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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그림 1. 논문 30편: 재료공학 vs. 컴퓨터 공학  

 
돌아온 실리콘밸리의 봄, 대한민국은 여전히 겨울 

세계 IT 기술의 총본산인 실리콘밸리 지역은 현재 닷컴 열기가 한창이던 2000년 

초반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 페이스북, 트위터등 사회구조를 변혁시키는 소프트

웨어 기술의 등장에 따라 미국 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전공의 인기는 매년 

치솟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 창조를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수시로 탄생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조선등의 기존 제조업에서도 이미 소프트웨어가 창조하는 무한한 가

치때문에 핵심역량이 소프트웨어 기술력 보유여보로 이동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

발직은 가장 전망 좋은 직업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이다. 

2013년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세계적 호황에도 불구하고, 자칭 IT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재 모습은 침체와 위축으로 요약된다. 소프트웨어 

전공학과는 미달이며,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구인난을, 소프트웨어 관련기업들은 구

직난 겪고있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행하고 있다. IMF 이후 현재까지 십수년간 매년 

수조원에 가까운 연구 개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 대한민국 소프트

웨어 산업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 연구 개발과 소프트웨어 산업 

정부의 예산 투자는 원천적으로 성과 중심적인 성격이 있다. 특히, 획일화된 경쟁 

구조가 전 사회적으로 정착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정량화된 성과 측정 결과가 

예산 투자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모든 정부 

예산 투자 및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던 없던 간에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에 작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소프트웨어는 기존 산업이나 분야와 크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소프트웨어적인 가치가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결과물이 가져올 실제적인 가치를 목표로 하고 이

를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이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할 때에만 진정한 소프

트웨어적인 가치가 발생다.  

현재 소프트웨어분야 정부 사업의 평가 방식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틀을 깨는 파괴형(disruptive) 아이디어, 열정과 기술에 대

한 자신감, 그리고 자부심을 갖춘 인력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

소인 반면, 현재 정부사업의 각종 평가방식은 공학적으로 설계된 치밀한 로드맵과 

정량화에 근본을 두고 있다. 현재의 평가체계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조성, 파괴성, 

임의성(randomness)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구조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본질을 반영치 못한 맹목적 정량화 기반의 평가 체계는 연

구 개발을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유도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의 정

부발주 사업에 있어서는 왜곡된 정량적 성과 경쟁 체제를 고착시켰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성과지표의 개발이 창조 경제하에서 국가경쟁력제고

에 핵심사안이라 하겠다.  

 

현 소프트웨어분야 성과지표의 문제 

현 평가 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인 성과지표, 즉, “SCI 논문 편수 기준의 성과지표”이다. 미래부, 산업부등에서 학

계에 발주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과지표, 대학교육협의회,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대학의 연구역량 평가 기준으로 SCI 논문편수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표이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지표가 소

프트웨어분야의 연구 개발결과의 평가기준으로 십수년간 적용되어왔다. 이 성과지



 

 

표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양성, 기술개발, 산학협력등의 총체적 구조가 왜

곡되고, 선순환 구조 정착에 실패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기

술에 대한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는 구인난, 

구직난, 대학 학과의 정원미달등 기형적인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의 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인력양성, 기술력 확보, 시장확대, 생태계 창출로 규정된 소프트

웨어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소프트웨어분야에서 대학의 연구개발에 대

한 성과지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 성과지표의 불합리성과 이로인한 부작

용을 기술한다. 그간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왔던 소프트웨어분야 성과지표를 분석하

고,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적용될 성과지표를 제안한다. 성과지표는 모든 행위를 규

정하는 기준이 되는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 SCI 저널 기반 성과지표의 문제점 
 

소프트웨어 분야 최상위 연구자 평가 기준과 괴리 

� 소프트웨어 분야는 다른 학문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

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학문의 성립 단계에서 항공 여행의 발전과 장거리 통

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널이 아닌 학회 중심의 연구 성과 교류 역사가 정착

되었음. 

� 학회 발표 논문을 포함하여 인용지수를 일괄 계산하는 CiteSeer, Google 

Scholar 및 Microsoft Academic Search 모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이 큰 논문들의 게재처를 분석한 결과 학회가 저널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음 (Estimated impact of publication venues in Computer Science).  

