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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융합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현황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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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Trend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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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echnological fusion or convergence’ has drawn a lot of attention of innovation researchers and 
governmental policy makers as the driving for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dustrial growth. There are, 
however, few studies on the analysis of longitudinal trends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and its comparison 
between global and national level. In this study, with the citation data of about 18 million articles, we analyzed 
1) the growth of representative convergence research areas, 2) the convergence of citing patterns between research 
fields, and 3) the changing trend of diversity index of all research fields. We conclude that technological 
convergence in korea shows the relatively strong orientation to the combination of neighboring fields than that 
of heterogenous fields in comparison to global trend. In particular, the relatively weak activity of cognitive 
science and the low level of mutual exchange between arts/humanities/social sciences and natural/engineering 
sciences in Korea ar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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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1.1 융합기술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한계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다분야 기술융합’이 사회․경제적 차원의 광범위한 

주목을 끌게 된다. 융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배경으로는 

2000년대 전후로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인
지과학기술이 결합하는 NBIC 영역의 성장과 이를 지원하는 

선진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기술혁신의 복잡성 증가와 

모듈형 아키텍처 혁신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기술요소들 간 

결합의 중요성 확대, 디지털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융합 가능성의 확대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5년 간 

국내 신문기사(1997년～2011년, 네이버 뉴스 DB 검색)를 대상

으로 한 융합관련 기사의 증가추이<Figure 1>로도 융합에 대한 
점증되는 관심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융합’이 포함된 기사

는 1997년 93건, 2000년 445건에 그쳤으나, 2011년 49,686건으

로 15년간 무려 500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또한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 ‘경제’, ‘성장’, ‘창의’와 같은 연관 키워드가 

융합 관련 기사에 함께 출현한 빈도의 증가 추이도 융합관련 

기사의 증가 패턴과 유사(피어슨 상관계수는 최저 .974**, 최대 

.995**, 유의수준 p < 0.01)하게 나타난 것이다. <Figure 1>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증가 추세상 도약 지점이 융합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갖는 시기라는 사실이다. 1차 상승 시점인 2001년에

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차 상승 시점인 2008년에는 ｢국

가 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2009～2013)｣이 수립되었다. 
2008년 ｢국가 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융합관

련 정책에서 제시하던 융합의 개념에 중요한 수정이 가해졌

다. 기존의 “이종기술 간 화학적 결합”이라는 정의 대신 “이종 

및 동종 간 기술 결합으로 단일기술 한계 극복”과 “기술․학문 

및 산업 간 결합”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융합

기술에 대한 ‘본원적’ 접근을 ‘확장적․기능적’ 접근으로 변화

시켰다(Lee et al., 2009). 다양한 요소들 간의 결합으로 개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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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rowth of the number of news articles dealing with “convergence” in Korea 

Figure 2. Growth of national public R&D investment for convergence technology areas in comparison to overall areas and its 
distribution for each sub-areas 

소기술의 특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특성의 기술과 제품을 창출

하는 것을 본원적 융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접근은 필연적

으로 장기적인 기초․원천 연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

제 간 연구 기반에 대한 강조가 따르게 된다. 하지만 동종 기술 

간의 결합이나 산업 간 또는 산업과의 결합을 추구하는 접근 

방법에서는 사업화 또는 상용화와 같은 단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융합의 측면이 강조된다. 그 결과 새로운 기술영

역이나 시장의 개척과 같이 전 산업에 걸쳐 파급력을 갖는 원

천기술보다는 기능, 서비스, 제품 등 특정 산업 영역에서 융합

의 대상이 설정된다.
｢국가 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2008～2011년 투자

액은 전체 국가 R&D의 12% 내외이며, 여기서 원천융합 R&D 
투자액은 산업관련(신산업창출와 산업고도화의 합) 투자액에 

훨씬 못 미친다(<Figure 2> 참조). 
이와 같은 융합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는 기술 융합현상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에서 흔히 적용하는 다학문 결합(multidis-
ciplinary)과 학제 간 결합(interdisciplinary) 간의 구분과 맥락을 

같이한다(Huutoniemi et al., 2010; Wagner et al., 2011; Besselaar 
and Heimeriks 2001). 학제 간 결합은 구성요소 간의 ‘인지적 상

호작용’과 이를 통한 화학적 변환 과정이 일어나는 활동을, 다
학문 결합은 실용적, 기술적(technical) 측면에서 타 요소들을 

끌어다 활용하는 물리적 결합 중심의 활동을 각각 가리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Huutoniemi et al., 2010). 즉, 본원적 융합에서

