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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have global competitiveness in newly growing industry, good quality R&D’s in convergence technology 

arerequired. Korean government also start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vergence technology as 

a new engine of growth for the future development. Since 2008, worldwide energy crisis and concerns on 

low carbon green growth made people focus on the convergence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 (IT) and 

energy technology (ET). However, the R&D performance comparison among the convergence technologies 

is not well explored so far. Therefore, this study uses Korea’s patent citation database to measure the 

R&D performance of convergence technologies. We adopt technology development cycle, technology spillover 

analysis, and technology diffusion analysis to see the knowledge flow from R&D industry to others. We 

find that IT_ET convergence technology generally shows higher R&D performance than other convergence 

technologies. Contrary to public belief, convergence R&D by big companies has relatively low performance 

especially measures in technology spillover and technology diffusion. This implies that they might concentrate 

on delicate Fuel Cell Energy/Environment Technology (FEIT) or Nano Environment/Energy Information 

Technology (NEIT) rather than general energy information technologies. We also find that Korea’s chemical 

industry may play a crucial role for the growth of other convergenc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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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화를 넘어 21세기는 융합화를 지향하는 

시 로 변모해 가는 가운데 로벌 경쟁심화, 지

식기반사회의 도래, 에 지자원의 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해 치열

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의 과학기술지식은 부를 창조하거나 반 인 

사회시스템을 지탱하는 주 원동력으로서 지속

인 기술 신과 효율 인 R&D 활동을 실 시켜 

왔다. 재의 과학기술지식의 성장은 어느 한 분

야에 국한되지 않고 신기술 간 는 이들과 타 

분야와의 시 지 효과를 통한 융합기술이 주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 산

업 는 신 성장 분야의 로벌 경쟁력을 확보하

기 해서는 융합기술을 기 로 양질의 R&D 활

동이 요구되는데, 재는 이러한 융합기술에 

한 높은 심과 계속되는 R&D 활동에도 불구하

고 융합기술의 개념이나 범 는 아직까지 불분

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미국, EU 등 주요 선진

국들은 이미 수년 부터 미래융합기술을 주도

하기 해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으로 추진해 왔다. 미국은 2002년 NT

(Nano Technology), BT(Biology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CS(Cognitive Science) 간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한 융합기술’ 략[NBIC, 

2002]을 마련하 고, EU는 2004년 ‘지식사회 건

설을 한 융합기술’ 략[CTEKS, 2004]을 수립

하 다. 한국은 2006년에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에서 장기  국가 R&D역량을 제고

하기 한 발 략으로 기술 간 융합에 한 체

계 이고 략 인 응을 강조하 다. 한 산

업간, 기술간 융합화에 비하여 원천기술의 축

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주력하 고, 한국

의 강 인 IT인 라를 기반으로 NT, BT, IT 간 

융합을 통한 R&D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

다.1)

최근 발표된 ‘제1차 산업융합 발  기본계획

(안)’(2012)에 따르면, 국내의 융합 상은 IT의 

이동성, 지능화, 내재화 추구 등의 특성을 기반

으로, IT로 수렴하는 방향과 타 산업분야로 확

산되는 방향으로 진화 에 있으며, 이러한 융합

상은 기존산업의 성장둔화, 가치   생활패

턴의 변화, NT, BT, IT 등의 핵심기술의 신 

등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2) 특히, 융합

상을 주도하고 있는 IT는 1990년  후반부터 한

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추  역할을 수행

해 왔으며, IT버블과 세계 융 기 등 세계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 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실제로, IT산업의 실질성장률을 나타

내는 IT산업의 GDP비 은 IT버블과 세계 융

기 때를 제외하고는 부분 10%이상의 추이

를 나타냈으며, IT산업의 수출은 2005년 1,083억 

달러에서 2011년 1,566억 달러로 50% 이상 증가

하여 2009년 이후 세계 5 의 IT수출국으로서의 

지 를 유지하고 있다[조성선 외, 2012]. 이러한 

한국 IT시장의 고성장은 IT 융합시장에도 그

로 나타냈다.  세계 으로 IT시장의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계 IT 

융합시장은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20년 3.6조 

달러로 연평균 11.8%의 고성장을 망하고 있으

며, 국내 IT 융합시장 역시 2010년 365조 달러에

서 2020년 1237억 달러로 연평균 13%의 고성장

을 망하고 있다[신재식, 2011]. 

한, 한국은 2008년 이후 국제 인 자원 

기와 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지구  과제 하

에서 환경 친화 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했는데, 이러한 녹색산업의 신을 한 IT융합

1)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 2006.

2) 산업융합발 원회(2012. 8. 16) ‘제1차 산업융합 발  
기본계획(안) 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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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가 등장하

다. 에 지정보기술 는 환경정보기술(Energy/ 

Environment Information Technology : EIT)3)

의 일종인 ‘스마트 그리드’는 IT를 활용하여 

력생산  소비 정보를 양방향, 실시간으로 유

통시킴으로써 에 지효율을 최 화하고, 에 지

의 생산자인 동시에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의

미를 가진 에 지 로슈머(Prosumer)의 등장

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  력망이다[이일우 외, 

2009]. 이와 같이 한국은 최근 IT와 ET(Energy 

Technology)가 융합하면서 에 지산업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경제성

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EIT에 한 

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IT_ET 융합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융합기술에 한 실질

인 R&D성과를 정량 으로 측정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R&D의 

결과물인 2008～2009년의 등록특허를 활용하여 

근래의 R&D 융합기술의 유형을 도출하고 해당 

융합기술의 개념을 정리한 후, 융합기술지식자

본의 변화와 그 변화를 통한 지식흐름의 패턴을 

활용하여 IT_ET 융합기술의 R&D성과를 타 융

합기술의 R&D성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IT_ 

ET 융합기술을 심으로 한 융합기술의 R&D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해 R&D 융합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를 수집하여 기술/산업과 

연계하고, 계량서지학  근법인 특허인용분석

방법을 통해 R&D성과를 기술개발주기, 기술개

발수 , 기술 효과(Technology Spillover), 기

술확산효과(Technology Diffusion) 에서 측

정해 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 다양한 특허인용 분석방법들 , 

기술순환주기(Technology Cycle Time : TCT)

분석방법을 통해 기술개발주기를 측정하고, 기

3) 이하 EIT로 칭함.

술 향지수(Technology Impact Index : TII)를 

통해 기술개발수 을 측정하 다. 그리고,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분석방법으로 알려진 소셜 네트

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이하 SNA)

에 특허인용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기

술 간 연계 네트워크의 심구조분석을 통해 기

술 효과(Technology Spillover)를 측정하고, 

융합기술과 산업 간 연계 네트워크의 심구조

분석을 통해 기술확산효과(Technology Diffu-

sion)를 측정하 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기업, 소기업, 학, 

공공기 , 국외 등 6개의 출원인으로 분류하고 

향 후 정책  공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 인 성과측정을 시도하 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

특허를 활용하여 IT_ET의 융합 R&D성과를 연

구한 최 의 논문으로서 향 후 한국에서 나타나

는 융합기술에 한 상들을 이해하는데 실질

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융합기술의 개념과 유형

사  의미로 ‘융합’은 분리되는 두 개 이상

의 요소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하나의 

요소로 수렴되는 상을 말한다. 이러한 ‘융합’의 

기본 인 개념을 포 한 ‘융합기술’의 정의는 사

용주체나 용어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해 왔다. 표 으로, Rosenberg[1963]가 1840～

1910년 동안 국의 기계기술의 신역사를 분

석하면서 다양한 산업이 각자의 기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동기술의 

신 상을 발견하고 이를 ‘기술융합(Technology 

Convergence)’으로 표 하 고, 일본의 Kodama

[1991]는 기술 신의 두 가지 형태를 기존 기술

의 돌 (Breakthrough)와 여러 기술의 돌 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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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일어나면서 융합되는 것으로 구분하면서 ‘기

술퓨 (Technology Fu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국가경제자문 원

회에서 한국의 21세기 차세  성장산업으로 채택

되어 집  육성되기 시작한 IT(Information Tech-

nology), BT(Biology Technology), NT(Nano Tech-

nology), ET(Environment/Energy Technology), 

FT(Fuel Cell Technology) 등 5T를 기 로 융

합기술의 유형을 분류하 다. 

Todorov[1989]는 융합기술을 특허정보와 

련한 IPC(국제특허분류코드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코드를 활용하여 분류한 바 있다. 

즉, 한 특허가 두 분류 이상의 코드를 동시에 만

족할 때 융합기술로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IPC코드를 5T로 재 

분류하고 Co-classification 분석법에 따라 한 특

허가 두 분류 이상의 5T를 동시에 만족할 경우 

융합특허로 간주하 다.4)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9개의 융합기술은 앞서 언 한 EIT(에

지정보기술)를 포함해 FEIT(Fuel Cell Environ-

ment/Energy Information Technology : 연료

지환경정보기술/연료 지에 지정보기술),5) NEIT 

(Nano Environment/Energy Information Tech-

nology : 나노환경정보기술/나노에 지정보기술),6) 

BET(Bio Environment/Energy Technology : 바

이오환경기술/바이오에 지기술)7), BFT(Bio-Fuel 

Cell Technology : 바이오연료 지기술), BIT(Bio-

Information Technology : 바이오정보기술), FET

(Fuel Cell Environment/Energy Technology : 연

료 지환경기술/연료 지에 지기술),8) FIT(Fuel 

Cell Information Technology : 연료 지정보기

4) 3장 방법론에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 다.

5) 이하 FEIT(연료 지에 지정보기술)로 칭함.

6) 이하 NEIT(나노에 지정보기술)로 칭함.

7) 이하 BET(바이오에 지기술)로 칭함.

8) 이하 FET(연료 지에 지기술)로 칭함.

술), NIT(Nano-Information Technology : 나노

정보기술) 등 9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게 도출된 9개의 융합기술의 개념은 다음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BET(바이오에

지기술)은 계속 자라는 식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

기 때문에 자원 고갈의 문제가 없으며, BET(바

이오에 지기술)의 사용에 의해 발생한 이산화

탄소는 식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다시 흡수되므

로 이산화탄소 배출도 매우 다. 한 유네스코

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BET(바이오에 지기

술)의 생산잠재량은 체 에 지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석유고갈에 한 실질

인 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자원이 편 되어 있는 석유와 달리 

BET(바이오에 지기술)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

료인 음식 쓰 기, 축산 폐수, 하수 슬러지 등의 

유기성 폐기물과 간벌재, 폐목재 등 농임산 부산

물  잉여 농산물 등은 어느 지역에서나 활용 

가능하므로 특히, 화석에 지 자원이 부족한 국

가들이 BET(바이오에 지기술)에 심이 많은 

편이다[이진석, 2010]. BET(바이오에 지기술)

는 일반 으로 목재를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유

기성 물질을 메탄균으로 분해하여 이용하는 바

이오가스, 수송용으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유가상승에 

따라 수송용에 이용될 수 있는 바이오가스, 바이

오에탄올, 바이오디젤이 최근 심의 상이 되

고 있다[김 모, 2008].

