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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R&D 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과학기술 지식인 라를 통합 으로 서비스하기 한 

통합서비스 구축 방법을 정의하고 실제 구축 사례를 보이는데 있다. 아이디어 생성/개발, 펀딩 악, 과제수행, 

성과창출 확산 등 R&D 주기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식인 라들을 서비스․기능․정보․데이터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연계, 융합함으로써 한 곳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지식인 라를 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시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통합서비스가 개별 지식인 라 서비스의 물리  통합이 아닌 

논리  연계․통합을 고려하여 통합서비스 분류체계, 통합수 모델, 통합아키텍처, 이용자 통합인증체계를 

정의하여 통합서비스 구축의 효율성과 유사 통합서비스 구축시 참조모델로의 확장성을 고려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a method of building an integrated service to provide 

various science and technology knowledge infrastructures that are helpful in R&D activities, 

and to show the cases that are adapted the methodologies. Knowledge infrastructures scattered 

throughout the entire R&D cycle, such as generating/development of ideas, finding the R&D 

project, performing the project, and spreading results, are segmented in terms of services, 

functions, information, and data, and links and converges to provide the knowledge infrastructure 

that desired by users in one place. We define the integrated service classification, integration 

level model, integrated architecture, and integrated user authentication system in consideration 

of logical linkage and integration rather than physical integration of individual knowledge 

infrastructures. Also, we considered the extensibility as the reference model for building of 

similar integrat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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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최근 하나의 기 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하나의 채 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는 통합서비스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서비스,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정부,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

여 단일 포털에서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최 훈 2017). 이러한 통합시스템 요구는 

R&D 환경을 통합 으로 지원하는 기 들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R&D 복잡도가 증가하고

(박석지 2013) 융․복합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

는 상황에서 산재되어 있는 방 한 양의 정보

를 연계․통합하여 서비스 하거나 R&D 주

기별로 필요로 하는 학술정보, 분석시스템, 연

구인 라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한 노력

이 많아지고 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R&D 주기 로세스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식인 라 서비스를 유연

하고 단 없이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부분의 

R&D 주기 로세스별 요구되는 기능들이 

개별 서비스 형태로 산재되어 있어, 연구자가 

이를 활용하기 해서는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

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근이 가능하다(김도균 

2019). 이용자가 손쉽게 융․복합 지식서비스

를 활용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콘텐츠만의 공개를 넘어 과학기술 지

식인 라와 결합된 R&D 주기  활동을 심

층 지원하기 한 지식인 라 기반의 통합체계 

근 방식이 필요하다. 최근 데이터 기반 인공

지능 심의 R&D가 확 됨에 따라 학습 모델 

용이 가능한 정보․데이터의 손쉬운 근, 데

이터 분석 기반의 고성능 인 라의 시 제공을 

한 R&D 환경의 효율 인 지원 방법도 요구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R&D 주기를 지원하

는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 구축방법

을 정의하고 통합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을 정의하는데 목 이 있다. 서로 이질 인 구

조를 가지는 지식인 라들을 효율 으로 통합

하거나 연계․융합하기 한 방향과 기 을 설

정하고 그에 따른 구  사례를 제시한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개발의 시작에서 종료, 결과 확

산까지 R&D 라이 사이클의 각 단계별 지식인

라를 정의함으로서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한 개별 인 사이트 방문에 따른 시간  비용

을 감하고 서비스 사각지  감소와 이용 편리

성 향상을 고려한 통합서비스 구축 방안을 제시

하고 실제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1.2 연구의 범 와 방법

본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의 R&D활

동을 지원하기 해 정보활용, 정보분석, 연구

인 라 서비스간 연계․통합을 목 으로 하는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 지식인 라의 

범 를 과학기술 학술정보 이공계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고성능 컴퓨터, 네트워크 자원 

 업 시스템 그리고, 학술정보를 활용하는 

정보분석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 으

며, 과학기술 지식인 라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에서 구축․운 인 약 26종의 서비스를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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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

다. R&D 주기 지원형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론  배경에

서 R&D 라이 사이클과 지식인 라의 연

성을 분석하 으며, 이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으로 서비스하기 한 통합서

비스 구축사례를 통해 통합서비스 구축 차를 

정의하 다. 이를 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통

합서비스 구축사례인 행정안 부 통합 랫폼 

정부24와 캐나다의 오 정부, 학술정보 분야의 

통합서비스 구축사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통

합정보시스템 KOBIS와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의 통합정보 랫폼 사례를 분석하여 통합서비

스 구축 시사 을 도출하 다.

통합서비스 구축 시사 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기술 지식

인 라 황을 분석하고 목표모델을 통해 구축 

방향성을 정립하 다. 목표모델은 서비스채 , 

로세스, 서비스, DB, 인 라 측면에서 통합

서비스의 특성을 정의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합서비스 분류체계, 통합수 모델, 통합아키

텍처, 이용자 통합인증체계를 설계하 다. 그리

고, 통합서비스 구축 차에 따라 개발․운

인 ScienceON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결론을 맺

는다. 

2. 이론  배경

2.1 R&D 라이 사이클과 지식인 라

권나 (2012)은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제공

자는 그 경쟁력  수월성 제고를 해서 연구

자의 연구  정보환경을 종합 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근본 으로 지원하는 체제의 서비스

를 디자인 해야한다고 정의하 다. 특히 최근 

오 사이언스 기반의 연구활동에 있어 연구자

의 연구개발 활동  과정에 한 이해를 통해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서비스간 간극을 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R&D 주기를 정의하고 련 기

의 R&D 단계별 련 서비스를 매핑하여 본 연

구의 목 인 R&D 주기 지원형 통합서비스 

구축 방법을 정의하기 한 시사 을 도출하고

자 한다. 

