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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논문의목 은정보시스템개발단계에서3종(논문,보고서,과제)콘텐츠를융·복합하여정보필터링

과 시각화에 기반하여 연구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이

단계인 정보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조사된 사용자 니즈 분석과 정보 시각화 요소를 반 하여 본 논문에

서는 화면 로토타입을 작성한 후 3종 콘텐츠에 해 온톨로지와 RDF를 구축하고 정보 필터링과 시맨틱

검색기술을 용하여정보시스템을개발한다.정보필터링을 한척도를지수화하기 해본논문에서는

R&D내비게이션 인덱스를 제안하여 구 하고,R&D콘텐츠를 정보 시각화를 통해 종합 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개발된 시스템에 해 100명을 상으로 디자인 선호

도조사를실시하고실제사용자10명을 상으로사용성을테스트한다.디자인선호도결과도85%가 정

으로 나타났고 사용성 테스트 결과 종합 으로 87.2 으로 시인성은 좋으나 향후 개인화 기능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본 논문에서 제안되고 구 된 논문의 R&D내비게이션 지수가 정량 객 성을

제시하고 향후 다른 콘텐츠의 정보 필터링 지수 개발로 이어지길 기 한다.

■ 중심어 : 정보 필터링 R&D 내비게이션 지수 시맨틱 검색 정보 시각화 사용성 테스트

Abstract

ThispaperaimstodeveloptheNationalR&D InformationNavigationSystem(NRnDINS)thatis

convenientandeasytousebytheresearchersonthebasisofinformationfilteringandvisualizationby

convergingandintegratingthethreetypesofthecontents,namely,paper,reportandprojectatthestage

ofdevelopmentoftheinformationsystem.Aninformationsystemisdevelopedbyestablishingontology

andRDFonthethreetypesofcontents,andbyapplyinginformationfilteringandsemanticsearch

technologyafterhavingcreatedtheprototypeforthescreenbyreflectingtheuserneedsanalysisand

informationvisualizationelementssurveyedatthepreviousstageofinformationserviceplanning.Inthis

paper,tomakethemeasureforinformationfiltering,R&Dnavigationindexisproposedandimplemented,

andNRnDINScapableofintegratedsearchoftheR&Dcontentsthroughinformationvisualizationis

developed.Also,forthetestingofthedevelopedsystem,thepreferencesurveyforitsdesignby100

personsandusabilitytestofthesystemby10usersareperformed.Theresultofthesurveyonthe

preferenceforthedesignisaffirmativewith85%ofthesubjectsfindingitfavorableandthecomposite

receptivityisgoodwiththescoreof87.2astheresultsoftheusabilitytest.However,itwasalsofound

thatfurtherdevelopmentofthepersonalizationfunctionsisneeded.ItishopedthattheR&Dnavigation

indexoftheproposedandimplementedinthispaperwouldpresentquantitativeobjectivityandwillinduce

furtherdevelopmentofotherinformationfilteringindexofcontentsinthefuture.

■ keyword : Information Filtering R&D Navigation Index Semantic Search Information Visualization Us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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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정보이용자의다양한요구와환경변화에따라

과학기술 정보와 R&D콘텐츠를 융·복합한 새로운 과

학기술신지식정보서비스도출에 심이높아졌다[1].

이에 따라 국가R&D정보에서도 주기 리 개

방·공유·업을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해 각자 보유

리하고있던콘텐츠를연계·융합하여새로운정보

인 라구축의필요성이 두되고있다.그러나정보의

양이증가할수록 정보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시간과노력을 이기 한방법으로정보필터

링 기법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구 하기 해서는사용

자 로 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터링을수행

하기 해서 많은 학습시간이 걸리게 된다[2].

R&D콘텐츠가 융·복합된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기

해서는 여러 R&D 정보를 고유식별자(unique

identifier:ID)로상호연계하고수많은검색결과에서사

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 수 있게 하는 정보 필터

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즉 R&D내의 각 정보를

연결하기 해서는R&D정보간 계를나타낼수있는

ID가 필요하며,사용자의 정보 심 역에 하여 기

술한 로 일에기 하여검색결과를보여 수있는

정보 필터링 방법이 필요하다.

본논문의목 은정보시스템개발단계에서3종(논

문,보고서,과제)콘텐츠를융·복합하여정보필터링과

시각화에 기반하여 연구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국가

R&D정보내비게이션시스템을개발하는것이다.이

단계인정보서비스기획단계에서조사된사용자니즈

분석과 정보 시각화 요소를 반 하여 본 논문에서는

화면 로토타입을 재작성한 후 3종 콘텐츠에 해 온

톨로지와RDF를구축하고정보필터링과시맨틱검색

기술을 용하여 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한다.개발된시스템은테스트와검증을 해디자

인 선호도 조사와 실제 사용자가 될 연구자 10명을

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를 해본논문3장에서R&D정보연계와정보시

각화에 해 알아본 후,4장에서 R&D정보 필터링과

이를 한 R&D내비게이션 지수 설계에 해 제안한

다.5장에서는 4장에서 제안한 R&D내비게이션 지수

개발을 포함하여 종합 으로 국가&D정보 내비게이션

시스템개발과개발된시스템의 사용성 테스트에 해

알아본다.

