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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폭발 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와 변하는 기술  발 은 과거와 재를 넘어 미래를 견하고 

응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지시  분석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략을 

수립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제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목표 달성을 한 구체  행동과 그 결과

를 요구한다는 에서 기존의 기술  분석, 측  분석과 근본 인 차이 을 보여 다. 그 지만, 아직까

지 구체 인 구  방안이 리 연구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역량 강화를 목 으로 개발

되고 있는 InSciTe Advisory 사례를 통해 고려할 사항과 어떤 개발 요소들이 필요한 지를 살펴 으로써 

해당 연구 분야의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InSciTe Advisory 시스템은 5W1H 방법론을 심으로 연구

자가 롤 모델 그룹에 도달하기 한 략을 수립할 수 있음을 보이며, 평가 모델을 통해 Elsevier SciVal

과 비교하여 126.5%라는 비교 우  평가 결과를 얻었다.

키워드: 지시  분석, 연구 역량 강화 모델, 지능형 솔루션, 인사이트 어드바이 리, 측 분석

Abstract The explosive growth of data and the rapidly changing technical social evolution new 

analysis paradigm for predicting and reacting the future the past and present ig data. Prescriptive 

analysis has a fundamental difference because can support specific behaviors and results according to 

user’s goals with defin researchers establish judgments and activities achiev the goals. However 

research methods not widely implemented and even the terminology, Prescriptive analysis, is still 

unfamiliar. This paper thus propose an infrastructure in the prescriptive analysis field with key 

considerations for enhancing capability of researchers through a case study based on InSciTe Advisory 

developed with scientific big data. InSciTe Advisory system s developed in 2013, and offers a 

prescriptive analytics report which contains various As-Is analysis results and To-Be analysis results 

5W1H methodology. InSciTe Advisory therefore shows possibility strategy aims to reach a target role 

model group. Through the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model the evaluation results 

obtained relative advantage of 118.8% compared to Elsevier SciVal.

Keywords: prescriptive analytics, research capability enhancement model, artificial solution, InSciTe 

advisory, predictive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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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트  하이  사이클(2014)

Fig. 2 Gartner Hype Cycle (2014)

1. 서 론

기업의 지속 인 발 을 보장하기 해서는 미래를 

측하고 응할 수 있는 략  측력(Strategic Fore-

sight)이 필수 이다. 기술을 이해하고, 경쟁자를 분석하

며, 고객의 트 드를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정치/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략  측력

의 핵심은 과거와 재의 분석뿐만 아니라 미래에 한 

측과 이에 한 응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즉, 과거

- 재-미래로 이어지는 흐름을 악함으로써 궁극 으

로 미래 목표에 한 최 화된 시나리오 수립이라는 최

상  략  인텔리 스를 확보할 수 있다[1]. 그림 1에

서 보이는 것처럼 분석의 발  측면에서도 략  측

력과 같은 맥락으로 발 함을 알 수 있다.1) 그 지만, 

아직까지 다수 비즈니스 인텔리 스 솔루션들이 과거

를 분석하거나 재에 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서술

 분석(Descriptive Analytics)에 을 맞추고 있어 

략  측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

다. 지시  분석(Prescriptive Analytics)은 략  분석

을 지원하기 해 2013년에 새롭게 등장한 방법으로 비

즈니스 역량 강화라는 목표와 함께 목 들, 요구 사항

들, 제약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 하에서 높은 가치의 

체 가능한 행 들과 단들을 계산 으로 결정하는 수

1) https://www-304.ibm.com/connections/blogs/ibm_

healthcare/resource/BLOGS_UPLOADED_IMAGES/

AnalyticsJourney.png

그림 1 분석 서비스 발  흐름

Fig. 1 The development flow of analytics service

학  기술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2].

최근에 발표된 Gartner Group의 유망 기술 Hype 

Cycle 2014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지시  분석에 해 

격한 발 을 통해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 성숙 단계

에 도달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2) 지시  분석이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tics), 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 등 기존의 분석들과 다른 은 분석 결과를 

시뮬 이션하고 이를 행 로 연결시킨다는 이다. 상

에 한 해석과 실과 목표 사이의 갭을 계산하는 것

2) http://www.com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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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목표에 이르기 한 방법들을 도출하고 최 화

를 통해 재 상황에 가장 합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요한 이슈이다. 지시  분석의 구  사례로써 다양

한 분야에 속한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강화에 을 

맞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한 Elsevier SciVal에 해 기술한다. 3장에

서 지시  분석 서비스를 제안하며, 개발된 지시  분석 

시스템에 한 실험  결과를 4장에서 설명한다. 5장에

서 결론  향후 연구를 보인다.