과학기술분야의 R&D 주기 범 는 권나

(2012)에서 정의한 R&D 주기 범 를 참고하

여 정의하 다. 권나 (2012)은 24인의 국내 나

노․생명분야 과학기술자의 심층면담결과와 

국 RIC(Research Information Cetre)의 R&D 

라이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여 (1)아이디어 생

성  개발, (2) 연구지원비 확보, (3) 실험  

분석, (4) 성과 창출, (5) 평가 등을 포함하는 5

단계 과정으로 R&D 주기를 정의하 다. 이

러한 R&D 주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이와 

유사한 선진국의 정보기 에서 제공하는 지식

인 라를 매핑하 다. 

INIST( 랑스), CERN(스 스), TIB(독일) 

등 과학기술 지식인 라 서비스 기 들은 R&D 

주기별로 요구되는 서비스들을 독립 /개별

으로 운 하고 있으며, 일본과학기술진흥기

구(JST)는 통합정보 랫폼을 통해 개별서비

스들을 한 곳에서 안내하는 페이지를 운 하고 

있다. <표 1>의 CERN을 제외한 네 개 기 은 

R&D 사이클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비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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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주기

주요 기능
INIST 
( 랑스)

JST 
(일본)

CERN 
(스 스)

TIB 
(독일)

KISTI

아이
디어
생성/ 
개발

문헌검색 ￮ (BiBCnrs) ￮ (JDream) ￮ (CERN-lib) ￮ (TIB-Portal) ￮ (NDSL)
동향분석/

틈새기술탐색
￮ (BiBCnrs) ￮ (J-Global) ￮ (TOD,MIRIAN, 

ICON)

이러닝/교육
￮ (Web Learning 

Plaza)
￮ (CAS, CSC)

￮ (TIB-AV 
Portal)

￮ (KSC, 
EDISON)

실험기자재 악 ￮ (TIB-RDF) ￮ (NTIS)

펀딩
악/ 

확보

로젝트
모니터링

￮ (ReaD) ￮ (NTIS)
사업 리기 /
유사기  탐색

￮ (ReaD) ￮ (NTIS,NDSL)
연구자 탐색 ￮ (ReaD) ￮ (TIB-Portal) ￮ (NTIS,NDSL)

과제
수행

실험 ￮ (LHC project)
정형데이터분석/

기술지원
￮ (ezPAARSE) ￮ (Foresight) ￮ (TIB-Data 

Science)
￮ (COMPAS)

비정형데이터
분석/기술지원

￮ (LHC project) ￮ (LNTM)

가시화/
시뮬 이션지원

￮ (LPCC) ￮ (TIB-Visual 
Analytics)

￮ (HEMOS, 
EDISON)

컴퓨 자원지원 ￮ (LHC project) ￮ (KSC, Kreonet, 
GSDC)

데이터 리지원 ￮ (ISTEX) ￮ (R-Map) ￮ (CDS) ￮ (TIB Archives) ￮ (dataon)

성과
창출/
확산

성과물 작성지원 ￮ (I-Revues)
자  출 지원 ￮ (LARA) ￮ (J-STAGE) ￮ (KPubS)
성과정보제공 ￮ (LARA) ￮ (Yellow Report) ￮ (NTIS)
DOI지원 ￮ (DataCite) ￮ (JaLC) ￮ (TIB DOI) ￮ (DOI Center)

연구성과 리/
커뮤니티지원

￮ (R-Map)
￮ (COREEN, 

KOSEN)

기술이 지원 ￮ (A-STEP) ￮ (STAR-Value)

<표 1> 과학기술 지식인 라 서비스 기 의 R&D라이 사이클 단계별 지원 서비스

하나 이상씩 운 이며, CERN은 데이터 기반 

실험환경을 문 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지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은 실험, 비정형데이터 분석/기술지

원, 성과물 작성지원을 제외한 R&D 주기별로 

필요한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악

되어 본 연구의 구축 방법론이 유사 통합서비스 

구축시 참조모델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

되었다. 

2.2 통합서비스 구축사례 

2.2.1 행정안 부 통합 랫폼 정부24

행정안 부 행정서비스 통합 랫폼은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제공하고 국민

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선제 ․원

스톱으로 제공하기 해 기획된 통합서비스로 

2017년도 7월에 정부24로 오 하 다. 정부24는 

앙부터, 지자체 등 13,900여개의 사이트에서 

분산되어 제공하던 총 7만여건의 정부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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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으로 통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용

자는 PC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주민등록등

본, 건축물 장, 토지 장, 납세증명 등의 민원서

류를 발 받거나 국가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나이, 성별, 지역 등 특성을 고려한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나만의 혜택찾기, 연

령, 상별 혜택 찾기, 나의 상활정보 서비스와 생

애주기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정부24는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한 곳에 모

