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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지원 서비스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연구자 지원에 활용되고 있는 

기능들을 도출한다. 도출된 기능들을 KANO 모형을 기반으로 기능들을 재분류함으로써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연구지원도구의 서비스 품질 수 을 정의한다. 한 정의된 연구지원도구의 서비스 품질 

수 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지원도구의 기능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1. 서론

   최근 모바일 기술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인해 정보 환경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정보 이용자

들에 의해 생성, 공유, 장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주어진 문제에 한 해결책을 

직  찾을 수 있는 역량도 요하지만, 해당 문제의 해결

을 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수 있는 력자를 발견하고 연결하는 것이 사회 각 분

야에서 매우 요한 역량으로 두되고 있다. 특히 연구개

발 활동의 경우 새로운 성과 창출에 필요한 기존 정보자

원의 수가 일반 으로 매우 많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연구

개발 활동에서 기존의 성과  력 연구자의 정보를 효

율 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기 한 시도가 꾸 히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동작업 리, 로젝트 리 등 연

구수행 과정 반을 지원하기 한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

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아닌 개별 사용자를 

한 맞춤형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각각 활

용하고 있는 연구자 지원 서비스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것

으로부터 연구자 지원에 활용되고 있는 기능들을 도출한

다. 이 게 도출된 기능들을 KANO 모형[1,2,3,4]을 기반으

로 기능들을 재분류함으로써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연구지원도구의 서비스 품질 수 을 정의한다. 한 정의

된 연구지원도구의 서비스 품질 수 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지원도구의 기능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

항을 정의하고, 이를 실 하기 한 연구지원도구의 개인

화 방안을 제시한다.

2. 련 연구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가

능한 서비스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5가지 분류로 

주요 기능들을 요약할 수 있다. 

분류 주요 기능

소셜 

서지도구

-문헌 리  공유 

-참고문헌 목록 자동생성

·EndNote

·Mendeley

·Zotero

가상연구

환경

-워크 로우 기반 작업 환경

-데이터, 방법, 문헌 공유

-소셜 큐 이션

·RIC

·myExperiment

·Cloud-based VRE

연구자 

네트워킹 

서비스

- 심 연구자 연결

-동료 연구자 발견  연결

-콘텐츠 포스   공유

-능동  연구 토의 

-연구에 한 의견 제시

-토론/연구에 한 팔로우

-개인의 연구 로 일링

- 심 논문 추천

·ResearchGate

·LinkedIn

·Academia

정보검색

포털

-논문, 특허, 보고서 검색

-원문 다운로드 는 링크

·NDSL

·NTIS

·RISS

·Google Scholar

웹 

데이터

베이스

-논문, 특허 검색

-원문 다운로드

·IEEE Xplore

·ACM Dig. Lib.

·ScienceDirect

·Web of Science

·LexisNexis

·Wips-On

<표 1> 연구자 지원 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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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비스의 기능범 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KANO 모형은 사용자의 만족 측면과 요구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나타내는 만족·불만족이라는 주  차원과 물리

 충족·불충족이라는 객  차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4]. KANO 모형에 따르면 고객 만족을 한 서비스 품질

은 <표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구분 요구사항 추천

매력  

품질

고객이 기 하지 않았던 것을 충족시

켜주거나 고객이 기 했던 것이라도 

그 기 를 훨씬 과하는 만족을 주는 

품질 요소를 나타냄. 이를 충족하게 

되면 만족하게 되고, 충족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만수 을 증가시키지 않는 

품질 요소

다수의 

매력  

속성들을 

포함시켜라

당연  

품질

당연  품질은 최소한 당연히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기본 인 품질요소임. 

