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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콘텐츠와 기술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만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양한 콘텐츠 및 기술을 공통의 활용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함으로

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더불어 과학기술 데이터와 기술들을 용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체제에서의 다양한 API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종 콘텐츠와 기술들은 플랫폼 상에서 API Gateway를 

통해 상호작용하고 식별된 연구자, 기관, 용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콘텐츠를 융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support the service efficiently, a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platform that can share the same contents and 
technologies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develop a platform that can use various contents and technologies as a common 
utilization factor, and support a fast and efficient service. In addition, It suggest examples of various APIs in a platform 
environment system that can utilize scientific data and technologies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ir use. Throughout the 
studies, various contents and technologies will be able to connect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through the API Gateway on the 
platform, as well as to integrate Science and Technology contents based on identified researchers, institutions, and terminolog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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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D 패러다임이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고, 빅데이터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과학데이터의 공동 활용이 시작되

었다. 이 때문에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공유정책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식공유와 열린 논의를 통

해 과학적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17세기부터 

존재했고, 현재는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라는 개념으

로 이어져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1]  

2016년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이하 R&D; 

Research & Development)의 기본적 지향점은 과거의 추격

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있다. 1세대 관측 및 실험 중심의 경험과학, 2세대 이론 원

리 중심의 이론과학, 3세대 컴퓨팅자원 중심의 계산과학, 4세

대 데이터 중심의 연구 패러다임을 거쳐 현재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분

야의 대규모 공유 및 협업을 중심으로 한 5세대 연구패러다임

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필요 자원

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

션(Open Innovation), e-Science, Science 2.0, Cyber 

Science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방․협
동 연구를 의미하는 관련 개념들도 등장하였다. 기계 및 소재 

기술의 발달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새로운 첨단장비 개발을 가

속화 하였고 이를 통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데이터가 실시

간으로 생산되고 있다. 최근 융․복합 제품의 확산, 디지털 기

술의 발전과 고도화,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 등 연구 환경

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개방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기

존의 연구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2] 

R&D분야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될수록 과학 데이터

에 대한 공유․활용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제기

되었다. 더불어 최근에 과학계에서도 연구의 결과와 과정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개방하자는 '오픈 사이언스' 운

동이 확산되었다. 2013년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8 과학 장

관 회의는 학술논문 뿐 만 아니라 연구 데이터의 오픈에 대해

서도 언급하였고 세계적인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10월 세계과학정상회의에서 오픈 사이언스의 중요

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현재 다수의 과학자들이 공동연구와 

그 성과를 일반인에게 알리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데 적극

적이다. 대표적인 공유플랫폼의 예로는 미국과 영국의 공공 

데이터 공유를 위한 CKAN[3], Socrata[4] 등의 플랫폼이 

있으나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분석 기능 보다는 시각화와 서

비스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연구자간 협력을 유도하고 

연구자 보유 데이터를 공유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설계하였다.

그림 1.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지원 지식 공유 플랫폼

Fig. 1. Knowledge Open Platform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현재 KISTI는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지원을 위해서 다양

한 서비스들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한민족과학기

술자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KOSEN(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

크) 서비스, 국내외 논문, 특허 및 보고서 통합 검색을 위한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서비스, 특허 분

석 서비스인 COMPAS(COMPetitive Analysis Service, 경

쟁정보분석서비스 ) 등과 같이 서비스들이다. 하지만 이런 서

비스들은 개별 콘텐츠 및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동일

한 콘텐츠 및 유사한 기술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

에 콘텐츠와 기술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요구

된다. 또한 데이터, 기술, S/W 및 Open API와  

B2B(Business-to-Business)시 중심의 플랫폼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및 기술을 

공통의 활용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Ⅱ. 개념 및 관련연구

2-1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오픈 사이언스는 과학 연구의 결과와 과정을 누구나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유 및 개방하자는 운동으로 R&D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과학계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결과자료

(출판물, 데이터 등)를 디지털화된 형식으로 공개함으로써, 

연구성과 및 과정에 대한 후속 검증, 추가 연구, 새로운 연구

방법 개발 및 다양한 연구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하

였다. 이는 개방적 연구협력을 도모하는 다양한 활동과 과학

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들을 개념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즉,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철학적인 개념으

로 과학계의 지식 공유라고 이해할 수 있다.[5] 

