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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시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relation of international research of 2 dimensions that deviates the simplification of scientometric 

analysis focusing on literature. We also present to be able to apply for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 network centering the 

micro battery and energy har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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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세계에서 발간하는 논문 분석을 통하여 미래 

기술에 한 측과 발  동향을 살펴보는 계량정보 

분(scientometric analysis)[17-18]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계량정보분석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계량정보분석을 통하여 

가장 유용하게 이용 가능한 분야는 문헌으로 제공하는 

논문이나 기술보고서의 양에 상상을 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늘 연구의 복성에 

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내용이 이미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결과가 

제시될 수도 있어 창의 인 연구 결과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 존재한다. 한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어느 국가의 연구자가 구와 함께 연구하는가 하는 

네트워크 등의 조사를 통하여 국제 인 네트워크 

동향을 악하는 것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 

악을 해서 지 까지 출 된 논문과 특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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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검색할 경우 검색 

건수가 무 많아 연구자가 련 문헌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고자 하는 계량정보분석에 

한 연구는 박종규[1-4], 구 덕[5-8] 등이 풍력발 , 

스마트 그리드, 자율 주행 자동차, LED, 그린 IT를 

심으로 국제 으로 인정받는 Web of Science의 

데이터베이스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데이터를 심으로 개인별, 국가별, 기 별로 련 

논문을 분석하고 이들에 한 수  지수(Index level)와 

핵심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International Coope-

ration Research Network, Analysis of Key), Q-L 

분포를 심으로 한 국제네트워크 계를 연구하 다. 

이들 연구  구 덕[5-6]은 LED를 심으로 한 지식 

맵 구축 방법을 제시하 다. 

한 [9]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체를 통하여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연구하 고, 안세정[10] 등은 

과학계량학 기법을 이용하여 Scopus로부터 CRT, 

LCD, LED, OLED, PDP 각 주제 역 분야별 검색용 

키워드로 사용하여 디스 이 역에 한 연구 

트 드를 연구하 다. 

이 [11] 등은 기 기술연구회 13개 출연기 을 

상으로 한 국제 공동 연구에 한 향력을 

연구하 다. 안세정[12]은 그래핀을 심으로 키워드 

매핑의 동태  분석을 통하여 유망 역에 한 연구 

역을 제시하 다. 이외의 다른 연구로는 이상윤[13-16] 

등이 제시한 정보계랑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키워드를 심으로 단순 지수를 심으로 

연구하여 연구자들 사이의 상세한 연결 네트워크를 

입체 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 까지 문헌을 심으로 한 

계량정보분석에서의 단순성을 벗어나는 입체 인 

국제공동연구의 계를 마이크로배터리를 심으로 

개하여 국제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Web of Science 

(Thomson Reuter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으며, 해당 

기술 분야의 논문 검색을 한 검색식은 "micro battery" 

or "microbattery와 "Energy harvesting" 사용하 으며 

검색 연도는 1994-2013으로 제한하 으며, 검색된 총 

논문 수는 각각 253편과 2296편을 이용하 다. 

Ⅱ. 마이크로 배터리와 에 지 하비스 의 
논문 분석을 통한 계량정보분석[1-6]

2.1 마이크로 배터리의 연도별 발표 논문 수

Web of Science에 1994년에서 2013년까지 발표한 

마이크로 배터리에 한 총 논문은 253편으로 

논문으로 그림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0년 이후 

지속 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이후 연도별로 

발표 논문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출 일정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2.2 에 지 하비스 의 연도별 발표 논문 수

Web of Science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에 지 

하비스 에 한 계량정보분석을 하여 "energy 

harvesting" 는"energy harvest"의 검색어로 검색 

연도는 1994-2013으로 제한하 으며, 검색된 총 논문 

수는 2,295편이었다. 에 지 하비스  련 연도별 발표 

논문 수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2.3 마이크로 배터리의 국가별 발표 논문 수

그림 3에 마이크로 배터리에 한 국가별 논문 

발표 추이를 나타내었다. 그림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이크로배터리에 한 국가별 논문 발표수를 

분석하면 체 으로 한국이 활발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한국은 

2002년도에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은 2003년 이후 지속 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4 에 지 하비스 의 국가별 발표 논문 수

그림 4에 에 지 하비스 에 한 국가별 논문 

발표 추이를 나타내었다. 그림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에 지 하비스 에 한 국가별 논문 발표수를 

분석하면 체 으로 미국과 국을 심으로 2002년 

이후 격한 증가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분야에서 미국과 국 학자들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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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이크로 배터리의 1994년-2013년 기간 동안 발표된 논문 수 
Fig. 1 Number of published paper of micro battery during 199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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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 지 하비스 의 1994년-2013년 기간 동안 발표된 논문 수 
Fig. 2 Number of published paper of micro battery during 199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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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별 마이크로 배터리의 발표 논문 수 
Fig. 3 Number of paper of micro battery each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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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별 에 지하비스 의 발표 논문 수 
Fig. 4 Number of paper of energy harvesting each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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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이크로 배터리와 에 지 하비스 의 
국제 계 분석 

2장에서 조사한 논문을 기반으로 마이크로 

배터리와 에 지 하비스 에 한 국제 공동 계를 

분석한다. 

3.1 마이크로 배터리의 국제 계 분석

마이크로 배터리의 국제 계 분석을 해서 그림 

5와 같은 국가별 연 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림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발표된 문헌만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이 심이 되며 그 다음으로 일본, 국, 

랑스가 서  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마이크로 배터리의 국가별 연  계 
Fig. 5 Associative relation of micro battery each 

nation

3.2 에 지 하비스 의 국제 계 분석

에 지 하비스 의 국제 계 분석을 해서 그림 

6와 같은 국가별 연 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림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발표된 문헌만으로 보면 

단연 미국을 심으로 연계되며 한국과 미국이 

심이 되며 그 다음으로 일본, 국, 한국, 국 등이 

서  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에 지 하비스 의 국가별 연  계 
Fig. 6 Associative relation of energy harvesting each 

nation

3.3 마이크로 배터리의 기 별 계 분석

마이크로 배터리의 기 별 계 분석을 해서 

그림 7와 같은 국가별 연 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림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발표된 문헌만으로 보면 

한국의 KAIST와 연세 학교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 으로 이 분야는 신생 학문 분야이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 논문 편수가 어 아직은 확고한 허  

역할을 하는 학이 완 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3.4 에 지 하비스 의 기 별 계 분석

에 지 하비스 의 기 별 계 분석을 해서 그림 

8와 같은 국가별 연 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림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발표된 문헌만으로 보면 



JKIECS, Vol. 8, No. 10, 1457-1466, 2013

1462

그림 7. 마이크로 배터리의 기 별 연  계 
Fig. 7 Associative relation of micro battery each organization

미국의 조지아공 가 허 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에 지 하비스  분야는 조지아 공  

이외에 미시간 학, 펜실바니아 주립 학, MIT, 

버지니아 공 , 국과학원, 메릴랜드 학 등이 서  

하  그룹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배터리와 에 지 하비스  

분야에서 발표한 논문을 심으로 국제 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제 력 계나 국제 공동 연구 는 해당 분야의 

선두 연구 기   국가 등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앞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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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에 지 하비스 의 기 별 연  계 
Fig. 8 Associative relation of energy harvesting eac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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