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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학기술 및 R&D 연구자는 선행 연구와 그 개발 결과에 대해 조사‧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리
고 최근에는 효과적인 정보검색을 위해 시맨틱 웹을 비롯한 다양한 검색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온톨로지를 
이용한 검색기술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R&D정보(사업 및 과제정보), 그 사
업 및 과제 수행을 통한 성과물(논문, 특허, 보고서, 기술이전 정보 등), 그리고 사업 및 과제와 연관된 정보(동향, 연
구자, 용어 정보 등)를 연계하여 지식베이스(RDF-Triple)를 모델링하고, 이를 지식맵 서비스로 구현하여 연구자에게 
국가 R&D정보를 한 눈에, 한 곳에서 국가 R&D정보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가(정책입안자)

에게는 R&D 전략 수립 과정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자에게는 선행 연구에 대한 조사‧분석 시간 단
축 및 새로운 연구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 지식맵, 온톨로지, 국가R&D, 과학기술, 토픽 모델링

Abstract  Knowledge map is widely used to represent knowledge in many domains.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of integrating the national R&D data and assists of users to navigate the integrated data via using a 
knowledge map service. The knowledge map service is built by using a lightweight ontology modeling method. 
The national R&D data is integrated with the research project as its center, i.e., the other R&D data such as 
research papers, patent, and project reports are connected with the research project as its outputs. The 
lightweight ontology is used to represent the simpl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grated data such as 
project-outputs relationships, document-author relationships, and document-topic relationships. Knowledge map 
enables us to infer the further relationships such as co-author and co-topic relationships. To ex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grated data, a RDB-to-Triples transformer is implemented. Lastly, we show an 
experiment on R&D data integration using the lightweight ontology, triples generation, and visualization and 
navigation of the knowledg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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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즈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부분은 거 한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에 도

움을  수 있는 핵심 인 지식을 추출해내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 하면, 인간의 제한된 인지 

능력을 보완하기 해 거 한 데이터로부터 연 성이 높

은 데이터를 선별해 내고 이를 상으로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더

욱 요한 문제로 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식맵

(Knowledge Map)은 이러한 목 으로 연구되는 표

인 연구분야이다[1].

최근 들어, 지식맵 련 서비스는 데이터를 데이터베

이스에 축 하고,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검색결과를 제공

하는 방식에서 데이터 간 혹은 정보 간의 의미 계를 

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지식맵(Knoweldge Map)이나 온

톨로지(Ontology) 등으로 표 하여 사용자의 질의 의도

를 악하고 검색결과에 의미를 더하여 제공하는 의미기

반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

다[2].

즉, 기존 검색서비스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들을 단순 키워드 매칭을 통

해 제공하는 것으로 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시맨틱 웹이 등장하면서 특정 도메인에 맞는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의미 혹은 데이터들 간의 계를 

악하여 보다 정확하고 의미있는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라 할 수 있는 국가 

R&D정보(사업, 과제 정보 등)와 R&D 수행을 통해 산출

된 각종 성과물 정보(논문, 특허, 보고서 정보 등)를 연계

하여 R&D 정책입안자에게는 국가 R&D 주기 의사결

정을 지원하고, 연구자에게는 국가 R&D정보 공유  미

래기술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해, 국가 

R&D정보와 성과물 정보를 연  정보(주제어, 연구자, 기

 정보 등)를 기반으로 하여 온톨로지를 모델링하고, 이

에 한 가시화 서비스(지식맵 서비스)를 구축하 다. 

NDSL-NTIS 연계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해 연계체계 구축, 분석기반 개선, 개념기

반 체계 구축, 연계활용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 리기

능 개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R&D정보 의미기

반 서비스를 개발하 다.

2. 관련 연구

2.1 지식맵(Knowledge Map)

지식맵은 그 목 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기  데이터를 장, 리  처리하기 

한 지식 리 분야에 사용되는 지식맵이고, 다른 유형

은 과학기술 문서로부터 추출된 지식을 분석하고, 표

하기 한 지식맵이다. 지식 리 측면에서의 지식맵은 

지식 리  비즈니스 로세스를 향상시키기 해 기

의 내부 지식  처리를 설계하고, 구조화하는데 이 

맞추어져 있다[4,5]. 반면,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맵은 사

용자가 지도를 통해 지역을 탐색하는 일반 인 맵처럼 

과학기술 연구자가 지식을 네비게이션하기 해 과학기

술 지식을 표 (가시화)하는데 그 목 이 있다[6,7].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연구자가 

지식베이스 근을 통해 R&D정보를 검색(browse)하고, 

네비게이션(navigate)할 목 임을 감안 과학기술 지식을 

표 하는 지식맵을 으로 다루고자 한다.