BFT(바이오연료 지기술)는 생 매에 의해 

연료가 산화되는 부분과 극으로 자를 달

하는 부분이 같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시스템을 

말한다. 화학연료 지에서는 연료인 수소나 메

탄올의 산화를 쉽게 하기 해 백 , 루테늄 등

과 같은 매를 사용하는데 반해, BFT(바이오

연료 지기술)에서는 효소나 미생물 균체와 같

은 바이오 물질을 사용한다. 그  미생물연료



제21권 제4호 특허인용정보를 활용한 R&D 융합기술의 성과분석 69

지는 199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연구

이 오염물질을 분해하면서 기를 발생시키는 

해양 미생물 ‘슈와넬라’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무매개체 미생물 연료 지’ 개념을 설명하면서 

처음 소개되어, 미생물이 자공여체인 기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에 지를 기에 지로 환하

는 장치로 알려져 왔다. BFT(바이오연료 지기

술)는 생물학 으로 분해 가능한 성분이 포함된 

모든 폐수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에

지를 생성할 수 있는 차세  폐수처리 장치로

써 는 에 지 생성기술로써 그 잠재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BFT(바이오연료

지기술)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선

의 폐수를 처리하기 한 방안으로 활용되었고, 

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미생물연료 지를 개

발한 바 있다. 지 까지 연구된 미생물연료 지

는 미생물 세포 안에서 환원되고 극표면에서 

산화될 수 있으며,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

는 물질을 통해서만 미생물과 극간의 자

달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장인섭, 2010].

BIT(바이오정보기술)은 정보통신인 라 는 

IT를 기반으로, 분산되어 있는 방 한 바이오 정

보를 통합 으로 리, 분석  처리하여, 각종 

바이오 정보를 활용하는 분야(신약개발, 의료진

단, 농수산물 개량 등)에 효율 으로 응용서비스

하기 한 핵심기반요소기술을 의미한다. 를 

들면, 바이오인포매틱스, 휴먼인터페이스, 생체

정보보호, 바이오컴퓨 , 바이오닉스 등이 BIT

(바이오정보기술)에 속한다[이동일 외, 2002].

FET(연료 지에 지기술)은 미래에 지 경제

구도에서 풍력, 태양에 지와 같은 자연에 지의 

수 상 불균형을 가장 경제 으로 조 , 보완할 

수 있는 력산업용 ET(에 지기술)이다. 표

으로 수송용 연료 지는 수소를 원료로 기

를 발생시켜 차량을 구동시키는 시스템을 의미

하는데, 연료 지자동차, 연료 지버스의 동력

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홍성안, 2008]. 한, 연

료 지를 비롯한 다른 어떤 발 기법보다 에

지 변환 효율이 높고 유망한 FET(연료 지에

지기술)로서 직 탄소연료 지(Direct Carbon 

Fuel Cell)는 석탄을 이용한다는 과 고체산화

물 해질을 사용한다는 에서 기존의 화력발

소와 고온연료 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

다[강경태, 2011].

FIT(연료 지정보기술) 는 FEIT(연료 지

에 지정보기술)와 련하여, 실상에서는 주

로 IT제품의 연료 지로 활용되면서 그 기능이 

확장 는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FIT(연료

지정보기술)은 첨단정보화시 에서 스마트폰, 노

트북, PDA, 휴 용 DVD 이어, 휴 용 게임

기와 같은 휴  가능한 제품의 력원으로 연료

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재 가장 많이 사용되

는 2차 지는 리튬이온 지나 리튬고분자 지 

등이지만 재 기술수 에서 이론 인 에 지 

도제한에 근 해 있어, 휴 용 자기기들의 

기능이나 작동시간을 고도화하는데 한계를 나타

내고 있다[박세 , 2010]. 반면, FEIT(연료 지

에 지정보기술)는 카메라, 동 상, 음악재생, 디

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블루투스 등 휴 기기들

의 기능 통합 추세와 더불어, 새로운 기능의 요

구로써 더욱 높은 에 지 도와 출력 도를 가

진 새로운 이동 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기술이다. 휴 용 원으로 용될 수 있는 

연료 지는 고분자 해질형 연료 지(Proton Ex-

change Membrane Fuel Cell)와 직 알코올 연

료 지(Direct Alcohol Fuel Cell) 등이 있다. 직

알코올 연료 지는 사용되는 연료의 종류에 따

라 직 메탄올 연료 지(Direct Methanol Fuel 

Cell)와 직 에탄올 연료 지(Direct Ethanol Fuel 

Cell)로 나뉜다. 직 메탄올 연료 지의 경우, 연

료로 사용되는 메탄올의 유해성 때문에 휴 용

으로 사용하는 데는 치명  험성이 잠재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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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T

융합기술

EIT(에 지정보기술) IT를 활용하여 에 지 효율을 최 화하는 기술

FEIT(연료 지에 지정보기술) 높은 에 지 도와 출력 도를 가진 IT제품의 연료 지 기술

NEIT(나노에 지정보기술) NT가 환경정화에 활용되면서 IT로 그 기능이 확장(융합)된 기술

기타

융합기술

BET(바이오에 지기술) 식물을 주 원료로 에 지 효율을 최 화하는 기술

BFT(바이오연료 지기술)
생 매에 의해 연료가 산화되는 부분과 극으로 자를 달하는 

부분이 같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시스템기술

BIT(바이오정보기술)
IT를 활용하여 바이오 정보를 통합 으로 리, 분석  처리함으로 

효율 인 응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FET(연료 지에 지기술) 력산업용 에 지환경기술

FIT(연료 지정보기술) IT제품의 연료 지 기술로 그 기능이 확장(융합)된 기술

NIT(나노정보기술)
원자 는 분자 수 의 NT를 IT에 주목하여, 고성능․소형화․ 

이동성 등을 획기 으로 높인 새로운 핵심원천기술

<표 1> 융합기술의 유형분류와 개념

로 그 사용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반

면, 직 에탄올 연료 지의 연료로 쓰이는 에탄

올은 메탄올에 비해 낮은 반응온도, 취 의 용이

성, 무독성, 높은 에 지 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당분을 가지고 있는 생물질의 발효에 의해 

손쉽고 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

고 있다[박세 , 2010]. 

NIT(나노정보기술)은 원자 는 분자 수 의 

NT를 IT에 목하여, 고성능, 소형화, 이동성 등

을 획기 으로 높인 새로운 핵심원천기술이다

[성호  2007]. 물질공간에 자공간을 심는 작

업은 정교하고 통합화된 과정이 필요한 만큼 기

술 인 정교함과 실시간성, 표 화, 안 성, 렴

한 가격 등의 요건을 확보하는 작업이 요하고, 

이러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는 향후 고집 화, 고

속화,  력성을 실 할 NIT(나노정보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망된다[이동일 외, 2002]. 

표 인 NIT(나노정보기술)은 양자정보처리, 

나노포토닉스, 나노일 트로닉스 등이 있다. 

NEIT(나노에 지정보기술)는 실상에서 주

로 NT가 환경정화에 활용되면서 IT를 기반으

로 기능이 확장 는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질환경분야에서는 음용수, 폐수처리  지하

수 복원을 해 활용되고 있는데, 표 인 기

술은 나노멤 인(Nano-Membranes)기술로 필

터/분리막 기술  하나로 수처리를 한 멤

인기술  최신 기술이다. 멤 인에 사용되

는 물질로는 유기 고분자  무기 세라믹이 이

용되고 있으며, 나노멤 인을 이용한 여과공

정은 음용수처리시설, 식품산업  섬유‧염료 

산업체 등에 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

수의 담수화 분야에서 나노융합기술에 한 잠

재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망되고 있다. 

기환경 분야와 련한 나노융합기술은 지난 35

년간 자동차 배기가스 매 환장치에 이용되

고 있다[김종운, 2010]. 

아래 <표 1>는 에서 설명한 9개의 융합기

술에 한 유형분류와 개념을 간략히 정리한 표

이다. 본 연구는 이들 9개의 융합기술  IT_ 

ET 융합기술인 EIT(에 지정보기술), FEIT(연

료 지에 지정보기술), NEIT(나노에 지정보기

술) 등을 심으로 나머지 다른 6개의 융합기술

들과 비교하여 융합기술의 R&D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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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식흐름과 R&D성과

본 연구에서 ‘기술’은 유용한 목 을 한 ‘지

식의 응용’ 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즉, 기술은 

기존 기술에 한 새로운 기술  요소 는 과

학  지식을 추가함으로써 창출되고, 성공  

기술의 기 은 얼마나 유용한지를 평가하는 것

으로, 나 에는 결국 진부해진다는 에서 ‘과

학’과 구별할 수 있다[Boer, 1999]. 한, 기술은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형자

산(Intangible Asset)으로 분류되고[Reilly and 

Dandekar, 1997], 이러한 무형자산은 특허권, 

업비 , 노하우, 컴퓨터 소 트웨어, 데이터베이

스, 운 지침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

는데, 이  그 소유가 법 으로 인정되어 보호

받는 경우 지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으

로 구분된다[Stewart, 1997; Brooking, 199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 재산권’에 포함된 기술

지식에 을 맞춰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식은 지식공유(Knowledge Share), 지식이

(Knowledge Transfer), 지식교환(Knowledge 

Exchange)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흐름으로 존

재하는데, 지식기반사회에서 상호학습을 통한 지

식의 과 확산이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천으

로 인식됨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주체

들 간의 이러한 지식흐름을 살펴 으로써 연

계  그 구조를 악하는 것을 일반 인 연

구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박용태 외, 2004]. 보

통 지식흐름은 기업  산업간 거래를 통해 기

술 신이 확산되는 체화된 지식흐름과 거래와 상

없이 지식 자체가 다른 산업  사회구성원에

게 되는 비체화된 지식흐름으로 구분된다. 

체화된 지식의 경우, 기술집약  장비에 체화된 

유형자원의 거래를 통해 그 흐름을 간 으로 

측정하며, 국가 간 수출 는 수입액, 산업간 투

입 산출이 표 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반

면, 비체화된 지식흐름의 경우는 특허인용 계

를 이용한 방법이 표 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

다[Trajtenberg, 1990; Ernst, 2003]. 

