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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개방과 력 기반의 연구정책 수립, 연구기획, 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 등이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기술융합 시 에 연구역량을 하나로 집 하고 창조 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해서는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개방과 력에 기반한 연구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성

과 분석을 통해 획득 가능한 정보와 서비스 기능에 해서 살펴본다. 한 연구기획 활동별 서비스 요

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성과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구기획지원 서비스 모델을 제

안한다. 

1. 서론

   최근 개방과 력에 기반한 연구정책 수립, 연구기획, 

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 등이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국가R&D 활동의 비효율성 문제의 해소방안

으로 연구기획의 요성이 증 되고 있다[1]. 개방형 연구

성과 평가제도가 시범 으로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

방· 력 기반의 연구기획이 꾸 히 시도되고 있다. 더구나 

기술융합 시 에 연구역량을 하나로 집 하고 창조 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해서는 연구자간 는 기 간 연

구개발 주기에 걸쳐 개방과 력이 실히 요구된다. 그

러나 개방과 력에 기반한 연구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여 히 미흡하다. 이로 말미암아 R&D기획 활동이 

정보분석 결과를 활용하기 보다는 소수의 문가에 의존

하게 된다[1].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획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기

획지원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해서 연구성과  

분석도구의 데이터와 기능에 해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연구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  기 의 연구역량과 기

술수 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유형을 분석한다.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기획 활동단계에서 필요한 연구기획

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설계한다. 

2. 련연구

2.1 논문성과 분석도구

   과학·기술·의학·사회과학 분야를 포함하는 세계 최  

규모의 록·인용 데이터베이스인 Scopus[2] 데이터를 기

반으로 개발된 SciVal Suite[3]은 Spotlight, Strata, 

Expert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ciVal Suite은 연구계획 

주기의 여러 단계를 지원하기 해 설계된 도구  서비

스로서 정보력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한다. 한 성

공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문 지식과 성능

(performance)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각의 도

구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① SciVal Spotlight[3]

   Spotlight는 Scopus에 수록된 논문을 상으로 동시인

용분석(Co-citation analysis)을 통해 기 의 연구역량

을 분석하고, 해당 연구역량에 한 주제별 분포  시

장 황(타 기 들과의 경쟁에 한 황 비교 등)을 

이해하도록 도와 다. 

② SciVal Strata[3] 

   Strata는 연구의 목표 설정  략 수립에 필요한 벤

치마킹을 해 고안된 솔루션으로 세계의 특정 연구

자  연구그룹과의 평균 피인용(Citation) 건수를 비

교분석하여 기  연구자  연구그룹의 연구성과 측정 

 우수성 악을 한 근거를 제공한다. 한, 연구자

의 세계 인 력 황을 분석하여 특정 연구 분야에 

한 집   연구기회 확 를 해 활용할 수 있으며, 

기 의 특성에 맞는 발  방향  정책 개발 시 객

인 지표로 참고할 수 있다.

③ SciVal Experts[3] 

   Experts는 연구자 본인의 문헌, 연구주제. 연도별 연구 

경향, 공동연구 황, 피인용도 정보를 제공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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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자들에 한 리와 악을 용이하게 하며, 나

아가 잠재 인 공동연구자 확인  새로운 연구 력 

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SciVal Suite에 포함된 각 도구를 간략히 비교 요약하

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3가지 도구는 우수·유망 

기술분야, 기술수   동향, 연구목표  략수립, 연구

자원 배분, 공동연구를 한 업 트  탐색에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한다. 

<표 1> 3가지 도구 비교

구분 Strata Experts Spotlight

자료출처 Scopus Scopus Scopus

용기술
평균피인용지수 

비교분석

Fingerprint,

Profiles분석
동시인용분석

주요기능

연구원  

연구 의 개별 

우수성 악

특정 

연구주제의 

문가 악

개인/기 의 

연구역량 악

활용분야
목표설정  

략수립
공동연구

연구계획, 

투자

2.2 특허정보 분석도구 

   특허정보 분석은 축 된 특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기

의 연구개발 략 수립에 필요한 지식을 추출하는 것이

다. 이러한 지식을 추출하고 분석  략 수립을 한 도

구가 특허정보 분석도구이다[4]. 특허정보 분석도구는 

략 인 연구개발 방향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

허정보분석은 핵심특허 악,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연구

주체의 기술경쟁력 분석, 기술 효과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를 들어, 공동 발명자들간의 계를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핵심 연구자를 찾아낸다거나, 특허 

기술군간의 인용 계를 기반으로 기술지식의 흐름을 악

함으로써 기술 효과 는 기술융합의 동향을 악할 

수도 있다[5]. 