[Fig. 1] An Example of Konwledge Map

기 지식맵은 서지과학(science of bibliography)에서 

사용되던 동시인용(co-citation), 동시출 단어(co-word) 

 동시주제분류(co-classification) 스키마의 형태로 구

축되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지식맵은 보다 자동화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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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지식을 처리하기 한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모델

링 하고, 이를 가시화하는 형태로 발 하 다[6,7,8]. 일반

으로 지식맵은 [Fig. 1]과 같이 노드(node)와 노드 간 

링크(link)로 구성되며, 노드는 각 객체(object)를 표 하

고, 링크는 객체들 간의 계(relationship)나 의미(semantic) 

등을 표 하는데 활용된다.

2.2 시맨틱 웹과 온톨로지

통 인 웹은 사람 심 네비게이션(human navigation)

을 해 만들어진 문서 웹(Web of documents)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시맨틱 웹은 XML, RDF/RDFS  OWL과 

같은 기계로 처리가능한 형태를 통해 객체에 한 명확

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실세계 객체를 표 하는 데이터

에 한 데이터의 웹이라 할 수 있다[24]. 따라서, 시맥틱 

웹은 시맨틱 웹 데이터를 기계 으로 처리가능하기 때문

에 의미를 갖는 웹 자원을 표 하고, 구분(identify)하는 

그 자체로 거  인덱스(huge index)라 말할 수 있다[9,10].

온톨로지는 이러한 시맨틱 웹을 실 하기 해 요구

되는 기술 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술이다. 온톨로지

는 “도메인을 개념화하기 한 명세“로 정의한다[25]. 

OWL (Web Ontology Language)은 클래스(class)와 

로퍼티(property)의 상속  계층구조의 개념과 계를 

명료하게 정의하는 온톨로지 명세언어이다[11]. 즉, 

RDF/RDFS는 웹 자원의 분류  지식을 표 하는 반면, 

OWL은 웹 자원의 온톨로지  지식을 생성하는데 사용

한다.

[Fig. 2] An Example of Triples (a) and a Graph 
(b) Composited by Triples

최근의 온톨로지 기반 지식 리시스템은 RDF 데이터

의 장, 변경, 처리를 해서 n-트리  형태가 리 사

용된다.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는 서로 

다른 어 리 이션 간의 데이터 교환을 효율 으로 하기 

해 웹에 련된 메타데이터를 표 하기 한 언어이며, 

주어(ubject), 동사(predicate), 목 어(object)로 갖는 트

리 로 구성된다. [Fig. 2]는 주어, 동사, 목 에 해당하는 

것을 URI를 써서 객체를 문장으로 구성하거나 그래

(graph)와 네트워크(network)를 써서 도식 으로 표 되

는지, 그리고 새로이 재구성되는지를 보여 다. 

시맨틱 웹 데이터를 생성하기 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업 환경에서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온

톨로지 스키마에 기반한 인스턴스를 수작업으로 생성하

는 것이고[12,13,14], 두 번째는 계 데이터를 

RDB-to-Triple 매핑 규칙을 통해 온톨로지로 변환하는 

것이며[13,15], 세 번째는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기

술을 기반으로 엔트리와 엔트리 간 계를 자동 는 반

자동 추출함으로써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온톨로지를 생

성하는 것이다[16,17]. 본 연구에서는 R&D 데이터를 

계형 DB로 변환하는데 두 번째 방식을 하 고, R&D 객

체 간의 주제어 계를 추출하는 데에는 세 번째 방식을 

사용하 다.

3. 국가 R&D 지식베이스 구축

3.1 지식맵 서비스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국가R&D 사업/과제 정보와 연구성과

물 정보(연구보고서, 논문, 특허, 동향(GTB: Global 

Trends Briefing)정보 등)와 같은 국가 R&D정보에 한 

지식 연계를 통해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맵 서비스 시스

템을 구축하 다. 본 시스템은 과학기술  R&D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과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로부터 입수된 데이터를 의미 으로 연계하는 

것이 일차 인 목 이며, 연계된 정보를 주제어 기반으

로 정보검색을 제공하는 것이 이차 인 목 이다. 그리

고 지식 처리  분석을 통해 지식맵 서비스를 연구자에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Fig. 3]은 통합 DB와 두 개의 엔진(search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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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index manager)으로 구성된 체 인 온톨로지 시스

템의 구조이다. 검색엔진 리 지토리(search manager)는 

토픽/키워드와 R&D 문서, 연구자정보, 기 정보  학회

와 같은 R&D정보로 구성된 데이터-마트 테이블을 포함

하고 있다. 데이터-마트 테이블은 토픽 모델링을 통해 생

성된다. 온톨로지 리 지토리(index manager)는 국가 

R&D정보에 한 지식을 장하고, 처리하기 한 공간

이다. 

