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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국가혁신시스템 네트워크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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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structure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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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 국가혁신시스템의 혁신 요인간 상호작용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네트
워크 관점에서 연구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R&D 과제 중 공동연구를 수행했던 기관들 간
의 관계를 소셜네트워크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 국
가혁신시스템의 네트워크는 좁은세상 네트워크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 
혁신 주체들은 매우 긴밀하게 지식 및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술혁신 네트워크 내의 혁신 
주체 중, 연구기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우리나라 기술혁신 활동이 정부 주
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가 혁신의 성
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국가혁신시스템, 소셜네트워크분석, 정보통신, 좁은세상 네트워크, 공동R&D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network-related viewpoint to see the aspect of interaction among 
innovation factors of this country’s national innovation system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 For 
this, the relations in which institutions have conducted a joint study of national R&D project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ere analyzed by the method of Social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etwork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 of this country turned out to be “small 
world network.” Based on the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innovation subjects in the sector of this country 
closely exchange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addition, among innovation subjects in the network, the 
proportion of research institutions was relatively high and the proportion of enterprises was relatively low, 
which confirmed that the activity for technical innovation has been made under the lead of the government.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find out what effect the network structure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 has on the 
success of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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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2015년 과학기술

신역량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신역량은 

OECD 30개국  7 라고 한다[1]. 비교  높은 순 임에

도 불구하고 아쉬운 은 기술 환경, 기업 간 기술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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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논문 피인용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 실제 신성과

를 측정하는 질  지표들은 부분 하 권을 기록했다는 

이다. 개방형 신(Open Innovation) 측정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간 기술 력 지표의 낮은 순 는 우리나라

의 기술 기 체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다. 

그것은 정부의 기술 신 정책이 단기  성과에 치우져져 

있고, 지속가능한 신을 가능  하는 기 체력을 든든

하게 하는 데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에서 신시스템(Innovation System)의 

구축은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매우 시 하고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신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핵심은 “ 신은 신시스템

(Innovation System)에서 발생한다”라는 명제이다[3]. 

“ 신시스템(Innovation System)”이라는 용어는 지식의 

생산을 포함하는 기업과 기  간의 상호작용을 언 하면

서, 1985년에 Lundvall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4], 

Lundvall은  신에 해 “ 신은 개인의 역량으로부터 

얻는 단편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개인과 조

직 간의 상호작용 과정 에 발생하는 사회학습  로

세스의 결과물”이라고 하 고, 이에 신에서 가장 요

한 은 축 이고 상호작용 인 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에서 신 시스템은 여러 개인 연구

자 간 공동 연구, 신제품 개발과 련된 소비자와 생산자 

간 상호작용, 그리고 연구기 으로서 학교, 기업 간의 

상호작용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면 국가 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국가 신시스

템은 국가  차원의 신을 주도하는 모든 주체 간 상호

작용, 혹은 력  기술 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국가 신시스템의 

핵심인 신 주체간 상호작용을 어떻게 진시켜서 발

시켜 나아가야 할지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 지속가능한 국가  신 경쟁력의 토 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국가 신시스템에 한 연

구의 부분은 상호작용이라는 복잡다단한 계를 고려

하지 않고, 단편 이고 통계 인 상 계  인과 계

를 밝히거나, 신 주체 혹은 신 요인의 속성을 서술하

는 방식의 연구가 많았고, 이에 상호작용을 한 시스템

의 복잡한 속성을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표 인 지식 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심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신시스템의 요인간 상호작용 측면을 네트워크 

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상호작용 측면에 한 분석을 

통해 국가 신시스템의 요인이 신을 해 서로 력하

는 구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R&D과제  공동연구를 수행했던 

기 들 간의 계를 소셜네트워크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분석한 결과는 다른 국가의 결과와 비교‧분석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성공 으로 신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

의 구조  양상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신시스템 

구조가 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지를 탐색 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국가혁신시스템(NIS)

국가 신시스템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  차

원에서 기술 신을 하기 한 신 주체 간 상호작용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국내외 학자들이 국가 신시

스템에 해 정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Freeman(1987)

은 국가 신시스템에 해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고 개량

하며 확산시키기 하여 련 기술행 와 상호작용을 수

행하는 공공  민간부문 조직간 네트워크라고 정의하

다[5]. Nelson(1993)은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들의 신

인 성과를 결정하는 기 들의 집합이라고 하 다[6]. 

