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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 단계부터 사업화에 대한 고려를 위해서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포함하는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하여 기술

동향, 시장분석,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환경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으

며, 국가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해 후속심화 연구를 위한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공유 및 재사용을 지원하는 표준화 기반의 정보 

공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R&D정보와 NDSL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R&D활동 

관련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NDSL-NTIS 연계 및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계체계 구축, 분석기반 개선, 개념기반 체계 구축, 연계활용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 관리기능 개선을 수행

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R&D정보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키워드: 국가R&D(national R&D), 온톨로지(ontology), 지식맵(knowledge Map)

I. 서 론

시맨틱 웹이 주도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고 처

리할 수 있는 웹 콘텐츠(데이터)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웹에서 보다 확장되어, 웹상의 자원과 정보의 의미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하고 높은 기능성을 가

진 자동화 된 툴의 개발이 가능하고 시맨틱 웹은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공통적인 형태를 갖는다. 시맨틱웹 기술은 온

톨로지를 통해 표현된 다양한 지식을 서로 연계 활용하기 위해서 

URI, 추론, 검증 등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이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R&D활동 관련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NDSL-NTIS 연계 및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계체계 구축, 분석기반 개선, 개념기반 

체계 구축, 연계활용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 관리기능 개선을 수행하

는 것을 목표로 국가R&D정보 의미기반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II. 지식베이스 구축

1. 의미기반 온톨로지 데이터 구축

우리는 DIQUEST가 권리를 갖고 있는 온톨로지 구축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이 온톨로지 구축 방법에는 triple 
repository, triple indexer를 포함하는 native base triple 
repository라고 하는 기술과 이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 search manager로 구성된다. DBMS를 이용한 방법보다 대

용량 처리와 처리속도에 이점이 많아 최근에는 거의 이 방법을 사

용한다.

그림 1.  지식베이스 구축 절차

Fig. 1. Knowledge-Base Construction Process 

본 연구에서는 기 보유중인 R&D정보와 과학기술정보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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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 내는 방향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5개의 contents(project, paper, 
report, patent, trends) 사이에 공통적으로 보유한 주제어를 기본

으로 연계를 시도하였으며, 공통 논문 ID, 인물 ID, 과제 ID를 이

용한 연계를 보완적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2.  온톨로지 모델

Fig. 2. Ontology Modeling 

국가R&D정보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한 온톨로지를 구성하는 

개념과, 인스턴스 속성, 관계를 나타낸다. 국가R&D정보 네비게이

션 서비스 온톨로지의 데이터타입 속성들의 주체 관계이다. 데이

터타입 속성들의 하위 속성 관계는 상위 속성관계로 확장되며, 하
위 속성 관계는 상위 속성 관계의 세분화된 관계로 구분한다.

III. 의미기반 서비스

의미기반 통합검색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주제어에 

따라 사용자의 의도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온톨로지를 이용

한 의미 기반 통합 검색 서비스와 데이터 색인 기반의 통합 검색 

서비스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한다. 데이터 연계 및 인력 관계 

분석이 필요한 과학정보 연계 및 동향, 공저자 분석 등 은 온톨로

지 기반의 시맨틱 통합검색 이용하며 대용량 통계, 컨텐츠 검색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통계 및 검색 기능은 색인 기반의 통합 

검색을 이용한다. 각 단위 서비스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SPARQL(시맨틱 통합검색), Search Query(색인 기반 통합검색)
의 형태로 변화되어 각각에 맞는 레파지토리로부터 관련 결과를 

전송 받으며 전송받은 결과는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XML 
형태로 변환되어 서비스에 전송한다.

IV. 결 론

기술동향, 시장분석, 정책기획을 위해 R&D정보와 과학기술정

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R&D정보와 NDSL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R&D활동 관련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R&D정보와 NDSL 정보를 연

계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의미기반 서비스를 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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