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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에서도 글로벌 리포지터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통계데이터는 학술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정부나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리포지터리 정보 수집모듈은 

향후에 글로벌 리포지터리 검색 플랫폼 구축 시 핵심엔

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수집모듈 검증은 OpenDOAR와 ROA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모듈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리포지터리에 대한 

현황 조사를 위해서, OpenDOAR와 ROAR가 제공하는 

메타데이터의 단순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룬다. 또한 연구

대상 리포지터리를 선정할 때 OpenDOAR와 ROAR가 핵

심 정보원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1]. 하지만, 글로

벌 리포지터리 정보를 수집하여 수집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Sahu et al. (2013)도 

OpenDOAR와 ROAR가 전 세계 리포지터리들의 최신 정

보 제공 한다 주장하며 자신의 연구에 정보원으로 사용

한바 있다. 수집모듈 검증은 OpenDOAR와 ROA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모듈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3]. 

Ⅱ. 본론

2. 모듈개발

  수집모듈 개발은 대한민국, 중국, 일본의 리포지터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Kim(2014)이 개발한 소스 코

드를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2]. 개발은 윈

도우즈 기반의 Eclipse 환경에서 개발을 하였다. 자바 언

어를 사용하였으며, 가상 머신은 호환성을 위해서 1.7 버

전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MySQL 오픈소스를 사용하였다.

2.1 대륙별 국가정보 수집 모듈

  DOAR에서는 대륙별 국가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기 위

한 API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서비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cContinent’ 파라미터에 대륙의 이름을 파라미터로 

전달하게 되면 해당 대륙에 속한 국가와 국가코드 정보

를 획득 할 수 있다. 

2.2 리포지터리 소프트웨어 정보 수집 모듈

  ROAR에서는 리포지터리 소프트웨어와 코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기 위한 API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서비

스 분석 결과 ‘http://roar.eprints.org/cgi/schema’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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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리포지터리의 현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모듈을 개발하고 이의 완전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OpenDOAR와 ROAR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리포지터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각각의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API와 웹페

이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하였다. 개발 모듈로는 대륙별 국가정보 수집모듈, 리포지터리 소프트웨어 정보 수집모듈, 리포지터리 

주제 정보 수집모듈, 리포지터리 상세정보 수집모듈을 개발하였다. 수집모듈로 수집된 리포지터리 정보를 대상 정보원의 데이터

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모듈의 완전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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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eprint.software’ 이름속성 값을 이용하여 ROAR

에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코드 값을 획득 

할 수 있다.

2.3 리포지터리 주제 정보 수집 모듈

  ROAR에서는 리포지터리 주제 정보와 코드 정보를 별

도로 수집하기 위한  API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서비스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정보를 수집했던 것과 동일하게 

‘http://roar.eprints.org/cgi/schema’ 문서의  ‘subject.eprint.subjects’ 

이름속성 값을 이용하여 ROAR에서 관리하는 주제와 주

제코드 값을 획득 하였다.

2.4 리포지터리 상세정보 수집 모듈

  OpenDOAR와 ROAR 레지스트리를 대상으로 리포지터

리정보 수집을 위한 핵심 모듈은 공통된 프로세스로 작

동한다. SAX, DOM 구문을 분석하기 위한 표준화된 API

를 사용하였다. SAX 구문 분석기 객체의 환경 설정 및 

생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DocumentBuilderFactory’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였다. 객체 성성 시 시스템 프로퍼티로 

지정된 팩토리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디

폴트로 생성된 팩토리 객체를 이용하여 XML 문서로부터 

DOM 트리 객체를 생성하는 ‘DocumentBuilder’ 추상클

래스 객체를 사용하여 XML 문서를 읽어서 리포지터리 

정보를 수집하였다.

3. 리포지터리 정보 수집모듈 검증

  OpenDOAR 데이터 수집 모듈을 검증하기 위해서, 국

가별로 등록된 모든 리포지터리 정보를 수집하였다. ‘AD’

는 등록된 첫 번째 국가코드를 의미하며, 맨 하단의 ‘’는 

등록된 마지막 국가코드를 의미한다. DOAR 데이터 수집 

모듈 작동 시 국가코드별 리포지터리 정보 획득에 사용

되는 쿼리는 다음과 같다.

http://www.opendoar.org/api13.php?show=max&co=AD

http://www.opendoar.org/api13.php?show=max&co=AE

http://www.opendoar.org/api13.php?show=max&co=AF

<중간 생략 ...>

http://www.opendoar.org/api13.php?show=max&co=ZW

  국가코드 ‘GT(과테말라)’와 ‘MC(모나코)’는 OpenDOAR 

서버에서 보내준 XML 문서에 오류가 있어서 해당 국가

의 리포지터리 정보는 수집되지 않았다. ROAR 데이터 

수집 모듈 검증을 위해서는 ROAR에서 제공하는 

‘rawlist.xml’ 파일을 사용하였다. 

▶▶ 그림 6. 대륙별 리포지터리 분포 현황 

(2016.2.18. 현재) - 수집모듈 제공

  2016년 2월 18일 현재, ROAR에 등록된 리포지터리 개

수는 3532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ROAR에서 제공하는 

‘rawlist.xml’ 파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

축된 데이터는 총 4171개의 레코드로 현재의 ROAR에서 

제공되는 리포지터리 개수와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개발된 ROAR 데이터 수집모듈은 ROAR에 등

록되었던 과거의 모든 리포지터리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

미가 크다.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와 현재의 ROAR 데이

터의 일관성을 검증할 수는 없었다. 

Ⅲ. 결론

  글로벌 리포지터리 정보를 수집하는 모듈을 개발하고 

실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듈을 검증하였다. 수

집정보원으로는 OpenDOAR과 ROAR를 사용하였다. 대

륙별 리포지터 수량을 보여줌으로써 OpenDOAR에서 제

공하는 데이터와 수집모듈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일관성

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ROAR의 경우, 과거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원을 사용하여 수집데이터의 일관성을 증

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향후에 현재의 ROAR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하여 질의어 패턴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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