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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맥/상황 는 사용자의 개방/공유/참여에 따라 연 된 내용 는 체 내용이 복합 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이질 인 데이터가 결합된 동  응형 콘텐츠를 출 하기 해서는 시맨틱 매쉬업 기술이 필

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문/잡지의 뉴스 콘텐츠를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해서, 시맨틱 기술을 활용해 

출 할 수 있는 자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개방/공유/참여의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기술이 발 함

에 따라, 기존에 단순히 소비자 던 사람들이,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슈머가 등장하게 되었고, 출  산업

의 에서는 이러한 로슈머는 1인/개인 작자로 등

장하게 되었다. 특히, 오  API와 공개 데이터를 통해 

구나 데이터/서비스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증

가하게 됨에 따라, 많은 1인/개인 작자들은 공개된 데이

터를 매쉬업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작하고 있지만 재

의 오  API와 공개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통합이나 매

쉬업은 작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기존의 뉴스들을 재조합/재가공해서 자신만의 뉴스를 생

산하는 사용자들이 생겨났지만, 일반 사용자에게는 무나 

많은 이질 인 데이터들이 연 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뉴

스 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문맥/상황 는 

사용자의 개방/공유/참여에 따라 연 된 내용 는 체 

내용이 복합 으로 변화하는 뉴스 데이터를 매쉬업해서 

동  응형 콘텐츠화하여 출 할 수 있도록 링크드 데이

터  시맨틱 기술을 활용한 동  응형 자출  시스

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일반 으로 동  콘텐츠란 애니메이션과 같은 움직이

는 콘텐츠 는 음악, 소리, 동 상과 같은 재생되는 콘텐

츠와 반응/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인터액티 한 상호작용

형 콘텐츠를 의미한다. 동  콘텐츠가 형태 인 측면에서 

변화(동 )를 강조하는 반면에, 동  응형 콘텐츠는 문

맥/상황, 사용자의 개방/공유/참여에 따라 연 된 내용 

는 체 내용이 복합 으로 변화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는 에서 차이가 있다. 동  응형 자출 이라는 것

은, 이러한 동  응형 콘텐츠를 자책 형태로 출 하는 

것으로, 유기 으로 함께 변화하는 콘텐츠를 출 하기 

해서는 매쉬업 기술이 핵심 인 역할을 한다. 동  응형 

자출 의 형태는 작자의 의도가 배제되어, 자동으로 

련 콘텐츠가 매쉬업되서 출 되는 립보드(Flipboard)

와 같은 형태와, 작자의 의도에 따라 콘텐츠를 매쉬업하

는 소셜 큐 이션 출 물로  구분할 수 있다. 

   웹의 창시자인 Tim Berners-Lee는 ‘raw data now’라

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row data) 채로 사용자에게 공

개하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사용자에게 맡기

라고 주장했다[1].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2]라는 역

참조할 수 있는(dereferenceable) URI[3]를 통해 데이터를 

공개, 연결, 공유하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매쉬업해서 활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링크드 데이터는 분산된 웹 환경

에서 이질 인 데이터 간의 통합과 재사용의 목 을 가진 

시맨틱 웹의 목 을 이루기 한 기반 기술이다. 기존의 

웹이 문서(document) 기반으로 단순히 링크(untyped link)

를 통해 연결된 것과는 달리, 링크드 데이터 기반의 웹은 

사물(thing) 는 리스소 심으로 의미  링크(typed 

link)를 통해 연결된다. 이는 사물(thing)에 한 이름으로 

URI(웹에서의 유일식별자)를 부여하고 시멘틱 웹 표 인 

RDF[4] 모델((주어,  서술어, 목 어)형태로 데이터를 표

하기 때문에 의미 모호성 없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링

크드 데이터는, OWL[5] 기반의 온톨로지나 SPARQL[6] 

질의어를 통해 더욱 많은 활용이 가능해 진다. 온톨로지 

기반으로 링크드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온톨로지에 정의된 

URI들을 재활용하고 온톨로지에 정의된 개념들을 데이터 

통합에 할 수 있고 한 온톨로지에 정의된 규칙이나 추

론을 통해서 암묵  데이터 사이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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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데이터 자체  데이터 간의 설명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SPARQL은 RDF 그래 에서 패턴을 매칭해서 

질의를 하는 질의 언어로,  SPARQL를 활용한다면 검색

어를 모르면 검색이 불가능한 재의 검색 시스템과 달리, 

주변 정보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  정보를 

통한 연속 검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시맨틱 데이터 매

쉬업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링크드 데이터의 특징은, 인

간뿐만 아니라 기계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

동화를 통한 데이터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진다. 

3. 제안 시스템

3.1 동  응형 뉴스 자출  시스템 구성도

(그림 1) 체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체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체 시스템

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문, 잡지의 뉴스 데이터를 링

크드 데이터화 시키는 모듈(URI Mapper, RDF 

Generator)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온톨로지나 

SPARQL 템 릿을 활용하는 모듈(Ontology, SPARQL 

template), 데이터를 선별(Semantic News Data Mashup)

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집할 수 있는 모듈

(Editing/Adaptive Layout), 그리고 최종 편집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는 모듈(E-Book Generator, 

Dynamic Contents Generator)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자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를 제공해주는 Open API 메서드들에 해서 직  해당하

는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거나 로그래 해서 매쉬업해

야 했지만, 제안하는 동  응형 자 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온톨로지를 선택하고, 질의어를 입력하

면, 온톨로지, SPARQL 템 릿을 통해, 자동으로 련 데

이터를 매쉬업하고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한다. 한 편집된 작물은 다양한 형태로(OSMU : One 

Source Multi Use)로 변환해서 출 할 수 있다. 

