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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인적정보를 접할 수 있다. 과

학기술 분야에서도 많은 인적정보가 있지만 과학기술자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협력 연구

파트너, 등 업무에 적합한 연구자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학술문헌

저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수집

한 해외 학술논문 저자명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백만건의 학술논문에서 저자 식별 요소를

추출한다. 저자 식별요소는 한글, 영문, 한문(일본어 포함)을 대상으로 저자명, 소속기관명, 학술지명,

발행년도, 키워드, 공저자와 공저자 소속기관, 등이 있다. 이 언어별 식별정보를 기반으로 해외 학술

논문 정보에서 저자 식별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향후, 이 추출된 정보를 기반

으로 저자 식별 정보를 클러스터링하고 수정, 편집하여 연구자에 대한 학술정보 활동내역을 정리할

예정이다. 구축될 해외 학술논문 전거 데이터는 연구 협력 파트너 찾기, 과제 심사위원 추천, 등 연

구자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연구자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Various human resource information of the world can be found according to spread of social

network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There are an amounts of researcher information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rea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suitable researcher for research or

business such as research partner, because researcher information is not systematically arranged.

To solver this problem, we are constructing authority data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authority information of overseas academic papers. In this paper, in order to construct

the authority data, we extracts author identification elements from millions of overseas academic

papers, which are published from 1994 to 2012. There are more than 50 author identification

elements such as author name, affiliation, paper title, publisher, year, keywords, co-author,

co-author's affiliation in Korean,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We construct the element

database by extracting and storing an author identification information based on the elements

from overseas academic papers. Future works includes that the authority database for overseas

academic papers is constructed by storing an academic activities of researchers after author

clustering with these extracted elements. The authority data is used to improve the researcher

information utilization and activate community to find a suitable research partner or a business

exa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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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팅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기술의 확산

으로 스마트 폰,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소

셜 네트워크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커뮤티니들 간의 소통으로 전세계 사람들의 다

양한 인적정보를 손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자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

지 않아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지식베이

스의 체계적인 구축 및 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과제 심사, 협력 파트너 찾

기, 등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수집한 해외 학술논문 저자명 데이터를 구축하

기 위한 학술논문 저자식별요소를 추출한다.

추출된 식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클러스터링

과정을 거쳐 연구자에 대한 학술 정보 활동 내

역을 정리하는데 사용되며, 연구자 정보 활용도

를 높여 과학기술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Ⅱ. 관련연구

DBpia[1],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3],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학술논문을 비롯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림 1. DBpia

DBpia[1]는 국내 학술논문, 간행물, 저자목록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DBpia는 전자우편

과 공저자 식별정보를 활용하여 저자를 식별한

다[4]. 이 식별정보를 통해 저자와 학술논문을

검색할 수 있다.

그림 2. NDSL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5]의 국가과학

기술전자도서관(NDSL)[2]에서는 국내외 과학기

술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동향분석, 등을 포함

한 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3]에서는 정보유

통, 연구개발서비스, 사업관리, 연구장비, 성과정

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중 R&D

참여인력정보 DB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

는 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다.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KRI[4]는 연구자들

의 연구업적 등록 및 검증,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들[6-11]에서도 보

다 정확한 연구자 식별정보 연구 실적과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위해 저자 식별정보를 가지고 있

으며 보다 정확한 과학기술자 식별정보를 활용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Ⅲ. 과학기술 전거데이터

과학기술 전거 데이터 시스템은 과학기술 지

식베이스 시스템의 한 서비스로 포함되며 과학

기술자 식별정보와 학술논문 관리, 등을 통해 저

자 전거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국내/해외 논문의 한국인 저자

대상 동일 저자로 1차 식별된 저자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정확성 검증/수정/DB 적재 작업을 수

행한다. 이에 대한 검증은 논문의 메타정보 원

문, 저자 소속기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검증을 수행한다. 검증을 통해 전거

데이터의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한다.

또한 국내/해외 논문의 한국인 저자에 나타나

는 기관명에 대해 계층화/대역어/URL/년도/오

용어정보 입력 작업을 수행하여 기간 전거 데이

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저자 전거데이터와 기관 전거데이

터를 구축하여 과학기술자의 정보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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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학술논문 저자 식별요소 추출

그림 3. 저자 식별요소 추출 과정

그림 3은 이 논문에서 구현한 구축한 해외 학

술논문 저자 식별요소 추출 과정을 보여준다.

1.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수집한 해외 학술

논문 정보 원시데이터(raw data)를 파싱하여 학

술논문 메타 정보를 추출한다.

2. 학술논문 메타 정보에서 저자별로 저자 명,

e-mail, 공저자, 소속, 등의 식별 정보를 추출하

여 scd 파일을 만든다.

* 저자 식별요소는 한글, 영문, 한문(일본어 포

함)을 대상으로 저자명, 소속기관명, 학술지명,

발행년도, 키워드, 공저자와 공저자 소속기관, 등

이 있다.

3. scd 파일을 읽어 들여 임시 전거 DB를 구

축한다. 구축된 임시 전거 DB에는 해외 학술논

문 저자 식별요소가 포함되어 향후 전거 DB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 저자명, e-mail, 출판년도, 공저자, 소속, 등

50개 이상의 필드가 저장되었다.

해외 학술 논문 저자에 대한 임시 전거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글, 중국어, 일본어로 기술

된 저자명, 소속, 키워드, 등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해외 학술 논문 원시 데이터의 오류(

null 값, 특수문자, 등)를 수정하는 작업도 동시

에 진행되었다.

Ⅴ. 결 론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수많은 인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서비스로 해

외 학술 논문에서의 저자 식별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1994년부

터 2012년까지 수집한 해외 학술논문에서 50개

이상의 필드로 추출된 저자 식별정보를 저장하

였다. 향후, 구축된 정보를 클러스터링하여 연구

자에 대한 학술정보 활동내역에 대해 과학기술

저자 전거데이터 DB 구축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축될 해외 학술논문 전거 데이터는 연구 협력

파트너 찾기, 등 연구자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

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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