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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분야에 관계없이 하루
에도 많은 양의 문헌이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현 시점에서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헌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
하여 가치 있고 인간 생활에 유용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시키고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정보를 찾아내어 연구자에게 제시하는 서비스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과학기술정
보 데이터 중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작성한 문헌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 사례를 알아보고, 연구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 중심어 :∣과학기술정보∣논문 데이터∣학술논문∣문헌 정보∣정보 서비스∣

Abstract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data is steadily increasing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At present, dozens of documents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every day
regardless of field, and researchers are increasingly demanding to use this information effectively
to support research activities that are valuable and useful for human life. In the past, researchers
are moving away from searching for necessary information, and now they are changing to
services that connect data and data, find high value-added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and
present it to researchers. In this study, we analyze literature data created by Korean researchers
from domestic and foreig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data, find use cases, and
provide information to help researchers.
■ keyword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Research Data∣Academic Paper∣Literature Information∣
Information Service∣

I. 서 론

기술정보 데이터 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구글 학술 검색이나 Web of Science, Scopus 같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과학기술정보 데이터가

은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그 자체가 전자 정보원은 아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술정보 유통을 위한 과학

지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인지하고 있다[1]. 특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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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분야에서는 Web of Science보다 구글 학술 검색에

국인 연구자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한 이유는 NTIS[3]

서 더 많은 자료 양을 보여 주었으며, 많은 대학에서 링

또는 연구재단 등에서 한국인 연구자 데이터를 가지고

크리졸버에 구글 스칼라를 연결시켜 온라인 데이터베

있지만 한국인 연구자 전체를 대변하는 데이터베이스

이스와의 연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구글 학술 검

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와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의

색의 경우 학술논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원문 전

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인 연구자가 해외

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

에 논문을 투고한 부분과 같이 구축하여 분석할 필요가

복된 논문을 제거하는데 구글 학술 논문 검색이 매우

있다. NDSL[3]에서는 어느 정도 한국인 연구자가 해외

성공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2]. 하지만, 시소러스, 주제

에 투고한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NDSL[3] 데

어 같은 통제어휘가 없는 것은 복잡한 검색이 요구되는

이터베이스에서 한국인 연구자 데이터를 구분하고 분

분야에서는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많은 양의 데이

석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활용 방안을

터를 서비스하고는 있지만 구글이 지불수단까지 제공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과학

하고 도서관과 출판사 사이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게

기술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 방안을 연구해 보고

되면 거래의 단순화를 지원할지라도 독점화에 대한 우

자 한다.

려가 존재한다.
현재는 데이터 서비스 패러다임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네

II. 선행 연구

트워크로 링크시키고 분석하여 가치 있는 서비스로의
영역으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2017년 9월 1일에 서

국내의 과학기술정보의 한 주축을 이루고 서비스하

비스를 오픈한 네이버 학술정보 서비스는 15억 건의 참

고 있는 NDSL[3]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에 많은

고문헌을 101개의 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NDSL에 있

비스를 하고 있다. 해당 분야 별, 연도 별 피인용 현황,

는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자들의 정보요

많이 참조한 문헌, 분야별 주요 연구 키워드, 등을 서비

구를 파악하고 정보요구별 탐색행태를 분석한 논문[4],

스함으로써 과거의 기본적인 지식 검색 서비스에서 벗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어나 좀 더 차별화된 분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와 같

공급하는 것이 곧 연구 활동의 경쟁력으로 평가하는 논

이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는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다

문[5] 이 있는데 주로 수요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기

양한 서비스 플랫폼이 나오는 시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위한 연구이다. 이밖에도 국내 대표 학술지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분야

기록 관리학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과 그 논문의 참고문

별 분석 서비스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데이

헌을 조사, 분석하여 연구자들의 인용 행태와 특성 및

터 자체의 신뢰성 또한 중요해 지고 있다. 데이터가 양

변화를 제시한 논문[6]이 있으며, 논문[7]의 경우에는

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업데이트와 신뢰성 검사가 지속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인용행태를 분석하여 어

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분석 서비스를 설계한다고 하

떤 학술지가 많이 인용이 되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

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 값을 얻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

하였다. 논문[8]의 경우에는 학문 분야별 연구자들이 정

는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국내 연구자 데이터베이

보를 생산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원을 비교, 분석하여

스를 토대로 국내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분야별 선호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현재까지의 대부분

