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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는 기술이 시장으로 나가는 통로이자, 기술이전의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

한 사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분야 기업협력 공동연구에 대해 고

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난안전분야 학술지 4종에 수록된 공동저술 논

문을 대상으로 기업소속 저자가 참여한 논문 786건을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기

업협력 공동연구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공저자 수가 적은(3인 이하) 논문은 감소하고 공저

자 수가 많은 논문은 증가하였다. 이는 기업이 참여하는 재난안전분야 연구협력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참여비중을 고려한 저자점수를 통해 기관별 논문 생산성을 파악하고, 전체 기관

의 협업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전 시기에 걸쳐 기관생산성 및 중심성이 높은 기관은 소수의 대학이었

고, 다수의 기업이 이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모습이 보인다. 분야별로는 건설, 엔지니어링, 전자 관련 

기업과 공기업의 참여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분야 공동연구에 기업이 참여한 현황을 전체적

으로 분석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번 분석을 통해 발견된 기관 간 협력관계는 기술이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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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the collaboration research is one of the effective and typical 

methods through which technologies go into the market or are transferred to other sectors. This 

study reviews enterprises’ participated collaboration research and analyzes their network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rea. From 2005 to 2016, 786 technical papers from four 

representative journal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Korea are compiled based on the 

authors whose affiliations are from enterprises. During the research period, collaboration research 

is found to be in an increasing trend in general. However, the number of technical papers with 

three or less authors is in a decreasing trend, whereas that with four or more authors is in 

an increasing trend. This fact implies that the range of enterprises’ collaboration research is 

widening. Technical paper productivity and each entity’s collaboration network are evaluated 

using participation-weight based author score. Over the research period, a few universities, which 

attract most of the enterprises, are found to have higher productivities and centralities. Public 

enterprises show higher participation weights. Also, sectors such as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electronics demonstrate higher weights. This study is particularly meaningful because 

enterprises’ participation status in collaboration research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rea 

is systematically analyz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network analysis result from this study 

will be especially helpful in establishing technology transfer strategy.

Key Words : Collaboration research, Enterprises’ participation, Research tren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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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형태가 복합화･대형화되면서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동시

에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목표로 2014년부터 재난 R&D 성과의 산업화 촉진, 안전산

업 활성화 방안 수립,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체계 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국립재난안전

연구원, 2016). R&D로 개발된 기술이 시장으로 보급･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여기서 “기술”이란 ①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②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③ 기술에 관한 정보, ④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난안전분야 R&D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기술이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은 가시적으로 기술

이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렇지만 최근 국내 재난안전분야 R&D 성과

로 사업화가 이루어진 사례는 2015년 3건(기술료 6억 94백만 원), 2016년 64건(기술료 49억 

90백만 원)으로 국가전체 R&D 대비 매우 미흡하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6). 이와 같이 재

난안전분야는 기술사업화 사례가 적고, 기술개발 분야 및 소비자가 제한적이어서(임수정 외, 

2017) 특허를 통해 기술이전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학술분야에서는 단행본, 논문 등과 같은 공식적 출판물뿐 아니라 학술대회, 세미

나, 비출판자료 등과 같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정보 유통이 이루어져왔다. 법령에 

따르면 기술이전의 대상에는 지식재산과 더불어 기술에 관한 정보나 기술적･과학적･산업적 노

하우와 같은 무형의 자원이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동연구가 연구협

력의 한 종류로서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공유하므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통한 기술이전은 비가시적이므로 측정이 어렵지만, 

특허를 통한 기술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학술지 논문을 이용하여 

재난안전분야 공동연구에 기업이 참여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술이전의 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학술분야에서 공동연구의 중요성은 이미 1960년대부터 주목받아왔으며(De Solla Price, 1963), 

분야를 막론하고 공동연구의 비율과 참여자의 폭은 증가 추세이다. 특히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

는 공동연구 네트워크는 연구자들이 의사소통 및 지식확산의 중요한 기제가 된다(김용학 외, 

2007). 또한 최근에는 다른 유형간의 공동연구가 단독연구에 비해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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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신규고용 부분에서 모두 성과가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배진희 외, 2014). 

