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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질적평가를 통한 KIGAM 세계수준 후보연구실 기술수준 평가

안 은 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Qualitative Analysis of Research Papers of KIGAM World Class 

Laboratories (WCL) Candidates

Eun-Young Ah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Daejeon 305-350, Korea

For technology level assessment of KIGAM World Class Laboratories (WCL) candidates, bibliometric and quali-

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ir research papers listed on the SCIE database during 2009-2012. For the six

research areas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a research excellence indicator was applied using a 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mrnIF), which was introduced by Heo et al. (2008) and Cho (2013). The KIGAM

research department in rare metals utilization had the highest score for Impact Factor (IF) per paper in 2012 but the

groundwater department or the exploration geophysics department came first based on the position and the mrnIF.

Applying the mrnIF, the KIGAM research department in groundwater achieved excellent results in 2009 and 2011

and the urban mine department or exploration geophysics department came first place in other years. In the ground-

water area, the percentage of research papers over 80 or 90 mrnIF, using Cho (2013)’s research excellence index,

was the highest in 2011. The Cho (2013)’s excellent research indicator, 20%, the ratio of over 90 mrnIF was

matched in the urban mining area for the whole research period, 2009-2012, and in the groundwater area for sev-

eral years except 2010. Qualitative analysis of research papers can show the technology level of research depart-

ments. KIGAM World Class Laboratories (WCL) candidates should focus on increasing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their research papers. 

Key words : Bibliometrics, qualitative analysis on research papers, World Class Laboratory, Modified Rank Normal-

ized Impact Factor (mrnIF)

본 연구에서는 지질자원 분야 연구개발 수월성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방법인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의 SCI논문

분석을 통해 질적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KIGAM의 6개 세계수준 후보 연구실의 기술수준 분석에 적용했다. Heo

et al. (2008), Cho (2013)에서 제시되었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를 연구수월성 지표로 활용하였다.

2012년 편당 IF는 희유자원활용 분야 KIGAM 연구실이 가장 높았으나 순위(position) 지수 및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

향력 지수(mrnIF)는 지하수(최고순위 적용 position/mrnIF), 자원탐사개발(평균순위 적용 position/mrnIF) 분야가 제

일 높게 나타났다. 시계열 분석 결과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는 지하수 분야 연구실이 2009년, 2011

년 실적이 월등이 좋으나 타년도의 경우 도시광산 및 자원탐사개발 분야 연구실이 우수한 실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월성 지표로 전체 게재논문 중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가 80 이상인 비율 및 90 이상인 비율

로 비교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지하수 분야 연구실이 가장 우수하였으나 다른 연도의 경우 지표별로 다른 순위를 보

여 가장 우수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Cho (2013)의 최고등급 연구수월성 지표인 90 이상 논문 비율 20% 이상을 도시

광산 분야 연구실이 만족하고 있으며 지하수 분야 연구실은 평균순위를 적용한 2010년을 제외하고 만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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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양적인 논문 수 뿐 만 아니라 논문의 질적 분석을 통해 해당 연구실의 기술수준을 비교할 수 있었다. 세

계 수준의 연구실이 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SCI 논문 수의 확대 뿐 만 아니라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계량서지학, 논문 질적분석, 세계수준연구실, 표준화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1. 서 론

많은 정부출연연구원이 세계수준의 연구기관(World

Class Institute, WCI)을 위한 기관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평가에서 연구개발의 수월성(excellence)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출연연구원의 중요한 과제이다. 지

질자원 분야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한

세계수준의 연구기관(WCI) 달성을 위해 2012년, 2013

년 세계수준의 연구실(World Class Department/

Laboratories) 육성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연구재

단은 기존에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CU, 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3년부

터 BK21사업과 통합하여 BK21플러스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2013년도 교육부의 WCU-BK21 후속사업 기

본계획(안)에 따르면 질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학문분야·사업유형별 지원방식과 내용을 차별화 방향