Lundvall(1992)은 기술 신을 한 탐색‧탐구 활동 뿐만 

아니라 상호학습에 향을 미치는 국가의 모든 조직  

제도라고 하면서, 생산시스템, 교육훈련시스템, 융시스

템 등 경제 반과 하부시스템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 다. 

다만, 의로는 연구개발부서, 기술연구소  학 등 연

구기 에 한정하여 기술 신을 한 탐색‧탐구 활동에 

련된 모든 조직과 제도라고 정의하 다[7]. 임채성

(2003)은 특정 환경 하에서 신활동을 하는 데 있어 서

로 상호작용하는 주체로 이루어지는 국가  차원에서의 

시스템이라고 정의하 다[8]. 

종합하면 국가 신시스템은 기술 신을 한 국가단

의 체계이며, 신 주체간 상호작용을 해 구축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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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제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Scholar Definition

Freeman(1987)

Network among organizaitons in private and 

public for acquisiting and diffusing new 

technology

Nelson(1993)
A set of organizations to determine the 

innovative performance through interaction

Lundvall(1992)

Exploration activities as well as th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affect the interactive 

learning for innovation

Lim(2003)

Systems at th national level made it ti interact 

with the subject innovation activiti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able 1> Definition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

2.2 사회네트워크분석(SNA)

국가 신시스템의 핵심 요인인 신 주체 간 상호작

용  력활동을 검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네

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사용하고

자 한다. 사회네트워크분석은 사회학, 물리학, 경제학 분

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사회  계, 

즉 네트워크 내에 속해 있는 구성원 간의 복잡다단한 면

을 악하기 해 연결정도, 연결경로, 연결규모  네트

워크 내에서의 구성원의 치 등을 분석하여 해당 네트

워크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 각 구성원이 어떤 

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9]. 사회

학 분야에서는 이메일 교환 연결망, 성  연결망 등에 

한 연구가 있어 왔고, 경제학 분야에서는 국가의 경제

안정성을 한 국가경제네트워크에 한 연구 등이 있어 

왔다[10]. 

분석 방법은 구조분석과 특성분석으로 나  수 있다. 

구조분석은 신 주체 간 연결 형태  연결 정도를 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내에 주체들이 어

떤 규모로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지표로는 모든 주체

가 상호작용을 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총 개수를 나타

내는 연결정도(degree), 연결가능한 모든 연결선 비 실

제 연결된 연결선의 비율을 나타내는 도(demsity), 어

떤 주체가 다른 주체와 연결되기 해 거쳐야 하는 최소 

단계를 경로거리(geodesic), 계의 비 복성을 표 하는 

구조  공백(structural hole) 등이 있다[11]. 

특성분석은 해당 네트워크  네트워크 내의 구성원

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지에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심

성 지표가 표 이다. 심성 지표로는 연결 심성(degree), 

근 심성(closeness), 매개 심성(betweeness)이 있다

[11]. 

연결 심성은 연결정도를 기반으로 한 심성으로 연

결 계가 많은 주체가 높은 연결 심성을 갖게 되며, 높

은 연결 심성을 갖는 주체는 주체들 간의 지식, 정보의 

거래를 개할 수 있고, 이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9]

근 심성은 연결 심성과는 달리 네트워크 내의 간

 연결까지 고려하여 체 네트워크에서 한 주체와 

다른 모든 주체들 간의 거리를 강조한다. ‘근 ’이란 한 

주체가 다른 주체들과 직  는 소수의 개주체를 

통해 얼마나 빨리 소통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데, 근

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한 주체가 다른 주체와 얼마

나 가까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높은 근 심성

을 갖는 주체는 정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높

은 정확도의 정보를 얻게 된다[9].