이상의 연구배경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Q1. 재난안전분야 기업협력 공동연구의 연도별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Q2. 재난안전분야 기업협력 공동연구에서 생산성 및 영향력이 높은 기관은 어떻게 변화하

였는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난안전분야 학술지 4종에 수록된 공동저술 

논문 중 기업소속 저자가 참여한 논문으로, 저자의 소속기관 단위로 기관별 공동연구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논문 대비 기업 소속 저자가 참여한 논문의 연도별 변화양상 

및 공저자 동향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3년 단위의 기간별로 저자 중요도를 고려한 기관생산성 

점수를 산출하고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이후 기관별 출현빈도, 기관생산성 점수, 

가중네트워크 중심성의 비교를 통해 각 기관이 가지는 생산성 및 영향력과 전체적인 협력 패턴

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재난안전분야 공동연구에서 기업이 참여한 

동향을 거시적으로 관찰하고, 향후 기업의 협업 방향성 설정에 사용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연구

연구협력(Research Collaboration)은 둘 이상의 연구자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며 지적･

물적 측면에서 자원과 노력으로 기여할 때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협력의 수준은 일반적인 조언

이나 의견을 제안하는 것부터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지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수준까지 다양하다(Subramanyam, 1983). 또한 협력의 주체나 영역, 목적에 따라서

도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한데, 연구협력의 대표적 유형인 산학협력의 경우 목적에 따라 연구개

발, 교육 및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인영, 

2016). 

이와 달리 공동저술(Co-authorship)이란 하나의 학술논문을 둘 이상의 저자가 함께 저술하

는 활동을 말한다(Halperin et al., 1992). 논문의 공동저술은 학자들 간의 공식적인 협동 유형

으로 점차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문의 분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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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질, 위험분산 등을 들 수 있다(Barnett et al., 1988; Piette and Ross, 1992). 공동저술

의 최종 산출물은 논문이지만 저술에 있어서 연구자들 간의 공동행위는 전체 연구과정에서 발

생하는 상호작용의 성격(Bozeman and Rogers, 2002; Bozeman and Mangematin, 2004; 

Beaver, 2004)을 지니고, 이는 Katz and Martin(1997)의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학술연구의 성

격을 확인시켜준다. 공동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문제의식이나 연구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며, 증거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을 공유하면서 연구 과정

과 결과에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Friedkin, 1993). 즉, 한 개인이 두 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면, 이 개인은 두 연구의 연결고리로서 지식의 흐름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로써 공동저술에 참여하는 개인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구성이 연구 자체는 물론 그 후의 

연구활동, 더 나아가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최

영훈･이강춘, 2009). 

공동저술관계(공저관계)는 공식적으로 발행된 논문에 기반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연구

협업 결과를 모두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연구협업을 계량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척도이기에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Katz and Martin, 1997; Butcher and Jeffrey, 

2005). 공저관계는 저자 개인, 소속기관, 국가 등으로 단위별 분석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도 이

미 여러 분야에서 저자의 소속기관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

다. 변지혜･정은경(2011)은 전력전자분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분석하였고, 백영기(2015)는 

7개 과학기술 영역에서 공동저술 논문의 소속기관과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연구협력의 패턴과 

추세를 기술하였다. 정대현 외(2017)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별 지식 네트워크를 기관 단위로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업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재윤･최상희(2013), 

정보권(2017)과 같이 기관 단위의 분석뿐 아니라 국가 단위나 문헌 단위, 학술지 단위의 분석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2. 재난안전분야 연구동향 분석

‘재난’과 ‘안전’은 각각 국가, 자연적 환경, 연구자 등에 따라 정의와 개념에 차이가 있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임수정･박덕근, 2016).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

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안전이란 사전적으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안전의 범위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

흥원(2011)에서는 크게 협의적(물리적) 안전과 포괄적(사이버안전, 테러, 안보 포함) 안전으로 



     305이향이 ･임수정 ･박덕근

구분하기를 제안하였다. 