이와 련하여 기술 신 연구자들은 효과

(Spillover)를 체화된 효과(Embodied Spill-

over)와 비 체화된 효과(Disembodied Spill-

over)로 구분하고[Cohen and Levinthal, 1989], 

체화된 효과는 R&D 결과물이 산업 간 거래

를 통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의 이 되는 

과정으로 정의한 반면, 비 체화된 효과는 

특허나 학술지 는 인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

나는 기술정보의 흐름이라고 정의하 다[정하교 

외, 2006]. 한, 기술 (Technology Spillover)

의 개념에 해서 정하교 외[2006]는 하나의 R&D 

활동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이 다른 분야의 

성과에 의도치 않은 형태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정의하 고, Madsen[2007]은 기술 을 R&D 

기술이 다른 기업이나 산업, 국가까지 향을 미

쳐 그 기술을 공유하는 상으로 정의하 다. 결

과 으로 이러한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볼 때, 

‘기술 효과’란 어떤 한 기술이 타 기술에 미치

는 향 는 연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기술은 산업발 과 한 련이 있다

[Narin, 1994; Narin et al., 1995; Tijssen, 2001]. 

박 우 외[2008]는 과학-기술-산업 간의 지식흐

름의 연계구조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기술과 산

업 간의 연계방법과 연계유형을 정의하여, 어떠

한 기술이나 지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나 

범 하게 산업으로 연계되었는지를 보는 ‘기술

확산지수’와 어떠한 산업분야가 어떠한 방향으

로 얼마나 범 하게 기술분야로 연계되었는지

를 보는 ‘기술흡수지수’를 측정하 다. 여기서 기

술확산지수와 기술흡수지수는 기술과 학문분야 간

의 확산패턴을 정량  수치로 표 한 Verbeck 

et al.[2002]의 과학확산지수와 과학흡수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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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분류법에 의한 

R&D성과측정법

정성-등  형

체크리스트 기법(Checklist Method)

로 일 차트법(Profile Chart Method)

다 기  기법(Multi-criteria and Table Method)

분석계층과장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AHP)

경제-계량 형

수학  기법(Mathematical Method)

연 나무기법(Relevance Tree)

의사결정나무기법(Decision Tree Approach : DTA)

계량서지학 근법(Bibliometrics Approach)

기술가치평가

비용 근법(Cost Approach)

수익 근법(Market Approach)

할인법(Discount Cash Flow : DCF)

시장 근법(Income Approach)

실물옵션법(Real Option Approach : ROA)

<표 2> R&D성과측정 방법론

출처 : KISTI[2004] ‘R&D 우선순  결정모델에 한 연구.’

개념을 확장하여 용한 개념이다. 한, 기술이 

산업에 미치는 향연구와 련하여, Mansfield

[1961; 1963]는 12개 기술 신이 4개 산업의 주

요 기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기술확

산(Technology Diffusion)의 개념 인 틀과 방

법론의 기 를 확립하 고, Davies[1979]는 한 

사회(society)에서  다른 사회(society)로 

되는 개념으로써 가장 정형화된 기술확산의 모

형을 제시하기도 하 다. 결과 으로 이러한 이

론  배경을 바탕으로 볼 때, 기술확산(Techno-

logy Diffusion)효과란 한 기술이 산업에 미치

는 향 는 연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게 기술에 한 지식흐름을 측정하기 한 

연구방법으로는 산업연 표와 기술흐름매트릭스

표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홍순기 외, 1994]. 구체

으로, 매트릭스의 구조  특성을 활용하여 특허

인용 계를 매트릭스로 작성한 후, 국가 는 산

업간 R&D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Verspagen 

and Loo, 1999], 그리고 이러한 R&D 효과와 

R&D생산성의 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표

이다[Nadiri, 1993; Scherer, 1982]. 한, 특허인

용분석과 같이 인용 계를 활용한 분석(Citation 

Analysis)도 있다. 계량서지학의 한 유형으로서 

특정 R&D주체 는 R&D성과가 후속 R&D에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를 측정하여 R&D주

체 는 R&D성과의 향력이나 요성을 평가

하는 최근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이다. 인용분석은 인용문헌(Citing)와 피 인

용문헌(Cited)간 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인용횟

수(Citation Number), 피 인용문헌(Cited Work) 

발행연도 간 계를 포함하여 문헌인용(Docu-

ment Citations)을 분석, 비교, 분류하는 통계  

분석방법이다[McMillan and Hamilton, 2000]. 

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허인용분석은 인용횟

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인용빈도, 기술 향지수

(TII), 출원인 향력지수(Current Impact Index : 

CII), 기술순환주기(TCT), 출원인 기술강도(Tech-

nology Strength : TS) 등이 있다. 인용분석의 

기본가정은 특정 기술이 장 이 많고 향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인용된다는 것으로, 인용횟수

를 통해 특허들의 상  요도를 악할 수 있

고, 인용특허와 피 인용특허와의 계를 연결하

여 나타내는 특허 흐름은 기술지식흐름을 분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Karki, 1997].

R&D성과측정방법에는 <표 2>와 같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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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계

량형 근방법  계량서지학  근법을 활용

하여 융합기술의 R&D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계량서지학은 Scientometrics 는 Infor-

metrics 등으로 불리며[Verbeck et al., 2002], 계

량  는 통계 인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한 분

야의 문헌들에 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

과나 성과에서 일정한 유형이나 추세를 찾아내

는 것을 목 으로 한다[Pritchard, 1969]. 특히, 

과학기술문헌에 한 계량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구조와 발 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의 성

과를 측정한다[Noyons et al., 1999]. 결과 으로, 

계량서지학은 과학지식 는 기술지식을 계량화

함으로써 특정한 연구주체의 향력이나 요성

을 평가하거나 연구흐름을 악하여 연구성과들 

간의 유사성을 찾아내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DeSolla, 1963].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식의 흐름을 악하기 

한 R&D성과측정 방법으로 특허인용분석을 활

용하 다. 특히, 양  R&D성과측정을 해 기

술순환주기(TCT)를 분석하 고, 질  R&D성

과측정을 해 기술 향지수(TII)를 분석하 다. 

기술순환주기(TCT)분석은 특허정보  인용횟

수를 활용한 기술변화와 련된 측정지표로 미

국 Computer Horizon Inc. 연구에서 처음 제시

하 다[Narin, 1999]. 기술순환주기(TCT)는 등

록된 특허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용되었는지

를 분석하여 지식흐름에 있어서 특정 기술이나 

지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다시 말해, 기술변화  기술발 속도

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정 연구주체의 기술의 

진보가 양 으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술 향지수(TII)분석은 

연구주체의 기술 인 역량을 분석하는데 활용

할 수 있는 지표로서, 연구주체가 재에 미치

고 있는 기술 향력에 을 맞췄다[Kurtossy, 

2004]. 특허인용 계를 이용하여 기술 신의 질

인 수 을 측정하는데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

며, 질 으로 우수한 특허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해 상 으로 일정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양질의 특허를 추출해 분석한다

[Albert et al., 1991; Podolny and Stuart, 1995]. 

이러한 특허인용분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 효과와 기술확산효과 등의 R&D

성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최

근에 부각되고 있는 SNA를 통해 특허인용 계

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SNA는 노드(Node, 

Point, Vertex)를 이용하여 행 자를 표 하고 

링크(Line, Arc, Edge)를 이용하여 계를 나타

낸다[Moreno, 1934]. 본 연구와 련하여 네트

워크 내를 연결하는 기술 는 지식 노드는 링

크를 통해 돌아다니면서 만들어 내는 특정결과

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성

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네트워크의 유형은 

모드(Mode)의 개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에서 모드란 계데이터 측정의 상

이 되는 서로 구별되는 노드의 집합으로 정의된

다. 1모드 네트워크는 가장 일반 인 유형의 네

트워크로서 부분의 SNA에서 리 이용된다. 

그러나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두 종류의 

노드 집합에 한 분석  데이터 수집이 필요

한 경우가 있는데, 서로 다른 유형의 조직 간의 

계, 조직과 조직에 속한 조직구성원 간의 

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게 두 종류 노드가 

포함되며 같은 종류의 노드 간에는 직  연결

계가 없는 네트워크를 2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2모드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

스템을 하나의 체 시스템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곽기 , 2014]. 네트

워크 내에서 노드가 차지하고 있는 치는 노드

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약을 가져다 다. 어

떤 노드가 유리한 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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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가 교환 계에 있어서 더 나은 상을 이끌

어 낼 수 있고, 더 강한 향력을 행사하며, 존

경과 주목의 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결국, 그 노드가 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기회와 더 은 

제약을 가져다주는 유리한 구조  치가 워를 

결정하게 된다. 워를 가져다주는 유리한 구조

 치에 한 연결정도(Degree), 근 (Close-

ness), 매개(Betweenness) 등의 을 SNA는 

심성(Centrality)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 심성은 독립성(Independence), 자율성(auto-

nomy), 지배력(dominance), 향력(Influence) 등

으로 해석되기도 한다[Freeman, 1979; Wasserman 

and Faust, 1994; Scott, 2012].

본 연구에서는 R&D의 결과물인 특허를 기술

의 용지표로서 간주하여 특허인용정보를 활

용해 R&D기술개발주기와 R&D기술개발수 을 

분석하고, 인용특허와 피 인용특허 간의 특허인

용 계를 활용한 SNA 2모드 네트워크의 심

구조분석을 통해 융합기술과 기술 간의 계를 

측정하는 기술 효과와 융합기술과 산업 간

의 계를 측정하는 기술확산효과에 한 융합

기술지식의 R&D성과를 측정하 다.

