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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링크드 데이터는 아직 링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서로 련된 데이터를 연결하기 해서 웹

을 사용하는 것이다.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하기 해서는 URI와 RDF를 이용하여 데이터, 정보, 지

식 등을 표 하고, 공유하며,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URI와 RDF에 한 지식이나 사용 

능력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이 이러한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일반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RDF 문서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연결하여 링크드 데이

터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장한 RDF 데이터나 

Swoogle에서 검색한 RDF 데이터들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링크를 추가하여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교수자의 교육용 컨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 를 들

어, 교사는 비록 자신이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의 학습 수 에 합한 다양한 데이터를 찾

아 이를 연결한 링크드 데이터를 제작함으로써 자신의 다양한 학습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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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People an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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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nked Data is about using the web to link related data that wasn't linked previously. To publish 

linked data, people should be able to represent, share, and link pieces of data, information, and 

knowledge by using URIs and RDF. However, building linked data is not easy for the common users 

who do not know the knowledge or skill about using URIs and RDF. In this paper, we present a 

system that the common users can create linked data by connecting data originated from different 

RDFs. They build linked data by adding new links to connect between RDF data saved in their 

computers or searched from Swoogle. We can apply the proposed system to creating educational 

contents. For example, teachers can develop various learning contents by building linked data that 

connects different data suited to the learning level of thei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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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링크드 데이터는 출처가 다르지만 서로 련성

을 갖는 데이터들을 링크로 연결시키기 해 웹

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웹에 올리기 해서 RDF 데

이터 모델을 사용하고 출처가 다른 데이터들을 

의미 으로 연결시키기 해서 RDF 링크를 사용

한다. 웹에 데이터를 등록하고 연결시키기 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1]. 

1. 개체를 식별하는 이름으로써 URI(Unique 

Resource Identifier)를 사용한다.

2. 사용자가 개체의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HTTP URI를 사용한다.

3. 사용자가 URI를 찾았을 때, 그 개체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4. 련된 정보를 발견하기 해서 데이터 내에

서 다른 개체로의 링크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간에 링크를 

이용하여 데이터에 근할 수 있는 링크드 데이

터의 생성은 시맨틱 웹[2]을 구성하기 한 요

한 작업  하나이다. 

최근 여러 기업이나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의 데

이터 집합을 공개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 간

의 연결을 통해서 링크드 데이터를 형성하고자하

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Linking Open Data 

(LOD) 커뮤니티는 RDF로써 다양한 데이터 집합

을 웹에 출 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로부터

의 데이터 아이템 간의 RDF 링크를 생성하여 웹

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LOD 클라우드는 

Wikipedia의 링크드 데이터 구조인 DBpedia를 

심으로 owl:sameAs 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데

이터 집합 간의 연결을 생성하고 있다. 특히, 

Linked Data Semantic Repository (LDSR)는 사

용자가 데이터의 의미 인 부분을 기반으로 리소

스와 데이터의 특징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LDSR은 사용자가 LOD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리

소스를 쉽게 인식하고 질의를 보내어 다양한 데

이터 집합과 소스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3].  

링크드 데이터는 데이터를 가공되지 않은 형태

로 공개하기 때문에 풍부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

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지 않

는다면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데이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를 들어, 오  API를 

이용하여 오  데이터로 구성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의 로그래  능력이 

요구된다. 만일 문가나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면, 

개별화된 링크드 데이터 생성이 가능해지고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 생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도 

서로 다른 데이터 집합을 연결하여 자신의 링크

드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를 이용하여 일반 사용자들도 자신이 생성

한 데이터 집합을 링크드 데이터에 연결시키고 

기존의 링크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 새로운 데이

터 집합을 생성하는 등 링크드 데이터 생성에 쉽

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이

용하여 서로 다른 RDF 일에 존재하는 RDF 데

이터가 연결되어 어떻게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하

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링크드 데이터 생성

일반 으로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하기 해서

는 데이터를 기계가 이해 가능하도록 RDF 어휘

를 이용하여 RDF 데이터로 표 하고 링크를 생

성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생성

된 RDF 일에 정의되어 있는 RDF 데이터를 쉽

게 연결하여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그림 1>은 아직 연결 계가 없는 



일반인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생성 시스템 개발 및 활용  49

RDF 일 4개가 존재하며 아직 연결 계가 없

는 각각의 RDF 일은 다양한 RDF 데이터를 정

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RDF 데이터들이 서로 

직 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RDF 

데이터는 의미 으로 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owl:sameAs> 

속성을 이용하여 련된 RDF 데이터 간에 링크

를 생성함으로써 링크드 데이터를 쉽게 만들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용 

데이터를 서로 연결한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를 재사용하여 학습 목 에 합한 

