장성, 재사용성, 국제성을 언 하면서, 이

러한 LOD의 장 을 통해 도서 은 이용자들

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서  LOD

는 웹 환경에서 도서  자원을 직 으로 검색

할 수 있는 가시성과 탐색성을 높여주고(Cole, 

Han, Weathers, & Joyner, 2013), 도서  데

이터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며, 도서 , 출

사, 공 업체간의 상호운용성이 강화되고(Byrne 

& Goddard, 2010). 불필요한 편목 업무를 

이고, 비-도서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Baker et al., 2011). 

서지 환경에서 LOD의 출 은 시멘틱 웹의 

잠재력을 해, 서지 코드들이 FRBR-기반 서

지모형의 요구보다 더 구조화되는 것을 요구한

다. 도서 의 LOD에 한 심은 몇 가지 양상

으로 나타난다. 자 의 데이터를 RDF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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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하여 웹에 발행하는 것과 발행된 LOD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보다 근

본 으로 서지세계를 한 LD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의 표 인 로서 BIBFRAME을 

들 수 있다. 

도서 의 LOD를 해 W3C Library Linked 

Data Incubator Group(http://www.w3.org/ 

2005/Incubator/lld/)은 2011년까지 도서  LOD

에 한 연구를 진행하 고, LC(Bibliographic 

Framework Initiative, https://www.loc.gov/ 

bibframe/), OCLC(https://www.oclc.org/ 

developer/develop/linked-data.en.html), 각국 

국가도서 , Europeana, Linked Data for Li- 

braries(LD4L)/Linked Data for Production 

(LD4P2) Lab(https://www.ld4l.org/) 등이 

LOD 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 여러 

도서 과 련 기 들이 거시 데이터를 LOD

로 변환하여 구축하고 발행하여 서비스하고 있

으며, LOD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3. 주요 국외 도서관의 LOD 
구축과 발행 현황

3.1 국외 도서관 현황 

국국가도서 (British Library)은 국국

가서지 BNB(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LOD 서비스(http://bnb.data.bl.uk)를 2011년

부터 시작하 다. 2018년 기  148,596,955의 트

리 을 구축하 다(CKAN Association, n.d.). 

구축 상은 거 일, 서지데이터, 디지털장서

이다. 재사용 어휘는 BIBO, BIO, DC, Dublin Core 

Terms, Event Ontology, FOAF, ISBD, ISNI, Owl 

2, RDA, rdaGr2, rdau, RDFS, Schema.org, 

SKOS, umbel이다. 인터링킹 주요 외부정보원

은 GeoNames, id.loc.gov, ISNI, Lexvo, VIAF, 

Wikidata이다. 국은 Fujitsu와 력하여 도

서  LOD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구이며, 무

엇을 해 이용하는지를 추 하기 한 툴을 개

발하고 있다. 한 국은 2019년 ISIL의 LOD

화를 한 실험 로젝트를 진행하 고, BBC

등 여러 기 과 력하여 낭만주의와 빅토리아 

시  문학에 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교사 

 문학자원 이용자를 지원하는 BBC RES(The 

research and education space) 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British Library, n.d.). LOD 구축

과 발행의 참여부서는 메타데이터 서비스부와 

시스템기술부, 디지털휴머니티부이다. 국은 

LOD 구축과 발행시 다른 도서 , 기록 , 컨소

시엄, 국가와 력하고 있다(OCLC, 2018). 

랑스국가도서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은 data.bnf.fr(https://data.bnf.fr/)을 

2011년부터 서비스하고 있고. 2018년 기  409,712,948 

트리 을 생성하 다(CKAN Association, n.d.). 

랑스국가도서 이 LOD에 심을 가진 이유

는 디지털도서  Gallica(http://gallica.bnf.fr)

를 통해 수많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도서  정보를 쉽게 찾

지 못하며, 기계는 상이한 형식( : MARC과 

EAD)으로 기구축된 데이터를 쉽게 처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축 상은 거 일, 서지

데이터, 디지털장서, 기록물이다. 재사용 어휘는 

BIBO, BIO, Dublin Core Terms, FOAF, FRBR, 

ISNI, Music Ontology, OAI ORE Terms, 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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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A, rdaGr2, RDFS, Schema.org, SKOS, 

WGS84 Geo Positioning이다. 인터링킹 주요 외

부정보원은 AGROVAC, BNE, DBpedia, DNB, 

GeoNames, id.loc.gov, ISNI, MusicBrainz, 

VIAF, Wikidata이다. 독일국가도서 은 가장 

인기있는 작가, 테마, 작품에 한 정보, 특정 

장소에 한 자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쇼

와 같은 공연 작품에 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

하 다. 랑스는 FRBR 용과 시각화를 계획

하고 있다(National Library of France, n.d.). 

랑스는 LOD를 한 담인력이 있으며, LOD 

련 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LOD 구축과 발행의 참여부서는 메타데

이터 서비스부와 정보서비스부, 시스템기술부, 

연구개발부이다. 랑스는 LOD 구축과 발행

시 다른 도서 , 기록 , 학․연구기 , 국가

와 력하고 있다(OCLC, 2018). 

독일국가도서 (Deutsche Nationalbibliothek)

은 2010년부터 거데이터에 한 Linked 

Data Service(http://www.dnb.de/lds)를 시

작하 고, 2012년 악보와 독일망명자 기록보

소(Deutsches Exilarchiv)를 제외한 DNB의 

서지데이터와 German Union Catalogue of 

serials(ZDB)의 연속간행물을 변환하여 추가하

다(Hentschke, Eichenauer, & Rupp, 2018). 

독일국가도서 은 2018년 기  450,866,609의 트

리 을 구축하 다(CKAN Association, n.d.). 

구축 상은 거 일, 서지데이터이다. 어휘는 

독일어 사용 국가에서 서지 데이터의 RDF 표

을 진하기 한 워킹 그룹인 DINI WG KIM 

Bibliographic Data group의 권고를 따랐다. 따라

서 재사용 어휘는 GND Ontology, BIBFRAME, 

BIBO, DC, Dublin Core Terms, MADS/RDF, 

Music Ontology, RDA, RDFS, Schema.org, 

WGS84 Geo Positioning이다. 인터링킹 주요 

외부정보원은 BIOKLASOZ, BNF, CH_HLS, 

Wikipedia, ISNI, id.loc.gov, OEBL, STW, 

VIAF, Wikidata, Wikimedia, Wikisource이

다. 독일국가도서 은 BIBFRAME을 서지데

이터에 용한 로토타입을 구 하 고, 웹 맥

락에서 쉽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GND의 일부 

데이터에 JSON-LD를 용한 Entity Facts를 

진행하 고, 데이터 세트에 한 DCAT  

Schema.org를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 설명을 

발행하 다(German National Library, n.d.). 