는 학제 간 결합, 확장․기능적 융합에서는 다학문 결합의 양상

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접근법을 구분한다고 해서 본원적 융합이 아닌 

융합 활동의 가치나 의미를 낮출 필요는 없다. 혁신적 기술의 

확산, 니즈의 다양화, 제품차별화 가속화 등 산업환경의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서 융합의 개념을 기술 간 결합 중심에서, 시
장․산업 영역에서 가치사슬 간의 다양한 재조합으로 확대

(Seo, 2010)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확

장․기능적 융합 활동에서도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본원적인 기술융합의 추세와 근본적인 파급력을 명확하게 파

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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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ransforming citation relations of research articles into that of classification codes 

1.2 융합의 추세에 대한 기존 분석

융합기술 또는 융합연구는 둘 이상의 전문화된 지식창출 활

동에서 관점, 개념, 이론, 도구, 정보, 데이터 등 인지적 요소들

을 가져와 통합하는 것(Porter et al., 2006)을 뜻한다. 따라서 융

합 활동의 내용은 인지적 활동의 결과물인 논문 또는 특허 상

의 정보에 상당부분 화석처럼 남아 있게 된다. 먼저, 융합의 정

도와 추세를(논문과 같은 문헌을 대상으로) 계량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시도된 기존 연구들은 분석대상 영역의 설정 방식

에 따라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으로 구분(Rafols 
and Leydesdorff, 2010; Wagner et al., 2011) 할 수 있다. 하향식이

란 이미 사전에 정의된 분류기준 (예를 들어, 학술정보 데이터

베이스에서 저널 단위로 부여되고 있는 세부 학문 분류)에 따

라 분석 영역을 정하고, 이후 분류의 분포 또는 인용관계 등에 

따라 융합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상향

식은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의 관련 키워드 조합으로 검색하거

나, 문헌의 인용네트워크 또는 유사도 네트워크 상에서 군집

분석을 통해 세부 영역을 탐지하고, 세부 영역이 전체 네트워

크 상에서 갖는 위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융합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하향식으로 연구영역

을 설정하는데, 이는 이후 결합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단위

가 대부분 분류기준(코드)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

다. 또한 전문화된 세부영역은 관련 키워드의 선정이 상대적

으로 크게 어렵지 않으나, IT/BT/NT와 같은 포괄적 영역은 키

워드 선정 단계 자체에서 난관에 부딪치기 마련(Park and Hwang, 
2007)이기에, 분류코드 중심의 영역 설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

안일 수밖에 없다. 
분석영역이 설정되면, 해당 분석 영역에서 타 영역의 요소

들이 얼마나 결합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논문과 같이 

인용관계가 포함된 문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인용을 통

한 지식의 흐름 패턴이 융합 양상을 파악하는 핵심 데이터로 

활용된다. 
인용관계를 통해 여러 다른 영역들이 결합하는 과정은 ‘타

분야의 지식을 결합(인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

과 ‘자신의 분야가 타 분야에 피인용되는 지식의 확산과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Figure 3>은 문헌의 인용관계가 융합 분석

의 단위인 분류코드의 인용관계로 변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특정 분류코드(분야)를 대상으로 그 분야가 타 분야와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인용벡터를 분

석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타 분야들 간의 결합을 통해 생성되는 ‘다양성’에 대해

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독립적인 개념이 존재한다(Stirling, 
2007; Rao, 1982). 

• 다종성(variety) : 결합에 참여한 고유한 분야의 수

• 균등성(balance) : 각 분야들이 결합에 참여하는 비중의 분포

• 상이성(disparity) : 결합 분야들 간의 인지적 유사성(이질성) 

  Figure 4. Scheme of independent attributes of diversity(Rafols 
and Meyer 2010)

기존 연구에서는 각 다양성 개념들을 한 측면에서 측정하거

나 개념들을 통합하여 지수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타분야 인용비율’과 같은 측정 지표는 균등성 한 측면만

을 본 것이고, 엔트로피(   , pi는 특정 분류 범주의 비

중)나, 심슨(Simpson) 지수(≠ )와 같이 기존에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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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융합에 대한 분석에서 많이 활용된 지표들은 다종성과 

균등성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 최근에는 분야 간의 인지적 거

리(dij)까지 고려한 생태학적 지수를 차용한 통합적 융합도 지

수(  )가 개발되어(Stirling 2007) 점차 관련 연구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다(Porter et al., 2007; Rafols and Meyer, 2010; 
Leydesdorff and Rafols, 2011). Stirling(2007)은 다양성(diversity)
의 상이한 속성들(다종성, 균등성, 상이성)을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일반적 프레임워크를 아래 식 (1)과 같이 제안하였다

(sij는 0에서 1사이 값을 갖는 유사도로, 인지적 거리(dij)와는 dij 

= 1-sij와 같은 관계가 있다). 

