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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형 데이터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운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례 연구를 통한 실제 인 

방안을 설계하기 해서 한국연구재단 토 기 지원사업의 DB 구축 연구성과물과 한국연구재단의 기 학문자료센터 

DB 통합 운  방안을 제시하 다. 토 기 연구지원사업의 성과확산을 해서는 기 학문자료센터와의 통합 연계가 

필수 으로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서 기존에 구축된 DB구축 과제의 DB는 표  지침을 활용한 XML 데이터베이스화를 

필수 으로 진행하되, 향후 구축될 DB구축 과제의 DB는 기 학문자료센터와 연계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독립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언하 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ories for database integration, which combines heterogeneous data structures, 

and suggested a practical method to integrate databases of Korean Research Memory(KRM) and Infrastructural 

Basic Research(IBR) as a case study. In order to broadly distribute the outcomes of IBR, it is essential 

to be connected to and integrated with the database of KRM. As a solu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current 

database of IBR should follow standard guidelines as a XML database, and its future database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database of KRM or be established as a stand-alo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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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온라인 정보 소스와 정보 사용자의 수가 인

터넷과 통신 기술의 확산으로 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시스템간의 통합을 요구한다

(권도훈 외 2001). 한 개방과 공유, 참여를 

기본 정신으로 삼는 최근의 웹 서비스는 유용

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  민간기

들로 하여  자 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

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질의 데이

터베이스를 생산하고 데이터베이스 운  리

를 효율화하기 한 시도로서 서로 다른 형태

의 데이터베이스를 물리 으로 교환하고 통합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학술분야에서 연구성과물의 공유와 확

산을 해 상이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는 데이

터베이스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한 사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지 산출물의 

상이한 데이터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운 하려는 시도

가 여러 기 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이형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기 한 기술  측면의 가능성과 실제

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사례 연구를 통해 이형 

데이터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운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로서

는 한국연구재단의 토 기 지원사업의 DB 구

축 연구성과물 데이터베이스와 한국연구재단

의 기 학문자료센터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사

례를 상으로 한다. 한국연구재단의 토 기

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의 연구 기 가 

되는 핵심 기반 콘텐츠를 마련하기 한 사업

으로서, 인문사회분야의 기 가 되는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창조 인 지식생산기반을 구축

하기 하여 동서양 고  주해․해설, 학술

문․인명사  편찬, 사회 기 자료 조사  통

계, 당 사 자료 수집 정리, 역사․민속 지리지, 

역사․문화지도 편찬, 희귀 언어 연구  기타 

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문사회분야 

연구의 토  자료를 정리, 가공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 이러한 연

구 성과의 확산을 통해 창의  우수성과물 발

굴 강화  기 연구의 변확 를 목 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연구성과 확산을 한 체계 

마련이 요하다. 

 이와 같은 토 기 연구지원사업의 성과확

산을 강화하고, 토 기 연구지원사업 데이터

베이스가 각 련 분야 연구의 기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는 실제 인 방법으로서 기 학문자

료센터(Korean Research Memory) 데이터베

이스와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실제 인 연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이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는 데이

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특

정 사례 연구를 통해 고찰해보고, 가능한 통합

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이론  검토, 시스템 분석, 시스

템 설계의 세 가지 방법과 차를 거쳐 수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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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  배경 고찰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은 상이한 데이터구조

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의 통합방안과 상이한 메

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의 두 가지 

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방안에서 실제 으로 용 가능한 방안과 사례

를 이론 으로 고찰하 다.

(2) 통합 상 시스템 분석

본 연구의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해 상

시스템을 분석하는 차이다. 시스템을 분석하

기 해 아래 4가지 요소의 분석과정을 수행하

다. 

① 한국연구재단 토 기 지원사업의 연구

성과물 유형 분석

② 토 기 지원사업 DB 구축과제의 연구

성과로 구축된 DB의 데이터 구조 분석

③ 한국연구재단 기 학문자료센터의 데이

터 구조 분석

④ 한국연구재단 기 학문자료센터의 메타

데이터 유형 분석

(3) 통합 모형 설계

시스템 분석 결과를 토 로 아래와 같은 통

합 모형을 설계하 다. 

