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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org 이용하여 HTML 데이터 구조화하기

개발자들이 정의한 각종 데이터를 최종 결과물인 HTML 문서를 통해서
출력하지만 이를 다시 데이터형으로 돌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HTML 문서에서 데이터를 구분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이크로데이터이나
마이크로포맷 또는 RDF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DFa는 XHTML에나 잘
어울릴 법한 모양새이고 사용법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포맷이나 마이크로데이터를 선호합니다. 마이크로포맷은 별도의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필요로하지 않고 class와 rel 속성만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지만, 단계가 있거나 관계가 있는 데이터를
구조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RDFa와
마이크로포맷의 중간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구글이
문서(microdata, microformats, RDFa)를 잘 만들어 뒀습니다.
이 얘기는 수년 전부터 거론되었지만 웹사이트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이렇다
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들끼리 말만 많았던 HTML5 스팩이죠. 최근
구글은 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나 인물을 표시하거나 제품이나
장소 등의 평점 및 리뷰, 앨범의 트랙 정보 이벤트 등을 검색결과에
노출하고 있으며, 이것을 리치 스니펫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구글은 리치
스니펫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마이크로데이터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를 정의하는 스키마를 필요로합니다. 대표적으로
data-vocabulary.org또는 schema.org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스키마를
선언하는데 이를 잘 이용하면 관계형 데이터 구조화가 가능해 집니다.

구글은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 구조화된 데이터 테스팅 도구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schema.org의 데이터 스키마를 기반으로 이 블로그의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테스팅 도구를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제법 쓸만한 데이터가
만들어 지더라고요. 조금 더 발전하면 ATOM이나 RSS를 별도로
제공하는게 무의미해질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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