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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n understanding of new sources of liquid hydrocarbons such as bioethanol is economically very impor-

tant. Bioethanol is actually ethyl alcohol or also referred to as ethanol, identical to drinking alcohol by its composi-

tion. There are mainly two ways of producing ethanol, namely by synthesis of hydrocarbons and from biomass.

Only the second approach deserves the terminology ‘bioethanol’. The present dissertation is also designed with pur-

pose of developing the energy-saving process for the separation of bioethanol. The world population is expected to

grow past 8 billion by 2030 which are almost 60% in Asia Pacific. History has shown that energy use rises much

faster than population expands. World wide demand for energy will increase significantly during the next 15 years

driven by population growth and the transition of emerging markets into the global economy. In developing nations,

a smaller increment in GDP per capita yields a higher increment in energy consumption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In this study, we analised total 2,454 dissertations for the bioethanol during the 2001~2012 periods by the

programs of ‘web of science’ and ‘recently developped program by Korea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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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규제가 발효된 가운데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

소화하는데 국력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치와 국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현재 바이오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전체 수송연료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최대 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바이오에탄올 관련 학술정보를 개량 분석함으로서 기술 및 산업현황, 국내외 개발

현황, 시장경쟁력 확보와 산업화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및 기업의

장기 대응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에탄올 혹은 에틸알코올은 흔히 알코올이라 불리는 술의 주성분으로

예로부터 우리들에게 자주 이용되어 왔다. 에탄올은 화학적 합성도 가능하지만 생물공정으로도 생산되는데, 이러한 생

물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에탄올을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이라 한다. 옥수수와 같은 전분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는 산

이나 아밀라아제로 불리는 효소로 먼저 전분을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발효시킨다. ‘‘Web of Science’’를 이용한 바이

오에탄올 관련 학술정보 분석은 2001년 이후 12년간 검색어 ‘bioethandl*’에 대한 검색결과 총 2,454건의 결과를 얻

을 수 있었으며, 이를 다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조기경보체제 구축’’이

란 정보분석 프로그램으로 바이오에탄올 관련 문헌의 연도별, 국가별, 연구기관별, 연구자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바

이오에탄올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92편의 논

문을 발표하여 브라질, 스페인, 캐나다, 인도에 이어 8위를 차지하였다.

주요어 :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에너지,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 학술정보

1. 서 언

최근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규

제가 발효된 가운데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최소화하는데 국력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치와 국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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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지구상의 석유 매장량

은 1,750억 톤 정도이며, 천연가스는 171억m3에 불과

하여 앞으로 40∼60년 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이른바 전 지구

적인 목표가 되었다.

최근 고유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다른 신·재생에

너지에 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는 바이오에너지(bioenergy)가 수송용 바이오연

료를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이의

상업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바이오연료는 전 세

계적으로 전체 수송연료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

나 2030년에는 최대 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나 최근 바이오연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서 점차 개발보급 노력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금 지

구상에서는 원유 선물가격이 배럴당 100US$(2012년 5

월 7일 기준 브렌트유 119.29US$)을 훌쩍 넘어서며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석유에 의존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없다.’’

Lester R. Brown은 이미 그의 저서 <Plan B 2.0,

2006>에서 이를 예견한 바 있으며, 또한 그는 새로운

저서 <Plan B. 3.0, 2008>에서 ‘‘이제 그 위기로 인하

여 우리 문명 전체가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가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06년 기준

‘‘에너지(원유와 가스) 자주개발률’’이 4.2%에 불과해

프랑스 97%, 스페인 62%, 중국 26%, 일본 19% 등

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황이며, 우리 정부는 2012년에

는 18.1%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2.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기술의 개요

2.1. 개 요

세계는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라는 3가

지 커다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에너지의 미래는 국

제사회와 세계 각국이 이들 과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저탄소

기술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개발과 신속한 보급은 국가적

인 과제가 되고 있다. 바이오매스에너지(bioethanol,

biodiesel, biogas)는 전통적인 에너지이지만 자원잠재

력, 오랜 기술적 경험, CO2 배출량 감축특성 등의 여

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에

너지원이 개발 될 때까지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Fig. 1).

바이오매스(Biomass)는 토양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며 바이오연료, 의약품, 화

학제품 등의 대체원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회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바이오

매스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

한 청정에너지 공급의 가장 훌륭한 대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원 재순환사회의 주요 에너지원

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개발

및 보급체제를 타파하고 시장을 기반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바이오에탄올 관련 학술정보를 개량분

석함으로써 기술 및 산업현황, 국내외 개발현황, 시장

경쟁력 확보와 산업화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분석

Source: Hart’s Global Biofuel Center(2010)
 

Fig. 1. Global Needs and Supplies of Bioethanol(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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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및 기업의

장기 대응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2. 바이오에너지(Bioenergy)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의 직접적인 연소나 생화

학적 공정을 통해 얻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목재나

가축분뇨, 농업 부산물 등을 직접 사용하는 ‘‘바이오매

스 에너지(biomass energy/solid bioenergy)’’와 바이

오매스를 원료로 경유, 휘발유, 천연가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biofuel)로 구분된다(Fig. 2).