매개 심성은 직  연결되어 있지 않은 주체들 간의 

계를 통제 는 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한 주체가 

네트워크 내 어디에 있는지가 심성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이며, 주체가 네트워크 내 주체  간의 최단 경로상

에 치하는 횟수를 측정하여 계산된다[9]. 

사회네트워크분석법은 의 측정을 통한 수치 결과로 

네트워크의 특성을 악하여 그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 

지식 , 구성원 간 력의 양상을 살펴 보고, 그에 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결과들을 토 로 학자

들은 크게 세가지의 네트워크 유형과 유형별 특징을 제

시하고 있다. 

첫째, 무작  네트워크(Random Network)이다. 무작

 네트워크는 결  당 오직 하나의 연결만 있어도 체

가 모두 연결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에서 나왔다. 무작  

네트워크 모델의 제는 철 하게 평등주의 이다. 즉, 

연결선을 완 히 무작 으로 부여한다. 따라서 모든 

결 은 추가  연결 하나를 부여받을 기회를 같이 갖

고 있다. 만약 네트워크가 커지게 되면, 링크를 완 히 무

작 으로 부여하더라도 거의 모든 결 들은 같은 수의 

연결을 갖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결 당 연결선 수가 동

일한 네트워크로 결 이 늘때마다 정규분포와 같이 연결

선수가 동일하게 늘어난다[9]. 

둘째, 좁은세상 네트워크이다. 이것은 매우 멀리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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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들 사이에 실제로는 매우 짧은 

링크에 의해 연결되는 상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첫

째, 매우 높은 군집화 계수 값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둘

째, 경로거리가 매우 짧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좁은 세상 

네트워크는 가까운 이웃 간에는 서로 연결되어 군집화되

어 있으며, 멀리 ᄄᅠᆯ어져 있는 결 들도 특정 결 이 형성

되어 지름길이 형성되므로, 연결거리가 격하게 짧아지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 

셋째, 무척도 네트워크는 연결정도 분포가 멱함수(거

듭제곱) 법칙을 수한다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몇가

지 특징  상들이 나타나는데, ① 연결 패턴에서 선호

 연결 상이 나타나고, ② 외 이라고 할 만큼 극히 

많은 연결을 가지는 소수의 허 가 발견되며, ③ 좁은세

상 네트워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9]. 

Random 

Network

Small World 

Network

Scale-Free 

Network

- Average Connection 

the same

- Increase the number 

of connections the 

same

- High Clustring

- Short Degree

- Preferential Connection

- Small World Network

<Jung(2003)[12]>

<Table 2> Network types

2.3 NIS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기존연구

네트워크 분석 기법은 상당히 오래된 분석 기법이지

만, 분석을 한 도구의 기술  한계로 활발하게 사용되

지는 못 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INSNA 

(International Network for Social Network Analysis)라

는 문가 조직이 출범하고, UCINET, NetMiner, Pajek 

등 련 분석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경제, 사회, 물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기 시작했다[9]. 특히, 국가

신시스템은 상호작용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시스템에 한 네트워크 분석이 진행되기 시

작하 다. 

Breschi et al(2003)은 유럽의 표 인 기술 신 로

젝트인 EU Framework , 1992년과 1996년 사이에 추

진된 조인트 벤처(R&D Joint Ventrues) 네트워크를 실

증 으로 분석하 다. 그 네트워크는 9,816개의 연구기

‧기업과 3,874개의 력 로젝트를 포함하고 있고, 바이

오 련 로젝트가 23%, ICT 련 로젝트가 17%를 차

지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네트워크 내에 가장 

큰 집단(Component)은 체 기   96.3%가 모여 있어 

다수의 기 이 직‧간 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  간 평균 경로거리는 4.5로 평균 으로 

4.5단계만 지나면 연결하고자 하는 기 과 만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연결 도를 나타내는 클러스터

링 계수는 0.82로 매우 조 한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

다. 종합하면 매우 조 하고 정보연결이 신속하고 용이

하게 달 가능한 네트워크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것을 

좁은세상 네트워크 유형이라고 한다[13]. 