Ⅱ. 관련 연구 및 정보 융·복합

1990년 미국과 유럽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Open

Data의개념이처음으로제시되었다[3].국내에서도과

학기술 R&D분야에서데이터가증가하면서데이터

의 공동 활용과 각 기 간의 상호 력 인 데이터의

연계체제의요구가확산되어가고있다.국내공공데

이터개방정책에따라과학기술 R&D데이터를포

함하여 안 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데이

터포털(data.go.kr)을 통해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

과데이터의개방과공유를 진하고있다[4]. 한,한

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우리나라 DB거래를 활성화

하고공정하고투명한DB유통환경을만들기 해국

내 최 DB오 마켓으로 DB스토어(dbstore.or.kr)를

운 하고 있다[5][6].

DB정보를 융·복합하여 성공한 서비스 사례를 보면

지도·치 정보 기반과 날씨·기상 정보 기반의 매쉬업

(Mash-up)사례들이 표 이다.지도·치기반서비

스에는 부동산 정보를 융·복합한 Trulia,Google맵과

여행지정보를융·복합한Wingbus,사진정보를융·복

합한 Flickr맵,뉴스와 사진정보를 융·복합한 IconBox

등이있다.날씨·기상기반서비스에는 , 화,체육

등과융·복합한사례가많다.DB정보를융·복합한성공

사례를보면재미와 심을유발하는콘텐츠가융·복합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7].

한 최근 시맨틱 웹 온톨로지 기술을 용한 사

례로 화 련해서 네이버의 시맨틱 화검색,법과

련해서법무부의iLaw등이있다.본논문과같이학

술 서비스의 로는구 스칼라,DB피아,SCOPUS,

IEEE디지털도서 등과 비교·분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방과 공유의 추세에 발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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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과학기술 R&D정보를 연계하고 융·복합하여 연

구자가 이용하기 편한 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시스

템 개발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병희(2013)에서는정보서비스기획단계에서시맨

틱 기반으로 국가R&D콘텐츠를 융·복합한 국가R&D

정보내비게이션서비스의사용자니즈분석과정보시

각화 기법을 제안하고,실제 정보 시스템 개발을 수행

하기 단계에서사용자니즈에따라페르소나와화면

로토타입을 작성하고,사용자 니즈 분석과 정보 시

각화서비스설계 차에따라내비게이션방식의인터

페이스를 도출하 다[8].

본논문에서는사용자니즈분석과정보시각화방향

을반 하여[그림1]과같은 체개발구조도에따라국

가R&D정보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을 목 으로 한다.

그림 1. 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융복합 아키텍처

Ⅲ. R&D 정보연계와 정보 시각화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신지식 창출을 한 국가

R&D정보 융·복합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NDSL

(www.ndsl.kr)의 논문,보고서 등의 R&D성과물 콘텐

츠와 NTIS(www.ntis.go.kr)의 과제 콘텐츠를 상호 연

계하여 새로운 온톨로지와 RDF기반의 지식베이스 구

축과 국가R&D정보의 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한

내비게이션 방식의 정보시스템개발에 해알아본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수집한 데이터 건수이다.

표 1. 수집된 데이터 건수 

구분 건수 년도
논문 440,000건 2002~2013

보고서 76,000건 2000~2013

과제 270,000건 2007~2013

공저자(논문) 725,000건

R&D콘텐츠의 융·복합된 서비스 개발을 해서는

여러 R&D정보를 고유식별자(uniqueidentifier:ID)로

상호연계를 하여야 한다.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

이 R&D정보연계를 해 논문(paper),보고서(report),

과제(project)3종R&D콘텐츠에서논문ID,과제ID,인

물ID를 이용하여 정보를 연계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2. R&D 콘텐츠 연계

본 논문에서 온톨로지 구축은 지능 인 웹정보검색

을 해색인화에서필수 인과정이됨에따라제한

인분야에특정하여이루어진다.즉도메인을선정하고

서비스와 보유자원을 심으로 개념을 도출하고 인스

턴스를구축하고평가하는단계로진행된다.[그림3]은

본논문에서구축한논문온톨로지 시이며RDF생성

은 상용제품인 D사의 도구를 이용하여 구축한다.