[Fig. 3] System Architecture

우리의 시스템에 국가 R&D정보에 한 지식을 처리

하고, 표 하기 해 RDF/s, 온톨로지, 트리  장소  

SPAQL과 같은 시맨틱 웹 기술을 이용하 다. 기본 으

로, 통합 R&D정보는 온톨로지 스키마를 기 로 하여 트

리  데이터로 변환한다. 검색엔진 리 지토리와 온톨로

지 리 지토리는 각각 검색 쿼리와 SPARQL 쿼리를 이

용하기 한 API를 제공하며, 컴포 트 벨 상에서의 

오  서비스는 리 지토리 API의 상  계층에 구 하게 

된다. 끝으로, 웹/모바일 어 리 이션과 다른 시스템은 

국가 R&D정보에 한 검색, 분석  지식맵을 이용하기 

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해 오  서비스를 매쉬업

(mashup)한다.

3.2 지식베이스 구축

본 연구에서 온톨로지는 연구자맵, 과제맵, 논문맵과 

같은 지식맵에 한 엔터티와 엔티티 간 계를 표 하

는데 사용된다. 추가 으로, 온톨로지 리 지토리는 온톨

로지를 장하고, 처리하기 해 이용된다.

[Fig. 4]는 국가 R&D정보에 한 온톨로지가 어떻게 

구축되고, 처리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NDSL과 

NTIS로부터 입수된 국가 R&D정보는 각 콘텐츠 별 DB

(논문 DB, 특허 DB, 연구보고서 DB, 사업/과제 DB 등)

를 하나의 통합 DB에 장한다. 통합된 데이터는 온톨로

지 스키마를 참조하고, DB-to-OWL 맵퍼(mapper)를 이

용하여 트리  데이터로 변환한다. 변환된 트리  데이

터는 “R&D navigation knowledge base”라 불리는 온톨

로지 리 지토리로 로드된다. R&D 네비게이션 서비스는 

지식베이스에 의해 제공되는 SPARQL 쿼리 엔드포인트 

API를 통해 트리  데이터를 검색한다. 

[Fig. 4] Construction Process of Knowledge 
Base for R&D Navigation Service

3.3 온톨로지 모델링

W3C에서는 온톨로지 모델을 명확하게 하기 해 지

식을 표 하기 한 표  임워크와 언어인 RDF/s와 

OWL 발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 으로 지식

을 처리하기 해 경량화된 온톨로지 모델을 통해 온톨

로지를 모델링하 다. 즉, SUMO[35]와 같은 실세계 지

식을 표 하는 모든 일반 인 클래스와 계를 이용하기 

보다는 특정 도메인(domain-specific) 클래스와 계를 

이용하여 지식을 명확하게 했다.

3.3.1 과제의 온톨로지 모델

본 시스템의 온톨로지 모델  과제 련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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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project)이 과제를 심으로 해당 과제의 결과

물인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정보와의 연계를 하기 때문

에 가장 요한 모델이며, 모델링 작업이다.

[Fig. 5]는 과제 모델과 과제를 표 하는 ‘과제(Project)'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 '과제수행자(ProjectPerformer)' 

클래스는 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연구책임자를 나타내고, 

연구자를 표 하는 '연구자(Person)' 클래스의 하  클

래스이기도 하다. 자의 기  정보는 ’연구자‘ 클래스를 

통해 연결되고, ’과제수행자‘ 클래스의 최상  클래스이

기도 한다. 기 은 논문을 쓴 기  회원을 주제별로 구분

하여 통계분석하기 해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학회(Society)' 클래스는 자가 논

문을 발표한 학회를 나타내며, ‘주제어(Topic)’ 클래스를 

통해 ‘과제’ 클래스와 연계된다. ‘주제어’ 클래스는 주제어

(topic keyword/s)를 나타내고,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추출된다.