아 이용자의 불편 없이 서비스 하는 것을 기본 

재로 하여 근 채 의 다양화, 단  없는 

로세스, 수요자 심 서비스, DB 통합 리, 인

라 통합을 구축 목표로 설계되었다. 외부시스템 

연계 상은 정부 정책방향  국가정보화 기본

방향,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 역을 참조

하여 설정하 으며, 도출된 서비스를 상으로 

생애주기별(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로 범정부서비스 표 분류체계(SRM)과 

매핑을 통해 최종 연계 상 역 11개를 선정하

고 랭키닷컴에서 조사한 상  시스템을 종합분

석하여 11개 역 총 44개의 주요시스템을 도출, 

<그림 1> 행정안 부 통합 랫폼 정부24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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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서비스로 재매핑하 다. 매핑된 서

비스 에 맞춤형, 선제 , 원스톱 서비스를 통

합하기 한 제공범 (안내￫신청￫처리￫결
과확인)를 넓  우선 연계 상 40개 기 , 69개 

시스템, 671개 서비스를 선정하여 시스템 구축

을 진행하 다. 한, 당시 주요 행정서비스인 

한민국정보포털, 수혜자맞춤형서비스(알려드

림e), 정부포털민원24 등의 정의와 개념, 서비스 

제공체계, 서비스 로세스, 서비스 분류체계, 서

비스 목록  지원형태를 분석하여 통합서비스 

구축 방향을 수립하 다. 

2.2.2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KOBIS)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생명연구자원정보를 효

율 으로 연계․수집․분석․유통하기 한 공

동활용 정보인 라 구축을 목표로 생명연구자

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 다. 6개 개별

부처  리기 별 산재되어 있는 약 90여개의 

생명연구자원 련 정보시스템(DB)을 한 곳에

서 리․활용될 수 있도록 범부처 생명연구자

원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정확한 

황 악  안정  리체계를 도모하고 이용자

에게 생명연구자원의 포  근 을 제공하

고 있다. 2011년 KOBIS 1.0 서비스 개시 이후 

재 약 78,000여종 15,000,000건의 국가생명연

구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은 <그림 2>와 같

이 통합검색시스템, 수집/등록 시스템, 분석연계 

시스템, 검증분류시스템, 통계시스템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다양한 분류체계(taxonomy)를 기반

으로 생물다양성정보/생물자원정보/생명정보를 

<그림 2>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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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연계하 으며, 링크아웃(Linkout, 련기

의 자원상세정보를 링크형태로 연결하는 방식)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부처 련기 과의 정보연

계를 하 다. 생명연구자원 정보연계 표 에 따

른 국가 생명연구자원정보목록을 해 체계  

자원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자원정보에 한 이

해도와 활용성을 높여주기 한 시각화 방식을 

용하여 이용자가 효율 으로 정보에 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한 정보연계표

 구분 항목과 국내․국제 생물종 분류체계

를 활용한 다  탐색기능 제공, 분양 정보를 한

에 악할 수 있는 정리체계 확립으로 연구

자 활용성을 제고하 다. 

2.2.3 캐나다 Open Government 

캐나다 정부는 2012년 오 데이터 정책수립

을 한 새로운 열린정보 행동계획안을 제안하

고 오 데이터 포털  정부포털을 구축하 다.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는 규정에 되지 않은 

범 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와 정보 제공을 최

화하도록 의무화 하 으며 이를 해 범정부

인 공통의 원칙과 표 , 라이선스 정의를 통해 

오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오

데이터 상업화를 지원하는 오 데이터 연구소

를 설립하여 오 데이터 교환을 장려하고 있다. 

캐나다 Open Government는 1,500여개의 정

부부처/공공기 의 개별포털을 통합 상으로 

하 으며 정부정책  정보 안내서비스는 통합

으로 제공하고 수요자  주제별 서비스는 

문 포털에서 제공하도록 하 다. 이를 해 15

개 역을 심으로 혼합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서비스 문포털과 개인화 서비스는 별도로 운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2.2.4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의 Japan 

Information Platform for S&T 

Innovation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통합정보

랫폼(Japan Information Platform)은 JST에

서 제공하는 13개의 과학기술정보유통․연구

지원 정보 련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

합 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일본 문부과학

성의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이노베

이션 종합 략’을 토 로 랫폼 구축을 진행

하 으며 과학기술의 생산, 리, 공유  활용

에 한 최신 뉴스  동향정보를 별도로 제공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유통 부문은 자 , 

J-STAGE 등재기사, 연구자, DOI, 생명정보, 

학술문헌정보 등이 연계 상이며 연구지원 정

보는 연구자 이력 정보, 정보분석, 연구과제정

보, 학회  도서  소장정보 등을 아웃링크방

식으로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2.2.5 시사

본 연구에서 통합서비스 사례를 통해 크게 이

용자 인터페이스, 이용자 리, 서비스 운 , 서비

스 제공 측면에서 시사 을 도출해볼 수 있다. 인

터페이스 측면에서는 분산된 서비스 근 창구의 

일원화, 서비스 제공채  간 UI 통일성 확보, 서

비스 근 단계 최 화를 통한 사용자 근성 개

선, 이용편의성 기반의 UI 설계/서비스 제공방식 

구  등이 고려되었으며, 이용자 리 측면에서

는 사용자 정보의 통합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개

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한 사용자 정보 분석 기

반을 마련하여 수요자 유형 분류  유형별 그루

핑 서비스 구 이 가능하도록 하 다. 