3.2 URI Mapper  RDF Generator를 통한 거

시 뉴스 데이터의 링크드 데이터화

   본 제안시스템에서는 기존에 계형 데이터베이스 형

태로 보유하고 있는 거시 신문, 잡지의 뉴스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화시키기 해서, URI Mapper 모듈과 RDF  

Generator 모듈로 구성된다. 기존의 신문, 잡지의 뉴스 데

이터는 그림 2와 같이 rNews[7] 온톨로지와 언론진흥재단

의 news ML[8]에서 요 어휘를 선정해서 커스터마이징

하 고 URI를 URI mapping 규칙을 통해서 각각의 뉴스 

데이터에 해서 고유한 URI를 부여하 다. 이 게 URI

가 부여된 뉴스 데이터에 해서 커스터마이징된 온톨로

지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RDF 형식으로 장소에 

장하 다. 

(그림 2) 커스터마이징한 rNEW 온톨로지

   장소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고유 URI가 

매핑된 신문, 잡지의 뉴스 데이터를 RDF 형태로 장되

는 링크드 데이터 장소와 각 주제별 온톨로지를 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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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소이다. 두 장소 모두 Neo4J[9] 그래  데이터베

이스로 구축했다. 그래  데이터베이스는 속성을 가진 노

드와 계 정보(즉, 그래  는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장/처리하기 때문에 RDF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용

이하다. 이러한 특성은 온톨로지와의 연동성과 SPARQL 

질의 도구에 한 사용성을 보장해 다. 한 ACID 트

랜잭션과 인텍싱을 지원하기 때문에 장  검색의 효율

성이 좋고, 이는 용량의 동  응형 데이터를 출 을 

한 최 이 선택이 된다. 

3.3 시맨틱 기술  응형/반응형 이아웃 기술

을 활용한 동  응형 뉴스 콘텐츠 작

(그림 3)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3은 본 제안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여

다. 사용자는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로그인하

여 제안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우측 선택란

에서 주제 온톨로지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질의 

내용을 한정할 수 있다. 한 검색란에 질의어를 입력하면 

SPARQL Template에 의해서 입력된 질의어가 자동으로 

SPARQL Endpoint 질의어로 변환된다. 사용자는 복잡한 

SPARQL 문법을 학습할 필요가 없다. 이 게 입력된 정

보에 해당하는 결과가 입력란 아래에 출력된다. 사용자는 

결과를 확인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다. 

이 게 출력된 결과 값에 한 재질의를 통해서 다양한 

매쉬업된 콘텐츠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출력 연

결은 시맨틱 매쉬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요한 기능이다.  

이와 별도로 매쉬업된 콘텐츠에 해서, 사용자가 직  내

용을 편집할 수 있다. 

   매쉬업된 콘텐츠는 동  응형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콘텐츠의 형태  특성이 가변 이다. 따라서 콘텐츠의 외

형  변화에 맞게 자동으로 이아웃이 변화하는 응형/

반응형 이아웃 기술이 요구되어 진다. 본 제안 시스템에

서는 최종 출력된 화면의 크기와 화면의 방향에 따라 콘

텐츠가 페이지에 차지하는 비율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이아웃 템 릿을 제공한다.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아웃 한 사용자가 직  편집할 수 있다. 

3.4 Generator를 통한 링크드 뉴스 데이터의 자

출

   E-Book Generator에서 매쉬업해서 내용  이아웃

이 편집된 재가공된 작물을 Web이나 자출  표  포

맷인 epub나 pdf 형태로 출 할 수 있다. 그리고 

Dynamic Contens Generator에서는 콘텐츠가 갱신될 때마

다 동 으로 클라우드형 콘텐츠 장소로 출력한다. 이는 

개발 인 용 뷰어와 연동하여, 콘텐츠의 실시간 동  

응형 변화를 반 할 수 있다. 

4. 결론

   데이터의 가치와 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이질 인 데

이터들 간의 의미  연결을 고려한 시맨틱 기술  링크

드 데이터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에 연계되지 못했던 데이터들의 상호 연결에 요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들이 시맨

틱 기술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문, 잡지의 뉴스데이터를 링크드 데이

터 화하고 이를 시맨틱 기술을 활용해서, 동  응형 콘

텐츠화 해서 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뉴스 

데이터처럼 다양한 상호 연결이 되어 변화하는 데이터들

을 링크드 데이터화해서 출 한다는 것은 구나 데이터/

콘텐츠를 만들고 자유롭게 주고 받고, 이용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궁극 으로는 데이터/콘텐츠를 둘러싼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신문, 잡지 뉴스 데이터

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를 링크드 데이터화해서  

동  응형 자출 에 용하는 것이다. 

감사의  

본 연구는 문화체육 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3년

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1] http://www.w3.org/DesignIssues/LinkedData.html

[2] Linked Data : www.w3.org/wiki/LinkedData

[3] URI : www.w3.org/TR/uri-clarification/

[4] RDF : www.w3.org/RDF/

[5] OWL : www.w3.org/TR/owl-features/

[6] SPARQL : www.w3.org/TR/rdf-sparql-query/

[7] rNews:https://www.iptc.org/site/News_Exchange_Formats/rNews/

[8] newsML-kr : 

[9] Neo4J : www.neo4j.org/

- 10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