[Fig. 5] Ontology Schema for Research Projects 
and Their Results

3.3.2 논문의 온톨로지 모델

[Fig. 6]은 논문에 한 온톨로지 모델을 보여주고 있

으며, 기본 으로 연구논문, 논문 자, 그리고 논문주제

에 한 간단한 계로 지식을 표 하고 있다. 이 모델의 

주요 클래스는 연구논문과 각 논문의 자를 나타내는 

‘논문(Paper)' 클래스와 '논문 자(PaperAuthor) 클래스

이다. ’과제수행자‘ 클래스는 ’연구자‘ 클래스의 하  클래

스이며, ’논문 자‘ 클래스는 ’논문‘ 클래스가 ’과제‘ 클래

스에 연계된 것과 같이 ’연구자‘ 클래스의 하  클래스로 

지정한다. ’주제어‘, ’연구자‘, ’기 ’, ‘학회’ 클래스는 과제 

모델에 정의된 클래스이다. 

[Fig. 6] Ontology Schema for Research Papers

3.3.3 특허의 온톨로지 모델

[Fig. 7]은 특허에 한 온톨로지 모델을 보여 다. 특

허 모델은 논문 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특허, 특허발명인 

 특허주제에 한 지식을 표 한다. ‘특허(Patent)'와 ’

특허권자(PatentPatentee)‘ 클래스는 과제에 연 되어진 

특허와 특허 작자를 나타내며,  ’특허권자‘ 클래스는 ’

연구자‘ 클래스의 하  클래스이다. 한, ’특허권자‘ 클래

스는 발명인, 출원인, 리인과 같은 특허권자 유형을 나

타내는 ’특허권자타입(PatentPatenteeType) 속성을 갖는

다. ‘특허’ 클래스 역시 등록정보 계를 통해 ‘특허구분

(PatentDivision)’ 클래스로 나타내어지며, 세가지 유형

(활용, 디자인, 의장 특허)으로 분류된다. 

[Fig. 7] Ontology Schema for Patents

3.3.4 연구보고서의 온톨로지 모델

[Fig. 8]은 연구보고서에 한 온톨로지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연구자가 연구 로젝트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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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결과에 한 보고서이다. ‘보고서(Report)'와 ’보고

서 자(ReportWriter)' 클래스는 연구보고서와 그 자

를 각각 표 한다. ‘보고서 자’ 클래스는 자가 로젝

트 수행자인지 아니면 단지 보고서 만을 작성한지에 

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Fig. 8] Ontology Schema for Project Reports

3.3.5 해외 동향의 온톨로지 모델

[Fig. 9]는 해외 동향(Global Trends Briefing, 이하 

GTB)에 한 온톨로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과

학기술동향(FSTTrend)' 클래스는 메인 클래스이며, 말 

그 로 해외 과학기술에 한 동향을 나타내고, 과학기

술 코드를 가리키는 '해외과학기술기술코드(FSTCode)', 

과학기술 주제를 말하는 '해외과학기술동향주제분류코

드(FSTTopicCode)', 그리고 과학기술 산업 코드를 표

하는 ’해외과학기술동향산업분류코드 (FSTIndustrialCode)' 

클래스와 연 된다. 한, 출처 국가를 나타내는 ‘국가

(Nation)' 클래스와도 연 된다.

[Fig. 9] Ontology Schema for GTB data

‘언어(Language)'와 ’주제(Topic)‘ 클래스 한 토픽 

모델링을 통한 GTB 데이터의 지식 검색을 해 생성된

다.

3.4 N-트리플 형식을 이용한 온톨로지 인스터스

국가R&D정보에 한 지식을 장하고 처리하기 해 

N-트리 (triple) 형태를 이용하 다. 국가R&D정보를 

트리 로 변환하기 해 [Fig. 4]의 DB2OWL 맵퍼

(mapper)를 이용하 다. [Fig. 10]은 온톨로지 스키마에 

기술된 개념 클래스에 응시킴으로써 RDF 트리를 형식

을 이용한 국가R&D정보의 인스턴스(instantiation)를 보

여주고 있다.

[Fig. 10] National R&D data Instantiation using
RDF Triples

제안된 시스템은 부분의 질의응답(query answering) 

 추론(inference)이 스키마 모델 상에서 수행되기 때문

에 경량 온톨로지(lightweight ontology)를 이용하 다.

[Fig. 11]은 국가R&D정보에 해 생성된 트리 의 

를 보여주고 있다.