서비스 운  측면에서는 서비스 통합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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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련 기   시스템간의 력  연계 체

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 요소 으며, 정보연계 

측면에서 다양한 메타정보기반 혼합형 분류체

계  검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 다. 서비스

통합 목록 리 활용을 한 리 기 을 수립

하고 정보연계를 한 표  연계 기반 마련하여 

서비스 근성 개선  효율  리체계를 구성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온라인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사

용자의 상황과 특성을 모두 고려), PC기반 뿐

만 아니라 모바일로의 서비스 채  다양화가 요

구되어 이에 맞는 서비스 이용 로세스 설계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3. 통합서비스 구축 차

본 장에서는 기존 통합서비스 구축 사례의 시

사 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

비스 구축 차와 구성요소를 정의한다.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 구축 방향은 서비스 경향, 기

술 경향, 통합 수   개별 서비스의 연계․통

합 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 부의 정부

24 통합서비스, 생명공항연구원의 KOBIS 서비

스의 통합방법론을 기반으로 하 다. 과학기술 

지식인 라 황 분석  통합서비스 구축사례 

시사 을 통한 목표모델 설정, 그리고 목표모델 

구 을 한 통합수 모델과 통합아키텍처, 이

용자 통합인증체계를 정의하 다. 

3.1 과학기술 지식인 라 황 

지식인 라간 연계․융합 요소를 도출하고 

통합서비스를 한 통합수 모델, 통합아키

텍처, 이용자 통합인증체계 설계시 기 자료

로 활용하기 해 R&D 사이클, 연구목 , 이

용행태별로 과학기술 지식인 라 서비스, 기

능, 데이터를 분류하 다. <표 2>는 과학기술 

지식인 라 주요 서비스와 기능을 정의한 것

이다. 

구분 서비스명 상세설명 구분 서비스명 상세설명

정보

서비스

NTIS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연구자원

활용

KSC 국가슈퍼컴퓨 연구소

NDSL 과학기술정보서비스 ENABLE 연구지원 로그램신청

KPubS 주기출 랫폼 EDISON 계산과학공학 랫폼

SCENT 과학향기

정보분석

서비스

KMAPS 산업시장인텔리 스

ICON 동향지식포털 DAP 정보분석통합 랫폼

KESLI 자정보컨소시엄 ASTI 과학기술정보 의회

ACOMS 논문투고시스템 StarValue 기술가치평가시스템

NKTECH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BOSS 유망아이템지식베이스

DOI 과학기술DOI센터 COMPAS 경쟁정보분석

KSCI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 MIRIAN 미래유망기술포털

연구자원

활용

HELP 슈퍼컴퓨 헬 데스크 TOD 기술기회발견

KREONET 국가과학기술연구망 HEMOS 가상설계시스템

KAFE 연합인증/ 업시스템 EDUC 정보이용교육

<표 2> 과학기술 지식인 라 주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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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같이 과학기술 지식인 라는 다양

하고 이질 인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립

으로 운 된다. 과학기술 지식인 라 역을 

크게 3개로 정의했는데 정보서비스 역은 데

이터를 심으로 국내/외 과학기술 지식자원

(논문, 연구 보고서, 정책연구 정보, 특허 정보 

등)의 지능형 공유/활용 생태계 조성을 목 한

다. 재 NDSL, NTIS,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 

서비스, 한국DOI센터 등의 서비스를 운 하며 

과학기술 지식자원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원활용 역은 개방/공유형 고성능 

컴퓨  기반을 조성하며 고성능컴퓨  인

라 활용체제 정립  개선, 소 트웨어 기반 첨

단연구망 구축, 고성능 컴퓨  랫폼 개발, 

고성능컴퓨 활용 선도연구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등이 포함된다. KSC 헬 데스크, EDISON, 

Kreonet 등의 서비스를 운 하고 있으며 국가

에서 보유 인 슈퍼컴퓨터 자원을 리하고 이

를 연구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정보분석서비스 역은 산학연정 고객의 연

구개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하여 다양

한 데이터분석시스템  포털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러한 데이터분석 인 라를 통해 미래기

술 탐색  발굴, 경쟁기술 분석, 기술기회 분

석, R&D  사업화 기획, M&S(Modeling & 

Simulation) 수행, 신사업 아이템 선정, 기술가

치  사업화 타당성 평가 등 R&D 주기 과

정의 니즈에 응될 수 있도록 체계 인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IRIAN, TOD, 

KMAPS, StarValue 등 시장  경쟁업체, 기

술 특허 등에 련된 정보나 이들을 분석하는 서

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3.2 과학기술 지식인 라 분석

과학기술 지식인 라를 크게 정보․데이터 

측면, 기능․서비스 측면에서 그 특징을 분석

하 다. 정보․데이터 측면에서 과학기술 지식

인 라는 크게 성과정보, R&D정보, 인물/기

정보, 제품/기술정보, 동향정보, 실행환경

련정보, 통계/교육정보 등 7개 역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성과정보는 논문, 특허, 연구보고

서, R&D정보는 사업, 과제, 연구장비를 그리고 

동향정보는 시장보고서와 거래정보를 포함한다. 

<표 3>은 과학기술 지식인 라를 통해 제공되

는 정보․데이터  해당 서비스를 나타낸 것이

다. 논문, 특허, 보고서 등 성과정보는 정보서비

스, 정보분석, 연구자원활용에서 모두 제공․활

용하며, NDSL, NTIS, COMPAS 등에서는 동

일한 DB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

만 NDSL, NTIS의 성과정보는 주로 정보검색, 

TOD, COMPAS의 성과정보는 분석목 으로 

가공되어 제공되는 차이 을 보 다. 