개별화된 컨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내가 만

든 데이터가 아니라도 웹 데이터들 간의 링크만 

생성해 주면 자신의 학습에 유용한 정보들만을 

모은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즉, 교사

들은 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

하여 학생들의 수 에 합한 데이터만을 골라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맞춤형 학습 컨텐

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다. 를 들어, 기상 

상에 한 학습의 경우,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기상 상이 발생하므로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

역과 련된 정보들을 링크드 데이터로 모아서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욱 효과 일 것이다. 학생들도 자신에게 합한 

학습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련된 데이터를 서로 연결시켜 제공함으

로써 학습 내용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북

마크나 RSS를 이용하여 필요한 학습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웹 사이트나 웹 

페이지 목록만 제공할 뿐, 그들이 어떤 계를 갖

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를 들어, 지구의 기후 

변화에 한 학습의 경우,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화석연료, 온 가스, 오존, 이산화탄소 등에 

한 내용을 다루는 웹 사이트를 제공한다고 가정

한다. 북마크처럼 각각의 리스트로 제공하는 것 

보다,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여 링크로 연결(즉, 온

실 가스, 이산화탄소, 화석 연료를 연결시키고, 

온 가스와 오존을 연결시킨다)시켜 제공한다면 

의미  연결성을 찾아갈 수 있으므로 학습 내용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출처가 다른 교육용 웹 데이터들의 리

가 편해진다. 웹에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교사나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웹에서 정보를 검색할 경우, 서

로 련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다른 

데이터들을 모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교육 활동에 유

용한 웹 데이터들을 링크로 연결시켜 장하고 

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링크를 통해 련된 교육용 데이터를 서

로 통합시킴으로써 교육용 데이터들이 질 으로 

풍부해질 수 있다. 교사들이 자신의 창의 인 수

업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제작한 링크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 자신의 링크드 데이터에 다

른 교사들의 우수한 링크드 데이터를 연결시킴으

로써 더욱 우수한 교육 컨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

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은 련 

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시스템을 설명한다. 4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교육  시나리오를  소개

하고 5장은 응형 하이퍼미디어  시맨틱 웹 

환경에 본 논문의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

는 지를 설명한다. 6장은 결론을 기술한다.

2. 련 연구

데이터가 링크드 데이터 형식으로 표 되어 있

으면 사용자들은 자신이 찾은 정보에 링크되어 

있는 부가 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최근에 

생명과학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들이 링크드데이

터 형식으로 근 가능하게 만들어졌다[4]. 그러나 

시맨틱 웹 련 기술에 한 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이 링크드 데이터를 만들거나 사용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5].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시맨틱 웹의 

자원이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6]을 이용하여 표 된다는 것과 RDF가 특정 자

원에 하여 기술할 때 자원을 나타내는 주어

(Subject), 속성을 나타내는 술어(Predicate), 속성

의 값을 나타내는 목 어(Object)로 표 된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자원들은 URI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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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Identifier)를 통해 고유 식별자를 가지

고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용하여 자원들 간의 링

크가 생성된다는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용자들이 

쉽게 의미 으로 련 있는 자원들을 연결시켜서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해 다. 

링크드 데이터를 작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들로는 Loomp[7], mSpace Data Picker[5], 

Tabulator[8] 등이 있다. Loomp는 링크드 데이터 

생성 시스템으로써 사용자가 데이터에 한 유의

미한 주석을 달고, 의미 으로 련된 데이터를 

찾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 mSpace Data 

Picker는 개별화된 링크드 데이터 탐색 시스템으

로써 사용자의 특정 목 에 맞는 링크드 데이터

만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마치 개별화된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하여 탐색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Tabulator는 시맨틱 웹 라우 로써 링크드 데이

터의 표  형식인 RDF 문서를 탐색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각 시스템에 한 자세