[Fig. 11] An Example of the triples of national 
R&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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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맵과 네비게이션 서비스

지식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어떻게 지식을 찾

고, 지식맵을 통해 네비게이트할지를 고려하는 것이 무

엇보다 요하다. 본 에서는 지식맵이 어떻게 보여지

는져야 효과 인지와 사용자들이 어떻게 지식을 네비게

이트하면 유용한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Type Contents No. Triple No.

Projects About 280,000 About 9M

Papers About 1.5 M About 50M

Patents About 2.5 M About 80M

Reports About 90,000 About 5.7M

GTB About 160,000 About 5.4M

Profiles About 390,000 About 2M

<Table 1> National R&D Information for Service

<Table 1>은 서비스 상인 국가R&D정보와 토픽 모

델링에 의해 생성된 트리  데이터의 수를 보여주고 있

으며, 제안된 시스템은 단지 트리 에 기반한 지식맵 서

비스 만을 제공한다.  

4.1 지식맵 서비스

지식맵은 지식을 표 하는 유명한 인터페이스 에 

하나이며, 사용자가 쉽게 지식을 네비게이트 할 수 있게 

해 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다이어그램, 그래 , 챠트 

형태와 같은 다양한 지식맵 표  에 연구자, 토픽, 기

, 학회 간의 지식 계를 표 하기에 합한 네트워크 

형태의 지식맵을 활용하 다. 

사용자는 지식맵 상의 노드를 선택함으로써 하나의 

지식에서 다른 지식으로 지식 간을 네비게이트할 수 있

다. 각각의 지식맵이 어떻게 생성되고, 지식 간을 네비게

이트할 수 있는 지는 다음 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다.

4.1.1 연구자 지식맵

온톨로지 상에서 연구자는 자 계(author relationships)

와 수행자 계(performer relationships)로서 국가R&D

정보에 의해 연 지어진다.

연구자 네트워크를 표 하기 한 지식맵(연구자맵)

이 생성된 후, 연구자 네트워크는 국가R&D 문서 상의 공

동 자 계와 국가R&D 로젝트 상의 공동참여자 

계에 의해 성성된다.

[Fig. 12]는 세개의 지식맵 - 연구자 네트워크, 연구자

에 의해 생성된 R&D 성과물, 연도별로 분석된 연구 주제

맵으로 구성된 연구자 지식맵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 네트워크에 한 지식맵은 사용자가 선택한 

연구자를 심으로 선택한 연구자와 연구를 같이 한 공

동 수행 연구자 네트워크를 표 하고 있다.

이때, 노드(node)는 연구자를, 간선(edge)은 연구자 간 

계를 나타낸다. 사용자가 연구자를 선택하기 해서, 

그리고 다음의 네 가지 경우  하나를 해서 각각의 노

드를 클릭하면 된다. 첫 번째는 선택된 연구자(노드)에 

의해 발생한 R&D정보를 보기 해, 두 번째는 선택된 연

구자와 앙의 연구자 간에 공동 산출한 R&D정보를 보

기 해, 세 번째는 선택된 연구자를 심으로 지식맵을 

재구성하기 해, 네 번째는 선택된 연구자의 이름을 이

용하여 일반 인 검색을 하기 해서다.

[Fig. 12] A Knowledge Map for Researchers

두 번째 지식맵(성과맵)은 R&D 수행결과로 발생한 

연구자 산출물을 보여주며, 각 노드는 각 R&D 산출물 수

를 포함하여 유형별 국가R&D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지식맵(주제추이맵)은 연도별로 분석된 연구

자의 토픽 동향을 보여주고, 사용자는 주제추이맵 상의 

주제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 에서 소개할 

지식맵을 미리 볼 수 있다.

4.1.2 주제지식맵

[Fig. 13]에 보여지는 주제지식맵은 주제어와 련 주

제어를 나타내며, 련 주제어를 표 하는 주제맵, 주제

와 련된 R&D 성과물을 산출한 연구자를 표 하는 연

구인력맵, 그리고 주제와 련한 연구자의 소속기 을 

표 하는 연구기 맵으로 구성된다.

주제맵은 사용자가 선택한 주제 키워드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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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클러스터링 한 후, 사용자 선택 주제 키워드를 심

으로 Top-N 주제 키워드를 동심원 형태로 보여주고 있

다.

사용자는 다른 주제 키워드를 선택하면 그 키워드를 

심으로 주제맵을 새로인 구성할 수 있으며, 갱신된 주

제맵은 선택된 주제 키워드의 다른 셋(set)을 가지고 생

성된다. 

