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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평가지표 개선 필요성 인식

 1980년대: 과학재단에서 처음으로 SCI위주 평가 도입

 1990년대: SRC, ERC 평가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

 2000년대: BK21 사업실시, 대학 인사기준 강화요소로 실시

 IEEE/ACM/USENIX,  acceptance ratio 30%이내

 중앙일보 등의 대학 평가 기관에서 SCI위주의 평가 확산

 SCI 저널 위주 평가 지표의 불합리함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고문 및 기관 건의 등이 이루어짐

 학회 차원의 대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2013년 3월

 SW정책연구회 SW 연구 평가지표 개선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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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2013년 6월
 한국연구재단 전자정보분야 SW 성과지표 간담회

 2014년 3월
 미래부/교육부/SW정책연구회 성과지표 개선 간담회

 2014년 3월
 한국정보과학회-중앙일보 대학평가팀장 간담회

 2014년 7월
 교육부 BK21+ 평가지표 개선 공청회 참석 및

학술대회 논문 비중에 대한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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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선행 연구

 2013년 8월 – 10월

 SW분야 평가지표 개선 연구 수행 – 한국연구재단

 SW분야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학술대회 목록 구축

 연구재단에 전달

 2013년

 SW 과제 결과 평가 기준 개선 TF 운영 - 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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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야 학술 평가지표 개선 TF 활동
 TF 구성 결의 (2014년 8월)

 정보과학회장단 회의를 통해 TF 구성 결의

 TF 팀장 서정연 교수 임명

 TF 1차 회의 (2014년 10월 7일)

 TF 간사/실무위원 구성 및 활동 방향 설정

 TF 전문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 요청

 TF 2차 회의 (2014년 10월 14일)

 2단계 학술대회 리스트 작성 방향 설정

 학술대회 리스트 작성을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

 TF 3차 회의 (2014년 10월 21일)

 최우수/우수 학술대회 목록 초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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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야 학술 평가지표 개선 TF 활동
 TF 4차 회의 (2014년 10월 28일)

 소사이어티 및 연구회 중심 학술대회 목록 초안 의견 수렴

 학술대회 목록 개정

 TF 5차 회의 (2014년 11월 4일)

 소사이어티 및 연구회 중심 학술대회 목록 초안 의견 수렴

 학술대회 목록 결정

 SW분야 학술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공청회

 학술대회 목록 공표

 연구자/평가기관/관련기관 의견 청취 및 향후 진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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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야 학술 평가지표 개선 TF 구성
전문분야 / 성명 소속

팀장 서정연 서강대학교

간사
원유집 한양대학교

이창건 서울대학교

실무위원

김장우 POSTECH

임종우 한양대학교
서의성 성균관대학교
진현욱 건국대학교
신인식 KAIST

전문위원

컴퓨터 네트워크 권태경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공학 고인영 KAIST

언어공학 이근배 POSTECH

프로그래밍 언어 허충길 서울대학교

정보보호 김휘강 고려대학교

이론 및 알고리즘 김성렬 건국대학교

컴퓨터구조 김장우 POSTECH

운영체제 및 시스템SW 반효경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이성환 고려대학교

그래픽스 및 HCI 김형석 건국대학교
데이터베이스 심규석 서울대학교
데이터마이닝 이재길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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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야 성과지표는

인력양성, 선도연구, 기술 상용화를 구동하는
핵심 동력!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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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cience Computer Science

SCI 논문 30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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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야 국제 평가 순위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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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야 국제 평가 순위 (분자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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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야 국제 평가 순위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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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야 국제 평가 순위 (신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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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야 국제 평가 순위 (컴퓨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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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News and World Report 2009 
Computer Science Grad School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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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CS분야에서 저널에 논문을 많이 내는가? No!

구분 저널수 학회수 저널수 비율

전체 263 908 22.4%

최근 5년간 컴퓨터 공학분야 Major 대학 논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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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2
CS 분야에서 저널이 중요한가? No

CS 분야 IF 순위 상위 50위

SCI J.