3. 방법론

3.1 데이터 수집  분류

본 연구는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와 이

를 인용 는 피인용한 특허 등에 한 정보를 

추출, 분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실제분석에 

용하 다. 략 14만 건(2008년 83391건, 2009

년 56978건)의 등록특허를 기반으로 2008년 피

인용 특허 45739건, 2009년 피인용 특허 25377건

을 추가로 추출하여 총 211,485건의 특허데이터

로 분석하 다. 추출 시기는 2012년 11월경이며, 

피 인용특허의 정보추출 기 은 2012년 7월까

지의 피인용된 정보를 추출하 다. 2006년부터 

표기되기 시작한 한국의 특허인용정보는 미국

에 비해 축 된 체계 인 분류(인용지표, 패

리 특허 추  시스템 등)가 미흡하고 상 으

로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6년～2007년 시행 기의 데이터

들은 신뢰성에 의문이 들어 배제하 고, 수집시

기인 2012년 기 으로 특허의 인용 계를 악

하는데 있어서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단하여 최종 2008년～2009년의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 다.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고유의 특허인

용분석이 가능하다는 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한국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는 통합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수집된 특허데이터의 기본 인 서지사항 이외

에 IPC(국제특허분류코드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코드를 활용한 추가 인 특허정보

를 포함하 다. 우선, 출원인 정보를 개인, 기

업, 소기업, 학, 공공기 , 국외 등 6개의 속

성으로 재분류하여 향후 정책  공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융합기술별/속성별 성과측정의 차이

를 살펴보았다. 한, SNA에서 서 노드(sub)로 

활용할 산업유형은 ‘한국표 산업분류표’ 기

에 따라 23개로 재분류하 고(<부록 1> 참고),  

다른 서 노드(sub)로 활용할 기술유형은 ‘세계

지 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

perty Organization)의 기술분류표’ 기 에 따라 

35개로 재분류하 다(<부록 2> 참고). 반면, SNA

에서 메인노드(main)로 활용할 융합기술 유형을 

도출하기 해 ‘Compendium of Patent Stati-

stics 2008’ 보고서 기 에 따라 NT, BT, IT, 

ET, FT 등을 5T로 재분류하고(<부록 3> 참고), 

Co-classification 분석법  Todorov[1989]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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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인 # 기업 # 소기업 # 학 #공공기 #국외 #합계 #퍼센트

+개인 5425 850 4452 465 436 182 11810 16.6%

+ 기업 987 14525 3775 1045 1026 1544 22902 32.2%

+ 소기업 3600 1766 10380 823 783 370 17722 24.9%

+ 학 224 377 579 1559 389 75 3203 4.5%

+공공기 302 531 921 746 1625 157 4282 6%

+국외 553 4093 1953 599 563 3436 11197 15.7%

+합계 11091 22142 22060 5237 4822 5764 71116 100%

+퍼센트 15.6% 31.1% 31% 7.4% 6.8% 8.1% 100%

<표 3> 등록특허와 피인용특허의 출원인별 특허 수

(+) 등록특허.
(#) 피인용 특허.

구 분 EIT
*

FEIT
*

NEIT
*

BET BFT BIT FET FIT NIT 합계

개인 390 11 0 40 11 27 107 23 10 619

기업 1014 323 4 19 0 19 174 516 59 2128

소기업 1228 37 5 36 16 99 110 79 24 1634

학 190 42 6 14 2 55 49 31 109 498

공공기 319 48 0 17 5 79 55 41 58 622

국외 427 71 0 6 2 11 149 147 40 853

합계 3568 532 15 132 36 290 644 837 300 6354

<표 4> 출원인별 융합기술 특허 수

*
ET와 IT 융합기술.

라 IPC코드로 재분류된 특허인용정보  한 특

허가 두 분류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융합특

허로 간주하여, 이와 련된 기술을 융합기술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 융합기술은 이종기술의 융합을 

말하며 동종기술의 융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

게 추출된 다양한 융합기술  수집이 가능한 

특허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BET(바이오

에 지기술), BFT(바이오연료 지기술), BIT(바

이오정보기술), EIT(에 지정보기술), FET(연료

지에 지기술), FIT(연료 지정보기술), FEIT

(연료 지에 지정보기술), NEIT(나노에 지정

보기술), NIT(나노정보기술) 등 총 9개의 융합

기술로 최종 분류하 다. 특히, IT와 ET의 융

합R&D기술인 EIT(에 지정보기술), FEIT(연료

지에 지정보기술), NEIT(나노에 지정보기술) 

등을 심으로 나머지 다른 6개의 융합기술들

과 비교하여 얼마나 R&D성과의 차이를 나타내

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 

<표 3>은 측정에 활용한 등록특허와 피 인

용특허의 특허 수를 출원인별로 구분한 표이고,  

<표 4>는 앞서 분류한 융합기술들의 특허 수를 

출원인별로 구분한 표이다.

3.2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융합기술에 한 양  R&D성

과를 측정하기 해 기술순환주기(TCT)분석을 

통한 기술개발주기를 측정하 고, 반면, 융합기

술에 한 질  R&D성과를 측정하기 해 기

술 향지수(TII)분석을 통한 기술개발수 을 측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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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순환주기(TCT)는 해당특허의 등록연도와 

피인용 특허의 등록연도 차이의 간 값(Median 

Age)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허의 기술개발속도 

는 기술개발주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기업의 

가장 최신특허에서 인용된 과거 특허의 평균발

행연도로써 산업에 따라 그 범 가 보통 5～15

년까지 차이를 나타낸다. 기술순환주기(TCT) 값

이 작거나 짧다는 것은 유사한 계통의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며 원천기술보다는 응용기

술특허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노

성열 외, 2005]. 따라서 시간의 요성이 커져가

는 경쟁상황에서 기술순환주기(TCT)는 요한 

경쟁변수로써 실제로 특허의 수명을 리하기보

다 기술변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박정규 외, 2005]. 

기술 향지수(TII)는 피인용도 상  10%에 속

하는 특허의 기술 향력을 평가한 것으로 특정

연구주체의 기술 향력과 기술수 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요 특허만을 상으로 다른 특허로

부터 인용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체특

허에서 상을 한정하여 상  10% 이상 인용된 

특허가 해당 기술분야에 끼치는 향력을 측정

하는 분석방법으로 상  10%의 피인용도를 가

진 특허를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다른 특허와 기

술을 개발하는데 향을 많이  핵심특허를 선

별할 수 있다. 기술 향지수(TII)의 기  값은 1

이고 1보다 높으면 분석 상이 보유한 기술 수

이 높다는 것을, 1보다 작으면 분석 상이 

보유한 기술수 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

술 향지수(TII)는 체 평균을 1로 표 화한 

값으로 1보다 값이 크면 해당분야에서의 기술

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이  외, 2012].

기술 향

지수
=

해당 기술분야에서 N회 이상 인용된 
어떤 상의 특허비율

해당 기술분야에서 N회 이상 인용된 
체 특허비율

N = 인용된 횟수의 순 가 상  10% 이상인 

특허의 인용횟수

이와 더불어,  다른 융합기술의 R&D성과를 

측정방법으로 기존 지식의  는 확산 등 새

로운 지식 창출의 기반요소로써 보다 정교하고 

세부 인 지식흐름을 규명할 수 있는 SNA를 수

행하 다. 분석도구는 국내에서 개발된 SNA 소

트웨어인 사이람(CYRAM)의 넷마이 (Net-

Miner)를 활용하 다. 넷마이 는 데이터 변환, 

네트워크 분석, 통계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등의 

통합된 틀을 제공하는 로그램으로 데이터 분

석  시각화를 상호작용 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할 SNA의 네트워크는 등록

특허에서 피 인용되는 특허로 연결되는 방향성

을 가지게 되고 그 인용되는 횟수에 따라 가 치 

는 계량 값을 가지게 되며, 네트워크 내의 행

자인 노드는 융합기술군(main), 기술군 는 

산업군(sub)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크의 유형은 

서로 다른 종류의 노드로서, 융합기술(main)에서 

기술(sub)로의 지식흐름을 나타내는 융합기술

네트워크와 융합기술(main)에서 산업(sub)으

로의 지식흐름을 나타내는 융합기술확산네트워

크 등으로 구성된 2모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심구조분석을 실시하 다. 심구조분석은 노

드수 에서 노드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네

트워크 구조 상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를 

악하고 얼마나 소수의 노드에게 계가 집

되어 있는지를 악하는 분석이다. 즉, 노드 수

에서 한 행 자가 체 네트워크에서 ‘ 심’에 

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 심’

에 한 정의에 따라 계산방법의 차이가 나타난

다. 우선, 한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심

에 치하는지에 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

로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 근 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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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ness Centrality),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이 있다. 

연결 심성은 특정 노드와 연결된 노드들의 

수의 총합으로 산출되고 노드들 간의 특정 계 

는 흐름의 정도를 표 한다. 각각의 노드들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심에 치하는지를 알

아보는 기법으로 네트워크구조에서 노드가 직

인 계 는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체 경

우의 수에서 실제 노드가 가지고 있는 직 인 

계 는 흐름 수의 비율을 측정한다. 구체

으로 노드의 연결정도는 노드(N) 연결 계 개

수를 의미하며, 노드에 연결된 연결선(L)의 수

로 측정한다. 연결된 이웃 노드가 많을수록 연

결 심성이 높아지고 직 인 향력의 크기

를 측정할 수 있다.

 

 

-   : 노드 i의 연결정도

-   : 체 노드의 수

근  심 (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

심성과 달리 네트워크 내에서의 간  연결까지 

고려하여 체 네트워크에서의 한 노드와 다른 

모든 노드 간의 거리를 강조한다. 여기서, 근 이

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직 으로 는 소

수의 개자를 통해 얼마나 빨리 소통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낸다. 즉, 근  심성은 네트워크를 통

해 돌아다니는 무언가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최소시간으로써 노드의 독립성(Independence)과 

즉효성(immediacy)을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  


 ≠

-   : 노드 i에서 j까지 거리

-   : 체 노드의 수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직  

연결되어 있지 않은 행 자들 간 계를 통제 

는 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매개 심성은 인

한 네트워크가 아닌 체 네트워크를 상으

로 계산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의 정보교환 는 

자원흐름에 한 통제능력을 나타내는 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내에서 가 요한 

노드인지 다른 섬성 지표보다 매개 심성 지

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노드의 향력

(Influence)을 강조한다.

  

∑  

-   : 노드 j에서 k까지 가는 최단경로의 수

-    : 노드 j에서 k까지 가는 최단경로에

서 노드 i를 지나가는 횟수

한, 심구조분석은 두 노드의 연결 방향성

에 따라 내향 심성(In-Degree Centrality) 분

석과 외향 심성(Out-Degree Centrality) 분석

으로 구분되는데, 내향 심성 분석은 다른 들

로부터 하나의 노드로 들어오는 계만을 고려

한 방법이고, 외향 심성 분석은 하나의 노드에

서 다른 들로 나가는 계만을 고려하는 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 심성, 근 심성, 매

개 심성 등 이 세 가지 심성을 내향 심성과 

외향 심성으로 각각 분석하여 일 된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 심성을 나타내

는지를 측정하여 IT와 ET간 융합기술의 기술

효과(Technology Spillover)와 기술확산효과

(Technology Diffusion)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

한 심성은 독립성(Independence), 자율성(auto-

nomy), 지배력(dominance), 향력(Influence) 등

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융합기

술의 R&D성과로서 기술 효과와 기술확산효

과 등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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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체 개인 기업 소기업 학 공공기 국외

EIT
*

4.712 4.823 4.175 4.826 4.685 4.727 5.597

FEIT* 4.803 5.591 4.562 5.514 4.238 4.638 5.846

NEIT
*

3.167 None 4 3.2 2.583 None None

BET 6.613 8.231 5.447 4.871 3.722 9.906 5.5

BFT 4.361 3.818 None 3.75 5.25 2.8 15.25

BIT 5.358 9.944 4.938 4.792 4.575 4.73 6.364

FET 5.555 5.736 5.718 5.236 4.823 5.602 5.704

FIT 4.676 3.174 4.362 5.43 4.806 4.561 5.685

NIT 4.362 4.9 3.704 4.5 4.25 4.058 5.811

<표 5> 출원인별 융합기술의 기술순환주기(TCT)분석결과

*
ET와 IT 융합기술.