오픈 사이언스의 대상은 논문과 같은 과학적 출판물 뿐만 

아니라 과학적 성과물(음성 녹음, 토양시료, 보관 중인 문서 

등)도 포함한다. 후대 연구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연

구를 검증하거나 후속 발전을 진행할 수 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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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Data: 연구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

․  Open Source: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코드 공개 및  

       자유로운 이용 허용

․  Open Methodology: 연구에 이용된 방법론 공개

․  Open Peer Review: 논문심사의 투명성을 위하여 심사  

       자의 리뷰 결과 공개

․  Open Access: 연구 활동의 결과물인 논문에 대한 자유  

      로운 접근 허용

․  Open Educational Resources: 학교에서 활용되는 교   

      육 자료의 공유

․  Open Collaboration: 연구협력 개방

이 중 OECD에서는 오픈 사이언스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오픈 데이터(Open Data),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오픈 액세스

(Open Access), 연구 협력을 위한 오픈 협력(Open 

Collaboration)을 주요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오픈 데이터는 연구 결과 및 과정에서 도출되는 데이터로 

실험, 관찰, 측정, 조사, 분석, 시험 계산 등에서 발생하는 모

든 형태의 데이터를 지칭한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재사용

에 있어 기술적․법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이 가

능하며 연구 데이터, 메타 데이터, 정부 데이터 등을 포괄한

다. 특히 뇌 과학 및 기후 변화 연구 등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

한 연구에 유용하다. 오픈 액세스는 과학분야에 보다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오픈 협력은 사회적인 쟁점에 따라 다양한 연구주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

기보다 연구자들이 협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

을 조성하고 오픈 리서치 지원 시스템의 올바른 구축이 요구

된다. 

 오픈 사이언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

째, 지금까지의 연구 수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연

구 방법에 대해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과학의 새로운 

진전을 도모한다. 둘째, 과학계에서는 연구자 간 또는 연구 분

야를 넘어 데이터 구동형 대응이 가속화함으로써, 새로운 협

업, 새로운 연구 방법이 확산한다. 셋째, 공적 연구 자금에 의

한 연구 성과로서 얻어진 논문이나 연구 데이터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국제적으로 연구자간 중복 연구를 줄이

고 대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등 연구 효율성을 제고한다. 다

섯째, 연구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고 연구성과의 파급 

효과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연구협력을 증진시킨

다.[7] 

2-2 오픈 데이터 플랫폼(Open Data Platform)

정부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으로는 대표적으로 CKAN[3]과 Socrata[4]가 있다. CKAN

은 비영리 단체인 Open Knowledge Foundation (OKF)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영국, 미국, 캐나나 등 40개 이상 국가에

서 널리 활용 중이다. 기본 기능 이외의 시각화, API추출 등

의 특화 기능들은 Drupal[8]과 같은 타 오픈 소스와 결합하

여 발전되었다. CKAN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

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CKAN API만을 가지고 별도의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개발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공유 플랫폼으로 DSpace [9]가 있다. 

DSpace는 2002년 MIT 대학과 HP연구소의 개발자들의 협

력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하여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소프트

웨어로써 현재 1000개 이상의 대학교, 고등 교육기관, 문화

조직 임 및 연구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다.

2-3 데이터 분석 플랫폼(Data Analysis Platform)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대상 데이터를 간

단하게 보기 위한 필터링과 및 시각화기능을 시작으로 사용

자 주도의 데이터 가공-기계학습-분석형 웹서비스에 이르는 

심층적 분석기능으로 나눠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시각화에 매우 유용한 Socrata API 를 활용

하여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글 맵(Google 

Map) 등의 서비스와 매쉬업 하여 데이터와 콘텐츠의 융합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S의 Azure 플랫폼[10]은 데이터

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고 데이

터 변환 및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 툴, 기계학습, 빅데이터 사

용을 용이하게 하는 분산 분석 서비스, 대규모 저장소, 기계학

습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학습기반의 분류 및 예측 

서비스 (예, 감성분류)를 바로 웹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편

리한 개발·서비스 환경을 클라우드로 제공한다. 연구분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한 연구 역량 분석 솔루션인 

Scival[11]의 경우, Elsevier사의 방대한 학술 정보를 이용

하여 다양한 연구자별, 분야별, 대학별 연구 성과 정보를 분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 검색 및 추천의 기능도 제공

하고 있다. 

2-4 개체명 식별 기술

최근 개체 식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점차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개체 식별과 관련된 ERD(Entity Recognition and 

Disambiguation)[12] 등의 학술 챌린지들이 개최되고 있다. 

