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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서비스 인 INSPEC 데이터에 하여 여러 가지 정량  분석방법을 

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특허나 연구보고서에 한 분석은 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분석된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 지만, 논문자료에 한 분석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INSPEC 데이터의 

연도별, 발행국가별, 연구 분야별, 별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 활용 방안에 하여 연구하 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가출연기 이나 학, 기업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연구개

발을 기획하고자 할 때, 가장 먼  고려하여야 할 사항  하나

가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이 기존에 연구되었던 것인지 일 

것이다. 특허와 같이 민감한 사항은 재 어느 정도 분석이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어떤 특정분야에서 최근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어떤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

를 악 할 수 있는 논문에 한 분석은 미미한 상태이다. 물

론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수년간 그 분야에 종사

를 하고 연구를 해왔으므로 최근의 연구동향을 가장 잘 악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 개인의 직  단에 의해 

연구개발 기획이 수립되기 보다는 보다 체계 이고 정략 인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 혼합되어 계획이 추진된다면 그 연구의 

타당성 확보에 객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논문들이 수록된 

INSPEC 데이터에 하여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으로써 새

로운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 활용 방안에 하여 연구하 다. 

2. INSPEC
본 연구에서 상 DB로 삼은 INSPEC은 1969년 국 기

공학회의 정보부인 INSPEC(Information Services for the 

Physics and Engineering Communities)에서 제작하고 있는 

물리, 기 자, 컴퓨터 련 기술에 한 데이터이다[1]. 

INSPEC의 수록 주제는 크게 5가지 분야로 분류되며, 각 분

야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Section A는 물리학 분야로서 일반 

물리학, 핵물리학, 원자 물리학, 유체역학 등 기타 과학기술 

련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Section B는 기․ 자공학 분야

로서 일반 공업수학, 재료공학, 자장, 통신 등의 련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Section C는 컴퓨터․제어공학 분야로서 일반

리  시스템 제어이론, 수치해석, 컴퓨터 응용 련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Section D는 정보기술 분야로서 사무자동화, 

응용 시스템 일반 련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Section E는 제

조생산공학 분야를 수록하고 있다. 

INSPEC DB의 정보원은 학술잡지가 약 80%를 차지하며 

3,000종 이상의 학술지에서 기사를 선정하며, 이들 가운데 600

여종은  기사를 모두 수록된다. INSPEC DB에 수록되는 학

술지는 ‘The INSPEC List of Journal and Serial Sources'

로 발표된다. INSPEC DB에 수록되는 록은 모두 문으로 

작성되지만, 일반 으로 언어에 제한 없이 자료의 수 에 따라 

선택하여 싣고 있으므로  세계의 모든 정보가 망라 으로 

수록된다고 볼 수 있다. 

2.1 소스 데이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는 매주 1회 INSPEC

으로부터 marc 형태의 소스데이터를 받아, 분석하여 내부 데

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있다. 2008년 5월 재 KISTI에서 서

비스 인 INSPEC 데이터의 체 건수는 9,851,752건이다. 

INSPEC으로부터 입수되는 원시자료의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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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원시데이터

II. 본 론
1. 정량적 분석
과학기술분야의 논문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이 존

재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분

석의 기본방향이 설정되면 그에 따른 가설이나 명제를 검증하

게 되는데, 그 검증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별된다. 그 하나

는 정성  분석방법론이고 다른 하나는 정량  분석방법론이

다[2].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정량  분석방법은 통상

으로 귀납  논리구조를 가지며, 가설 설정에 따른 총량자료

기반의 분석을 실시하고, 변수 간의 개연  계를 통계  상

계로 나타내는 단계, 최종 으로 도출된 계를 맵으로 구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1.1 주제별 수록 건수 분석

KISTI에서 서비스 인 INSPEC 논문들의 주제별 수록 건

수를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제별 수록 건수 
Section A B C D E

건수 5,735,749 2,340,788 1,617,462 69,188 88,565

표에서 알 수 있듯이 KISTI에서 서비스 인 INSPEC 데

이터베이스에는 Section A 물리학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2 INSPEC DB의 수록분야 비율

1.2 연도별 발표건수 분석

본 논문에서는 INSPEC 수록 주제별로 연도별 분석을 해 보

았다. INSPEC 데이터베이스의 연도별 수록건수 추이가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의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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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주제별 연도별 수록건수 추이분석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ction D 주제 분야의 경우 1980

년  반에 이르러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했고, Section E 

분야의 경우 2000년도에 이르러서야 논문이 수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제조생산공학 분야의 연구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한  분야의 논문들이 시간이 갈수록  증

가하다 2005년에 들어 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1.3 별 수록건수 분석

INSPEC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논문들 가운데 Section B 

기․ 자공학 분야의 논문들이 실린 주요 들을 분석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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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저널별 논문수록 건수

각 ISSN에 해당 하는 명은 표 2와 같다.

[표 2] 저널명
ISSN 명

0277-786X
Proceedings of SPIE-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0013-5194 Electronics Letters

0018-8689 IBM Technical Disclosure Bulletin

0018-9464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0018-9383 IEEE Transactions on Electron Devices

0018-9480 IEEE Transactions on Microwave Theory and Techniques

0090-6778 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1.4 발행국가별 수록건수 분석

INSPEC 데이터베이스에는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논문들이 

수록되어있으나 상  10개국에서 생산된 논문이 체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  미국이 42% 정도의 비 을 차지

하고 있으며, 한국은 0.4%정도의 비 만을 차지할 뿐이다. 

▶▶ 그림 5. 국가별 발행 비율

III. 결 론
INSPEC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물리, 

기 자, 컴퓨터 련 기술에 한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NSPEC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논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험

(risk)을 이며,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 로 INSPEC 데이터베이스를 정량

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자가 앞으로 어떠한 주제에 

하여 연구를 하여야 하며, 그 연구 분야에 해 연구를 수행하

고자 할 때 어떠한 을 참조하면 좋을지, 그 분야의 문가

나 기 의 연구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어느 국가의 논문을 

주로 참조할 지에 한 방향을 제시 하 다.

본 논문에서는 INSPEC 데이터베이스에 하여 정량  분

석방법을 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지만, 향후 다른 데이터베

이스, 다른 분석방법을 용하여 연구를 해 본다면 좀 더 새로

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분야에 

한 연구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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