이렇듯 재난과 안전은 모두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술적 측면에서 재난안전

분야가 다양한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데 영향을 미친다. 재난관리는 예방

(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Petak, 1985; McLoughlin, 1985). 첫 번째 예방 단계에서는 법･제도 관련 비구조적 대책를 

비롯하여 도시계획과 같은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대비 단계에서는 기상학, ICT, 

전자통신 등의 연구가, 세 번째 대응 단계에서는 안전공학, 소방학 등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다. 네 번째 복구 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 및 재건을 위한 건설, 토목공학 연구를 비롯하여 

의학, 정신건강, 심리학 등 재난 피해자 관련 연구들도 진행된다. 즉, 재난관리를 연구함에 있어 

대상 학문 분야는 특정 학문에 국한될 수 없으며, 인문･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의 제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류상일 외, 2012). 또한 ‘재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을 5편 이상 보유한 학문분야가 정책학, 행정학, 법학, 토목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 건축공학, 

의학 등을 포함하여 30개라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이재윤･김수정, 2016).

다학제적 분야는 연구주제 및 참여자가 다양하므로 지적구조가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 살펴

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난안전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재난안전분야 논문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소수 존재한다. 

이재윤･김수정(2016)은 ‘재난’으로 검색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학문분야 및 학술지 프로

파일링 분석과 키워드 동시출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난 관련 연구의 수량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급증하였고, 주요 학문영역은 정책학/행정학 영역, 공학 영역, GIS/통신 영

역, 의학/인문사회과학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한동석 외(2015)는 건축도시분야 논문 중 재난 

관련 키워드를 가진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연구

주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자연재난에서는 지진분야의 내진성능연구가, 사회재난

에서는 건설재해분야의 안전관리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류상일 외(2012)는 위기관리분

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위기관리논집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는 재난관리, 위기관리, 국가위기관리, 국가위기, 테

러, 재난 순으로 나타났으나,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재난, 위기관리, 테러, 재난관리, 국가위기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재난안전분야 연구동향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 중에는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지는 않았으

나, 재난 정신건강(민문경 외, 2016; 이동훈 외, 2015), 재난간호(이옥철, 2014), 안전약자의 

재난대응(홍원화, 2015), 재난 후 복구(Yi and Yang, 2014), 행정학 분야의 재난관리(안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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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일, 2007), 재난대응 커뮤니케이션(지용구 외, 2012) 등과 같이 특정 분야로 범위를 한정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재난’과 ‘안전’을 모두 포괄하도록 데이터를 선정하였

으며, 연구분야나 주제 대신 공동저술 논문에 나타난 기관 단위의 연구협력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국내 재난안전분야 공동연구에 기업이 참여한 현황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5∼2016년 동안 재난안전분야 기업협력 공동연구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기

관의 협업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재난안전분야 학술지 논문

의 서지사항을 통해 공동연구를 추출하고, 소속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기업이 참여한 공동연

구를 선별하였다. 분석대상이 확정된 이후에는 12년의 전체 기간을 3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분석하였다. 저자 역할을 반영한 복수저자의 기여도 산정방식에 따라 각 논문의 

저자별 기여도를 점수화하고, 이를 저자의 소속기관별로 더하여 기관별 저자점수를 산출하였

다. 마지막으로 기관 단위의 협업 현황을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데이터 수집

첫 번째 단계로 먼저 데이터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본 연구의 수집 대상 데이터는 재난안전분야 학술지의 논문이고, 그 범위를 자연재난과 사회재

난을 포괄하는 학술지 및 안전공학 학술지로 한정하였다. 이 때 안전공학이란 각종 산업이나 

생활에서 생기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그에 따라 분석 대상 학술지의 선정을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학술지 분류를 참고하

였다. 안전공학에 해당하는 학술지 중 화재소방, 구조물진단 등과 같이 세부 분야로 특화된 

학술지는 안전공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므로 제외하고,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와 

한국안전학회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관한 연구를 포괄하기 위해 한국방

재학회논문집과 Crisisonomy(舊 한국위기관리논집)을 추가하였다. 이 둘은 국내에서 ‘재난’으

로 검색된 논문을 가장 많이 수록한 학술지들이며, 각기 ‘자연재해’ 저널 군집과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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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군집의 중심 저널로 분석된 바 있다(이재윤･김수정, 2016).

분석 대상 기간은 선정된 4개 학술지의 발간연도가 일치하는 2005∼2016년으로 한정하였

고, 각 학술지별 분석 데이터의 수량은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해당 기간 동안 발간된 논문

(A)은 총 5,609건이며, 그 중 2명 이상의 저자가 참여한 공동연구(C)는 4,428건이다. 공동연구 

중 저자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기업 소속 저자가 참여한 논문을 추출하였으며, 논문의 모든 

저자가 1개 기업 소속인 경우는 기관 단위의 공저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 데이터는 (그림 1)과 같이 표현되는 기업협력 공동연구(D) 786건으로, 해당 기간 전체 

논문의 약 14%이다. 