국인 연구자의 성과물을 구분하고 새로운 차원의 논문

의 국내 연구자 분석 논문이 주로 국내 대표 학술지를

서비스를 설계하고 활용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

참조했지만 한국인이 해외에 투고한 학술지와 한국인

자 한다. 분야 별로 트렌드를 확인하고 미래를 예측하

논문을 인용한 해외 논문에 대한 학술지에 대한 정보가

여 서비스하는 방식은 앞으로 필수적이 될 것이다. 한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이 외에도 신진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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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환경이 향후의 연구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로 체크되었다. 식별된 데이터의 양은 약 1,118,545(9/19

지에 대한 연구[9], 학술 메타데이터의 저자 인용 분석

기준)건으로 집계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과 연구 유사도 산출 및 연구자간의 관계분석 시스템
연구[10], 연구자들의 연구기획, 협업 연구자 선정 및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정보 서비스에 관한 연구

1. 연도 별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 인용 빈도 수
본 챕터에서는 연도 별로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이 얼

[11], 분야 별 연계도 분석 연구[12], 자기 인용 네트워

마나 인용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998년도부터

크와 연구 이력을 분석한 연구[13], 정부의 연구비 지원

2014년도까지 NDSL에서 수집한 데이터 중에 한국인

이 대학 연구자의 논문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자로 식별이 된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주로 한국인

에 대한 연구[14],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분석을 활

연구자가 국내 논문지에 출판한 논문은 언어가 한글로

용한 효과적인 정보서비스 기초자료 연구[15], 참고문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인용 율이 높지 않

헌 분석을 통한 국방과학 연구자들의 인용행태 연구

아 한국인 연구자가 국외 논문지에 출판한 논문을 중심

[16], 한국 문학 번역원과 한국, 미국, 일본의 국립도서

으로 통계 수치를 뽑아 보았다. 주로 2005년과 2010년

관에서 한국인 저자 전거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도에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이 인용이 많이 된 것으로

[17],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자들 간에 연구수행 경향

확인되었다[그림 1].

을 분석한 연구[18], 문헌정보학 분야 국제 학술지에 논
문을 게재한 연구자의 소속기관 유형 및 전공분야, 기
여도 분석에 관한 연구[19], 동일한 학문분야를 전공하
는 연구자들의 연구행태를 분석하여 그 분야의 연구자
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술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조사한 연구[20]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와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 기존
의 과학기술 학술 정보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점은 모두
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헌정보학, 국방, 기록
관리학 등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도 연구 행태를 확인
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NDSL[3])를 기반으로 식별된 한국인 연구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부가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연구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림 1. 연도 별 한국인 논문의 인용 빈도 수

2. 주제 별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 수 비교
이번 챕터에서는 국내 논문 약 111만 건에 대해서 한
국인 연구자의 논문 중 어느 분야가 많은 논문 수를 포
함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제 분야가 정확한 정보 45만
건에 대한 논문 정보에서 논문 수가 7000건 이상인 분
야를 산출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았다[그림 2]. 대략 절

III. 한국인 연구자 데이터 분석

반에 가까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을지라도 어느 정
도의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주

한국인 논문 데이터 범위는 NDSL[3] 데이터에 있는

로 화학분야와 농업분야 그리고 컴퓨터 과학 등의 분야

한국인 연구자 논문 식별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식별된

에 논문이 많이 출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분석 자

데이터의 정확도는 약 95.7% 정도의 신뢰 가능한 데이

료는 어떤 분야에 논문 출판이 활발하게 진행되는지 확

터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식별 기준은 메일 주소, 공

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문 출판이 덜 된 분야에 대한

동 저자, 소속 명, 저널 명, 저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식

지원과 논문 출판이 활발한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증가

별되었다. 정확률 검증 방식은 사용자 참여 형 방식으

를 고려해 연구 성과 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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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분야 별 한국인 연구자가 많이 투고하는 학술지를
확인하고 관련 분야의 신진 연구자에게 학술지를 추천
해 줄 수 있고 기관 간 데이터 컨소시엄을 통해서 자료
를 공유하여 서비스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출판사 별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 수
이번 챕터에서는 국내 논문 약 111만 건에 대해서 한
국인 연구자가 많이 출판하는 출판사를 비교해 보았다.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 수가 5000개 이상인 출판사에 대
해서 그래프를 산출해 보았을 때에 다음과 같았다.

그림 2. 주제 별 국내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 수 비교

3. 주제 별 한국인 연구자가 투고하는 학술지
이번 챕터에서는 국내 논문 약 111만 건에 대해서 한
국인 연구자가 많이 투고하는 저널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제 분야가 명확한 논문 중에서 학술지 별 논문 수가
5000건 이상인 학술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산출해 보았
을 때에 아래와 같았다.

그림 4. 출판사 별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 비율

본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을 많이
출판한 곳을 연구자에게 추천해 줄 수 있다.

