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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연구자 정보를 리하기 해 여러 조직에서 발행하고 리하는 다양한 식별자를 국제표 이름식별

자(ISNI)를 심으로 융합․ 리함으로써 식별자의 복발행을 방지하고 기 의 연구자 정보의 재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 식별자 통합 리체계 모형을 제시하 다. 여러 식별자 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용할 

수 있는 ISNI의 메타데이터 구조와 리체계를 살펴보고, ISNI를 심으로 각 기 에서 발행하는 식별자를 

통합하여 리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 모형을 설계하 다. 이 모델은 데이터구조 계층, 랫폼 계층, 어 리 이

션 계층, 리  보안계층(4계층)으로 구성되며 주요 기능의 설명  통합 리시 고려해야할 이슈를 제시하 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model of researcher identifiers using 

the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that can prevent duplicate issuance of 

identifiers and can be used to reorganize the authors’ information. We looked at the metadata 

structure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ISNI that can be applied in various fields among 

identifiers. And we have designed the integrated ID system and system model that can manage 

the identifiers issued by each institute based on the ISNI. This model consists of data structure 

layer, platform layer, application layer, management and security layer (4 layers) and we have 

presented some of the key features and issues to consider when managing the integ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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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4차 산업 명의 시 를 맞이하여 도서 은 

상호운 성이 확보된 양질의 축 된 정보를 기

반으로 다양한 융합․분석 서비스 개발과 고도

화에 노력하고 있다. 도서 에서 수집하는 콘

텐츠들은 여러 주제가 융합된 형태의 문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경향은 여

러 분야의 융합을 통한 학제  성격이 강하므

로 연구주제가 복합 이고 연구자간의 지

계도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수 이다. 

이용자에게 특정 자의 작물 정보나 자

의 다른 작물 는 동일 주제의 연구자 검색

을 제공하기 해서는 연구자의 식별이 필수

이다. 이를 해서 거 는 연구자 정보 그리

고 연구자의 작물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의성을 해소하기 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

다. 도서 의 경우 자 거는 작자의 정보

에 유일한 식별자를 부여하여 향후 개별 자

에 연 된 작자 는 작물을 정확하게 구

별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러한 양질의 거 구축은 많은 비용과 시간

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서 의 인력감축을 포함

한 운 비용의 축소  거의 활용성의 미비로 

인해 거구축을 포기하거나 운 이 되더라도 

기 별 품질 차이가 크다. 

이러한 실  어려움을 극복하기 하여 국

외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립도서 들이 참여하는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가상국제 거 일) 로젝트가 2008년부터 시

작되었고, 과학 분야의 연구자 식별을 하여 

학술  심의 출 사와 학들이 참여하는 

ORCID(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개방형연구자ID) 서비스가 2012년부터 시작되

었다. ORCID는 연구자가 자신의 성과물을 스스

로 선언하는 셀  클 임 방식으로 연구자가 자

신의 ID를 직  등록․ 리하고 자신의 연구결

과물을 찾아 선언하는 방식이다(조재인 2013). 

이 게 VIAF와 ORCID가 국제 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별자로 사용되면서 과거보다 거의 

구축  리가 용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VIAF

는 단행본 자를 심으로 도서  분야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한계가 있고, ORCID는 학술 

분야에서 연구자를 심으로 사용이 확 되고

는 있으나 연구자 스스로 식별자를 리하기 

때문에 식별자가 복수 발행되는 등 리성 부

재의 단 이 있다.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국제표 이름식별자)는 학술분야의 연구자뿐

만 아니라 작가, 술가 등 모든 분야의 창작자

를 범 하게 포함하는 표  식별자의 필요성

이 높아짐에 따라 2012년에 ISO 27729 국제표

으로 제정되었다. 2014년 ISNI와 ORCID는 

지속가능성과 상호운용을 한 략  트

십을 체결하 고 2017년 12월부터 코드를 상

호 조회하여 ISNI와 ORCID를 연계할 수 있도

록 하 다(Rickenmann 2018). 재 ISNI는 

VIAF, ORCID, BnF(Bibliothque Nationale 

de France), PCC(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YouTube 등 47개의 다양한 분야

의 주요 기 들이 참여하는 강력한 식별자로 확

장해 나가고 있다(MacEwan 2017). 

