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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제 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08-’12)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 연구 

활동에 있어서 기 분야 연구 성과물을 상으로 16개 지역별로 연구 활동도  수 , 연구 생산성을 비교 분

석 하 다. 각 지역별 연구 생산성의 비교는 연구 인 라( 학, 연구인력 등)의 비편재 요소를 고려하여 비교

상의 객 성을 고려하 다. 특히, 경남지역에서 산출된 상기간 동안의 모든 기 분야 논문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개발 지형도를 구 하고, 기 발표된 해당지역 미래 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고찰하 다. 따라서 미래

략산업과 연구지형에서 악된 지역 역량이 집 된 기 분야와의 연계매트릭스를 통해 재의 내재된 기

역량과 응되는 미래기술  산업을 조망하 다.

ABSTRACT

R&D productivity(P) and qualification(Q) for 16 regions in Korea were measured using all scientific output (articles) from 

several kinds of specific R&D program under the 3rd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2008-2012). R&D 

capabilities of 16 regions were evaluated from Q-P position analysis and also compared between these regions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ir R&D capability status. Especially, R&D topographical map was created using the outpu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ver 5 years for investigating GyeongNam district's activit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also analyzing 

co-relationship between basic research areas (or fields) and specialized strategic industrial sectors of GyeongNam district. As results 

of this study, 20 future-oriented research fields were suggested from this topographical map, which reflected internal R&D 

potentials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of GyeongNam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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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래기술탐색은 기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구 된

다. 달리 표 하면, 기술 모니터링 활동은 구체 인 목

을 해 설정한 정의된 역 내에서 “기술 발 내용

을 주시하고(watch), 찰하며(observe), 한 확인하

는(check)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집한 망라 인 정보

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기술의 탐색, 나아가 

측활동이 진행되는 것이다[1-3].

최근, 이러한 미래기술 탐색활동에 한 심이 국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1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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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원을 넘어 각 지역에 특화된 기술  산업 역

으로 확 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제 

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08-’12)’에서는 시행 기

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산업육성에 한 기술개

발내용을 포 으로 반 하도록 추진되었다[4]. 를 

들면, 주의 탄소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밸리조

성  련산업 육성, 경남의 소재  메카트로닉스를 

기반으로 한 항공․지능형기계부품산업 육성 등이 

표 이다. 

따라서 재 진행되고 있는 ‘제 4차 지방과학기술진

흥정책’의 정책  추진 연속성과 기술개발 연계성, 그

리고 지역 산업/기술의 특성도 강화 등의 효과를 확보

하기 해서는 선행된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종합 으

로 분석해 재의 지역연구개발역량과 부합되는 미래

기술을 살펴보는 것이 지역특화 기술  산업육성 정

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테크마이닝(Tech-mining)기술을 기

반으로 경남지역 연구개발성과물을 모집단으로 컴퓨터 

시뮬 이션(computer simulation)을 통해 연구개발지

형도를 구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차별성  비

교우 에 치할 수 있는 미래기술을 조망하고자 한다.

Ⅱ. 정보 분석  시각화 

1. 분석 상 정보원 

지역 특성을 반 한 내재된 기 분야 연구역량을 

분석하기 하여 학술논문(Web of Science, Thomson 

Reuters, USA)을 상으로 분석 하 다. 이는 지역 

는 국가의 경제  이익창출 능력은 기 분야의 내

 연구역량과 비례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 소속 기 의 국 을 기 으로 국내에 속

한 모든 학술논문을 상으로 하 고, 지난 정부의 

‘제 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시기에 응되는 2008

년 1월 1일에서 2012년 08월 31일까지를 분석 상 

기간으로 설정하 다. 분석 상 정보의 산출결과, 

175,518건의 국내 체 학술논문 성과물을 확보하고, 

자 소속 기 의 주소를 기 으로 최종 분석 상인 

16개 시도별로 독립 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별 분

석 모집단을 추출·구성하 다. 