바이오에너지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 되는 유

기물(주로 식물체) 및 동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되는

모든 생물유기체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이며, 바이오에너

지 생산기술은 동 생물유기체를 각종 가스, 액체 혹은

고형연료로 변환하거나 이를 연소하여 열, 증기 혹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응용되는 화학, 생물학, 연소공학

등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바이오에너지란 좁은 의미로

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보다는 주로 농산물이나 농업부

산물에서 2차 가공되어 만들어지는 바이오연료를 지칭

하며, 이는 향후 에너지 수요 증가가 주로 차량연료에

기인하며,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와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더욱 커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Fig. 3).

2.3.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에탄올(Ethanol) 혹은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은

흔히 알코올이라 불리는 술의 주성분으로 예로부터 우

리들에게 자주 이용되어 왔으며, 에탄올의 화학반응식

은 아래와 같다(Fig. 4).

에탄올은 화학적 합성(Fig. 4)도 가능하지만 생물공

정으로도 생산되는데, 이러한 생물공정에 의해 생산되

는 에탄올을 바이오에탄올이라 한다. 술을 제조하는 공

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을 생성하는 작물로부터 추출

된 당을 효모나 박테리아로 발효를 통하여 생산한다

(Fig. 5). 옥수수와 같은 전분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는

산이나 아밀라아제로 불리는 효소로 먼저 전분을 포도

Fig. 2. Classification of Bioenergy.

Source: CHERIC

Fig. 3. Biological Convert Systems for Bioethano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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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으로 전환하여 발효시킨다. 오늘날 알코올은 의약품

이나 용제로 이용되는 외에도 화학공업이나 식료품공

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다. 또 술 이외에 공업용

으로 이용되는 알코올은 알코올 사업제도에 의해 정부

의 관리 하에 제조 및 유통되고 있으며, 2010년 국내

생산량은 1억 7천 2백만 리터에 이르고 있다. 대륙별

바이오연료의 개발현황은 Fig. 6과 같다(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

2.4. 국내 동향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추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

짐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왔다. 1980

년 이후의 소비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

에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탈석유정책을 펴면서 5% 수

준의 낮은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80년

대 후반부터 에너지가격정책이 소비자위주로 전환되고,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에너지소

비증가율은 급격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1985∼1990년 동안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10.6%,

1990∼1995년 동안 10.1%인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

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에너지소비는 1998년 들어

IMF영향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에

너지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

율인 ∆8.1%를 기록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에 의한

에너지수요 감소는 2001년에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이

후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강화, 국제유가 강세에 따

른 국내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에너지 소비 패턴과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7년에는 에너지소비 증

가율이 연평균 9.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1997∼2002년에는 연평균 2.9%로 같은 기간의 경제성

장률 4.4%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9년 소비

증가율은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상대적인 반등으

로 9.3%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00년 6.4%, 2007년

Fig. 4. Chemical Reaction Formular of Ethanol.

Source: CHERIC

Fig. 5. Biological Convert Systems for Bioethanol Production

from Raw Materials.

Source: Hart Energy Consulting: Global Biofuels Center

Fig. 6. CO2 Drives Biofuel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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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에너지

소비가 다소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유가의

영향에 따른 국내경기 위축과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

약시책의 지속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따라 국가 에너지효율지표인 원단위도 1997년 IMF

이후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을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총 40조

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늦게 2006년부터 바이오

디젤 상용화와 바이오에탄올 실증 평가 단계에 진입하

여, 바이오에너지 관련 기술 중 유전자 발굴기술, 효소

발효 및 개량기술 등은 선진국 수준에 준하지만, 작물

형질 전환기술 및 작물품종 개량 기술과 전처리 당화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3. 바이오에탄올 학술정보 분석 

3.1. 개 요

바이오에탄올 학술정보 분석은 Web of Science

(Thomson Reuters)를 이용하였다. Web of Science의

SCI-Expanded는 과학 잡지의 학술적 색인으로서, 150

개 과학 분야에 걸쳐 7,100개 이상의 주요 잡지를 완

전하게 색인을 부여하고 색인기사 모두의 피인용 문헌

을 수록하고 있으며, 1899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SCI-Expanded DB에 발표된 바이오에탄올