Confer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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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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7

목차

 개요

 SCI 기반 평가의 문제점

 SCI 기반 평가제도의 부작용

 SW분야 학술 평가지표 제안

 결론



2014-11-07

SCI!!!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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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학교육 부실화

 소프트웨어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편”수 위주의 승진 승급 부담으

로 최신 기술을 반영한 교과목 개발과 교육내용 갱신이 불가능

 대학 교육의 부실화는 기업의 자체커리큘럼 개발로 이어짐

 삼성 SW멤버쉽

 LG SW멤버쉬

 NHN NEXT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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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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됨

 연구결과의 상용화라는 선순환 구조 창출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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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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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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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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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의 개발

 SCI 저널 위주의 현행 성과 지표의 개선은 SW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

에 반드시 필요

 기술발전과 정렬된 성과지표의 개발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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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 Holders
 중앙일보: 대학평가

 대교협(공학인증원): 대학평가

 조선일보: QS 평가

 연구재단: 과제 선정평가, 결과 평가

 산업기술 평가원:과제 선정평가, 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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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관계

승진승급 규정 개선 

교무처 

대학평가 

중앙일보/대교협 평가 기준 개선 

연구재단 기준 사용 

연구재단 평가팀 데이타베이스 

연구재단 학술대회 목록은 외부학회에서 

한국정보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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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학술대회 선정 지표의 문제

 일부 국가 과제에서 사용되는 기존 학술대회 실적 인
정 기준이 존재

 게재수락율

 발표 편수

 발표 국가수

 주관 기관 등

 일부 우수 학술대회는 정량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
에 따라 실적 인정 불가능

 학술대회별 영향력에 따른 가중치 부여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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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학술대회 실적 인정 기준

 해당 분야 연구자들은 우수 학술대회에 대해 잘 인지
하고 있음

 해당 분야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우수 학술대회
목록을 주관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최선

 국외 기관들 역시 다양한 기준을 통해 우수 학술대회
목록을 유지하고 있음
 China Computer Federation (중국)

 Computing Research and Education Association (호주)

 Computing Research Association (미국)

 국내외 연구자들이 공히 인정할만한 우수 학술대회
목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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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학술대회 목록 체계

 최우수 학술대회 목록

 CSE의 각 분야를 대표할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 선정 목표

 MS Academics, Google Scholar 등의 기계적 분석과 국
내외 우수 학술대회 리스트를 기준

 TF의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 연구자 의견 반영

 분야별 연구자수/학술대회 발표 논문수/개최주기 등 고려

 64개 학술대회 선정

 평가시 우수 연구 성과로 가중치 부여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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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학술대회 목록 체계

 우수 학술대회 목록

 SCI급 저널 기준 상위 50% 이상의 수준을 보장

 최우수 학술대회 목록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선정

 기존 실적 인정 학술대회 기준과 병용 사용을 목표

 총 215개 학술대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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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학술대회 목록 활용 방안

 국가 과제의 선정 및 평가 기준으로 활용

 대학 평가 및 교수 승진/업적 평가에 적용

 기대효과

 국제 기준 적용에 따른 SW 연구자들의 연구경쟁력 강화

 우수 연구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해외 우수 인력 유치 가능

 우수 연구 결과물의 산출로 산업화/기술이전 가능성 향상

 학술대회 목록의 향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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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SW분야 평가의 학술대회 반영을 위한 기준이 필요

 SCI급 저널을 대체 및 보완하기 위한 학술대회 리스
트 제시

 분야별 대표 최우수 학술대회 목록 (60여개)

 우수 학술대회 목록 (210여개)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정부 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향후 학술대회 목록의 지속적인 유지 및 보완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함



포스텍에서 평가에 반영하는 학회지

강 교 철



승진평가에 사용되는 학회지

분야 학회명 학회명 (full)