    [4]에 따르면 특허정보 분석도구에는 국내외 으로 분

석기법에 따라 다양한 도구가 존재한다. 국외 특허정보 분

석 툴이 여러 개의 연 된 특허정보 인용-피인용 계를 

보여주는 반면, 국내 분석 툴은 하나의 특허에 한 인용

-피인용 계만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진다[6]. 

3. 연구성과 분석 기반의 연구기획지원 서비스 모델 

   본 연구에서는 [7]에 따라 R&D기획 활동을 탐색

(Searching), 범 조정(Scoping), 평가(Evaluating) 등 3 

가지 역의 활동으로 구분하 다. 이를 바탕으로 각 활동

별 서비스 요구사항을 표2와 같이 정의하 다. 

<표 2> 연구기획 활동별 서비스 요구사항

활동 역 요구사항

탐색

-우수유망 연구 역 식별

-기술탐색

-연구자원 측

-수요 분석/ 측

범 조정

-R&D역량 분석  비교

-연구자원 분석

-연구목표 정의

평가

-미래유망 연구기획

-목표/수요 충족여부 분석

-연구역량 분석  평가 

   이와 같이 분석된 연구기획 활동별 서비스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2장에서 살펴본 논문, 특허 등의 연구

성과 분석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 개인 는 기 의 연구성과 목록  피인용 지수

▪ 자 로필 통합을 통한 연구  역량 지수

▪ 개인 는 기 의 연구분야가 기술동향에 미치는 향력

▪ 연구자간 력 황 

▪ 주제분야별 연구자 목록

▪ 력 네트워크 황

▪ 주제별 연구분포

▪ 주제별 연구성과 성장율과 유율

▪ 논문수/피인용수가 많은 연구분야

   이와 같이 식별된 연구성과 분석을 통해 획득 가능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구기획 활동의 3가지 역별 요구사항

에 따라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탐색 

활동에서는 연구성과 분석결과를 통해 연구분야 식별  

업 가능한 연구자를 발견할 수 있다. 범 조정 활동에서

는 연구자원  연구주제별 연구역량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활동에서는 연구역량  기술사업화와의 연

계성을 평가할 수 있다.  

<표 3> 연구성과분석 기반 서비스 기능

활동 역 서비스 기능

탐색

-우수한 연구분야 식별

-성장하고 있는 연구분야 식별 

-기술수   동향

-연구 업 네트워크 

-개인 는 기 의 연구역랑 분석·이해

범 조정

-연구자원 배분

-연구 업 네트워크 제공

-연구주제별 논문, 특허리스트 정보 제공

-연구역량에 한 연구주제별 분포( 황비교)

평가

-개인 는 기 의 연구역량 정보 제공

-우수연구자 는 우수기  정보 제공

-연구 업 네트워크 가시화 정보 제공

-기술사업화 연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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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향후연구

   개방· 력 기반의 연구기획에서는 연구역량에 한 이

해와 더불어 기술수 진단  기술동향분석, 공동연구기획 

등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성과 분석을 통해 

획득 가능한 정보 유형을 분석하 다. 한 이를 활용한 

연구기획지원 서비스 기능을 설계함으로써, 연구기획단계

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기획지원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

다. 그러므로 개인  기 의 연구역량에 한 객 인 

평가를 통해 단계별 추진 략, 나아가 로벌 업 네트워

크 구축을 통하여 R&D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비스 모델을 보다 구

체화 는 가시화하고, 연구기획지원 서비스 기능에 한 

상세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  기 의 연구역량을 객

이고 가시 으로 보여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의 

연계·활용 방안과 기능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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