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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천문학회와 한국우주과학회는 년과 년에 각각1965 1984
창립되어 우리나라 천문우주과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왔

다 두 학회에서는 학술활동을 위해 년에 한국천문학회. 1968
지를 발간하고 년에는 천문학논총과 한국우주과학회지1984
를 발간하였다 한국천문학회지는 국내 최초의 천문학 전문.
학술지로 국내 천문학 연구가 뿌리를 내리는데 크게 기여하

였고 천문학논총과한국우주과학회지는학문적연구결과뿐,
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적 성과를 알

리고공유할수있는장을제공하였다.
두학회는국내학술지에게재된논문들의목록과전문을

다운로드할수있는웹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학회의홈,
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현재의 서비스는 각 권별로 논문 목

록과내용을볼수있는형태이며검색기능과 형태의자료DB
관리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한국천문연구원천문우주정보.
센터(Korean Astronomical Data Center, KADC, http://kadc.kasi.re.kr)

는 연구자들의 논문 이용 효율을 높여주는 검색기능과 논문

의정리와보관등관리기능이포함된검색 를구축하게되DB
었다.
한국천문연구원은관측자료와고천문자료 천문학카탈,

로그등의 화작업을통해검색프로그램의개발및자료의DB
관리에관한기반기술을이미보유하고있다(Sung et al. 2004;
성현일등 성현일등 성현일등 성현일등2003; 2004a; 2004b;

성현일등 성현일등 국내천문학논문검2005a; 2005b; 2006).
색 는이기술을바탕으로구축되었으며 웹페이지의표현DB ,
방식은 천문학 논문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ADS( 의 논문 검색 시스템을 모Astrophysics Data System)
델로 하였다.

장에서는 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장에서는2 DB , 3
시스템에 관하여 장에서는 웹과 의 구조 및 연결DB , 4 DB

에 관하여 장에서는 웹 구현에 관하여 그리고 장에서, 5 , 6
는 결론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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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Astronomical Data Center(KADC) in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KASI) has
developed a database of astronomical journals published by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and the Korean Space
Science Society. It consists of all bibliographic records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JKAS),
Publicatio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PKAS), and Journal of Astronomy & Space Sciences(JASS). The
KADC provides useful search functions in the search page such as search criterion of bibcode, publication date,
author names, title words, or abstract words. The journal name is one of the search criterion in which more than
one journal can be designated at the same time. The criterion of author name is provided bilingually: English or
Korean. The abstract and full text can be downloaded as PDF files. It is also possible to search papers related to a
specific research topic published in Korean astronomical journals, provided by the KADC, which often cannot be
found the worldwide, Astrophysics Data System(ADS) services. The KADC will become basic infrastructure for the
systematic construction of bibliographic records, and hence, make the society of Korean astronomers more interactive
and collabo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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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B

본연구에서는천문학관련주요국내학술지인한국천문학회

지와 천문학논총 한국우주과학회지의 논문 전체를 화 하, DB
였다.

한국천문학회지2.1

한국천문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JKAS 는 년에 처음 발간하여 년 월 현재 권 호) 1968 2006 3 39 1
를발간하였다 년부터 년까지는매년 권씩발간하. 1968 1980 1
다가 년부터 매년 권씩 발간하였으며 년부터는 매1981 2 2001
년 권씩 발간하고 있다 한국천문학회지는 국내에서 최초로4 .
발간된 천문학 전문 학술지이며 모든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

하고있다.

천문학논총2.2

천문학논총(Publicatio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PKAS 은 국문 및 영문 논문을 발간하기 위해 년에 창간) 1984
되었으며 년 월에 권을 발간하였다 창간 이후 매년2005 12 20 .
권씩 월에 발간하고 있으며 년부터는 월과 월에1 12 , 2006 6 12
각각 권씩 발간되기 시작했다 천문학논총은 과학과 기술에1 .
관한 연구논문 이외에 해설논문도 싣고 있으며 학술회의 프,
로시딩을특별호로발간하기도한다.

한국우주과학회지2.3

한국우주과학회지(Journal of Astronomy & Space Sciences,
JASS 는 년에창간하여 년 월에 권 호를 발간하) 1984 2006 6 23 2
였다 한국우주과학회지는 매년 회씩 발간하고 있으며 우주. 4
과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을 싣고 있다. 논문의 내용은 국문
과영문모두사용가능하다.

3. DB

구축을 위한DB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리 시스템DB
으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 JSP(Java Server

와 을 사용하였다 은 관계형 로Pages) MySQL . MySQL DB
안정성과 보안이 우수하고 각종 함수도 많아 프로그래밍

이 용이하다 김호 허정수( 2003; 2000; Thomson & Welling
2001).

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 동적인 웹 사이트 개발 언JSP
어로서, ASP(Active Server Pages와) PHP(Professional
Hypertext Preprocessor), CGI(Common Gateway
Interface 와 같은 서버측 스크립트 언어이다 웹 사이트) .
를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과 자바스크립트HTML

가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실행되는 반면(Javascript)
에 는 서버에서 실행되고 실행된 결과를 사용자에 전JSP ,
달해 준다 성현일 등( 2004a; Field et al. 2002).