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oomp는 일반 사용자가 의미 인 주석을 단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블로그, 키, 

웹 라우  등의 웹 애 리 이션에서 해당 콘

텐츠를 다양하게 재사용하도록 하며, 특히 링크드 

데이터처럼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리

소스는 래그먼트와 매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래그먼트에 주석을 달수 있고 래그

먼트들을 조합하여 매쉬업을 생성한다. Loomp의 

서버는 사용자가 콘텐츠의 의미 인 주석을 이용

하여 련된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사

용자의 취향에 따라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으로 

볼 수 있게 해 다[7]. 

mSpace Data Picker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링

크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사

용자가 직  특정 목 에 따라 링크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Faceted Browser를 만들 수 있도

록 한다. 사용자는 Data Picker를 이용해서 링크

드 데이터의 소스를 탐색하고, 탐색 목 에 맞는 

Facet Ontology Definition을 생성한다. 이 

Definition은 사용자의 목 에 맞는 데이터 탐색을 

한 mSpace Faceted Browser Interface를 생성

시키는데 이용된다. 한 같은 목 을 지닌 다른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Definition이 공유되

거나 수정될 수 있다[5]. 

Tabulator[8]는 링크드 데이터 라우 로써 

RDF 문서를 탐색하고 편집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Tabulator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차이 은 다음과 같다. 

첫째, Tabulator는 RDF 문서에 정의된 모든 

predicate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

스템은 두 RDF 문서 간의 연결만을 목 으로 하

기 때문에 <owl:sameAs> 속성에 한 데이터만 

추가한다. 

둘째, Tabulator에서 사용자는 클라이언트가 되

어 서버에 속하여 편집 작업을 한다. 그러나 일

반 인터넷 사용자가 이를 한 서버를 구성하고 

운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

스템은 서버의 구성 과정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장된 RDF 문서나 웹에 존재하는 RDF 문서들

을 서로 연결시켜 링크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셋째, Tabulator는 재 사용자가 탐색하고 있

는 RDF 문서와 련성을 갖는 문서들을 검색해 

주는 기능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미리 웹 검색

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시스템은 재 읽고 있는 문서와 련성을 갖

는 RDF 문서들을 검색할 수 있으므로 편집과 검

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표 1>은 Loomp, mSpace Data Picker, 

Tabulator  본 논문의 시스템을 비교하고 있다. 

Loomp는 사용자가 간단하게 데이터에 한 주

석을 달고 이를 조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으나,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을 구축해

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활

용하기 쉽지 않다. 한 의미 인 주석을 직  입

력하는 과정도 일반 사용자들에게 쉽지 않은 작

업이다. 반면 본 논문의 시스템은 기존의 RDF 문

서를 이용하므로 의미 인 주석을 따로 생성할 

필요가 없고,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구축 없이

도 로컬 컴퓨터에서 애 리 이션을 실행하여 간

단한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mSpace Data Picker는 기존의 링크드 데이터

를 사용자의 특별한 목 에 맞게 탐색하도록 지

원하지만, 사용자가 직  링크를 추가하거나 생성

하여 새로운 링크드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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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ulator는 RDF 데이터에 링크 정보를 추가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직  URI 정보, 속성 정

보 등을 직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다른 RDF 문서 검색을 할 수 없고, Loomp와 마

찬가지로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이 필요하다. 

반면 본 논문의 시스템은 마우스 클릭으로 두 

RDF 문서의 RDF 데이터 간에 링크를 생성시킬 

수 있어 링크드 데이터 생성이 보다 간편하고, 키

워드를 이용하여 Swoogle로부터 RDF 문서를 검

색할 수 있으므로 보다 편리하게 링크드 데이터

를 생성할 수 있다. 