∆ 





     (1)

식 (1)에서 α, β 파라미터를 조합하여 다양성의 여러 속성들

을 반영하는 정도를 결정할 수 있고, 조합 가운데 특수한 경우

는 다양성의 하위 속성과 일치 하게 된다. 본 연구와 같이 범주

(학문 분야) 간 인용관계를 통한 다양성을 측정하는 최근 연구

들은 범주의 비중에 대한 가중치(β)와 범주 간 거리에 대한 가

중치(α)를 모두 1로 하며 이를 처음에 제시한 Rao(1982)를 따라 

‘Rao-Stirling’ 지수로 칭한다. 한편, α가 0이고, β가 1인 경우에

는 허핀달(Herfindahl) 지수( 
≠

   



)와 같은 

형태가 되며, α와 β 모두 0인 경우에는 위 식의 값은 측정 대상

이 갖고 있는 범주의 총 수가 된다. 허핀달 지수, 심슨 지수, 엔
트로피 등 기존에 다양성 측정에 활용된 지수들이 계산식에 

범주의 비중만을 고려하여 다양성의 ‘다종성’, 균등성’ 두 측

면만 반영한 것에 비해 Stirling이 제안한 다양성 지수는 범주 

간의 ‘상이성(차이)’이 반영되도록 하여, 새로운 범주들이 추

가되어도 기존의 범주와 신규 범주가 유사하다면, 다양성 지

수가 크게 변화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다양성과 관련한 독립적인 개념들을 하나의 지수로 포

괄하여 융합현상을 더 잘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이와 같은 융합도 관련 지수들은 모두 분야들의 인용-
피인용 행렬의 벡터를 대상으로 지수 계산을 하는 데 반해서, 
최근에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 예를 

들어 사이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지표를 해당 노드에서 

진행된 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하는 시도(Leydesdorff, 
2007; Leydesdorff and Rafols, 2011)도 진행되고 있다. 

2. 방법론

2.1 분석의 관점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표는 융합연구의 추이를 세계 평균과 한국단위

에서 분석하여 비교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탐색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융합연구의 분석관점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1) 규모(Volume)의 확대 여부 : 대표적인 융합영역으로 인정

되는 대상 영역에 대하여, 실제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논문 
수의 증가추이 분석을 통해 융합영역의 확대를 확인한다. 

 2) 융합의 수렴(Convergence) 여부 : 각 과학기술 분류들이 

타 분야의 지식을 인용하는 패턴을 추출하여 각 패턴 간

의 유사도에 따라 분류들을 매핑(mapping)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위치 변화를 분석한다. 그에 따라 어떠한 분

류들의 지식 인용패턴이 서로 유사해지는지, 즉 수렴하

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분야 간 인용 행렬에 대하여, 
다차원 척도분석 방법과 유사한 알고리즘인 VOS 매핑 

기법(Waltman et al., 2010)을 적용하고, 결과의 시각화는 

VOS viewer(Van Eck and Waltman 2010)를 활용하였다. 
 3) 융합의 정도(Integrated Diversity Index) 증가 여부 : 융합

의 정도를 다종성(variety), 균등성(balance), 상이성(dispa-
rity)을 통합하여 측정하는 생태학적 다양성 지수를 통해 

측정하고, 각 과학기술 분류들의 다양성 지수값이 어떠

한 시계열 변화 추이를 갖는지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 융

합의 정도 측정에 활용한 Rao-Stirling 지수는 전술한 분

야 간 인용 행렬을 활용한다. 즉, 특정 분야가 타 분야를 

인용(citing)하는 벡터에서 각 분야의 비중과 분야 간 거

리를 입력 값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

에서 ‘융합’의 의미는 자기 분야 이외의 지식을 통합하

여 활용하는-각 논문의 참고문헌(reference) 상에 나타난 

-측면을 가리키게 된다. 

