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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분석과 연구업적관리시스템(S-RIMS)

1. 대학의 연구성과 분석

대학 간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대학이 가진 연구역량을 객관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성과 분석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의 연구역량 측정은 학문의 

융·복합화와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구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다.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해당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출판하는 학술논문의 양적·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다. 보통 양적인 부분은 출판되는 학술논문의 수로, 질적인 부분은 해당 논문의 피인용 수를 산출하

여 평가하고 있다. 측정 대상이 되는 학술논문의 범위가 방대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Web of Science와 Scopus에 등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Web of Science와 Scopus

는 대학의 연구성과 분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엄격한 기준을 통해 해당 데이

터베이스에 등재될 수 있는 학술지를 선정한다. 등재된 학술지 수록 논문들의 인용·피인용 관계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어 국내외 대학평가 및 각종 심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Web of 

Science 등재 저널에 수록된 논문을 흔히 SCI급 논문이라고 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명성을 유지해오

고 있다. Scopus는 THE나 QS 등 세계 대학평가에서 사용됨1에 따라 점차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두 데이터베이스에 논문이 등록되는 것만으로도 연구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권위를 인정받았

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최근 대학의 연구성과가 계량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측정되고 있는 가운데 본 고에서는 데이

터에 기반한 연구영향력의 분석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연구업

적관리시스템(S-RIMS)과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연구업적관리시스템(S-RIMS) 도입 배경

서울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비정기적 연구과제 및 보고서 발간을 

통해 연구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중앙도서관은 학내 기관의 의뢰에 따른 정책연구 수행과 개

1 THE 세계대학평가에서는 교원당 논문 수, 논문 당 피인용 수 등이 Scopus에서 산출되어 전체 점수의 38.5%를 차지하며, 

QS 세계대학평가에서는 Scopus 기반 교수당 논문 피인용 수가 전체의 20% 비율로 포함되어 연구역량 및 연구영향력 

관련 점수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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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학·연구자별 연구성과 분석 결과를 제공한 바 있다(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2; 2016a; 2016b). 하지만 단발성 분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연구성과의 모니터링 및 최신 현

황 파악이 어렵고, 분석 대상 또한 요청 대상에 국한되어 학문 분야별 연구현황 파악 및 대학(원)·학

과(부)별 연구성과 분석이 어려웠다. 또한 연구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량적 평가에 치중하는 문제

점이 대두되어 학문 분야별 맞춤형 연구업적 평가 및 이의 기준이 되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듯 표준화된 성과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개별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성과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체계적 성과분석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교내에는 

SRnD(SNU Research and Development)라는 연구비·연구과제·지식재산권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 있으나 성과분석을 위한 기능은 미미했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연구업적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중복·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확한 통계치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미 상용 솔루션으로 Scopu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SciVal2과 Web of Science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하는 InCite3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대학(원)·학과(부)·사업단(팀) 단위의 연구영향력을 파악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성과 분석이 해외 학술지 중심의 Web of Science 및 

Scopus 등재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상당수의 연구업적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을 기반으로 국내 학술논문

들의 연구영향력 분석을 시도할 수는 있었지만 KCI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분석정보서비스로는 요

구되는 수준의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SCI·Scopus 등재지 중심의 성과분석으로는 인문·

사회 분야의 정확한 연구성과 파악과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렇듯 학내·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우리 대학의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

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앙도서관은 다양한 분

석 경험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연구처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연구성

과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성과 데이터 요소에 대한 분석 능력과 데이터 체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필요로 한다. 학술 데이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고 계량 서지에 기반한 성과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서 인력을 보유한 중앙도서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구

축된 시스템을 통해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상시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연구업적관

리시스템인 S-RIMS(SNU Research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게 되었다. 