독일은 LOD를 한 담인력이 있으며, LOD 

련 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LOD 구축과 발행의 참여부서는 메타데

이터 서비스부와 정보서비스부, 시스템기술부, 

연구개발부이다. 독일은 LOD 구축과 발행시 

다른 도서 , 컨소시엄, 국가와 력하고 있다

(OCLC, 2018). 

LC는 2009년부터 Linked Data Service인 

id.loc.gov(https://id.loc.gov/)를 제공한다. 도서

이 구축한 서지 코드와 거 일을 상으로 

이름, 주제 등 60개 이상의 어휘를 BIBFRAME로 

구축하여 제공한다. 구축 상은 거 일, 서

지데이터이다. 구축 건수는 10-50억 트리  정

도이다. 재사용 어휘는 BIBFRAME, FOAF, 

MADS/RDF, SKOS이다. 인터링킹 주요 외

부정보원은 VIAF, Wikidata이다(Library of 

Congress, n.d.). 미국은 LOD를 한 담인력

이 있으며, LOD 련 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LOD 구축과 발행의 참여부

서는 메타데이터 서비스부와 시스템기술부, 연구

개발부이다. 미국은 LOD 구축과 발행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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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구기 과 력하고 있다(OCLC, 2018).

일본국립국회도서 은 2012년부터 서지데이

터에 한 NDL Search 서비스를 통해 일본도서

, 기록 , 박물 , 학술연구기 의 통합검색

(http://iss.ndl.go.jp/)을 제공하며, 거데이터

에 한 Web NDL Authorities(http://id.ndl. 

go.jp/auth/ndla)를 제공한다. 구축 상은 거

일, 서지데이터이다. 재사용 어휘는 DC, Dublin 

Core Terms, FOAF, FRBR, Organization 

Ontology, RDA, RDFS, Schema.org, SKOS, 

WGS84 Geo Positioning이다. 인터링킹 주요 

외부정보원은 DBpedia, GeoNames, id.loc.gov, 

VIAF이다. 일본은 동일본 지진의 사진, 동

상 웹문서 기록을 집약한 기  지토리

(NDL HINAGIKU)를 구축하 으며, ISIL에 

한 LOD 베타 버 을 발행하 고, 일본도서

회와 력하여 NDC를 LOD로 변환하 다. 

일본은 도서 과의 제휴를 통해 통합검색이 가

능한 도서 의 수를 지속 으로 확 하고 있다

(National Diet Library, n.d.). 일본의 LOD 구

축과 발행의 참여부서는 메타데이터 서비스부와 

정보서비스부, 서지통정부이다(OCLC, 2018). 

스웨덴국가도서 (Kugliga biblioteket)은 2008

년부터 국가종합목록인 LIBRIS(Swedish Union 

Catalogue)의 LOD 서비스(http://libris.kb.se/)

를 시작하 다. LIBRIS LOD의 구축 목 은 일

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계/웹 로 도 투명하게 

근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코드와의 연결을 

통해 코드의 고유한 정보를 분명하게 하는 것

이다(Malmsten, 2008). 구축 상은 거 일과 

서지 코드이다. 2015년 기  500,000,000의 트

리 이 생성되었다(CKAN Association, n.d.). 재

사용 어휘는 BIBFRAME, BIBO, DC, Dublin Core 

Terms, FOAF, FRBR, Organization Ontology, 

Owl 2, PROV, RDA, rdaGr2, RDFS, Schema.org, 

SKOS이다(National Library of Sweden, n.d.). 

인터링킹 주요 외부정보원은 DBPedia, id.loc.gov, 

Lexvo, VIAF, Wikipedia이다(CKAN Association, 

n.d.). 스웨덴은 2018년 BIBFRAME을 기반으로 

한 Libris(XL)를 새롭게 구축하 다. LOD 구축

과 발행의 참여부서는 정보기술부, 연구개발부이

다. 스웨덴은 다른 도서 , 기록 , 국가와 력

하고 있다(OCLC, 2018). 

헝가리국가도서 (National Széchényi Library)

은 2010년부터 거 일, 서지데이터, 디지털장

서에 한 LOD 서비스(http://nektar.oszk.hu/ 

wiki/Semantic_web)를 시작하 다. 2013년 기

으로 19,300,000 트리 을 생성하 다(CKAN 

Association, n.d.). 재사용 어휘는 BIBFRAME, 

Dublin Core Terms, FOAF, OAI ORE Terms, 

SKOS이며, 인터링킹 주요 외부정보원은 DBPedia, 

VIAF이다(National Library of Hungary, n.d.). 

LOD 구축과 발행의 참여부서는 메타데이터 

서비스부, 정보서비스부, 시스템기술부이다. 헝

가리는 다른 도서 , 기록 과 력하고 있다

(OCLC, 2018). 

3.2 시사점 

주요 국외 도서  LOD 구축과 발행 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주요 국외 도서  LOD 

구축과 발행과 련된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외 도서 들은 지속 으로 LOD

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발행된 LOD 서비스

를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외 도서

은 LOD 구축을 일회성 사업의 성격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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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행

시기
구축 상

구축트리

(기 연도)
재사용 어휘 인터링킹 주요 외부정보원

국

국가

도서

2011
거 일, 서지데이터, 

디지털장서

148,596,955

(2018)

BIBO, BIO, DC, Dublin Core Terms, 

Event Ontology, FOAF, ISBD, ISNI, 

Owl 2, RDA, rdaGr2, rdau, RDFS, 

Schema.org, SKOS, umbel

GeoNames, id.loc.gov, ISNI, 

Lexvo, VIAF, Wikidata

랑스

국가

도서

2011
거 일. 서지데이터, 

디지털장서, 기록물

409,712,948

(2018)

BIBO, BIO, Dublin Core Terms, FOAF, 

FRBR, ISNI, Music Ontology, OAI 

ORE Terms, Owl 2, RDA, rdaGr2, 

RDFS, Schema.org, SKOS, WGS84 

Geo Positioning

AGROVAC, BNE, DBpedia, 

DNB, GeoNames, id.loc.gov, 

ISNI, MusicBrainz, VIAF, 

Wikidata 

독일

국가

도서

2010 거 일, 서지데이터
450,866,609

(2018)

BIBFRAME, BIBO, DC, Dublin Core 

Terms, GND Ontology, MADS/RDF, 

Music Ontology, RDA, RDFS, 

Schema.org, WGS84 Geo Positioning 

BIOKLASOZ, BNF, CH_HLS, 

d.loc.gov, ISNI, iOEBL, STW, 

VIAF, Wikidata, Wikimedia, 

Wikisource, Wikipedia, 

미국

국가

도서

2009 거 일, 서지데이터
10-50억

(2018)