2.2 데이터 처리 

융합의 수렴, 융합의 정도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KISTI)에서 구축한 SCOPUS DB 분석시스템을 이

용하였다. SCOPUS는 5,000여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약 18,000
여종의 학술잡지 등에 수록된 약 2천만 건의 학술정보에 대한 

Elsevier사의 세계적 데이터베이스로, 1996년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 인용관계까지 수록되어 있다. KISTI 정보분석연구소는 

SCOPUS DB의 원자료(raw data)를 전문 분석용 DB로 자체 가

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DB 구축 단계의 오류

가 나타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11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였다(2011년도는 원 데이터 

입력이 완결되지 않아 제외). 이어 동 기간의 학술논문(학회지 

등을 제외한 저널 논문만을 대상으로) 총 18,820,189건(한국의 

경우 총 302,627건)에 대해 인용관계를 추출하고, 논문 간 인용

관계를 SCOPUS사에서 관리하는 ASJC(All Science Classifica-
tion Codes) 분류코드를 적용하여 분야 간 인용관계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 분야 간 인용관계가 발생한 총 331개 

ASJC 분류코드에 대하여 관계쌍들을 모두 합하여 분류코드 

간 인용 빈도를 셀값으로 하는 행렬을 도출하였다. 분야 간 행

렬에서 생태학적 지수(Rao-Stirling 지수)를 계산할 때 필요한 

‘인지적 거리’는 정규화된 유클리드 거리(평균과 표준편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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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변환)를 적용하였다. 단
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면 해당 분야 연구활동의 규모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한편, 융합연구 영역의 규모 확대를 분석하기 위해 이른바 

NBIC 융합의 14대 융합기술 분야(You, 2006)를 대상으로 하여, 
각 분야별 검색키워드를 SCI DB(2006년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SCOPUS DB를 이용하지 않음)에 적용하여 1990년에서 

2011년까지 기간의 관련 학술정보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증

가추이를 분석하였다.

2.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문헌 데이터베이스 상의 분류나 인용관계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성(융합도)을 측정한 기존 연구들과 다음 세 가

지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다양성을 측정하는 대상의 

수준을 SCOPUS 데이터베이스가 지원하는 모든 학술 분야로 

설정하고, 전 분야 간의 인용관계를 이용하였다. 기존 연구들

은 물리학(Rinia et al., 2002), 나노기술(Porter and Youtie, 2009), 
바이오나노과학(Rafols and Myers, 2010)과 같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성 또는 융합도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었

다. Porter and Rafols(2009)는 SCI 데이터베이스의 분류 기준인 

‘Subject Category(SC)’를 활용하여, 각 분야 간의 유사도를 계

산하고 이를 다양성 측정에 활용하였으나, 실제로 각 분야의 

다양성 변화에 대한 분석은 244개 SC 중에서 선정한 6개 분야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SCOPUS 데
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331개 전 분야의 인용관계를 기반으

로 하여 각 분야별로 다양성을 모두 측정하였다. Rao-Stirling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한 분야 간 

인용관계의 패턴에 기반을 둔 유사도 계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 간 유사도를 활용하여 이른 바 ‘Global Map’(Leydesdorff 
and Rafols, 2009)을 작성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도 분야 간 매

핑에 활용하였다. 그런데, 다양성 지수에 대한 기존 연구는 분

야 간 거리의 준거 기준에 한계가 있었다. 즉, Porter and Rafols 
(2009)는 일정 기간의 샘플 데이터를 갖고 분야 간 유사도를 계

산하여 활용하였고, Rafols and Meyers(2010)는 1개 년도의 분

야 간 인용데이터에서 추출한 유사도 정보를 1995～2004년 기

간에 걸쳐 있는 분석 대상의 다양성 측정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00～2010년 분석기간 동안 각 년도별로 분야 

간 유사도, 즉 분야 간 인용행렬에서 타 분야 인용(citing) 벡터

에 대한 cosine 유사도를 측정하고, 이를 각 년도별 다양성 지

수 측정에 활용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성을 측정하는 시기가 고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다양성의 ‘변동’을 집중 분

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Porter and Rafols(2009)에서는 6개 분야