으로 기획하였다.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질적 평

가 방식 확대를 위해 단순히 SCI논문 수만으로 평가하

는 것이 아니라,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보정 영향

력 지수 및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업유형 및 학문분야에 따라 대표 논문에 대한 질적

심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2013년 시작한 WCU-

BK21 후속사업 평가에서는 연구역량 평가에서 1단계

WCU사업보다 질적 평가 방식을 확대하였다. 질적 평

가를 위해 1단계 평가에서 영량력 지수와 대표논문에

대한 해외 동료평가를 도입하였다. 2단계 평가에서는

학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보정 영향력 지수와 H

index 등의 지표를 추가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경

우 I유형(연구 경쟁력 강화 지원)과 II유형(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모두 보정 영향력 지수를 반영해 연

구역량을 평가한다. 이때 적용하는 보정 영향력 지수

는 연구자가 제출한 SCI급 논문에 대해 평균 인용수를

구한 뒤, 이를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저널의 평균 인용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H index는 특정 인용수 이상의 논문 수로 구하는 방

식이다.

MSIP (2013)의 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서는 연구개발 성과 제고 및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를 위해 질적 성과지표 개발 및 보급 확대, 목표달성

도 점검 중심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수준과

비교한 연구개발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외전문가 평

가가 필수적이며 SCI논문 등 연구실적에 기반한 정량

평가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질자원 분야 연구개발

수월성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SCI논문 분석

을 통한 질적평가 방법에 주목하였다. 질적 논문 분석

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세계수준 후보 연구실의 기

술수준 평가에 적용한다. 

2. 기존 연구 및 연구방법

MSIP (2013)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양적 성과 측

면에서는 SCI급 논문 수로는 2010년, 2011년 세계

11위 등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으나, 연구

개발 양적 성과에 비해 논문 당 평균 피인용 수 등의

질적 성과 수준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Cho (2013)에

따르면 5년 주기 우리나라의 논문별 평균 피인용 수는

2004년-2011년 동안 계속 세계 30위 수준(2006년/

2007년 31위)으로,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및 노벨상

수상 등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및 질적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Cho (2013)은 질적 성과지표로 학술지 영향력 지수

(Impact Factor, IF) 및 논문의 피인용수를 이용한 분

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

향력 지수(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mrnIF) 및 논문 피인용 백분율 지수를 활용하여 일반

적 연구능력 지표와 연구수월성 지표를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Heo et al. (2008)은 SCI논문의 질적평가를

위해 새로운 계량지표로 보완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 등

을 제시하였으며, Cho et al. (2010)는 세계수준의 연

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선정을 위해 상위 10%

저널 게재 논문수, 인당/편당 피인용횟수, 편집위원 참

여실적, 특허등록실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학술지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를 활용한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를 6개 지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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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분야에 적용,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존의 IF를 활용한 SCI 논문의 질적 접근 방법은

IF를 기준으로 전체 학술지 숫자 대비 IF 순위로 나타

내지는 순위(position) 지수였다. 이는 상위 30%, 70%

이상 논문 등으로 SCI논문의 질을 구분하는 지표로 쓰

였다. 본 연구는 Cho (2013)의 연구와 같이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를 활용하되, 기존에 쓰

였던 순위(position) 지수 또한 같이 분석하여 KIGAM

세계수준 후보 연구실의 SCI논문 성과를 질적으로 평

가하였다. 

학술지 IF는 기준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의 해당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이 기준년도에 인용된 횟수를 논

문 수로 나눈 값이다. Cho (201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12년 JCR IF는 2010년, 2011년 학술지 수록

총 논문이 2012년에 피인용된 총수 기준으로 한 것으

로, Heo et al. (2008)는 IF가 SCI 등재여부를 결정

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JCR IF를 기준으로 SCI논문을 분

석하되 필요시 2011년 JCR IF와 비교하였다.

Heo et al. (2008)은 SCI논문의 질적평가를 위해

새로운 계량지표로 보완된 순위보정영향력 지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Heo et al. (2008)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논문 성과의 질은 동료과학자들의 인용에서 출

발한다는 개념에서 시작하여 학술논문의 계량서지학적

지표로 피인용수(citation) 및 IF가 널리 쓰이고 있다.