BIBFRAME, FOAF, MADS/RDF, 

SKOS
VIAF, Wikidata

일본

국가

도서

2012 거 일, 서지데이터 --

DC, Dublin Core Terms, FOAF, FRBR, 

Organization Ontology, RDA, RDFS, 

Schema.org, SKOS, WGS84 Geo 

Positioning

DBpedia, GeoNames, id.loc.gov, 

VIAF

스웨덴

국가

도서

2008 거 일, 서지데이터
500,000,000

(2015)

BIBFRAME, BIBO, DC, Dublin Core 

Terms, FOAF, FRBR, Organization 

Ontology, Owl 2, PROV, RDA, rdaGr2, 

RDFS, Schema.org, SKOS

DBPedia, id.loc.gov, Lexvo, 

VIAF, Wikipedia

헝가리

국가

도서

2010
거 일, 서지데이터, 

디지털장서

19,300,000

(2013)

BIBFRAME, Dublin Core Terms, 

FOAF, OAI ORE Terms, SKOS
DBPedia, VIAF

<표 2> 국외 도서  LOD 구축과 발행 황 

것이 아니라, 지속 으로 LOD를 구축하여 2018

년 기  미국은 10억-50억 이상, 랑스는 4억의 

트리 을 구축하 다. 이러한 결과 미국 LOD는 

하루 50,000건에서 100,000건이 이용되고 있고, 

랑스는 하루 100,000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미

국과 헝가리는 일 부터 BIBFRAME을 도입

하 고, 스웨덴도 LOD 서비스 업그 이드하면서 

BIBFRAME을 용하 고, 독일도 BIBFRAME

을 용한 로젝트를 진행하 으며, 국, 랑

스, 독일, 일본은 Schema.org를 용하 다. 독

일은 GND에 JSON-LD를 검토한 Entity Facts

와 데이터 세트에 한 DCAT를 진행하 고, 

국과 일본은 ISIL에 LOD를 용하 고, 일

본은 NDC를 LOD로 발행하 다. 한 국국

가도서 은 LOD 사용을 추 하기 한 툴을 

개발하고 있다. 랑스는 LOD에 FRBR 용

과 시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국외 도서 은 이용자의 도서  이용률

을 높이기 해 LOD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은 구축한 LOD를 기반으로 문학 이

용자들을 한 BBC RES에 참여하고 있고, 

랑스는 인기있는 작가, 테마, 작품, 장소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일본은 동일본 지진의 

지토리를 구축하 다. 주요 국외 도서 의 L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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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상은 거 일, 서지데이터, 디지털장서, 

기록물이며, 특히 국, 랑스, 헝가리 국가도

서 은 디지털장서를 LOD로 구축하 다. 랑

스 국가도서 은 희귀 콘텐츠에 한 검색 엔진

의 순 가 높고, 하루 방문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LOD 서비스인 data.bnf.fr은 다른 BnF 

웹사이트에 한 근의 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하 다. 

셋째, 국외 도서 은 자원간의 통합검색을 

해 LOD를 활용하고 있다. 랑스는 서지데이

터와 디지털장서, 기록물 등 도서  자원의 통

합검색을 해, 일본과 스웨덴은 다른 도서 과 

기 간의 통합검색을 해 LOD를 활용하고 있

다. 일본은 통합검색이 가능한 도서 의 수를 

지속 으로 확 하고 있다. 

넷째, 국외 도서 은 도서 의 여건을 고려

하여 LOD 담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LOD 

구축 시 여러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랑스와 

독일, 미국은 LOD 담인력이 있고, LOD 

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독

일, 미국, 스웨덴은 LOD 구축 시 시스템 벤더

나 외부개발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한 국외 

도서 들은 메타데이터 서비스부, 정보서비스

부, 시스템기술부, 연구개발부 등 여러 부서가 

력하여 LOD를 구축하 고, 특히 일본은 서

지제어부가 참여하 다. 

다섯째, 국외 도서 은 도서  간의 력뿐

만 아니라 다른 도메인과의 력을 통한 LOD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독일은 여러 도서 과 

력하여 거데이터 GND를 구축하 고, 

국은 BBC와 RES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 국과 랑스, 독일, 스웨덴, 헝가리는 다

른 도서 과, 국과 랑스, 스웨덴, 헝가리는 

기록 과, 국과 독일은 컨소시엄과, 랑스와 

미국은 학․연구기 과, 국과 랑스, 독

일, 스웨덴은 국가와 력하고 있고, 랑스는 

국제 력에 참여하고 있다. 

4. 국내 도서관의 LOD 구축과 
발행 현황과 전문가 인식 분석

4.1 국내 도서관의 LOD 구축과 발행 

현황

국립 앙도서 은 국가서지 LOD(https://lod. 

nl.go.kr/)를 2011년 시범운 하 고, 2014년

부터 본격 인 서비스를 시작하 다. 국립

앙도서 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온라인 자료, 

(학술기사)서지, 주제, 자, 도서  정보 총 

671,706,163 트리 을 구축하 다. 재사용 어휘는 

BIBO, DC, Dublin Core Terms, FOAF, RDFS, 

Schema.org, SKOS, WGS84 Geo Positioning

이다. 인터링킹 외부정보원은 국립공원 리공

단, 국회도서 , 네이버, 독일 필름포탈, 동북아

역사넷, 유럽오 데이터, 일본국립국회도서 , 

캠 리지 학도서 , 특허청, 한국 공사, 한

국사정보, BNB, BNF, DNB, id.loc.gov ISSN

포털, KDATA, LIBRIS, NARIS, NDSL, OCLC 

WorldCat, RISS, VIAF, Wikipedia이다. 국립

앙도서 은 데이터컬 션, KDC 주제별 탐

색, 한민국 도서  지도, 고신문 디지털 컬 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립 앙도서 , n.d.). 

국립 앙도서 은 LOD 담 직원이 있고, LOD 

구축에 외부업체가 참여하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학술연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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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서비스(RISS)를 웹으로 개방한 RISS Linked 

Open Data(http://data.riss.kr/)를 2013년 시범

운  후, 2014년 정식서비스를 시작하 다. KERIS

는 단행본, 해외 학술지, 학술지 기사, 학 논문, 

자, 도서  정보를 상으로 총 70,000,000 

트리 을 구축하 다. 재사용 어휘는 BIBO, DC, 

Dublin Core Terms, FOAF, Schema.org, SKOS

이다. 인터링킹 외부정보원은 BNB, Flicker, 

geonames, id.loc.gov, 네이버이다. KERIS는 

RISS(www.riss.kr)가 보유하고 있는 학 논

문, 국내학술논문을 분석하여, 논문과 연구자의 

활용도와 향력을 제공하고, 당해연도 연구동

향을 분석, 제공하는 학술 계분석서비스를 제

공한다(KERIS, n.d.). LOD 담 인력은 없고, 

LOD 업무가 직원의 업무에 추가되었으며, LOD 

구축에 외부업체가 참여하 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는 NDSL

을 상으로 하는 KISTI Linked Open Data 

(http://lod.ndsl.kr/)의 베타서비스를 2014년 

오 하 고, 2015년 정식서비스를 시작하 다. 