국내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現 한국연구

재단)에서 학  기  연구자들의 연구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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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국가차원에서 공유  활용하기 해 KRI 

(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국가연구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 KRI ID

를 발 하기 시작하 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KISTI)에서는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

구자의 리를 해 2011년부터 과학기술인등록

번호를 발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도서 과 국

립 앙도서 은 개별 인 자 거ID를 발행하

면서 국내 ISNI 등록기 으로서 연구자 는 창

작자의 ISNI 발 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게 발 된 연구자 식별자는 여러 기 에

서 각자의 체계로 발 ․ 리되어 데이터를 통

합하고 연계할 때 식별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

지 못하고 자 이 발 한 식별자와 연결된 정

보만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의 목 은 국회도서 과 같이 방 한 

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서

에서 연구자 정보의 리와 력 기 과의 공

유를 하여 ISNI를 심으로 한 다양한 식별

자를 통합․ 리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함으로

써 국내 연구자의 식별자의 복발 을 방지하

고 자 의 연구자 정보를 정비하거나 작물을 

식별할 때 활용하여 융합․분석  링크드 데이

터의 구축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다.

1.2 련 연구

지 까지 자의 의성을 해결하기 한 방

법 연구나 특정 분야를 벗어나 여러 분야를 포

하여 자 정보와 련된 정보자원을 식별하

기 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우선 정확한 거데이터의 구축을 한 연구

들은 다음과 같다.

김송이, 정연경(2015)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리하는 한국문학 작가명 데이터베이스(문인

DB)를 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한국인 

자 거 코드의 구축 황을 비교분석하여 한

국인 자 거의 황과 문제 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국립 앙도서 은 문과 한자의 이형 

락을 발견하 고, 미의회도서 과 일본국립

국회도서 의 거 코드는 잘못된 자명의 

기입, 생몰년의 미표기 등 오기와 항목 락을 

발견하 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데이

터 리주체인 한국문학번역원과 국립 앙도

서  등 주요 기 들의 VIAF의 참가를 제시하

다. 

이석형(2014)은 자식별  기  심으로 

연구성과물을 집 시키기 한 요소로 자 이

메일, 공 자명 그리고 소속기 을 들었다. 하

지만 소속기 은 자의 졸업, 이직 혹은 소속

기 의 조직개편 등에 따라 그 변화가 매우 크

고, 자에 따라 그 표 형식이 매우 다양하므

로 소속기 명의 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하여 

소속정보를 하나의 식별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

는 자의 소속기 명 식별데이터 구축 방안을 

제시하 다.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벌 

식별자체계의 도입과 장 을 소개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재인(2013)은 거 통제가 단  시스템에 

한정되고 상이 도서  소장자원에 국한되어 

있어 인터넷 환경에서 상업 출 사, 기  포

지토리 등의 자유롭게 유통되는 학술 논문의 

로벌한 개념의 식별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

고 도서 계, 출 계를 망라한 로벌 링크를 

지향하는 ORCID를 분석하고 이를 응용하여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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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ID 시스템과 트  시스템으로 국내 학술연

구물의 자명 식별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하

다. 

이미화(2014)는 정보산업 분야 체를 포

하는 연계식별자로 ISNI의 요성을 인식하여 

ISNI의 개념  거제어의 활용가능성을 모색

하 다. 국내 력 거제어를 ISNI의 개념으

로 도입하고 도서   정보산업 분야에서 생

산되는 모든 거 데이터를 상호 활용할 수 있

도록 추천하고, ISNI를 이용하여 여러 식별자

를 연계함으로 링크드 데이터의 구축이 가능하

며 도서 의 메타표 인 KORMARC 확장 등

을 제안하 다. 

김은정과 노경란(2017)은 ICT기술 발 과 

디지털 확산으로 학술 커뮤니 이션의 효율화

와 고속화, 연구방법의 간소화와 가속화가 진

행되고 있으며, ORCID를 사용함으로써 연구

자와 연구기 에게 주는 장 과 미국, 국, 이

탈리아, 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ORCID 

도입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국가 차원에서

의 자 식별을 한 방안으로 ORCID 활용과 

이를 한 거버 스, 시스템 요소, 정책  제도

 측면을 제시하 다. 

이성숙 외(2017)는 개별기 의 독립성과 자

율성을 제로 하여 복수의 기  간의 업을 

지원하는 링크드 데이터가 도서   유  분

야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에 해 조사하

고 국립 앙도서 의 링크드 데이터를 상으

로 인물정보가 표 되고 연계되는 방식을 분석

하여 효과 인 인물 정보의 구조화 방안을 제

안하 다.

Meadows(2016)는 자의 모호성 문제를 여

러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ORCID가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것이라 설명하 다.