① 기 학문자료센터와 토 기 지원사업 DB

구축과제의 연구성과물 DB의 통합운  모

형 설계

② 기 학문자료센터와 토 기 지원사업 연

구성과물의 메타데이터 표  모형 설계

③ 기 학문자료센터 오 아카이 (Open- 

Archive) 활용 모형 설계

2. 이론  배경 

2.1 이형 데이터 구조의 DB 통합 운  방안 

이형 데이터 구조의 통합은 체 인 스키

마의 통합과 서로 다른 뷰(View)를 통한 통

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체 인 스키마

의 통합은 강결합(Tightly-Coupled)과 약결합

(Loosely-Coupled)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강결합(Tightly-Coupled)은 통합 데이터 모델

을 심으로 스키마를 설계하여 모든 메타데이

터 요소의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약결합

(Loosely-Coupled)은 단일 스키마를 제공하

기보다 여러 응용방식에 따라 필요한 요구사항

에 해 구조  통합을 제공하는 개념  방식

이다.

Rakesh Agrawal(1996)은 강결합(Tightly- 

Coupled) 방식을 통하여 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마이닝 어 리 이션을 

개발하 으며, Mauro Sousa(1998)는 병렬 데

이터베이스 서버 환경에서의 강결합(Tightly- 

Coupled) 시스템을 구 하 다. 두 연구 모두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데이터마이닝 

어 리 이션을 강결합(Tightly-Coupled) 방

식을 활용하여 이형 데이터 구조의 복잡도를 

단순화시키고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W. Bruce Croft(1992)는 인쿼리(Inquery) 

시스템을 통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에서 텍스트 검색을 한 구 방식으로 약결합

(Loosely-Coupled) 방식을 사용하 는데, IR 

(Information Retrieval)을 한 기본 방식으

로서 공통의 요소에 속하는 정보의 단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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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 )를 분리하여 이들 간의 공통성을 학습

시키고 이외의 정보 단 들을 상으로 추출하

는 방식을 용한 바 있다(<그림 1> 참조).

2.2 이형 메타데이터의 통합 운  방안

연구성과물의 상호운 성을 확보하기 해

서는 연구성과물 유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메

타데이터 벨에서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면

서 연구성과정보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박동

진 외 2006). 메타데이터의 상호운 을 확보하

기 한 표 인 방법으로는 크게 메타데이터 

크로스워크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자원의 속

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메타데이터 형식과 기술 

구조를 인정하고 상호 매핑을 통해 해결하는 방

법, 그리고 메타데이터 지스트리(Metadata 

Registry: MDR)에 의한 해결 방법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고 만, 서태설 2007).

2.2.1 메타데이터 매핑

시스템의 기능 수정을 최소화하면서 안정

으로 기록물을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고

안된 기능이 ‘메타데이터 매핑 도구(Metadata 

Mapping Organizer)’이다(박석훈 2008). 메

타데이터 매핑은 정보자원의 특성을 감안하

여 다양한 메타데이터 형식과 기술구조를 인

정하고 이들 간의 상호 운용을 한 방법으로

서, 상호 참조 테이블 방식과 범용 메타데이터 

통합방식이 존재한다. 이형 메타모델간의 요소

(Element) 벨에서 동질성을 지니는 요소를 

연결하여 이들 간의 매핑을 진행하는 방법으

로 메타데이터 매핑의 목 에 따라 동질성 참

조 요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설계자의 주

인 의지가 반 될 수 있는 단 이 있다. 사례 

<그림 1> 이형 데이터 구조의 통합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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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통령기록 구 리시스템에 도입되어 있

는 “메타데이터 매핑 도구(Metadata Mapping 

Organizer)"는 통령비서실기록 리 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자료 시스템, 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e지원시스템등 다양한 시스템

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포맷 유형의 자기

록물을 안정 으로 이  받고 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구 하 다.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

의 매핑은 인수된 기록물에 해서 먼  일

과 메타데이터 구조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통령기록물 구 리시스템의 ‘필수 

메타 데이터’ 해당 항목과 연결매핑을 하는 ‘매

핑규칙’ 정의를 진행한 후 정의된 매핑규칙에 따

라 자동으로 분류를 진행한다.