를 대상으로 4개 년도(1975, 1985, 1995, 2005)별로 다양성을 측

정하고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와 달리 2000년도

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로 다양성을 측정하고 연속적인 연도

별 변화를 측정하였다. 한편, Carley and Porter(2012)는 각 분야

의 타 분야 인용(citing) 벡터를 이용한 ‘융합(intergration)’ 지수

의 역관계라고 할 수 있는 피인용(cited) 벡터를 이용한 ‘확산

(diffustion)’ 지수를 제안하고, Porter and Rafols(2009)에서 분석

한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연도별(1996～2010) 변화를 분석하였

으나, 역시 본 연구에서와 달리 ‘전 분야’의 지속적인 변화 분

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셋째, Rao-Stirling 지수를 적용한 연구들은 기존의 분야별 분

포/비중 데이터를 활용한 허핀달/심슨 지수(Herfindahl/Simpson), 
엔트로피(entropy) 지수와 각 분야 간 거리 개념을 추가한 Rao- 
Stirling 지수의 관계를 비교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이를테면, 
Porter and Rafols(2009)는 Rao-Stirling 지수 값과 허핀달/엔트로

피 지수 값은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면서

도, 오히려 Rao-Stirling 지수 값이 평균보다 높은 분야에서는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이질적‘인 다양

한 분야의 통합에 대한 측정에는 Rao-Stirling 지수가 더 유용함

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국가별로 분야 간 다양성 변동을 추적하면서 분야 간 거리 개

념을 포함한 Rao-Stirling 지수와 분야 간 비중 중심의 심슨 지

수를 비교함으로써, Rao-Stirling 지수가 갖는 의미와 유용성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분석 결과

3.1 융합의 규모 확대 여부

NBIC 분석 14대 기술영역은 <Figure 5>(You, 2006)와 같으

며, 14대 기술을 4대 영역으로 재분류하여, 각 영역의 논문 증

가추이를 같이 제시하였다. 4대 영역별로 세계평균과 한국의 

성장추이 자체는 매우 유사(피어슨 상관계수 최소 .978** 최대 

.994**, p < 0.01)하나, BIT 영역이 논문 산출 절대 규모가 다른 

영역들과 견주어 볼 때 눈에 띄게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대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도 BIT에 속한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

가 성장률은 비슷하나 규모가 현격히 차이가 있고, BIT에 속한 

휴먼인터페이스(뇌-기계), 바이오메카트로닉스, 바이오컴퓨

팅 등의 기술영역은 성장률 자체도 세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절대규모도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 You(2006)의 분석에서는 2000～2006년 기간에 대해 증

가율 기준으로 ‘큰 폭 증가’, ‘비교적 높은 증가’, ‘조금씩 증가’, 
‘정체’로 14개 기술을 분류하였는데, 2011년까지 기간을 확장

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와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약
물전달시스템, 나노바이오소재 기술의 증가율이 더 높아졌으

며,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술은 2006년 결과보다는 증가, 나노바

이오칩 기술은 하락 등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서도 한국에서 BIT 영역의 상대적 저성장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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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Technology of IT-BT-NT>

Figure 5. 14 representative convergence technology areas and their growth trends of research articles(global vs. korea) 

Table 1. Comparison of the growth rate of 14 representative convergence technology areas (2006 year by KISTEP vs. 2012 year by 
KISTI)

Growth
Rate

2006 KISTEP(2000～2006) 2012 KISTI(1990～2011)
Korea Korea Global

Very High Nano-biosensor, Nano-electronics
Nano-electronics, Nano-biosensor, 
Drug Dilivery System, 
Nano-material

Nano-electronics, Nano-biosensor, 
Drug Dilivery System, 
Bio-informatics, Nano-bio material

Relatively High
Drug Dilivery System, Nano-biochip, 
Nano-bio material

Nano-photonics, Bio-informatics, 
Bionics

Bionics, Nano-photonics, Molecular 
Imaging

Moderate
Bio-metrics, Nano-photonics, 
Bio-informatics, Molecular Imaging, 
Human-interface

Molecular Imaging, Nano-biochip

Bio-computing, Bio-mechatronics, 
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 
Nano-biochip, Bio-metrics, 
Human-interface

Stagnant
Bio-computing, 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 Bio-mechatronics

Bio-metrics, Human-interface, 
Bio-mechatronics, Bio-computing, 
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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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apping of technological classification codes based on the similarity of citing patterns

Figure 7. Convergence of citing patterns between technological classification codes(global level : 2000 vs. 2010 year)