주제 련 연구자맵은 R&D 성과물과 주제 키워드 간

의 계를 추 함으로써 그리고 R&D 산출물과 연구자 

간의 계를 만듦으로써 생성된다.

주제 련 연구기 맵은 토픽 클래스, R&D 성과 클래

스, 연구기  클래스 간의 추 을 통해 생성된다. 사용자

는 연구자 노드와 연구기  노드 각각을 선택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기 에 한 지식맵을 네비게이트 할 수 

있다.

[Fig. 13] A Knowledge Map for Topics

4.1.3 연구기관맵

[Fig. 14>] 보여지고 있는 연구기 맵은 연구기  네

트워크를 보여주며, 그 네트워크는 연구자가 R&D 성과

물을 창출하는데 공동 력기 이 다른 기 일 경우 생

성된다. 그리고 연구기 맵은 련 기 을 표 하는 지

식맵(연구기 맵), 앙에 표시된 연구기 에 속한 연구

자 간에 창출된 R&D 성과물가 많은 Top-N 연구자를 표

하는 지식맵(연구자맵), 그리고 앙에 배치된 연구기

의 토픽 동향을 표 하는 지식맵(주제추이맵)으로 구

성된다.

다른 지식맵과 같이, 사용자는 지식맵 상이 노드를 통

해 연구기 맵, 연구자맵, 주제추이맵을 네비게이트 할 

수 있다.

[Fig. 14] A Knowledge Map for Organizations

4.1.4 학회맵

[Fig. 15]과 같이, 학회맵은 학회에서 발간한 R&D 성

과물(논문) 간의 공통 주제를 심으로 련된 학회를 보

여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의 지식맵으로 구성된

다. 첫째는 을 심으로 련 학회를 보여주는 지식

맵( 맵), 둘째는 앙에 치된 학회에 속하는 연구자 

간의 R&D 성과물 창출 건수가 많은 Top-N 연구자를 보

여주는 지식맵(공동연구자맵), 그리고 앙에 배치된 학

회의 토픽 동향을 보여주는 지식맵(주제추이맵)이다.

[Fig. 15] A Knowledge Map for Researcher Societies

이 한 다른 지식맵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지식맵 

상의 노드를 통해 자유로이 맵, 공동연구자맵, 주제

추이맵을 네비게이트 할 수 있다.

4.2 네비게이션 서비스

본 에서는 회기  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지식 네비

게이션 서비스를 설명하며, 그 는 [Fig. 16]과 같다. 최

의 확장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주제별, 별, 자별, 

연구기 별로 지식( 는 데이터)을 네비게이트 할 수 있

으며, 회기  방법을 통해 각 노드에서부터 보다 더 많은 

지식을 확장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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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n Example of Knowledge Navigation 
Service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토픽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국가R&D정보에 한 지식맵 서비스를 살펴보았으며, 

통합된 국가R&D정보를 표 하고, 처리하기 해 경량 

온톨로지를 사용하고, 통합 한 경량 온톨로지 하에서 

수행된다. 경량 온톨로지는 통합을 기존의 데이터 웨어

하우징 방식과 같은 단순한 DB-to-DB 통합과 비교해 

보다 더 체계 이고, 지식화하게 해 다. 데이터웨어하

우징 방식은 단순히 축 (aggregation) 기능을 제공하지

만, 온톨로지 기반 통합은 련 자(co-author)와 련토

픽(co-topic) 계와 같은 더 나은 계를 추론할 수 있게 

해 다. 더욱이, 온톨로지 기반 트리  데이터는 자연어

와 그 자연어의 네트워크 구조를 통합하는데 더 많은 방

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식맵 서비스하기에 훨씬 더 

합하게 해 다.

토픽 모델링 기반 지식맵 구축방식에서 추출된 토픽

은 국가R&D 개체 간의 계를 생성하는데 이용된다. 토

픽 계는 단순 키워드 기반 검색과 비교해서 훨씬더 효

과 인 방법으로 R&D 개체를 검색하고, 네비게이트할 

수 있게 해 다.

하지만, 재의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 성능은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완 하게 지식을 추출함에 있어 여

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만일 그러한 문제에 해 조  

더 비할 수 있다면, 보다 완 한 온톨로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에게 지식맵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지식 처리  검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온톨로지 인 

엔티티와 계를 자동 는 반자동 추출하는데 보다 집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식맵  네비게이션 서비스

는 국가R&D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에 해서도 

보다 완성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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