Krämer, Momeni, Mayr(2017)는 과학 분야

에서 자식별의 분석을 해 Web of Science 

(WoS)와 Scopus의 컬 션  1996년-2014년 

기간의 6,032,000개의 출 물 데이터 세트에서 

Research ID, ORCID  Scopus 자ID를 비교

하여 자들의 분포  주제 역의 차이  등을 

밝히면서 Scopus ID는 체 식별이 가능하나 

복성 규명의 어려움이 있고, ORCID는 차 

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출 물 체에 차지하

는 비 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확한 력

거데이터 구축과 로벌 식별자 체계의 장 을 

활용하기 해 이 연구에서는 포  범 의 국

제표  식별자인 ISNI의 특징을 살펴보고, ISNI 

외에 여러 기 에서 발 한 연구자의 기존 식별

자들을 통합하여 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

고 그에 따른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2. 국제표 이름식별자(ISNI)

2.1 개요

ISNI는 작물의 창작, 공연, 제작, 리, 유

통에 련되는 자연인과 법인, 가상의 인물(배

역, 작품의 등장인물 등)을 상으로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작권의 리, 유통  수익

분배 등에 용할 수 있는 코드이다. ISNI는 

계 식별자(Bridge Identifier)로서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그

리고 작권자를 구분할 때 가장 필수 인 최

소한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작권자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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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나머지 연  정보는 근이 제한된 개

별 데이터베이스에 남겨두어 각 산업의 트

들이 기 정보의 유출 없이 원활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ISO 2012).

ISNI는 <그림 1>과 같이 로컬시스템이나 특정 

네트워크 는 컨소시엄 수 에서 운 되는 식

별자를 ISNI로 체할 필요 없이 기존의 표  

는 독 인 식별자를 매핑하면서 상호 운 성

이 높은 상  식별자로 치하고 있다(Angjeli, 

Mac Ewan, and Boulet 2014). 

ISNI는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 제공자(ORCID, 

VIAF, CISAC 등)의 로컬식별자를 수집하고 

공공객체(Public Identity)로 할당하여 립

인 최상  식별자로 연결한 후 앙 리데이터

베이스로 리되어 식별자 링크의 통합, 유지보

수, 업데이트  보 을 보장하는 인 라를 제공

한다(Angjeli, Mac Ewan, Boulet, 게서).

<표 1>은 ISNI가 속한 표 화기구 분과와 총

리기  등 ISNI의 간략한 개요이다.

구 분 내 용

식별체계명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국제표 이름식별자

표 화기구 분과 ISO TC46/ SC9

표 번호 ISO 27729:2012

총 리기 ISNI International Agency 

등록 리기 ISNI Registration Agency

용분야 창작자(개인  단체)

<표 1> ISNI 개요

ISNI의 코드 구조는 0∼9까지의 숫자 16자

리(15자리 숫자 + 체크숫자)로 구성된다. ISNI

의 각 자릿수 혹은 ISNI의 일부분은 특정한 의

미를 지니지 않는다. 체크숫자는 앞선 숫자 15

자리에 따라 숫자 0∼9 혹은 ‘X’로 결정된다. 

<표 2>는 ISNI 시이다.

<그림 1> 인명․단체명과 련된 식별자의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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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구문구조 ISNI [식별번호] - [check digit]

코드 시 ISNI 1422 4586 3573 0476

식별번호 1422 4586 3573 047

Check digit 6

<표 2> ISNI 구문구조

2.2 ISNI 메타데이터 구조

ISNI의 메타데이터는 크게 인명(Person)과 

단체명(Organisation)으로 구분된다. <표 3>은 

인명과 개인명을 등록하기 한 코드 포맷으

로 코드별 탭(Tab)으로 구분된 텍스트 형식

의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구성되며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null’로 입력될 수 있다. 텍

스트 일에 한 인코딩은 UNICODE UTF-8 

형식을 수해야 한다. 인명의 경우 28개의 메

타데이터 에 필수항목으로 구분되는 3개의 

필드(Local ID, Forename, Surname)는 반드

시 입력해야 하며, 요항목으로 구분되는 6개

의 필드(Other ID, Other ID Type, Birth Date, 

Death Date, Title, Creation Role)는 가  입

력해야 한다.

단체명은 기 이나 단체명을 등록하기 한 

코드 포맷으로 텍스트 형태의 27개 메타데이

터 항목으로 구성되며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null’로 입력될 수 있다. 필수항목으

로 구분되는 3개 항목(Local ID, Organisation 

Type, Main Name of Organisation)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며, 요항목으로 구분되는 8개

의 필드(Other ID, Other ID Type, Forename, 

Surname, Birth Date, Death Date, Title, 

Creation Role, Related Person, Country)는 가

 입력해야 한다.