기능․서비스 측면에서 과학기술 지식인 라

는 정보서비스 역에서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 정

보분석 역에서는 TOD, COMPAS, KMAPS, 

StarValue 등이 아이디어 생성/개발 단계 지

원을 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원

활용 역에서는 과제수행  성과창출/확산 

단계 지원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부분의 

과학기술 지식인 라는 로그인 기반의 기능․

서비스를 제공으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었으며 NDSL, NTIS는 10만명 이상, 

KSC, EDISON, HEMOS 등은 3만명 이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별 서비스간

에 연 성이 높은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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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데이터 NDSL NTIS KSC EDISON TOD KMapS COMPAS

성과정보

논문 ○ ○ ○ ○

특허 ○ ○ ○ ○

보고서 ○ ○ ○

R&D정보

사업정보 ○

과제정보 ○ ○

연구장비 ○

R&D정보 ○

인물기

정보

인물정보 ○ ○ ○

기 정보 ○ ○ ○ ○

제품기술

정보

제품정보 ○

기술정보

동향정보

동향정보 ○ ○

시장보고서 ○

거래정보

실행환경정보

데이터 ○ ○ ○

앱/콘텐츠 ○

실행환경 ○

통계/교육
교육자료 ○ ○

통계정보 ○

<표 3> 정보․데이터 분류  서비스 제공 범

기능이 있었는데 일례로 동향검색단계에서 연구

동향을 탐색하는 NDSL 이용자에게 KMAPS의 

다양한 시장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거나, 데이터

분석단계에서 COMPAS 이용자가 KAFE 서

비스를 활용하여 참여연구자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펀딩 악/확보단계

에서 NTIS 참여인력검색시 NDSL 연구자검

색을 통한 성과물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다. 

3.3 통합서비스 목표모델

3.3.1 통합서비스 방향성

과학기술 지식인 라 서비스들의 정보․데이

터 측면과 기능․서비스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

해 각 서비스의 통합 상, 통합수 , 통합방향, 

통합 차 등의 분석을 통해 서비스 채 , 이용자 

리, 서비스 운 , 서비스 이용을 기 으로 

략  시사 을 도출하 다. 산재되어 있는 지식

인 라 채 을 한 곳으로 모으는  채 이 필

요하며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체계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이용자 리 측면에서는 R&D 주기

별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한 이용자정

보의 통합활용체계가 필요하며 서비스 운  측

면에서 혼합형 분류체계 발굴  서비스 통합 목

록 리 기  수립과 표  연계 기반의 정보연계 

체계가 요구되었다. 서비스 이용측면에서 통합

서비스 채 의 다양화, 통합제공 로세스 정립

이 필요하고 서비스 근성을 고려한 검색기능

이 필요하다. <그림 3>은 각 지식인 라별로 요

구사항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과 통합

서비스 방향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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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식인 라 분석결과  통합서비스 구축 방향

3.3.2 통합서비스 목표모델

시사 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

합 방향을 채 , 로세스, 서비스, DB  인

라 측면에서 도출하고, 이를 종합한 목표모델을 

설계하 다. 채  측면에서는 온라인  표 

채  구   쉽고 편리한 UI/UX를 제공하고 

로세스 측면에서는 지식인 라 연계를 통해 

원스톱 이용체계를 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서비스 측면에서 이용자의 연구 주기, 

연구목 , 이용행태에 기반한 수요자 심 서비

스를 지향하고 DB 측면에서는 지식인 라의 

성격과 계를 반 한 서비스 목록을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한 회원정보 리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 라 측면에서 표

체계 수립  안정된 서비스를 한 DBMS, 응

용시스템, 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그림 4>는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 

목표모델을 정의한 그림이며 <표 4>는 채 , 

로세스, 서비스, 인 라  DB 측면에서 필수 요

소를 정의한 것이다.

3.4 통합서비스 마스터체계 설계

3.4.1 통합서비스 분류체계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 분류체계

는 이용목 분류, R&D 주기분류, 서비스 유

형분류, 정보․데이터 분류, 이용자 유형분류 

등 5개 분류기 으로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개

별 지식인 라 서비스를 기 으로 5개 분류체

계와 매핑하는 방식으로 설계하 다. 본 에

서는 R&D 주기분류에 따른 분류체계 구성

에 해 논한다. R&D 주기 분류는 R&D 

주기에 필요한 교육, 검색등에 필요한 내역을 

세부 으로 분류하여 연구자가 R&D에 주기

별로 필요한 내용을 즉시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분류까지 제공함으로써 분류체계 

용이 어려운 단 이 있다. <그림 5>는 R&D 

주기 분류와 단계별 정의를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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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 목표모델

요소 정의 구 방향 구성요소

채
통합서비스를 이용
자에게 제공하기 
한 통로 

- 한 곳에서 지식인 라 확인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표 채  구  

- 사용자 구나 서비스 인지가 가능하도록 쉽고 
편리한 UI/UX 설계

- Web 기반 채
- Mobile 기반 채
- SNS 기반 채

로세스
통합서비스 이용 단
계  범

- 지식인 라 연계를 통해 이용 로세스를 끊김없
이 지원하는 원스톱 이용체계 구

- 안내: 정보 제공 심의 기능
- 검색/조회: 검색과 라우징, 분류 등의 기능
- 실행/신청: 자원 신청  로그램 실행
- 결과획득: 서비스가 제공하는 실질 인 아웃풋 
  ) 원문/통계/메타데이터 등의 다운로드, API 