� 2013년 현재 기준으로 Google Scholar에서 Computing Systems 분야 임팩트 

상위 20개 학술논문 발표지 중 14개가 학회 논문집임. CiteSeerX의 경우 임팩

트 상위 50개 중 1개만 저널임. 



 

 

� 소프트웨어 학문 정립의 초기에는 평가지표로서 학회와 저널의 영향력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90년대를 거치며 미국의 연구중심 대학부터 학회 논문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정착하였으며, CRA (the Computing Research 

Assocation)에 컴퓨터 연구 분야의 당대 최고 연구자들이었던 UC 버클리의 패

터슨, 워싱턴 대학교의 스나이더, 그리고 스탠포드의 울만 교수가 대학교원의 

평가에서 학회 논문을 사용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논란이 종식됨 (David 

PattersonLawrence, 1999).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ACM(Association of the 

Computing Machineries)에서 발간하는 공식 매거진인 Communications of the 

ACM의 대표 에디터는 2009년 매거진 기고를 통해 컴퓨터 관련 연구 분야에

서 학회가 저널에 비해 업적 평가의 잣대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였

음 (VardiMoshe, 2009). 

� 워싱턴 대학교의 Michael Ernst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컴퓨터과학 분야

에서 학회는 저널에 비해 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음 (ErnstMichael, 

2006). 미국의 대다수 연구중심 대학 교수들은 블로그나 저널 기고문을 통해 

유사한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 SCI 저널 실적만을 기준으로 한 2009년 중앙일보의 분야별 글로벌 대학평가 

순위에 따르면, 화학은 미국의 CalTech, 분자생물학은 미국의 MIT, 수학은 미

국의 스탠퍼드가 1위였으며, 이는 2009년 미국의 대학평가 중 가장 널리 인정

받는 US News and World Report 기준과 유사하였으나, 컴퓨터과학 분야 1위

를 차지한 애리조나 대학교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US News and World 

Report 기준으로 55위에 머무르는 등 큰 차이가 있었음. 

� 연구자의 평가 기준은 연구비 획득, 승진 및 정년 보장, 인센티브 결정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줌으로 연구자는 연구성과 발표방법을 결정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음. 결국 SCI 저널 중심의 평가는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적 기준과 맞지 

않게 저널 위주의 연구실적 발표에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 

�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결과도 저널에 게재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해당 연구 

결과의 파급 효과가 낮아지게 되고,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의견교환 기회

를 상실하게 되는 영향을 초래. 장기적으로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 최우수 연구

자 그룹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



 

 

용. 

 

소프트웨어 분야 저널 논문의 낮은 임팩트 팩터 및 인용지수 

� 임팩트 팩터는 SCI 등재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 다른 SCI 등재 저널에서 인용

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결정됨. 따라서, 어떤 분야의 SCI 등재 저널수가 적다면 

상대적으로 임팩트 팩터값이 낮게 책정되는 특성이 있음. 

� 2011년 JCR 리포트 기준 가장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갖는 저널은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로 101.78의 임팩트 팩터를 획득하였으며, Lancet, Nature, 

Cell, Science 등 자연과학 분야의 유명 저널들은 모두 30.0 이상의 임팩트 팩

터를 갖고 있음. 

�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컴퓨터 공학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SCI 등재 저

널수가 적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가 낮은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JCR 2011년 

리포트를 기준으로 임팩트 팩터가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 공학 (Computer 

Science: Software Engineering) 분야의 저널은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로 3.49에 불과함. 

�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의 임팩트 팩터 상위 10번째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1.92

인 International Journal of Web and Grid Services로, 임팩트 팩터가 13.67인 

세포생물학 분야의 10번째 저널인 Cell Metabolism에 비하면 7배 이상 차이가 

나며, 가장 가까운 인접학문인 전자공학의 경우에도 3.79로 두 배 가까운 임팩

트 팩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SCI 등재 저널간의 인용 횟수만을 고려하는 임팩트 팩터 

산출 방식에 따른 현상일 뿐이며, 컨퍼런스와 비등재 저널을 모두 포함하여 임

팩트 팩터와 유사한 형태로 기계적으로 인용지수를 산출한 Google Scholar 등

의 검색 엔진에 따른 임팩트 팩터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JCR 임팩트 팩터

에 비해 매우 높은 값을 보임. 