2.3 ISNI 발 처리

ISNI 발 을 해서는 ISNI RAG(Registration 

Agencies)가 정한 인명과 단체명의 메타데이

터 표 을 수하여 만든 데이터를 ISNI-IA 

(International Agency)1)로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유의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명의 경우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신

청해야 한다. MARC로 리할 때 문명은 ‘성, 

이름’으로 구분하여 리하지만 한 명은 성과 

이름을 붙여서 장하기 때문에 ISNI 등록 신

청할 때 한 명을 성과 이름으로 분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만약 호, 별칭과 같이 성과 이름

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Surname(성)’ 필드에 

성과 이름을 모두 묶어 신청할 수밖에 없으나 

정확한 리를 해 장구조에는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단체명인 경우 Country(국가코드)가 

요항목으로 되어 입력을 선택할 수 있으나 가

 필수로 입력해주는 것이 ISNI 발 할 때 다른 

ISNI 데이터와의 복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국

가별로 국가기 이나 회  연구소의 경우 비

슷한 기능을 가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

이다. 

 1) ISNI-IA(International Agency, 국제본부)는 ISNI의 정책을 리하고 ISNI 지원시스템 구조를 결정한다. ISNI의 

발 과 메타데이터 수집에 련한 시스템을 개발, 리하고 ISNI 등록 메타데이터의 갱신, 업데이트, 확장을 진

하고 ISNI를 발 받은 기  는 개인에게 지침  안내를 제공한다. ISNI-IA 시스템은 OCLC 데이터센터에 

탁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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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필드명 설명

포맷 
인명 단체명 인명 단체명

0 Local name identifier 데이터 제공기 에서 사용하는 로컬 ID string

1 Other name ID 로컬 ID 외 다른 식별자 string

2 Other name ID type 로컬 ID 외 다른 식별자 종류 string

3 Name Prefix - 이름 앞에 붙는 호칭 - string

4 Forename - 이름 - string

5 Middlename Organisation type
성과 이름 사이 간 

이름

Broadcaster, Publisher, 

Hospital 등 단체 유형 
string

6 Surname
Main name of 

organisation
성 단체명 string

7 Name Suffix Subdivision name 이름 뒤에 붙는 호칭
단체의 하 부서와 섹션의 

이름들
string

8 Alternative name 다른 표 형(이형) 단체의 약칭 등 이형 string

9 Date of Birth
Date use of the name 

commenced
출생일 설립일

ISO 

8601포맷

10 Date of Death
Date use of the name 

terminated
사망일 폐쇄일

ISO 

8601포맷

11 Title identifier 작물의 식별자 간행물의 식별자 string

12 Title identifier type 작물의 식별자 종류 간행물의 식별자 종류 string

13 Title 작물의 제목 간행물 제목 string

14 Subtitle 작물의 부제목 간행물 부제목 string

15 Contributed to -
수록 명 는 참여

했던 공동 작품의 이름
- string

16 Year of publication 출 년도 string

17 Creation class 창작 역 string

18 Creation role 창작 역할 지정어

19 Publisher 출 사 string

20
Dewey classification 

number

Organisation relationship 

type

듀이십진분류코드

(DDC)

Affiliated 

organisation과의 계
string

21 Affiliated institution Affiliated organisation 련 단체명 string

22 Related persons 련 인물명 string

23 Relationship type Person relationship type
“Related person”과의 

계 

“Related person”과의 

계 유형 
지정어

24 - Country - 단체가 치한 국가 -

25 - Region or state - 단체가 치한 주 -

26 - City - 단체가 치한 도시 -

27 URL
URL to Organisation's 

main web page
정보원의 URL 주소 단체의 웹사이트 주소 url

28 Instrument -
악기나, 목소리(성악 

트) 정보 
- 지정어

<표 3> ISNI 등록 메타데이터 구조(인명,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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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ISNI의 국가코드는 통합서지용 MARC

의 발행국부호표와 달리 ISO 3166의 일부인 

ISO 3166-1의 2자로 된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므

로 같은 코드라도 다른 나라를 의미할 수 있다. 

를 들어 ‘China’의 경우, 통합서지용 MARC에

서의 ‘cc’는 ISO 3166-1에서는 ‘Cocos Island’

를 의미한다.

넷째, 단체명인 경우 단체의 통․폐합 는 

분리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한 명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  리가 필요하다. ISNI는 단

체명의 변경된 명칭마다 발 할 수 있고 단체명 

간의 계(Organisation to Organisation)를 이

(formerName)과 이후(lastName)로 설정하

여 상호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2>

는 재 한국연구재단이 통합되기 이 의 단체

명과의 계를 보여  사례이다.