활용, 분석/시뮬 이션 결과 등

서비스
통합서비스를 통해 
해결 가능한 이용자 
요구사항 유형

-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수요자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제공하는 지식인 라 성격과 계를 반 한 서비
스 목록 제공

- 지식인 라 활용 극 화를 한 활용 시나리오 
기능 강화

- R&D 주기 서비스 모델 
- 이용목 별 서비스 모델
- 이용행태별 서비스 모델

DB
통합서비스를 해 
필요한 데이터베이
스 리 요소 

- 개별 지식인 라 DB와의 호환․연계성 고려
- 정보․데이터․기능․서비스 간 연계성을 고려한 
구성

- 서비스 모델 구 을 지원하는 이용자 로 일 구축
- 사용자 인증을 한 회원 정보 통합 리 체계 구

- 정보․데이터 리: 통합서비스 상이 되는 학술정
보, 분석정보, 연구데이터 등 리(입수, 표 화, 유통 
정책 포함)

- 지식인 라 황 리: 조회/검색/안내 상 지식인
라 메타데이터 리

- 회원 리: 사용자 인증을 한 회원 정보 통합 리

인 라
통합서비스 구   
리를 해 필요한 

시스템 인 라

- 안정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한 성능 요구사항(응
답시간, 에러율 등)에 부합하는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지능형 통합서비스 구 을 한 IT 기술 기반의 
응용시스템 구

- DBMS: 정보・데이터, 지식인 라 황, 회원정보 
리, 모니터링, 통합서비스 리를 한 시스템

- 응용시스템: 로세스・서비스 구 을 한 각종 
S/W 시스템. ) 검색엔진, 큐 이션 엔진 등

- 운 시스템: 통합서비스 운  지원을 한 각종 
H/W, S/W 시스템 

<표 4>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 구 방향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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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를 한 R&D 주기 분류  단계별 정의

3.4.2 통합수 모델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를 효율 으로 연계하

기 해서는 용가능한 통합수 모델이 필요

하다. 특히 <표 2>처럼 매우 이질 인 서비스간

의 연계․통합을 해서는 개별 서비스의 역

을 방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단계  통합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박소  2010).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지식인 라 서비스․기능  정보․데이터 특

성을 고려하여 체계 이고 단계 으로 연계․

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수 모델을 개발하

다.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수 모델 개발은 

크게 두 가지 로세스를 가진다. 먼 , 개별인

라의 어떤 요소들이 통합이 되는지를 정의하

고, 해당 요소별 결합강도와 통합서비스 유형

에 따라 통합수 의 내용을 정의하 다. 이를 

기반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역을 매핑하여 

체 인 과학기술지식인 라 통합수 을 정의

하 다. 이때 통합서비스 유형은 서비스가 제

공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목 성을 갖는 추상

인 개념이며, 통합서비스 제공 역은 실제 정

보시스템 상에서 갖춰야 하는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역을 의미한다. 통합수 단계는 지식인

라 연계단계와 표 융합환경 기반 통합단계

로 나 어 정의하 다.

단계별 통합수 개발 상세 로세스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의 통합

수 은 <그림 6>과 같이 개별 지식인 라의 통

합 요소를 서비스, 기능, 정보․데이터로 정의

하고, 각각의 요소를 결합 강도와 도메인에 따

라 4가지의 유형으로 제시하 다. 통합 요소별 

통합 유형은 <표 5>와 같이 정보/안내서비스 통

합(Type A), 연 계서비스 통합(Type B), 

맞춤서비스 통합(Type C), 추천서비스 통합

(Type D)으로 구분하 다. Type A는 정보/

안내 서비스, 이용자 유인 기능, 등록/연계 정

보․데이터를 포함하며, Type B는 원스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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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수 모델

통합수 특징

Level 1

정보/안내 서비스, 이용자 유인 기능, 등록/연계 정보․데이터로 정의 

- 주로 외부 링크 연계, 개별 비즈니스 로세스, 개별 서비스 독립 실행, 개별 역의 정보․데이터 사용, 

독립 자원  단일서버 로그인

Level 2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 통합 기능, 분석/통계 정보․데이터로 정의 

- 연 계 페이지 외부 링크연계, 연  로세스 정립, 서비스 연계  기능 확장, 데이터 연계․공유, 

통합 로그인

Level 3

이용자 맞춤서비스, 이용자 수요충족기능, 맞춤 정보․데이터로 정의

- 통합서비스 표  UI 용, 연계 표  로세스 용, 표  명세를 통한 서비스 연계 확장, 데이터 지스트리 

용, ID Federation 

Level 4

선제  추천서비스, 추천 정보․데이터로 정의

- 사  표  UI 용, 융합서비스 생성 기  용, 지능형/융합서비스 기능 확장, 데이터 통합 리, 

표  ID

<표 5> 통합수 별 서비스 특징

비스, 서비스통합 기능, 분석/통계 정보․데이

터를 포함한다. Type C는 이용자 맞춤서비스, 

이용자충족 기능, 맞춤/추천 정보․데이터를 

포함한다. Type D는 선제  추천 서비스를 포

함하며, 기능과 정보․데이터는 Type C와 동

일하다. 따라서 Type A에서 Type D로 갈수록 

서비스, 기능, 정보․데이터의 결합 강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3.4.3 통합아키텍처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의 구   

안정  운 , 지식인 라간 상호운용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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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S/W공학 의 시스템 구성요소

인 통합아키텍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진종  

2007). 통합아키텍처는 업무 로세스의 원활

한 지원과 효율 인 처리를 해 시스템 H/W, 

S/W, DBMS, 보안 등으로 구성된 산 시스

템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정의한 것이다. 본 연

구에서 통합서비스는 개별서비스 기능과 련 

정보/데이터를 연계․통합하여 서비스하므로 

기능단 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서비스 아

키텍처 설계 방법론을 용하 다. 통합아키텍

처는 통합서비스 목표모델을 기반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심으로 업무 아키텍처, 응용 아

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보안 아키텍처로 구

성된다. 