IF는 분야 간 편차가 큰 단점이 있어 분야별 IF 최대

값 혹은 상위 5% IF 값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지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Sen, 1992; Marshakova-Shaikevich,

1996). Pudovkin and Garfield (2004)은 아래 식 (1)

과 같이 학술지의 IF 값을 사용하지 않고 분야 내 학

술지의 순위를 이용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rnIF)를 제시하였다. 

(1)

여기서 는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N은 해당

분야 내의 학술지 수, Rj는 분야 내 특정 학술지의

순위이다. Heo et al. (2008)는 특정 학술지의 rnIF가

x라는 값을 가진다는 말은 (1-x)×100%의 학술지가 해

당 학술지보다 영향력지수 기준으로 상위에 있음을 의

미한다고 하였다. IF 기준으로 특정 학술지가 분야 내

최상위인 경우 rnIF는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최하위에 있는 경우 1/N으로 동일한 최하위 저널이라

도 분야 내 학술지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Heo et al. (2008)는 최하위 저널의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값이 분야 내 학술지 수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완

하기 위해, 최하위 학술지인 경우 0으로 고정되는 최

소값 0, 최대값 100으로 보정한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

향력 지수(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Modified rnIF, mrnIF)를 제시하였다. 표준화된 순위보

정 영향력 지수(mrnIF)의 계산은 아래 식 (2)과 같다.

(2)

Cho (2013)은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mrnIF)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mrnIF)의 평균으로 80 이상인 경우 S등급으로 5등급

평가기준의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 수

월성 지표로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90 이상 논문 비율이 전체 20% 이상인 경우 S등급의

최상위 등급으로 제시하였다.

학문 분야별 상대 비교 및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위

해서는 Kim and Lee (2012)과 같이 상대적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Relatively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R2nIF)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상대적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R2nIF)는 해당분야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의 세계평균 대비 해당 학술지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이다. 상대적 순

위보정 영향력 지수(R2nIF)가 1보다 크면 학문분야의

세계평균 수준보다 권위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

되었음을 의미한다. SCIE DB를 이용한 지질자원 분야

전체 학술지 정보의 접근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상대적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R2nIF)를 통한

세계평균과의 비교를 시행하지 않는다. 참고로 Kim

and Lee (2012)에서 제시한 2009년 지구과학, 공학,

재료과학 분야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mrnIF)의 세계평균은 각각 72.6, 72.5, 76.4와 같다.

2012년 KIGAM 세계수준 연구실로 지원하였던 지

하수, 선광, 희유자원활용, 자원탐사개발, 도시광산, 가

스하이드레이트 분야 연구실을 대상으로 2009년도부터

게재한 SCI논문의 질적 분석을 실시한다. 

3. 연구결과

3.1. 카테고리 분석

SCI논문의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게재논문의 순위

(position) 지수 및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mrnIF)를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각 분야별 대표

rnIFj

N Rj 1+–

N
-------------------=

rnIFj

mrnIFj 100
N Rj–

N 1–
------------× 100

N rnIFj 1–×

N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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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Citation Reports (JCR) 카테고리 설정에 따

라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의 수치가

달라지므로 카테고리의 설정 방법이 중요하게 된다. 지

하수 분야를 대표로 카테고리에 따른 게재논문의 순위

(position) 지수 및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mrnIF) 산정 방식을 살펴본다. 

