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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 개인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분야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비 배분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기존 수월성 위주의 기초연구지원
사업 틀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골자로 하는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투자시스템 전환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논문의 
질적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연구역량단계별,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를 분석한 후 기존 기초연구사업의 운영방향
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역량단계가 높을수록 연구의 질적 수준
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문분야별로 연구 성과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하는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운영체제에 취약
기초과학을 선배정후 학문분야별 선정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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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there is a high demand for the operation of differentiated programs in basic researc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cademic fiel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research competence, the higher the quality of research outputs. The results also tell us that 
the quality level of the research output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field of study.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 a method to differentiate the selection rate of each discipline in the system that 
operates the individual basic research projects by the level of research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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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투자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초과학 육
성의 기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과학기술인력양
성의 재구조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이 교육 및 연구측면에서 갖는 함의는 다양성과 창의성
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Schwab(2016)가 제안하
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물리 영역, 디지털 영역, 
생물 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기술의 융합’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1].

학문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다양
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문분야별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개인 기초
연구사업의 운영 방식은 연구경력단계별로 운영되어, 학
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투
자의 효율성 및 창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의 확대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학문분야별 특성이 고려된 기초연구지원체계구축
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초연구사업 운영 방식을 미국 
및 영국의 경우처럼 학문분야별로 차별화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연구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사 및 기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1) 

이에 본 연구는 그 사전 단계로써 현재의 우리나라 기
초연구사업의 추진체계를 계량적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즉 연구역량단계가 높아질수록 기존의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계량적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연구역량단계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면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운영 체제
가 연구 성과 창출 측면에서는 적절한 운영 방식의 하나
라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량단계와 성
과가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않다면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운영형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며, 이는 학문분
야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의 전환을 더욱 강조하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
다. 현재 기초연구사업은 학문분야별로 과제 선정률을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다. 만약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가 
유사하다면 연구사업의 과제 선정률 자체를 유사하게 적
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연구 

1) 본 연구는 기초연구분야의 NTIS 과제 및 SCI 논문이라는 과학
기술정보콘텐츠의 분석을 통해 기초연구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성과에 차이가 난다면 학문분야별 과제 선정률에 차별을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논문)성과에 대한 영향력지수(IF: Impact 
Factor 형태의 측정 지표) 중 질적 수준을 가장 잘 반영
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증명하
고자 한다.

 가설1 : 연구역량단계가 높아질수록 연구 성과도 
높다

 가설2 :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에는 차이가 없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행 연구분석에서는 연구사업평가방법론, 

기존 학술지 수준의 평가지표 및 개별 논문 수준의 평가
지표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째, 데이터 및 분석방법론 부분에서는 기초연구
사업별 과제 및 논문 성과 데이터와 분석 방법론에 대해
서 상세히 기술한다. 

세 번째, 기초연구사업의 성과 분석 부분에서는 타당
성있는 계량적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전술한 가설1과 2
를 검증하고자 한다.

네 번째, 결론 및 연구의 한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
로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및 연구의 한계를 밝힌다.

Ⅱ. 선행 연구 

Baumol[4]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혁신은 특
별한 재능을 가진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과
학기술측면에서도 기초과학자들은 이러한 특별한 능력
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Tullock[5]에 의하면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
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6]. 예를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의 연구자가 학위나 시상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얻게 되면 별다른 노력 없이 
차액지대와 같은” 초과 이익(심리적, 경제적)을 얻을 수 
있다[6]. 이와 같이 “지대를 얻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경
쟁을 벌이는 행위를 지대추구행위”라 하였다[6].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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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동기나 사회적 압력은 이러한 연구주체들의 선택
에 영향을 주는데, 그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하
게 만들 수 있고, 개인적 지대추구 활동에 집중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적 연구주체들이 사회에 얼마나 
이들의 재능을 잘 활용하는지는 그 사회 기초연구의 정
책적 프레임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Romer[7]는 시장을 사례로 기업가의 혁신활동 창출 
요인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본 연구의 기초연
구분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기가 전공하
는 학문분야 지원 규모가 커야한다. 즉 자기의 학문분야
가 클수록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혁신역량을 발
휘하는 연구 활동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② 두 번째, 자
신이 속한 분야의 수익체감의 정도가 작아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잘 작동하는 연구지원프로그램이 존
재하는 경우 개인은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지대추구 활
동보다는 혁신적 연구 활동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③ 또
한 소유권이 명확히 정의된 경우처럼 개인이 혁신적 연
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물질적) 보상이 보
호된다면 개인들은 지대추구보다 혁신적 연구 활동을 추
구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혁신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초연
구사업의 성과측정을 통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혁신을 
격려하는 연구 환경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구사
업의 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주로 
정성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임길환[3]은 
기초연구 지원 정책․사업 전반에 관하여 정책목표의 적
정성, 추진체계의 연계성, 재원배분의 전략성 및 사업집
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기초연
구 수준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국가간 논문 성과 비교처
럼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9]에서도 5년간 추진 목표
에 IF 분야별 상위 10% 저널 게재 논문건수 제고를 목표
로 하고 있다3).

2) 예를 들면 임길환의 연구는 ‘5년 주기 논문당 피인용수’,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세계 3대 저널 논문 게제 수’ 등의 정량적
인 성과를 질적 수준 평가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제3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8]에 의하면 기초연구지원 정책의 성과 목
표에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세계10위권 달성과 SCI 피인용 
0.1% 논문 주저자인 세계 최고수준의 선도 연구자 육성이 포함되
어 있다[3][8]. 

이와 같이 사업 수준 평가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논문(특히 SCI논문)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990년대 
이후 SCI(Science Citation Index)로 통칭되는 SCI, 
SCIE, SSCI, A&HCI 등의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성과가 성과 측정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었다[10]. 특
히 1999년에 시행된 BK21사업은 SCI급 논문을 연구 
수준 평가의 근거로 삼았다4). 