<표 1> 수집 대상 학술지별 논문 수량 및 비율

학술지 정보 논문 수량(2005∼2016년) 및 비율

학술지명 발행년도
전체논문 

(A)

단독연구

(B)

공동연구 

(C)

기업협력 공동연구

수량 

(D)

비율 

(D/A × 100)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986∼ 1,376 245 1,131 191 13.9%

한국안전학회지 1999∼ 1,385 331 1,054 180 13.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01∼ 1,889 236 1,653 364 19.3%

Crisisonomy 2005∼ 959 369 590 51 5.3%

합 계 5,609 1,181 4,428 786 14.0%

(그림 1) 분석대상 데이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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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분류 및 기관점수 산정

저자의 소속기관 분류에 있어서는 임병화(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분류기준

을 작성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정부기관, 기타로 분류하였고, 예외적으

로 기업이나 학교에 소속된 연구소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모기관의 분류항목에 포함되도록 하였

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이루어지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의 분류기준에 따라 공기업은 기업으로, 준정부기관은 정부기관으로 나누어

서 분류하였다. 기관명이 변경되었거나 저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경우 2017년 현재의 공식 

기관명을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표 2> 저자 소속기관 분류기준

구분 종류

기업 회사(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공기업, 병원, 기업 소속 연구소 

교육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대학 소속 연구소

연구기관 연구원, 연구소

정부기관 지자체, 준정부기관, 진흥원, 평가원, 관리원, 공단

기타 협회, 기타 비영리기관 등

복수저자의 기여도 산정 방식은 저자 단위의 지적 구조 분석을 수행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으

로, 제1저자만 고려하는 방식, 모든 공저자를 대등하게 보는 방식, 저자 순서를 고려한 방식, 

저자 역할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방식 등이 존재한다(이재윤･정은경, 2014). 본 연구에서는 이원

봉(2001)의 분석방법을 참고하되, 국내 학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저자 역할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방식을 채택하였다. 분석 대상 중 교신저자가 따로 표시되지 않은 논문의 비율이 높아, 모든 

공저자를 대등하게 보되 제1저자만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저자점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저자

의 수에 따라 1개 논문에 할당되는 전체 저자점수가 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논문 1개당 

총 저자점수가 1이 되도록 정규화하였다. 개인별로 부여된 저자점수는 저자의 소속기관별 합계

를 통해 기관별 저자점수로 활용되며, 이는 해당 기관의 생산성을 나타낸다. 즉, 단순한 기관 

소속 저자의 논문 발행 건수가 아니라 저자역할별 중요도를 반영한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

최종 단계로 기관 단위의 협업 현황을 기간별로 나누어 패스파인더 네트워크(Path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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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PFNet)로 표현하였다. 먼저 기간별 (논문×기관) 행렬을 (기관×기관)의 동시출현행

렬로 변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생성한다. 이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이용

하여 r=∞, q=n-1 조건의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적용한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시각화

한다. 동시출현행렬 작성과 네트워크 중심성 산출에는 2011년 이재윤이 만든 COOC와 WNET 

프로그램을, 시각화 도구로는 NodeXL을 이용하였다.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는 가중치가 있는 모든 링크가 생성된 상태에서 삼각부등식을 위반하는 

경로를 제거하여 생성된다(Schvaneveldt, 1990). 즉, 모든 링크를 표현하는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마다 중요한 링크만 남기는 방식으로 축약하므로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에 용이

하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a→b→c의 거리는 a→b의 거리 2와 b→c의 거리 3 중에서 최대

값인 3이므로, 길이 4인 경로 a→c는 삼각부등식 위반으로 제거된다.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적 구조를 표현할 때는 가장 엄격한 조건인 r=∞, q=n-1로 설정하여 주요 흐름이 

간결하게 표현되도록 한다(Chen, 2006; 이재윤, 2006가). 

