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발표는 연구자의 의무Chapter1

1.	연구성과로서의	논문
2.	연구논문의	수치화
3.	논문에	의한	연구평가

‘연구의 자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학문의 내용이나 방법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 

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일본헌법의 제23조에는 “학문의 자

유는 이것을 보장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타인에게 가

르치는 것이나 발표하는 것도 자유이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인 자유에 속한다. 영어로는 전부를 한꺼번에 ‘academic freedom’이라고 

말한다.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연구결과를 얻더라도 

논문을 발표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연구자가 있

다면 그 영향도 본인에게 국한된다. 

본 장에서는 연구발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논문 등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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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성과로서의 논문

1) 논문이란 무엇인가

이 책의 독자들은 논문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지만, 우선 복습으로 

일반적인 용어인 논문, 특히 과학분야의 논문이란 무엇인가, 다른 문서

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본다. 일본어로서 논문

이라는 것은 영어로 ‘article, report, letter, note, review’ 등으로 불리는 것

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 형태가 있다. 전부 통칭해서 ‘paper’라 부르는 경

우가 많다. 역으로 일반적인 페이퍼(paper)라 말하면 “그냥 종이라고 말

할지 모른다. 그래서 영어사전에 paper를 찾아보면, 종이 이외에 신문, 서

류, 그리고 논문도 나온다.

문장 작성에 대해서는 20년 전에 쓰인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고바야

시 야스오(小林康夫), 후나비키 다케오(船曳建夫)가 저술한 ‘知の技法’(東

京大學出版會)에 의하면 논문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무

언가의 조사에 기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작성한 일정한 길이의 

글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논문’을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하면 아무

래도 어려운 일이 된다.

논문을 가장 간단히 설명한다면, ‘어떤 테마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해

서 쓴 문서’라고 하면 될까? 논문이 일기나 수필 같은 작문과 다른 것은 

역시 논문은 ‘논리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또 연구논문

은 자신이 수행한 연구로부터 얻은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 결과는 새로운 점이 있어야 한다. 동일한 혹은 유사한 테마인 경우 

다른 사람의 논문의 결론과 상충될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 정확한가, 양

쪽 모두 잘못되었는가는 역사가 해결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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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살펴보면 논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키워드는 역시 그 글에

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아이디어, 사물에 대한 견해, 연구 방법, 데이터 

중의 일부 혹은 모두가 새로운 것 그리고 글 쓰는 방법이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왜 논문을 발표할 필요가 있는가

학교교육법에는 “대학이란 학문의 중심으로 넓은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

에 깊은 전문적인 학문과 예술을 교수·연구하여, 지적·도덕적 및 응

용적인 능력을 전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연구를 수행하여, 그 성과를 널

리 사회에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로 되어 있다. 조금 난해한 문장이지만 평이하게 말하면, 대학이란 연구

와 교육 모두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연

구도 교육도 최고의 수준이 아니면 안 된다. 게다가 이 양자는 독립적이

지 않고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오

늘의 연구가 내일의 강의나 세미나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교육법은 이미 “대학에는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

고, “대학원은 학술의 이론 및 응용을 교수·연구하고, 그 심오함을 추구

하고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담당하기 위해 깊은 학식 및 

탁월한 능력을 배양하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은 그 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다

르다. 고등학교까지는 교사는 교과서 및 문부성이 정한 학습지도 요령에 

따라 수업을 하면 되지만, 대학에서의 연구는 교육과 깊이 관련되어 있

다. 학생이 없는 일반기업에 소속된 연구소에서의 ‘연구’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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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국공립연구소나 기업연구소에서도 일반

적으로 연구라는 이름이 붙은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면, 그 성과를 

잘 정리한 문서로, 말하자면 인쇄된 형태로 발표하여 다음 세대에 남겨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논문이 없으면 그 분야 연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연구라는 것은 공부나 단순한 발명·궁리와는 다르다. 연구와 공부는 

비슷해서 혼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연구라고 하는 활

동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연결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지적 플

레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즉, 연구의 본질은 개개인의 상상에 기인된 상

상력이고, 답은 말할 것도 없고, 풀어야 할 문제조차 아무도 모른다는 것

이다. 상상과 창조라고 말한다면,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상상하는 

것, 혹은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연구의 중요한 기본요소라고 말할 수 있

다. 해답이나 목표가 알려지지 않은 연구라는 일의 열쇠가 상상력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태양풍의 이론을 제안하여 교토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학교의 E. N. Parker 교수는 자신의 저서 과학논문출판의 전술(柴田一成 역, 

The Martial Art of Scientific Publication)에서 연구라는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동(obscure labor)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한 연구의 축적은 지혜를 창출하는 인류 공통의 재산

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연구의 성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면, 그리하여 힘껏 애쓴 선인들의 연구성과가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았

다면, 이 사회는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연구라는 일을 하고 있는 연구자는 연구성과를 

발표해서 세상에 남기는 것이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대학 및 국공립연

구소에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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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형태로 보고할 의무도 같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을 재

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민에게 보고, 혹은 환원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

요소이다.