Artificial IntelligenceAAAI American Association for AI National Conference

Speech and Langua
ge

ACL Annual Meeting of the ACL

Artificial IntelligenceAISTAT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OS ASPLOS Architectural Support for Programming Languages and Operating Systems

PL CAV Computer Aided Verification

Security CCS ACM Conference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Security

HCI CHI
ACM International Conferen
ce on Computer Human Int
eraction

Database and data
mining

CIK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Security Crypto International Cryptology Conference

Vision and Image Processing CVPR IEEE Inernationa Conference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Database and datamining EDB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xtending Database Technology

Speech and Language EMNLP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E ESEC/FSE Foundations of Software Engineering x

Security Eurocrypt European Cryptology Conference

OS FAST USENIX Conference on File and Storage Technologies x



SE FM
World Congress on Formal Met
hods

x

Algorithm FOCS IEEE Symposium on Foundations of Computer Science

Architecture HPCA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

Haptics HS
Haptics Symposium (Symposium on Haptic Interfaces for Virtual Environments and Teleoper
ator Systems)

Vision and Image Pr
ocessing

ICCV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Networking/Security ICDCS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tributed Computing Systems

Database and data
mining

ICD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Engineering



Database and data
mining

ICDM
IEEE International Conferenc
e on Data Mining

x

Database and data
mining

ICD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base Theory

PL ICF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nctional Programming

Artificial Intelligence ICM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Networking ICNP
IEEE International Conferenc
e on Network Protocols

OS IC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percomputing

x

SE ICS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VR IEEE VR
IEEE Virtual Reality Conferen
ce

Artificial Intelligence IJCAI
International Joint Conferen
ce on Artificial Intelligenc

Networking/Security Infocom
IEEE International Conferenc
e on Computer Communica
tion



Architecture ISCA
ACM/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Architecture

SE ISSTA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ftware Testing and Analysis 

Artificial Intelligence KDD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Theory LICS Logic in Computer Science

Architecture MICRO ACM/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architecture

Networking/Security MobiCom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Computing and Networking

Networking MobiHoc 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Mobile Ad Hoc Networking and Computing 

Networking/Security MobiSy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Systems, Applications and Services



Security NDSS ISOC Network and Distributed System Security Symposium

Artificial Intelligenc
e

NIPS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etworking/Securit
y

NSDI Symposium on Networked Systems Design and Implementation x

PL OOPSLA Conference on Object-Oriented Programming Systems, Languages, and Applications

OS OSDI
Operating Systems Design and Implementati
on

PL PLDI SIGPLAN Conference on Programming Language Design and Implementation  

Security PODC ACM Symposium on Principles of Distributed Computing x

Database and data
mining

PODS Symposium on Principles of Database Systems x

PL POPL Symposium on Principles of Programming Languages  

Robotics RSS Robotics: Science and Systems Conference

OS RTSS IEEE Real-Time Systems Symposium

Security S&P IEEE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Database and dat
amining

SDM SIAM Conference on Data Mining

Networking SenSys ACM Conference on Networked Sensor Systems 

Networking/Securi
ty

SIGCOMM ACM SIGCOMM

Graphics SIGGRAPH ACM SIGGRAPH

Application and M
edia

SIGIR ACM SIGIR Conference on Information Retrieval

OS
SIGMETRI
CS

Measurement and Modeling of Computer Systems  

Database and dat
amining

SIGMOD
SIG on Management of D
ata

Algorithm SoCG
Annual Symposium on Co
mputational Geometry

x

Algorithm SODA
SIAM-ACM Symposium o
n Discrete Algorithms

x

OS SOSP Symposium on Operating Systems Principles 
Algorithm STOC ACM Symposium on Theory of Computing
Artificial Intelligen
ce

