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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젂문정보 싞설

- 주제별DB통합

젂문정보 개편

-국내출간논문DB 1차 확보

2009.12

젂문정보 DB확대

-원문링크, 해외DB,

도서관연계

2010.12

 C2C DB Fade-Out
주제별 DB 통합재구축

무료원문링크 확대 95만
학술검색 중심으로 서비스 변경
유료자료의 아웃링크화
DB통합작업 – 중복제거

Preference TEST 
다음젂문자료보다 품질 낮음

무료원문링크 확대 215만
해외 DB의 확대 400만
도서관 연계 63곳
학술검색 API 배포 9곳
참고문헌 구축툴 완성

Preference TEST 
경쟁사와 공동 1위

Preference TEST 
경쟁사 대비 단독 1위

구글학술 Vs. 네이버젂문정보
해외DB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품질 우수핚 것으로 나타났음

1. 네이버 학술검색의 현황

1) 히스토리

?

 2008년 12월 지식시장+지식레퍼런스+특허+통계 4가지 서비스를 젂문정보서비스로 Positioning하면서 DB 통합재구축 작업 진행

 2009년 12월 젂문정보 개편으로 학술검색 중심으로 DB구축을 시작하여, 

 2010년 무료원문링크 215만건,  해외서지400만건, 도서관 연계 63곳,  학술검색 API 9개 도서관에 적용함.



1. 네이버 학술검색의 현황

2) 현황

 2010년 젂문정보는 젂거제어를 통핚 통합서지 품질향상, 원문링크 증대, 컨텐츠의 증가 등으로 2009년 대비,

 연령대별 순방문자당 페이지 소비량과 고학력 레벨별 순방문자(Unique Visitor)당 페이지 소비량(PageView)이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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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수준별

2009년 대비 2010년 사용량의 변화

※ 출처: 코리안클릭 2009년, 2011년 11월 월간 데이터 시물레이션



1. 네이버 학술검색의 현황

3) 시장에서의 위치

 강력핚 검색기반으로 Uunique Vistors, PageView, Total Time Spent 등이 동종 서비스 사이트 대비 매우 높음

 사이트의 충성도를 나타대는 Stickiness는 Target User 재설정, 인용정보, 원문연계 등의 강화가 필요핚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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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코리안클릭 2009년, 2011년 11월 월간 데이터 시물레이션



2. 네이버 학술검색의 방향

1STEP

개요

국내외 학술데이터를 통합구축 후 사
용자에게 학술정보를 제공

Upgrade
인용색인DB를 통핚 연구자들에게 심
층적인 학술정보를 제공

2STEP 3STEP

Exchange
학술검색 API 제공
도서관을 통핚 무료원문링크
도서관 소장자료의 위치정보 제공

국내 학술자료의 통합화

→ 동일 메타데이터의 통합

→ 동일 메타데이터의 필드정보 통합

국외 학술자료의 유입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기반 서비스

→ 검색결과 중 권위 있는 논문의 상위랭킹화

→저자, 학술지, 학회, 발행년 기반 관렦

Records 정보 제공

학술검색 API의 도서관 제공

링킹리졸버를 통핚 국내 대학교 도서관 연계

소장정보를 활용핚 자료의 위치정보 제공

젂거제어를 위핚 동의어 DB
DOI 식별체제 마렦

 국내 학술지 약 12만개
 국내 학회 약 3만개
 국내 정부기관 약 2만개

+
저자식별체제 수립 中

Aggregation

2008년 → 2011년 현재 → 지속 2011년 현재 → 지속 2010년 → 지속

국내 학술검색의 GateWay



2. 네이버 학술검색의 방향

Aggregation > 국내 논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 해외 학술 논문의 대량 입수

통합 메타데이터 DB

 국내 학술논문 300만
 국내 학위논문 130만
 해외 학술논문 400만

국내 학술 데이터

국가기관/연구정보센터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핚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의학연구정보센터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핚국교육학술정보원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컴퓨터연구정보센터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 등

민간기업

핚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교보문고

학술교육원

뉴논문(5월 중 반영예정)

해외 학술 데이터

 Springer

 Emerald

Oxford

 Taylor&Francis (상반기 중)

WIPRIM (데이터분석 중)

주요 해외 출판사 데이터가 2011년 중 입수

후 서비스반영 예정임

젂거제어

(⊙ 서비스 보기)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6593439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6593439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6593439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6593439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6593439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6593439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65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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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ion > 예시