<그림 1> 기술순환주기(TCT) 분석결과 그래

4. 측정결과

4.1 기술순환주기(TCT) 분석 결과

우선, 도출된 9개의 융합기술의 기술개발주기 

는 기술개발속도에 한 R&D성과를 측정하기 

해 기술순환주기(TCT)분석을 실시하여 <표 5>

과 <그림 1>에 나타냈다. 기술순환주기(TCT) 값이 

작거나 그래 가 짧다는 것은 유사한 계통의 기술

개발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며 원천기술보다는 응

용기술특허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IT(에 지정보기술), FEIT(연료 지에 지정

보기술) 등의 IT_ET 융합기술이 FET(연료

지에 지기술)과 함께 다른 융합기술과 비교해서 

출원인별로 기술순환주기(TCT)가 고르게 분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EIT(에 지

정보기술), FEIT(연료 지에 지정보기술), FET

(연료 지에 지기술)이 반 으로 R&D주체

에 상 없이 주기 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으로, EIT(에 지정보기술)는 기업

(4.175)에서 상 으로 기술순환주기(TCT)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국외(5.59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EIT(에 지정보기술)가 국

외 출원인보다 국내 출원인에서 기술개발이 좀 

더 활발하고, 특히 기업에서의 기술개발이 가

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것을 알 수 있다. F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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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지에 지정보기술)의 경우는 학(4.238)

에서 상 으로 기술순환주기(TCT)가 가장 낮

게 나타났고, 국외(5.84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으로써, 국내 출원인에서 기술개발이 좀 더 활

발하고 한 학에서의 기술개발이 가장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ET

(연료 지에 지기술)은 FEIT(연료 지에 지

정보기술)와 마찬가지로 학(4.823)에서 상

으로 기술순환주기(TCT)가 가장 낮게 나타났

고, 개인(5.73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학에서의 기술개발이 가장 활발한 반면 개

인에 의한 기술개발이 가장 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데이터의 수가 작아 기술순환주기

(TCT)결과에 한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

만, 가장 최신의 융합기술로 NEIT(나노에 지

정보기술)는 상 으로 가장 낮은 기술순환주

기(TCT)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NEIT(나노

에 지정보기술)가 아직까지 기업(4), 소기

업(3.2), 학(2.583)에서만 기술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지만, 다른 융합기술들 보다 기술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원인별 특징으로는 기업이 NIT(나노

정보기술) 3.704, NEIT(4), EIT(4.175), FIT(연

료 지정보기술) 4.362, FEIT(4.562), BIT(바이오

정보기술) 4.938 등 순으로 기술순환주기(TCT)

를 5 미만으로 나타내, 상 으로 IT융합기술, 

특히, NT-IT융합기술의 기술개발이 가장 활발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IT_ET의 융합기술의 기술개발주기에 

한 R&D성과는 EIT(에 지정보기술)와 FEIT

(연료 지에 지정보기술)의 경우, 모든 R&D

련 연구자들에 의해 주기 으로 기술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과 학을 심

으로 NEIT(나노에 지정보기술)를 활용한 응

용기술의 R&D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4.2 기술 향지수(TII)분석 결과 

기술순환주기(TCT)분석과 더불어 9개의 융

합기술의 질  수 에 한 R&D성과를 측정하

기 해 기술 향지수(TII)분석을 실시하여 <표 

6>과 <그림 2>에 나타냈다. 기술 향지수(TII)

의 기  값은 1이고 1보다 높으면 분석 상이 

보유한 기술 수 이 높다는 것을, 1보다 작으면 

분석 상이 보유한 기술수 이 낮다는 것을 의

미하는데, 기술 향지수(TII)는 체 평균을 1

로 표 화한 값으로 1보다 값이 크면 해당분야

에서의 기술 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IT(에 지정보기술)는 기술순환주기(TCT)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융합기술과 비해 상

으로 출원인별로 기술 향지수(TII)가 고르

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EIT(에 지정보

기술)가 반 으로 어떤 주체가 R&D을 하더

라도 비슷한 수 의 EIT(에 지정보기술)를 생산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IT

(에 지정보기술)는 공공기 (1.059)에서 상

으로 가장 높은 기술 향지수(TII)를 나타냈

고 국외(0.862)에서 가장 낮은 기술 향지수(TII)

를 나타냈다. 이것은 국외출원인보다 국내출원

인의 EIT(에 지정보기술) 기술개발수 이 높

고, 특히, 공공기 에서 가장 높은 기술개발수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학과 기업

에서 기술개발이 가장 활발했던 FEIT(연료 지

에 지정보기술)는 공공기 (1.186)과 학(1.106)

에서 가장 높은 기술 향지수(TII)를 나타냈고, 

반면, 소기업(0.851), 국외(0.865)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나, 학의 FEIT(연료 지에 지정

보기술)은 높은 수 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업

과 소기업보다 학에서 상 으로 기술개

발이 활발했던 NEIT(나노에 지정보기술)의 기

술 향지수(TII)는 기업(1.5), 소기업(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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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인 기업 소기업 학 공공기 국외

EIT
*

1.034 1.035 1.002 0.944 1.059 0.862 

FEIT
*

1.09 1.002 0.851 1.106 1.186 0.865 

NEIT* 0 1.5 1.2 0.5 0 0 

BET 1.137 1.158 0.896 0.733 1.035 0.733 

BFT 0.982 0 1.238 0 1.08 0

BIT 1.009 0.675 1.036 1.049 1.095 0.291 

FET 1.166 1.086 1.034 0.861 0.901 0.837 

FIT 1.127 1.039 1.076 0.883 1.089 0.804 

NIT 0.9 1.017 0.813 0.963 0.983 1.238 

<표 6> 출원인별 융합기술의 기술 향지수(TII) 분석결과

*
ET와 IT 융합기술.

<그림 2> 기술 향지수(TII) 분석결과 그래

학(0.5) 등으로 나타나, 학의 NEIT(나노에 지

정보기술)는 활발한 기술개발에 비해 기술수

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원인별 특징으로, 기업은 BFT(바이오연

료 지기술) 0, BIT(바이오정보기술) 0.675 등 

바이오융합기술을 제외한 모든 융합기술이 1 

이상의 기술 향지수(TII)를 나타내, 출원인  

높은 수 의 융합기술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출원인의 경우는 유일

하게 NIT(나노정보기술) 1.238을 제외한 모든 

융합기술이 1 이하의 기술 향지수(TII)를 나

타내, 출원인  높은 수 의 융합기술들을 가

장 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출원에

서는 학이 BIT(바이오정보기술) 1.049, FEIT

(1.106)을 제외한 모든 융합기술이 1 이하의 기

술 향지수(TII)를 나타내, 국내출원인  높은 

수 의 융합기술들을 가장 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IT_ET의 융합기술의 기술개발수 에 

한 R&D성과에서 EIT(에 지정보기술)는 어

떤 주체가 R&D을 하더라도 비슷한 수 의 기

술을 보일 것이고, FEIT(연료 지에 지정보기

술)는 학에서 높은 수 의 기술개발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NEIT(나노에 지

정보기술)는 학에서 활발한 기술개발에 비해 

낮은 기술수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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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 BE6T BFT BIT EIT FEIT FET FIT NEIT NIT

체

Cd 0.694 0.278 0.694 0.861 0.556 0.944 0.583 0.167 0.583

Cb 0.117 0.010 0.103 0.170 0.050 0.238 0.057 0.003 0.065

Cc 0.703 0.500 0.703 0.839 0.619 0.929 0.634 0.464 0.634

개인

Cd 0.375 0.219 0.281 0.594 0.063 0.625 0.125 0.000 0.219

Cb 0.132 0.070 0.084 0.375 0.001 0.347 0.012 0.000 0.089

Cc 0.535 0.469 0.500 0.639 0.404 0.657 0.451 0.000 0.469

기업

Cd 0.188 0.000 0.281 0.719 0.500 0.813 0.375 0.063 0.344

Cb 0.012 0.000 0.085 0.284 0.099 0.385 0.042 0.000 0.040

Cc 0.460 0.000 0.489 0.719 0.590 0.793 0.5335 0.411 0.523

소

기업

Cd 0.400 0.143 0.286 0.771 0.057 0.543 0.371 0.057 0.314

Cb 0.081 0.007 0.067 0.490 0.000 0.209 0.080 0.001 0.088

Cc 0.526 0.451 0.495 0.761 0.421 0.614 0.537 0.408 0.515

학

Cd 0.192 0.077 0.385 0.538 0.115 0.654 0.115 0.154 0.538

Cb 0.063 0.008 0.109 0.300 0.005 0.340 0.004 0.014 0.199

Cc 0.477 0.382 0.538 0.618 0.438 0.700 0.438 0.477 0.618

공공기

Cd 0.200 0.100 0.567 0.600 0.200 0.600 0.300 0.000 0.533

Cb 0.078 0.008 0.244 0.222 0.015 0.285 0.036 0.000 0.134

Cc 0.468 0.423 0.629 0.647 0.468 0.647 0.478 0.000 0.595

국외

Cd 0.129 0.032 0.194 0.677 0.323 0.677 0.452 0.000 0.290

Cb 0.012 0.000 0.066 0.393 0.052 0.346 0.100 0.000 0.084

Cc 0.455 0.378 0.464 0.692 0.506 0.692 0.556 0.000 0.495

<표 7> 융합기술 네트워크의 외향 심성지수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4.3 SNA의 심구조분석 결과

9개의 융합기술의 기술 효과와 기술확산효

과에 한 R&D성과를 측정하기 해 융합기술

네트워크와 융합기술확산네트워크를 구성하여 

SNA의 심구조분석을 실시한 후 연결 심성지

수, 매개 심성지수, 근 심성지수를 각각 도출

하여 일정하게 각 심성지수의 크기가 클수록 기

술 효과 는 기술확산효과 등의 R&D성과가 

큰 것으로 해석하 다. 한, 두 노드의 연결방향

성에 따라 외향 심성분석과 내향 심성분석으

로 구분되는데, 외향 심성분석은 융합기술을 

심으로 <표 7>, <표 9>에 제시하 고, 내향 심

성분석은 기술과 산업을 심으로 <표 8>과 <표 

10>에 제시하 다.

