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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 단순한 검색만으로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의 예측분석 도구들이 있지만 소규모 데이터 분석에 국한되어 있는 기능적인 한계가 있어서 대용량 전문 특화 자원에 대해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는 연구자들의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기반의 R&D 전략 수립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우리의 서비스는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을 주요 타켓으로 정하고 이들이 연구 개발 전략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 논문, 보고서 등의 기술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된 정보를 제공한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에 기반한 R&D 전략 수립 지원 서비스(TIS)는 텍스트로부터 유의미한 개체와 개체 간 관계를 추출하여 정보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이 결과를 시맨틱 서비스 플랫폼 상에서 메타데이터와 융합하여 분석적 가치를 제고하는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요소 기술을 포함하는 정보기술(Technology), 국가•기관•연구자 등의 연구 주체(Research Agents), 논문•특허 등의 연구 성과(Research Results)를 경쟁과 협력 관계 중심으로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연구 성과, 기술, 주체 간의 발견, 조합, 비교, 예측을 주요 요소로 제공하는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보여준다.   TIS는 OntoFrame기반의 서비스로 시맨틱 웹 기술과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OntoFrame은 시맨틱 웹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유용하게 검색하여 지식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1][2]. 또한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핵심개체와 관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SINDI(Scientific INtellignet DIscovery)라는 대용량의 과학기술문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핵심개체를 인식하고 인식된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연관 관계를 추출하여 고차원적인 전문지식을 생성하는 과학기술지식처리 아키텍처를 사용한다[3]. TIS에서는 연구자(Person), 기관(Insitution), 국가(Nation), 성과물(Article, Patent), 기술정보(Topic) 등의 17개의 클래스와 94개의 프로퍼티로 구성된 연구성과 온톨로지를 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TIS의 데이터는 Green Technology분야의 34만건의 논문과 30만건의 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 3억개에 달하는 RDF 트리플 형태의 시맨틱 지식을 사용한다.   TIS는 연구 성과물을 중심으로 기술과 연구 주체를 추출하고 서로 간의 발견, 조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서비스는 논문과 특허 데이터의 비율에 따라 연구 관점과 사업 관점으로 서로 다른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크게 기술 • 주체 복합 서비스, 기술 중심 서비스, 연구 주체 중심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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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주체 복합 서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기술/주체 맵은 해당 기술의 주요 연구 주체들은 어떤 연관된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지, 연구주체들간의 경쟁/협력 관계는 어떤지, 연구 성과는 논문과 특허 중 어느 곳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분석된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기술 중심 서비스의 대표 서비스인 기술 네트워크 서비스는 기술간의 요소 기술, 유사기술, 경쟁 기술 등의 주요 관계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기술의 현재 성숙도 위치를 파악하고 기술과 연구 주체의 신규 진입 시기를 파악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되고 있다. 주체 중심 서비스의 대표서비스인 연구자 그룹 서비스는 연구 주체들간의 협력 그룹을 통해 해당 기술을 연구하는 주체들의 경쟁/협력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해당 기술이 독보적인 대표 주체에 의해 시장이 주도되는지 서로 협력하여 균형 있게 발전하는지 등의 기술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주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좀 더 자세한 협력관계를 제공한다.  
 그림 1. 기술/주체 맵(a), 기술관계네트워크(b), 연구주체 그룹 서비스(c) 

 TIS는 기존의 분석 도구들과 차별화를 위해 빠르고 자동화된 지식 구축,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서비스 개발, 외부 오픈 데이터와 연계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우리의 서비스는 시맨틱 웹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서비스로 정보의 연계가 쉬우며, 정보 서비스를 뛰어 넘는 지식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다. 논문, 특허와 같이 이질적인 정보를 융합함으로써 다관점의(Multifaceted) 정보 제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논문을 중심으로 한 연구 관점, 특허를 중심으로 한 사업 관점 등 다른 성격을 가지는 연구 성과들의 구성 비율을 조절하여 다양한 조건에 대한 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기존의 데스크탑 기반의 특허/논문 분석 지원도구의 경우는 확보된 데이터 셋을 중심으로 분석 정보가 가능하며, 정해진 입력 형태, 제한적인 데이터의 크기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서비스는 무제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검색한 개체와 연관된 동향 분석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유의미한 개체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LOD와 같은 외부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향 후, 우리는 기술과 주체의 관점에서 다양한 조합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 • 융합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예측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Use Case: OntoFrame 2008-A Semantic Portal Service of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2009. http://www.w3.org/2001/sw/sweo/public/UseCases/OntoFrame/  [2] “Case Study: Integrated, Connected Search Service for Technical Standards Information”, 2010, http://www.w3.org/2001/sw/sweo/public/UseCases/Kisti/  [3]”그리드 기반의 고성능 과학기술지식처리 프레임워크 개발”, 정창후, 최윤수, 최성필, 윤화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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