� 2013년 11월 기준 Google Scholar에 따르면, 101.78의 임팩트 팩터를 갖는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는 h5-index 값이 55인데 반해, Cell은 218, ACM 

Transactions on Computer Graphics는 72임. 이는 각각 25배, 10배 가까운 차

이를 보이는 JCR 임팩트 팩터 차이에 비해 월등히 적은 차이이거나 오히려 순



 

 

위가 역전되는 현상으로 SCI에 등재되지 않은 학회 논문이 월등히 많은 소프트

웨어 분야의 특성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적 평가를 한다는 미명하에 소프트웨어 분야와 다른 분야 저널 실적

의 임팩트 팩터의 합이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은 실제 학문적 성과 및 파급력에 

대한 정당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없으며,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소프트웨어 

분야에 불리한 결과를 산출하게 됨. 

 

논문 한 편의 연구량 

� 소프트웨어 분야의 저널 논문은 전통적으로 학회 발표 논문을 확장하거나 이미 

종료된 연구과제에 대한 기록의 의미(archival)를 포함. 따라서, 전체 연구과정

에 대한 설명과 연구 결과 분석을 포함하게 되므로 10 포인트 폰트의 2-컬럼 

기준으로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임.  

� 자연과학 또는 재료공학 등의 경우 2페이지에서 4페이지 분량의 논문이 저널 

논문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연구 과정에서 실험 방법의 변화나 검증 실험 결과 

등을 소개하는 것 역시 하나의 저널 논문으로 인정. 그림1은 재료공학분야의 

논문 30편과 컴퓨터 공학분야의 논문 30편을  

� 공신력을 인정 받는 소프트웨어 분야 학회는 대부분 저널에 준하는 분량의 논

문을 요구하며, 논문 한 편에서 연구 동기에서 결과 분석까지 전과정에 대한 

서술을 기대함. 따라서, 하나의 연구 주제에서 얻을 수 있는 논문의 수가 크게 

제약됨. 

� 따라서, 같은 논문 한 편을 쓰는데 필요한 시간 및 연구력에 큰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소프트웨어 분야 교수들의 경우 재료공학 등에 비해 1년 평균 발표 논

문의 수가 현격히 부족함. 

� 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에서 발표된 SCI 등재 논문의 분야별 수는 물리학이 24,884편, 화학이 24,452

편, 재료공학이 14,118편이지만 컴퓨터공학은 6,971편으로 현격히 적음을 알 

수 있음 (홍성제, 최귀숙, 박근숙, 2006). 특히, 일반적으로 각 대학별로 컴퓨터

공학 전공 교수가 더 많거나, 전국적으로 컴퓨터공학과의 수가 재료공학이나 

자연과학보다 더 많음을 고려한다면 교수 1인당 발표 논문의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임. 

 

학문 분야의 짧은 역사로 인한 SCI 등재지 및 등재논문수 부족 

� 재료공학은 융합분야만 231개, 순수수학은 289개, 응용수학은 245개, 전자공학

은 245개의 저널이 등재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공학은 104개에 불과할 정도

로 등재 저널 수 측면에서도 열세인 상황임. 

� 등재지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널 하나가 게재하는 논문의 수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부족함. 2011년 기준, Nature는 841편, Science는 871편을 비

롯하여 대부분의 주요 저널들이 수백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반해, ACM에서 

발행하는 저널들은 ACM Computing Survey 31편,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190편, Journal of the ACM 22편, ACM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and Methodology 18편 등 수십편에서 많아도 200편을 넘지 않음. 

이는 논문 한 편의 분량 차이에서 기인함. 

� 지속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학문의 특성상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 받는 저널

도 SCI 등재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012년 기준 H-인덱스가 

12로 우수한 저널인 IEEE Computer Architecture Letters가 SCI-Expanded에 

편입된 것이 2012년도이며, H-인덱스 16으로 높은 영향력을 지닌 ACM 

Transactions on Storage는 2013년도에야 비로써 SCI-Expanded에 편입되었음. 

� 이러한 이유로 역사가 오래된 소수의 저널을 제외하고, 많은 저널들이 SCI-

Expanded로 등재되어 있으며, SCI-Expanded와 SCI를 구별하는 경우 소프트웨

어 분야의 연구자들은 타 분야의 연구자들에 비해 다시 한 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됨. 