그림 3. 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온톨로지 모델예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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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향상을 한방법으로정보시각화를통해그

래픽 유 인터페이스(GUI)디자인에 한 연구가 활

발하다[9].이병희(2013)에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

따라사용자니즈설문 인터뷰설계와결과분석,사

용자니즈도출 시안을작성하고내비게이션형정보

시각화 서비스 방식으로 개략 인서비스화면 로토

타입을 제시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실제 체 화면,

R&D콘텐츠의 양과 속도, 로그램 개발을 고려하여

화면과 정보 시각화 요소를 재작성하고 인터페이스를

조 하여 5장에서 나올 형태로 다시 디자인한다.

Ⅳ. 정보 필터링과 R&D 내비게이션 지수 설계

Belkin(1992)은정보필터링(informationfiltering)시

스템의 특징을 정보 검색과 비교하여 제시하 다[10].

정보필터링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정보 달을

포함한다양한과정을기술하는데사용되는용어로서,

정보필터링과 정보검색(informationretrieval)의 구분

이명확한것은아니다.정보필터링은정보검색과달

리사용자의 심이비교 고정 으로 화나음악분

야에 한 사용자 심은 고정 이므로 정보 필터링이

합하다.정보 필터링 연구로는 분야별로 인지 매핑

[11],워드넷[12],개인화된 추천[13],모바일 클라이언

트[14],사건검색[15],상황인식 기반 정보 필터링[16]

등의연구가있으나본연구에서는논문정보에필터링

기법을 용한다.

본논문에서는개발될시스템의주요사용자가될30

명의 산·학·연 연구자에게 사 에 설문과 인터뷰 방식

으로정보선택시 요하게생각하는기 ,정보획득을

한 정보 필터링 방식 개선 방안을 도출하 다.

표 2. 연구자들의 정보 선택시 필터링 방법 

구분 내용

학교
(대학원생)

저자별, 저널별, 주제별, 기관별로 검색

최근 5∼10년 콘텐츠 검색

피인용수가 많은 논문 검색

산업체, 연구원 최근에 많이 본 논문 검색

이러한 개선 방안 도출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정보

이용자들이 논문 정보에서 원하는 정보에 근하기

한 기 을지수화한 'R&D내비게이션 지수'를설계한

다.정보 이용자 요구분석 결과 이용자는 논문의 요

도와 사용성으로 원하는 콘텐츠에 근하는것으로

악되었고 논문의 요도의 기 으로 피인용수를 이용

하고,사용성의 기 으로 이용횟수(클릭수)를 주로 이

용하는 한다고 조사되었다.본 논문에서는 K연구원에

서조사하여서비스하고있는피인용수와NDSL서비스

에서 운 에 해당 논문의 로그 정보를 가져와 논문

의이용횟수를가져와이를조합하여정보이용자의

근성을 한 R&D내비게이션 지수를 설계하 다.

하지만 피인용수와 이용횟수는 데이터의 편차가 심

하 다.즉 피인용수는 체 논문 콘텐츠에서 일부만

있고 부분 0인 것이 많았으며,이용횟수도 마찬가지

로 일부논문만이 집 으로클릭되며 부분은 클릭

수가0인것으로조사되었다.이런심한데이터편차문

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피인용수와 이용횟수

의 순 를 이용하여 정규화하고 산술평균을 이용하는

[공식1]같은 R&D내비게이션 지수를 세웠다.여기서

는 체 문서의 수이고, 와  는 [그

림 4]에서 보듯 논문의 피인용 순 와 이용 순 를 나

타낸다.

[공식1]  

  ×

그림 4. 논문의 피인용 순위와 이용횟수 순위 예

본논문에서제안된R&D내비게이션지수는논문의

피인용수와 이용횟수가 체 콘텐츠의 40%정도만 존

재하는상황이었다.나머지60%콘텐츠즉피인용수와

이용횟수가 없는 콘텐츠에서찾고자하는 논문이 있을

때최하 에나타나는상황을보완할수있는객 인

인자(factor)도 향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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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R&D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및 사용성 

테스트

1. 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사용자 니즈에 따라 작성된 화면 로토타입 의견을

반 하여 실제 구 된 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시스

템의화면은[그림5]로주제별로3종콘텐츠에 해연

구동향,연구인력,연구주제, 련학회,국가R&D동향

을 여러 정보 시각화 방법을 통해 구 하 다.

그림 5. 개발된 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시스템 첫 화면

4장의 [공식1]에서 살펴본 R&D내비게이션 지수

련된 화면은 [그림 6]과 같으며 R&D정보 내비게이션

방식의정보필터링으로구 되었다.즉연도별동향과

련어주제동향이보이고,아래에과제별,주제별,

별, 자별,기 별로선택을하면다음이펼쳐지면서

그 에해당검색결과가나타나며R&D내비게이션지

수0∼100의값에따라피인용순 와이용횟수순 에

따라 내림정렬이 되도록 구 하 다.