그런데 원래 논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자신의 견해를 더해서 정리한 문서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 학생에게 부여된 리포트와 다른 점은 리포트와 같이 과제가 설

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의 진척에 따라 테마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

라서 과제도 자신, 즉 논문의 저자가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

의 독창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각 장에서 구체적으로 기

술하고 있지만, 논문에는 새롭고 명확한 논점이 없어서는 안 된다. 즉,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논문에는 ‘새로운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까지 생각했던 방법으로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증거나 논리 

혹은 확고한 의지, 혹은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다. 새로운 것이 아니

면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다.

3) 연구성과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연구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하는가? 연구성과의 발표

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우선 신속하게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 내에

서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고, 좀 더 청중이 많은 연구소 내의 세미

나 혹은 담화회(집담회)를 이용할 수 있다. 동료 연구자, 선배, 후배로부

터 다양한 질문이 들어와서, 많은 유익한 비평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연구성과는 아직 그룹이나 연구소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국민, 즉 납세자에게 환원하기 전까지는 발설해서는 안 된다. 

연구소 내부 및 한정된 외부 지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에 학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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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등의 연구회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드디어 전국 규모의 무대에 

데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제회의에서 발표한다면 그 성과는 바로 국

제수준이 된다. 국제회의에서 받는 질문이나 코멘트가 그 후 점점 발전하

여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다. 어

차피 연구의 최종단계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공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수준이 높고 심사를 거쳐야만 게재할 수 있는 저

널(refereed journal)에 출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는 그 결과의 최종발표, 즉 논문에 대한 세상의 평판으로 평가되

는 것이다.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여

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다. 연구는 취미나 오락과는 다르

다. 취미도 오락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프로 연구자는 연구활동으로 

급료를 받고 있는 까닭에 연구성과 발표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연구는 그 성과로서 평가된다. 이것이 연구의 

규칙이다. 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연구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일

부는 고가의 실험관측장비를 구입하면서도 연구성과 발표를 꺼리는 사람

이 있는데, 이것은 세금을 사용하여 개인의 장난감을 구입한 것과 같다. 

논문을 세상에 발표하는 것은 연구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논문이 나올 

때까지는 연구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일본헌법 제23조에 

보장되어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은, 학문이나 연구의 주제와 방법을 외부

로부터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자유를 마음대로 ‘연구성과

를 발표하지 않을 자유’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연구자는 평

가가 미온적인 일본에서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

성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핑계를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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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년간이나 논문을 쓰지 않는 연구자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응석

받이’라 불러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관측이나 실험 데이터만

을 나열하는 것을 연구발표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데

이터 수집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적의식

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어쨌든 간에 연구비의 배분 심사(예：특별추진 과학연구비의 심사), 

인사(교수나 부교수로의 승진이나 신규채용), 훈장의 결정(학회상, 국제

상, 메달 수여) 등에는 그 사람의 연구성과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가를 엄격히 평가한다. 그 경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그 사람이 출판한 논문에 대한 평가를 합산한 것이 대부분이다. 

2. 연구논문의 수치화

1) 피인용지수의 의미

그렇다면 어떠한 척도를 사용해서 ‘좋은 논문’, ‘영향을 미치는 논문’이

라는 판단을 하는가?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완전한 척도가 없다는 점

을 인정하면서, 어떤 논문이 얼마나 많이 다른 논문에 참고문헌으로 인

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인 피인용지수, 즉 사이테이션 인덱스(citation 

index)는 업적 평가에 잘 사용되고 있다. 혹은 단순히 인용지수라 해도 

좋다.