우리나라 기초연구사업의 성과로서의 SCI 논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양적 증가에 비해서 성과의 수
준이나 역량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
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
한 평가를 질적 중심의 성과지표로 전환하였다[12]. 본 
연구는 기초연구사업의 성과 평가 방안의 일부로써 다양
한 한계점이 존재함을 인식하면서도 SCI 성과에 대한 질
적인 수준 평가를 시도하였다. 질적 분석에 있어서 논문
의 피인용지수를 중요한 근거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비영어권 학술지나 유럽의 학계는 반대의
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의 
성과와 연계되어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는 관
계로 논문의 피인용지수를 질적 측정 지수로 활용한다.

SCI 논문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학술지 수준의 측
정 방법이 먼저 개발되었고, 그 이후에 개별 논문 수준에
서의 측정 방법이 연구되었다. 학술지 수준의 측정 방법
은 Garfield[13]가 고안한 영향력 지수(IF; Impact 
Factor)가 최초로 소개된 이후에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들이 다수 제안되었다. Sen[14]과 
Marshakova-Shaikevich[15]는 정규화된 IF를 제안하
였다. Pudovkin and Garfield[16]는 순위보정영향력
지수(rnIF; Rank-Normalized Impact Factor)를 제안
하였고, 한국과학재단[17]은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Modified Rank Normalized IF)를 제안
하였다. 또한 오동훈 외[18]는 학술지의 상대적 순위보
정영향력 지수(R2nIF; Relatively Rank-Normalized 
Impact Factor)를 제안하였다. Bergstrom et al.[19]

3) 2012-2016년 기간에 16,637건이었으나 이를 2018-2022년 기
간에 24,000건으로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4) 이후 SCI급 논문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BK21이 시작되기 
전인 1998년에는 국내 연구자의 SCI급 논문이 3,765편이었으나 
2004년에는 7,060편으로 증가하였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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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rticle influence score 지표를 제안하였는데 2007
년 이후 JCR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Moed[20]는 
SNIP(Source Normalized Impact per Paper)를 제
안하였는데 SCOPUS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피인용수의 분포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가 아
닌 편향된 분포를 보인다[21]. 따라서 SCI 성과를 측정
함에 있어서는 해당 논문의 학술지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개별 논문 수준에서 측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
하다고 보고 논문 성과를 개별 논문 수준에서 어떻게 측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Lundberg[22]은 기존의 CWTS(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crown indicator’가 개
별 논문 수준에서 정규화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citation z-score’를 제안하였다. 
z-score (실제값-평균)/(표준편차)를 피인용수에 적용하
고 로그를 취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
가, 기관, 부서 등의 성과지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개별 논문별로 로그를 취한 ‘citation 
z-score’를 계산한 후 산술평균을 계산하여 측정 대상 
집단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측정 대상 집단의 로그 기반 
‘citation z-score’의 평균값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수식의 분자 중 (ci+1)에서 1을 더해 준 것은 로그값이 
0이 되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이 논문에서는 ‘citation 
z-score’가 기존의 분야별로 정규화한 인용 점수 평균에 
대한 보완지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ln   
 

  



ln   

ln   ln             (1) 

 P : 측정대상 집단의 논문수
 ci : 개별 논문i의 피인용수

ln   
 : 개별 논문i와 문서유형, 출판년도, 주제 

분야가 동일한 집단에 속한 모든 논문들의 피인용수 평
균의 로그값

 ln   
 : 개별 논문i와 문서유형, 출판년도, 주제 

분야가 동일한 집단에 속한 모든 논문들의 피인용수 표
준편차의 로그값

Glänzel et al.[23]도 개별 논문별로 피인용수를 측정
하는 연구를 하였다. Glänzel et al. 연구는 몇 개의 지
표를 계산하고 각각을 축으로 활용하여 2차원 도면상에 
측정 대상인 대학의 논문 성과를 위치시키고 의미를 부
여하였다. 이 연구에 활용한 지표는 MOCR(mean 
observed citation rate), MECR(mean expected 
citation rate), FECR(field expected citation rate), 
NMCR(normalized mean citation rat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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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R 수식에서 ci는 개별 논문의 피인용수이며 n은 
측정집합의 총논문수이므로 피인용수 합계를 논문수로 
나눈 값이다. 측정 대상은 국가, 지역, 기관, 연구집단 등
이 될 수 있는데 결국 MOCR은 측정대상에서 도출된 논
문들의 평균 피인용수이다. MECR 수식에서 xi는 논문 
i가 속한 학술지의 영향력 지표를 의미하고 n은 논문수
를 의미한다. 즉 측정대상 집합에서 산출된 논문들은 다
양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
므로 MECR는 측정 대상 논문의 소속 학술지들의 평균 
피인용수(또는 피인용수 기댓값)이다. 부연하면 MECR
에서 개별 논문의 피인용수 기댓값은 동일한 학술지에서 
동일한 년도에 출판된 모든 논문들의 평균 피인용수이
다. MECR이 학술지 수준에서의 피인용수의 기댓값을 
이용한다면 FECR은 개별 논문이 속한 세부 분야 영향력
의 가중 평균 fi를 이용한다. 즉 개별 논문 i가 학술지 A
에 게재된 경우, 학술지 A는 다시 주제 분야 ‘가’와 ‘나’ 
등으로 하나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논문
이 속한 분야의 영향력의 가중 평균 fi는 ‘가’와 ‘나’ 분야
의 영향력을 계산하여 가중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 결국 
FECR은 측정대상 집합에 속한 논문들의 분야를 고려한 
영향력의 기댓값이다. 다만 논문에서는 분야별 영향력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NMC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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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상 집합에서 산출된 논문들의 분야를 고려한 피인
용수의 기댓값 대비 실제 피인용수의 비율이다.  