KISTI는 학술지, 학술지 기사, 보고서, 로시딩, 

자, 특허, 생물정보 총 76,167,985 트리 을 

구축하 다. 재사용 어휘는 Dublin Core Terms, 

FOAF, RDFS이다. 인터링킹 외부정보원은 국

립 앙도서 , 특허청, 한국사정보, NARIS이

다(KISTI, n.d.). LOD 담 인력은 없고, LOD 

업무가 직원의 업무에 추가되었으며, LOD 구

축에 외부업체가 참여하 다. 

국회도서 은 NRF, 성균 학교, KISTI, 

연세 학교, 한국 작권 원회, KERIS, 국회

입법조사처, 국민 학교, 한성 학교, 한양 학

교, KREI 등의 학술정보 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학술정보 LOD(http://cloud.nanet.go.kr/)를 

2016년 오 하 다. 국회도서 은 학술지, 학술

지 기사, 자, 어휘집 총 170,000,000 트리 을 

구축하 다. 재사용 어휘는 BIBO, DC, Dublin Core 

Terms, FOAF, RDFS, Schema.org, SKOS, VANN, 

VOAF, WGS84 Geo Positioning, W3C VS

이다. 인터링킹 외부정보원은 의약품 정보, 특

허청, 한국사정보이다. 국회도서 은 학술행사, 

입법정보에 한 LOD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국회도서 , n.d.). LOD 담 인력은 없

고, LOD 업무가 직원의 업무에 추가되었으

며, LOD 구축에 외부업체가 참여하 다. 

국내 도서  LOD 구축 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국내 도서  LOD 구축과 발행의 문

제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도서

은 복된 상을 LOD로 구축하고 있다. 국

내 도서  LOD 구축 상은 거 일과 서지

데이터이며, 구체 으로 단행본, 연속간행물(학

술지), 학술지 기사, 학 논문, 보고서, 로시

딩, 온라인 자료, 자, 주제도서  정보, 특허, 

생물정보 등이다. 특히 국내 도서  구축 LOD 

 학술지, 학술지 기사, 자에 한 복 구축

이 두드러진다. 국내 도서 의 LOD 복 구축

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도서 의 LOD는 유지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 상 도서   

3개 도서 은 LOD 서비스에 한 이용통계를 

리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이용통계를 리

하는 도서 의 1일 이용자수는 매우 은 것으

로 담당자 확인결과 나타났다. 한 조사 상 도

서   2개 도서 은 신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

다. 국내 도서  LOD 서비스에 한 이용 리 

 지속 인 구축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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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행

시기
구축 상

구축트리

(기 연도)
재사용 어휘 인터링킹 외부정보원

국립 앙

도서
2014

거 일, 

서지데이터

671,706,163

(2020)

BIBO, DC, Dublin Core 

Terms, FOAF, RDFS, 

Schema.org, SKOS, 

WGS84 Geo Positioning

국립공원 리공단, 국회도서 , 네이버, 

독일 필름포탈, 동북아역사넷, 

유럽오 데이터, 일본국립국회도서 , 

캠 리지 학도서 , 특허청, 

한국 공사, 한국사정보, BNB, BNF, 

DNB, id.loc.gov ISSN포털, KDATA, 

LIBRIS, NARIS, NDSL, OCLC 

WorldCat, RISS, VIAF, Wikipedia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2014

거 일,

서지데이터 

70,000,000

(2020)

BIBO, DC, Dublin Core 

Terms, FOAF, Schema.org, 

SKOS

BNB, Flicker, geonames, id.loc.gov, 

네이버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2015

거 일,

서지데이터,

특허, 생물데이터

76,167,985

(2020)

Dublin Core Terms, FOAF, 

RDFS

국립 앙도서 , 특허청, 한국사정보, 

NARIS

국회도서 2016
거 일,

서지데이터

170,000,000

(2020)

BIBO, DC, Dublin Core 

Terms, FOAF, RDFS, 

Schema.org, SKOS, 

VANN, VOAF, WGS84 

Geo Positioning, W3C VS

의약품 정보, 특허청, 한국사정보

<표 3> 국내 도서  LOD 구축과 발행 황 

셋째, 국내 도서  LOD는 인터링킹이 활성

화되지 않았다. 조사 상 3개 도서 은 도서

간 인터링킹이 부족하고, 도서  이외 도메인

에 한 인터링킹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한 

LOD를 활용한 도서 의 자원 통합검색, 도서

 간 통합검색이 미흡하다. 조사 도서   1

개 도서 을 제외하고는 도서  간 통합 검색

을 시도하지 않았다. 국내 도서 은 인터링킹

을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과 통합 검색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 도서 은 LOD 서비스를 한 

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LOD

는 시멘틱 웹 련 기술로서, LOD 련 지식을 

가진 문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상 도서   1개 도서 만이 담인력을 배

치하고 있으며, 3개 도서 은 LOD 업무가 

직원의 업무에 추가되었고, 4개 도서  모두 

LOD 구축과 발행에 외부업체가 참여하 다. 

국내 도서 은 LOD 문 인력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4.2 도서관 LOD 구축과 발행, 활용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국내 도서  LOD 구축과 발행, 활용에 한 

문가 면담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먼  LOD 구축과 발행의 동기는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과 그에 따른 데이터의 민간 

활용의 확 를 한 것이라는 이 강조되었다. 