(topic=bioethanol*) 관련 학술정보(2001년 1월 1일부

터 현재까지 수록, 검색일 2012년 2월 21일)를 조사한

결과, 2,454건이 검색되었으며, 이 검색 결과를 한국과

학기술정보연구원의 주요사업인 ‘‘수요자 맞춤형 연구

개발 조기경보체제 구축(K-10-L02-C02-S02)’’으로 개

발한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연도별, 국가별, 연구

기관별, 연구자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3.2. 연도별 논문 편수

분석 대상 기간의 연도별 논문 편수는 연평균 증가

율이 논문 편수 기준 4.01%, 누적 논문 수 기준 46.42%

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7). 

3.3. 국가 분석

바이오에탄올 관련 논문의 저자 국적을 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75개 국가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중 미국이 617편의 논문을 발

표하여 전체 2,454편의 논문 중 25.14%를 점유하며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228편(9.29%), 일본은 188편(7.66%)의 논문을 발표하

여 각각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

이오에탄올 관련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

국과 일본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92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브라질, 스페인, 캐나

다, 인도에 이어 8위를 차지하였는데, 스페인, 캐나다,

Source: Web of Science

Fig. 7. The Trends of number of papers in the world and Korean author in Bioethanol(200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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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특정 기술 분야 전체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에 대한

특정 국가 발표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의 비로서 피인

용 수에 기반을 둔 질적 수준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국가별 논문 수준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수준 지수가

1.0인 경우 특정 국가가 발표한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가 해당 분야 전체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와 같음을

의미하며,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분야 평균 피인

용 수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국가별 논문의 수준 지수 분석 결과, 미국이 가장

높은 값(1.561)을 보여 논문의 피인용 관점에서 질적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 평균 이

상의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스웨덴

(1.269), 스페인(1.214), 캐나다(1.037)가 있다. 한편 우

리나라는 수준 지수가 0.27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

리나라의 질적 수준이 세계 평균 이하임을 의미한다

(Fig. 8; Fig. 9).

바이오에탄올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자국을 제외한 32개 국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가장 넓은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12개 국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국제공동연구 대상 국가로는 미국,

일본, 인도 등이 있다(Fig. 10).

3.4. 연구기관 분석

바이오에탄올 관련 논문의 저자 소속기관을 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1,548개 기관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 Tech Univ

Denmark가 47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 2,454편의

논문 중 1.92%를 점유하며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und Univ는 40편(1.63%), Natl

Inst Adv Ind Sci & Tech는 37편(1.51%)의 논문을

Table 1. The ranking major country for papers in Bioethanol

Ranking Country # of papers Share (%)

1 USA 617 25.14

2 China 228 9.29

3 Japan 188 7.66

4 Brazil 157 6.40

5 Spain 126 5.13

6 Canada 97 3.95

7 India 95 3.87

8 S. Korea 92 3.75

9 Sweden 91 3.71

10 UK 77 3.14

Source: Web of Science

Fig. 8. The Index levels of country for papers in Bioethanol

Source: Web of Science
 

Fig. 9. The Index levels versus number of papers of major

country in Bioethanol

Source: Web of Science 

Fig. 10. The number of collaborated country versus number

of papers of major country in Bio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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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여 각각 2, 3위를 차지하였다(Fig. 11).

바이오에탄올 기술의 기관별 수준 분석 결과,

Michigan State Univ가 가장 높은 값(2.611)을 보여

논문의 피인용 관점에서 질적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냈으며, 이 분야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기관으로는 Michigan State Univ(2.611), Tech Univ

Denmark(1.892), Lund Univ(1.68), ARS(1.524), USDA

ARS(1.028)가 있다(Fig. 12).

각 연구기관의 국제협력 강도를 분석한 결과 국제협

력 관계지수(S)는 ‘‘특정 연구수행주체(기관)의 협력 대

상 중 외국 소재 연구수행주체의 비중’’을 의미하며,

이 값이 클수록 국제공동연구를 활발히 하는, 즉, 국제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된 연구수행주체임을 의미한다.

국제협력강도(L)는 ‘‘분야 평균 국제협력관계지수에 대

한 특정 연구수행 주체의 국제협력관계지수의 비’’로서

특정 연구수행주체의 국제협력관계지수를 분야 평균으

로 정규화한 값이다. 여기서 특정 연구수행주체의 국

제협력강도(L)가 1.0인 경우는 해당 연구자의 국제협력

강도가 분야 평균임을 의미하며, 1.0 이상인 경우는 분

야 평균 이상임을, 1.0 미만인 경우는 분야 평균 이하

임을 의미한다(Table 2).