한편,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CWTS(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는 소위 ‘crown 
indicator’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논문 피인용수
의 분야간 차이를 정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
다. Waltman et al[24]는 CWTS에서 약 10여 년간 
crown indicator로 사용한 지표를 일부 수정한 MNCS 
지표가 더욱 좋은 지표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향후에는 
기존 crown indicator를 대체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MNCS는 개별 논문 수준에서 측정하는 장점을 갖고 있
는데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6)

여기서 n은 측정대상 집합의 총 논문수, ci는 개별 논
문 i의 피인용수, ei는 논문 i의 피인용수 기댓값인데 논
문 i분야에 속한 모든 논문들의 피인용수 평균값이다. 보
통은 개별 논문에 대해서 피인용수를 이용한 정규화된 
지표를 제안하는 경우에 문서종류(article, letter, 
review 등), 주제분야, 출판년도 등을 구분하여 정규화 
한다. 다만 Waltman et al.의 연구에서는 문서종류와 
출판년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24]. 논문 
i의 피인용수 기댓값 ei를 계산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살
펴볼 수 있다. 먼저 분야별 피인용수의 기댓값을 산출하
는데 이는 간단히 (분야 내 논문들의 피인용수 합계) / 
(분야내 논문수)이지만, 만약 하나의 논문이 다수의 분야
에 포함된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 값 계산에서 값을 분야 
개수로 나눈 값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논문 1, 2, 3의 
피인용수가 2, 3, 5이고 주제 분야가 각각, x, x, (x,y)라
면 분야 x의 피인용수 기댓값은 (2+3+5/2) / 
(1+1+1/2)로 계산된다. 두 번째 단계는 개별 논문이 속
한 분야가 다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중복된 분야의 
피인용수 기댓값들을 조화 평균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다. 예를 들어서 논문 3의 분야가 x, y 인데 각 분야의 
피인용수 기댓값이 각각 3, 7 인 경우에 논문3의 피인용
수 기댓값은 2 / (1/3 + 1/7) 로 계산된다. Waltman 
et al.[24]는 이러한 경우에 산술평균을 이용하면 정확하

지 않다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MNCS와 같은 지표가 비록 개별 논문 수준에서 측정

하며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기는 했으나 대수적인 평균을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논문의 피인
용수는 정규분포가 아니라 멱함수 분포와 같은 편향된 
분포를 보이므로 대수적인 평균을 이용한 측정 지표가 
부적합하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Bornmann et al.[21]은 백분위수(percentile)를 이용
한 측정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단계는 ‘rank-frequency’를 계산하
는 과정으로 먼저 대상 논문 집합에 대해 피인용수를 기
준으로 정렬을 하고 피인용수가 낮은 논문부터 번호를 1
부터 시작하여 순서를 매긴다. 다음엔 피인용수가 동일
한 논문에 대해서 번호의 평균을 rank-frequency로 할
당한다. 예를 들어 번호 40, 41 논문들의 피인용수가 같
은 경우 두 논문들의 rank-frequency = (40+41)/2 = 
40.5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백분위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Bornmann et al.에서는 피
인용수가 0인 논문들에 백분위수 0을 할당하였다[21]. 
InCites의 경우에는 피인용수가 높은 논문들에 백분위
수가 낮은 값을 적용하였고 따라서 이를 ‘Inverted 
percentile’이라고 Bornmann et al.[21] 연구에서 표
현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각 논문들의 피인용수 분포에 
기반하여 백분위수를 할당하는 방식인데 논문에서는 적
용방식의 다섯 가지 예를 설명하고 있으나 Hazen[25]이 
고안한 절충안이 백분위수 계산에서 최근에 널리 이용되
고 있다고 밝혔다. Hazen[25]이 제안한 백분위수 계산
방법은 식 (7)과 같다. 식 (7)에서 n은 측정대상 논문수
이다.

백분위수(percentile) = (rank-frequency – 0.5)/n × 100  (7)

한편 백분위수를 등급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실질적으로는 유용하지만 과학적 정당성은 부족하다
는 비판도 있다[21]. 첫 번째 유형은 PR(2, 10)형태로 구
분하는데, 괄호의 첫 숫자는 두 가지로 분류함을 의미하
고, 두 번째 숫자는 p%백분위수(10% 백분위수)를 나타
낸다. 이 기법은 기관 수준에서 그들의 논문들이 주제 분
야, 출판년도, 문서 유형을 고려하여 피인용수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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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집합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는 표준으로 자리 잡
고 있다. 예를 들면 피인용수 하위 90% 집합과 상위 
10% 집합(90번째 백분위수)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
다. 두 번째 유형은 PR(2, 50) 형태인데, 중앙값(50번째 
백분위수)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그 미만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유형은 PR(6) 형태로 표기하는데, 등
급을 6개로 나누는 방법으로 미국 NSF에서 사용하고 있
다. 백분위수 기준 피인용수 하위 50미만, 50이상 75미
만, 7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99미만, 99
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네 번째 유형은 톰슨 로이
터의 ESI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22개의 넓은 분야에 대
해서 인용 임계값을 제공하는데 6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50백분위수 이상, 80백분위수 이상, 90백분위수 이상, 
99백분위수 이상, 99.9백분위수 이상, 99.99백분위수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데, 다만 ESI는 문서 유형에 
대해서는 정규화하지 않고 있다.

Ⅲ. 데이터 및 분석방법론

그림 1. 연구 절차

[그림 1]은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 절차를 도식화 하
고 있다. 1단계는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과제 및 SCI 성
과를 추출하고, 2단계는 SCI성과를 정규화된 지표로 산
출하며, 3단계에서는 연구역량단계별로 연구 성과가 높
게 나타나는 지를 살피며, 4단계에서는 학문분야별로 연
구 성과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다.