도대체 논문의 저자가 다른 논문을 인용할 때 어떤 경위로 인용했는지

가 흥미의 대상이 된다. 물론 그중에는 자기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

우도 포함된다. 수년에 걸쳐 학술논문의 인용에 대해서 연구를 한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의 M. Weinstock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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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에 의하면 인용하는 데는 그 이유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1. 해당 분야의 선구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2. 그 논문을 평가하기 위해

  3. 방법론이나 사용한 장치 등을 명시하기 위해

  4. 해당 연구의 배경이 되는 논문이기 때문에

  5. 과거 논문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6. 과거 연구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7. 선행 연구의 약점을 비평하기 위해

  8. 자기 학설을 보강하기 위해

  9. 이후 연구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10.  별로 인기가 없고, 널리 알려지지 못한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

11.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2.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이 최초로 논의된 논문이므로

13. 선구적인 개념이나 용어가 최초로 기술된 연구이므로

14. 기존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기 위해

15. 기존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실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일반적으로 4번이 그 이유일 것이

다. 논문의 서론(introduction)에서 자신의 연구 배경이 되는 선구적인 논

문을 소개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된다. 또한 5~7번과 같이 그들 논문에

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인용된다. 여기에는 

‘해당 분야의 선구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등, ‘의례적’으로 ‘사교적’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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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 있고, 인용의 필요성이 반드시 높지 않는 항목도 있어, 머리를 갸우

뚱하는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과거 논문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지적이 옳은 것이라면, 인

용된 논문은 감점을 받은 셈이 된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역시 

인용수가 많을수록 학계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간주한다.

전 일본기상학회 이사장 히로타(廣田勇, 교토대학교 명예교수)는 저자

가 타 논문을 인용하는 이유를 (1) 시류(時流)형, (2) 집성(集成)형, (3) 파

이오니아(pioneer)형, (4) 온고지신(溫故知新)형, (5) 고전적 명저(古典的 名

著)형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廣田, 1996).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자.

(1)	시류형

  지금 유행하는 말하자면 ‘유행’ 연구 테마의 논문은 인용되기 쉽다

는 것이다. 이러한 부류의 논문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활발히 인용

되기 시작하지만, 인용의 수명은 의외로 짧다는 특징이 있다. 쉽게 

달구어진 것은 쉽게 식는다고나 할까.

(2)	집성형

  시류형의 논문은 숫자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가는 것

도 많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서 ‘정리’하는 듯한 성격을 띠는 논문이

나, 독특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논문은 장기간에 걸

쳐 읽혀지므로 결과적으로 총인용수도 많아지게 된다.

(3)	파이오니아형

  어떤 특수한 현상이나 작용을 예언했던 논문, 그 현상을 최초로 발견

했던 논문, 그 현상을 설명했던 논문은 두고두고 계속해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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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고지신형

  출판될 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어떤 단계에서 돌연 논문의 

가치나 저자의 주장이 재평가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는 유형이

다. 논문의 저자가 이 세상을 하직한 후에도 오랫동안 주목을 받는 

경우도 있다.

(5)	고전적	명저형

  파이오니아형 이상 가는 명저 논문이다. 태양지구물리학이라는 분

야에서 “오로라나 자기폭풍은 태양 활동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증거 데이터와 견해를 밝힌 R. Carrington 교수의 1890년에 발표

된 논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오로라는 태양과 반대쪽인 밤 영역

에서 강하게 나타나지만, 어쩌면 원인은 태양으로부터의 분출물

에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이 출판되었을 때 학계 내에서 많은 반대

가 있었다고 한다.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은 절대온도(K)로 유명한 L. 

Kelvin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논문이 언제, 누구의 어느 논문에 인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피인

용지수’는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할 수가 있다. 피인용지수로서 논문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연구자들에게 항상 주목받고 있는 논문은 피인용지수가 

높게 마련이지만, 그 경향은 비선형적이다. 즉, 다른 사람이 인용하기 때

문에 흉내를 내어 인용하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지수는 상이한 학문분야에서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논문을 대량 생산하지 않는 분야(예：수학)도 있으며, 실험물리학과 같이 

많은 저자를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는 분야도 있다. 가장 알기 쉬운 것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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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일본어로 작성된 경우, 그 저널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지 않기 때

문에 피인용지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쪽인가 하면 문과계라고 생각되지만, 국어학, 자연언론처리, 계량

국어학 3개 학회의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에 대해서 통계적인 연구를 행

한 국립국어연구소의 야마자키(山崎誠准) 교수의 조사(山崎, 2001)에 의하

면, “논문은 다른 논문에 인용되고, 새로운 논문의 재생산에 기여한다.”고 

한다. 어떤 논문의 발표 시점을 그 논문의 출생일이라 하면, 참고문헌에 열

거됨으로써 그 논문은 수명이 연장된다. 또한 논문은 학회라는 전문가 집

단 가운데서, 다른 논문에 인용됨으로써 새로운 인용이 용이해진다. 이러

한 해석을 인용한다는 것은 마치 생명유지 장치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은 새로운 발견이나 제안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되지 않

는 것은, 그 논문이 주장하는 학설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학계의 정설이 되어 버린 것이다. 즉, 이미 역할을 끝내 버렸다는 것이다. 