특징

시스템

데이터 정보 

추가
실행 환경

련된 문서 

검색

Loo

mp

의미 인 주석

을 단 래그먼

트 생성  

래드먼트 간의 

조합을 통한 매

쉬업 생성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을 구축 필

요

-의미 인 주석을 

단 래그먼트가 

비되어 있어야 

함

주석을 이용

하여 련된 

래그먼트 

 매쉬업 

탐색

m S

pac

e 

Dat

a

P i c

ker

데이터에 한 

주석이나 링크 

정보를 추가하

지 않음(기존의 

링크드 데이터 

탐색)

Linked Data 

Engine이 구축되

어야 웹에 존재하

는 링크드 데이터 

탐색 가능

RDF 데이터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데이터만 선

택하여 탐색

T a

b u l

ator

RDF 데이터에 

한 정보  

링크 정보 직  

작성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을 구축 필

요

-기존의 RDF 

일 활용

다른 RDF 

문서 검색 

기능 없음

Our

sys

tem

마우스 클릭으

로 두 RDF 문

서에 존재하는 

RDF 데이터 간

의 링크 정보 

생성

-로컬 컴퓨터에서 

두 RDF 문서 간

의 링크 생성

-기존의 RDF 

일 활용

키워드를 이

용 하 여 

Swoogle로

부터 RDF 

문서 검색

<표 1> 련 시스템 비교

3.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Searching 

module, Parsing module, 그리고 Linking module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RDF 데이터 

간의 링크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해 사

용자가 날씨의 변화에 하여 공부하면서 , 비, 

태풍 등 다양한 기상 상을 조사하고 각 기상 

상에 한 RDF 문서를 수집한 후, 련된 기상 

상들끼리 서로 연결시켜 하나의 링크드 데이터

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사용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질의

어(weather+rdf)를 입력하여 날씨와 련된 RDF 

문서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은 Searching 

module이 담당한다. Searching module은 사용자

가 RDF 일들을 연결하여 링크드 데이터를 만

들 때, 사용자 컴퓨터에 장된 RDF 일뿐만 아

니라, 웹에 존재하는 RDF 일도 이용할 수 있도

록 Swoolge 검색 엔진[9]을 이용하여 RDF 일

을 검색해 다. 사용자는 <그림 3> 하단의 진한 

박스 안에 있는 Searching Module이 보여주는 검

색 목록 에서 원하는 RDF 일(weather.rdf)을 

자신의 컴퓨터에 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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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검색된 RDF 일들

Searching Module 이 보여  RDF 일 에

서 련된 내용을 갖는 RDF 일 weather.rdf를 

선택하면 Parsing Module은 해당 RDF 일을 

싱하여 RDF 데이터 집합을 보여 다. Parsing 

Module은 Protégé API[10]를 이용하여 선택한 

RDF 일을 싱하여 <그림 4>의 상단부에 

치한 박스 안에 보이는 것처럼 RDF 일에 존재

하는 모든 RDF 데이터를 subject, predicate, 

object의 트리 의 형식으로 분석하여 RDF 데이

터 집합을 표로 만들어 보여 다. 

이번에는 질의어(hurricane+rdf)를 이용하여

Hurricane과 련된 RDF 문서를 검색하고 <그림 

5> 하단부의 박스 안에 보이는 검색된 문서들 

에서 한 문서(hurricane_katrina.rdf)를 장한 후, 

해당 일을 열어 문서에 정의된 RDF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그림 4> weather.rdf 문서안의 RDF 데이터

 

<그림 5> hurricane+katrina 를 이용하여 검색한 
문서들 목록 

사용자는 <그림 6>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단부에 보이는 “weather.rdf”와 간 부분에 보

이는 “hurricane.rdf”에 정의된 데이터  련된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link를 생성한다. 를 들어, 

weather.rdf 문서의 Hurricanes 와 

hurricane_katrina.rdf 문서의 Hurricane_Katrina 

를 연결시키기 해서 각 문서에 해당 데이터를 

선택한 후, <그림 6> 하단 왼편 박스에 보이는 

"Create a link" 버튼을 클릭하면, 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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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은 <owl:samAs> 속성을 이용하여 

weather.rdf의 Hurricanes와 hurricane_katrina.rdf

의 Hurricane_Katrina를 연결시키는 

<owl:sameAs> 속성을 새롭게 생성하고 새로운 

링크가 생성된 RDF 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장한다. 