통합서비스 시스템 아키텍처는 R&D 주기 

로세스를 방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식

인 라 서비스  하  기능들을 이용자들이 유

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 다. 이를 

해 시스템 아키텍처를 계층별로 애 리 이션

을 구성하는 컴포 트, 컴포 트의 상호 계, 

그리고 각 컴포 트간의 호출을 한 인터페이

스로 구성하 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크게 이용

자 인터페이스, 엑세스 계층, 서비스, 데이터 계

층과 기존 지식인 라 서비스  정보․데이터 

컴포 트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다. <그림 7>

은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 시스템 아

키텍처를 보인 것이다. 통합서비스 마이크로 서

비스는 하나의 큰 서비스를 여러 개의 작은 서

비스로 분할해서 제공하여 큰 서비스의 변경과 

조합이 손쉽게 되도록 만든 아키텍처로, 마이크

로서비스 아키텍처에서 핵심 컴포 트로 API

를 손쉽게 생성, 게시, 유지 리, 모니터링  

보안할 수 있게 해주는 API Gateway를 통해 

통합서비스를 구 할 수 있다.

기타 업무 아키텍처는 각 개별 지식인 라를 

개발․운 하는 업무 수행 조직 구성을 정의한 

것이다. 이는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와 개별 

지식인 라와의 안정 인 상호운용성을 보장

<그림 7> 통합서비스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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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에서 업무 역을 명확히하여 장애발

생  통합서비스 형상 리시에 유용하다. 응

용 아키텍처는 시스템 아키텍처의 서비스 컴포

트를 구체 으로 정의한 것으로 과학기술 지

식인 라 통합서비스의 이용자 제공 역을 세

분화하여 서비스 단 별로 필요한 요소를 나열

하 다. 데이터 아키텍처는 과학기술 지식인

라의 정보서비스 역에서 요구되는 정보/데이

터의 연 계, 리방안등을 정의한 것으로 

개별 지식인 라에서 리  서비스되는 정보

/데이터간의 연  계, 정보/데이터와 련된 

응용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서비스와 응용시스

템과의 연  계가 데이터 아키텍처에서 정의

되었다. 기술 아키텍처는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 시스템 인 라를 정의한 것이다. 

통합서비스 시스템 인 라는 웹, WAS, API 

Gateway, 검색서버, 통합 로그인 인증서버, 통

합 DB 서버등을 포함하며 향후 지능형 큐 이

션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큐 이션 엔진, 챗

 엔진 등 응용기술 련 인 라요소도 고려

하여 정의하 다. 보안 아키텍처는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를 구성하는 보안 구성

에 한 정의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크게 

통합회원 리체계, 정보보안 측면에서 아키텍

처를 구성하 다. 통합회원 리체계는 각 시

스템별 개별 인증, 로그인 로세스의 통합, 시

스템 근자에 한 로그 리, 감사  모니터

링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보안체계는 

주민번호, 연락처, 융정보 등 개인정보에 

한 암호화  조회범  등을 포함한다. 

3.4.4 이용자 통합인증체계

과학기술 지식인 라 개별서비스들은 회원

가입 양식, 입력방법, 입력정보 등이 상이하고 

이용자 권한유형  서비스 권한 리체계가 상

이하여 물리 인 회원 통합 리가 어려운 상

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서비스를 통

해 한 번의 인증으로 서비스를 연계하여 원스

톱 이용체계를 구 하고, 용이 용이하며 구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앙집 형 

통합인증 방안과 분산형 통합인증 방안을 충

한 역할분담형 통합인증방안을 제시한다. 역할

분담형 통합인증 방안은 ID Federation 기반의 

통합인증 방안으로 통합서비스와 련 서비스

들 간에 사용자 인증  인가에 한 역할을 분

담하여 수행하는 방안이다. 통합서비스를 표 

IDP(ID Provider) 지정으로 하여 회원정보  

인증정보를 서비스와 공동으로 활용하고, 각각

의 서비스는 SP(Service Provider) 역할을 담당

하고 개별권한 리  사용자 인가를 담당하

게 된다.

역할분담형 통합인증체계는 회원DB 통합작

업이 필요 없고, 개별 서비스 회원정보를 활용

하여 개별 서비스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를 

해 각 개별 서비스의 회원은 최소 1회에 한해 

사용자 인증을 해 통합회원 환 차를 거치

게 된다. 통합회원으로 환된 개별 서비스 회

원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 개별 서비스

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다(<그림 8> 참조). 