설계3.1 DB

설계는 요구조건 분석과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DB , ,
적설계 그리고구현의단계를거쳐이루어졌다 그림 요구, ( 1).
조건 분석 단계에서는 논문자료의 처리시 요구되는 조건을

파악하고 개념적설계단계에서는 에독립적인개념의, DBMS
스키마 를 설계하고 트랜잭션(schema) (transaction 모델링을)
한다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에 맞는 스키마 설계와. DBMS
트랜잭션 인터페이스의 설계를 했다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는 에 맞는 물리적 구조를 설계하고 트랜잭션의 세부DBMA
적 사항을 설계했으며 구현 단계에서는 스키마와 트랜잭션,
을작성했다.
스키마는 의 테이블 조직이나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DB ,
의 데이터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논리적으DB

로 정의하여 개체의 속성과 이들 개체들 간의 관계에 대

그림 설계 단계1. DB

index.html

queryjournal.jsp

search.jsp

abstract.jsp

paper.jsp

표 기능별 프로그램 종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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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 및 조건 등을 기술하는데 사용한다 트랜잭션은.
정보의 교환이나 의 갱신 등 연관되는 작업들에 대한DB
일련의 연속을 의미하는데 의 무결성이 보장되는 상태, DB
에서 요청된 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작업의 기본 단위를

뜻한다.

프로그램3.2 JSP

검색화면에서 결과화면까지 전체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JSP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 중 주요기능을 갖는 프HTML .
로그램들은 표 과 같다1 . 은index.html 검색화면 웹 페이지이

고, 와 는 검색명령을 실행하고queryjournal.jsp search.jsp 결

과를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와 는 검색. abstract.jsp paper.jsp
결과에서 논문의 초록과 전문을 각각 보여주는 프로그램

들이다.
검색화면인 에서는index.html 프로그램을queryjournal.jsp

불러 실행시키며 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queryjournal.jsp
따라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논문abstract.jsp paper.jsp
의 초록 또는 전문을 에서 가져온다DB .

제작3.3 DB
검색조건과 검색결과에 필요한 항목을 테이블로 제MySQL
작하였다.

각학술지의본문내용은 파일로제작했으며 초록은PDF ,
텍스트 기반으로 입력하였다 검색항목인 제목 저자 출판년. , ,
월 학술지명등의정보는직접입력했다 특히저자명은영문, .
과 국문 두 가지로 작성하여 모든 논문에 대해 한글이름으로

검색이가능하도록했다.

4. -DB

웹 의구조는관리자와사용자의컴퓨터 웹서버 서버-DB , , DB
의상호연결로구성된다 그림( 2).

웹 서버4.1

을 사용하는 웹 서버는Tomcat Engine 와Journal Management
의Journal Search Engine, Journal PDF Files 세부분으로 크

게나눌수있다.
웹 서버 내의 은 사용자가 내린 명령Journal Search Engine

을 로받은다음HTTP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를 이용하
여 서버로 전달한다 서버에서 추출된 자료는DB . DB Journal

을통하여 다시 사용자에게전달하여Search Engine 웹 브라우

저상에서검색결과를보여주게된다.
관리자는 를 통해 웹 서버의HTTP Journal Managment

에 관리에 필요한 각종 명령을 전달하고 이 명Componen

그림 웹 프로그램 구조도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의 검색화면에2. -DB .
서 명령을 내리면 로 웹 서버의 에 명령HTTP Journal Search Engine
이 전달되고 서버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웹 서버로 되돌려 준, DB
다 웹 서버로 돌아온 결과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 상에 표시 된.
다 관리자는 웹 서버의 를 통해. Journal Management Component DB
내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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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들은 드라이버에 무관한 를 이용하여 서버에JDBC DB
전달된다 실행된 명령의 결과는. Journal Managment

를 통해 다시 관리자에게 전달된다Componen .

4.2 JDBC

는 자바 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JDBC (Java)
프로그래밍 를 말한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다 는 언어인. JDBC DBMS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을 이용하여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림 에서 보는. 3
바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어떤 드라이버를 사용

해도 라는 공통된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JDBC
작성할 수 있다 이는 자바의 기본 철학인 플랫폼 독립성.
을 의미한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Oracle
하여도 나중에 다른 드라이버로 바꾸는 과정에서 응용프

로그램을 다시 작성하거나 고칠 필요가 없다.

5. DB

국내 천문학 논문의 검색 웹 페이지는 전세계의 유명 천문학,
학술지를 화 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DB NASA
ADS의 형식을 모델로 하여 제작했다.

검색화면5.1

검색화면에서는학술지 종류와 출판년월 저자명 제목 초, , ,
록 등을 검색조건으로 원하는 논문을 검색할 수 있다 그(
림 학술지 종류 선택에서는 가지 학술지 중 하나 또4). 3
는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출판년월 선택에서는 출판기간,
의 범위를 입력할 수 있고 저자명 선택에서는 영문뿐만,
아니라 한글명의 검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의 영문. JKAS
논문처럼 한글 저자명이 표기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 연구의 화 작업과정에서 자료를 하나씩 입력하였다DB .
제목과 초록은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논문의 초록을 전부 텍스트로 화 하였다DB .