<그림 2> 통합된 단체명의 ISNI 발 사례 

<그림 3>은 재 행정안 부가 시 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사례이며 그에 따른 ISNI가 발

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 변경된 단체명의 ISNI 발 사례 

다섯째, Creation class는 창작 역을 가리키

는 항목으로 기본 값은 ‘text’를 사용한다. ISNI

에서 내부 으로 리하고 있는 문자셋은 있으

나 지정한 값이 아니므로 등록기 에서 다른 값

을 입력해도 무방하다.

여섯째, Creation role은 창작 역할을 나타내며 

ISNI가 지정한 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VIAF

에서 사용하는 3개의 소문자로 구성된 문자코드를 

사용하거나 CISAC(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국제

작권 리단체연맹)에서 사용하는 2개의 

문자로 구성된 문자코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기본 값은 ‘aut’(author)이다.

일곱째, ISNI는 자식별을 해 요항목 

외에 3건 이상의 작물을 입력하도록 권장하

고 있으나 요 항목들을 충실히 채울 경우 1건

의 작물을 입력했더라도 ISNI가 발 될 수 

있다.

3. 통합 리체계 모델

3.1 시스템 구성

국회도서 과 같이 방 한 자료의 수집과 서

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서 인 경우 수많은 분

야의 연구자 식별을 해서는 다양하게 발생되

는 연구자 식별자를 통합 리하고 향후 확장성

과 신뢰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연구자 정보의 

리가 필요하다. 

국회도서 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61

만 건의 인명과 단체명 자 거를 구축하 다. 

그리고 연구자 심의 ISNI 등록기 으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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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식별자를 통합 리하여 특정 주제와 련

된 학제  융합이나 연구자들의 지  연계정보

를 력기 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이에 한 모델을 <그림 4>와 같이 제시한다. 이 

모델의 아키텍처는 총 4개의 계층으로 구분하고, 

아래 계층부터 ‘데이터구조 계층', ‘ 랫폼 계층’, 

‘어 리 이션 계층’으로 나 고, 3개의 계층과 

련 있는 ‘ 리  보안 계층’으로 구성한다. 

데이터구조 계층은 외부기 으로부터 제공

받은 연구자 정보를 통합하기 에 임시로 

장하는 ‘신청임시 DB’, 외부기 에서 수집된 

정보와 ISNI에 등록되어 있는 해외 연구자 정

보를 수집하여 연구자 정보와 작물 정보를 

통합한 ‘통합연구자정보 정규 DB’, 통합 리체

계를 리하기 한 각종 코드정보와 ISNI로 

발 신청  변환을 해 필요한 ‘통합연구자

정보 리 DB’로 구성한다.

랫폼 계층에는 WEB, WAS, Database 등

의 인 라 소 트웨어와 ISNI-IA에서 ISNI 발

신청 로토콜인 ‘AtomPub API 서’, 연

구자 정보를 통합 리하기 한 ‘메타데이터 

처리기’, 비 번호 등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개

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보안 리’ 그리고 여러 

기 에서 리하고 있는 연구자 식별자를 리

하기 한 ‘통합ID 리기’를 구성한다. 어 리

이션 계층에는 연구자의 로컬ID를 이용하여 

타 식별자를 알려  수 있는 ‘연구자 식별자 리

졸버’, 연구자 정보의 복검사를 하는 ‘유사도

검사 모듈’, 연구자의 기본 로필  작물 정

보를 리하는 ‘연구자 정보 리기’, ISNI 등

록 신청  발  결과를 리하는 ‘ISNI 신청 

처리기’로 구성한다.

3.2 통합ID 체계

연구자 식별자의 통합 리를 해서 가장 

요한 부분은 통합ID 리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다. <그림 5>와 같이 연구자 ‘김철수’의 정보는 

<그림 4> 통합 리체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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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D 통합 모형 시 

국회도서 , 한국연구재단(KRI), T 학, K기

에서 각각 리되고 있고 이미 VIAF, OCLC, 

BnF 등과 같은 외국 기 으로부터 ISNI가 발

되어진 상황이라 가정하자. 이런 경우 연구자 정

보가 여러 기 에서 자 의 로컬 식별자를 통해 

리되고 사용되고 있으나 본인은 자신에 한 

식별자 정보를 알기 어렵다. 이 모델은 연구자 자

신이 여러 기 에서 리하고 있는 다양한 식별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타 기

에서 리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소스정보

(제공기  정보)로 리  통합하며 ISNI-IA

에서 갱신될 때마다 주기 인 동기화를 통하여 

연구자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 리할 수 있는 

앙집 식 데이터베이스이다. 통합ID를 리

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할 때의 기존 데이터와 복성의 

식별 문제이다. 