2. 련 연구

연구자의 연구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한 서비스로 

Thompson의 Researcher_ID, Google Scholar, Recorded 

Future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3]. 하지만, 

이들 역시 과거부터 재까지의 연구 추이 모니터링에 

집 하고 있어 지시  분석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 하지

만, Elsevier의 Scival은 연구자와 연구기 의 능률과 

향력을 최 화하고 연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한 

분석 랫폼을 제공한다[4]. SciVal Expert는 연구자 

로 일과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로벌 연구 커뮤니

티 형성  력 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다. 

SciVal Spotlight는 기 과 국가들에게 특성화된 연구 

분야에 해 강 과 경쟁력에 한 맵(Map)을 시각화

하여 그림 3과 같이 제공한다. 특히 유망한 기술 분야에 

한 인사이트(Insight)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조직

이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한 략을 지원한다. 

SciVal Strata는 연구자 는 연구 조직의 역량에 한 

양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력 가능한 연구자 는 기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Elsevier의 SciVal 서비

스는 로벌 연구 동향 분석, 문가  력 가능자 

악 등의 기능을 볼 때 본 논문에서 기술한 지시  분석

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시  분석 서비스는 

연구자가 보유한 문성과 연구 성향 등의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 역량 강화를 한 략 제시를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서비스들과 기술 그리고 정보 

제공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시  분석 랫폼과 서비스에 한 체

인 소개와 기존 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우월성을 제

시한다.

3. 지시  분석 시스템 설계

지시  분석의 목 은 연구자 는 연구 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한 것으로 이를 해 크게 네 가지 단계가 필요

하며, 이러한 분석 차는 지시  분석을 달성하기 한 

랫폼 구성과 상호 연결될 수 있다.

그림 3 SciVal 시각화 

Fig. 3 A visualization example of SciVal Spotlight

1. 연구 역량 악: 특정 연구자 는 연구 그룹의 재 

연구 역량을 다양한 에서 내 , 외 (환경 )으로 

분석하고 동일 분야 는 유사 분야의 연구자들과 비

교하여 상 인 연구 수 을 측정한다.

2. 롤 모델 설정: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롤 모델은 특정 연구자 는 연구 

그룹과 동종 분야이거나 한 련성을 가진 분야

에서 연구하는, 보다 높은 성과들을 보이는 연구자들

로 이루어진 가상의 그룹으로서, 주어진 연구자 는 

연구 그룹보다 다소 높은 수 부터 최상의 수 까지 

다양한 단계로 나뉠 수 있다. 어떤 수 의 롤 모델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목표와 수행 략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롤 모델 선정 방법은 [5]에서 참고

할 수 있다.

3. 략 수립: 다양하게 제시된 롤 모델들  목표 롤 

모델을 선정하면, 재 연구자 는 연구 그룹의 연

구 환경, 역량, 인  네트워크, 시간 등의 제약들과 

목표 달성을 한 요구 사항들을, 를 들어 학술 활

동, 소셜 활동과 같은, 구체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목표 도달을 한 략은 목표 롤 모델을 구성하는 

여러 상  연구자들의 어느 부분을 선택하느냐에 따

라 다양한 략이 도출될 수 있다.

4. 평가와 피드백: 략 수행에 한 평가 기 은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제약 조건

들과 요구 사항들의 계속된 변화를 고려하여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한 략이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지시  분석 랫폼에서 필요한 주요 요소

들을 시 으로 설명한다.

1. 복합 이벤트 처리: 복합 이벤트 처리는 다양한 소스 들

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이벤트)들을 결합하여 보다 복



지시  분석 기반 역량 강화 시스템  49

합 인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패턴이나 복합 이벤트

들을 추론해 내는 것이다[6]. 를 들어, 어떤 연구자가 

외부의 력 기 을 찾고, 특정 분야의 논문들을 분석

한다면 사업을 수행하기 한 비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연구자가 기존 연구 분야를 

벗어난 논문을 게재하고, 다른 연구자들과의 공  

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면 새로운 분야에 한 연구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

2. 다차원 분석: 하나의 만을 용하여 연구자 는 

연구 그룹의 역량을 분석하는 것은 단편  분석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연구자의 

학술  활동, 소셜 활동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학

술성, 상업성, 향력, 심 정보 등을 고려한 다면  

에서의 다차원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해 제안

하는 지시  분석 시스템에서는 표 1에서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 정제  가공하여 분

석용 데이터로 이용하 다[7].