 

<그림 6> weather.rdf 와 hurricane_katrina.rdf 를 
보여주는 화면 

 

<owl:sameAs>은 두 개체를 서로 연결시키는 

OWL[11] 속성으로써, 두 개의 URI가 실제로 같

은 것을 참조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림 <7>과 

같이 weather.rdf 에서 hurricane_katrina.rdf 로 

링크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weather.rdf 에서 hurricane_katrina.rdf 로 
링크가 생성됨 

사용자는 <그림 8>처럼 두 문서 간에 link가 

생성된 것 (즉, weather.rdf 문서 안에 있는  

Hurricanes의 새로운 속성인 <owl:sameAs>가 추

가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링크가 생성 된 weather.rdf 문서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열 기압  인도양에

서 주로 발생하는 cyclone을 질의어(cyclone+rdf) 

로 cyclone과 련된 RDF 문서를 검색한 후, 그

에서 하나를 cyclone.rdf 라고 장 한 후 

weather.rdf 문서의 Hurricanes와 cyclone.rdf 문

서의 Cyclone을  연결시킬 수 있으며 (<그림 9>)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

할 수 있다. 

 

<그림 9> 새로운 링크 추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 

사용자들이 RDF나 OWL의 수많은 어휘와 의미 

는 사용방법 등을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RDF 

문서에 정의된 자원의 의미를 악할 수 있어야 

련된 두 자원을 선택하여 <owl:samAs>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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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속성을 통해 링크를 생성함으로써 연

결시킬 수 있다. 

4. 시스템 사용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사

는 쉽게 학습 콘텐츠를 링크드 데이터로 만들 수 

있고 학생들은 만들어진 링크드 데이터를 이용하

여 학습할 수 있다. 를 들어, 교사가 학생들에

게 기후 변화 (climate change)와 련된 RDF 문

서들을 링크드 데이터로 구성하여 학습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교사는 자신이 직  RDF 문

서를 만들 수도 있으나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미 만들어진 RDF 문서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

기 해 교사는 본 시스템 하단의 “Web 

Resource” 검색창에 질의어를 입력한 후, 

“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된 문서 목록을 

볼 수 있다. 이 에서 학습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RDF 문서들을 선택한 해당 문서들을 장

한다. 만일 장한 문서들이 각각 

Financing_a_Global_Deal_on_ Climate_Change.rdf 

와 Global _Climate_Network.rdf 문서라면 <그림 

10>에 보이는 것처럼 두 문서들을 로드한다. 

<그림 10> RDF 데이터 간의 새로운 링크 생성

교사는 <그림 10>의 각 문서들에 정의된 RDF 

데이터 집합들이 “subject, predicate, object”의 형

식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서 각각의 데이터 집합

들  어떤 데이터 집합들을 서로 연결시킬 것인

지 결정한다. 만일 두 RDF 문서에 정의된 데이터 

집합 에서 predicate가 “swivt:page”인 RDF 데

이터가 있다면 그들을 각각 선택하고 “Create a 

link <owl:sameAs>”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링

크가 생성된다.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한 climate change 링크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데 RDF 문서

의 효율 인 탐색을 해 Magpie FireFox 

extension[12]과 Tabulator FireFox extension 

[13]을 설치한다. Magpie는 웹 문서에서 온톨로지

에 정의된 키워드를 음  처리하여 사용자가 

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다. 한 

Tabulator는 복잡한 RDF 문서의 내용을 표 형식

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여 사용자가 문서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학생이 FireFox 에서 Financing_a_Global_Deal 

_on_Climate_Change.rdf 문서를 열면 <그림 11>

처럼 “owl:samsAs” predicate에 한 object에 

“Global Climate Network”라는 RDF 문서가 연결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Tabulator에서 새로 생성된 링크 확인

<그림 11>의 화면에서 학생이 “owl:samsAs”의 

object인 “Global Climate Network”를 클릭하면 

<그림 12>처럼 해당 RDF 문서

(Global_Climate_Network.rdf)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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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새로 생성된 링크가 참조하는 RDF 
문서

만일 <그림 11>의 RDF 문서에서 화면 간에 

치한 “page”의 object를 클릭하면 <그림 13>처

럼 해당 웹 페이지를 볼 수 있다. 

    

<그림 13> RDF 데이터가 참조하는 웹 페이지  

만일 학생이 climate change와 련된 온톨로지

를 Swoogle과 같은 온톨로지 검색엔진을 이용하

여 찾아서 Magpie 안에서 자신이 찾은 온톨로지

를 불러오면 <그림 14>처럼 RDF 문서를 볼 때, 

련 키워드가 음  처리되어 요한 내용을 빠

르게 찾아낼 수 있다. 