둘째, 소스기 ( 자정보제공기 )에서 발

생되는 병합  삭제 문제이다. 자의 경우 ‘김

철수’ 연구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때 타 기

에서 입수된 ‘김철수’와 동일인인지 의성을 

해결하여 기존 정규 DB에 없는 경우에는 신규 

코드를 생성하고, 만약 동일인이 존재하면 

기존 데이터에 제공기 을 추가하고 입수된 데

이터를 통합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자의 복성 문제해결은 DB 리에서 매우 

요하고 데이터가 축 될수록 서비스의 품질

과 직결된다. 이 모델에서는 어 리 이션의 

‘ 복검사 처리’ 모듈에서 담당한다. 

후자의 경우는 소스기 에서 데이터를 제공

받아 통합처리 된 이후 소스기 에서 해당 데이

터를 병합 는 삭제 처리하여 데이터가 변경되

었을 때 통합 리체계 모델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만약 소스기 에서 데이터

의 병합 는 삭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데이터의 식별자가 이미 타 기

에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연계정보가 끊어

지는 단링크(broken link)가 발생할 수 있다.

소스기 의 데이터가 통합처리 된 이후에 소

스기 은 가능하면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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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나 자체데이터 검 등으로 소스기

에서의 데이터 병합 는 삭제가 발생한 경우 

통합 리체계는 기존 데이터와 식별자를 유지

하면서 삭제정보를 리하고, 병합된 경우에는 

어느 데이터와 병합되었는지 병합정보를 장

하여 련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유

지해야 한다.

3.3 구성요소별 주요 기능

통합 리체계 모형의 데이터 구조 계층, 

리  보안 계층, 랫폼 계층에서의 일반 인 

제품이나 솔루션에 한 모듈설명은 생략하고, 

서비스와 련된 어 리 이션 계층에 ‘연구자 

식별자 리졸버’, ‘ 복검사 모듈’, ‘연구자정보 

리기’, ‘ISNI-IA 신청 처리기’를 심으로 설

명한다.

∙연구자 식별자 리졸버(resolver) 

연구자 식별자 리졸버는 자 에서 리하는 

연구자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식별자를 질의하

거나 다른 기 에서 리하고 있는 연구자 상

세정보로 링크하기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6>에서 ‘A’ 기 에 리하고 있는 김철

수의 식별자인 ‘0000089892’로 ISNI, VIAF와 

같은 식별자 정보를 질의하거나 특정 기 의 

식별자를 이용하여 URL정보를 얻기 해 ‘연

구자 식별자 리졸버’를 호출하면 요청유형을 

확인하여 원하는 정보나 URL 링크 정보를 리

다이 트(redirect)하여 해당되는 연구자 상세

정보페이지로 연결시켜 다. 이 때 ‘A’ 기 의 

정보가 아닌 타 기 의 식별자를 이용하여 호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복검사 모듈 

연구자 통합 리체계에서 연구자의 다양한 

식별체계를 통합하기 해 복검사 모듈은 매

우 요하다. 외부에서 입수되는 연구자 정보

를 기존의 연구자와 복여부를 확인하여 의

성을 해소하고 신규 코드를 생성할 것인지 기

<그림 6> 연구자 식별자 리졸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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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자의 정보와 통합할 것인지 단이 필

요하다. 이러한 의성을 해소하기 해 연구

자의 상세정보와 연구자의 작물 정보를 이용

하여 연구자를 식별한다. 

연구자의 식별처리는 식별성 높은 주민번호, 

이메일, 화번호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

과 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 으로 매우 어

렵다. 그러나 단행본 자나 연구자의 경우 자

신의 작물에 한 홍보  안내를 해 출

물과 웹사이트에 이미 공개된 민감하지 않은 개

인정보인 한 명, 이형 정보( 문명, 한자명), 

소속기  등은 수집이 가능하다.2) 이러한 연구

자의 기본 정보와 작물 정보를 이용하면 효율

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선행논문들

에 의해 연구되었다.

Han, Zha and Giles(2003)는 “한 연구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다른 공동연구자들과 함께 

유사한 분야의 토픽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연

구 분야와 련된 이나 학술 회에 투고

한다.”라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고, 강인수 외

(2008)는 ‘게재지명’, ‘참고문헌’, ‘논문제목’, ‘소

속’, ‘ 자메일’, ‘공 자’의 자질을 이용하여 

자의 식별성능을 높이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기본 정보와 작물 정보에 항목별 가 치를 

부여하여 유사도를 분석하면 연구자의 식별이 

용이하다.