2 Elsevier사의 Scopus 기반 연구업적 분석 솔루션.

3 Clarivate Analytics사의 Web of Science 기반 연구업적 분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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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업적관리시스템 S-RIMS 구축4

서울대학교 연구업적관리시스템 S-RIMS는 기존 시스템이나 솔루션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대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성과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 활용이 한 곳에서 가능하게끔 

고안되었다. 특히 학내에서는 SCI, Scopus, KCI 등재지에 수록된 모든 업적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싶다는 학내의 요구가 컸기 때문에 연구업적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보통 SCI, Scopus, KCI 중 한 곳에 등재될 경우 그 외 한두 곳에도 중복 등재되는 경우

가 많기에 개별 DB마다 각기 다른 피인용 수와 파생 지표를 갖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때문에 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업적과 지표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내 다양한 기관, 연

구자 단위로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 추진 경과

중앙도서관은 2017년 사업을 시작하여 약 2년에 걸쳐 S-RIMS를 구축하고, 이후 한차례의 기능 고

도화를 진행하였다. 1차 연도 사업에서는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반입·정비를 위한 ExRIMS 

모듈과 분석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AS-RIMS 모듈이 도입되었다. 동시에 학내를 비롯

한 국가 연구성과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시스템이 갖고 있던 한

계를 극복하고 분석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힘썼다.

초기 시스템 세팅 후 데이터 반입·정제 작업도 진행되었다. Web of Science, Scopus, KCI에 등재

된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자의 논문을 반입하였고, 학내 SRnD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서 누적된 연

구업적 데이터도 반입하였다. 반입된 총 52만여 건(SCI 11.9만 건, Scopus 11.3만 건, KCI 4.9만 

건, SRnD 24만 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중복 데이터를 병합 후, 교차 검증을 거쳐 보완하였다. 데

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SRnD 데이터와 연구자별 CV(Curriculum Vitae)5를 활용하여 동명이인, 

다양한 이형표현 등에 의한 저자명 식별 오류를 방지하였다. 또한 정확한 협력연구 분석을 위해 저자

들의 소속기관 정보를 별도의 시소러스 형태로 관리하였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형표현뿐 아니

라 상위기관, 관련기관, 소속국가 정보 등이 함께 저장되어 관리된다.

2018년부터 진행된 2차 연도 사업에서는 논문비교분석시스템과 개인화 페이지 모듈이 도입되었

다. 논문비교분석시스템은 학내 연구업적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대학이나 기관의 연구업적과 분석 

대상 업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모듈로서 S-RIMS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 및 Web of Science, 

Scopus, KCI 데이터를 반입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인화 페이지는 연구자들의 연구업

적 정보와 더불어 연구자별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투고 학술지 및 최신 연구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본 장은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백서 2017-2020』의 제10장 연구업적관리시스템(S-RIMS)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21).

5 연구자의 학력, 연구업적, 자격 등을 포괄하는 이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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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진행된 기능 고도화 사업에서는 학내 관련 지침 개정에 발맞추어 철회 논문 관리 기능, 

Beall’s list 포함 여부 확인 기능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능들을 추가하였다. Scopus, KCI 데이터 

반입 모듈을 개선하고 연구자 ORCID ID, ResearcherID를 통한 자동 저자 매핑 기능을 구축하여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공동연구 분석기능 강화와 연구 영향력 지표 추가 구현으로 기

존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정량적 지표를 보완하고 분석을 다각화하기 위해 키워드 분석과 

저널 분석 부분을 추가하였다. 

나. S-RIMS의 주요 기능

학내 요구사항 및 시스템 개발환경을 고려하여 S-RIMS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탄생

하였다.

첫째, 우리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핵심 지표를 통해 상시 진단하고 확인할 수 있다. S-RIMS를 통

해 대학 전체뿐 아니라 대학(원)·학과(부)·연구자 단위로 연구업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핵심 연

구영향력 지표(피인용 수, H-index6, Impact Factor7, FWCI8 등)에 의한 분석 결과를 한 곳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되는 다양한 연구영향력 지표는 각 데이터베이스들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체계적인 연구업적의 축적과 관리를 통해 학내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누

락된 연구업적 데이터를 수집·보완하고, 주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와 SRnD 데이터의 교차 검증을 

통해 중복과 오류를 제거한 상태로 데이터를 관리·보존하고 있다. 또한 기관 전거데이터의 구축·활용

과 입력 지침에 의거한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해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학내 연구업적 분석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대학과의 기관별·학문분야(전공)별 비교분석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구업적 분석 솔루션인 SciVal

과 InCite를 이용하지 않고도 SCI와 Scopus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며, KCI 데이터로도 분

석할 수 있다. 또한 기 구축된 S-RIMS 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데이터 가공 없이도 손쉽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넷째,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 및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

인 연구 이력, 주요 연구분야 등의 연구활동 정보에 기초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투고 학술지 및 최신 연구정보 추천,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발표논문 수 및 피인용 수 기반 연구자 영향력 지표.