<그림 14> Magpie를 이용한 련 키워드 
음 처리

5. 시스템 사용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4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에 사용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응형 하이퍼미디어[14]나 

시맨틱 웹 환경 구성 시스템[15]과 결합되어 더욱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다. 

5.1 응형 하이퍼미디어 콘텐츠 생성

응형 하이퍼미디어는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링크 구조와 내용을 제시하는 시스템

으로써, 교육 분야에서는 각 학습자의 학습 능력

에 합한 교육용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사용 된

다[14]. 본 논문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학습자의 

수 에 합한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데이터 간의 

링크를 생성시킴으로써 개별화된 링크드 데이터

를 제작할 수 있다. 이 게 제작된 링크드 데이터

를 응형 하이퍼미디어의 컨텐츠로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수 에 따라 서로 다른 링크 구조와 내

용을 제공함으로써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를 들어, AHA!는 표 인 응형 하이퍼미

디어 시스템으로써, 컨텐츠는 XHTML의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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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된다. 특히, <if> 태그를 이용하여 페이지

의 특정 부분을 보여주거나 숨기는 기능을 갖고 

있다[16]. 이는 학습자의 학습 상태에 따라 조건

으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시스템을 용할 때, <if> 태그를 이용하여 학

습자의 사용자 모델에 따라 링크 정보를 다르게 

제시한다. 우선 링크드 데이터의 RDF 문서들을 

XHTML 문서로 변환시켜 AHA! 시스템의 컨텐

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한다.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 <owl:sameAs>를 이용

하여 새로 생성된 링크가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지식수 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해당 RDF 

링크를  보여주고, 지식수 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이를 숨기는 조건을 XHTML 문서에 기록한다.

를 들어,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에 

한 학습을 할 때, 이와 련된 DBpedia[17] 페이

지를 링크로 제공하고자 한다. 

① RDF 문서에 생성된 링크

<owl:sameAs 

rdf:resource="http://dbpedia.org/page/Global_w

arming"/>

② 변환된 XHTML 문서에 표 된 링크 

학습자의 사용자 모델에서 global warming에 

한 지식을 100으로 보았을 때, 70이상일 경우 

추가로 생성한 링크인 DBpedia 페이지를 보여주

도록 조건을 부여한다. 

<!DOCTYPE html SYSTEM 

"/aha/www.w3c.org/DTD/xhtml-ahaext-1.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p>

Global warming has become perhaps the most 

complicated issue facing world leaders.

<if expr="globalwarming.knowledge&gt;70">

  <block>

     <a href="http://dbpedia.org/page/Global_warming"> 

http://dbpedia.org /page/ Global_warming</a>

  </block>

</if>

</html>

<표 2 > XHTML 페이지

③ 학습자의 지식에 따라 내용 제시

globalwarming.knowledge이라는 속성값이 70이

상 사용자에게 <block>과 </block>사이에 존재

하는 링크를 추가 으로 보여 으로써 서로 다른 

내용을 제시한다. (<표 3>과 <표 4>)

Global warming has become perhaps the most 

complicated issue facing world leaders.

<표 3> globalwarming.knowledge가 70미만인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텍스트

Global warming has become perhaps the most 

complicated issue facing world leaders.

http://dbpedia.org/page/Global_warming

<표 4 >globalwarming.knowledge가 70이상인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텍스트

  <그림 15>는 본 논문의 시스템과 AHA! 시스

템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15> AHA!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

교사는 본 논문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응형 

하이퍼미디어의 사용자 모델에 정의된 학습자의 

지식수 에 따라 서로 다른 RDF 데이터를 연결

하여 개별화된 학습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지식수 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따라 다른 콘텐츠를 생성한다. 본 논문의 시스템

이 응 으로 학습자의 수 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링크드 데이터 학습자원

을 응형 하이퍼미디어의 콘텐츠로 활용하기 때

문에 응형 하이퍼미디어에 속한 학습자들은 

자신의 지식수 에 합한 링크드 데이터를 제공

받게 된다. 