5. 특정 분야에 대한 출판사의 논문 수
이번 챕터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한국인 연구자의
출판사 논문 수를 비교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도서
관과 정보학 분야를 선정하여 통계 수치를 산출해 보았
다. 도서관과 정보학 분야와 관련한 출판사 중에서 논
문 수가 10건 이상인 출판사를 산출해 보았을 때에 다
그림 3. 주제 별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 투고 저널지

음과 같았다.
도서관과 정보학 분야에서는 주로 한국도서관협회,

주로 화학, 통신, 콘텐츠 관련 학회에서 논문 수가 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등의 출판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

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본 분석 자료를 통하여

다. 이로써 특정 분야에 대한 출판사의 비교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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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있는 출판사를 알 수 있고 기관 간 과학기술정보

하고 관리하여 국내 연구 성과물 평가지침으로 활용 가

를 공유할 때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

능할 것이다.

겨진다.

7. 특정 분야의 키워드 빈도 수
특정 분야의 키워드 빈도수를 연도 별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떤 연도에 어떤 키워드가 주로 이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트렌드에 맞게 관련 연구자에게 추
천을 해주면 관련 연구자는 여러 논문을 읽지 않아도
현재의 트렌드에 맞추어 빠르게 연구 토픽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성과물의 생산성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소통, 원
격 통신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도에 해당 분야의
키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빈도수를 산출해 보았다. 4
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IoT 기술에서 빼놓을 수 없
는 기술인 무선과 모바일 기술, 에너지 파워 기술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와서 관련 기술들이 점점 늘어날 전망
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5. 도서관과 정보학 분야 출판사의 논문 수 비교

6. 연도 별 한국인 연구자 논문 출판 수

그림 7. 2015년도 의사소통, 원격 통신 분야 키워드 빈도 수

8. 기관 별 한국인 연구자의 빈도 수
그림 6. 연도 별 한국인 연구자 논문 출판 수 비교

이번 챕터에서는 연도 별로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이
얼마나 출판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범위는
199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이다. [그림 6]을 보면 꾸준
하게 논문 출판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
적으로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 출판 수가 증가하는 것으
로 보아 앞으로는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을 별도로 구축

한국인 연구자의 데이터 중에서 기관 값이 존재하는
데이터는 2017년 9월 7일 현재 대략 91만 건 정도 되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기관 값을 산출해 보았을 때
에 27만개의 기관이 산출되었다. 한국인 연구자가 1000
명 이상인 기관을 그래프로 산출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았다. 본 분석 자료를 통하여 국내 연구자의 기관 분
포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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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인 저자의 논문이 참고문헌으로 많이 인용
하는 논문의 개재지
한국인 저자의 논문이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논문
의 게재지를 살펴보면 한국인 연구자가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기 위해서 어떤 저널지를 주로 이용하는지 확인
할 수 있고 수익 형 서비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저자의 논문이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논문의 게재지를 확인하고 top 10 순위를 그
그림 8. 한국인 연구자가 1000명 이상인 기관(2017.09.17
기준)

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10]의 그래프 수치는 논문 수

9. 기관 별 한국인 연구자의 인용 건수

저명한 저널지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많이 인용하는

기관에 따른 한국인 연구자의 인용 건수를 산출하게

를 나타낸 것이다. 주로 Science 지나 Nature 지 등의
패턴을 보였다.

되면 기관 간 평가의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연구
자 수 대비 논문 인용 건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서 예산 계획을 고려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 수 대비 인용 수와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기 위해 수치를 산출하여 그
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9]는 인용 건수가 있는 한국
인 연구자가 최소 15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 연구자
수에 대한 인용 지수를 산출해 보았을 때의 결과를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

그림 10. 한국인 저자의 논문이 인용하는 논문의 게재지 Top 10

구자가 많다고 해서 인용 지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
다. 이로써 연구자 수와 인용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결 론
국가 과학기술정보 데이터가 대내외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검색,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
서비스와 더불어 부가가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시도
가 요구되고 있다. 문헌 데이터의 연구 분석 자료를 토
대로 국내 연구자의 연구 트렌드와 선호 키워드 등을
발견하고 관련 분야를 더욱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도출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기본이 되는 분석
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의 장점은 새로운 정보에 대
한 분석을 기존 데이터를 식별하여 가능하다는 점을 발
견한 것이며 특정 분야의 심도 있는 분석은 아직 아쉬

그림 9. 인용 건수가 있는 연구자의 기관 별 인용 수

운 점으로 남는다. 이를 위해서 향후에는 보다 심도 있
는 학술연구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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