표 1. 10대 기초연구사업의 목적과 특성 
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개인 학문후속
세대

 이공분야 박사후 연구자에게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학술연구의 지속성 유지 및 연
구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

개인 이공학
개인기초

 이공학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변혁적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 제고

개인 신진연구  신진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극
대화를 통해 우수 연구인력으로 양성

개인 중견연구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연구자로의 성장 발판마련

개인 리더연구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
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

개인 전략공모  기초연구의전략성과목적성강화하고,국가경제․사회적
중요성이큰기초연구분야지원

집단 글로벌
연구실

 해외 우수연구주체와의 심화된 국제공동 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국내 연구역량 제고

집단 기초
연구실

 특정연구주제를중심으로소규모연구그룹의형성을지원
하여기초연구역량강화

집단 대학중점
연구소

 대학연구소 지원을 통해 대학에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여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
화 유도

집단 선도연구
센터

 우수한 이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이
론 형성, 과학적 난제 해결 등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
화

 우수한공학분야의연구그룹육성을통해원천·응용연구
연계가가능한기초연구성과창출및대학내산학협력의거
점역할수행

 의·치·한의·약학분야의연구그룹육성을통해사람의생
명현상과질병기전규명등국가바이오·건강분야연구역
량강화

 초학제간융합연구그룹육성을통해다양한사회문제,국
민요구등신개념의창의적결과물,세계수준의신지식창
출

출처 :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2016)

기초연구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특허나 기술이전보다
는 논문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사업의 연구 성과 측정을 SCI 논문으
로 한정하며 또한 2013년부터 2017년에 수행된 기초연
구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기
초연구사업은 크게 개인 기초연구사업과 집단 기초연구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세부적으로는 [표 1]과 같이 10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업별 연구과제 및 SCI 성과 데이터는 NTIS(국가과
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확보하였다(NTIS). 
NTIS 연구과제 DB에서 사업명과 내역사업명 항목을 대
상으로 10개 사업명을 검색하고 검색된 사업명을 직접 
확인(eye-checking)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이후에 사
업별로 검색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매칭되는 SCI 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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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NTIS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의 

SCI 성과 정보에 대해서 클라리베이트 어낼리틱스
(Clarivate Analytics, 舊 톰슨로이터)가 제공하는 SCI
급 논문의 피인용수를 확인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본 연구에 활용한 SCI 참고 데이터는 WEB OF 
SCIENCETM CORE COLLECTION CURRENT 
CONTENTS CONNECTⓇ의 XML 버전으로 2018년 
마지막 주에 업데이트된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매주 
1회씩 업데이트 가능한데 SCI, SCIE, SSCI, A&HCI 등 
전 세계의 SCI급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3-2017
년 기간 동안에 피인용수 정보가 있는 SCI급 논문건수는 
총 14,271,806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분석 대상 기간 
중 기초연구사업의 SCI성과는 44,103건인데, 이 중에서 
클라리베이트 어낼리틱스가 제공하는 SCI 정보와 매칭
된 것은 약 98%정도인 43,219건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로 이러한 논문 건수는 동일한 논문이 서로 다른 과제의 
성과로 다수 입력된 경우에 각각을 별개의 숫자로 집계
한 결과이므로 독립적인 논문의 수는 이보다 적다. 2% 
정도의 불일치된 정보에 대해서 일부를 살펴본 결과 클
라리베이트 어낼리틱스가 제공하는 XML 데이터에서 누
락된 경우도 있고 NTIS에 입력된 SCI 정보에 글자 입력 
오류인 경우도 있었다. XML 데이터의 누락은 Web of 
Science 웹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만 계약을 통해 확
보한 XML 데이터에서는 관련된 데이터가 없음을 의미
한다. 

개별 논문의 성과를 학술지 수준의 평가 지표가 아닌 
개별 논문 수준에서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선행연
구에서 밝혔다. 이들 기법들은 연구자, 대학, 국가, 과제, 
사업 등 평가 대상의 수준에 관계없이 도출된 논문 성과
를 개별 논문 수준에서 측정하는 지표들이다. 피인용수
의 분포는 치우친 분포이므로 백분위수를 이용한 순위 
등급화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 활용하
고 백분위수의 순위 등급화 방법으로 PR(6)을 활용한다. 
다만 대수적 평균 방식으로 접근한 Waltman et al.[24]
의 MNCS 지표도 개념적으로 해석이 용이한 지표이므로 
함께 활용하면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
하여 두 가지 분석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였다. 대수적 평
균 방식에는 Glänzel et al.[23]의 NMCR과 Waltman 

et al.[24]의 MNCS 방식을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하였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MNCS 방식이 더욱 
정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5). 

한편 Lundberg[22]의 citation z-score 방식은 피인
용수의 치우친 분포를 고려하여 로그값을 선택하기는 했
으나 백분위수를 이용한 순위 등급화가 더 좋은 접근방
식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논문의 인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주제 
분야, 문서유형, 출판년도이며 이들 세 가지를 축으로 하
여 데이터를 구분하여 피인용수를 정규화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본 연구도 기본적으로는 이들 세 가지 요인을 축
으로 하여 논문별 피인용수를 정규화하는 과정을 거쳤
다. 또한 WEB OF SCIENCETM CORE 
COLLECTION CURRENT CONTENTS CONNECT
Ⓡ의 XML User guide에 의하면 주제 분야(Subject 
Categories)로 ‘Traditional Ascatype’과 ‘Extended 
Ascatype’이 사용되는데, ‘Extended Ascatype’이 더 
크다고 표현되어 있어서 본 연구는 ‘Extended 
Ascatype(Research Areas)’를 사용하였다. ‘Extended 
Ascatype(Research Areas)’ 분야는 151개(154개이나 
3개는 데이터가 없음)의 세부 분야를 내포하고 있는데 
개별 논문은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의 세부 분야에 포함
되어 있다. 한편 확인 결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초연구
사업의 SCI 성과 중 클라리베이트 어낼리틱스가 제공하
는 SCI DB와 일치한 98%의 논문들 중 96.3%에서 문서
유형이 ‘Article’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정도면 
‘Atricle’ 문서 유형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분석결과가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96.3%에 해
당하는 41,621건을 최종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출