2. 분석 인자

가. 지역 연구 활동도  수 진단(Q)

지역 연구 활동도  수 지단(Q)은 기본 으로 산

출 과학기술논문의 정량  성과와 이들 논문의 피인

용 분석법(Citation Analysis)에 기 한 것이다(｢국가

과학기술수 분석｣, 2008). 피인용 수에 기반을 

둔 질  수  평가 지수는 “국내 체 과학기술논문

(SCI/E)의 평균 피인용 수에 한 특정 지역 발표 논

문의 평균 피인용 수의 비율”로 정의한다. 수  지수

가 1.0인 경우 특정 지역의 연구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가 체 국내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와 같음을 의

미하며, 1.0을 과하는 경우는 해당 분야 평균 피인

용 수에 비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1.0 미만의 경

우는 연구수 이 평균 이하임을 의미한다.(CWTS, 

netherlands, 2008)

나. 지역 연구 생산성(P)

지역 연구 생산성(P)은 지역간 연구 인 라의 비편

재성을 보완하기 하여 연구자 1인당  학 1개당 

생산 논문수로 보정된 값으로 정의한다. 즉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연구개발인력  학(4년제 이상)의 

수를 반 하여 표 화된 연구개발 활동  수 을 산

출하기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

통계서비스를 활용하 다[5].

3. 지역 연구개발 지형

지역 연구개발 지형은 제공된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구성 성분에 한 동시발생분석방법을 기반으로 구

된다. 각 추출 요소에 한 유사도 측정(similarity 

measurement)과 차원축소에 따른 이미지 왜곡을 억

제하기 한 다양한 수리모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사도 측정  클러스터링 기법이 동시 

구  가능한 시각화 시스템을 활용하 다. 각 필드에 

응되는 성분추출과 정제, 그리고 데이터 최 화는 

VantagePoint®(Search Tech. USA)를 이용하 고, 산

출된 분석 성분의 동시발생 매트릭스(co-occurrence 

matrix)는 최종 가시화 시스템(VOS-viewer, CWTS, 

Netherlands)에 반 하여 지형을 구 하 다. 가시화 

시스템에서 계측되는 각 성분 간의 유사도는 식(1)에 

따라 생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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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는 i성분의 빈도수, Cj는 j성분의 빈도수, 그리고 

Cij는 ij가 동시에 발생한 빈도수를 의미하며, 차원축

소에 따른 최종 연구지형도에 반 되는 성분들의 

치(좌표값) 설정은 식(2)을 만족하는 값에 의해 결정

된다.

   
 

  


 
 

 

     (2)

결론 으로, 사용되는 유사도 측정방법과 차원축소 

방법(좌표축 치지정)에 따라 최종 구 되는 지형도

는 크게 변화되며, 본 연구에서는 상기 주어진 수리모

형을 기반으로 수행된 것이다.

그림 1. 구  방법에 따른 연구지형변화
(van Eck and L. Waltman, JASIST, 2010)

Fig. 1 Change of topological map with the visualization 
methods 

4. 지역 연구개발 략산업 연계분석

지역 연구개발 략산업 연계분석은 해당 지역의 

연구논문에 한 복수의 주제 분류를 데이터베이스

(Web of Science)에서 추출하고 그들의 연도별 분포 

 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지역별 연구주제

의 동 특성을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6-13] 확

보된 개별 학술논문 성과는 모든 공 자의 소속기  

 주소, 연구주제 분류 (Subject Categories), 피인용 

수를 기본 분석 필드로 확보하 고, 상기 확보된 지역

별 학술논문 성과물은 첩된 연구주제 분류를 고려

하여 공 자의 소속 연구기 의 주소를 기 으로 해

당 지역에 응되는 연구주제 분류를 추출하여 활용

하 다.