2.2.2 크로스워크

크로스워크는 하나의 메타데이터 스킴을 다

른 메터데이터 스킴으로 요소, 의미, 구문을 매

핑하는 방법이다(NISO 2004). 코드의 상호 

교환이나 종합 목록에 한 제공  메타데이

터 수집(Harvesting)을 해 어느 한 메타데이

터 스킴으로부터 다른 스킴으로 코드를 물리

으로 변환하기 한 기본 규격으로 사용하며, 

검색 엔진에 의해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가진 필드들에 질의

하기 해 사용된다. 특징으로는 익숙하지 않

은 스킴을 할 때 더 친숙한 스킴 사이의 크로

스워크를 신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요소들의 의미와 용도 추론에 한계

가 존재하며, 상 으로 문가의 지 인 능력

이 필요하고, 잦은 수정에 한 유지 리 부담이 

발생하며, 메타데이터 스킴 사이의 정확한 1:1 

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Chan 

and Zeng 2006; Zeng and Chan 2006). 이러

한 부분을 기계 으로 처리하기 한 노력으로 

OCLC는 메타데이터간 크로스워크를 실 한 

API인 크로스워크 웹서비스 API(Crosswalk 

Web Service API)를 공개했다. 이 API는 메

타데이터를 표 (MARC, Dublin Core, MODS 

등)과 포맷(XML, RDF, ISO 2709 등), 그리

고 문자셋(MARC8, UTF-8, Windows 1251 

등)으로 규정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API에 

라미터로써 특정 값(문자열)을 넘기면 정의

된 규칙에 따라 매핑된 결과 값(문자열)을 받을 

수 있다. 정의된 규칙은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로 OCLC 크로스워크 

웹서비스 데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3 메타데이터 지스트리

메타데이터 지스트리는 다양한 종류의 메

타데이터 표 을 메타데이터 요소의 설명을 통

하여 메타데이터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이태

웅 외 2002). 메타데이터 지스트리는 메타

데이터의 등록과 인증을 통하여 표 화된 메

타데이터를 유지 리하며 메타데이터 요소간

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한 표  규격으로 메

타데이터 요소의 명세와 표 화를 해 필수

인 데이터 요청과 등록을 한 모델을 제공

한다. ISO/IEC 11179는 ISO/IEC JTC1 SC32

의 WG2에서 개발한 메타데이터 지스트리에 

한 국제표 이다. 이 표 에서는 메타데이터 

지스트리의 구축에 한 구체 인 시스템 스

펙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념  논리 데

이터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총 6가지

의 세부규격을 제공한다. MDR은 상호운용성

을 보장하고 이를 리하기 하여 의미,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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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ETeOR의 메타데이터의 등록단계

표 을 표 화하고 메타데이터의 명세와 의미

공유를 한 다양한 정의를 제공한다. 한 이

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시스템 설계 시 표 화

된 모델링  스키마 설계에 한 가이드를 제

공하고 있다.

표 인 사례로써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National Cancer Institute)의 암 표 데이터 

장소 시스템인 caDSR(Cancer Data Standards 

Repository)은 NCI의 하  기 인 caCORE 

(Cancer Common Ontologic Representation 

Environment)의 인 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다른 사례로는 AIHW(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에서 구축한 METeOR 

(Metadata Online Registry) 시스템으로서 건

강(Health), 커뮤니티 서비스(Community ser- 

vices), 주거 지원(Housing assistance) 세 분

야에 한 국가 메타데이터 표 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2> 참조).