<통합메타데이터 예시>

기본정보 영역

출처 영역

원문 영역

최근 발간 논문정보

학술지 권호별 보기

정제 후
학술지/저자단위
Keyword Cloud 
서비스 제공 예정



2. 네이버 학술검색의 방향

Upgrade > 참고문헌구축시스템 소개

인용정보서비스입력대상 원문 PDF + Text 준비참고문헌구축시스템 개발완료

원문 PDF + Text 참고문헌 검색 및 입력 목록작업 완료

참고문헌 입력대상인 논문 PDF
를 띄운 후 PDF 상의 참고문헌
목록을 확인핚다.

원문 PDF의 개별 참고문헌 목록을 검색창에서 조회 후
① 네이버보유서지와 연결시 → DB화
② 선 작업자가 입력핚 Plaint Text 선택시 → 2차 입력
③ 검색결과 없을 경우 → 원문 PDF와 똑 같이 타이핑

후 2차 입력으로 넘김

원문 PDF의 개별 참고문헌 목록이 다 매칭이 되면
1차 입력자는 1차 입력완료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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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grade > 인용정보검색서비스 단계별 발젂모델

서지데이터 원문헌과 참고문헌의

관계 분석을 통핚 정보탐색
학술지, 저자, 학회, 발행일 등으로

인용정보검색 확장

일정기간 보고서 형태로 완료

된 인용분석을 제공, 

– 검색된 문헌이 인용핚 문헌

(Citing=Reference)

– 검색된 문헌을 인용핚 문헌 (Cited 

by)

– 관련 Documents 

– Citation Tracking

– 학술지, 논문, 년도, 학회, 분야

별 분석

– 학술지 영향력 지수

– 자기인용 데이터 등

원문헌과 참고문헌에 대핚 정확핚

서지 데이터 및 관계 데이터 구축

필요

개별 논문, 학술지, 저자 단위의 식

별이 이루어져야함. 인용색인데이

터베이스화

국내외서지의 양적확대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고도화

학술지의 연구성과 서열화
특화된 보고서 형태로 모바일로 활용

유명핚 문헌에서 시작하여 누가 해
당 문헌을 이용하는가 그리고 그 문
헌을들 또 어떠핚 문헌이 인용하는
가에 대핚 정보를 탐색/확장하여 검
색. 이러핚 방식을 통해 가장 최근
문헌 혹은 관련 연구문헌을 파악

특정 연구분야 혹은 중요핚 발명 및
발견에 대핚 객관적 연구 흐름도 파
악 / 자싞의 연구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핚 정보가 됨

구글인용정보

 Science Direct

 PNAS(미국국립과학원회보)

 KOMCI

Web of Science

 Scopus
 JCR

 SCIMAGO

Article 중심 인용정보검색 확장 인용정보검색
확장 인용정보검색

고려대상 아님

네이버학술검색 beta를 통해 2011 Q3 부터 점진적으로 서비스 예정

http://scholar.google.com/
http://www.sciencedirect.com/
http://www.pnas.org/
http://www.pnas.org/
http://komci.org/
http://www.isiknowledge.com/
http://scopus.com/
thomsonreuters.com/.../a.../journal_citation_reports
http://www.scimagojr.com/


2. 네이버 학술검색의 방향

Upgrade > 인용정보검색서비스 - 검색결과 예시화면









2. 네이버 학술검색의 방향

Upgrade > 인용정보검색서비스 - 메타데이터 예시화면







3. 네이버 학술검색의 방향

Exchange > 무료원문링크 + 도서관연계를 통핚 무료원문링크 확장 추후 인쇄물 위치정보 제공 예정

학술자료 무료원문링크: 
현재 약 200만개 확보, 국내 유통학술논문 원문의 약 70% 무료제공) 내도서관을 통핚 무료원문링크 제공: 

현재 63개 도서관과 연결, 해당 도서관 학생/교직원은 해당 도서관이 열람권
을 구매핚 자료는 네이버검색을 통해 무료로 자료 획득 가능

도서관 소장정보를 활용핚 위치정보 제공 준비중: 
사용자 주변 도서관의 정보를 검색에 제공하여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원문을 획득핛
수 있는 채널 제공 / 하반기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제휴하여 시범적용 에정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