 다른 동기로는 개방정책에 따라 정부부처가 

시행하는 과제에 참여하게 되어서, 다른 도서

이 LOD 형태를 요청하 기 때문이라는 

도 제시되었다. 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

용 활성화에 한 법률 입법 때문이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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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제 하 주제

LOD 발행  

활용의 동기

발행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때문 

민간 활용의 극 화를 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한 법률 입법 때문

부가가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기 해 

활용 인터링킹을 통한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해

LOD 발행  

활용의 어려움

발행

온톨로지 설계

지속 인 산 지원 부재

기발행된 LOD 데이터의 수정

데이터의 식별체계 부재

낮은 이용률

기  내 데이터 생산 부서와 서비스 부서간의 력

LOD 문 인력과 업체 부재

활용

연계할 국내 LOD 데이터 세트의 부족

실시간 활용

연계 운

외부 데이터의 표  미 수

LOD 발행  

활용의 성공 부분

성공한 부분

도서  데이터 개방의 가능성 확인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 확인

LOD 구축 시 스키마 설계나 변환작업

도서  간의 LOD 활용

성공하지 못한 부분
도서  이외 도메인과 민간의 활용

자  데이터 품질 강화 

LOD 확산을 한 과제

수요자 심의 LOD 서비스 개발 

유니크한 구축 상 선정

기존 데이터 식별체계 정비

도서  이외 도메인 연계 확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랫폼 마련 

LOD 구축을 한 의체 마련

국내 도서  LOD 허  사이트 구축

지속 인 정부의 추진의지와 산지원

LOD에 한 인식확 를 한 교육과 홍보

<표 4> 키워드 추출 과정 요약

이 제시되었다. 

실제 민간이나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데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한 명분으로 시작

되었고, 정부의 데이터 개방에 한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가능한 수 까지 LOD를 구축하고 발

행하 다. (1번 & 4번 & 5번 연구 참여자) 

OOO 과제로 LOD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

범  안에 LOD 구축과 발행이 포함되어 있어 

시작하게 되었다. (7번 연구 참여자)

다른 기 에서 우리 기 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다고 해서 구축하게 되었다. (3번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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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효율 인 제공과 련된 부분이 

입법 논의되고, 이용 활성화를 한 법률이 제정

되어서 발행하게 되었다. (6번 연구 참여자) 

 다른 동기로는 부가가치 있는 새로운 데이

터를 생산하기 한 것이라는 이 제시되었다. 

보유하고 있는 개방 가능한 데이터와 외부 기  

간에 데이터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있

는 데이터를 생산하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발행 

동기 다. (2번 & 6번 연구 참여자)

한편 국내 도서 이 외부 기 의 LOD를 활

용한 동기는 인터링킹을 통해 자 데이터에 다

른 기 의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데이터를 더 

풍부하게 하기 한 것이라는 이 공통 으로 

강조되었다.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 기  데이터와 결합

해서 데이터를 조  더 풍부하게 하기 해서 

LOD를 활용하 다. (모든 연구 참여자)

다음으로 LOD 발행 시 겪은 어려움으로 온

톨로지 설계의 어려움을 다수의 연구 참여자가 

제시하 다. 

LOD의 온톨로지와 다양한 스키마의 장단 에 

한 악, 특히 LOD로 구축할 기존 메타의 

한 요소를 선정하고 표 인 스키마를 사용해서 

속성을 정의하여 LOD의 구조를 최 한 표 화

하고 사용자가 어떤 포맷으로 가져다 사용하게 

할 것인지, 기본부터 세부 인 사항까지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다. (5번 & 

6번 & 7번 연구 참여자)

 다른 어려움은 지속 인 산 지원 부재, 

기발행된 LOD 데이터 수정의 어려움, 자  데

이터의 식별체계 부족으로 인한 외부 데이터와 

링크 생성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기술에 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사 결정권자들

이 보기에는 가시 으로 보이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산 투입 효과에 해서 좀 의심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2번 & 6번 연구 참여자)

LOD를 구축하고 URI를 붙여서 발행하고 서비

스하다보니 발행된 LOD의 원천데이터에 한 

수정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이미 발행된 LOD를 

수정하여 재발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6번 & 

7번 연구 참여자)

자식별 정보가 내부에서의 식별 정보이고, 통

용되는 식별체계를 가지지 않아서, 다른 기  

데이터와 우리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인지 구별하

기가 어려워서 데이터간 링크를 만들기 쉽지 않

았다. (3번 연구 참여자)

한 낮은 이용률, 도서 내 데이터 생산부

서와 서비스 부서간의 력의 어려움, LOD 

문 업체 부재가 어려움으로 제시되었다. 

학술 연구의 목 으로 사용되는데 이 맞춰진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 의 활용도가 낮아서 

어려웠다. (1번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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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에 합한 데이터로 만들어야 하는데 LOD 

주  부서가 서비스부서이기 때문에, 발견된 문제

를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서에 달을 해서 해결해

야 하는데 그 이 어려웠다. (3번 연구 참여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분석가 등 문 

인력의 부족, 리드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어려

웠다. (6번 연구 참여자)

한편 도서 에서 외부 LOD를 활용할 때의 

어려움은 활용할 국내 LOD 데이터 세트 부족, 

실시간 활용의 어려움, 링크한 외부 데이터의 

연계가 깨지는 등 연계 운 의 어려움, 외부 데

이터가 표 을 수하지 않아 활용에 어려웠다

는 이 제시되었다.

국내 LOD 생태계가 좀 풍부해져야 희가 연결

을 시킬 수 있는데, 국내에는 별로 많지가 않아서 

어려웠다. (3번 & 4번 연구 참여자) 

가장 효과 인 것은 양쪽 기 의 데이터가 실시

간으로 행화가 되어, 가장 최신의 정보가 업데

이트되고, 이 정보가 조합되어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역동성 있게 데이터를 연계해서 

최신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번 

& 5번 연구 참여자)

LOD는 발행된 이후에도 LOD 링크 단이 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되지 

못해서, 인터링킹한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깨지게 

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인터링킹 서비스를 제공

하는 우리 기 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6번 & 7번 연구 참여자)

데이터를 연결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

한 것은 데이터의 표 을 지키는 것인데, 표 이 

잘 지켜지지 않아 어려웠다. (5번 연구 참여자)

다음으로 LOD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했는지

에 한 성공평가와 그 근거에 해 연구 참여

자들은 도서  데이터 개방의 가능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성공

이었다고 제시하 다. 한 LOD 구축 시 스키

마 설계나 변환작업과 도서  간의 LOD 활용

은 성공 이라고 보았다.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LOD 발행 서비스 형태로 

성공 으로 구축을 했고, LOD에 한 실제 활용 

방향에 해서 가능성을 탐색한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2번 연구 참여자)

LOD가 발행이 되고, 수많은 트리 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유기체

로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앞으

로 다른 용도로 충분히 새로운 것으로 제품화 

는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6번 연구 참여자)

보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LOD로 개방하는데 있

어서는, 스키마나 변환 작업은 잘 되었다고 생각

한다. (1번 연구 참여자)

일단 도서 계에서는 공공도서 이라든지, 학 

도서 이라든지, 해외 도서 들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 (5번 연구 참여자)

반면 도서  이외 도메인과 민간의 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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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데이터 품질 강화 측면은 성공 이지 못

한 부분이라고 제시되었다. 한편 LOD 사업이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성공여부는 아직 잘 모

르겠다고 답을 유보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LOD 사용이 많지 않고, 이용자도 많지 않고, 

다른 외부에 있는 기 이 LOD를 연계하고 써야 

되는데, 그 지 않은 것 같다. (4번 & 7번 연구 

참여자)

LOD로 구축을 하게 되면, 데이터 품질이 개선되

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데이

터가 링크에 합하지 않아서 효과가 있지 않았

다. (3번 연구 참여자)

데이터가 다른 도메인과 연결될 때 이용한 분들

에게 조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도서  

이외 도메인에서의 활용은 좀 부족한 것 같다. 