3. 통합 상 시스템 분석

3.1 기 학문자료센터 시스템 분석

3.1.1 시스템 개요

한국연구재단의 기 학문자료센터(Korean 

Research Memory: KRM)는 재단의 학술연

구조성사업에 의해 지원된 인문․사회과학․

술분야의 연구성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원생 이상의 문 연구자를 상으로 서비

스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학술연구조성사업에 의해 지원된 연구과제

의 간산출물  연구과정에서 수집했거나 생

성한 원자료 등을 체계 으로 리하고 공유하

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차 두되고, 국가  

차원의 연구산출물  련 기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을 한 표 화 지침이 

필요하게 되면서 기 학문자료센터 구축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한 기 학문분야 문 

연구자에게 학술  가치가 높은 일차자료(원자

료, 사실정보 등)를 제공하여 후속연구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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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기 학문자료센터의 

유용성이 인정받고 있다. 기 학문자료센터 구

축 상 자료로서는 원자료, 연구결과물, 간

산출물이 해당된다(임건면 외 2007). 

3.1.2 시스템 구성 황

기 학문자료센터 시스템은 크게 연구성과

물 DB 구축 시스템, 오 아카이  시스템, 용

어 데이터 지스트리의 3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 연구성과물 DB 구축 시스템

재단의 연구과제는 하나의 과제로부터 여러 

유형의 연구성과물이 생성되는 경우가 빈번하

고, 산출되는 일 종류와 개수가 다양하다. 이

에 기 학문자료센터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유

형과 매체를 가지는 연구성과물의 복잡한 구조

를 제 로 기술하고자 계층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하는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개념모형을 도입하

다. 따라서 기 학문자료센터 데이터 구조는 논

리  수 의 계층구조 목록을 하여 데이터베

이스 구축 상인 연구성과물 정보를 FRBR 모

형의 제1집단에서 제시하는 작, 표 체, 실

체, 개별자료의 4가지 개체로 정의하고 있다.

∙ 작: 재단 는 외부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표 체: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생산한 연구

성과물 

∙실 체: 연구성과물이 디지털매체로 변환․

장된 일

∙개별자료: 연구성과물의 실물자료에 한 

개별 객체

연결 구조를 지닌 목록을 하여 연구과제

를 최상  계층인 ‘ 작’으로 두고, ‘ 작’인 연

구과제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연결장치로 사용

하여 연구성과물의 상․하  계층과 동일 계

층 간에 연결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연계 가능한 

모든 정보와의 연결 기능을 하여 제1집단의 

행 자에 속하는 제2집단의 용으로 ‘통합연

구인력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기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연동하 고, 제1집단과 주제 계에 

있는 제3집단의 용으로 ‘연구분야분류표’와 

‘데이터 지스트리 시스템’을 연동하고 있다

(<그림 3> 참조).

(2) 오  아카이  시스템

기 학문자료시스템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

구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평가하는 커뮤니티 기

반의 오 아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주제 분야별 연구자 그룹 형성을 지원

하는 커뮤니티 시스템(학술 커뮤니티)을 포함

하고 있으며, 연구자 자신의 작물을 직  제출

할 수 있는 셀 아카이빙(Self-Archiving) 기능

과 RSS  OAI-PMH DP(Open Archives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 

- Data Providers)를 통한 외부 학술연구정보 

수집  제공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3) 용어데이터 지스트리

한국연구재단의 용어구축사업에 의해 구축

된 용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재단 

과제계획서 색인어, 기 학문자료센터 연구성

과물 DB 구축 시 입력된 비통제 주제어, 재단

분야분류표 용어 등을 기본으로 하여 구축되었

다. 2009년 3월 재, 구축기에 등록된 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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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RBR 개념모형을 용한 기 학문자료센터 DB 개념도

어 수는 74,573 용어이고, 용어간 계 설정 수

는 168,700 여건이다. 