7 Clarivate Analytics의 Journal Citation Report(JCR)에서 매해 발표하는 저널 영향력 지표.

8 Field-Weighted Citation Index의 약자로 Scopus에서 제공하는 논문의 상대적 피인용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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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S-RIMS 특징

구분 S-RIMS
Web of Science 

(WOS)
Scopus KCI

정보원
WOS, Scopus,  

KCI, SRnD
상동 상동 상동

연구업적

프로파일

기관
연구업적분석시스템 

(AS-RIMS)
없음 Pure 없음

연구자 개인화페이지
Publons 

(舊 ResearcherID)
Scopus Author 
Profile, Pure

없음

데이터 분석 논문비교분석시스템 InCite SciVal
분석정보 
서비스

다.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데이터의 반입·병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S-RIMS를 중심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

는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원)·학과(부)·사업단(팀)별 연구성과 데이터를 시각화된 형태

로 확인할 수 있는 AS-RIMS, 국내외 주요 대학이나 기관과의 연구업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논문

비교분석시스템, 연구자별 맞춤형 업적정보 및 연구정보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화 페이지

의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S-RIMS 시스템 구성도



65

연구성과 분석과 연구업적관리시스템(S-RIMS)

1) S-RIMS

S-RIMS는 외부 정보원으로부터의 데이터 반입·병합·관리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다. 외부 데이터의 반입 및 중복제거, 저자 매핑, 저널 영향력 지표 및 피인용 횟수 연계 등

의 단계를 통해 성과가 확정되며, 확정된 성과는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로 준비가 완료된다.

S-RIMS는 Web of Science, Scopus, KCI 등 국내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을 통해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반입하고 서지정보 및 피인용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는 API를 통해 데이터를 반입 받거나 별도의 반입 모듈을 통해 파일 형태로도 

데이터를 반입할 수 있다. 시스템에 반입된 Web of Science, Scopus, KCI 및 SRnD 데이터의 교

차 점검으로 중복된 데이터를 논문 단위의 단일 데이터로 병합하고, 서울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을 고

유 식별자와 연계하는 저자매핑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필요한 경우 CV 교차대조 과정을 통해 누락된 

연구업적 데이터 보완과 추가 반입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논문 단위로 병합된 데이터는 S2Journal과

의 연계를 통해 최신 저널 영향력 지표와 연계 되고, Web of Science, Scopus, KCI ID를 통해 피

인용 수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내부 ‘데이터 입력지침’에 의거하여 정밀

한 데이터 정비 과정을 거쳐 S-RIMS 시스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속기관 정보 필드의 경우 별도의 ‘기관명 전거 데이터 등록기준’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소속

기관 정보는 시소러스의 형태로 이형표현 뿐 아니라 상위기관, 관련기관, 소속국가 정보 등이 유기적

으로 연결된다. 초기 데이터 구축 시 반입된 논문 데이터에서 소속기관(Affiliation) 정보를 추출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형표현 데이터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표준화된 형태의 기관명 데이터로 표현이 가능

하다. 이는 협력연구 분석에서 국가별, 기관 유형별(교육, 의료, 정보, 기업, 기타) 분석과 같이 보다 

세분화된 협력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 연구업적분석시스템(AS-RIMS)

연구업적분석시스템은 S-RIMS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 내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시각화

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모듈이다. 기관·대학(원)·학과(부)·연구자를 기준으로 일반 현황, 저널 

영향력 지표, 저자 영향력 지표, 연구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eb of Science, Scopus, KCI에

서 제공되는 지표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연구자·학과·

단과대학·기관 전체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와 차트를 제공하여 성

과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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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연구업적분석시스템 서비스 화면

3) 논문비교분석시스템

논문비교분석시스템 모듈은 S-RIMS 및 Web of Science, Scopus와 같은 외부 정보원을 활용하여 

연구자 및 기관 간 종합적인 연구영향력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기본적인 통계 외에도 다양한 영향력 

지표와 더불어 연구키워드를 클라우드, 빈도, 증감, 동시출현 항목으로 분석·제공하여 연구동향을 파

악하고 최신 트렌드를 다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어 분석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주요 지표 및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기에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전반적인 

추세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분석 데이터는 엑셀 파일 반출 기능도 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2차, 3차 

가공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논문비교분석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개별분석과 비교분석으로 나뉜다. 개별분석은 특