D. J. Price 교수의 Little Science, Big Science(島尾永康 역, 創元社)에 의하면, 

새로운(혹은 오래된) 논문이 어느 정도로 많이 인용되는가는 분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과거 5년간에 출판된 논문이 전체 인용된 

논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분자생물학, 고에너지 물리학 70%

동물/식물학 15%

전 과학분야 평균 30%

덧붙여서 매년 약 10%의 논문은 전혀 인용되지 않고, ‘사멸’, ‘자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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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임팩트 팩터

개개의 논문이 누구의 어느 논문에 인용되었는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면, 어느 학술분야의 저널이 저널 전체로써 어느 정도 인용되고 있는가를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순위를 낼 수 있다.

어떤 전문지가 국제학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저널인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라는 수치가 있다. 약

칭으로 IF라 쓰이며, 글자 그대로 논문이 학계나 사회에 어느 정도 강한 

영향을 주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임팩트 팩터는 1955년 미국의 정보과학자 E. Garfield 교수가 고안했

고, 이 선구자에 의해 1975년에 Journal Citation Reports가 창간되었다. 

그 후 임팩트 팩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현재는 영국의 

Elsevier사, 미국의 Thomson Reuters사 등이 이 지수를 계산하여 공표하

고 있다. 각각 ‘Scopus’, ‘Web of Science’라는 명칭의 데이터베이스가 기

본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Scopus’라는 생소한 명칭은 ‘Phylloscopus’라

고 하는 뛰어난 항해능력을 지닌 철새의 이름에서 따온 것 같다.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전 세계의 학술전문지 가운데서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이 선택되고 있다. ‘Scopus’는 5,000개의 국제적인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21,000여 종에 이르는 저널에서, Web of Science는 

그것보다 약 20% 적은 저널이 기본 데이터가 되고 있다. 만족해야 할 일

정 조건으로는 초록(abstract)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 정기적으로 발행되

는 것, 동료심사(peer review)에 의해 채택되고 있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일

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약 10,000종의 전문학술지 중에서 불과 5%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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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어 있지 않다. 

표 1.1은 Scopus, Web of Science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분야

별 논문수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의학, 생물학에서 반 정

도의 논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학 및 물리학의 수

록 논문은 Web of Science에 많이 실려 있고, 공학은 반대로 Scopus 쪽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는 국가별 논문수이다. 미국은 25%의 점유율로 으뜸이고, 이어

서 중국, 일본, 영국, 독일이 나란히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은 Web of 

Science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표 1.3은 1988, 1998, 2008년의 10년마다 3개 연도에 대해서 순위 20

표 1.1 Scopus 및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분야별 논문수의 분

포. 2004~2006년의 평균치(문부과학성, 2010)

분야 분류 Scopus Web of Science

화학 7.2% 12.2%

재료과학 3.8% 4.7%

물리학 및 우주과학 7.8% 11.4%

컴퓨터 사이언스 및 수학 6.4% 5.6%

공학 12.1% 8.5%

환경/생태학 및 지구과학 7.1% 5.5%

임상의학 및 정신의학/심리학 30.0% 24.6%

기초생물학 22.3% 24.2%

기타 3.3% 3.4%

주：1. 2004~2006년의 평균치이다. 2. Scopus：Elsevier사 Scopus 고객자료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책연

구소(현재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에서 집계. 3. Web of Science：’Web of Science’에 기초하여 과학

기술정책연구소에서 집계. 4. 논문의 분야 분류는 학술지의 분야 분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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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까지 총논문수를 국가별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 나라에 걸친 공저자 논

문에 대해서는 공저자 개개인의 나라를 각각 1로 계산했다. 예를 들면, 

일본인과 미국인 각각 1인이 행한 공동연구의 경우, 일본과 미국에 1씩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20년간의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의 급격한 대두이다. 일본은 1988년에는 세계 4위, 1998년에는 미국 다