지하수 분야의 경우, 2012년도 게재 실적이 있는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Chemosphere, Environmental

Engineering Science,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Ground Water, Journal of Environmental

Monitoring(2013년 2월까지 SCI 등재), Journal of

Hydrology, Journal of Radioanalytical and Nuclear

Chemistry, Water Research의 10개 학술지의 JCR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Chemosphere 학술지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JCR 카테고리별 학술지를 살펴보면 분석 대상인 총

10개 학술지는 Environmental Sciences 카테고리에 5

개 학술지가 속해 있으며 Engineering-Environmental

에 4개, Water Resources에 3개, 및 Geosciences-

Multidisciplinary 및 Chemistry-Analytical에 2개, 각각

Biotechnology & Applied Microbiology, Chemistry-

Inorganic & Nuclear, Engineering-Chemical, Enginee-

ring-Civil, Nuclear Science & Technology 카테고리

에 1개 학술지가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대상으

로 Environmental Sciences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경

우 Water Research 학술지는 해당 카테고리 209개

학술지중 12위로 순위(position) 지수(Rank/Total)가 상위

5.74%로 계산되나, Water Resources 카테고리를 선택하

는 경우 Water Research 학술지는 해당 카테고리 80개

학술지중 1위로 순위(position) 지수가 상위 1.25%로

나타난다. 지하수 분야 한 연구실의 실적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도 카테고리의 설정에 따라 학술지의

순위(position) 지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Heo et al. (2008)의 경우는 Engineering-Geological,

Agronomy, Physics-Multidisciplinary, Oncology 등

JCR 카테고리별로 분석하여 카테고리별 표준화된 순위

보정영향력 지수 등을 비교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지

하수, 선광, 희유자원활용, 자원탐사개발, 도시광산, 가

Table 1. Journals listed with KIGAM groundwater research papers in 2012

Journal Title Category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Biotechnology & Applied Microbiology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Chemosphere Environmental Sciences

Environmental Engineering Science
Engineering, Environmental

Environmental Sciences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Engineering, Environmental

Environmental Sciences

Ground Water
Geosciences, Multidisciplinary

Water Resources

Journal of Environmental Monitoring
Chemistry, Analytical

Environmental Sciences

Journal of Hydrology

Engineering, Civil

Geosciences, Multidisciplinary

Water Resources

Journal of Radio analytical and Nuclear Chemistry

Chemistry, Analytical

Chemistry, Inorganic & Nuclear

Nuclear Science & Technology

Water Research

Engineering, Environmental

Environmental Sciences

Water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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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하이드레이트의 타 분야 비교를 실시하지만, 각 분

야별 대표 JCR 카테고리 설정에 따라 표준화된 순위

보정 영향력 지수(mrnIF)의 수치가 달라지므로 특정

JCR 카테고리를 선택하지 않는다. 각 학술지의 카테고

리 최고 순위 및 평균 순위를 적용하여 각 분야별 게

재논문의 순위(position) 지수 및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

향력 지수(mrnIF)를 비교하였다. 지하수 분야를 대표

로 게재 학술지의 순위(position) 지수 및 표준화된 순

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를 산정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3.2. 논문 질적평가

2012년 질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에 쓰였

던 방법인 IF의 합계나 편당 IF의 경우는 희유자원활

용 분야 연구실이 67.50, 2.93으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Table 3). 또한 같은 2012년도 결과에 JCR

2011, JCR 2012의 적용에 따라, 타 분야는 근소한 차

이가 나나 자원탐사개발 분야와 선광 분야의 경우 크

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연구

방법과 같이 학술지의 순위(position)를 이용하여 해당

연구실의 순위(position) 지수의 평균을 구하여 타 분

야와 비교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실/팀의 실적의 수월

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Cho (2013)의 연구와 같이 전체

SCI 논문 실적 중 순위(position) 지수 상 상위 20%,

10%에 해당하는 논문 비율을 살펴 보았다(Table 3).