3.2 융합의 수렴 여부 

<Figure 6>은 SCOPUS DB에서 적용하는 331개 ASJC 분류 

간 인용패턴의 유사도 기반으로 매핑한 결과이다(2000년, 전
세계 기준). 매핑결과에서 각 노드들은 ASJC 코드이며, 색깔로 

구분한 영역의 높낮이는 논문 발생건수(더 정확히 표현하면 

피인용발생 횟수임)에 비례하며, 노드 간 거리는 인용패턴의 

유사도를 뜻한다. <Figure 6>에서 군집분석 수준을 가장 높였

을 때, 331개 코드는 4개 거대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본 논문

에서는 후속 논의를 위해 ASJC 코드를 참조하여, 각 분야를 생

명․의학 분야, 지구․환경과학, 기초과학․공학, 인문․사회

과학으로 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 간 융합의 진전과 확산에 따라 각 분야 

간 인용패턴이 서로 수렴 또는 유사해지는지, 다시 말해 매핑

에서 분야 간 거리가 축소가 되는지를 추적하였다. 
<Figure 7>은 세계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2000년과 2010년 

각 년도에서 기술분류 간 인용패턴의 유사도 매핑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표시한 세부 군집은 ASJC 코드를 주요 영역별로 다

시 묶은 것이며, 비교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POINT 1 : 화학기술 영역과 물리/재료기술의 중첩영역에 

자리잡은 나노기술(NT)영역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 POINT 2 : 바이오테크놀로지(BT) 영역이 확장되었다. 생

물/유전학과 인접해 있던 BT는 독자적인 고유영역을 구

축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기술, NT 영역과의 거리도 단축

되었다. 
• POINT 3 : IT 영역의 확장이 크게 일어났다. MIS, 수리/통계, 

공학 영역 전반과 인접하면서 논문 활동이 증가하였다. 
• POINT 4 : 4개 거대영역(‘대륙’) 간의 빈 공간(‘바다’)이 

축소되었다. 이는 4대 영역 간의 인용이 조금씩 확대되면

서 인용패턴의 유사성이 서서히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POINT 5 : 인지과학 영역의 확장되었다. 인지과학과 인접

한 심리, 신경과학, 보건기술 간의 유사성이 증가하고, 연
구활동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동일한 분석을 한국에서 발생한 논문에 적용한 경우(<Figure 
8> 참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POINT 1 : 세계 추세와 유사하게 IT 영역의 확장이 일어

났다. IT 영역의 연구활동 자체도 증대되었고, 인접분야 

간의 유사성 또한 증대되었다. 
• POINT 2 : 세계추세와 유사하게 BT 영역의 확장 및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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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nvergence of citing patterns between technological classification codes(Korea level : 2000 vs. 2010 year)

Table 2. Change in percentage of within-citation and outside-citation of 18 technological fields

18 fields

Global Korea

2000 yr. 2005 yr. 2010 yr. 2000 yr. 2005 yr. 2010 yr.

outside within outside within outside within outside within outside within outside within

01_BT
02_NT*

03_Medinice/Pharmacology
04_IT
05_Psychology/Social Science
06_Economics/Business Mgmt
07_Ecology
08_Cognitive Science
09_Earth Science
10_Mathematics
11_Environmental Science
12_Immunology
13_Health Science
14_Administration
15_Architecture/Civil Engineering
16_Arts/Humanities
17_Laboratory Medicine
18_Rehabilitation Medicine

Average

36.9 
21.3 
66.3 
50.4 
58.0 
33.2 
55.7 
59.0 
32.1 
65.1 
70.5 
55.5 
69.8 
67.9 
80.6 
61.9 
61.2 
61.4 
55.9 

63.1 
78.7 
33.7 
49.6 
42.0 
66.8 
44.3 
41.0 
67.9 
34.9 
29.5 
44.5 
30.2 
32.1 
19.4 
38.1 
38.8 
38.6 
44.1 

37.2 
16.7 
65.3 
47.7 
56.2 
36.5 
45.9 
59.7 
28.2 
64.0 
64.5 
54.3 
64.6 
59.9 
78.2 
54.6 
59.4 
53.5 
52.6 

62.8 
83.3 
34.7 
52.3 
43.8 
63.5 
54.1 
40.3 
71.8 
36.0 
35.5 
45.7 
35.4 
40.1 
21.8 
45.4 
40.6 
46.5 
47.4 

40.7 
17.7 
67.8 
48.3 
58.6 
37.8 
50.4 
59.8 
30.2 
67.3 
60.4 
57.3 
65.9 
67.1 
78.1 
59.4 
63.1 
55.8 
54.8 