UAI
Conference on Uncertaint
y in AI

HCI UIST
ACM Symposium on User 
Interface Software and Te
chnology



OS USENIX USENIX - Technical Conference

Security Usenix Security Usenix Security Symposium x

Graphics VIS IEEE Visualization

Database and datamining VLDB Very Large Data Bases Conference

VR VRST
ACM Symposium on Virtual Reality Software and Technolog
y

Haptics WHC World Haptics Conference

Application and Media WWW World-Wide Web Conference



외국 10대 대학 유명 교수 실적

(1) XXX 교수 (Computer Architecture 분야): “세계 우수 실적”

- C 대학에 부임하기 전까지 M 에서 학위기간 논문 실적 (주저자 기준) 

2004년: MICRO 학회 논문 1개 (아키텍처 분야 top tier) 
2008년: HOTI 학회 논문 1개 (아키텍처 분야 2nd tier) 
2009년: IEEE Micro 매거진 논문 1개 (2008년 논문이 매거진에 소개됨) 

- 2010년 C  대학 부임 후 (학생/교수가 1저자인 논문 실적)

2012년: JETCAS 논문 1개 (아키텍쳐 분야 2nd tier) 
2013년: ISCA 학회 논문 1개 (아키텍처 분야 top tier) 
2012년 논문 extension 
2014년: MICRO 학회 4개 (아키텍처 분야 top tier) 

* Intel Faculty Award와 NSF Career Award 수상
* Tenure를 무난히 받을 것으로 예상



해외 사례
• (2) YYY 교수 (M 대) : "세계최고 실적" 

- M 대학에 부임하기 전까지 C 대학에서 학위기간 논문 실적 (주저자 기준) 

ISCA 2편 (아키텍처 분야 top tier) 
ISPASS, IPDPS, IISWC (아키텍쳐 분야 2nd tier) 
IEEE Micro (매거진 1편) 

- 2007년 M 대학 부임 후 (학생/교수가 1저자인 논문 실적)

Top-tier 학회 2-3개, 2nd-tier 학회 3-4개 정도의 실적으로 M 대학 부임
(당시 Princeton, UT Austin, U. Washington 대학 등에서 offer를 받음)

M 대학에 부임해서는 ISCA, MICRO, ASPLOS, HPCA (아키텍처 분야 top-
tier 4대 학회)에 1년에 2-3편씩 쓰고 있음



Dep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University of Washington
Box 352350
Seattle, WA 98195-2350
12 November 2010

Re: conferences and journals in computer science

I am writing in regard to the merits of conference publication in the field of computer science. In brief: in
computer science, papers in peer-reviewed conferences are accepted as high-quality scholarly articles.
In fact, conference papers are more prestigious than journal publications: as a rule, conferences have higher
standards and lower acceptance rates. This is the opposite of most other scientific fields. Therefore, when
evaluating a computer scientist, it would be incorrect to disregard conference publications, even though that
would be correct for other scientific fields such as biology and chemistry. A computer scientist’s conference
publications are the equivalent of journal publications in other fields.

This fact is widely known by computer scientists. It is clearly laid out in CRA’s Best Practices Memo,
“Evaluating Computer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Promotion and Tenure”. The same point is made in the
article “Research Evaluation for Computer Science” in Communications of the ACM (April 2009). ACM
and CRA are the premier scientific organizations for computer science.
Sincerely,

……………………………………………………….

Michael D. Ernst
Associate Professor

………………………………………………………….



SCI 제도

문제점과 해결방향

고 건

이화여자대학



SCI의 영향

 사회 요구와 다른 연구

 질  양

 교육의 황폐화

 Obama 대학평가 = Sum(졸업생의 수입)



Computer “Science”

 Physical Science

 전 세계 어디서도 실험 재현

 물리, 화학 동일 여건  Journal Paper

 Computer Science

 “로봇”? – 개발한 시스템 없이는 실험 재현 불가능

 약속된 곳에 모여 demo  Conference

 Demo  안하면 논문 채택 철회 – “검증 불가”

 Complexity - # of components, layers, 



conference가 journal 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학회 현장에서만 가능한 실험/검증

- shorter time to publish (실험은 최신 platform에서 해야) 

-변화가 빠른 분야 – 면대면 만남이 중요

-more  complete  level  of  review

4-5 evaluations per paper 

compared to 2-3 for an archival journal 

[Academic Careers, 94]. 