Schilling et al(2007)은 네트워크의 군집화(Clustering)

와 경로거리(Reach)가 특허 등 기술 신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하이테크 

산업 11개에 속해 있는 미국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 다. 

본 네트워크는 1,106개 기업과 5,306개의 력 계로 구

성되어 있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군집화 계수는 0.267

로 나타났고, 평균 경로거리는 1.224을 나타냈다. 즉. 아 

독립변수 값을 종속변수인 특허출원에 용 분석하면 군

집계수가 0.267을 과할 때에 기술 신에 정 이고, 

평균 경로거리가 1.224 이상일 때에 기술 신에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식 확산의 매개자로서 네

트워크 구조가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해 의

미있는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14]. 

Barber et al(2007)은 유럽의 표 인 기술 신 로

젝트인 Framework Programmes(FPs)의 력 네트워크

를 연구하 다[15]. 그 결과 로젝트의 규모는 네트워크

의 체 구조에 의미있는 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한, 유럽 내 력 연구기  들 간의 통

합이  증가하여 유럽 내 연구 역이 하게 통합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15].  

이덕희(2011)는 유럽의 BT분야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해 1차부터 6차까지의 FP 로젝트 , BT분야 로

젝트만을 선별하여 분석하 다[11]. 본 네트워크는 5,763

개의 연구기 과 2,829개의 력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네트워크 내에 가장 큰 집단

(Component)은 체 기   94.47%가 모여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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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etwork Structure in IT

수의 기 이 직‧간 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  간 평균 경로거리는 3.942로 평균 으로 3.9단

계만 지나면 연결하고자 하는 기 과 만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 연결 도를 나타내는 클러스터링 계

수는 0.246으로 매우 조 한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매우 조 하고 정보연결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달 가능한 네트워크 분포를 보이고 있고, 본 네트워크 

한 좁은세상 네트워크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11].

이러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유럽의 력형 R&D 

로젝트들을 통한 국가 신시스템의 구조는 체 으로 

다음과 같다. 군집계수가 0.2이상으로 매우 조 한 구조

를 갖고 있고, 평균 경로거리도 5 미만을 보이고 있다. 

한, 가장 큰 구성집단의 비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좁은세상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좁은

세상 네트워크는 구성원 간 정보‧지식의 교류  달에 

매우 강한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신을 해 정

보‧지식의 교류  력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목적 및 방법

3.1 연구의 목적

구성원 간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학습, 지식의 교환, 교

류가 요해 지고, 이러한 구조  특성이 결국 기술 신

에 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 있

다. 이에 앞서 살펴봤던 기존 연구들은 네트워크의 구조

를 분석하고, 그 구조  특성과 기술 신의 계에 해 

연구한 바 있다. 이덕희(2011)는 유럽의 R&D 로젝트

인 FP에 한 연구를 통해 해당 로젝트의 네트워크가 

좁은세상네트워크 특징  멱함수 분포를 밝힌다는 을 

밝혔다[11]. 김용학 등(2007)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공동

연구의 연결망 구조를 밝히면서, 연결의 징검다리 역할

을 하는 연구자들이 논문 생산성, 연구비 수혜와 높은 상

계를 보인다는 을 밝히기도 하 다[16].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우리나라 정부 R&D 

로젝트를 심으로 국가기술 신시스템에 해서 분

석하고자 한다. 기존 유럽의 연구들을 통해 좁은세상 네

트워크 구조, 척도없는 네트워크 구조 등이 비교  기술 

신에 기여함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우리

나라의 시스템 구조가 이러한 기존 연구의 구조와 비교

하여 어떤 유사 과 차이 이 있는지 밝힘으로써 기술

신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

다. 이것은 국가 으로 지속가능한 기술 신시스템의 구

조를 만들어 가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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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며, 이를 통해 기술 신 정책에 한 시사 도 도출

할 것이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3년에 수행 이었거나 완료된 IT분야의 

장기, 단기 력형 국가 R&D과제를 상으로 실시하

다. 국가 R&D과제를 수행한 주 기 , 력기 , 탁기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해 각 기 간 연결을 행

렬로 만들어 그 계를 분석하 다. 행렬은 1원모드이고, 

비방향  계량형 행렬이다. 