� 이들 저널들은 해당 분야의 최우수 저널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왔지

만, SCI 등재 저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기를 꺼

려하는 현상이 있음. 

� 특히, cloud computing, cybernetics, human-computer interaction, big data와 같

이 새롭게 형성되는 영역에서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이들 

분야에 특화된 저널들은 짧은 역사를 갖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도전적인 연

구분야에 속한 유능한 신진연구인력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현상이 발생. 



 

 

 

편법을 통한 정량 지표 달성 용이 

� SCI 저널 논문 중심의 평가는 일부 연구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이용

하여 쉽게 정량적 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악용할 수 있도록 함. 

� 과거 Springer사의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저널(이하 LNCS)이 SCI 

등재 상태였을 때, 국내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일부 학회의 경우 학회 

발표 논문을 LNCS에 실어준다는 조건으로 많은 논문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쉽게 SCI 등재 논문 실적을 올릴 수 있었음. 

� 최근까지도 전자공학, 수학 등 인접 학문에서 여러 사정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SCI 등재 저널을 이용하여 학회 발표 논문을 SCI 등재 저널에 게재하

는 조건으로 논문을 모집하는 상업적 성격의 수준 미달 학회들이 빈번하였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쉽게 SCI 등재 논문 실적을 올릴 수 있었

음. 

� 최근 정성적 평가지표 도입으로 인해 게재 저널의 임팩트 팩터를 평가에 고려

함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생명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저널 중 낮은 수

준의 저널을 통해 크게 관련 없는 연구 성과를 게재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는 

분야간 임팩트 팩터의 차이가 큰 것을 이용한 것으로, 순수한 목적의 융합연구

를 통한 타학문 분야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과 구별됨. 

 

3. SCI 저널 기반 성과지표의 부작용 

 

소프트웨어 갈라파고스 현상의 발생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현행 SCI 기반 평가제도로 인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

는 세계 주류 학계와 동떨어져 고립되는 갈라파고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연구자 평가 방법과 동떨어진 한국만의 잘못된 평가제도에 

기인함.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부작용은 아래와 



 

 

같다. 

l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 주류 학계와의 교류 단절 

l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 부실화 

l 소프트웨어 분야의 교육 부실화 

l 인력양성, 선도연구, 기술 상용화의 선순환 체제 붕괴 

l 소프트웨어 분야 박사급 우수 인재의 해외 진출 차단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 주류 학계와의 교류 단절 

o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소프트웨어 분야 학자들은 학술대회 논문으로 교류 및 

경쟁.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분야 석학들은 자신의 주요 연구 결과를 학술대회 

논문을 통해 공개.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학술대회 논문을 통해서 최신 

기술을 습득. SCI 저널은 학술대회에 이미 발표된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향후

에 집대성하는 용도로 사용. 그렇기 때문에 SCI 저널에 실린 논문은 거의 읽히

지 않고 인정받지도 못함. 

o 한국 학자들은 실적을 위한 SCI 저널 논문에 투고하느라 정작 중요한 학술대회

는 뒷전. 한국 학자들은 SCI 기반 평가제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연

구 결과를 모두 SCI 저널 실적을 만드는데 소비. 정작 주류 학계가 관심을 두

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투고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음. 이렇게 생산한 SCI 저널 

논문은 정작 세계 주류 학계에서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음. 

o 한국 학자들은 주류 연구집단과의 교류와 경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 주요 학

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주류 연구집단에서 배제됨. 해외

에서 주류 연구집단에 속해있던 젊은 한국인 학자들이 한국에만 돌아오면 이러

한 문제 때문에 세계 주류 연구집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 붕괴 

o 주류에서 벗어난 한국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협업 네트워크에서 배제. 



 

 

세계적인 협업 네트워크에서 일단 벗어나면 더욱더 주류 학계로 진출하기가 더

욱 어려워짐. 주요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지 못하는 연구자와 협업을 하려

는 주류 연구자는 없음. 결국 주류 학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모두 상

실함. 

o 더욱더 실적만을 위한 국내용 연구에 몰두.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학자들은 계속 

SCI 저널만 쓸 것을 강요당함. 결국 SCI 저널 실적만을 위한 국내용 연구에 치

중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세계 주류 학계가 지향하는 바와 벗어난 국내만의 

연구가 양산됨. 

o 실적 외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정크 SCI 논문만 양산. 결국 이렇게 생산된 SCI 

논문들은 실적 외에는 아무런 용도가 없음. 주류 학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치도 없음. 결국 아무도 읽지 않고 논문 수로만 

존재하는 가치 없는 SCI 저널 논문이 양산되고 있음. 