3.1.3 데이터 황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학 부설 연구소  

연구기 을 상으로 DB구축 사업단을 선정하

여 연구성과물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재까지 기 학문자료센터에 구축된 연구

성과물DB는 총 343,087건으로, 연구성과물DB 

유형별 구축 황은 <표 1>과 같다.

3.2 토 기 연구 연구성과물 DB 분석

3.2.1 연구성과물 DB 유형 분석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신청 과제 총 919건

(선정과제 171건)에 해 인문학분야 장기 토

연구 지원방안 연구(조  2009)에서 제시한 

연구성과물 유형 분류 기 을 용하여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연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 학(백과, 문, 목록, 색인 등)

∙번역학(국학, 동양, 서양 등)

∙자료학(정본화, 해제, 지조사, 字學, 구

술사, 자문화지도 등)

∙총서학( , 학술사, 연구사, 퍼런스 북 등)

∙기타(여성학, 생태인문학 등)

단행본 보고서
조사

자료

학술

논문
고문서 고도서 이미지 동 상

녹음

자료

웹

사이트

기사

자료

낱장

자료

2,525 5,427 2,630 14,984 12,999 3,322 56,888 5,410 213,312 1,214 3,726 20,650

<표 1> 기 학문자료센터 연구성과물 DB 유형별 구축 황
(2010년 5월 기 ,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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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결과보고

완료과제 
51 17 27 9 104

DB 구축과제 

(구축율)

20

(39.2%)

9

(52.9%)

17

(63.0%)

3

(33.3%)

49

(47.1%)

* 2009년, 2010년 선정과제의 경우, 결과보고 완료 황(총 1건)이 미비하여 해당 분석에서 제외함.

<표 2> 토 기 연구지원사업 연도별 DB 구축과제 황
(2011년 2월 기 , 단 : 건) 

3.2.2 DB구축 과제 황

2005년~2008년(선정연도 기 ) 토 기 연

구지원사업 연도별 DB 구축과제 황은 <표 2>

와 같다. 2005년~2008년에 선정된 연구과제  

결과보고 완료과제에 해 DB 구축 황을 조사

한 결과, 총 104건의 완료과제  49건(47.1%)

이 DB를 구축한 과제로 나타났으며, 선정연도

별 DB 구축율은 2005년 39.2%, 2006년 52.9%, 

2007년 63.0%, 2008년 33.3%로 악되었다. 

거의 반에 가까운 비율의 토 기 연구사업 

연구 과제가 DB 구축형 과제이므로 해당 사업

의 사회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해서 기 학

문자료센터의 연구성과물 DB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 통합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4. 통합 모형 설계

기 학문자료센터 데이터베이스와 토 기

지원사업 연구성과물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운

 모형을 설계하기 해서는 향후의 각 시스

템 연계 통합 방안과 기존 데이터의 통합 방안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의 

각 시스템 연계 통합방안은 기 학문자료센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각각 

독립 시스템을 유지하여 활용하는 방안 두 가

지가 설계되었다. 

4.1 기 학문자료센터 연계 방안 

4.1.1 기 학문자료시스템 활용방안

토 기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성과물을 지속

으로 유지․ 리하며 안정 인 서비스를 제

공하기 해 기 학문자료센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한 방안으로 강결합(Tightly-Coupled) 

방식의 표  XML 문서에 기반한 통합모형을 

설계하 다. <그림 4>는 구체 인 연계 로세

스를 정의한 것이다. 