데이터의 출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다. 2013년 IT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한 총 과제수

는 1,430개이고, 수행 기 수는 2,236개이다. 연구도구는 

소셜네트워크분석 문도구인 UCINET6를 사용하 다. 

본 도구를 통해 우리나라 IT분야 신시스템의 R&D

네트워크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연결정도, 도, 

경로거리, 컴포 트에 한 측정을 통해 네트워크의 일

반 구조를 분석하고, 둘째, 클러스터링 계수, 경로거리에 

한 측정을 통해 네트워크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연결 심성, 매개 심성, 근 심성 측정을 통해 

각 신주체별 심성에 한 분석을 하고, 각 신주체 

분류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연구와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IT분야 신시스템에 

한 탐색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4. 네트워크 구조 분석

4.1 구조 분석

소셜네트워크분석법을 통해 <Table 3>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하 다. 이 측정값을 통해 네트워크의 체  형

태  속성을 악할 수 있고, 네트워크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연구 상 신주체인 참여기 수는 2,236개이

다. 이 기 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가능개수는 

4,919,897개인데, 이  실제로 연결된 연결선 개수는 

18,946개이다. 이에 실제 연결선수를 연결가능한 모든 연

결선수로 나  네트워크 도는 0.004이고, 표 편차는 

0.081을 나타내고 있다. 신 주체 당 평균 연결 계 개수

는 8.477개로서, 네트워크에 속하는  신 주체들이 8개 

남짓한 력 트 를 갖고 있다. 체 네트워크는 80개

의 구성집단(component)으로 나 어져 있고, 체의 

91.8%에 해당하는 2,052개 신 주체가 가장 큰 구성집

단에 속하여 있다. 두 번째로 큰 구성집단에 속한 기 이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가장 큰 구성집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분 소규모의 군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네트워크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

(small world network)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매우 촘촘

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은 본 네

트워크의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앙

이 매우 촘촘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소수의 연결되지 

않은 신 주체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경로거리는 한 신주체가 다른 신주체와 만

나기 해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로거리에 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경로거

리는 3단계로 4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신 주체가 다른 신 주체와 만나기 해서 3개의 신 

주체를 거쳐야 가능한 연결 계가 체의 43.4%를 차지

한다는 의미이다. 평균 경로거리는 4.1단계를 보이고 있

고, 최  경로거리이자 본 네트워크의 지름은 9단계로 나

타났다.   

Index Result

General 

Information

Project 1,430

Organization 2,236

Avaliable Connection 4,919,897

Connection

Actual Connection 18,946

Density 0.004

Standard Deviation 0.081

Average Link 8.477

Degree

Most Degree 3(43.4%)

Average Degree 4.1

Longest Degree 9

Component

Number 80

the 1st Component 91.8%

the 2nd Component 0.2%

Clustering
Simple Clustering 1.317

Weighting Clustering 0.189

<Table 3> Structure Analysis

마지막으로 군집화 측정인데, 신 주체들의 군집 정

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 

평균 클러스터링 계수는 1.317이다. 네트워크의 크기가 

반 된 가 평균으로 계산한 클러스터링 계수는 0.189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평균 클러스터링 계수가 네트워

크의 군집화 정도를 보다 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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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성 분석

클러스터링 계수 측정을 통해 본 네트워크가 얼마나 

하게 연 되어 있는 지를 악할 수 있다. 

Index Result

Degree Centrality 26.05%

Closeness Centrality 47.4%

Betweenness Centrality 25.72%

<Table 4> Feature Analysis

 표에서는 네트워크 체의 심성 평균을 구한 것

이다. 네트워크 내의 각 주체들은 평균 으로 26.05%의 

연결 심성, 47.4%의 근 심성, 25.72%의 매개 심성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래는 각 심성 별 상 를 차지하고 있는 신 주체 

 각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요한 역할을 

하는 신 주체의 분포를 악할 수 있다. 