그림 6. 개발된 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방식의 정보 

필터링 R&D 내비게이션 지수 화면

2. 사용성 테스트

개발된 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상으

로시스템테스트와검증을 해디자인선호도조사와

실제 사용자를 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 다.

UI디자인 에서정보시스템의디자인선호도를조

사하 다.100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디자인 선호도는

85%가 정 (보통 이상인 경우)로 나타났다.

한개발된시스템의실제사용자가될10명을 상

으로 Tobii사의 시선추 장치(Eye-tracker)와 17인치

모니터와 해상도 1024×768,MS-Explorer를 활용하여

응시시간,시선움직임등을2주간에걸쳐사용성을테

스트하 다.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용성

테스트를 한 태스크는 [표 3]과 같다.

표 3. 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용성 테스트를 위한 

태스크 

상 테스트 내용 테스트 방식

메인화면
대분류, 중분류 수용도 확인
주요 검색어 수용도 확인

Interview, Task,
Heat map

검색결과 페
이지

연도별 동향, R&D성과융합지표, 
키워드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만
족도 조사

Interview, Task,
Heat map,  
Gaze plot

논문 상세페
이지

검색결과 상세페이지에서 제공하
는 R&D Navigator, 발행기관, 
초록, 연관자료 콘텐츠의 유용성 
및 만족도 조사

Interview, Task,
Heat map,  
Gaze plot

R&D 내비게
이터

R&D 내비게이터에 나타나는 관
련 정보에 대한 유용성 및 사용성 
조사

Interview, Task

종합 의견
디자인 선호도 조사
전체적인 서비스 유용성조사
서비스 사용 난이도 확인

Interview, 선호도투표 

메인화면을 사용할 때 체 화면에서 주요 시선 유

율은 [그림 7]과 같고 처음 홈페이지를 하는 사람은

주로 검색창과 분류와 분류 역에 시선이 집 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8]과 같이 검색결과 페이

지의 시선 유시간에 따른 HeatMap과 시선움직임

Gazeplot이 나타낸다.사용성 테스트 결과 종합 으로

87.2 으로 시인성은 좋으나 향후 개인화 기능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사용성 테스트에서 검색결

과 화면 상단에 시각 정보 배치로 인해 주요 콘텐츠

인논문에 한주목도가 하되는경우도나타나는시

사 이 발견되어 개선에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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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트로 페이지의 시선점유시간에 따른 Heat 

        Map+마우스클릭

그림 8. 검색결과 페이지 Heat Map+마우스클릭과 

        Gazeplot(10초간)

Ⅵ. 결 론

최근 과학기술 정보와 R&D콘텐츠를 융·복합하여

과학기술신지식창출을 해새로운정보서비스를도

출하는 데 심이 높아졌다.지 까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와 심에 따라 국가R&D정보 융·복합 시

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NDSL의 논문,보고서 등의

R&D성과물콘텐츠와NTIS의과제콘텐츠를상호연

계하여 새로운 온톨로지와 RDF기반의 지식베이스 구

축과 국가R&D정보의 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한

내비게이션방식의정보 시스템 개발에 해 알아보았

다.즉,정보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논문,보고서,과제

3종 콘텐츠를 융·복합하여 정보 필터링과 시각화에 기

반하여 연구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국가R&D정보 내비

게이션 시스템을 개발에 해 살펴보았다.

이를 해본논문에서는화면 로토타입을다시작

성한 후3종 콘텐츠에 해온톨로지와RDF를 구축하

고 정보 필터링과 시맨틱 검색 기술을 용하여 정보

시스템을개발하 다. 한개발된국가R&D정보내비

게이션시스템을디자인선호도조사와실제사용자10

명을 상으로사용성테스트를 수행하여 디자인 선호

도는 85%가 정 으로 나타났고 사용성 테스트 결과

는종합87.2 으로시인성은좋으나향후개인화기능

개발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국가R&D정보 내비게이션 시스

템은R&D콘텐츠를융·복합한새로운정보서비스설

계의시발 으로 실제사용자니즈조사에따라요구사

항을반 한정보시스템이다.개발된시스템은사용성

테스트를 해외부 기 에서객 평가를수행하여

사용자 만족도와 서비스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 다.

개발된 시스템은 재 운 인 NDSL NTIS에서

시범운 을거쳐 용될 정이며각서비스를모듈화

하여API형태로도개발되어다른곳에활용가능하도

록 하 다.특히,본 논문에서 제안되고 구 된 논문의

R&D내비게이션지수가정량 객 성을제시하고향

후다른콘텐츠의정보필터링지수개발로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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