ERD에서의 개체 식별 프로세스는 2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

째 단계는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개체 후보를 탐지하는 발견

(spotting)이다. 두 번째 단계는 문장 내 각 개체들이 어떠한 

타입으로의 태깅이 적합한지를 선택하는 모호성 해결

(disambiguation)이다. 대체로 개체 식별 연구는 ERD의 프

로세스를 따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T 지식 공유 플랫폼은 인물, 기

관, 용어를 주요 식별 개체로 선정하고, 각 개체별로 식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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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자체 개발하여 과학기술콘텐츠에 대한 식별 데이터를 

구축-응용-연계하여 관련 지식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인물

과 용어 식별의 경우 지도학습(supervised) 방법을 주로 사

용하였으며, 특히 인물 식별의 경우 다양한 지도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13]-[16]들과 비지도학습(unsupervised) 방법

에 대한 연구[17]들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공동 연구자 

네트워크 기반 지도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18]의 인물 식별 

결과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인물, 용어 분야에 비해 기관 식별 

연구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19]-[22]. 따라서 S&T 

지식 공유 플랫폼에서는 구축된 기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자동식별 알고리즘을 사용한 방법[23]-[24]에 의

한 식별 결과를 사용하였다. 현재 KISTI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술정보 인물(연구자), 기관(소속정보), 용어(주제어)의 의미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는 개체식별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학술정보에 대한 개체식별 정

확성을 94.79% 확보하고 공저 사전 및 기관, 용어 식별데이

터를 식별 자질요소로 활용하여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Ⅲ.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

여 데이터, 기반기술 S/W 및 관계기반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플랫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형태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S&T 지식 공유 플랫폼의 핵심 데이터, S/W 및 분석 

모델

Fig. 2. Core Data, S/W and Analysis Model of 
Knowledge Open Platform for S&T 

첫째, ‘핵심 데이터 공유’는 KISTI에서 구축한 연구자명, 

연구기관명, 용어 등의 전거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공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거데이터, 한중영 대역사전, 학습데

이터 등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는 Open API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반 기술 S/W 공유’는 KISTI에서 가지고 있는 기

반기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체식별 

커널 S/W, 딥러닝 기반 개체명인식기 시스템 등을 직접 다운

로드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보다 Open API 형태로 만

들어서 제공하였다.

마지막, ‘관계기반 분석 모델 공유’는 인물, 기관, 용어와 

연구 성과물(논문, 특허, 보고서) 데이터들이 상호 식별 연계

된 네트워크 데이터들이다. 문서와 인물, 기관, 용어 개체 간

에 상호 식별 연계된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다양한 분석서비

스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분석 모델들도 모듈형태의 Open 

API로 제공하면 향후에 과학기술분야의 개발자들이 쉽게 활

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S/W 및 네트워크 분석 

모델들을 API로 만들고 API Gateway에 탑재하여 다른 개발

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과학기술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한 

S&T 지식 공유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 구성을 아래 <그림 3>

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3. S&T 지식 공유 플랫폼의 서비스 구성도 

Fig. 3. Service Map of Knowledge Open Platform for 
S&T 

첫째, 통합검색을 통해 데이터와 Open API를 통합하여 검

색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를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이다. 여기서 데이터란 S/W, 데이터셋(DataSet), 이미지, 영

상, 논문 등으로 오픈할 수 있는 다양한 파일들을 의미한다. 

셋째, 사용자들이 등록하고 공개한 Open API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활용 갤러리는 S&T 지식 공유 플랫폼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Open API를 결합한 서비스 사례이

다.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활용 갤러리를 이용하여 데이터와 

A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와 시나리오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파일을 업로드하고 공유 데이터의 과학기

술 표준 분류와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공개일자 및  

데이터 버전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구축하였다. 개발자

들은 이를 통해 데이터 설명을 위한 제목, 내용, 작성자, 소속

기관, 키워드 등의 메타데이터를 기술하고 라이센스 정보에 대

한 접근권한 설정 및 데이터 라이센스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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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데이터 등록 및 공유 기능 

Fig. 4. Data Uploading and Sharing 

S&T 지식 공유 플랫폼의 핵심 서비스는 데이터, Open 

API 및 활용 사례이다.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관련 개발자들

은 이것들을 활용하여 서비스 및 기능 개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n API에서 사용자별 API 키를 발급 받

아서 테스트용으로 호출할 수 있는 DevAPI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Open API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API들은 API Gateway에서 스케줄링 및 관리된다. 이는 <그

