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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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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연구기관에서의 R&D 인재에 대한 기대 

•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요구 증대 

⇒ R&D 인재로서 가장 요구되는 역량은 창의적 연구역량으로, 대학 및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에서의 창의적 연구환경 제공이 인재양성에 중요한 인자가 되고 있다. 



AGENDA   

1. 학술정보를 활용한 Innovative Idea의 발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위한 혁신적 연구방법론 : TRIZ 

 TRIZ를 통한 창의적인 생각을 학술정보검색에 적용 
→ 보다 효과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탐색 

2.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연구트렌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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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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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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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ly, we discover ide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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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sentence vs. Scientific sentence 

10 

Voice of Customers Scientific sentence 

차가 안나가요 저속에서 엔진출력이 낮다 

떡이 금방 딱딱해져요 탄수화물의 노화가 빠르다 

항암제를 먹었는데 어지럽고 
구토가 나요 

Chemotherapy 과정에서  
신경교질세포 내에서 처리약물 
유래 Neurotoxicity가 발생했다. 



 

Resour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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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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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creen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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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Oriente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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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idea discov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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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상황을 공학적 핵심문제로 변환하는 창의적 사고능력 필요! 

2. 정보를 어디서 얻을 것인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핵심저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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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홍수시대,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우수한 연구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전 세계의 연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연구는 핵심저널이라고 불리는 소수 집단 

⇒ 우리학교의 연구원들이 제공받는 학술정보의 우수성은 연구결과의 우수성을 좌우합니다! 

전 세계 연구에서의 발생인용의 90%이상이 핵심저널군에서 발생! 
⇒ 핵심저널군 : 전 세계 연구의 Leading group으로써, 의미있는 연구트렌드를 보여주는 집단 

SCI(E) SCI(E)가 아닌 경우 

동일관심키워드(ex>Dental Pulp Stem Cell or DPSCs)로 검색한 결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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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 number는 동일논문이라도 집계범위에 따라 다른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영향력판단을 위해 우수집단에서 집계한 정확한 Citation number가 중요 
⇒ 정확한 영향력판단은 연구원들이 우수연구를 먼저 접할 수 있게 해서 연구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논문의 연구영향력 판단를 위한 Citation 정보 

Web of Science가 아닌 곳에서 
집계한 인용수에 의하면, 마치 
서로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는 
논문 같지만,  

Web of Science에서 얻은 
인용수는 이 논문들의 
영향력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Web of Science가 아닌 곳에서 
집계한 인용수에 의하면, 마치 
서로 비슷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논문 같지만,  

Web of Science에서 얻은 
인용수는 이 논문들의 
영향력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Web of Science ,  

우수 연구를 위한 핵심 학술 정보원 

Web of Science  
•자연과학(SCIE), 사회과학(SSCI), 예술 및 인문학(AHCI) 분야의 학술 전 
영역에서 영향력있는 12,000종 저널과 14만편 이상의 학술대회 논문집 등 
핵심저널 군을 엄선하여 수록한 핵심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아온 우수학술정보원으로서, 세계적인 
연구에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연구정보원  

•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 SCIE(자연과학) 

•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사회과학) 

• Art and Humanity Citation Index->AHCI(인문예술)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Web of Science 

SCIE 
SSCI 

AH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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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ful results from Web of Science 



 

Innovative idea discovering 

1. 아이디어 발굴은 창의적인 사고과정으로부터! 
⇒ TRIZ와 같은 창의적인 사고과정을 통한 문제해결 
⇒ 이를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2. 발굴된 아이디어 탐색 및 획득은 신뢰성 높은 집단에서! 
⇒ Web of Science와 같은 우수학술정보원에서 검색 
⇒ 탐색결과가 Leading research trend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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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를 활용한 연구트렌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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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를 활용한 연구트렌드 모니터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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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트렌드 분석에서 깊고 풍부한 연구정보의 중요성 

내 연구를 혁신적으로 이끌어줄 선행지식, “Sleeping beauties” 

• 흔히, 오랜된 선행연구는 이제 더이상 쓸모없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죽은 정보가 아닌 

잠자고 있는 정보라면, 그 가치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Not useless, it’s “Sleeping beauties” 
오래된 연구는 더이상 쓸모없는 지식이 아닌, 아직 발굴되지 않은 혁신적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다. 

Sleeping beauties들의 발굴을 통해 연구에 혁신을 더할 수 있는 Idea discovering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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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연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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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창의적인 사고과정으로 학문적 난제를 풀어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 생각의 방향과 내용에서 창의성, 혁신성을 부여 (예> TRIZ 방법론) 
 
 

•발굴된 혁신 키워드를 활용한 아이디어 탐색은 신뢰성있는 정보원에서! 
: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을 통한 leading research trend를 반영하는 핵심 
연구정보 탐색 
 
 
•우수정보원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트렌드 모니터링 
: 우수성 높고 깊고 풍부한 학술정보로부터 지속적인 학술연구트렌드 파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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