 

소프트웨어 분야의 교육 붕괴 

o 소프트웨어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편”수 위주의 실적에 목매달게 됨. 

대학 교수들은 임용되자마자 SCI 논문 수를 채워서 재임용되는 것에 목매달 수 

밖에 없음. 결국 산업계의 최신 트랜드나 주류 학계의 흐름과는 무관한 편수만 

늘리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음. 

o 최신 기술을 반영한 교과목 개발과 교육내용 갱신이 불가능함. 소프트웨어 산

업 분야는 수 개월 단위로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지만 대학 교육의 수준은 여

전히 1980년대에 머물고 있음. 최신 기술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만들자면 먼저 

교수들이 산업계의 최신 트랜드를 접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작 교수들은 현실

과 동떨어진 연구만 수행하고 있는 현실임. 

o 대학 교육의 부실화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 지출. 현재 국내 대학의 소프

트웨어 분야 커리큘럼 수준으로는 산업계의 수요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함. 이

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결국 삼성 소프트웨어멤버쉽, LG 소프트웨어멤버쉽, 

NHN NEXT 등 기업 자체 커리큘럼 개발 및 기업 맞춤형 학교 설립으로 이어

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제품 개발이 아니라 인력 재교육에 발목이 잡

히고 이중 삼중의 불합리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초래되고 있음. 

 

소프트웨어 분야 박사급 우수 인재의 해외 진출 차단 

o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SCI 저널 논문만 가진 국내 박사 양산.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필수적으로 SCI 저널 논문이 필요함. SCI 저널 논문은 투고

에서 개제까지 2-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박사과정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

고 중도 포기자가 속출. 결국 학위를 받아도 주요 학술대회 논문 실적 없이 

SCI 저널 논문만 가지게 됨. 

o 주류 학계는 주요 학술대회 논문 실적이 없는 국내 연구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

음. 해외 주류 학계는 SCI 저널 논문에 대해 거의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주요 

학술대회 실적이 없는 국내 연구자에게 취업이나 박사 후 과정 등의 기회를 주

지 않음. 

o 박사급 우수 인재의 졸업 후 해외 주류 학계 진출을 위한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 국내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결국 국내용 연구 

결과만 가진 국내용 박사가 될 수밖에 없음. 결국 우수한 박사급 인재들이 해

외 주류 학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인력양성, 선도연구, 기술 상용화의 선순환 체제 붕괴 

o 교육 부실화로 인한 우수 인력 양성 실패. 최신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

적 교육 과정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분야 우수 인재 공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하고 있음.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이 학생들을 고용하는 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음.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 학부 졸업생들이 전공을 유지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중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음. 

o 연구 부실화로 인한 양질의 선도 연구 실패. 세계 주류 학계와는 동떨어진 국

내용 연구만 수행하고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연구의 질적 수준이 심

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이런 수준의 연구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용처를 찾을 수 없는 오직 실적만을 위한 연구가 됨. 

o 기술 상용화 실패. 국내용 연구의 결과는 결국 상용화에 실패하게 됨. 국내 산



 

 

업계는 이미 국내 학계에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기대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수

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o 선순환 체제 붕괴. 결국 인력양성, 선도연구, 기술 상용화에 이르는 선순환 체

제가 붕괴됨.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이는 비단 소프트웨어 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 사업 등 파생 산업의 경쟁

력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현행 SCI 위주 평가 체계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소프트웨어 분야 연

구자 평가 기준과는 동떨어진 한국만의 비정상적인 제도이며 이로 인해 한국 소프

트웨어 학계는 세계 주류 학계와 동떨어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

육/연구 부실은 결국 인력양성, 선도연구, 기술 상용화의 선순환 체제를 붕괴시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소프트웨어 경쟁

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소프트웨어 산

업은 미래가 없다. 