개별 학술지 분야별 최고순위를 적용한 결과는 지하수

분야가 순위(position) 지수 15.60%로 IF로 설정한 순

위 평균이 가장 낮아 가장 좋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순위(position) 지수로 설정한 상위 20% 이내

논문 비율, 상위 10% 이내 논문 비율 또한 각각

78.57%, 64.29%로 지하수 분야 연구실이 가장 높은

수치로, 순위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

한 것으로 나타냈다. 평균 순위를 적용한 결과는 자원

개발탐사 분야가 순위(position) 지수 23.33%로 가장

Table 2. Journal Impact Factor (IF) analysis results in groundwater area

Category Journal Title Total Rank Position1 ) IF 2012 mrnIF2 )

Biotechnology & 

Applied Microbiology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159 29 18.24 3.69 82.28

Chemistry, Analytical

Journal of Environmental Monitoring 75 34 45.33 2.09 55.41

Journal of Radioanalytical 

and Nuclear Chemistry
75 48 64.00 1.47 36.49

Chemistry, Inorganic 

& Nuclear

Journal of Radioanalytical 

and Nuclear Chemistry
43 25 58.14 1.47 42.86

Engineering, Chemical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133 10 7.52 3.47 93.18

Engineering, Civil Journal of Hydrology 122 4 3.28 2.96 97.52

Engineering, 

Environmental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42 7 16.67 3.47 85.37

Environmental Engineering Science 42 29 69.05 1.15 31.71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42 2 4.762 5.26 97.56

Water Research 42 3 7.14 4.66 95.12

Environmental Sciences

Chemosphere 209 36 17.23 3.14 83.17

Environmental Engineering Science 209 141 67.46 1.15 32.69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209 7 3.35 5.26 97.12

Journal of Environmental Monitoring 209 84 40.19 2.09 60.10

Water Research 209 12 5.74 4.66 94.71

Geosciences, 

Multidisciplinary

Ground Water 170 54 31.77 2.13 68.64

Journal of Hydrology 170 27 15.88 2.96 84.62

Nuclear Science & 

Technology

Journal of Radioanalytical 

and Nuclear Chemistry
34 3 8.82 1.47 93.94

Water Resources

Ground Water 80 17 21.25 2.13 79.75

Journal of Hydrology 80 5 6.25 2.96 94.94

Water Research 80 1 1.25 4.66 100

1) , 2) ,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Rank

Total
------------- 100×

Total Rank–

Total 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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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선광, 지하수 분야 순이었다. 평균 순위를 적

용하였을 때 상위 20%과 10% 비율은 각각 지하수,

도시광산 분야가 50.00%, 3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각 학술지의 카테고리 최고 순위 및 평균 순위를

적용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도시광산 분야와 가스하

이드레이트 분야를 제외한 지하수, 선광, 희유자원활용,

자원탐사개발 분야 게재논문의 상위 20%, 10% 이내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로 2012년도

SCI논문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개별 학술지 분야별 지수의 최고값을 적용하였을 때

지하수 분야 연구실이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mrnIF)가 85.68로 가장 높았으며 지수의 평균을 적용

한 결과는 자원탐사개발 분야가 77.80으로 가장 높았

다. 지수의 최고값을 적용한 지수 80 이상 논문 비율

은 80.00%로 자원탐사개발 분야 연구실이 가장 높았

으며, 지하수, 선광 분야 연구실 순으로 나타났다. 90

이상 논문 비율은 지하수 64.29%, 선광 54.55%, 자원

Table 3.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with positions of research papers in 2012

Area

Sum of 

JCR

2012 IF

(JCR 2011)

JCR

2012 IF 

per paper

(JCR 2011)

Applied Highest Journal Rank Applied Average Journal Rank

Average 

Position1) 

(%)

Percentage 

in 20%

Percentage 

in 10%

Average 

Position 

(%)

Percentage 

in 20%

Percentage 

in 10%

Ground-

water

37.38

(36.23)

2.67

(2.59)
15.60 78.57% 64.29% 27.53 50.00% 28.57%

Mineral 

Processing

24.47

(21.72)

2.22

(1.97)
17.92 63.64% 36.36% 27.05 36.36% 18.18%

Rare Metals 

Utilization

67.50

(68.04)

2.93

(2.96)
23.89 52.17% 34.78% 32.06 34.78% 13.04%

Exploration 

Geophysics 

12.98

(11.80)

2.60

(2.36)
18.06 60.00% 20.00% 23.33 40.00% 20.00%

Urban 

Mining

15.23

(15.25)