우선, <표 7>과 같이 융합기술 네트워크

에서 융합기술들의 외향 심성지수들을 측정한 

결과, 반 으로는 FET(연료 지에 지기술)

이 연결 심성, 매개 심성, 근 심성에서 모

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EIT(에 지정보기술)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소기업과 국외 출

원인의 경우는 EIT(에 지정보기술)가 FET(연

료 지에 지기술)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지

만, 어 거나 이 두 가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는 은 동일하 다. 한 학이 출원인

인 경우에는 NIT(나노정보기술)가, 공공기 이 

출원인인 경우는 BIT(바이오정보기술)가 이 두 

가지 FET(연료 지에 지기술)와 EIT(에 지

정보기술)만큼 높은 심성지수를 나타낸 것도 

확인하 다. 결과 으로, 출원인별 약간의 차이

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융합기술들보다

도 FET(연료 지에 지기술)와 EIT(에 지정

보기술)의 기술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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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 BE6T BFT BIT EIT FEIT FET FIT NEIT NIT

체

Cd 0.625 0.208 0.708 0.958 0.750 0.875 0.750 0.125 0.750

Cb 0.066 0.004 0.075 0.170 0.086 0.151 0.084 0.001 0.092

Cc 0.690 0.513 0.741 0.952 0.769 0.870 0.769 0.488 0.769

개인

Cd 0.429 0.190 0.286 0.667 0.095 0.667 0.238 0.000 0.381

Cb 0.094 0.012 0.096 0.327 0.001 0.293 0.021 0.000 0.125

Cc 0.593 0.507 0.538 0.714 0.479 0.714 0.522 0.000 0.574

기업

Cd 0.174 0.000 0.348 0.826 0.652 0.783 0.522 0.087 0.478

Cb 0.009 0.000 0.045 0.284 0.149 0.257 0.053 0.001 0.048

Cc 0.493 0.000 0.552 0.822 0.698 0.787 0.627 0.468 0.067

소

기업

Cd 0.417 0.125 0.542 0.833 0.250 0.667 0.583 0.042 0.375

Cb 0.043 0.002 0.103 0.362 0.012 0.193 0.104 0.000 0.046

Cc 0.588 0.488 0.645 0.833 0.513 0.714 0.667 0.455 0.571

학

Cd 0.250 0.100 0.450 0.600 0.250 0.500 0.200 0.100 0.600

Cb 0.100 0.007 0.120 0.230 0.103 0.165 0.019 0.002 0.249

Cc 0.545 0.500 0.621 0.692 0.545 0.643 0.529 0.500 0.692

공공기

Cd 0.273 0.136 0.591 0.773 0.318 0.545 0.409 0.000 0.591

Cb 0.094 0.004 0.124 0.298 0.030 0.140 0.071 0.000 0.154

Cc 0.529 0.486 0.667 0.783 0.545 0.643 0.581 0.000 0.667

국외

Cd 0.182 0.045 0.273 0.773 0.500 0.682 0.591 0.000 0.455

Cb 0.006 0.000 0.040 0.315 0.081 0.202 0.130 0.000 0.102

Cc 0.500 0.450 0.514 0.783 0.621 0.720 0.667 0.000 0.600

<표 9> 융합기술확산네트워크의 외향 심성지수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반면에, FEIT(연료 지에 지정보기술)은 

기업에서 연결 심성(0.5), 매개 심성(0.099), 근

심성(0.59) 등으로 FET(연료 지에 지기

술)와 EIT(에 지정보기술) 다음으로 높은 심

성지수를 나타냈을 뿐 나머지 출원인에서는 

조한 심성지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FEIT(연

료 지에 지정보기술)은 단지 기업에서만 약

간의 기술 효과를 보 다. 한, 가장 최신의 

융합기술인 NEIT(나노에 지정보기술)는 재

상태에서 기술 효과를 기 하기는 어려운 만

큼 체 으로 심성지수 역시 가장 낮은 수치

를 보 다는 것은 의외라 할 수 있다.   

<표 8>과 같이 융합기술 네트워크에서 

융합기술들의 내향 심성은 체 으로는 화학

공학기술과 재료/ 속학기술이 연결 심성, 매

개 심성, 근 심성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

나 출원일별로는 큰 차이를 보 다. 우선, 개인 

출원인의 경우, 기기계/에 지기술, 환경기술

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 출원인의 경우, 마이

크로구조/나노기술과 반도체기술, 컴퓨터기술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소기업은 기기계/

에 지기술만 연결 심성, 매개 심성, 근

심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 학은 마이크로

구조/나노기술에서, 공공기 은 기 재료화학기

술, 국외는 측정기술에서만 가장 높은 심성지

수를 나타냄으로써 융합기술에서 기술로 

효과가 출원인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가 있다. 

결국, 반 으로는 FET(연료 지에 지기술)

과 EIT(에 지정보기술) 융합기술에 기 해서 

기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해

당융합기술이 향을 미치는 기술은 R&D주체

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개인 R&D는 에 지환경 련 기술

에 향을 주는 반면, 기업 R&D는 IT-NT

련 기술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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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와 같이 융합기술확산네트워크에서 

융합기술들의 외향 심성지수들을 측정한 결과 

융합기술 네트워크와는 반 로, 반 으로

는 EIT(에 지정보기술)가 연결 심성, 매개

심성, 근 심성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FET(연료 지에 지기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학 출원인의 경우, NIT(나

노정보기술)이 연결 심성, 매개 심성, 근

심성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기  

출원인의 경우, NIT(나노정보기술)과 BIT(바이

오정보기술)이 EIT(에 지정보기술)보다는 작지

만 FET(연료 지에 지기술)보다는 높게 나타

났다. 따라서, 융합기술들 에는 EIT(에 지정

보기술)가 기술확산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FET(연료 지에 지기

술)이 높게 나타났다. 특징 으로, 학 출원인

의 경우는 NIT(나노정보기술)에서 기술확산효과

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공공기  출원인의 

경우 역시 EIT(에 지정보기술) 다음으로 FET

(연료 지에 지기술)보다는 NIT(나노정보기술)

와 BIT(바이오정보기술)이 높게 나타났다. 

FEIT(연료 지에 지정보기술)은 융합기술

네트워크에서와 같이 기업에서 연결 심성

(0.652), 매개 심성(0.149), 근 심성(0.698) 등

으로 FET(연료 지에 지기술)와 EIT(에 지

정보기술) 다음으로 높은 심성지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융합기술 네트워크에서와 다른 은 

출원인 체에서 연결 심성(0.75), 매개 심성

(0.086), 근 심성(0.769) 등으로 상 으로 높

은 심성지수를 나타냈다. 이것은 FEIT(연료

지에 지정보기술)가 기술 효과보다는 상

으로 높은 기술확산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IT(나노에 지정보기술)는 기술

효과와 마찬가지로 재상태에서 기술확산

효과를 기 하기는 어려운 만큼 체 으로 

심성지수 역시 가장 낮은 수치를 보 다.

<표 10>과 같이 융합기술확산네트워크에서의 

내향 심성은 융합기술 네트워크에서와는 다

르게 출원인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화학

산업이 연결 심성, 매개 심성, 근 심성에서 

모두 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개인 출

원인만 화학산업보다 일반기계산업에서 다소 높

게 나타났다. 화학산업 이외에는 출원인별로 

기업은 반도체산업, 소기업과 국외는 일반기

계산업, 학은 의료 생산업, 공공기 은 기

기기산업 등 융합기술에서 산업으로의 기술확산

효과가 출원인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결국, 반 으로 EIT(에 지정보기술)와 FET

(연료 지에 지기술)에 기 해서 기술확산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융합기술이 

향을 미치는 산업은 화학산업에 집 되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종합분석결과

융합기술의 R&D성과들을 종합해볼 때, 체

으로는 EIT(에 지정보기술)가 R&D주체에 

상 없이 주기 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으

며, 생산된 기술수  역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으로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EIT(에 지정보기

술)가 가장 많은 반면, 기술개발수 은 공공기

에서 생산하는 EIT(에 지정보기술)보다 낮게 

나타나, 기업의 EIT(에 지정보기술)에 한 

R&D가 비효율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EIT(에 지정보기술)는 FET

(연료 지에 지기술)보다 기술확산효과는 큰 것

으로 나타났으나, 기술 효과는 낮게 나타나, 

EIT(에 지정보기술)가 다양한 산업들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FET(연료 지에 지기

술)보다는 다양한 기술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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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가장 높은 기술개발수 을 나타

내고 있는 기업은 IT융합기술, 특히, NT-IT

융합기술을 심으로 많은 R&D 활동을 주기

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기업에

서 생산된 융합기술 역시 NT 는 IT 련 기술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NIT(나노정보기술)의 기술   확산효과는 

기업보다 학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 NIT(나노정보기술)의 기술개발과 기술이

이 비효율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에 활용한 융합기술들의 반 인 기술

효과와 기술확산효과는 화학공학기술과 화학

산업에 집 되어 있으며, 다만, 기술확산효과에

서는 R&D주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기술 효과는 R&D주체에 따라 집

으로 연계되는 기술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기술확산효과는 R&D주체에 따라 크게 향

을 받지 않는 반면, 기술 효과는 R&D주체에 

따라 큰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과 련하여, IT_ET의 융합기

술에 한 R&D성과를 살펴볼 때, EIT(에 지정

보기술)는 모든 R&D주체에서 반 으로 기술

개발주기와 기술개발수 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

을 뿐 아니라, 기술 효과와 기술확산효과가 

역시 높게 나타났다. 다만, FET(연료 지에 지

기술)보다는 기술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효과보다는 기술확산효과가 좋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EIT(연료 지에 지정

보기술)는 모든 R&D 련 연구자들에 의해 주기

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지고는 있으며, 특히, 

학에서 높은 수 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한 기업에서 상 으로 높은 

기술 효과와 기술확산효과를 보이기는 하지

만, 반 으로는 기술 효과보다는 기술확산

효과가 상 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NEIT

(나노에 지정보기술)의 R&D는 기업과 학을 

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징 으로 

학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에 비해 낮은 기술수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EIT

(에 지정보기술) 반 으로 높은 R&D성과를 

나타냈고, FEIT(연료 지에 지정보기술)는 

학에서 기술개발주기와 기술개발수 에 한 높

은 R&D성과를 나타낸 반면, 기업에서는 기술

효과와 기술확산효과에서 높은 R&D성과를 

나타냈다. 가장 최근의 융합기술로서 NEIT(나

노에 지정보기술)는 기업에서 기술개발주기와 

기술개발수 에 한 월등한 R&D성과를 나타

냈다.

