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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링크드 오  데이터(Linked Open Data)의 일종인 DBpedia 개체를 치기반으로 검색하여 

지도상에 표시해주고, 표시된 개체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개체에 한 RDF 형태의 데이터를 싱하

여 개체에 한 기본 인 정보와 사진과 외부로의 링크 등을 제공한다. 한 개체가 가지는 특성을 지

정하여 지도에 선택 으로 표시하는 필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웹 애 리 이션을 개발하기 

해 오 소스 웹 임워크인 루비 온 일즈(Ruby on Rails)를 사용하 고, HTML5와 Google Map 
API를 활용한 반응형 웹 애 리 이션으로 구 하 다.

1. 서론

   유·무선 통신과 련된 신기술들이 들에게 보편화

됨에 따라 인터넷과 실생활은 이제 아주 하게 연 되

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정보가 웹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을 재사용하는 에는 많은 어려

움이 따른다. 이러한 을 보완하기 해 시맨틱 웹

(semantic web)이 제시되었으며, 시맨틱 웹을 실 하기 

한 방안으로 링크드 오  데이터(LOD: Linked Open 

Data)가 사용되고 있다. 링크드 오  데이터는 공공 데이

터에 HTTP, RDF, URI 등과 같은 국제 표 의 주소 정

보와 의미 정보를 추가로 부착하여 데이터 간 결합성을 

극 화한 데이터 형태이다[1]. 따라서 링크드 오  데이터

를 통해 기존 문서 주의 WWW 달 방식을 페이지가 

아닌 데이터간 연결 심으로 환하여 보다 풍부한 자원

의 생산과 효율 인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웹을 지능화

시킬 수 있다[2].

   본 논문은 와 같은 링크드 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반응형 웹 애 리이션 개발 사례로, 링크드 오  데이터의 

일종인 DBpedia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기반 DBpedia 탐색 웹 애 리 이션 개발에 한 내

용이다.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No. 2016R1D1B02008553).

2. 이론  배경

2.1 링크드 오  데이터

   링크드 오  데이터는 시맨틱 웹을 구 하는 한 방법

으로 웹상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각각에 의미를 부여하여 연결시키는 의미

론 인 방법이다[3]. 링크드 데이터는  웹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URI로 식별하고, URI를 통해 정보들이 서로 연

결되는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얻는 이 은 기존 데이터의 재사용이 용이하고 데이터의 

복을 일 수 있다. 링크드 오  데이터는 링크드 데이

터  오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재사용 가능한 것을 말

하며, 이러한 링크드 오  데이터는 재 빠르게 성장 

이며 국내에서도 공공/민간부문 모두 링크드 오  데이터

를 이용한 데이터 구축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 

   링크드 오  데이터는 2017년 재 1100여개의 데이터 

세트가 구축되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LOD의 심에는 

DBpedia가 존재한다. DBpedia는 온라인 백과사 인 

Wikipedia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데이터 세트

로써, 온라인 백과사 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것들에 한 데이터세트를 가지고 있

다. 재 어버  DBpedia를 기 으로 약 4백 58만 여개

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RDF 쿼리 언어인 Sparql을 

사용하여 웹 개체를 효과 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

은 LOD들이 상호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도식화하여 나타

낸 그림으로 수많은 LOD의 심에 DBpedia가 치해 다

양한 데이터세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2017. 11)

- 975 -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그림 1) LOD cloud

2.2 루비 온 일즈(Ruby On Rails)

   루비 온 일즈는 루비 언어를 사용하는 오  소스 웹 

임워크이며 Active Record, CoC(Convention over 

Configuration), DRY(Don't repeat yourself), MVC 패턴 

등 잘 알려진 소 트웨어 엔지니어링 디자인 패턴과 

Agile 개발 방식이 임 워크에 통합되어 있다[4]. 이로 

인해 유지 보수성  확장성 등이 우수하고 체 애 리

이션에 한 코드 리가 용이하다. 한 외부 라이 러

리를 추가하는 것도 매우 간단한 편이다. 와 같은 특성

으로 인해 루비 온 일즈를 이용하면 상 으로 빠른 

속도로 웹 애 리 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에 로토타입을 제작 할 때나 소규모로 로젝트를 진행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반응형 웹 애 리 이션 개발

3.1 애 리 이션의 구성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데스크톱 환경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화면으로 본 논문에서 개발한 반응형 웹 어

리 이션의 체 인 모습을 보여 다. 반응형 웹은 말 그

로 웹 라우 의 가로 사이즈에 반응하여 최 화된 콘

텐츠 UI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서 별도의 신기술이라고 

하기 보다는 CSS3의 속성을 활용한 웹 UI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5]. 반응형 웹은 1개의 HTML, 즉 원소스로 구

하여,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해도 별도의 응 없이 최

화된 화면을 구 할 수 있다. 두 그림은 반응형 웹으로 구

한 실행 화면으로 환경에 맞추어 이아웃이 변경되어 

표시되어 있다. 가장 쪽에는 주변 DBpedia 개체 검색, 

찾은 개체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필터링하는 기능 등을 가

진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도가 차지하

고 있다.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지도에 나타난 개체들 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이에 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