 

4. 소프트웨어분야 성과 지표 

 
소프트웨어분야의 성과지표는 학문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야하고, 공정성과 객관

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간단해야한다. 공정하고 정교한 

성과지표 도출은 장시간의 기획과 연구가 필요한 작업이다. 소프트웨어분야의 성과

지표 도출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여년이상 지속되어 왔다. 현 상황에서 시급히 요

구되는 것은 이상적인 성과지표의 도출이 아니라, 현 SCI 저널 기반의 성과지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초기 성과지표 모델을 확보

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소프트웨어분야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

었다. 과거사례는 다음과 같다. 

 

� BK21/BK21PLUS 사업(교육부) 

 

방법 1: 권위있는 학술단체(IEEE/ACM/USENIX)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중 



 

 

채택률이 30% 미만인 학술대회는 SCI급으로 인정. 

 

교육부의 BK21, BK21plus사업에서는 컴퓨터 관련학과(컴퓨터공학과, 전산학과, 

컴퓨터 과학과, 소프트웨어 학과등) 연구실적 평가에 있어, SCI저널 기반 성과

지표의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국제학술 대회 게재 논문을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 WCU 사업(교육부) 

 

방법 2: 권위있는 학술대회(예: Microsoft Research가 관리하는 세계 100대 학

술대회)는 sci급으로 인정. 

 

교육부가 기획한 World Class University(WCU)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의 중요 

성과지표로 해외 석학 초빙 항목이 있었다. 국제적인 석학들의 사업단 참여 여

부가 당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초기 사업 공고에  의하면 “석학”은 

sci저널의 편집위원장( editor-in-chief)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소프트웨어분야는 

국제학술대회의 위원장(conference chair등)이 학계의 기술발전 방향을 정의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권위있는 학회의 학술대회 위원

장의 위상이 sci급 저널의 편집위원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소프트

웨어분야 WCU 선정시 이러한 “석학” 인정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이 이슈화 되

었다.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Microsoft Research 가 관리하는 컴퓨터 과학분

야(computer science)분야의 세계 100대 학술대회목록을 기준으로 해당 학회들

의 학술대회 위원장을 SCI 저널의 편집위원장급 석학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

련하였다. 

 

위의 두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공정성 객관성 구현 가능성 요약 

방법 1 우수 우수 쉬움 우선 시행 

방법 2 우수 우수 어려움 차후 단계적 시행 

 

 



 

 

5. 요약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총 규모는 1400조원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3% 이며, 수출규모는 내수시장의 약 10% 이내이다. 철강, 조선, 반도

체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여타 산업분야과 비교하면규모와 경쟁력 면에서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큰 대한민국 경제구조하에서, 창조경제 실

현을 통한 차상위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는 인력양성, 기술경쟁력 제고, 시장확대, 생태계 창출의  

네가지 핵심요소가 존재하고,  소프트웨어분야의 궁국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간

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최고급 정예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선도기술 

개발과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선도력 확보는 대학에 부여된 국가적 사명이며 사회

적 의무이다.   

성과지표는 조직 구성원의 행위와 조직의 생산물 수준을 결정한다. 각종 기관(언론

사, 대학교육협의회, 연구재단)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과지표는 대학 구성원들의 

승진,승급 기준으로 사용된다. 현재 각종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SCI 일변도의 성

과지표는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심각히 왜곡시키고 있으며,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왜곡된 성과지표는 부실한 대학교육, 무의미한 연구

결과의 양산을 야기시키고 있다. 양질의 교육과 선도기술 개발에 공헌해야할 인력

들이 왜곡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가

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심각하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제고가 창조경제의 핵심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상

황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적합한 독립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사안

이라 하겠다. 공정하고 정한 성과지표의 계발은 장기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단시일내에 실현이 불가능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2 가지의 성과지표를 검토하였다. 

이중에서 채택률이 충분히 낮고 공신력있는 국제 학술단체 (예: 

IEEE/ACM/USENIX가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발표되는 연구결과를 최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으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이미 

BK21 사업, BK21plus사업등 미래부 주관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과지표로 

사용되고 있어, 그 합리성이 기 검증된 바 바있다. 인정받는 국제 학술 단체의 범



 

 

위나 채택률의 결정등 급변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동향을 반영하는 성과지

표 개선노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적합

한 성과지표의 설정은 창조경제 실현의 선결조건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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