1.69

(1.69)
23.12 44.44% 33.33% 32.61 33.33% 33.33%

Gas 

Hydrate

12.45

(12.23)

2.07

(2.04)
32.71 33.33% 0.00% 36.85 33.33% 0.00%

1)
Rank

Total
------------- 100×

Table 4.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with mrnIF of research papers in 2012

Area

Sum of 

JCR

2012 IF

(JCR 2011)

JCR

2012 IF 

per paper

(JCR 2011)

Applied Highest Journal Rank Applied Average Journal Rank

mrnIF1) Percentage 

over 80

Percentage 

over 90
mrnIF

Percentage 

over 80

Percentage 

over 90

Ground-

water

37.38

(36.23)

2.67

(2.59)
85.68 78.57% 64.29% 73.47 50.00% 28.57%

Mineral 

Processing

24.47

(21.72)

2.22

(1.97)
83.57 63.64% 54.55% 74.06 36.36% 18.18%

Rare Metals 

Utilization

67.50

(68.04)

2.93

(2.96)
77.25 52.17% 39.13% 68.76 34.78% 21.74%

Exploration 

Geophysics 

12.98

(11.80)

2.60

(2.36)
83.59 80.00% 40.00% 77.80 60.00% 40.00%

Urban 

Mining

15.23

(15.25)

1.69

(1.69)
77.81 44.44% 33.33% 68.14 33.33% 33.33%

Gas 

Hydrate

12.45

(12.23)

2.07

(2.04)
68.22 33.33% 0.00% 63.93 33.33% 0.00%

1) ,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Total Rank–

Total 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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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40.00% 순이었다. 지수의 평균값을 적용한 80

이상 논문 비율은 지수 최고값을 적용한 결과와 동일

한 순서였고, 90 이상 비율은 자원탐사개발, 지하수,

희유자원활용 분야 연구실 순이었다. 각 학술지의 최

고 지수 및 평균 지수를 적용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도

도시광산 분야와 가스하이드레이트 분야를 제외한 지

하수, 선광, 희유자원활용, 자원탐사개발 분야 연구실

의 게재논문의 상위 20%, 10% 이내 비율이 크게 차

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위(position) 지수와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

수(mrnIF)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수월성 지표인 80

이상 비율, 90 이상 비율에 대해 지하수, 도시광산, 가

스하이드레이트 분야 연구실은 차이가 없었다. 선광 분

야는 지수의 최고값 적용 시 90 이상 지수 비율이

54.33%으로 기존의 순위(position) 지수로 도출한 상위

10% 이내 비율인 36.36%보다 높아졌다. 희유자원활용

분야 연구실 또한 같은 지표가 34.78%에서 39.13%로

높아졌으며 지수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경우도 90 이상

비율이 21.74%로 기존의 순위(position) 지수에서 상위

10% 이내 비율인 13.04%보다 높아졌다. 자원탐사개발

분야 연구실의 경우 또한 순위(position)보다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를 적용하였을 때 수월성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분야는 모든 수월성 지

표에서 같은 결과였으며, 논문의 숫자가 적어서 비율

상으로 아주 높은 숫자 변화를 보였다.

시계열 자료로 각 연구 분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Fig. 1-5). 2012년 편당 IF는 희유자원활용 분

야 연구실이 가장 높았으나 JCR 2012 적용 시 2009

년-2011년(JCR 2011 적용 2009년, 2011년)은 지하수,

JCR 2011 적용 시 2010년은 가스하이드레이트 분야

연구실이 가장 높았다(Fig. 1). 순위(position) 지수 및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는 지하수 분야

연구실이 2009년, 2011년 실적이 월등히 좋으나 다른

연도의 경우 도시광산 및 자원탐사개발 분야 연구실이

우수한 실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3). 전

체 게재논문 중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mrnIF)가 80 이상인 비율 및 90 이상인 비율로 비교

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지하수 분야 연구실이 가장

우수하였으나 다른 연도의 경우 지표별로 순위가 달라

가장 우수하다고 보기 어려웠다(Fig. 4-5). Cho (2013)

의 최고등급 연구수월성 지표인 90 이상 논문 비율

20% 이상을 도시광산 분야 연구실이 만족하고 있으며

Fig. 1. IF per paper (left: JCR 2012 applied, right: JCR 2011 applied).