림 5>와 같이 호출량이 높은 API들은 해당 자원이 자동으로 

할당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호출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으며 서비스 라우팅과 로깅 저장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  S&T 지식 공유 플랫폼은 KISTI의 내

부 서비스 자원을 중심으로 개발된 B2B 중심의 플랫폼이지

만 2017년 현재 국회도서관, 행정안전부, 대학도서관 등과 

같이 외부 기관에게도 API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 S&T 지식 공유 플랫폼 API Gateway
Fig. 5. API Gateway of Knowledge Open Platform for 

S&T  

<그림 6>은 S&T지식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동 핵심 키

워드 추출 API 및 시각화 API를 활용한 사례이다. 즉 사용자

가 검색한 논문의 초록이나 직접 입력한 텍스트 데이터에 대

해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 API를 호출할 경우 호출된 API

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호출 후 그 결과 값을 반환하고  

결과 값을 이용하여 시각화 API를 다시 호출하여 핵심 키워

드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를 UI/UX로 표출함으로써 사용자들

의 사용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6. 핵심 키워드 추출 Open API 활용 사례

Fig. 6. Core Topic Keyword Extraction Open API 
Utilization Case

<그림 7>은  S&T 지식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회이슈 탐

지 API를 활용한 결과이다. 사회이슈 탐지 API을 호출하거나 

(혹은 사용자의 관심 질의어를 직접 입력하면 해당 질의어에 

대한 관련 연관어를 제시한다. 연관어는 KISTI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 논문, 특허, 보고서)을 

이용하여 word2vec를 통해 미리 추출한  것을 이용하여 만

든 API이다. 즉, 뉴스 데이터로부터 과학기술관련 최근 이슈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최근 이슈 키워드를 

선택하고 사용자가 직접 검색할 경우 연관어 관련 워드임베

딩 AP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관어로부터 확장된 키워

드를 기반으로 논문 검색 API를 호출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사회이슈 탐지 Open API 활용 사례

Fig. 7. Social Issue Detection Open API Utiliz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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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의학분야 이미지 내

의 개체를 인식하고 이와 연관된 이미지 및 논문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응용 사례이다. 의학분야 논문 데이터 내 이미지를 

딥러닝기반으로 학습한 후에 사용자가 특정 이미지를 업로드

할 경우 해당 이미지에 대한 논문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림 9>는 연구자, 기관 및 연구주제를 선택한 다음 “빅

데이터”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관련 연구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결과가 보여진다. 특정한 연구자를 선택하면 해당 연

구자가 작성한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보고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 연구자 네트워크 데이터 활용 사례

Fig. 9. Researcher Network Data Utilization Case

.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오늘날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의 시대에 단순한 메타데이터 

공유 차원을 S/W, 기술 및 분석 모델 등과 같이 핵심 데이터 

및 기술도 함께 공유 및 연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KISTI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API Gateway 중심의 플랫

폼을 개발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 연구기관 및 용어 전거 데이터를 플랫폼에 개방

하였다. 과학기술관련 서비스 지원 기술 및 Open API를 동시

에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와 API를 매쉬업한 활용 사례를 제

공함으로써 과학기술관련 분야의 서비스 개발 활용에 용이하

도록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첫째, 핵심 데이터 공유는 KISTI에서 구축한 연구자명, 연

구기관명, 용어 등의 전거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공유하

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거데이터, 한중영 대역사전, 학습데이

터 등과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며 이와 같은 데이터들은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는 Open API형태로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기반 기술 S/W 공유는 KISTI에서 가지고 있는 기반

기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체식별 커

널 S/W, 딥러닝 기반 개체명인식기 시스템 등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S/W 시스템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

지만 Open API 형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 관계기반 분석 모델 공유는 인물, 기관, 용어와 연

구성과물(논문, 특허, 보고서) 데이터들이 상호 식별 연계된 

네트워크 데이터들이다. 문서와 인물, 기관, 용어 개체 간에 

상호 식별 연계된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다양한 분석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다. 또한 분석 모델들도 모듈형태의 Open API로 

제공하여 향후에 과학기술분야의 개발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즉 데이터, 기반 S/W 및 네트워크 분석 

모델들을 API로 만들어 API Gateway에 탑재하여 많은 개발

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NDSL, NTIS,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

서관, 대학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핵심

이 되는 B2B의 플랫폼, 즉 S&T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현하

였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연계․융합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회현안 문제 해결과 같은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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