① 개별연구자 혹은 사업단에서 연구성과물 

기술 지침을 토 로 연구재단 수집 시스

템을 통하여 연구성과물을 장함

② 수집된 데이터는 유효성 검증 과정을 진

행함

③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성과물은 원 

작자에게 보완을 요청함

④ 검증단계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의 메타데이

터 DB와 원문 일 장소에 장이 되고 

이후 재단 리시스템에 등록이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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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성과물의 기 학문자료센터 연계 로세스 

⑤ 이후 기 학문자료센터를 통해 서비스 될 

연구 성과물을 추출함

⑥ 추출된 데이터는 데이터 이  지침을 통

해 기 학문자료센터로 이  기상태로 

변환 

⑦ 기 학문자료센터에서 이  기상태의 데

이터를 이  받아 내부 시스템에 재함

⑧ 서비스를 해 FRBR 데이터 유형으로 

모델링을 진행함

4.1.2 독립시스템 운 방안

독립시스템 운 방안은 OAI-PMH에 기반

한 셀 아카이빙(Self-Archiving)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은 기 학문자료센터의 

연구성과물 DB 구축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토 기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성과물 작성 주체

가 제공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합한 시스템을 

구성하여 연구자의 연구 목 에 맞는 연구성과

물 서비스가 가능한 모델이다. 이 방안은 연구

기간 동안 혹은 연구 완료 이후에도 리의 주

체가 해당 연구자가 되므로 지속 인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개별 연구자가 성과물의 활용  리를 지속해

야 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 <그림 5>는 구체

인 연계 로세스를 정의한 것이다. 

① 개별연구자 혹은 사업단에서 연구성과물 

기술 지침을 토 로 연구자별 성과물 구

체 생성

② 연구재단 수집 시스템을 통해 등록

③ 수집된 데이터는 유효성 검증 과정을 진

행함

④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성과물은 원 

작자에게 보완을 요청함

⑤ 연구재단 리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등

록 진행

⑥ 외부에 서비스 될 연구 성과물을 추출함 

⑦ 연구재단 서비스 시스템에서 연구자별 

성과물 구 체에 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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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성과물의 독립 운 을 한 로세스

4.2 데이터 통합 모형

4.2.1 기존 데이터 수집 방안

기존에 구축된 토 기 연구사업의 연구성

과물 데이터를 기 학문자료시스템에 합한 

형태로 수집하여 통합하는 방안은 XML 데이

터베이스화와 셀  아카이빙(Self-Archiving)

의 두 가지 방식으로 고려되었다. 

연구 성과물의 XML 데이터베이스화는 연

구성과물(연차보고서, 결과보고서, 최종결과물)

과 함께 구축된 DB 성과물을 DB구축 과제를 

한 표  XML 스키마를 용토록 하여 XML 

문서와 원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으로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표  지침을 활용

하여 XML 문서를 구축토록 한다. 구축된 연구

성과물 DB는 성과물 등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반입도구를 통하여 성과물 제출 시스템에 등록

되는 과정이 진행된다.

셀  아카이빙(Self-Archiving)은 디지털 자

료의 메타데이터와 원본데이터를 웹 기반에서 

근이 가능하도록 장하는 것을 지칭하며 자

료 작성자 스스로 데이터 구축을 진행하는 연구

성과물 제출 유형이다. 자체 으로 구축된 DB를 

서비스하거나 별도의 DB 구축 시스템을 활용하

는 과제를 해 셀  아카이빙(Self-Archiving) 

시스템을 제공하여 연구과제에 합한 DB 구축

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별도의 DB 제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구성과물 

등록 시 해당 시스템에 근가능 한 OAI-PMH 

서비스 URL을 등록하는 것으로 DB 제출이 완

료되는 형태이다.

셀  아카이빙(Self-Archiving)의 경우, 해

당 데이터에 근하기 한 URL과 원자료에 

근하기 한 근 (URI)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XML 데이터베이스화의 경우에도 함

께 제출된 원자료 일에 근할 수 있는 근

경로가 제공되어야 한다. 셀  아카이빙(Self- 

Archiving)과 XML 문서 모두 최종 으로 기

학문자료센터에 연계되는 형태는 XML 구조

이다(<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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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B 구축 연구성과물의 기 학문자료센터 연계 방안