(5번 연구 참여자)

마지막으로 LOD 확산을 한 과제는 LOD 

발행과 활용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수요기 과 요

구를 먼  발굴하며, LOD 발행을 기반으로 한 

응용 서비스 개발도 처음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이 강조되었다. 

다른 기 에서 데이터를 LOD화하니까, 단순히 

LOD 기술을 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 이 

LOD를 구축하고 발행하는 목표를 먼  설정해

야 한다. 개방하는 기 의 수요보다는, 보유기

의 데이터를 원하는 수요기 에 한 선발굴이 

먼  필요할 것 같다. LOD 발행을 기반으로 한 

응용 서비스 개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번 

& 4번 & 5번 & 7번 연구 참여자)

한 도서 은 이용자의 심을 끌 수 있는 

상, 특성화된 자료, 작권이 해결된 자료를 구축 

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도 강조되었다. 

기 에서 어떤 고유의 목 이나 유니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표 화된 포맷에 맞추어서 LOD로 

구축하고 발행함으로써 그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단된다. (1번 & 6번 연구참여자) 

LOD에 한 개념이나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소수라고 생각되고, 데이터를 개방했을 때 효과

를 볼 수 있는 분야에 해서 우선 으로 추진하

여, 이용자가 늘도록 해야 한다. 각 기 별로 특성

화된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LOD 형태로 

개방되고 공유될 수 있다면, 실제 으로 한국을 

떠나 국외에서도 활용도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

다. (1번 & 4번 & 7번 연구참여자)

학술자료를 포함해서 공공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료들을 좀 더 많이 공개하고, 그 공개 수 을 

LOD로 강화하고, OA와 같이 작권이 해결된 

자료를 LOD에 더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 (4번 

연구참여자) 

한 기존 데이터의 식별체계를 정비하고, 

거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도 도출되었다. 

자라든지 아니면 그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직화한 다음에 LOD를 구축하고 

발행하면, 실제 으로 LOD 데이터가 타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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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 필요한 연구자 이외 이용자에게서도 조

 더 효율 으로 사용될 것이다. (1번 & 3번 

연구 참여자)

국립 앙도서  거데이터는 굉장히 의미가 있

는 것 같은데, 표 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 들은 LOD를 좀 더 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 하고 있다. (1번 연구 참여자)

아울러 도서  도메인뿐만 아니라 도서  이

외 도메인의 연계 가능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외부 데이터를 활용 시 단순히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데이터가 유기 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 제시되었다. 

우리 기 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우리 기 이 

속한 도메인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외부 도메인

과의 데이터도 유기 으로 력을 어떻게 할 것인

지 그 부분을 먼  고민해야 한다. (2번 & 5번 

연구 참여자)

LOD 링크시 지속 인 링크가 유지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신뢰도 있는 기 에서 발행하는 LOD 

인지, 표 인 구조로 우리 데이터와의 정합성, 

상호운용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6번 & 7번 연구 참여자)

한 도서  LOD를 한 의체가 마련되

어야 한다는 이 제시되었다. 

도서  의체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에 심이 있고 의지가 있는 그런 의체들이 

요할 것 같다. 기 에서 기 구축한 데이터와 

식별체계를 인정하고, 그 데이터를 재활용하여 

확장해나가야 한다. LOD를 해서는 최 화된 

표 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의체를 통해 표

을 같이 운 을 해 가면 훨씬 더 안정 으로 리

를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기 이 

없으니 력하여 방향성, 산, 인력 등의 문제를 

상호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3번 & 6번 연구 

참여자)

그 데이터를 보유한 기 이랑 실질 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융합하고, 상호 간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  논의해서 구체화

해야 한다. (2번 & 4번 연구 참여자) 

한 국내 도서  LOD 허  사이트가 구축

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 제시되었다. 

이용자가 쉽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해야 한다는 도 제시되었다. 

국내 데이터들 간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어떤 데이

터가 어떤 원천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종합 으로 제공하는 국내의 표 인 허  사이

트의 구축이 필요할 것 같다. (2번 & 4번 연구 

참여자)

LOD를 하고, 최종 인 비 이라고 생각을 했

던 부분은 웹 DB 형태라고 생각했다. LOD가 

웹 DB로 고도화가 된다면, 서지목록 에서도 

잘 하는 기 이 해당 트만 작업하고 개방을 

하면, 그 기 을 제외한 다른 기 들이 그 데이터

만 부분 으로 모아 융합을 해서 자기 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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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할 수 있는 형태로 될 것 같다. 재의 앙집

형의 문제인 최신 정보의 업데이트 문제를 해

소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원할 때 

쓸 수 있는 형태가 으면 좋겠다. (2번 & 5번 

연구 참여자)

이용자가 이용하고 근을 하는데 손쉬워야 된다

고 생각한다.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 하고 기 에서 발행한 다양한 

LOD를 활용해서 시각화된 결과를 앞에서 바

로 확인할 수 있는 LOD 장소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서 이 도입했으면 한다. (7번 연구 

참여자)

한 LOD 확산을 해서는 지속 으로 LOD

를 구축하여 임계치를 넘도록 해야 한다는 

과 지속 인 정부부처의 추진 의지와 산 지

원이 필요하다는 도 제시되었다. 데이터 개

방의식 확산과 데이터 단 의 리와 활용에 

한 공감  확산이 필요하다는 , LOD 이용 

활성화를 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도 제시되

었다. 