정 기관 혹은 사업단(팀) 단위의 연구업적을 분석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만들어 분석한다. 분석 대상을 특정하여 분석하는 만큼 대상 기관의 연구영향

력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 세트는 S-RIMS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

할 수도 있고 Web of Science나 Scopus에서 반출한 데이터나 엑셀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 특

히 S-RIMS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별도의 데이터 작업 없이도 손쉽게 분석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반입된 데이터는 저널 매핑 단계를 통해서 최신 Impact Factor, SJR(SCImago Journal 

Rank)9 등 다양한 저널 영향력 지표와 연동이 되는데, 해당 값은 출판연도, 최신연도로 구분하여 기

준을 설정할 수 있다.

비교분석은 분석 대상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되는 기능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개별분석을 기반으

9 SCImago에서 제공하는 Scopus기반 저널 영향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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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타 대학이나 기관과의 연구경쟁력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의 경우 S-RIMS

에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별도의 데이터 세트 생성 없이 이용 가능하나, 비교분석 대상 기관의 

경우 소속 연구자의 업적 확보가 필요하다. 비교분석 대상 기관의 데이터 범위를 설정한 후 리포지터

리나 Scopus Author ID, ORCID ID10, 연구자별 CV 등을 참고하여 연구업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세트를 구성한다. 

개별분석이나 비교분석 메뉴에서 분석이 완료된 결과물은 보고서 형태의 웹 페이지가 생성된다. 암

호화된 URL을 통해 학내 공유가 가능하며, 비밀번호 설정 및 학내에서만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 정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작업 중인 분석데이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함께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석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림 3   논문비교분석시스템 서비스 제공 화면

4) 개인화 페이지

개인화 페이지 모듈은 연구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S-RIMS에서 관리하는 개별 연구자의 연구

10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의 약자로 저자구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고유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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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기존 Researcher ID나 Scopus 

Author Profile이 가지는 제한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연구업적을 가능한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업적 정보와 관련된 지표를 항목별 관련성에 따라 구분하고 표, 차트 등의 시각화 

정보를 지원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Web of Science, Scopus, KCI 등 주요 인용 데이터베이스를 망

라하여 서비스하기 때문에 동일 논문에 대해 정보원마다 상이한 인용 건수를 반영하며, 피인용 기반 

연구자 영향력 지표인 H-index 산출 또한 정보원별로 제공한다. 분석 결과는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각종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매번 업적을 재정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APA 형식으로 정리된 

Resume 파일을 PDF, Word 형식으로 반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였다.

연구영향력 항목과 더불어 연구자 혹은 기관 단위의 협력 관계에 대한 분석 및 연구정보 추천 서비스

도 제공한다.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동연구자와의 관계망을 확

인할 수 있으며, 협력연구 분석 제공으로 국내 혹은 국제 타 기관과의 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정보 추천 서비스는 분석 데이터를 기초로 최신 학술정보와 연구자 프로파일을 매칭하여 관련 

연구자, 논문, 연구과제 등을 추천한다. 추천 내용은 기존의 연구업적과 공동연구 관계를 반영하는 

만큼 신규 과제 선정이나 향후 협력연구 수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

국가 단위의 지원 사업이나 각종 연구과제 등에서 정량적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계량화된 

연구업적 데이터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연구과제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파생 지표

를 포함한 연구성과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연구 이외의 

곳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앙도서관은 S-RIMS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9

년부터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크게 대학(원)·학과(부)·사업단(팀)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기관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와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자 연구업적 분석

지원 서비스’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각종 사업 평가를 위한 개별 기관·연구자의 연구경쟁력 지표별 

데이터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향후 연구업적 데이터의 중요성과 서비스 수요 모두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 기관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

기관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는 우리 대학 내 대학(원)·학과(부)·연구소, BK21 사업단(팀) 단위의 

연구업적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S-RIMS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용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검

증을 통해 데이터를 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으로는 신청 기관 단독으로 분석하는 

11 학술정보서비스과-1255 (2021. 6. 17.) 「연구업적 분석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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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분석과 신청 기관과 국내외 타 기관(대학)의 연구영향력을 비교하는 비교분석이 있다. 비교분석

의 경우 Scopus author ID와 개별 대학의 리포지터리를 참고하여 비교군의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있다. 분석 결과는 논문비교분석시스템에서 생성된 보고서의 URL과 분석에 사용된 Raw Data를 엑