Fig. 2. Positions (left: highest journal rank, right: average journal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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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분야 연구실은 평균순위를 적용한 2010년을 제

외하고 만족하고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지질자원 분야 연구개발 수월성을 제시

할 수 있는 평가방법인 SCI논문의 질적평가 지표를 제

시하고, 이를 KIGAM의 세계수준 연구실 기술수준 평

가에 적용했다. 기존에 논문에 대한 질적 수준 평가는

IF나 순위(position) 지수를 활용한 방법이었다. 본 연

구에서 JCR 2011, JCR 2012의 어떤 시점의 IF를 사

용하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IF의 합계나 편당 IF가 높은 경우라도 순위

(position) 지수와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mrnIF)가 가장 좋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Cho (2013)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mrnIF)를 이용한 연구수월성 지표와 기존에 쓰였던

순위(position)를 활용한 수월성 지표를 비교하였다.

2009-2012년 실적 분석 결과 지하수, 도시광산, 가스하

이드레이트 분야 연구실은 순위(position)와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의 결과는 차이가 없었으

나 자원탐사개발, 선광, 희유자원활용 분야 연구실 실

적의 경우 순위(position)보다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

력 지수(mrnIF)를 적용하였을 때 수월성 지표가 더 높

게 나타났다. 

2012년 편당 IF는 희유자원활용 분야 연구실이 가장

높았으나 순위(position) 지수 및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

향력 지수(mrnIF)는 지하수(최고순위 적용 position/

Fig. 3. mrnIF (left: highest journal rank, right: average journal rank).

Fig. 4. Percentage over 80 mrnIF (left: highest journal rank, right: average journal rank).

Fig. 5. Percentage over 90 mrnIF (left: highest journal rank, right: average journal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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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IF), 자원탐사개발(평균순위 적용 position/mrnIF)

분야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전년도의 편당 IF

의 경우 JCR 2012 적용 시 2009년-2011년(JCR 2011

적용 2009년, 2011년)은 지하수, JCR 2011 적용 시

2010년은 가스하이드레이트 분야 연구실이 가장 높았

다. 순위(position) 및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mrnIF)는 지하수 분야 연구실이 2009년, 2011년 실

적이 월등이 좋으나 타년도의 경우 도시광산 및 자원

탐사개발 분야 연구실이 우수한 실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월성 지표로 전체 게재논문 중 표준화

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가 80 이상인 비율

및 90 이상인 비율로 비교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지

하수 분야 연구실이 가장 우수하였으나 다른 연도의

경우 지표별로 다른 순위를 보여 가장 우수하다고 보

기 어려웠다. Cho (2013)의 최고등급 연구수월성 지표

인 90 이상 논문 비율 20% 이상을 도시광산 분야 연

구실이 만족하고 있으며 지하수 분야 연구실은 평균순

위를 적용한 2010년을 제외하고 만족하고 있었다. 기

존에 단순히 SCI논문의 IF를 비교하였던 방법에서 논

문 순위(position)와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mrnIF)를 이용한 분석결과 학문분야별 차이를 고려한

질적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MSIP (2013)는 추격형 연구개발에서 선도형 연구개

발로의 방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공하기 쉬

운 연구개발에서 창의·도전적 연구개발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IF 순위를 고려한 질적평가를 수

행하였으나, SCI논문의 질적평가를 위한 가장 적절한

지표는 실제 해당 논문의 피인용수일 것이다. 양적

SCI 논문 수의 확대보다 피인용수가 높은 논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 및 계량연구

방향과 다른 원천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연구개발자가 실패에 대한 불이익 없이 창의·도전

적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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