음으로 2위를 차지했지만, 2008년에는 중국, 영국과 독일에 추월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임팩트 팩터는 하나의 학술전문지에 1년마다 하나의 수치가 부

여된다. 예를 들면 2013년의 어느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그 정의에 의하

면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표 1.2 Scopus 및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수의 국가별 분

포. 2004~2006년의 평균치(문부과학성, 2010)

Scopus Web of Science 점유율의 비

논문수 논문 점유율(S) 논문수 논문 점유율(W) S/W

일본 89,607 7.1% 67,805 7.4% 0.96

미국 320,698 25.5% 235,243 25.7% 1.00

영국 78,701 6.3% 55,938 6.1% 1.03

독일 68,972 5.5% 54,624 6.0% 0.92

프랑스 48,831 3.9% 38,894 4.2% 0.92

한국 26,818 2.1% 22,641 2.5% 0.86

중국 136,559 10.9% 62,160 6.8% 1.60

전 세계 1,255,477 100.0% 916,534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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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1988, 1998, 2008년의 3년에 대해서 순위 상위 20위까지의 국가별 논문수. 수치

는 전 분야의 합계(문부과학성, 2010).

1988년 1998년 2008년

미국 192,730 미국 210,357 미국 275,625

영국 48,107 일본 60,347 중국 104,157

독일 41,818 영국 60,289 영국 75,914

일본 40,990 독일 54,632 독일 73,849

러시아 37,631 프랑스 41,367 일본 69,300

프랑스 30,701 캐나다 28,467 프랑스 53,707

캐나다 25,214 이탈리아 26,399 캐나다 44,379

이탈리아 15,630 러시아 24,316 이탈리아 43,528

인도 14,219 중국 21,098 스페인 35,716

호주 11,975 스페인 19,126 인도 35,437

네덜란드 10,989 호주 17,945 호주 30,085

스웨덴 9,546 인도 16,066 한국 30,016

스페인 8,468 네덜란드 15,742 러시아 25,166

스위스 7,756 스웨덴 12,928 브라질 25,081

중국 6,742 스위스 11,577 네덜란드 23,981

이스라엘 6,109 한국 9,105 대만 19,882

폴란드 5,710 벨기에 8,358 터키 18,623

벨기에 5,411 대만 8,221 스위스 18,051

덴마크 4,568 이스라엘 7,912 스웨덴 16,633

체코 4,138 브라질 7,683 폴란드 14,885

주：1. Thomson Reuters사의 ‘Web of Science’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소가 집계. 2. 오리지널 논문

(일반논문, letter 등), 및 리뷰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해서, 정수카운터(整數counter)법에 의한 분석. 3. 전 분야

의 논문수 3년 연이동 평균에 의함. 예를 들면 2008년 값은 2007, 2008, 2009년의 평균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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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C/(A ＋ B)

A：2011년에 출판된 논문수

B：2012년에 출판된 논문수

C：2011년과 2012년에 게재된 논문이 2013년에 인용된 횟수

즉, 2011~2012년의 2년간에 그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 여러 저널(원래

의 저널도 포함)에 몇 회 인용되었는가를 표시하는 수치이다. 이 조사에 

사용되고 있는 저널 수는 자연과학에서 8,000개, 사회과학은 2,600개이

지만, 예상대로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이

러한 전문지는, Thomson Reuters사의 선정위원회에 의해 평가가 높다고 

판정된 80개국 이상, 230인 이상의 전문분야에 이른다. 여기서 말하는 

논문은 오리지널 연구논문(original paper)과 리뷰논문(review paper) 모두

가 포함된다.

이상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간단히 말하자면 ‘그 저널에 게

재된 논문이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에 인용된 평균치’가 임팩트 팩터이다. 

그 값이 1.0이라면 게재된 논문이 같은 횟수만큼 인용되고 있음을 나타

내고, ‘본전 이상의 성과를 냈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동일한 이유로 

1.00 이하의 저널은 ‘본전도 못 찾았다’, ‘별로 읽혀지고 있지 않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다음 임팩트 팩터가 매우 높은 저널의 예를 살펴보자. 임팩트 팩터는 

상이한 분야 간에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생물계 및 화

학계와 같이 연구수단으로 다수의 사람이 행하는 실험이 많고, 따라서 공

동논문이 많은 분야에서는 자연히 피인용횟수가 높아지게 된다. 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