5. 결  론

본 연구는 R&D의 결과물인 특허를 활용하여 

융합기술의 지식자본의 변화를 통해 지식흐름

의 패턴을 분석하고 EIT(에 지정보기술), FEIT

(연료 지에 지정보기술), NEIT(나노에 지정

보기술) 등 IT_ET 융합기술의 R&D성과를 확

인하기 한 논문이다. 이러한 연구수행을 해, 

우선 융합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를 도출하고, 특

허의 인용정보 는 이를 기술 는 산업과 연

계하여 특허인용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융합기술

의 R&D성과를 기술개발주기, 기술개발수 , 기

술 효과, 기술확산효과 에서 측정하 다. 

연구결과, EIT(에 지정보기술)는 인 

R&D생산량이 가장 많은 만큼 모든 면에서 높

은 R&D성과를 나타냈다. 특징 으로, 기업의 

EIT(에 지정보기술) 성과는 가장 많은 R&D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수 은 공공

기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 기업의 EIT

(에 지정보기술)에 한 R&D가 비효율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EIT(연료

지에 지정보기술)는 학과 기업에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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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2011년 2012년

품목 수출 액(비 ) 품목 수출 액  비

1 선박류 56,588(10.2) 석유제품 56,203(10.3)

2 석유제품 51,600(9.3) 반도체 50,430(9.2)

3 반도체 50,146(9.0) 일반기계 47,994(8.8)

4 일반기계 45,817(8.3) 자동차 47,184(8.6)

5 석유화학 45,587(8.2) 석유화학 45,912(8.4)

<표 11> 수출 5  품목  비

으로 높은 R&D성과를 나타냈고, NEIT(나노

에 지정보기술)는 기업( 기업, 소기업)에서 

월등한 R&D성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결국 EIT

(에 지정보기술)가 어떤 기술과 융합하는가에 

따라 R&D주체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EIT(에 지정보기술)가 FT와 

융합되었을 때는 학과 기업에서의 높은 R&D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NT와 융합되었을 때는 

기업과 소기업에서 높은 R&D성과가 나타

날 것이다. 

결국, 기업은 비효율 인 EIT(에 지정보

기술)에 한 R&D보다는, 좀 더 복합 이고 세

한 FEIT(연료 지에 지정보기술), NEIT(나

노에 지정보기술) 등의 융합기술개발에 집 하

는 것이 융합 R&D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으로 단되었다. 한, 반 으로 높은 수

의 융합기술을 R&D한 기업은 IT융합기술(특

히, NT_IT 융합기술)을 심으로 R&D 활동이 

활발했지만, 기술 효과와 기술확산효과에 

한 R&D성과는 오히려 학보다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학문을 목 으

로 하는 학과 달리 비즈니스를 목 으로 하는 

기업의 R&D결과물이 해당기업의 자산으로서 

정보유출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 기술로의 

이나 타 산업으로의 확산에 다소 제약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다른 연구결과로, 기술 효과와 기술확

산효과 등의 R&D성과측정에서 융합기술은 공

통 으로 화학과 연 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실제로 <표 11>의 지식경제

부가 2013년 1월 1일 발표한 ‘2012년 수출입 실

’에서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규모를 달성하여 세

계무역 8강에 진입하 는데, 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품목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화학분야에 한 높은 

성과와 일맥상통했다. 결과 으로 국내 화학분

야의 성장은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양

한 융합기술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진 덕분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반 로, 기술 효과와 기

술확산효과 등의 R&D성과측정에서 큰 차이

이라면 기술 효과가 R&D주체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 반면, 기술확산효과는 R&D주체에 

따라 큰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새로

운 융합기술을 개발하기 해서는 가 R&D을 

할 것인지가 요한 반면, 산업에서는 필요한 

융합기술이 무엇인지가 더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최근 

융합기술의 R&D성과가 IT_ET 융합기술 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

히, 기업의 R&D는 차 복잡하고 세부 으

로 융합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 SNA를 통한 R&D성과측정이 

실제성과와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 SNA가 R&D

투자의사결정모델에 한 지표로서 활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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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융합기술을 개발하기 해서는 R&D주체를 선

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지만, 산업에서는 융합

기술을 가 R&D을 한 것인지 보다 필요한 융

합기술이 무엇인지가 더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식흐름의 과정을 연구한 논문으

로써 주로 해외특허를 활용한 기존논문과는 달

리 한국특허를 활용하 다는 에서 실제 국내 

상황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술/산업 간 연계구조분석은 정부의 과학

기술정책 수립이나 기업의 기술 략 수립에 다

각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T융합연구

에서 의 연구결과들은 IT융합분야의 투자

효과를 명시 으로 보여 으로써 이 분야에 한 

정책지원의 정당성을 인식시키고 IT융합R&D의 

필요성을 알리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한계 들이 존재한다. 우선 으로, 

특허인용분석과 SNA 분석은 기본 으로 수많

은 데이터를 통해 하나의 값이나 지수를 계산하

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집단간 평균비교와 같

은 가설 검정을 실시할 수 없었다는 이다. 통

계  가설 검정을 해서는 충분한 숫자의 세부 

산업별 지수가 존재하거나 오랫동안의 시계열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데이터 확보를 통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주장에 한 보완을 장기 으로 실시

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데이터와 련해서는 수집한 등록

특허의 기간이 2008년과 2009년뿐이며, 수집한 

피 인용특허의 기간 역시 2008년～2012년으로 다

소 단기간이라는 과 한 특허에 분류코드로 활

용한 IPC코드는 여러 개 임에도 불구하고 융합

분류를 2개만을 활용하여 융합기술분류를 하

다는 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 융합

연구에서 물리  결합 는 화학  결합, 동종 

는 이종 기술, 다문학 /학제간 연구 등 융합

연구에 한 기존의 분류가 분류를 한 논의로

써 성립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어떤 연구가 융

합 연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구체 이고 통

일된 기 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융합연

구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범 가 어디까지인지

를 규정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융합연구의 은 크게 기술 , 산업

, 연구자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기술과 산업 의 융합연구라 할 수 있다. 향 

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성과의 

융합기술이나 산업을 찾아 공동연구자들의 특징

을 통해 공동연구의 최 조합을 도출하는 연구

자 의 융합연구를 수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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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특허청의 산업분류표

분류 IPC 코드 분류 IPC 코드

일반기계

A62B; A62C; B03C, B03D; B04; B05C, B05D; 

B06B; B07C; B08B; B23; B24; B25; B26; B27B, 

B27C, B27D, B27F, B27G; B30; B44B; B65; 

B66C, B66D, B66F; B67; B81B, B81C; F01B, 

F01C, F01D, F01K; F02C, F02G; F03; F04; 

F15; F16B, F16C, F16G, F16J, F16K, F16L, 

F16M, F16N, F16P, F16S, F16T; F17; F22; 

F23; F24; F25; F26; F28; F41; F42; F99; G10B, 

G10C, G10D, G10G

자동차

B60B, B60C, B60D, B60F, B60G, B60H, 

B60J, B60K, B60N, B60P, B60Q, B60R, 

B60S, B60T, B60V, B60W; B62D; 

F01L, F01M, F01N, F01P; F02B, F02D, 

F02F, F02M, F02N, F02P; F16D, F16F, 

F16H

정 기기

G01B, G01C, G01D, G01F, G01G, G01K, G01L, 

G01M, G01N, G01P, G01Q, G01V, G01W; 

G02C; G03B; G04B, G04D; G05G

자부품

B05B; G12B; H01B, H01C, H01F, 

H01G, H01H, H01J, H01K, H01M, 

H01P, H01R, H01S, H01T; H03F, 

H03H, H03J, H03K, H05K

철강 속 B21; B22; C21; C22; C23; F27 토목건축
A47H; A47K; B28; E01; E02; E03; E04; 

E05; E06; E21; E99

화학

A01N, A01P; A62D; A99; B01; B03B; B07B; 

B09; B32; B41C, B41M, B41N; B82B; B99; C01; 

C02; C05; C06; C07; C08; C09; C10; C11; C25; 

C30; C40; C99; G03C, G03D, G03F;

가구

잡화

A42; A43; A44; A45; A46; A47B, 

A47C, A47D, A47F, A47G, A47L; A63; 

B41B, B41D, B41F, B41G, B41J, B41K, 

B41L; B42; B43; B44(B44B 제외)

섬유
A41; C14;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21; D99
식료품

A21; A22; A23; A24; A47J; C12 C, F, 

G, H, J, L

의료 생 A61 바이오 C12M, N, P, Q, R, S; C13

농림수산
A01B, A01C, A01D, A01F, A01G, A01H, A01J, 

A01K, A01L, A01M; B02; B68;
재료

B27H, B27K, B27L, B27M, B27N; 

B28B, B28C; B29; B31; C03; C04

기기기
B60L, B60M; F21; G21; G99; H02; H05B, 

H05C, H05F, H05G, H05H; H99

기

측정제어

B61L; B66B; G01H, G01J, G01R, G01S, 

G01T; G04C, G04F, G04G; G08; G05B, 

G05D, G05F; H03G, H03L

운송장비
B61(B61L제외); B62(B62D제외); B63; B64; 

F02K

컴퓨터

정보처리

G06C, G06D, G06E, G06F, G06G, G06J, 

G06K, G06M, G06N, G06T; G07; G11

반도체 H01L
자

상거래
G06Q

학  

상, 

음향기기

G02B, G02F, G03G, G03H; G09F, G09G; G10F 

G10H, G10K, G10L; H04N, H04R, H04S

통신

방송

H01Q; H03B, H03C, H03D, H03M; 

H04H, H04J, H04K, H04L, H04M, 

H04Q,

무선통신 H04B, H04W

출처 :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산업분류표(개정 20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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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세계지 재산권기구의 기술분류표