3. 최 화: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한 최 의 략을 

제시하기 해서 제약 조건들과 요구 사항들이 다양하

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4 5W1H 기반 지시  분석 템 릿

Fig. 4 A template for prescriptive analytics based on 

5W1H

그림 5 분석 결과 최 화를 한 구  이슈

Fig. 5 Issues for optimizing the analysis results

표 1 활용 자원  통계

Table 1 Statistics of the resource data

Resource Type Count

Web Data (143 news sites 

and Web sites)
100,263,787 (year: 2001～2013)

Paper (Journals and 

proceedings)
9,867,157 (year: 2001～2012)

Patent 8,314,218 (year: 2001～2012)

SNS (LinkedIn)  2,504,404 (year: 2013)

최 화는 정형화된 방법론을 용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5W1H 모델을 용하여 

템 릿을 생성하 다. 그림 4는 역량 강화를 해 용된 

5W1H 각 요소에 한 설명을 보이며, 보다 향상된 사용

자 맞춤형 분석을 수행하기 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

고 있다. 그림 5는 5W1H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의 최

화를 해 연구하고 있는 이슈들을 보인다.

- How : 재 구축된 시스템은 롤 모델에 도달

하기 한 요인으로 과 학회 논문 출  횟수를 

고려하 다. 그 결과 향력이 크지만 발생 횟수가 

은 의 경우가 치가 고려되지 않았다. 연구자

가 요시 하거나 일반 으로 향력이 큰 의 

가 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What : 향후 기술 동향을 측하여 연구자에게 

새로운 연구 아이템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 With Whom : 공동 연구 횟수만이 아닌 연구

자별 선호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공동 

연구자들에 한 연구 효율성이 고려 될 수 있다.

- Where : 개별 연구자의 소속 정보  소속 변

경 이력 정보에 한 수집  리가 어렵기 때문

에 사용자들이 직  입력  리할 수 있는 인터

페이스가 필요하다.

- When : 재 서비스는 향후 몇 년 이내에 어

떤 연구를 해야 하는지 고정하고 있지만, 기술 동향 

주기에 맞춰 연구 진행 속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Why : 성과 지표의 향상 뿐 만 아니라 연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 연구자의 행동 분석  

인지 과학  방법이 용될 필요가 있다.

4. 목표-결과 간 갭 분석: 지시  분석을 통해 연구자 

는 연구 그룹과 련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평가하고 주어진 목표와의 갭을 계산하여 새로운 분석 

결과를 제시할지 계속 모니터링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목표 기반 갭 분석이라 할 수 있

다[8]. 그 지만 아직까지 연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한 지시  분석에 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복

합 이벤트 처리 방법론과 함께, 행동 분석, 인지 과학 

등의 연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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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nSciTe Advisory 와 SciVal 비교 결과

Fig. 7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InSciTe Advisory and SciVal

4. 실험  결과

2013년 11월 Google Play에 등록된 InSciTe Advisory3)

는 빅 데이터 기반 지시 (Prescriptive)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그림 6은 InSciTe Advisory 인터페이스의 로서, 

연구자 역량 분석 후 롤 모델을 선정하고 5W1H에 기

반 롤 모델 도달에 필요한 략을 제시해 다[10,11].

연구자가 선택하는 롤 모델 그룹에 따라 다른 분석 

결과가 제공되어 롤 모델별 다양한 략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목표 롤 모델 그룹에 속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학술  보상 정보 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에서 해당 서비스의 유용성 평가를 한 

평가 모델[12]과 시스템의 품질  신뢰성 평가를 한 

모델이 제안되었다[13]. 표 2는 평가 요소들을 나타내며, 

그림 7은 이를 기반으로 문가 7인으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그 결과 Elsevier 보다 제안 시스템이 

126.5%라는 비교 우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InSciTe Advisory 인터페이스 [9]

Fig. 6 An example of user interfaces of the InSciTe 

Advisory

3) http://inscite.kisti.re.k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d2.kistibd&hl=en

5. 결 론

InSciTe Advisory는 지시  분석 방법론을 연구 역

량 강화에 용한 국내에서 최 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본 논문을 통해 지시  분석을 한 고려 사항들과 개

발이 필요한 기능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분야 연구의 

기반을 제시하고자 하 다.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

기 해 연구자  연구자 데이터의 식별에 한 연구, 

시계열 기반 연구 동향 측, 복합 이벤트 추출 기반 다

양한 략 생성 방법에 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정

이다.

표 2 분석 서비스 평가 항목

Table 2 Criteria for evaluating analytics services

Dimension Criteria

Information 

Service 

Quality 

1. Accurateness: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ccurate?

2. Completeness: Are the work process results 

error-free and completed clearly?

3. Information accuracy: Does the information 

comply with the information purpose and needs of 

users?

4. Information completeness: Is the provided 

information free of inconsistencies, and does it 

promote intuitive understanding of the 

information?

5. Information navigability: Can information be 

searched easily and quickly, and can the overall 

overview of the information be easily understood?

6. Information Individualization: Can the 

information be customized according to the user’s 

perferences?

Information 

Reliability

7. Timeliness: How accurate is the information at 

the time the transaction is executed, according to 

the user’s requirements?

8. Sufficiency: Does the information reflect the 

user’s requirements and meet the user’s 

expectations sufficiently and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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