한 경남지역에 특화된 미래기술을 악하기 하

여 지역에서 생산한 기 연구성과를 모집단으로 연구

지형을 탐색하 다. 경남지역의 주요 기 연구분야  

상호연계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고, 지역의 핵심 

략산업과의 매칭을 통해 경남지역 연구역량과 핵심

략산업의 연계매트릭스를 구 하 다. 연계매트릭스의 

상호 교차 역은 경남지역에 특화된 산업  연구역

량을 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지역 특화 미래신기술 망 과정
Fig. 2 Forecasting process of regional future-oriented 

technologies

Ⅲ. 지역 Q-P 상분석

지역별 연구생산성(P)은 2008년, 2010년, 2012년에 

해당하는 지역 소속 학 1개당 논문 수로 산출하 다. 

2008년도에는 울산(431.5편/), 구(398.3편/), 서울

(320.8편/), (230.0편/), 인천(218.8편/) 순으로 상

의 연구 생산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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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편으로 계상되었다. 2010년도 연구생산성은 울산

(560.5편/), 구(521.5편/), 서울(401.8편/), (293.1편

/), 인천(288.4편/), 그리고 경남(142.5편/), 2012년도 연

구생산성은 울산(513.5편/), 구(364.0편/), 서울(305.1

편/), (197.3편/), 인천(231.8편/), 경남(105.5편/)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남지역 학 1개당 연구생산

성은 120.5편(2008), 142.5편(2010), 그리고 105.6(2012, 

8)으로 국 11 권에 해당하며, 2012년도는 9 권으로 

약소한 연구생산성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Q-P 상분석
Fig. 3 Q-P positioning analysis

지역별 연구수 (Q)은 2008년, 2010년, 2012년에 해

당하는 피인용 기반 지역별 수 으로 산출하 다. 2008

년도 지역별 연구수 을 살펴보면, 울산(1.35), 경북

(1.23), 경기(1.21), 구(1.13), (1.12), 북(1.06), 서

울(1.05), 주(1.04), 경남(1.03), 인천(1.00)의 연구수

(Q)이 1 보다 큰 값으로 산출되어 국 평균  이상의 

질  수 을 보이고 있다. 2010년도 Q가 1이상인 지역

은 경북(1.28), 경기(1.21), 주(1.11), 서울(1.08), 

(1.07), 구(1.06), 인천과 울산(1.05), 북(1.00)으로 산

출되었고, 경남은 0.88로 평균이하로 계상되었다. 한편, 

2012년도는 주(1.39), 서울과 경기(1.35), 경북(1.21), 

경남(1.05)으로 Q가 1이상의 연구수 을 보여 다. 경

남지역은 국 평균  연구개발 수 을 보유하고 있으

나, 최근 좀 더 개선된 질  수 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국순 에서도 2008년 9 , 2010년 14 , 2012년 7

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경남의 경우, 2010년을 최하 으로 

2012년 개선되고 있는 추이가 찰되나, 연구생산성은 

동남권 3개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 인 반면, 연구수

에서는 국평균정도의 수 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Ⅳ. 지역 연구개발 지형탐색

2007-2012년 8월까지의 모집단에서 3개의 기간구

역(’07-’08, ’09-’10, ’11-’12년)으로 분 하여 경남지역

의 기 연구개발분야(해당 지역 산출 개별 논문의 주

제 분류를 활용)에 한 연구지형도를 구 하 다. 이

는 경남지역의 연구분야  기타 분야와의 연계

성을 확인하기 한 것이다.

경남지역이 선정한 육성 5  산업분야는 조선

해양 랜트산업, 지능형 기계시스템 산업(정 메카트

로릭스), 항공우주산업, 첨단나노우주산업, 기계융합소

재산업이며, 핵심 략산업은 지능형기계부품산업, 방

산업, 체에 지산업, 친환경수송기계산업, 바이오

산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경남의 각 지역별로 특화된 

육성사업을 제시하 다. 