5) 예를 들어, 분석 대상 논문이 세 개가 있고, 각 논문들은 해당 분
야가 하나씩 있는데, 분야별 피인용수의 기댓값(MNCS의 ei 또는 
FECR의 fi)이 각각 1, 5, 10이며, 각 논문의 피인용수(ci)가 각각 
1, 2, 4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NMCR과 MNCS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OCR = 1/3(1+2+4) = 7/3, FECR = 
1/3(1+5+10) = 16/3, NMCR = MOCR/FECR = 7/16 = 
0.4375, MNCS = 1/3(1/1+2/5+4/10) = 0.6 이다. 즉, NMCR
과 MNCS의 결과값이 다르다. NMCR은 계산과정에서 분모와 분
자에 사용한 MOCR과 FECR이 분석대상 집단의 평균값을 이용
한다. 이에 비해 MNCS는 개별 논문 피인용수의 상대적인 비율을 
이용한다. 본 논문은 개별 논문의 질적 수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는 점에서 집단의 평균을 이용한 NMCR보다는 개별논문의 상대
적인 비교방식을 이용한 MNCS가 좀 더 적합하고 합리적인 지표
라 판단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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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년도는 2013-2017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연도별, 분야별, 문서유형별(Article만 활용)
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정규화하였다. 또한 클라리베이
트 어낼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제공하는 XML 
데이터는 개별 논문별로 누적피인용수를 제공하고 있는
데, SCI, SCIE, SSCI, A&HCI,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피
인용수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합계값의 피인용수를 이용하였다.  

2단계에서는 NTIS에서 추출한 기초연구사업의 SCI 
논문별로 정규화된 백분위수와 정규화된 피인용수
(MNCS의 성분)를 도출하였고 3단계에서는 기초연구사
업별 성과를 분석한다. 이에 활용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 연구역량단계가 높아질수록 연구 성과도 
높다.

이윤빈 외[2]는 개인 기초연구사업을 연구역량단계별
로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표 2]와 같이 기술하였다.

표 2.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연구역량단계별 정의 및 사업(조작적 
정의)

연구역량
단계 정의 사업

풀뿌리
연구단계

젊은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분야를 탐색하는 연구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
업/신진연구자지원사업

중견
연구단계

일정 연구경력을 통해 보다 발전된 방향
으로의 연구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리더
연구단계

국제적으로 경쟁 가능한 최고 수준 연구
자들의 연구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출처 : 이윤빈 외[2]

연구역량단계를 정의할 때 기초연구사업의 기획 및 운
영자들은 연구역량단계별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연구역량이 높을수록 연구 성과가 높게 나타
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결과이다.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것이 실제 성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지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단계가 높을수록 연구 성과가 높게 나타나면 성과창출 
측면에서는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운영방식에서 타당성
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운영 방식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수
도 있다. 본 연구는 이윤빈 외[2]가 정의한 세 가지 단계

별로 해당 사업의 SCI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지를 앞서 
도출한 백분위수와 MNCS 지표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4단계에서는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에 차이가 나는 지
를 검증하였다. 여기에 활용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2 :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에는 차이가 없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분야별 형평성을 고
려하고, 학문분야별로는 유사한 연구 성과가 창출될 것
이라는 인식에 따라 학문분야별 연구과제 선정률이 유사
하게 적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학문분야별 연구 성
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면 과제 선정률을 유사하게 적용해
도 문제가 없으나 다르게 나타나면 학문분야별로 과제 
선정률에 차이를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부연
하면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성과가 높게 나타
나는 곳에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학문분야별 형평성 고려도 필요
하므로 인센티브의 적용은 제한된 범위에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는 비모
수통계의 단일표본에 해당하므로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
용하여 연구 성과에 차이가 나는 지 여부를 검정한다. 

참고로 가설1을 검증하는데 활용한 데이터는 [표 2]에 
언급된 4개의 개인 기초연구사업이며, 가설2를 검증하
는데 활용한 데이터는 [표 1]에 언급된 10개의 기초연구
사업이다.

Ⅳ. 기초연구사업의 SCI 성과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3-2017년 기간 동안 수행
된 국내 정부투자 연구개발사업 중에서 NTIS에 SCI 성
과정보가 존재하는 기초연구사업이며 [표 3]과 같이 10
개 사업군으로 구분된다. 평균 정부투자연구비 관점에서 
살펴보면 집단연구에서는 선도연구센터사업의 연구비가 
가장 높고, 개인연구에서는 리더연구의 연구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I 성과창출 과제의 비율을 살
펴보면 집단 기초연구사업 중에서는 선도연구센터사업
이 가장 높고 개인 기초연구사업 중에서는 리더연구사업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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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집단연구 모두에서 평균 정부투자연구비가 높은 사
업이 SCI 성과창출 과제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표 3. 기초연구사업별 정부투자 및 SCI 성과

유형 사업명 대상년도
평균 

정부투자
연구비

(백만원)

지원 
과제수

SCI 
성과창
출과제

수

SCI 
창출
과제
비율

SCI 
건수

개인 학문후속
세대 2014-2017 32 6,375 605 9% 1,091 

개인 이공학
개인기초 2015-2016 50 11,320 4,225 37% 10,425 

개인 신진연구 2016 46 2,875 895 31% 1,999 
개인 중견연구 2013-2016 124 9,671 3,580 37% 14,819 
개인 리더연구 2013-2016 698 236 157 67% 1,110 
개인 전략공모 2017 92 461 76 16% 264 

집단 글로벌
연구실 2013-2016 420 210 145 69% 1,047 

집단 기초
연구실 2013-2017 428 330 268 81% 2,350 

집단 대학중점
연구소 2014-2017 397 372 178 48% 3,303 

집단 선도연구
센터

2013-2015, 
2017 1,131 334 285 85% 5,228 

주) SCI 논문이 다수의 과제에 연계된 경우 각각 별도로 집계
  

1. 개인 기초연구사업별 연구성과 분석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 연구역량단계가 높아질

수록 연구 성과도 높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았다. 측정 
지표로는 백분위수(percentile)의 순위 등급화 방법인 
PR(6) 기법과 MNCS 지표를 활용한다. 연구역량단계별 
개인 기초연구사업 구분은 이윤빈 외[2]의 정의를 참조
하였다[표 2]. 풀뿌리 연구단계는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
원사업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6). 본 연
구에서는 10개 기초연구사업 중에서 이윤빈 외[2]가 구
분한 네 가지 사업(이공학개인기초, 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에 대해서 풀뿌리 연구단계, 중견연구단계, 리
더연구단계로 갈수록 그 연구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지
를 검증하였다.