재 임계치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라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담당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  이상 임계치를 넘어가

기 시작하면, 수월하게 확산될 것 같다. (2번 & 

3번 & 7번 연구 참여자)

‘우리 데이터는 공개했으니까 우리 일은 다 했다’ 

가 아니라 계속 진행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시작했

던 추진 기 이 강한 의지로 계속 유지해 줘야한

다. (4번 & 6번 연구 참여자)

각 기 들이 자기 기 의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데이터 단 로 데이터를 구축하

고 활용하는 것에 한 요성에 해서 공감

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5번 연구 참여자)

LOD 발행을 하는 주체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LOD의 효

과,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

게 구축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3번 연구 참여자)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개인에게 LOD를 편

리하게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4번 연구 참여자)

국내 도서  LOD 구축과 발행, 활용에 한 

문가 면담 결과의 요약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도서 에서 LOD를 구축하고 발행한 동

기는 정부의 시책이나 입법과 같은 외부 인 

동기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내

부 인 동기가 있었고, LOD를 활용한 동기는 

도서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통한 확장성과 유

연성임을 확인하 다. 한 LOD 발행과 련

하여 도서  데이터 개방의 가능성을 확인한 

측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확인

한 측면, 스키마 설계나 변환작업, 도서  간의 

LOD 활용은 성공 으로 본 반면, 도서  이외 

도메인과 민간의 활용, 자  데이터 품질 강화

는 성공 이지 못하 다고 평가하 다. 다음으

로 도서 이 LOD 발행 시 겪은 어려움으로 온

톨로지 설계, 산 지원 부재, 기발행된 L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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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수정, 식별체계 부족, 도서 내 데이

터 생산 부서와 서비스 부서간의 력, 낮은 이

용률, LOD 문 외부업체 부재임을 확인하

다. 반면 외부 LOD 활용의 어려움은 국내 LOD 

데이터 세트 부족, 실시간 활용의 어려움, 연계 

운 의 어려움, 외부 데이터가 표 을 수하

지 않는 이다. 국내 도서  LOD가 확산되기 

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한 방안

이 필요하다. LOD 구축과 발행의 확산을 해 

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은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기 과 요구를 발굴하고, 유니크한 

자료를 선정하고, 도서 의 데이터를 먼  정비

하고, 도서  이외 도메인까지 연계 범 를 확

하고,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

련하고, LOD 구축을 한 의체를 구축하고, 

도서  LOD 허  사이트를 구축하고, LOD에 

한 인식확 를 한 교육과 홍보, 지속 인 

정부부처의 추진 의지와 산 지원이다.

  5. 국내 도서관 LOD 구축과 
발행의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외 도서 의 LOD 구

축과 발행의 사례조사, 국내 도서 의 황조사, 

문가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LOD 

확산을 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자 한다.

첫째, 도서 은 LOD 구축 상의 복을 피

하고, 유일하고 특화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황조사 결과 국내 도서 은 학술지기사, 

학술지, 자명에 한 복 구축이 많았다. 

문가 면담결과, LOD 구축 상 선정의 요성

을 언 하 고, 유니크한 자료, 특성화된 자료, 

OA와 같은 작권이 해결된 자료를 우선 고려

할 것을 제시하 다. 국내 도서  LOD 확산을 

해 도서 은 구축 상 데이터 세트의 통합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도서 은 LOD 

구축 상으로 유일한 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한 LOD 구축 상을 확 할 필요가 있

으며, 특화된 구축 상을 발굴해야 한다. 특히 

국, 랑스, 헝가리 국가도서 은 디지털장서

를 LOD로 구축하 다. 랑스는 LOD 서비스

인 data.bnf.fr의 이용 증가의 한 요인을 희귀

본 콘텐츠로 보고 있다. 한 랑스는 인기있

는 작가, 테마, 작품, 장소에 정보를 제공하며, 

일본은 동일본 지진의 지토리를 구축하

다. 재 국내 도서 은 서지데이터나 거

일을 심으로 LOD를 구축하고 있으나, 향

후 공공도서 과 학도서  등 여러 종의 

도서 이 소장한 향토자료, 미술자료, 지역정보

자료, 고서, 희귀본, 연구자료와 OA 자료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작권과 련된 법

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 은 이용자 요구를 반 한 LOD 

서비스를 개발하고, 편리한 LOD 인터페이스

를 구 할 필요가 있다. 문가 면담 결과 LOD 

발행의 어려움으로 도서  이외 도메인과 민간

의 낮은 이용률이 지 되었고, 황조사 결과 

조사 상 도서   3개 도서 은 이용 통계를 

리하지 않았다. 도서 은 LOD에 한 민간

과 기  등 이용자의 요구를 먼  악해야 하

고, 구축된 LOD에 한 만족과 불만족 요인, 

요구사항을 주기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 국가도서 의 LOD 사용 추  툴처럼, 도

서 이 구축 발행한 LOD가 어떻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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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악할 수 있는 툴을 활용하여 이용자 요

구를 악할 필요도 있다. 한 도서 은 LOD

를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도서 은 도서  도메인과 문화유산기 , 출

․유통사, 정보가공업체 등 도서 이외의 도

메인, 연구자, 교육자, 콘텐츠기획자, 개발자, 

일반인 등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상황별 요구사

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도서 은 국내외 도

서  LOD의 연계뿐만 아니라, 성공 인 LOD 

구축 사례로 평가되는 Europeana를 참고하여 

문화유산간 연계를 고려하되, 문화유산간 연계

시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한국역사, 한국음악, 

한국미술, 한국 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도메인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서 의 메타데이터와 다른 도

메인의 원천데이터의 연계는 고부가가치를 갖

는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기 해 필수 이기 

때문이다. 국국가도서 이 BBC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RES를 참고하여, LOD 검색을 통한 

데이터 자체의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LOD를 

유기 으로 연계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콘텐츠

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재 제공되는 량다운로드, SPARQL 등

은 일반이용자나 콘텐츠개발자에게 어렵기 때

문에, 일반이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며, 시각화

기법을 활용한 역동 인 랫폼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Europeana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용

자들이 참여 가능한 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 은 도서  데이터의 식별체계를 

마련하고 거 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가 면담 결과 LOD 구축 시 데이터에 한 

한 식별체계가 없어서 링크가 어려웠다고 

지 되었고, 자  데이터의 식별체계의 정비와 

데이터에 한 거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ISNI- Korea를 통해 자 식별체계가 활성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자 이외 다양한 데이

터에 한 식별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의 거 일 구축 상황은 조한 상황이며, 특

히 주제명에 한 국가수 의 거 일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 은 사서나 이용자에게 데이터 개

방과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한 

교육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면

담조사 결과 온톨로지 설계의 어려움과 데이터 

생산 부서와의 업무 조에 어려움이 지 되었

고, 황 조사결과 1개 도서 만이 LOD 담 

인력이 있었고, 4개 도서  모두 외부업체를 통

해 LOD를 구축하 다. 사례조사 결과 랑스

와 독일, 미국은 LOD 담인력이 있고, LOD 

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추가 배치하 다. 

