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분야 평가지표 개선 확대 대책회의

한국정보과학회

2014년 10월 7일
07:30 – 09:30



SW분야 성과지표는

인력양성, 선도연구, 기술 상용화를 구동하는 핵심 동력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Material Science Computer Science

SCI 논문 30 편



화학 by SCI



분자생물학 by SCI



수학 by SCI



신경과학 by SCI



Computer Science by SCI ???



US News and World Report 2009 
Computer Science Grad School Ranking



Fact 1:
CS분야에서 저널에 논문을 많이 내는가?

No!

11

구분 저널수 학회수 저널수 비율

전체 263 908 22.4%

최근 5년간 컴퓨터 공학분야 Major 대학 논문수



Fact 2
CS 분야에서 저널이 중요한가? No

CS 분야 IF 순위 상위 50

위

SCI J.

Conference 

Conference 



Fact 3
CS 분야에 좋은 저널들이 SCI 인가? No

Conference on File and Storage Technology(FAST)

스토리지분야 최고의 학회, 임펙트 CS 전체14 위

ACM Trans. On Storage 는 SCI 가 아님!!!
(2013에 SCI-E로 편입되었음)



목차

• 개요

• Sci 기반 평가의 문제점

• SCI 기반 평가제도의 부작용

• 성과지표 개발

• 결론



부작용

•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학교육 부실화

•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 부실

• 인력양성, 선도연구, 기술 상용화의 선순환 체제 붕괴

• 소프트웨어 분야 배출 고급인력의 글로벌 시장 진출 원천 차단



SCI!!! Conference!!!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학교육 부실화

• 소프트웨어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편”수 위주의 승진 승급 부담으

로 최신 기술을 반영한 교과목 개발과 교육내용 갱신이 불가능함.

• 대학 교육의 부실화는 기업의 자체커리큘럼 개발로 이어짐.

– 삼성 SW멤버쉽

– LG SW멤버쉬

– NHN NEXT

•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 부실화

• 소프트웨어 분야는 학술대회 발표를 정점으로 움직임.

• SCI 위주의 평가는 불필요한 정크 논문양산에 노력 낭비

• SCI 위주 평가는 국내학자의 주류 학계 진출을 원천 차단함.

• 유능한 국내학자들의 훌륭한 연구결과들이 국제무대에서 빛을 못보

고 사장됨.

• 연구결과의 상용화라는 선순환 구조 창출이 불가능함.



인력양성, 선도연구, 기술 상용화의 선순환 체제 붕괴

• 유능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최신 교과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 선도연구를 위해서는 학자들이 주류학계(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진

작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 주류학계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연구결과들이 상용화로 연결됨.

SCI 기준의 평가체계로 인해 인력양성, 선도연구, 기술상용화의 선순환

체제가 붕괴됨.



인력양성, 선도연구, 기술 상용화의 선순환 체제 붕괴

• 유능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최신 교과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 선도연구를 위해서는 학자들이 주류학계(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진

작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 주류학계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연구결과들이 상용화로 연결됨.

SCI 기준의 평가체계로 인해 인력양성, 선도연구, 기술상용화의 선순환

체제가 붕괴됨.



박사급 인력의 글로벌 시장 진출 원천 차단

• 국내 SW 분야는 정해진 수의 SCI 논문을 게재해야 학위를 취득.

• 학술대회 위주의 국제 학계에서 SCI 논문은 인지도가 매우 낮음.

• 해외 취업이나 박사후과정 모색을 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성과지표의 개발

• SCI 저널 위주의 성과지표 제거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핵

심 사안임.

• 기술발전과 정렬된 성과지표의 개발이 핵심



2013년 활동
• 소프트웨어 분야 성과지표 개선위원회

– 성과지표 개선위원회 간담회(2013년 6월)

– 소프트웨어 분야 성과지표 개선 보고서 작성(2013년 11월)

– 성과지표기준 학술대회 선정(2013년 11월)

• 과제

– 성과지표 개선 연구과제 수행중(연구재단)

– 과제 결과 평가 기준 개선 수행중(산기평)



결론
• 대교협 평가시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실적 성과지표 개선

• 중앙일보 소프트웨어 분야 학과 연구실적 성과지표 개선

학술대회 논문 포함!



Stake Holders

• 중앙일보: 대학평가

• 대교협(공학인증원): 대학평가

• 조선일보: QS 평가

• 연구재단: 과제 선정평가, 결과 평가

• 산업기술 평가원:과제 선정평가, 결과평가



역학관계

승진승급 규정 개선 

교무처 

대학평가 

중앙일보/대교협 평가 기준 개선 

연구재단 기준 사용 

연구재단 평가팀 데이타베이스 

연구재단 학술대회 목록은 외부학회에서 

정보과학회



사회분위기

• Sci일변도의 평가기준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공과대학 혁신 위원회의 중점 개혁 항목

• 미래부 SW TF의 중점 개혁 항목

• 미래부 SW 정책 연구소의 개혁 항목

• CS분야 평가에서 sci 기반 평가가 적절한 평가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팀 실무진의 의견



정보과학회 강원도 워크샵

• KIISE 컴퓨터 분야의 평가기준 개선노력이

– 정총의 endorse가 필요한지?

– 타분야(예: 기계) 평가지표 개산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지?

– 특허와 기술이전(예: 실무형 과제)은 어떻게 할것인지?

• 논의 확산은 핵심 논지가 희석되고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많음

Sci 기반 평가 체계의 개선은 14년 이상된 이슈

• TF구성과 함께 추진함이 필요



TF 구성

• 평가지표 개선 특위(평기지표 개선 TF) 구성 (2014.9월)

– 팀장: 서정연 교수(서강대)

– 간사: 원유집 교수(한양대)

– 팀원:

• 구성



Premium conference 목록 만들기

• 50 premium 학술대회 목록
– SIGMOD/VLDB/ICDE
– SOSP/FAST/ATC/NSDI/NDSS
– SIGCOM/INFOCOM/MOBICOM
– ISCA/HPCA/MICRO
– WWW

• 분야별 초안 제출 요청
– 5개 소사이어티 + 1개 연구회



추진계획 및 일정

• 2014.9 정보과학회 성과지표 개선 TF구성 (OK)

• 2014. 10 JCR 대응 우수 학술대회리스트 초안 작성

• 2014. 10 말 공청회

• 관련 기관과 공유(연구재단/평가원/미래부/산업통상부/교육부)

• 파일럿 평가(2014.12)



연혁
• 2014. 8: 교육부 BK21+ 평가지표 개선에서 학술대회 논문 비중 전달

• 2014. 7: 교육부 BK21+ 평가지표 개선 관련 공청회 참석

• 2014. 4: 평가지표 개선 포럼 (정보과학회 SW정책연구회 주최)

• 2014. 3: 중앙일보 대학평가 팀장 회의 ( 정보과학회 )

• 2013.12: 학술대회 목록 초안 연구재단 전달

• 2013.8: 평가지표 개선 연구(연구재단, 400만원)



그밖에

• 정부: BK21+, 공학교육 혁신위원회

– 평가지표 개편 보류중: 정보과학회 학술대회 목록

• 대학들

– 승진승급 규정 개편 보류중: 정보과학회의 학술대회 목록

•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양대  자체 학술대회 목록

보유



SCI급 학술대회 목록 샘플
• 서울대
• 카이스트
• 한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