59.3 
82.3 
32.2 
51.7 
41.4 
62.2 
49.6 
40.2 
69.8 
32.7 
39.6 
42.7 
34.1 
32.9 
21.9 
40.6 
36.9 
44.2 
45.2 

26.4 
12.3 
69.4 
44.1 
55.2 
29.1 
63.8 
66.5 
28.1 
53.9 
58.6 
53.8 
73.7 
56.7 
77.7 
71.7 
63.6 
60.3 
53.6 

73.6 
87.7 
30.6 
55.9 
44.8 
70.9 
36.2 
33.5 
71.9 
46.1 
41.4 
46.2 
26.3 
43.3 
22.3 
28.3 
36.4 
39.7 
46.4 

30.7 
15.7 
66.0 
46.4 
52.6 
34.5 
65.1 
64.3 
29.7 
65.6 
61.4 
55.7 
67.8 
62.7 
77.7 
66.7 
61.3 
54.3 
54.3 

69.3 
84.3 
34.0 
53.6 
47.4 
65.5 
34.9 
35.7 
70.3 
34.4 
38.6 
44.3 
32.2 
37.3 
22.3 
33.3 
38.7 
45.7 
45.7 

35.5 
17.0 
66.8 
47.1 
61.0 
33.5 
67.5 
61.5 
32.6 
69.1 
68.7 
58.9 
73.3 
68.6 
81.0 
24.5 
57.9 
57.4 
54.6 

64.5 
83.0 
33.2 
52.9 
39.0 
66.5 
32.5 
38.5 
67.4 
30.9 
31.3 
41.1 
26.7 
31.4 
19.0 
75.5 
42.1 
42.6 
45.4 

Note) * NT field is including physics and chemistry.

영역화, 인접 화학 영역과의 유사도 증가가 나타났다. 
• POINT 3 : 세계추세와는 다르게 인지과학 영역의 성장이 

매우 미약하게 일어났다. 인접영역과의 결합력, 성장세 

모두 낮았다. 
• POINT 4 : 세계추세와는 다르게, 인문/사회과학영역과 

과학기술 영역 간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게 나타났다. 한
국에서 이른바 ‘두 문화’ 간의 융합은 적어도 인용패턴 유

사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POINT 5 : 세계추세와는 다르게, 환경/생태/지구과학 영

역의 상대적 약세가 나타났다. 세계의 경우에는 논문의 

양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의학, 물리, 생물 등의 영역과 

견주어 많이 낮기는 하지만, 4대 영역 중 하나로 뚜렷하

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환경/생태/
지구과학 영역의 논문 생산이 여타 논문이 다른 영역보

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한편, 분야 간 인용패턴의 수렴과 관련하여, 융합의 진전/쇠
퇴를 자기분야/타분야 인용 비율의 증감을 통해 확인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Porter and Chubin, 1985; Yang and Jeong, 
2008; Porter and Rafols, 2009).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타분야/자기분야 인용의 비율의 추세가 기대와는 

다르게 일정한 경향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타분야 비

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융합의 확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

도, 실제 분석에서는 그 비율의 증가와 감소가 불규칙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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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Longitudinal trend of Rao-Stirling diversity index for 18 technological fields

타나는 경우가 많다(<Table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ASJC 코
드가 세분화(331개) 되어 있어 타분야의 비율이 지나치게 확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 간 인

용행렬에서 인용(citing) 벡터에 대해 요인분석(Leydesdorff, 
2007b)을 하여 세분화된 코드를 18대 분야로 유형화하였음에

도 의미있는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BT, 수학, 신경

과학 등 6대 영역에서 타비율 인용 변화에 대한 한 연구(Porter 
and Rafols, 2009)에서도 조사한 6개 중 2개는 자기인용이 증가

하고, 나머지는 감소하는 등 융합에 대한 논의와 타분야 인용

비율의 확대를 일률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둘째, 타분야 인용비율은 융합의 다양한 측면 중 극히 일부

이며, 오히려 융합의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될 수 있

다. 즉, 앞서 생태학적 융합도 지수를 소개하며 언급한 바와 같

이, 인용하는 분야에서 타분야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더라

도, 여기에는 타분야의 다종성(variety), 인용하는 항목들의 상

이성(disparity)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 융합의 양

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앞에

서 제시한 생태학적 지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3.3 융합의 정도(융합도 지수) 증가 여부 