한 독일, 미국, 스웨덴은 LOD 구축 시 외부업

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국내 도서 도 LOD를 

한 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도서 은 사서들의 계속교육 로그램에 시멘

틱 웹과 LOD 련 기술의 과목을 늘려 장사

서들의 LOD 련 교육을 극 으로 지원하

고, 학에서는 련 교과목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멘틱 웹 표 에 사서가 참여

해야 하고, LOD 련 자동화 기술, 를 들면 

연계를 한 인터링킹 자동화 툴 등에 심을 

가져야 한다. 한 민간과 기 의 이용자들이 

LOD에 해 이해하고, LOD를 활용하기 한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서

은 LOD 련 컨퍼런스를 강화하고, 이용자 

참여 이벤트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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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도서 은 통합 검색을 해 LOD를 

활용하고, 도서  LOD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 

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례조사 결과 

랑스는 서지데이터와 디지털장서, 기록물 등 

도서  자원의 통합검색을 해, 스웨덴은 다른 

도서  간의 통합검색을 해, 일본은 문화유산

기  간의 통합검색을 해 LOD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 도서 은 한 기 의 데이터를 LOD

로 구축하여 발행하는 수 을 넘어, 여러 도서

의 통합검색에 LOD 활용을 고려해볼 필요

가 있다. 를 들어 국립 앙도서 은 국가자

료종합목록이나 디지털컬 션의 통합과 서비

스를 해 LOD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 

문가 면담 결과, 국내의 표 인 LOD 허  

사이트의 구축 필요성과 실시간 행화의 필요

성이 지 되었다. LOD의 확산과 활용의 편의

성을 해서는 많은 LOD를 수집하여 검색하는 

통합 랫폼이 매우 요하다. 이를 해 국외 

도서  사례조사를 참고하여, 기 구축한 LOD 

서비스의 문제를 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서

은 국내 도서  LOD 랫폼을 구축하고, 문

화유산기 으로 확 하며, 더 나아가 국외 도서

  문화유산기 간 지토리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도서 은 LOD 발행과 활용을 한 

력을 강화하고, 실무 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황조사 결과, 2개 도서 은 LOD 구축

시 다른 도서 과 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조사 결과, 독일은 여러 도서 과 력하여 

거 일을 구축하 고, 국, 랑스, 독일, 미

국, 스웨덴, 헝가리는 다른 도서 , 기록 , 컨

소시엄, 학․연구기 , 국가, 국제 력에 선

별 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가 면담 결과, 서

로 의지하고 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요

하며, 같은 데이터를 각 도서 마다 구축하

기 보다는 이미 다른 도서 에서 구축한 데이

터를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확장해 나

가야 한다고 지 되었다. LOD의 근본 취지인 

공개와 연계는 실제 인 기 과의 력이 제

되어야 효과 으로 달성될 수 있다. 도서 은 

업을 통해 도서  LOD에 한 장기 인 로

드맵과 단기 인 추진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도서 은 서로 력하고자 하는 자세를 바

탕으로 의체 운 에 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의체 운 은 LOD 구축 도서  간 상호 

신뢰성이 지속 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 가 

되며, LOD 발행이후 지속 인 업데이트와 유

지 리의 기반이 된다. 2010년  반 한국정

보화진흥원이 국가 LOD 사업을 추진할 당시 

의체를 운 하 으나 지 은 유명무실해졌

고, 당시에도 도서  심의 력이나 의체

가 공론화되지 않았다. 개별 도서 이 LOD 사

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LOD 의체

를 구성하고, 구축 상 자료의 분담, 온톨로지 

설계, 거데이터의 구축, 인력활용 등에서 

력할 필요가 있다. 의체를 통해 그동안의 성

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도서  LOD의 발 을 

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부는 LOD 추진에 한 지속 인 

의지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계속해

서 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가 면담 결

과 LOD 구축과 발행을 통해 도서  데이터 개

방의 가능성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

을 확인하 다고 언 하 다. 한 처음 LOD

를 주도했던 정부부처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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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련법이 계속 유

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 되었다. 정부

도 단기간의 성과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

으로 LOD를 발행하여, 어느 정도의 임계치

에 도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를 들어 2018

년 기  미국은 10억-50억의 트리 을 구축하

다. 정부는 지속 으로 LOD 사업에 산을 

지원하고 LOD 필요성에 한 인식  번 확

를 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6. 결 론 

도서  LOD가 확산되지 못하는 시 에

서,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도서  LOD의 발행

과 구축에 한 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

을 모색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해 국외 도서

 LOD의 최근 동향과 국내 도서  LOD 구

축 황을 분석하고, 도서  LOD 구축에 참여

한 문가의 LOD 발행과 활용에 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사례조사, 문가 면

담을 종합하여, 도서  LOD 확산을 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도서

은 LOD 구축 상의 복을 피하고, 유일하고 

특화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서 의 

LOD 구축 상으로 디지털 장서나 특성화 자료, 

OA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 은 

이용자 요구를 반 한 LOD 서비스를 개발하고, 

편리한 LOD 인터페이스를 구 할 필요가 있다. 

LOD의 이용자 집단을 명확히 하고, 주기 으로 

이용자 집단의 상황별 요구사항을 도출할 필요

가 있다. 한 도서 은 도서  간, 문화유산 간, 

도서 이외의 도메인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

다. LOD 데이터를 유기 으로 연계하고 가공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

용자 참여형 랫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 은 데이터의 식별체계를 마련하고 거

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ISNI-Korea가 활성

화되도록 하고, 자이외 다양한 데이터의 식별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수 의 

거 일 구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도서

은 사서나 이용자에게 데이터 개방과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한 교육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서 계속교육 

로그램과 학 교과과정에 시멘틱 웹과 LOD 

련 기술 과목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도서 은 

LOD 련 컨퍼런스를 강화하고, 이용자 참여 

이벤트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서

은 통합 검색을 해 LOD를 활용하고, 도서  

LOD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 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기 의 데이터를 LOD로 구축

하여 발행하는 수 을 넘어, 여러 도서 의 통합

검색에 LOD의 활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 분산되어 있는 도서  LOD를 효과 으로 

리하고 검색하기 한 통합 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행 LOD 서비스의 문

제를 악하고 해결하는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도서 은 LOD 발행과 활

용을 한 력을 강화하고, LOD 실무 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의체를 통해 장단기 략

을 수립하고, 구축 상 자료의 분담, 온톨로지 

설계, 거데이터의 구축, 인력활용 등에서 력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부는 LOD 추진에 

한 지속 인 의지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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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계속해서 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재 국내 도서  LOD 구축의 

황을 악하고, 주요 국외 도서  사례와 문

가 면담을 통해, 국내 도서  LOD 구축과 발행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국내외 

도서  LOD 구축의 최근동향과 도서  LOD 

구축과 련된 실제 인 면을 이해함으로, LOD 

구축과 발행, 활용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에서 LOD를 

분석하기 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문가 면

담을 진행하 으나, 이용자의 요구는 악하지 

못하 다. 향후 도서  LOD의 이용자인 민간

과 기 의 구체 인 요구에 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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