연구자 기본 정보 에 표명, 이형( 문명, 

한자명), 생․몰년을 비교하고 작물 정보  

서명, 주제, 출 사항을 비교하여 가 치를 반

한 유사도 수를 산출하고 ‘완 복’, ‘유사 복’, 

‘신규’로 구분한다. DB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서는 신규와 완 복의 배 차이를 넓게 하여 

신규  완 복은 자동으로 처리하고 유사 복

은 검증자가 신규 연구자인지 기존에 리된 연

구자와 동일인인지를 규명한다.

연구자 복검사를 한 기본 인 고려사항

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정보 에 민감한 정보의 수

집을 피하고 연구자정보 정규DB에서도 장하

지 않는다. 

둘째, 식별에 활용할 작물의 속성정보를 자

료유형에 맞춰 용해야 한다. 연구자를 식별하

기 해 작물 정보를 활용할 때 연구보고서, 

논문 등과 같은 자료유형들 간에는 소속기 , 

수록잡지명, 발행처, 키워드  주제 등이 식별

성이 용이하나 비교 상의 작물이 서로 다른 

유형인 경우 식별성이 떨어진다. 즉 기존에 

리하고 있는 연구자의 작물 정보가 주로 학술

기사, 학 논문이고 비교 상인 입수 작물이 

단행본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교항목을 일치

시키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 게 자료유형이 상

이한 경우에는 작물 정보  공통항목인 제목

과 주제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연구자정보의 항

목들 가 치를 높일 수밖에 없다.

셋째, 연구자의 유형을 개인명과 단체명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단체명인 경우 단체의 생성, 

분리, 합병의 문제로 인한 단체명의 변경이 발

생하므로 지속 인 리가 쉽지 않다. 한 다

양한 약칭  문표기 등의 이형이 존재하여 

그에 따른 가 치를 고려해야 한다.

 2) ｢ 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결｣과 ｢개인정보보호 원회 결정 제2016-23-72호｣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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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정보 리기 

연구자 정보를 통합 리하기 한 DB 리기

이며 처리 상태별 3단계로 구분하여 ‘정보수집

단계’, ‘검증단계’, ‘승인단계’로 리한다. ‘정보

수집 단계’는 외부기  DB 직 반입, 외부기  

신청API  개인직  등록 등의 기능이 필요하

다. 입수된 데이터를 ‘검증 단계’에서는 자동

복검사 차를 거쳐 ‘신규’와 ‘유사 복’과 ‘완

복’으로 구분처리하고, 데이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처리화면을 통해 유사 복 데이터를 신

규 는 복 자료로 단한다. 한 검증처리 

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승인 단계’를 거쳐 DB품

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 외 ‘동기

화’는 ISNI 발 된 국내외 연구자정보의 지속

인 동기화를 통해 로벌하게 병합  갱신되는 

최신정보를 수집하여 동기화한다.

∙ISNI-IA 신청 처리기 

ISNI는 표  API를 통해 등록기  시스템 간 

연계가 가능하며 ISNI 신청기능과 ISNI 조회기

능을 제공한다. ISNI의 발  신청은 한 건씩 신

청이 가능한 AtomPub API 방식과 용량 신

청을 해 엑셀을 이용한 Bulk 신청방식을 선택

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한 SRU를 통해 ISNI에 

등록된 데이터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

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ISNI 발 을 신청할 때 AtomPub 스키마는 

ISNI 발 을 한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유사

복을 규명하기 한 재신청, 병합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Bulk 신청은 연구자의 정제된 정보를 한 번

에 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테

스트 DB(Aaccept DB)로 신청하여 결과를 확

인한 후 서비스DB(Production DB)로 재신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조회할 때 사용하는 SRU는 통 인 Z39.50

의 이론  개념은 유지하면서 웹 기반 기술을 이

용한 로토콜로서 ZING(Z39.50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토콜이다.

ISNI-IA는 장된 ISNI 정보를 SRU 로

토콜을 이용하여 불리언 검색을 포함한 다양한 

검색기능으로 제공한다. 

<그림 8>은 SRU로 “Artistandmore” 이름을 

검색한 결과이며 명령어는 “https://isni-m-acc.o

clc.org/sru/DB=1.3/username=xxx/password

=xxx/?query=pica.na+%3D+Artistandmore*”

이다.