셀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지정 양식을 첨부한 공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9년 4분기부터 기관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대학(원)·학과(부)·사업단

(팀)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최초 1회 서비스를 이용한 후 동일 신청 기관이 학술논문 출판연

도, 유형 등을 달리하여 추가 신청하는 등 초기 서비스 운영 결과에 대한 이용자 평가는 긍정적이었

다.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서비스 의견 조사

를 실시하였다. 서비스를 이용한 BK21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각 사

업단(팀)은 내용의 유용성, 제공의 신속성, 활용도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보였

고 특히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연구성과 데이터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해당 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해당 조사를 통해 서비스 장·단점과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영향력 지표를 활용한 연구업적분석」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적으로 서비스에 반영하였다. 또한 관련 지침 변경 등으로 새롭게 적용된 규칙

들을 시스템 기능 고도화에 반영하여 서비스가 최신성과 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1분기까지 현재 총 77건의 기관 연구업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표 2]

와 같다.

  표 2   기관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 건/명)

제공년도 제공 건수 데이터 건수 제공 교원 수

2019년 3 4,834 256

2020년 25 12,439 587

2021년 41 12,351 1,135

2022년 8 1,350 255

합계 77 30,974 2,233

※ 2022. 2. 10. 기준

나. 연구자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

연구자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는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분석하여 개인의 연구역

량 강화를 지원한다. 연구자의 전 생애에 걸친 연구성과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여 별도로 데이터

를 관리하거나 제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업적을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입력한 SRnD 데이터를 기초정보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Researcher ID, 

ORCID ID, CV,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저자 프로파일 등 추가적인 정보원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보완

하였다. 한국 연구자의 경우 동명이인 및 이름의 다양한 이형표현으로 인해 정확한 연구업적 식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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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데, 이러한 검증 절차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누락 없는 연구성과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연구자별 서비스 페이지는 서울대학교 포털과의 통합인증(SSO, Single Sign On)을 설정하여 연구

자가 별도 권한 획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다. S-RIMS의 학술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페이

지를 제공하며 발표논문 수, 피인용 횟수 등의 기본적인 업적 분석뿐만 아니라 연구자 및 논문 등을 

추천하는 연구정보 추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SRnD에 입력하지 않은 학술논문은 연구자가 개인 CV를 첨부하여 누락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최

초 서비스 신청 이후 추가되는 연구업적들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즉각적으로 페이지에 반영된다. 

2022년 1분기까지의 제공 내역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자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 건/명)

제공년도
제공 

교원 수

데이터 

건수

*등재 구분

SCI(E) Scopus KCI
일반 

학술지

2019년 34 5,508 4,545 4,686 1,094 263

2020년 12 2,056 2,003 2,047 119 1

2021년 28 3,192 2,268 2,354 1,017 -

2022년 3 249 174 179 82 -

합계 77 11,005 8,990 9,266 2,312 264

※ 2022. 2. 10. 기준

* 개별 데이터의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별 등재 현황 

5. 맺음말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연구성과 분석의 중요성도 높아지

고 있다. 연구환경 및 관련 제도 또한 연구성과의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

으로 변하고 있어 연구업적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도서관에

서도 연구성과 분석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여러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된 S-RIMS 시스템을 구

축하게 되었다. 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학내 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관, 사업단 단위의 연구성과 분석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S-RIMS는 교내 연구성과 분석 뿐 아니라 연구자의 연구수월성 향상과 대학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표준화된 형태의 연구업적 데이터를 누락 없이 확보하였으며, 사서의 검증을 

통해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체계적으로 축적·보존된 데이터는 실시간 확인·점검과 다양한 

지표 기반의 분석이 용이하여 연구성과의 상시 모니터링 및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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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다양한 특장점을 지닌 S-RIMS를 기반으로 현재 학내 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연구업적 분석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 사업단 단위의 연구성과 분석도 손쉽게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앞

으로는 요청에 의한 단발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내 공식 연구성과 데이터 관리 주체

로서 공신력을 확보하여 대학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업적 관리를 통해 대학의 비전과 장기정책 수립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 호흡과 안목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내부적으로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학내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서론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대학의 연구성과는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획일화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서울대학교는 대규모 종합대학으로 기존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석 기준 외

에도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성과 분석 방안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분석의 폭과 깊이

를 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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