연구기관별 국제협력강도 분석 결과, Univ Sao

Paulo(3.313)의 국제협력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분야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연구기관으

로는 Univ Sao Paulo(3.313), Michigan State Univ

(2.372), Lund Univ(1.753), Univ Estadual Campinas

(1.461), Tech Univ Denmark(1.367), Chinese Acad

Sci(1.046)가 있다(Table 2).

핵심 기관 선정은 수준분석(Q) 및 국제협력강도(L)

분석 결과를 통해 이루어지며, 연구기관 수준지수(Q)

및 국제협력강도(L)는 Q=L=1을 기준으로 네 개의

구역(I-IV)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오에탄올 주요 연구기관 중 Michigan State

Source: Web of Science

Fig. 11. The Trends of Ranking Major Institute for Papers in Bioethanol(2001-2012)

Source: Web of Science

Fig. 12. The Index levels versus number of papers of major

institute in Bio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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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 Lund Univ, Tech Univ Denmark는 연구기관수

준, 국제협력강도 모두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

다(Table 3; Fig. 13).

4. 결 언

두 차례의 에너지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은 에너지

자급률 제고, 농작물 수요증가를 통한 새로운 시장 형

성,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감축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에너지 확보를 통한 에너지안보 전략이 절실

한 실정이며,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생산을 통하여 침

체된 농촌사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이오

에너지 활용이 대두되었다. 또한 2013년 이후 ‘교토의

정서’상 이산화탄소 저감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의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

이 되었다.

바이오에너지란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지

속가능한 에너지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

가스, 매립지가스(LFG) 등이 있으며, 차량·난방용 연

료, 발전 부문 등에 이용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재

생가능하고 저장성이 있으며, 탄소 중립적이어서 환경

친화적이고 생성에너지의 형태가 다양한 장점이 있다.

반면, 바이오매스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적용기술이 다양하며,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환경파괴

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은 당을 포함하거나, 당으

로 전환될 수 있는 녹말이나 섬유소를 포함한 바이오

매스로부터 생산되며, 휘발유의 대체제로 이용하거나

Table 2. Relation index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strength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Institute

Institute N* S** L***

Univ Sao Paulo 30 0.567 3.313

Michigan State Univ 32 0.406 2.372

Lund Univ 40 0.3 1.753

Univ Estadual Campinas 28 0.25 1.461

Tech Univ Denmark 47 0.234 1.367

Chinese Acad Sci 28 0.179 1.046

Natl Inst Adv Ind Sci & Tech 37 0.135 0.789

ARS 28 0.107 0.625

Iowa State Univ 29 0.069 0.403

USDA ARS 34 0.029 0.169

* N : Number of papers

** S : Relation index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 L : Strength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able 3. Q-L distribution to major institute in bioethanol

Institute N* CPP** Q*** S**** L*****

Tech Univ Denmark 47 21.064 1.892 0.234 1.367

Lund Univ 40 18.7 1.68 0.3 1.753

Natl Inst Adv Ind Sci & Tech 37 10.946 0.983 0.135 0.789

USDA ARS 34 11.441 1.028 0.029 0.169

Michigan State Univ 32 29.062 2.611 0.406 2.372

Univ Sao Paulo 30 4.9 0.44 0.567 3.313

Iowa State Univ 29 9.138 0.821 0.069 0.403

ARS 28 16.964 1.524 0.25 1.461

Univ Estadual Campinas 28 5.786 0.52 0.179 1.046

Chinese Acad Sci 28 8.929 0.802 0.107 0.625

* N : Number of papers ** CPP : Citation per paper *** Q : Index label of Institute 

**** S : Relation index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 L : Strength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ig. 13. The Index levels versus strength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f major institute in bio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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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Web of Science’’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관련 학

술정보 분석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1일

까지 검색어 ‘bioethanol*’에 대한 검색결과 총 2,454

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다시 한국과학기

술정보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조기경보체제 구축’’이란 정보분석 프로그램으로 바이

오에탄올 관련 문헌의 연도별, 국가별, 연구기관별, 연

구자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의 연도별 논문 편수는 연평균 증가

율이 논문 편수 기준 4.01%, 누적 논문 수 기준

46.42%이었다. 바이오에탄올 관련 논문은 세계적으로

75개 국가, 1,548개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들 국가 중 미국이 617편을 발표하여 전체 2,454편

중 25.14%를 점유하여 최다 논문을 발표하였고, 다음

으로 중국 228편(9.29%), 일본 188편(7.66%)의 순으

로, 바이오에탄올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

국과 일본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92편(3.75%)의 논문을 발표하여 브라질, 스페

인, 캐나다, 인도에 이어 8위를 차지하였다.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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