구분 설명

신청

AtomPub API 방식
∙ISNI-IA로 단건 신청시 사용

∙AtomPub 로토콜을 사용하며 포맷은 XML이며 스키마는 <그림 7> 참조 

Bulk 방식

∙ISNI-IA로 복수건 신청시 사용

∙신청포맷은 엑셀

∙<표 3>의 개인명 코드 구조와 단체명 코드 구조에 맞춰 엑셀 일을 만들어 

FTP로 신청

조회
SRU(Search/Retrieve 

via URL) 방식

∙ISNI-IA의 창작자 정보를 조회시 사용

∙SRU 로토콜을 사용하며 포맷은 XML이며 스키마는 <그림 8> 참조

<표 4> ISNI 신청  조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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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tomPub API Request 스키마 <그림 8> SRU 검색 결과 스키마 

4. 결 론

이 연구의 목 은 국회도서 과 같이 방 한 

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서

에서 연구자 정보의 리와 력 기 과의 공

유를 하여 ISNI를 심으로 한 다양한 식별

자를 통합․ 리할 수 있는 4가지 계층으로 세

분화한 연구자 식별자의 통합 리체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연구자의 식별자의 복발

을 방지하고 자 의 연구자 정보를 정비하거

나 작물을 식별할 때 효과 으로 활용하여 

융합․분석  링크드 데이터의 구축 기반 마련

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를 해 먼  도서  분야뿐만 아니라 다

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식별할 수 있고 상호운

성을 가진 ISNI의 데이터 구조와 발 에 

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ISNI는 2012년 ISO 표 (ISO 27729)으로 제

정되어 VIAF나 ORCID와 력을 통해 작물

의 창작, 공연, 제작, 리, 유통에 련되는 자연

인과 법인(기업, 단체), 가상의 인물을 상으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작권의 리, 유통 

 수익분배 등에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한다. 

ISNI를 발 받기 해 ISNI-IA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 표 을 수해야 하며 성과, 이름

을 분리하거나, ISO 3166-1의 국가코드 사용, 

단체명의 통․폐합 는 분리 문제 등을 유의

해야 한다.

이 게 발 된 ISNI를 심으로 연구자 식

별자를 통합 리하기 하여 총 4개의 계층으

로 구성된 모델을 제시하 다. 이 구조는 아래

부터 데이터구조 계층, 랫폼 계층, 어 리

이션 계층으로 구성하고, 모든 계층과 련 있

는 리  보안 계층이 있다. 

이 모델에서 가장 기본  토 는 랫폼 계

층의 통합ID 리기가 처리하는 ID체계이다. 

유연하고 체계 인 ID 리를 통하여 여러 기

에서 리하고 있는 다양한 식별자를 통합하고, 

타 기 에서 리되는 정보를 수집․통합하며 

ISNI에서 갱신되는 최신의 정보를 주기 으로 

동기화하여 연구자의 기본 정보와 작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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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4개의 계층 에 서비스와 

련된 어 리 이션 계층에는 ‘연구자 식별자 

리졸버’, ‘ 복검사 모듈’, ‘연구자정보 리기’, 

‘ISNI-IA 신청 처리기’ 기능을 구성한다. 

‘연구자 식별자 리졸버’는 자 에서 리하

는 연구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타 기 의 식별

자를 질의하거나 타 기 에서 리하고 있는 

연구자 상세정보로 링크하기 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 ‘ 복검사 모듈’은 외부에서 입수되는 

연구자 정보를 기존의 연구자와 일치여부를 확

인하여 의성을 해소하고 신규 코드를 생성

할 것인지 는 기존 연구자의 정보와 통합할 

것인지 단한다. ‘연구자정보 리기’는 처리 

상태별로 구분한 ‘정보수집 단계’와 ‘검증 단계’ 

그리고 ‘승인 단계’를 통해 연구자 정보 DB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리 기능을 제공한다.

‘ISNI-IA 신청 처리기’는 ISNI-IA로 연계할 

수 있는 표  API 연계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ISNI 발 신청을 한 AtomPub API와 ISNI

의 연구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SRU 기능이 

탑재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자 식별자 통합 리체계 모델은 

한 기 에서 자나 연구자를 리하는 하나의 

정보시스템이 아닌 여러 기 에서 발생된 다양

한 식별체계를 통합 리하기 한 모델로 국가

핵심자원인 국내․외에 활동하는 연구자의 정

보 리에 소비되는 국가  비용을 감하고 이

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검색과 연구자 간의 지

 계를 밝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새로운 

연구 활동을 지원해  수 있는 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자 식별자의 통합

리체계 모형은 연구자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서비스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가 

제되어야 하며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어 

모든 EU(European Union)의 회원국에 용되는 

GDPR(General Date Protection Rugulation)3)

과 련하여 ISNI-IA의 데이터 리와 서비스 

정책의 변화가 측되므로 그에 따른 법률  후

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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