충족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

문에 별다른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반면,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을 일으키는 

품질 요소

당연  

속성들을 

지속하라

일원  

품질

일원  품질은 일반 인 인식의 품질

요소로 충족이 되면 만족하게 되고 

충족하지 못하면 불만을 일으키게 되는 

품질 요소

다수의 

일원  

속성들을 

포함시켜라

무 심 

품질

충족이 되던 충족이 되지 않던, 만족

이나 불만족  어느 것도 야기하지 

않는 요소

가능한 

많은 

무 심 

속성들을 

회피하라

역품질
충족이 되면 역으로 불만을 일으키고 

그 지 않으면 만족을 주는 품질 요소

역품질 

속성들을 

회피하라

<표 2> 고객 만족을 한 5가지 품질요소[4]

3. 연구지원도구의 서비스 품질 수 과 요구사항

   KANO 모형을 기반으로 <표 1>에서 살펴본 연구지원 

서비스의 주요 기능들을 연구자의 연구개발 정보활동에 

한 인터뷰와 분석 결과를 토 로 <표 3>과 같이 연구

지원도구의 서비스 품질 수 을 정의하 다. 서비스 품질 

수 별 주요 기능에 해 핵심 키워드를 정의함으로써 연

구지원도구의 서비스 품질을 보다 쉽게 특징지을 수 있다. 

구분 주요 기능 핵심 키워드

매력  

품질

-소셜 큐 이션 

-토론/연구에 한 팔로우

-개인의 연구 로 일링

-주제분야 심 문헌 추천

-동향 분석

-연구주제 발굴

-큐 이션, 추천

- 로 일링

당연  

품질

-연구문헌 검색

-실험/사례 데이터 검색

-동료 연구자 발견  연결

-검색

일원  

품질

-콘텐츠 포스   공유

- 심 연구자 연결

-연구동향 요약자료 검색

-원문 다운로드

-원문 획득

-공유

무 심 

품질

-워크 로우 기반 작업 환경

-데이터, 방법, 문헌 공유

-능동  연구 토의

-연구에 한 의견 제시

-참고문헌 목록 자동생성

-토의

-워크 로우지원

-참고문헌 정리

역품질 - -

<표 3> 연구지원도구의 서비스 품질 수

구분 요구사항 서비스 품질 

검색

-문헌(논문, 특허, 보고서) 검색

-연구동향 요약/분석자료 검색

-실험/사례 데이터 검색

당연  품질

수집
- 심주제 자료 추천

- 심 연구자 문헌 추천 
매력  품질

분석

-기술동향 분석

-통계  분석

-소셜 큐 이션

매력  품질

업

(공유)

- 심 연구자 연결

-동료 연구자 발견  연결

-콘텐츠 포스   공유

-토론/연구에 한 팔로우

당연  품질

일원  품질

장
-학술문헌 분류· 장

-개인의 연구 로 일링
매력  품질

출 -참고문헌 목록 자동생성 무 심 품질

   <표 3>에서 정의된 연구지원도구의 서비스 품질 수

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지원도구의 기능  요구

사항을 <표 4>와 같이 정의하 다[5]. 

<표 4> 연구지원도구의 기능  요구사항

   <표 5>는 연구지원도구의 기능  요구사항들이 충족

해야 할 비기능  요구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구분 요구사항

신뢰성
-추천 문헌의 출처와 추천 이유가 분명해야 함

-검색·수집의 상과 범 가 명확해야 함

실시간성
-반응이 즉각 이어야 함

-즉시성이 보장되어야 함

편의성
-언제, 어디서든 쉬운 인터페이스로 근 가능

-개인화 서비스

<표 5> 연구지원도구의 비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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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각각 활

용하고 있는 연구자 지원 서비스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것

으로부터 연구자 지원에 활용되고 있는 기능들을 도출하

다. 도출된 기능들을 KANO 모형을 기반으로 기능들을 

재분류함으로써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연구지원도구

의 서비스 품질 수 을 정의하 다. 한 정의된 연구지원

도구의 서비스 품질 수 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지

원도구의 기능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하

다.

   향후에는 연구지원도구의 개인화 방안과 토픽 모델링

을 통한 콘텐츠 연계  추천 기능에 한 구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지원도구의 경량화를 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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