Organization Degree Centrality

Research Organization 0.151

Public Agency 0.003

University 0.010

Private Agency 0.002

Company 0.002

<Table 5> Degree Centrality

의 표는 연결 심성에 한 수치 측정값으로 연구

기 , 공공기 , 학교, 민간단체, 기업의 평균 연결 심

성에 한 수치이다. 가장 연결 심성이 높은 신 주체

는 연구기 으로 0.151의 수치를 보이고 있고, 뒤를 이어 

학교가 0.010, 공공기 이 0.003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연결 심성이 높을수록,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다

른 주체들에 해 덜 종속 이 되며, 이러한 자율성은 높

은 지 를 갖게 한다[9].

Organization Closeness Centrality

Research Organization 0.285

Public Agency 0.263

University 0.278

Private Agency 0.261

Company 0.258

<Table 6> Closeness Centrality

근 심성은 연구기 , 공공기 , 학교, 민간단체, 

기업의 수치가 비슷하다. 연구기 이 0.285로 가장 높고, 

학교가 0.278, 공공기 이 0.263이 뒤를 잇고 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근 심성의 수치가 작다는 것은 

경로거리가 짧다는 것을 의마하는데, 짧은 경로거리로 

다른 신 주체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해당 신 주체는 

워의 보유  행사에 유리한 치를 갖게 된다[9]. 

Organization Betweenness Centrality

Research Organization 0.644

Public Agency 0.042

University 0.422

Private Agency 0.037

Company 0.009

<Table 7> Betweenness Centrality

매개 심성이 높은 신 주체도 연구기   학교

에 집 되어 있다. 연구기 이 0.644, 학교가 0.422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신 주체와 차이가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개 치에 있는 신 주체는 주체 간 

개로 이득을 얻거나 다른 신 주체를 소외시킬 수 있어 

큰 워를 갖게 된다[9]. 

4.3 시사점

앞 선 논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네트워

크 구조는 높은 도, 짧은 경로거리, 높은 군집화 계수 

등을 토 로 단하건데, 좁은세상 네트워크일 것으로 

상된다. 이것은 기존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우리나라

의 국가 신시스템이 비교  정보‧지식의 력  교류

가 활발하며, 즉 신 주체 간 상호작용이 긴 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개방형 기술

신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논의할 타 네트워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네트워크 내에서 신 주체들의 역할에 해서

는 세 개의 심성 수치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연결

심성의 측면에서, 주로 연구기 의 수치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다른 기  유형들에 비해 공동 R&D 과제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과제 내에서도 주

도 인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른 주체들이 비해 덜 종속

인 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연구기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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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종속 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근 심성의 측면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모든 신주체들이 타 기 과의 연결양상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히 심 인 역할

을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개 심성

의 측면에서 연구기 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보  지식의 이동에서 연구기 의 비 이 상 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상 으로 우월  지 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우리니라의 신 특성상, 연구기   학

교의 요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국가 주도

형 정책 추진으로 인해 신시스템 네트워크 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연구결과 비교분석

5.1 비교 개요

이덕희(2011)는 1984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 이루어

진 1차부터 6차까지의 FP(Framework Program)의 연구

과제  BT분야의 과제를 상으로 하여 연구한 바 있

다. 공동연구 과제로 분류된 2,829개의 과제를 상으로 

하 고, 참여기 의 수는 5,763개로 식별되었다[11]. 

Cusmano et al(2003)은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ICT

를 포함한 모든 역의 과제를 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공동연구 과제로 분류된 3,874개의 과제를 상으로 하

고, 참여기 의 수는 9,816개로 식별되었다[13]. 본 챕

터에서는  2개의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Index My Result Lee Cusmano

Project 1,430 2,829 3,874

Organization 2,236 5,763 9,816

Connection 18,946 15,228 103,687

Density 0.004 0.000917 0.00215

Average Connection 8.477 5.285 7.09

Average Degree 4.1 3.942 3.16

Longest Degree 9 10 8

Component 80 113 114

the 1
st
 Component 91.8% 94.47% 96.3%

the 2nd Component 0.2% 0.2% 0.1%

Clustering 0.189 0.246 0.28

<Table 8> Comparison

5.2 비교 분석

세 개 네트워크의 체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구

조  특징 분석을 통해 비교가 가능하다. 