[그림 2]는 각 사업별 SCI 성과가 동일한 문서유형
(article), 주제분야, 출판년도 구역별로 백분위수 순위를 
매겼을 때, 6개 등급별 성과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백분위수(percentile)의 순위 등급화 방법
인 PR(6)는 피인용수가 가장 많은 상위 1%(99백분위수 

6) 학문후속세대사업의 경우 주로 박사 과정 중에 수행한 연구의 내
용이나 성과를 사업의 성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있어서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상)를 ‘class 1’로 명명하고 그림의 가장 아래쪽에 위
치시켰고, 피인용수가 가장 낮은 하위 50%(50백분위수 
미만)를 ‘class 50’으로 명명하고 가장 상위에 위치시켰
다.

그림 2. 기초연구사업별 SCI 성과의 백분위수 순위 등급 PR(6) 
분포

풀뿌리 연구단계(이공학개인기초, 신진연구), 중견연
구, 리더연구의 연구 성과가 상위 1%인 class1에 포함된 
비중은 각각 (0.6%, 1.1%), 1.4%, 2.7%이다. 상위 10% 
(class1 + class4 + clas 5)에 포함된 비율은 각각 
(8.8%, 10.6%), 12.5%, 18.6%이다. 상위 50% (class1 
+ class4 + class5 + class15 + class25)에 포함된 비
율은 각각 (48.3%, 54.3%), 57.6%, 65.0%이다. 결과적
으로 네 가지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SCI 성과에 대한 피
인용수 백분위수 분포는 연구역량단계가 높아질수록 연
구 성과가 높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수적인 평균방식인 CWTS의 MNCS를 살펴보
면 [표 4]와 같다. MNCS 지표값들도 풀뿌리 연구단계
(이공학개인기초, 신진연구) (1.13, 1.17), 중견연구 
1.34, 리더연구 1.61로 나타나서 연구역량단계가 높아
질수록 연구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백분위
수의 순위등급화 방법과 MNCS 지표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살펴보아도 연구역량단계가 높아질수록 연구 성과
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가설1 (연구역량단계가 높아질수록 연구 성
과도 높다)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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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초연구사업별 정규화된 피인용수(MNCS)
사업명 MNCS 

학문후속세대 1.40 

이공학개인기초 1.13 

신진연구 1.17 

중견연구 1.34 

리더연구 1.61 

전략공모 1.48 

글로벌연구실 2.38 

기초연구실 1.38 

대학중점연구소 1.16 

선도연구센터 1.35 

평균 1.30

  
2. 학문분야별 연구성과 분석 

본 연구에서 학문분야는 NTIS에 등록된 각 연구과제
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대분류를 의미한다. 학문분야
별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백분위수의 순위등급화 
방법과 MNCS 지표를 적용하였다. 다만 SCI 논문 건수
가 100건 이상인 대분류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다. [표 5]
에 나타난 학문분야별 논문수를 보면 보건의료, 생명과
학, 화학, 물리학 등의 순서대로 논문이 많이 배출되었
다. 그러나 질적인 수준을 살펴보면 그 순서가 상이하였
다. 피인용수 백분위수의 상위 1%인 class1만 살펴보면 
에너지/자원 분야 2.9%, 지구과학 2.8%, 물리학 2.0%의 
순서로 나타났다. MNCS 지료로 살펴보아도 에너지/자
원 2.47, 지구과학 2.46, 물리학 1.71의 순서를 보였다.

그림 3. 기초연구사업의 학문분야별 SCI 성과의 백분위수 순위 
등급 PR(6) 분포

표 5. 학문분야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대분류) 정규화된 피인
용수(MNCS)

구분 MNCS 논문수
보건의료 1.01 7,829 

생명과학 1.06 4,560 

화학 1.37 4,108 

물리학 1.71 4,038 

재료 1.56 3,222 

기계 1.08 2,793 

화공 1.64 2,737 

전기/전자 1.31 2,641 

정보/통신 0.97 2,112 

수학 0.91 1,585 

농림수산식품 1.06 1,350 

에너지/자원 2.47 1,154 

건설/교통 0.91 1,035 

지구과학 2.46 963 

환경 1.59 763 

뇌과학 1.03 289 

경제/경영 1.13 110 

주1) SCI 논문수가 100 이상인 대분류에 대해서만 표기
주2) SCI 논문이 다수의 과제에 연계된 경우 각각 별도로 집계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에 차
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다. 백분위수 분포나 MNCS 
분포 모두에서 분포 값이 유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차이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를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
여 검정하기 위해서 카이제곱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러
나 카이제곱 검정 기법은 명목변수인 카테고리의 수가 2 
이상인 경우 예상빈도수의 20% 이상이 5보다 작거나 혹
은 하나라도 1보다 적으면 활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기
법이다[26]. 이에 본 연구는 평균 관점에서 살펴 본 백분
위수와 정규화된 피인용수에 대해서 합계 관점에서 통계 
데이터를 산출하고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값은 식 (8)과 같이 표현된다. 본 연구에 적
용하는 경우 카테고리(학문분야)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
류의 대분류가 된다. 관찰값은 개별 논문별로 산출된 백
분위수나 정규화된 피인용수에 대해서 분류별로 합계한 
값이 된다. 그러나 합계 형태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논문이 개별 과제에 기여한 논문의 기여율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백분위수나 정규화된 피인용수
에 논문 기여율을 곱한 값을 분류별 관찰값 계산에 활용
하였다. 전체 기여율 합계 대비 분류별 기여율의 합계를 
분류별 확률 pi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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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표 6. 학문분야별 χ2 계산 과정