331개 ASJC 코드에 대해 2000～2010년 기간에서 각 년도 별 생

태학적 융합도 지수를 계산한 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18대 
분야별로 융합도를 재계산하여 분석한 결과가 <Figure 9>이다. 
우선, 세계추세와 한국의 융합도 추이가 전반적으로 상이하

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융합의 규모 확대 여부에 대

한 분석에서 증가 추이 자체는 세계와 한국이 전반적으로 유

사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렇게 융합의 규모와 융합도의 증

가 추이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융합의 양상이 세계적 

평균과 한국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의 핵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POINT 1 : BT 분야는 세계 추세와 달리 한국의 경우 융합

도 지수가 하락세이다. 
• POINT 2 : NT/물리/화학 분야는 세계와 한국의 추세가 지

속적 상승으로 나타났다.
• POINT 3 : 한국은 세계 추세보다 건축/토목 부문의 융합

도가 높게 나타났다. 
• POINT 4 : 한국은 세계 추세와 달리 인문학, 인지과학의 

융합도가 하락세이다. 

생태학적 융합도 지수는 결합하는 요소들의 다종성(variety)
뿐만 아니라, 결합에 참여하는 요소들 간의 균형(balance), 요소들 
간의 인지적 거리(disparity)를 통합하여 고려한다. 예를 들어 생

태학적 융합도로는 한국의 BT 분야가 하락 추세를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타분야 인용비율(<Table 2> 참조)을 보면, 2000년
에서 2010년까지 세계 추세와 유사하게 타분야 인용비율이 계

속 증가하고 있다. 즉 타분야 비율 증가는 대개의 경우 균등성

(balance)을 일정하게 증가시켜 그에 따라 융합도도 증가시킨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생태학적 융합도 지수가 하락 추세

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균등성 외의 또 다른 융합의 측면에서 

융합의 정도가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위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융합도 지수를 분리하여 다종성

과 균등성까지만 고려하는 심슨지수(≠ )와 분야간

의 인지적 거리까지 고려한 생태학적 융합도 지수(  )
의 결과를 비교해보자. <Figure 10>에서 회귀식에 따른 증가율

(기울기)은 생태학적 융합도 지수의 경우에는 세계의 증가율

이 한국보다 약 2.8배 높고, 심슨지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한국

의 증가율이 세계보다 1.9배 높다(물론 지수의 절대 값 자체는 

세계가 한국보다 높음). 또한 세계의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

면, 분야 간 이질성을 고려한 생태학적 융합도의 증가율이 이

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슨지수의 증가율보다도 약 1.8배가 

높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의 경우에 인접 분야 간 결

합보다도 이종(異種)분야 간(인지적 거리가 멀리 떨어진 분야 

간)의 결합을 통한 융합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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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mparison on the growing trend of technological diversity between global and Korea’s level

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종분야 간 결합보다는 인접분야 간(인
지적 거리가 가까운 분야 간) 결합을 통한 융합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진행한 융합의 추이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 한국은 

세계의 기술융합 추세와 일부 분야(BIT 분야, 인지과학, 환경

분야 등 일부 핵심 융합영역)를 제외하면, 융합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에서 대체로 지식창출 규모의 증가 추이는 세계

적 수준과 유사하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태

학적 지수 기반의 융합도 분석에서는 한국의 융합연구가 세계

적 추세와 견주어 볼 때, 이종분야 간의 결합을 통한 융합보다

는 인접 또는 동종 분야 간의 지식을 결합하는 양상이 더 지배

적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질적 요소들 간

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요소의 창조라는 ‘본원적 기술

융합’의 노력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좋

은 근거가 될 것이다. 
서두에서 한국의 융합기술 정책방향은 융합기술에 대한 도

구적 또는 단기적 측면에서의 산업화/상업화를 강조하는 경향

이 있음을 지적했고,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원천 융합기술 
확보보다는 산업 관련 융합 지원에 더 많이 투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도 지수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융합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경향성을 갖고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적이고 

협소한 관점에서 기술융합 또는 산업융합을 접근하게 되면 이

렇게 장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술융합 추세, 
다시 말해 근원적 기술융합으로 인해 파생되는 거대한 파급효

과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융합기술의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본원적 의미의 융합기술 또는 원천 융합기

술 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확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과학 영역과 과학기술 영역 간의 

교류가 한국이 세계적 추세에 비해 매우 뒤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종 영역 간의 융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 앞서

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할 것이다. 따라서 이종 간 교류를 실질적으

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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