첫째, 도는 본 연구 네트워크의 도가 0.00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신 주체 간 연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 주체

간 정보  지식의 교류가 비교  활발할 가능성이 많다

는 것을 보여 다. 둘째, 평균 연결선수에서도 본 연구 네

트워크의 수치가 8.4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신 주체가 직 으로 계하고 있는 주체 수

가 비교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평균 경로거리는 

세 개의 네트워크가 비슷하나, 본 연구 네트워크의 거리

가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소에 서로 알고 

있는 신 주체간의 정보  지식 교류는 매우 활발하나, 

다소 동떨어진 신 주체들과는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어려워 교류가 매우 드물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에 살펴 볼 컴포 트 분포에서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 네트워크의 제1컴포 트가 91.8%로 타 

네트워크의 수치에 비해 작은 것은 비교  작은 개수의 

신 주체들이 제1그룹에 모여 있다는 것이고, 높은 도 

수치를 감안했을 때, 제1그룹과 타 그룹사이의 연결 거리

가 상당히 멀 것으로 측된다. 마지막으로 군집화 계수

는  본 연구 네트워크의 수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네트워크 내에서 3개 이상의 신주체들이 모두 연

결되어 있는 소규모의 지역  클러스터는 타 네트워크에

서 더욱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 시사점

앞 선 논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네트워

크 구조는 도가 매우 높고, 서로 직  연결 계가 많은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간

으로 타 신주체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 으

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에 알고 있거나, 력

해 본 경험이 있는 신 주체와 계속 으로 력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네트워크와의 수치 비교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 비슷한 네트워크 유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매우 높은 도를 보이고 있고, 평

균 인 경로거리도 4 내외로 이덕희(2011) 연구의 무작

 네트워크 시뮬 이션 결과인 5.387보다 짧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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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군집화 계수도 0.2 내외로 무작  네트워크의 

약 0.001에 비해 훨씬 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를 토 로 세 개 네트워크 모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좁은세상 네트워크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IT분야 네트워크는 좁은세상 네트워크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와 정보‧지식의 교류  

력이 활발할 것으로 상된다. 다만, 그것이 연구기  

 학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주도형 기술

신 정책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고, 한, 기업 등 다른 

신 주체들의 역량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주도형 기술 신 정책의 방향도 보다 기업 주

도형으로, 더불어 기업 등 다른 신 주체들의 역량을 향

상시키는 방향을 병행함으로써 신의 다양성  창의성

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개

방형 신의 수 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IT분야의 신시스템은 좁

은세상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임을 밝혔다. 유럽의 FP 네

트워크에 비해서도 상당히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 신 주체 간 정보의 교류, 지식의 달이 매우 신

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럽 국가와 달리 연구기  

 학의 역할이 기업에 비해서 요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본 결과는 우리나라의 기술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

책이 국가 주도형으로 속하게 추진되다 보니 국책 연

구기 이 주도 으로 기술개발 로젝트를 추진한 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들에서 좁은세상 네트워크가 기술 신

에 효과 인 구조라는 을 밝힌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없다. 이에 실제로 도출된 네트워

크의 특징들이 신의 성과와 연결되는 지는 살펴 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Granovetter(1973)는 약한 연결의 

힘을 주장하면서, 촘촘한 네트워크 내의 주체들은 서로 

알고 있는 정보들만을 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히려 

서로 잘 알지 못 하는 느슨한 네트워크 구조 내의 신 

주체들이 창의 이고 신선한 정보를 주고받아 창조  

신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17]. 

이에 우리나라 국가 신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신 성과

가 어떻게 연결되는 지도 향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는 정부지원 기술개발 로젝트들만

을 상으로 하고 있어 민간 차원의 신 로젝트들을 

다루지 못 하는 한계가 있어 이에 한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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