다. (그림 2)와 (그림 3)에는 한 개의 개체를 선택하여 세

부 정보를 보여주는 팝업 형식의 세부 정보창이 띄워져 

있는 모습이다. 이 세부 정보 확인창의 가장 상단에는 개

체 이름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3부분으로 나뉘어

서 외부로의 링크를 제공해주는 첫 번째 부분과, 간단한 

요약정보와 사진을 보여주는 2번째 부분, 그리고 해당 개

체와 같은 속성을 가지는 개체들을 필터링하는 3번째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데스크톱 환경 (그림 3) 모바일 환경

3.2 애 리 이션의 개발 기법

   웹 애 리 이션의 개발 랫폼은 루비 온 일즈를 

사용하 고, HTML/CSS3와 자바스크립트를 하게 섞

어 사용하여 여러 기능들을 구 하 다. 한 Google에서 

제공하는 Google Map API를 이용하여 지도와 련된 기

능들을 구 하 으며, 반응형 웹을 구 하여 기기의 해상

도 정보를 기 으로 데스크톱과 모바일 페이지에 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CSS를 구성하 다. 

   첫 페이지에 속 시 HTML5의 geolocation API를 이

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악한다. 이 geolocation API의 

경우엔 IP, Wi-Fi, GP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용자

의 치를 악한다. 악한 치를 도/경도 값으로 받

아 지도의 심을 사용자 치로 하여 표시한다. 이후 상

단에 있는 메뉴  Search 버튼을 르면 사용자의 도/

경도 값을 바탕으로 DBpedia에서 제공하는 Sparql 쿼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변의 DBpedia 개체를 검색한다. 

Sparql 쿼리 결과는 RDF/XML 형식의 결과 값을 다운받

은 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개체들을 지도상에 마커 

형태로 표시한다. 맵에 표시된 마커에 데스크톱 환경에서

는 마우스를 올릴 경우(혹은 모바일 환경의 경우 터치 했

을 때) 개체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했으며, 표시된 이름을 

클릭했을 때 상세정보 팝업이 나타나도록 했다. 한 쿼리 

문에 개체들의 타입(rdf:type)을 질의하는 부분을 추가하여 

각 개체들의 타입을 알아내고, 이 값들을 바탕으로 상단 

메뉴  타입 필터링 메뉴의 드롭다운 형식의 목록들을 

검색된 개체들이 가지는 타입의 목록을 동 으로 구성한

다.

   이같이 구성된 목록의 값들  하나를 선택하면 검색

된 개체들  해당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값만 지도에 표시

되는 기능을 구 하 다. (그림 4)는 목록  ‘Station’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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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는 개체만 표시된 화면으로 지하철과 기차역이 

여러 개의 선 형태로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필터링 기능으로 원하는 특성을 가지는 개체를 손쉽

게 찾을 수 있다. 혹은 하나의 개체를 선택하여 나타나는 

세부 정보창에서도 해당 개체가 가지고 있는 타입을 선택

하여 같은 특성을 가지는 개체를 찾는 기능을 갖추어서,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개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

다. 세부 정보 창에서 특성 선택 후 Find버튼을 을 때

도 (그림 4)과 같이 동일하게 표 된다.

(그림 4) 속성 필터링

   

   기 계획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 

하는 걸로 계획 했지만, 상세 정보 표시창의 표시내용은 

서버로 키워드를 송한 후 데이터를 다시 받아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 하 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이유는 

HTML의 치 정보를 사용하기 해서는 보안  개인정

보 보호를 해 https 로토콜을 이용한 보안 연결이 요구 

되었으나, DBpedia 페이지가 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DBpedia에 연결을 시도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차단되어 애 리 이션의 정상 인 작동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체를 선택하면 서버 측으로 개체에 한 정

보를 송하고, 서버 측에서 DBpedia의 데이터를 읽어 들

여서 필요한 내용만 다시 클라이언트 측으로 송하는 방

법으로 구 하 다. 서버에서 DBpedia에 해당 개체에 

한 데이터를 RDF/XML 형식으로 다운받아, 개체의 이름

이나 홈페이지 링크, 요약정보, 사진 등 세부정보에 필요

한 데이터들을 선택하여 클라이언트 측으로 송해 표시 

하도록 구성하 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표  웹을 이용하여 치 기반의 

DBpedia 탐색 반응형 웹 애 리 이션을 개발하 다. 사

용자 주변의 DBpedia 개체의 간단한 정보와 추가 인 탐

색 기능 등을 제공하며, 반응형 웹을 사용함으로써 표  

웹을 지원하는 라우 로 속만 가능하다면 사용자의 

속 기기의 종류나 운 체제, 기기의 크기 등 환경에 구

애받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속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면 사용자에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

게 시맨틱 웹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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