결과화면5.2

국내 천문학 논문의 검색결과는 ADS와 비슷한 출력형식으

로 나타나도록 만들었다 결과화면은 와 학술지. Bibecode
명 출판년월 링크 초록 저자명 제목 등이 나타난다 그, , , , , (
림 는 파일명을 표시하는 것으로 년 학술지5). Bibecode ‘ ,
명 권 페이지 로 형성된다 학술지명은, , ’ . JKAS, PKAS,

등으로 표시하며 출판년월은 월년 으로 표시한다JASS ‘ / ’ .
링크는 초록과 논문의 전문 검색이 가능한 링크를 제공한

다 초록의 경우는 로 논문의 전문은 로 나타내며 전. A , F ,
문은 파일로 제공한다 부록 저자명은 모든 저자PDF ( A).
에 대해 영문뿐만 아니라 한글명도 표시하며 제목은 영,
문을 기본으로 하고 국문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영문과

국문을 동시에 나타낸다.

6.

한국천문학회와 한국우주과학회에서 발간하는 천문학 관

련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모든 논문을 웹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화 하였으며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정보센터DB
내에 이 를 설치하여 서비스하고자 한다 검색이 가능DB .
한 학술지는 한국천문학회지와 한국우주과학회지 천문학,
논총이며 각각 권부터 최신호까지 모든 자료를 화 하1 DB
였다.
검색조건은 출판일자 저자 제목 초록내의 특정Bibcode, , , ,
단어 등이며 저자명의 경우 영문뿐만 아니라 국문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결과는 출판일자에 따라 정렬하고. ,

그림 와 드라이버의 관계 는 드라이버의 종3. JDBC JDBC . JDBC
류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해 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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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검색화면 여러 개의 학술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출판년4. . , bibcode,
월일 저자명 제목 초록 키워드 등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 , , .

그림 검색 결과화면 저자명과 학술지명 출판년월일 제목 등을 나타낸다 와5. . , , . A E
는 논문의 초록과 전문을 각각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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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술지명 출판일자 국영문 저자명Bibcode , , 제목 등을,
보여준다 또한 초록과 형태의 논문전문을 볼 수 있도. pdf
록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 학술지의 논문들도 미국의.
에서 검색 가능하였지만 이 검색 를 이용하면 국ADS , DB

내에서 발표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 검색 는 국내의 연구동향 파악을 위한 도구 일뿐만DB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의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기반을,
다지는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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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SP

<%
try
{

Class.forName("com.mysql.jdbc.Driver").newInstance();
//out.println("ok");

}
catch(Exception E)
{

//out.println("Unable to load driver");
}
try
{

response.reset();
response.setContentType("application/pdf");

String bibcode=request.getParameter("bibcode");
bibcode=bibcode.toUpperCase();
String sql="select journal_name, volumn, pdf_file from

journal2 where bibcode='"+ bibcode+ "' limit 0,10";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

("jdbc:mysql://210.219.33.39:3306/kadc?useUnicode=true&characterEnc
oding=euc-kr", "jspmanager", "kadc");

Statement
stmt=conn.createStatement(java.sql.ResultSet.TYPE_SCROLL_INSENSI
TIVE,java.sql.ResultSet.CONCUR_READ_ONLY);

ResultSet rs=stmt.executeQuery(sql);
ServletOutputStream ous = response.getOutputStream();
rs.next();
{

String journal=rs.getString(1);
int vol=rs.getInt(2);
String pdfFile=rs.getString(3);
String volumn=""+vol;
if(volumn.length()==1) volumn="0"+volumn;
File f;
if(journal.equalsIgnoreCase("JASS"))
{

f=new
File("/data01/journal/jass/pdf/"+volumn+"/"+pdfFile);

//f=new
File("K:\\journals\\data\\jass\\pdf\\"+volumn+"\\"+pdfFile);

}
else if(journal.equalsIgnoreCase("JKAS"))
{

f=new
File("/data01/journal/jkas/pdf/"+volumn+"/"+pdfFile);

//f=new
File("K:\\journals\\data\\jkas\\pdf\\"+volumn+"\\"+pdfFile);

}
else

{
f=new

File("/data01/journal/pkas/pdf/"+volumn+"/"+pdfFile);
//f=new

File("K:\\journals\\data\\pkas\\pdf\\"+volumn+"\\"+pdfFile);
}

if(f.exists())
{

FileInputStream fin =new FileInputStream(f);
int length = (int)f.length();
if(length != 0)
{

byte[] buf = new byte[4096];
int w;
while ((fin != null) && ((w = fin.read(buf)) !=

-1))
{
ous.write(buf,0, w);
}//while
fin.close();

}
}

}//while
ous.flush();
//ous.close();

}
catch(Exception e)

{
System.out.println(e);
//e.printStackTrac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