한 역할분담형 통합인증체계에서는 통합

회원 ID로 로그인한 회원이 연계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해당 서비스에서 인증된 

회원을 식별하여 서비스 이용권한을 확인하

도록 한다. 즉, 각 서비스에서는 통합회원으로 

인증된 회원에 한해서 개별 서비스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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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통합서비스를 한 역할분담형 통합인증체계

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가

한다.

4. 통합서비스 구축사례

본 에서는 통합서비스 구축 차에 따라 설

계된 통합서비스 목표모델  마스터체계에 따

른 통합서비스 실제 구축사례를 제시하고자 한

다. 목표모델에서 제시한 서비스 유형  한 곳

에서 효율 인 안내․제공을 해 기정의된 분

류체계에 따라 련된 지식인 라 기능을 정의

하고 통합검색 기능에서도 련 지식인 라 서

비스  기능을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도

록 구축하 다. 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에서는 2019년부터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

서비스 ScienceON을 구축․운 에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ScienceON의 기능 에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마스터체계와 련 있는 기능

에 한 구축 사례를 제시한다.

4.1 지식인 라 분류탐색

지식인 라 분류탐색은 과학기술 지식인

라의 기능별 근 용이성을 제공하고 다차원 

분류를 통한 복합 분류환경을 제공하기 한 

목 이 있다. 이를 해 정보․데이터 유형별 

10가지, 연구단계별 6가지, 이용목 별 8가지

의 세부 분류를 제공하고 해당 분류별 련 지

식인 라 기능을 매핑하 다. <그림 9>는 각 유

형별로 과학기술 지식인 라 기능을 탐색할 수 

있는 ScienceON 분류탐색 서비스 구축 사례를 

보인 것이다. 

4.2 이용자 통합로그인

개별 지식인 라들은 각각의 회원정책에 따

라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별 권한 리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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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cienceON 분류탐색 서비스

루어지고 있어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

스에서 통합 으로 회원 리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ScienceON에서는 통합서비스 

마스터체계의 통합인증체계 용을 통해 연동 

로그인  통합로그인 체계를 구축하고 한 번

의 회원정보 연계를 통해 ScienceON과 개별 

지식인 라의 기능을 단 없이 사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ScienceON은 네이버, 카카

오 등 SNS 연동 로그인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KOSEN, NTIS, KAFE 등 회원 규모가 큰 개별 

서비스와의 통합인증체계를 구성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그림 10>은 ScienceON 

로그인 화면  ID Federation 연합인증체계를 

통한 로그인 화면을 보인 것이다. 

특히 <그림 11>과 같이 KOSEN, NTIS, KAFE 

연동로그인을 설정하면 ScienceON에서 안내

되는 개별 지식인 라 기능  로그인이 필요

한 기능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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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cienceON 통합로그인 서비스

<그림 11> 통합로그인을 한 연동 계정 설정

5. 결론  제언

연구자의 R&D 주기를 지원하는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 구축을 해서 본 연구

에서는 과학기술 지식인 라 황 분석  통합

서비스 구축사례를 기반으로 통합서비스 목표

모델과 분류체계, 통합수 모델, 통합아키텍처, 

이용자 통합인증체계를 설계하고 구  사례를 

제시하 다. 

통합서비스 목표모델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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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산된 서비스 근 창구의 일원화, 서비스 

제공채  간 UI 통일성 확보, 서비스 근 단계 

최 화를 통한 사용자 근성 개선, 이용편의성 

기반의 UI 설계/서비스 제공방식 구  등이 고

려되었으며, 이용자 리 측면에서는 사용자 정

보의 통합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화, 맞춤

형 서비스를 한 사용자 정보 분석 기반을 마

련하여 수요자 유형 분류  유형별 서비스 구

이 가능하도록 하 다. 서비스 운  측면에서

는 서비스 통합 제공을 한 련 기   시스

템간의 력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

수 요소 으며, 정보연계 측면에서 다양한 메타

정보기반 혼합형 분류체계  검색 체계를 구축

하고자 하 다. 서비스통합 목록 리 활용을 

한 리 기 을 수립하고 정보연계를 한 표

 연계 기반 마련하여 서비스 근성 개선  

효율  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온라인 개

인 맞춤 서비스 제공, PC기반 뿐만 아니라 모바

일로의 서비스 채  다양화가 요구되어 이에 맞

는 서비스 이용 로세스를 고려하 다. 

한 이질 인 과학기술지식인 라를 통합

하기 해서는 통합에 한 기   벨에 

한 통합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통합유형과 통합수 , 지식인 라 유형을 

모두 고려한 과학기술지식인 라 통합수 모

델과 통합아키텍처를 개발하 다. 본 통합수

모델은 특히 서비스의 제공범 가 다양한 경우

에도 개별서비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통합

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통합아키텍처는 상호 이질

인 지식인 라와 통합서비스와의 연계성과 

지식인 라의 하  응용서비스  련 정보․

데이터 단 의 이용자 활용성을 고려한 최 의 

패턴으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면서 안정 인 

서비스 운 이 보장될 것으로 단된다.

과학기술 지식인 라 통합서비스는 개별 지

식인 라와 논리 으로 연계․융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통합서비스의 안정 인 운

을 해서는 통합서비스와 개별 지식인 라

간의 표 운 체계  서비스 신뢰성 보장을 

한 품질 리체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통합수 모델, 통합아키텍처, 이용자 통

합인증체계를 고려한 통합서비스 구축 방법론

에 향후 표 운 체계와 품질 리체계가 용

된다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최 의 R&D 

연구환경을 안정 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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