5

기술

기술

코드
35개 세부기술 IPC 코드

기

1 기기계․에 지

F21H, F21H, F21L, F21S, F21V, F21W, F21Y, H01B, H01C, H01F, H01G, 

H01H, H01J, H01K, H01M, H01R, H01T, H02B, H02G, H02H, H02J, H02K, 

H02M, H02N, H02P, H05B, H05C, H05F, H99Z

2 오디오․ 상기술
G09F, G09G, G11B, H04N 3, H04N 5, H04N 7, H04N 9, H04N 11, H04N 13, 

H04N 15, H04N 17, H04N 101, H04R, H04S, H05K

3 원거리통신 G08C, H01P, H01Q, H04B, H04H, H04J, H04K, H04M, H04N 1, H04Q

4 디지털통신 H04L, H04N 21, H04W

5 기본통신 로세서 H03B, H03C, H03D, H03F, H03G, H03H, H03J, H03K, H03L, H03,

6 컴퓨터기술
G06C, G06D, G06F, G06G, G06J, G06K, G06K, G06M, G06N, G06T, G10L, 

G11C,

7 자상거래 G06Q

8 반도체 H01L

가구

9 학 G02B, G02C, G02F, G03B, G03C, G03D, G03F, G03G, G03H, H01S

10 측정

G01B, G01C, G01D, G01F, G01G, G01H, G01J, G01K, G01L, G01M, G01N 1, 

G01N 3, G01N 7, G01N 9, G01N 11, G01N 11, G01N 13, G01N 15, G01N17, 

G01N 19, G01N 21, G01N 22, G01N 23, G01N 24, G01N 25, G01N 27, G01N 29, 

G01N 30, G01N 31, G01N 35, G01N 37, G01P, G01Q, G01R, G01S, G01V, 

G01W, G04B, G04C, G04D, G04F, G04G, G12B, G99Z

11 생물물질 분석 G01N 33

12 기구제어
G05B, G05D, G05F, G07B, G07C, G07D, G07F, G07G, G08B, G08G, G09B, 

G09C, G09D

13 의료기술 A61B, A61C, A61D, A61F, A61G, A61H, A61J, A61L, A61M, A61N, H05G

화학

14 유기화학 A61K 8, A61Q, C07B, C07C, C07D, C07F, C07H, C07J, C40B

15 바이오 기술 C07G, C07K, C12M, C12N, C12P, C12Q, C12R, C12S

16 의약

A61K 6, A61K 9, A61K 31, A61K 33, A61K 35, A61K 36, A61K 38, A61K 39, 

A61K 41, A61K 45, A61K 47, A61K 48, A61K 49, A61K 50, A61K 51, A61K 

101, A61K 103, A61K 125, A61K 127, A61K 129, A61K 131, A61K 133, A61K 

135, A61P

17 고분자화학폴리머 C08B, C08C, C08F, C08G, C08H, C08K, C08L

18 식료품

A01H, A21D, A23C, A23D, A23F, A23G, A23J, A23K, A23L, C12C, C12F, 

C12G, C12H, C12J, C13B 10, C13B 20, C13B 30, C13B 40, C13B 50, C13B 99, 

C13D, C13F, C13J, C13K

19 기 재료화학

A01N, A01P, C05B, C05C, C05D, C05F, C05G, C06B, C06C, C06D, C06F, C09B, 

C09C, C09D, C09F, C09G, C09H, C09J, C09K, C10B, C10C, C10F, C10G, C10H, 

C10J, C10K, C10L, C10M, C10N, C11B, C11C, C11D, C99Z

20 재료․ 속학
B22C, B22D, B22F, C01B, C01C, C01D, C01F, C01G, C03C, C04B, C21C, C21D, 

C22B, C22C, C22F

21 표면기술․코 B05C, B05D, B32B, C23C, C23D, C23F, C23G, C25B, C25C, C25D, C25F, C3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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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이크로구조․

나노기술
B81B, B81C, B82B, B82Y

23 화학공학

B01B, B01D 1, B01D 3, B01D 5, B01D 7, B01D 8, B01D 9, B01D 1, B01D 12, B01D 
15, B01D 17, B01D 19, B01D 21, B01D 24, B01D 25, B01D 27, B01D 29, B01D 
33, B01D 35, B01D 36, B01D 37, B01D 39, B01D 41, B01D 43, B01D 57, B01D 
59, B01D 61, B01D 63, B01D 65, B01D 67, B01D 69, B01D 71, B01F, B01J, B01L, 
B02C, B03B, B03C, B03D, B04B, B04C, B05B, B06B, B07B, B07C, B08B, C14C, 
D06B, D06C, D06L, F25J, F26B, H05H

24 환경기술
A62C, B01D 45, B01D 46, B01D 47, B01D 49, B01D 50, B01D 51, B01D 52, B01D 
53, B09B, B09C, B65F, C02F, E01F 8, F01N, F23J, G01T

기계

25 기계조작
B25J, B65B, B65C, B65D, B65G, B65H, B66B, B66C, B66D, B66F, B67B, B67C, 
B67D

26 공작기계

A62D, B21B, B21C, B21D, B21F, B21G, B21H, B21J, B21K, B21L, B23B, B23C, 
B23D, B23F, B23G, B23H, B23K, B23P, B23Q, B24B, B24C, B24D, B25B, B25D, 
B25F, B25G, B25H, B26B, B26D, B26F, B27B, B27C, B27D, B27F, B27G, B27H, 
B27J, B27K, B27L, B27M, B27N, B30B

27 엔진․펌 ․터빈
F01B, F01C, F01D, F01K, F01L, F01M, F01P, F02B, F02C, F02D, F02F, F02G, 
F02K, F02M, F02N, F02P, F03B, F03C, F03D, F03G, F03H, F04B, F04C, F04D, 
F04F, F23R, F99Z, G21B, G21C, G21D, G21F, G21G, G21H, G21J, G21K

28 섬유․제지기계

A41H, A43D, A46D, B31B, B31C, B31D, B31F, B41B, B41C, B41D, B41F, B41G, 
B41J, B41K, B41L, B41M, B41N, C14B, D01B, D01C, D01D, D01F, D01G, D01H, 
D02G, D02H, D02J, D03C, D03D, D03J, D04B, D04C, D04G, D04H, D05B, D05C, 
D06G, D06H, D06J, D06M, D06P, D06Q, D21B, D21C, D21D, D21F, D21G, D21H, 
D21J, D00Z

29 기타 특수기계

A01B, A01C, A01D, A01F, A01G, A01J, A01K, A01L, A01M, A21B, A21C, A22B, 
A22C, A23N, A23P, B02B, B28B, B28C, B28D, B29B, B29C, B29D, B29K, B29L, 
B99Z, C03B, C08J, C12L, C13B 5, C13B 15, C13B 25, C13B 45, C13C, C13G, C13H, 
F41A, F41B, F41C, F41F, F41G, F41H, F41J, F42B, F42C, F42D

30 열처리․장치
F22B, F22D, F22G, F23B, F23C, F23D, F23H, F23K, F23L, F23M, F23N, F23Q, 
F24B, F24C, F24D, F24F, F24H, F24J, F25B, F25C, F27B, F27D, F28B, F28C, F28D, 
F28F, F28G

31 기계요소
F15B, F15C, F15D, F16B, F16C, F16D, F16F, F16G, F16H, F16J, F16L, F16M, 
F16N, F16P, F16S, F16T, F17B, F17C, F17D, G05G

32 운송

B60B, B60C, B60D, B60F, B60G, B60H, B60J, B60K, B60M, B60N, B60P, B60Q, 
B60R, B60S, B60T, B60V, B60W, B61B, B61C, B61D, B61F, B61G, B61H, B61J, 
B61K, B61L, B62B, B62C, B62D, B62H, B62J, B62K, B62L, B62M, B63B, B63C, 
B63G, B63H, B63J, B64B, B64C, B64D, B64F, B64G

기타

33 가구․게임
A47B, A47C, A47D, A47F, A47G, A47H, A47J, A47K, A47L, A63B, A63C, A63D, 
A63F, A63G, A63H, A63J, A63K

34 기타소비재물품

A24B, A24C, A24D, A24F, A41B, A41C, A41D, A41F, A41G, A42B, A42C, A43B, 
A43C, A44B, A44C, A45B, A45C, A45F, A46B, A62B, A99Z, B42B, B42C, B42D, 
B42F, B43K, B43L, B43M, B44B, B44C, B44D, B44F, B68B, B68F, B68G D04D, 
D06F, D06N, D07B, F25D, G10B, G10C, G10D, G10F, G10G, G10H, G10K

35 토목공학

E01B, E01C, E01D, E01F 1, E01F 3, E01F 5, E01F 7, E01F 9, E01F 11, E01F 13, 
E01F 15, E01H, E02B, E02C, E02D, E02F, E03B, E03C, E03D, E03F, E04B, E04C, 
E04D, E04F, E04G, E04H, E05B, E05C, E05D, E05F, E05G, E06B, E06C, E21B, 
E21C, E21D, E21F, E99Z

출처 : R&D 특허센터․특허청(2012. 02), ‘2010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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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OECD의 5T 기술분류표

기술 세부기술 IPC 코드

IT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G01S, G08C, G09C, H01P, H01Q, H01S3/(025, 043, 063, 067, 085, 

0933, 0941, 103, 133, 18, 19, 25), H1S5, H03B, H03C, H03D, H03H, 

H03M, H04B, H04J, H04K, H04L, H04M, H04Q

Consumer electronics G11B, H03F, H03G, H03J, H04H, H04N, H04R, H04S

Computers,

office machinery

B07C, B41J, B41K, G02F, G03G, G05F, G06, G07, G09G, G10L, 

G11C, H03K, H03L

Other ICT

G01B, G01C, G01D, G01F, G01G, G01H, G01J, G01K, G01L, 

G01M, G01N, G01P, G01R, G01V, G01W, G02B6, G05B, G08G, 

G09B, H01B11, H01J(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40/ 41/ 43/ 45/), H01L

BT

Biology Technology

A01H1/00, A01H4/00, A61K38/00, A61K39/00, A61K48/00

C02F3/34, C07G(11/00, 13/00, 15/00), C07K(4/00, 14/00, 16/00, 

17/00, 19/00), C12M, C12N, C12P, C12Q, C12S

G01N27/327, G01N33/(53*, 54*, 55*, 57*, 68, 74, 76, 78, 88, 92)

NT

Nano Technology

EPO의 ECLA Y01N

B82B

G11B5/855, H01F1/00, H01F41/20, H01F41/30, H01L29/12, 

H01F1/00, H01F41/14, H01L29/02

USPC의 9772

ET

Environment Technology

Wind F03D(1/*, 3/*, 5/*, 7/*, 9/*, 11/*), B06L8/00, B63H13/00

Solar
F03G6/*, F24J2/*, F25B27/00, F26B3/28, H01L31/042, H02N6/00, 

E04D13/18, B60L8/00

Geothermal F24J003/*, F03G4/*, H02N10/00

Ocean F03B13/(12-24), F03G7/(05, 04), F03B7/00

Biomass C10L5/(42-44), F02B43/08, C10L1/14, B01J41/16

Waste
C10L5/(46-48), F25B27/02, F02G5/*, F23G4/46, F01K25/14, 

C10J3/38, F23G7/10, H01M8/06

FT

Fuel cells patents

Fuel cells H01M8

Batteries H01M2, 4, 6, 10, 12

Other technologies B01D, B01J, B60L, C01B3, C04B, C08J, C25B, H01B1

출처 : OECD[2006], ‘Conpendium of Patent Statistics’, DSTI/ICCP/IIS(2005)6/FINAL,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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