구분 기여율 
합계

기여율 
비율
(pi)

관찰값 
Oia

예상값
(Eia) χ2

a 성분 관찰값
Oib

예상값
(Eib)

χ2
b 

성분

보건
의료 4,865 0.192 362,271 461,025 21,154 4,755 5,692 154 

생명
과학 2,367 0.094 189,036 224,367 5,563 2,431 2,770 42 

화학 2,122 0.084 224,522 201,077 2,734 2,745 2,483 28 

물리학 2,147 0.085 226,621 203,487 2,630 2,713 2,512 16 

재료 1,921 0.076 224,098 182,079 9,697 2,695 2,248 89 

기계 1,858 0.073 149,532 176,111 4,012 1,917 2,174 30 

화공 1,745 0.069 222,935 165,360 20,046 2,642 2,042 177 

전기/전
자 1,816 0.072 190,044 172,073 1,877 2,274 2,124 11 

정보/통
신 1,521 0.060 119,967 144,178 4,066 1,463 1,780 57 

수학 1,111 0.044 82,553 105,335 4,927 1,027 1,300 58 

농림수
산식품 932 0.037 74,439 88,309 2,179 967 1,090 14 

에너지/
자원 706 0.028 114,764 66,936 34,173 1,312 826 286 

건설/교
통 799 0.032 52,510 75,759 7,135 703 935 58 

지구
과학 618 0.024 76,875 58,576 5,717 902 723 44 

환경 505 0.020 64,069 47,885 5,470 762 591 49 

뇌과학 183 0.007 16,059 17,299 89 199 214 1 

경제/경
영 88 0.003 7,940 8,377 23 102 103 0 

합계 25,306 　 2,398,233 　 131,490 29,609 　 1,112 

비고 　 　 Na 　 χ2
a Nb 　 χ2

b

주1) 하첨자 a는 백분위수를 사용한 경우, 하첨자 b는 정규화된 피인용수(ci/ei)를 
사용한 경우
주2) χ2

a 성분은 식 (8)에서 시그마(∑) 우측에 위치한 값을 표시
주3) 관찰값 Oia = 백분위수×기여율; Oib= ci/ei×기여율

[표 6]은 백분위수와 정규화된 피인용수(ci/ei) 두 가지 
값을 이용하여 χ2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각 분류별 비율인 pi는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동일
하게 적용된다. χ2

a 성분 칼럼을 세로로 모두 더하면 χ2 
값이 된다. 백분위수를 활용한 경우 χ2

a는 131,490이고, 

χ2
b는 1,112로 계산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관찰 대상 

분류(k)는 17개이므로 자유도(df = k-1)는 17-1 = 16이
다. 유의수준 0.05와 자유도 16인 경우 χ2 분포표에 따
르면 가설 검증에 활용되는 임계값은 26.30이다[26]. 따
라서 두 가지 변수의 χ2 값이 임계값보다 상대적으로 매
우 높으므로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귀무가설은 기각
된다. 결과적으로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에는 차이가 있
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참고로 기초연구사업의 SCI성과 전체에 대해서 
MNCS 지표에 사용하는 (실제 피인용수)/(피인용수 기
댓값)와 백분위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순위 상
관계수인 켄달 타우를 사용한 경우 0.94로 상관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측정지표 값들이 
순위 관점에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4]는 기초연구사업의 SCI 개별 논문별로 측
정한 (실제 피인용수)/(피인용수 기댓값)과 백분위수간의 
산점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에서 가로축이 ci/ei 이
고 세로축이 백분위수이다. 산점도를 보면 (실제 피인용
수)/(피인용수 기댓값)인 ci/ei가 세계평균인 1 부근에 
대부분 위치하지만 300을 넘는 매우 우수한 논문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SCI 성과의 정규화된 피인용수(ci/ei)와 백분위수간의 
산점도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Garfield가 SCI 데이터베이스와 IF 지수를 개발한 이
후로 IF 지수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다. 이후 IF 
지수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술지 수준의 정규화된 지표 
연구가 뒤따랐다. 또한 논문들의 피인용수가 치우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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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이룬다는 점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고 이에 
따라 학술지 수준에서 개별 논문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
보다는 개별논문 수준에서 측정하자는 연구들이 있었다. 
또한 치우친 분포의 경우에는 피인용수의 성과를 측정할 
때 대수적인 평균 방법보다는 백분위수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해외 연구 사례에서 많이 제기되었
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개별 논
문 수준에서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백분위수를 
이용한 순위 등급화 방법과 대수적인 평균을 이용한 
MNCS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였다. 해외의 경우 개별논
문 수준에서의 SCI 성과 측정을 다룬 학술 논문들이 다
수 발표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보고서 등으로 공
개된 경우는 있으나 학술 논문으로 발표된 경우를 발견
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기초연구사업의 SCI 성과에 대해서 개별 논문의 질적 수
준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사업의 SCI 성과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현재의 기
초연구사업 운영방식이 적합한 방식인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측면을 보강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기초연구사업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려면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조사 및 기획연
구가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초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연구사업의 SCI 성과 분석을 통해서 제안
할 수 있는 범위로 연구 분석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연구역량단계가 높아질수록 연구 성
과가 높다’이다. 분석 결과 연구역량단계가 높아질수록 
SCI 연구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리더연구, 
중견연구, 풀뿌리 연구단계별로 연구 성과가 높게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운영 형태가 연구 성과 창출 측면에서는 적절한 운영 방
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연구 성과 창출 이외에 다른 측
면을 고려한다면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사업간 연구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개인연구와 집단
연구 모두 평균 정부투자연구비가 가장 많은 리더연구와 
선도연구센터에서 SCI 논문건수(양적 측면 성과)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질적 수준에서 살펴보면 개인연구에서는 
연구역량단계별로 연구 성과도 이에 비례해서 나타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집단연구의 경우, 평균 정부투자
연구비가 가장 높은 선도연구센터의 질적 성과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 않고 글로벌연구실의 질적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집단연구 결과 분석을 위
해 별도의 분석을 하지 않았기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질적인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 지를 언급할 수는 없다. 이
는 사업 및 참여자의 특성과 연관지어 살펴볼 수는 있으
나 향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두 번째 가설은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에 차이가 없다’
이다. χ2 검정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학문분야별로 연구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문분야별로 연
구 성과에 차이가 있다면 학문분야별 지원 금액이나 지
원 방식에 차이를 두는 것이 투입 대비 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인 기초 
연구사업의 경우 학문분야별로 과제 선정률이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2], 선정률 자체가 학문분야별 예산배
분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과제별로 배정된 금액
은 신청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경우라면 사업별로 정
해진 최대금액 이내에서 적정금액으로 신청했다고 가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정률 자체가 학문분야별로 유사하
더라도 전체 예산은 학문분야별로 달라지게 된다. 박광
균 외[27]에 의하면 학문분야별 차등화된 예산 배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설문응답자의 73.0%) 조사되었
다. 이는 학문분야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업별 최대 신청금액
의 한계를 학문분야별로 차별화시키자는 수요일 수 있
다.