5.2 시맨틱 웹 환경 구성

[15]는 RDF나 OWL과 같이 복잡한 구조의 언

어가 아니라, 사용자가 정의한 간단한 언어를 이

용하여 시맨틱 웹 자원을 기술함으로써, 사용자가 

간단한 시맨틱 웹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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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는 하나의 온톨로지를 정의하고 그 온

톨로지를 이용하여 자원을 기술하거나 서로 다른 

온톨로지를 통합하여 자원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

다. 만일 링크드 데이터 생성도 가능하다면, 자원

을 통합하고 재사용하여 새로운 자원들을 쉽게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링크드 데이터 생

성을 한 새로운 어휘를 추가해야 하고 문법도 

복잡해지므로 간단한 시맨틱 웹 구성이라는 취지

에 맞지 않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낱낱의 자원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15]에서 

정의한 자원을 주어, 술어, 목 어의 트리 로 

싱하여 보여주고 련된 두 자원을 서로 연결시

켜 다면, [15]에 합한 다양한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6>)

<그림 16> 본 논문의 시스템과 [15] 의 결합

사용자는 [15]를 이용하여 특정 역에 한 온

톨로지를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온톨로

지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인스턴스를 정의함

으로써 시맨틱 웹 자원에 한 정보를 기술하게 

된다. 일반 인 시맨틱 웹과 비교해 본다면, 사용

자가 생성한 온톨로지는 OWL 문서와 같은 온톨

로지 문서에 해당하고 인스턴스는 RDF 문서에 

정의된 RDF 데이터에 해당되므로, 결국 시맨틱 

웹 자원을 생성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면, [15]에서 이미 생성되었던 인스턴스들을 

통합하고 재사용하여 다양한 시맨틱 웹 자원들을 

쉽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

는 시맨틱 웹 환경을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inked Data에 한 문 인 

기술이나 지식 없이도 자신의 컨텐츠를 Linked 

Data에 연결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Linked Data를 

연결하여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Linked Data Authoring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임의의 RDF 문

서에 정의된 데이터를 트리  집합으로 싱하여 

보여주고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을 서로 연결시키

기 해서 OWL의 predicate인 <owl:sameAs>를 

이용한다. 한 사용자의 RDF 문서뿐만 아니라, 

Swoogle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한 RDF 문서

를 검색하고 장한 후, 이들의 데이터 집합을 서

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 다. 사용자는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 소스를 연

결시킬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링크드 데이터용 콘텐츠에 

한 설명을 편집하거나 새로 작하는 시스템들

과 달리, 기존의 RDF 문서에서 의미 으로 련

성을 갖는 RDF 데이터 간에 링크를 간단한 방법

으로 추가할 수 있으므로 일반 사용자도 새로운 

링크드 데이터를 쉽게 생성할 수 있다는 장 을 

갖는다. 학습 자원 생성과 시맨틱 웹 자원 생성에 

용한 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사용자

들도 본 논문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

에 맞는 새로운 링크드 데이터를 쉽게 개발할 수 

있었다. 간단한 방법을 통해 링크드 데이터를 제

작함으로써 콘텐츠 제작비용을 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나 사용가능한 거 한 콘텐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데이터나 콘텐츠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더욱 진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교육 분야에 

용할 경우, 링크드 데이터나 시맨틱 웹의 기술

에 한 문 인 지식이 없는 교사나 학생도 링

크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를 

쉽게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 개개인

의 특징이나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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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별화  수 별 학

습을 한 콘텐츠 제작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이러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학습에 

합한 RDF 문서로 구성된 링크드 데이터 생성

이 무엇보다 요하다. 비록 제안된 시스템에 

Swoogle 검색 엔진으로 검색된 RDF 문서가 학

습에 합한지 자동으로 단하는 로직이 포함되

어 있지 않지만,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발자가 일

반 교사라고 할 때, 검색된 RDF 문서가 학습 목

표에 합한지, 학생들의 수 에 합한지는 재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잘 단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데이터가 특정 학습 내용과 련성

을 갖는가를 단하는 로직이 개발된다면 링크드 

데이터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 링크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해서

는 우선 각 분야에서 요하게 활용되는 데이터

를 링크드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교육용 링크드 데이터를 개발하고자 할 때, RDF 

형식으로 표 된 교육용 데이터가 없다면 링크드 

데이터 개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재 정부

나 기업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의학, 약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 자체 으로 링크드 데이터를 구축

해 나가고 있다. 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을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활용하기 해서 교육

용 데이터의 링크드 데이터화( 를 들어, RDF 형

식으로 변환)를 한 연구가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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