4.2.2 메타 역별 구조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데이터 유형을 과

제 리를 한 공통요소와 토 분야 연구가 지

니고 있는 공통요소들을 추출하여 이들을 각각 

과제정보 메타 역, 공통 메타 역, 성과물 메

타 역으로 분리하고 과제정보 메타 역과 공

통 메타 역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통합검색 시

스템에 용하여 과제 리를 한 어 리 이

션에 활용되도록 설계하 다. 이는 이형 데이

터 구조의 통합 운 을 해 약결합(Loosely- 

Coupled) 방식을 용한 것이다. 한 고  연

구자  련분야 연구자들을 해 상세 검색을 

제공하는 연구과제 검색시스템을 통해서 연구

성과물의 상세 역인 성과물 메타 역의 데이

터를 활용하도록 설계하 다(<그림 7> 참조).

과제정보 메타 역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반

인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으로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차표기 등이 포함된다. 공통메타

역은 일반 인 메타데이터가 지니는 속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자료명, 자명, 록, 목차 등

이 포함된다. 성과물 메타 역은 해당 데이터의 

특성이 기술된 부분으로 단행본의 경우 발행일, 

ISBN 등이 포함되며 이미지의 경우 촬 정보, 

촬 장소, 피사체 배경정보 등이 해당된다.

4.3 시스템 구성 방안

에서 언 한 2가지 방식으로 기 학문자

료센터로 입수된 토 기 연구 연구성과물 데

이터는 <그림 8>과 같은 통합된 시스템 환경에 

따라 각각의 단계를 거쳐 서비스되어지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메타데이터 입력기: 연구성과물의 데이터

정보를 입력하기 해 각 성과물의 유형

에 합한 메타데이터 입력기를 통해 

기 데이터를 생성함

∙메타데이터 분석기: 입력된 메타데이터의 

속성을 분석하여 타 시스템과 연계할 항

목을 도출하고 데이터 이 을 한 메타

데이터 패키지를 생성함(분석의 항목으로

는 외부 공개여부나 작권사항, 복체크 

등이 포함됨)



상이한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베이스간 통합 운 방안 연구  81

<그림 7> 약결합(Loosely-Coupled) 방식의 용 모형

<그림 8> 통합시스템 모형도

∙기존 데이터 연계 모듈: 기 학문자료센

터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기존 서비스 모

듈에 연계하기 해 데이터를 분해하는 

과정으로 입력된 메타요소들이 서비스 인

라에 합하도록 정제하는 과정임

∙공유인 라: 등록된 연구성과물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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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내의 타 서비스나 로벌 유

통을 해 해외 데이터센터등과 연결하기 

해 필요한 기반 시스템

∙외부서비스 연계 모듈: 한국연구재단내에

서 서비스 되는 각 시스템들에 토 기

연구지원사업의 성과물들을 연계하기 

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보존  서비스 모델: 재 OA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시스템을 확장하여 제출된 

연구성과물의 원자료를 아카이빙 하는 부

분으로 장기보존과 데이터 유통을 한 

기본 데이터 모델

∙Preservation: 보존  서비스 모델로부

터 도출되는 연구성과물 원자료에 하여 

장기보존이 가능한 일형태로 변환하고 

이에 합한 메타데이터를 RDBMS에 

장하는 부분

4.4 방안별 장단  분석 

기 학문자료센터와 토 기 연구 DB를 연

계하는 방안은 연구성과물의 장기보존 서비스

를 제공하여 일회성 제출로 그치지 않고 지속

인 후속연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런 은 독립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서비스 지속성의 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기 학문자료센터의 통합 정보서비스에 활용

될 수 있어서 기존 연구성과물과의 융합 서비

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제별 검색, 의미기

반 검색, 특정분야 연구유형 분석, 최근 연구동

향 악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독립 시스템 운 에 발생하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감하여 산을 효율화할 

수 있으며, 지속 인 운 ․유지 비용을 최소

화할 수 있다. 한 이 방안은 기 학문자료센

터를 통한 연구 성과물 데이터의 체계  리

를 가능하게 해서 각종 통계  서비스 활용 유

형 분석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 에 반해 기 학문자료센터가 이런 연

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추가 인 시스

템 개발이 필요하며, 각 연구자들의 시스템 활

용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개

별 연구성과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

인 서비스 구성이 우려될 수 있다.