SCI 제도



“CSE Experiment 분야에서는 Journal 보다

Conference papers

System Artifacts

Patent 가

더 중요합니다”

“Evaluating Computer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Promotion and Tenure”

http://www.cra.org/reports/tenure_review.html

David Patterson, Jeff Ullman, Larry Snyder

SCI 제도



More generally, universities should recognize that 
an experimentalist being considered for tenure or promotion
may have

fewer publications 
and predominately conference publications, 
nonstandard forms of dissemination 

(e.g., distribution of software artifacts), 
and few graduate students completed

and yet still be a spectacular researcher.

논문수

Conf.

논문보다

지도 학생

“Academic Careers for Experimental Computer Scientists and Engineers”
http://books.nap.edu/html/acesc/

SCI 제도



국내에서 더 어려운 실험분야

 인접 기술이 국내에 없다(Eco System?)

 논문 수 절대 불리

 세계 최초/최고 되기 어렵다(Eco System?)

 2류 취급 - 학계에서도

 학위, 연구비, 임용, 승진 – 불리



대안
 연구 평가

 학회 sig마다 자율적으로 (UCB Randy Katz)

 산업체 참여 – PITAC(미국) 독일 대학

 양 대신 질 - “D”와 함께 하는 “R”

 교육

 실험실습 교육 강화

 CS50 - 하바드생 12% 

 Script, C, PHP, JavaScript SQL, CSS, HTML

 교육에도 평가와 보상이 따라야 한다



소프트웨어 분야 학술 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한 의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진형

2014.10.3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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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논문을 쓰는가? 

• 새로운 발견을 널리 알린다

• 학술평가는 필요한가?

• Yes, No, 한시적 Yes

• 학술 평가에는 논문의 量과 質이 반영되어야

• 피평가자의 학술 실적은 모든 논문 質의 합이다

P 

• 논문의 질은 어떻게 평가하나?

학술평가에서 논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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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숫자만 보자”

• “논문의 품질을 평가하지 않아서 junk 논문 양산된다”

• “논문의 품질을 평가하자”

• “양질의 논문만 세자＂

• 논문은 {1 if 양질, 0 if 저질}

• 양질의 논문이란 ?

• “논문지 논문은 양질이다”

• “SCI 등재지의 논문만 양질이다”

• “아니다. 컴퓨터 분야는 컨퍼런스 논문도 양질이다”

• “컨퍼런스 논문도 저질이 많다”

• “양질의 컨퍼런스 논문 목록을 만들자” – 누가?

논문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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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우니

• 게제논문지의 평균 인용지수 (Impact Factor)를 이용하자”

•

• “평균 인용지수는 일부 논문에서만 구할 수 있다” 

• “컨퍼런스 논문의 평균인용지수는 구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컨퍼런스는 논문 채택율로 하자”

• “평균 인용지수는 분야별 편차가 크다”

발간논문지의평균피인용횟수



5

• 좋은 논문은 피인용 횟수가 많다

• 구글 Scholar 등의 보면 논문별 피인용
횟수를 얻을 수 있다

• 논문지, 컨퍼런스, 단행본 구분없이

• 피인용지수를 근간으로한 여러 Index

• Number of papers More than X 
citation

• H-index

• “피인용에는 시간이 걸린다. 최근의 실적
은 구할 수 없다”

논문의 질 피인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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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평가자는

•단순한 지표,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지표, 즉 총 피인용 횟수를 사용하자

• 그러면 연구자들은 피인용을 많이 받을 (즉 영향력있는)
논문을 쓰려고 노력할 것이다

결론 : 어떤 평가 지표를 사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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