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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computational power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 분
석,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구축 등 과학기
술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2]. 또한 미국 산업
특허의 73%가 학술연구 결과를 인용하였으며 이는 기술
혁신이 상당부분 기초 과학연구 결과에 기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과학기술 정보를 활용한 효과성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3]. 현재 국가적으로 국내외 과학기
술 통계와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해 주는 기능은 부
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과학기술 정보 
수집을 통해 통계지표를 도출하고 체계적 범주화를 통해 
광범위한 과학기술 통계·정보 DB를 구축하고자 하였
다. 이렇게 구축된 DB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부처 등 관
계자에 제공하여 증거기반의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통
계·정보의 심층분석을 통한 이슈도출과 보고서 발간·
배포로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Ⅱ. 과학기술 통계·정보 DB 구축 모형
 
  국내외 49종의 과학기술 관련 보고서, DB, 링크 등의 
연도별 자료를 on/offline으로 수집하고 6446개의 개별 
지표를 추출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의 구조와 특성 분
석을 기반으로 계층화된 범주화 체계를 도출하여 877개 
통계·정보로 범주화하고 이중 208개를 집중 관리 통계
로 도출하였다. 

표. 국내·외 과학기술 통계·정보 DB 구축 및 가공 단계

범주
(1단계) 자료수집/데이터 추출

투입(예산) 투입(인력) 프로세스 산출 합계

국가 860 381 57 1,271 2,569

대학 862 608 81 1,748 3,299

정부연구소 5 8 - 7 20

산업계 76 29 1 21 127

연구재단 179 9 - 243 431

합계 1,982 1,035 139 3290 6,446

            

범주
(2단계) 데이터범주화/가공

투입(예산) 투입(인력) 프로세스 산출 합계

국가 84 45 27 140 296
대학 50 33 10 395 488

정부연구소 2 5 0 0 7
산업계 3 6 0 0 9

연구재단 23 2 0 52 77

합계 162 91 37 587 877

            

범주
(3단계) 데이터범주화/가공(주요통계)

투입(예산) 투입(인력) 프로세스 산출 합계

국가 15 9 12 75 111
대학 8 11 - 21 40

정부연구소 2 5 - -　 7
산업계 3 6 - -　 9

연구재단 13 　- - 28 41
합계 41 31 12 124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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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빅데이터 분석력 강화와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기반의 R&D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외 주요 과학기술 통

계와 정보를 수집, 범주화하여 DB를 구축하고 국가 기초연구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과학기술 통

계·정보 콘텐츠 DB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R&D 경쟁력과 효과성을 보여주고 본 DB 활용성의 확

장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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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기술 통계·정보 기반 R&D 효과성 
분석

1. 통계분석 기반 R&D 투자의 효과성 분석

  연구개발 투자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
에 미치는 영향과 가장 주요한 요인을 판별하여 그 효과
성을 보여주고자 가설을 수립하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
였다. 최근 15년(2000년~2015년) 간 우리나라의 다양한 
주체별 연구개발 투자와 고피인용 SCI 논문(1%, 0.1%, 
0.01%) 창출 정도의 기술통계분석, 두 그룹 간의 상관분
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설계하였다. 국가총연구개발비, 정
부연구개발비, 기초연구비는 OECD MSTI(2017.2.) 자료
를, 한국연구재단 자율형 기초연구비(재단 기초연구비)는 
한국연구재단 사업지원실적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고피인용 SCI 논문 자료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00-2015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Ÿ (가설1) 연구비 증가가 우리나라의 보편적 연구활동도(SCI 
논문수) 증대와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
이다.
Ÿ (가설2) 보편적 연구활동도(SCI 논문수) 증대가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Ÿ (가설2) 국가총연구개발비, 정부연구개발비, 기초연구비, 재

단 기초연구비 중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 성과 창출에 
재단 기초연구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검증 결과, 연구비 관련 변수들의 증가와 SCI 논문수 
증가 및 고피인용 논문 창출과 상관이 높고(>.96)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판별되었다(p<.05).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성과의 증가(SCI 논문)에 비해 질적
성과(고피인용 논문)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검증하고자 
양적성과와 질적성과 간 분석을 실시한 결과 SCI 논문수 
증대와 피인용 1%, 0.1%, 0.01% 논문 창출 간에 상관이 
높고(.79~.93)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p<.05). 국가연구개발비, 정부연구개발비, 기초연구비, 
재단 기초연구비 중 기초연구비(.9915), 총연구개발비
(.9984), 재단 기초연구비(.9838), 정부연구개발비(.9696) 
순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기초
연구비 절대투자금액과 기초연구비 투자 비중(국가총 연
구개발비 중 비중) 간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절대투자
금액이 더 유효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2. 지식맵 기반 기초연구 트렌드 분석

  최근 10년(2006년~2015년) 간 Scopus에 등재된 수학, 
물리, 화학분야 과학기술논문 중 피인용 상위 1% 논문의 
키워드 밀도를 분석하여 지식맵을 구축하고 지식맵에 내
제된 연구 트렌드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학의 경우 
초기에 AI의 기반 기술인 다양한 알고리즘 기술이 부상
하였고 최근 4년 간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처리 기술, 
AI가 부상하였다. 물리분야의 경우 최근 4년 간 청정에
너지 기술(태양전지, 이차전지)과 그래핀, 페로브스카이
트 등의 first-mover형 기술이 부상하였다. 화학분야의 경
우 최근 4년 간 청정에너지 기술 뿐 아니라 SEM, TEM과 
같은 high-tech형 장비기술, 탄소나노복합소재 기술이 부
상하였다.   

▶▶ 그림. 수학/물리/화학분야 고피인용 논문 키워드 
지식맵

Ⅳ.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증거기반의 국가 기초연구지원을 위한 정
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국내외 주요 과학기술 통계
와 정보를 수집, 범주화하여 DB를 구축하였다. DB를 기
반으로 빅데이터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연구비 투자
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향후 
지속적인 통계·정보 DB의 현행화와 함께 활용성, 개방
성,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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