 창원: 로 비즈니스벨트 조성,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마산 : 재생 로젝트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단조성

 김해 : 연구개발특구 지정

 양 : 나노융합 국가산단 지정, 신공항 신설

 거제 : 해양 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세포 해양

포츠타운 조성

 의령 : 정공 일반산단

 산청 : 항노화산업

 장령 : 낙동강 워터 스 조성, 합IC 건설

 고성 : 조선해양산업 특구육성

 남해 : 국제 휴양지 조성

 거창 : 승강기밸리조성, 다곡  백운리조트 건설

 합천 : 삼가 양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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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개발지형 변화(경남)
Fig. 4 R&D topographical map with time(GyeongNam district)

그림 5. 연구개발지형 탐색(경남)
Fig. 5 Exploring R&D topographical map(GyeongNam district)



JKIECS, Vol. 8, No. 11, 1625-1632, 2013

1630

그림 6. 경남특화산업  기 연구분야 연계구성
Fig. 6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R&D potentials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of GyeongNam district

경남지역 연구지형 동태를 살펴보면, “연구분야의 

세분화  특화” 형태로 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07-’08년 기간에서는 바이오분야와 화학 

 재료공학 분야로 크게 양분된 형태로 구성되나, 

’09-’10년 기간 진입에서는 바이오분야가 치료생물학

(Clinical Biology)과 분자생화학(Molecular Bioche-

mistry)으로 세분화되며, 화학과 재료공학이 기화학

분야를 매개로 분리․진화됨과 동시에 항공우주분야

가 소재공학  기계제어분야와 특화도가 강화되는 

형태로 진화되었다. 최근 ’11-’12년 기간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세분화된 패턴으로 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징 으로 원자력분야와 학분야가 동 기

간에 경남지역의 연구 활동 분야로 신규 진입됨을 확

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경남지역 기  연구개발분야와 략산업과의 연계 

매트릭스 구성을 통해 지역특화 미래기술을 망하

다. 제시된 20개 미래기술에 한 경남지역 특화산업

분포를 조사한 결과, 지능형기계시스템산업 14회, 바

이오산업 9회, 첨단나노융합소재  항공우주산업 분

야가 각 8회, 신재생에 지와 기계융합소재 산업이 각 

6회, 조선해양 랜트 산업이 5회로 복 산출되었다. 

결론 으로 20개의 경남특화 미래기술들을 표3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으며, 발굴․선정된 20개의 미래

기술에 해 련 경남지역산업 연계성이 강한 것으

로 지역  산업기반을 충분히 반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14-15].

표 1. 경남지역 미래기술 망

Table 1. Forecast of region-specialized future-oriented 
technologies

Ind  1 IN d  2 Fu tu re -o rien ted  Tech .

O cean
P lan t

In te llig en t  
M echatron ic s

O cean  D isa ste r Fo recasting  System

Aero -
Space

D eep  Sea  Subm arin e

N ano -  
M ate ria l

C om po site  M a tte r(M eta l/Po lym er)

A lte rn a tive  
Ene rg y

Ze ro -em itting  O cean  V eh ic le s (Sh ip )
E le c tr ic  V eh ic le s (Sh ip ) u sing  Supe r 
Conduc ting  M atte rs

In te llig en t  
M echa tro

n ic s

A e ro -
Space

Sm art U nm anned  V eh ic le
Sa te llite  Ro cke t

N ano -  
M ate ria l

Sm art N ano -C ap su le
N ano -sca led  3D  P ro cess ing  System

M echan ic s-
b ased  

M ate ria l
H om e H ea lth  Ca re  Robo t

B io - Ind
G ene  Am p lifica tio n  &  D iagno s is
Sm art em o tion  In te rfa ce
B ra in -M ech  In te rfa ce

A lte rn a tive  
Ene rg y

P lan t B u ild ing

Ae ro -
Space

N ano -  
M ate ria l

Ene rg y S to rage  System

M echan ic s-
b ased  

M ate ria l

H igh  Ten s ion  re s istan t C e ram ic  
Adhes ive s Tech

A lte rn a tive  
Ene rg y

Space  Pow er P lan t

N ano - 
M ate ria l

B io - Ind G ene tic s-b ased  fu tu re  B reed ing  Tech

A lte rn a tive  
Ene rg y

Q uan tum  D o t So la r Ce ll

B io -Ind
A lte rn a tive  

Ene rg y
B io -Ene rg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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