토 기 연구 독립시스템 운  방안의 경우

에는 제공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합한 고유 

시스템을 구성하여 연구자의 연구 목 에 맞는 

연구성과물 서비스가 가능하다. 연구 기간 동

안 혹은 연구 완료 후에도 리의 주체가 연구

자가 되므로 지속 인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제

공할 수 있다는 과 연구 데이터 별 특화된 서

비스로 발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장 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서비스

를 해 비되는 리소스가 과다할 수 있다는 

과 별도의 독립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 시

스템 개발이 불가피하며 이 시스템 개발을 

해 연구비의 상당한 부분이 소비될 수 있다는 

, 한 지속 인 유지보수 혹은 업데이트를 

해 연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하가 상된

다. 따라서 연구기간 동안만 운 되고 이후 지

속 으로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 한 높기 때

문에 양질의 연구성과물이 후속연구에 활용되

지 못할 수 있다는 단 도 동시에 나타난다.

의 각 방안의 장단 을 종합해볼 때, 토

기 자료 연구성과물을 기 학문자료센터 시

스템과 통합 연계하는 방안이 기본 으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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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사료된다. 통합 연계 방안은 토 기

자료 연구성과물과 기 학문자료센터의 연

구성과물 유형 분석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는 

데이터 유형 몇 가지를 정의하고, 해당 데이터 

유형 입력 방식에 한 별도의 지침을 정의하

여 연계토록 하는 방식이 할 것이다. 한편 

연구성과물 고유 성격상 일반화되기 힘든 특별

한 형태의 DB 구축 연구과제는 독립서비스 방

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독립서비스 방식을 취할 경우, 해당 방식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웹 기반으로 구축된 데

이터의 근 가능성, 기 학문자료센터와의 연

계를 한 OAI-PMH 방식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최소 일정기간 이상의 서비스 유지 리 

등을 제조건으로 하여 규약화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이형 데이터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운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례 연구를 통

한 실제 인 방안을 설계하기 해서 한국연구

재단 토 기 지원사업의 DB 구축 연구성과물

과 한국연구재단의 기 학문자료센터 DB 통합 

운  방안을 제시하 다. 

재 토 기 연구지원사업의 DB 구축 연

구성과물은 다년간 우수한 인력이 구축한 양질

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과확산을 해 필요

한 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기

존에 이미 성공 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구성과

물 시스템과의 통합 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

다. 특히 동일기 에서 구축하는 DB의 경우 구

조 으로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자료의 수집과 

DB 구축이 이루어져야 지속 인 리와 부가

인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성과물의 체계  리와 확산을 해서

는 구조 으로 동일한 규칙에 따라 DB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재 기 학문자료센

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FRBR 데이터 모델에 

따라 리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구축되는 토 기 연구지원사

업의 DB는 반드시 표  지침에 따라 구축되어

야 할 것이다. 

토 기 연구지원사업의 성과확산을 해서

는 기 학문자료센터와의 통합 연계가 필수

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으로서 

2011년 이 에 구축된 DB구축 과제의 DB는 표

 지침을 활용한 XML 데이터베이스화를 필수

으로 진행하되, 향후 구축될 DB구축 과제의 

DB는 기 학문자료센터와 연계 시스템을 구성

하거나 독립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언하

다. 

기본 으로 토 기 연구지원사업과 기 학

문자료센터와의 통합 연계 방안은 토 기 자

료 연구성과물과 기 학문자료센터의 연구성과

물 유형 분석을 통해 상호 통합 연계하는 한편 

연구성과물 유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반화

되기 힘든 특별한 형태의 DB 구축 연구과제는 

개별 인 독립서비스 방식을 취하도록 보완책

을 마련하여 다양한 연구성과물의 품질을 보장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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