본 연구 결과를 좁은 의미에서 적용하면 기존 개인 기
초연구사업의 운영방식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학문분
야별로 연구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기존에는 학문분야별로 
과제 선정률이 유사했으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 
성과가 높은 분야에는 선정률을 일부 더 높여 주는 방안
이다. 이를 예로 들어서 표현한 것이 [그림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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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초연구사업의 지원 형태 변경(안)

그러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경우처럼 인력 양성 
관점의 사업에 대해서는 박광균 외[27]가 언급하였듯이 
특별프로그램으로써 기존처럼 분야별 동일한 선정률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초과
학 분야의 생존력이 부족하여 국가차원에 보호를 하지 
않으면 사장되는 연구이고, 학문의 다양성과 국가 경쟁
력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학문인 취약기
초과학7)의 경우, 일정 과제선정율을 선배정하여 국가 미
래 기초과학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에 대비해야 할 것이
다[28].

기초연구사업별로 연구 성과를 높이려면 우선은 역량 
있는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사업에 많이 지원해야한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문분야별 선정률 차별화를 통
해 경쟁과 협업을 조장하는 환경이 구성되면 우수한 연
구 성과 창출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의 후속연
구 및 동일 분야 후배 연구자들을 위해서 우수한 연구 성
과 창출 노력이 증가되고, 다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
한 우수 연구 성과 창출 노력도 증가될 것이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와 같은 
행위도 억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완결성 높은 우수한 
논문 성과 창출로 연계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사업 확대 목
표는 제시하였으나, 과제 규모의 일률적 확대 혹은 과제
수의 두 배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자 주도형 기
초연구사업’ 추진 방향 설정의 핵심 목적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창의성, 다양성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기초과학의 다양성을 확보하
여 수혜율의 규모를 늘리고 그 학문 내부에서 역량별 선
정율을 조정하는 매트릭스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

7) 2016년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취약 기
초과학을 설계표준화기술, 최적화기술, 곤충학, 퇴행성 뇌질환 등 
45개 소분류로 선정한바 있다. 

다고 판단된다. 즉, 선정율보다는 수혜율 기반으로 과제
수를 도출한 이후 이에 맞추어 과제 규모의 상향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논문의 
질적평가가 가능한 지표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일괄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연구
자 경력단계별)가 학문분야별로 상이한 연구 유형이나 
과제의 개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단점을 극복
하고, 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학문분야별 다양성과 취약
학문보호(수혜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 계획 수립의 근거로 본 연구의 결과물이 활용되기
를 기대한다. [그림 6]은 본 연구 결과를 좀 더 넓은 의미
에서 적용한 기초연구사업의 운영 방안이다. [그림 6]에
서 개념도 1의 우측이 제안하는 방안이다. 즉 취약기초
과학 분야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각 학문분야별로 기
존의 기초연구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개념도 2는 모
든 학문분야(A, B 등)에 대해서 기초연구비의 선정률 등
을 기본적으로 할당하는 방안과 연구성과가 높게 나타나
는 분야에는 선정률을 높혀주는 방안을 결합한 방식이
다. 개념도 1과 개념도 2는 대동소이 하지만 학문의 다
양성과 수월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이다.

그림 6. 다양성과 수혜율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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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연구가 다양성과 수월성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그 기반
이 되는 증거를 찾고 기초연구사업의 운영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양성과 수월성을 어느 정
도의 비율로 고려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를 제안하지는 못했다. 즉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제언을 하
였으나 실행단계의 구체성은 부족하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한 지표는 개별 논문에 대한 누적 
피인용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데이
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피인용수를 확
보할 수 없는 논문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는 SCI급 논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향후에
는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SCOPUS 등의 데이터로 적
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 기초연구사
업의 분석에 좀 더 집중하였다면 향후에는 집단 기초연
구사업의 성과 창출 요인 등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업의 성과 평가는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 
등을 동원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SCI 성과 평가는 정량적 평
가 방법 중의 일부로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기초연구
사업별로 목적 및 특성이 다르고 이에 따라 투입된 인적
자원과 정부투자금액의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SCI 성과
만으로 일률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 단위 
또는 대학 단위에서 SCI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는
데 이러한 경우들도 투입 자원은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기초연구사업의 SCI 성과를 측정한 방식은 정량적인 측
정 방법 중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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