(그림 2) r=∞, q=2일 때 삼각부등식 위반에 따른 링크 제거의 예

출처 : 이재윤(2006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중심성 분석을 위해 주로 Freeman(1979)이 제시한 연결중심

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이 사용된다. 하지만 노드간의 관계가 연결 유무로만 표현되지 않고 링크의 연결 강도가 표현되는 

가중 네트워크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이재윤(2006나)은 가중 네트워크에서

의 중심성 측정을 위해 최근접중심성(nearest centrality), 평균연관성(mean associations), 평

균프로파일연관성(mean profile associations), 삼각매개중심성(triangle betweenness centrality)

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의 영향력을 “다수의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연결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라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를 결속시켜

주는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인 삼각매개중심성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삼각매개중심성은 노드 

셋으로 구성된 삼각형을 기본 분석 단위로 하는데, 연관성 행렬에서 분석 기준이 되는 노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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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집 대상 논문의 연도별 수량 

a라고 할 때 a를 제외한 다른 노드들의 조합쌍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노드 쌍(b, 

c)의 비율로 측정한다. 

sim(b, c) < MIN(sim(a, b), sim(a, c))

이 때 a는 b, c 각자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더라도 두 노드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다. 즉, 삼각매개중심성은 소수와 집중된 관계를 맺는 노드보다는 강도가 약하더라도 폭넓은 

관계를 가진 노드에게 유리한 척도이다(이재윤, 2006나). 

IV. 분석 결과

1. 기업협력 공동연구 연도별 분석

2005∼2016년 동안 4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연도별로 세분화한 수량은 (그림 3)과 같

다. 여기에서 논문 편수는 해당 연도에 발간된 전체 논문(A)의 수량을 뜻하고, 기업협력 공동연

구(D)의 수량은 꺽은선 그래프 위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전체 기간 동안 논문 발행 수량은 증가 

추세에 있고, 예외적으로 2009년과 2016년에만 이전 연도보다 수량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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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4개의 학술지에서 발행된 논문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으므로, 발행 수량은 다른 요

인보다 학회의 출판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2년에 걸쳐 재난안전분야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협력 유형별 논문의 비율 변화는 (그림 4)와 같다. 이 때 해당 연도에 발간된 

논문은 크게 단독연구(B)와 공동연구(C)로 구분되며, 기업협력 공동연구(D)는 공동연구에 포

함되지만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비율을 별도로 표시하였다. 12년간 공동연구의 비율은 12년간 

74%에서 84%로 증가하고, 단독연구의 비율은 26%에서 1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De Solla Price(1963)가 과학 분야에서의 공동저자 논문 선호 경향을 언급한 이후 

상담심리학, 간호학, 물리학, 가금학, 방사선종양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가 증가한 사

실(Bird, 1997)과도 부합한다. 이와 달리 기업협력 공동연구는 특별한 추세 없이 10∼18% 사

이에서 증감을 반복한다.  

(그림 4) 수집 대상 논문의 협력 유형별 비율 변화

전통적으로 재난안전은 공공의 역할로 인식되어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데(국립재난안전

연구원, 2016), 그에 따라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국가 R&D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재난안전분

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2(2012.02.22. 신설 이전에는 동법 시행령 제77

조)에 의해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에 따라 제1차(2008년), 제2차(2013)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

행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연도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에는 재난안전분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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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처별 R&D의 전년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이 포함된다. (그림 5)는 2008∼2016년의 

기간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별 실적으로, 재난안전분야 투자실적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

로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재난안전분야 R&D 투자실적 추이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8∼2016) 

그러나 (그림 4)에서 확인하였듯이 동일한 기간의 기업협력 공동연구의 비율은 이전 시기들

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기업협력 논문의 생산량이 정부 R&D 투자실적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7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참여율이 과제수 

기준 35.6%, 투자금액 기준 36.5%이었고(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부 R&D 투자에서 기

업이 수행주체인 비중이 2007년 16.8%에서 2011년 21.7%로 증가하였음(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 2013)을 감안하면 기업의 국가 R&D 참여도에 비해 기업이 참여한 공저논문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기업협력 공동연구의 논문별 저자 수는 2인에서 최대 9인까지 분포하는데, 연도별 공저

자 비율 변화는 (그림 6)과 같다. 전체 기간동안 재난안전분야 기업협력 공동연구는 4인, 3인, 

2인 공저자 순으로 많이 생산되었는데, 이를 연도별로 선형 회귀분석한 결과 2인 공동연구는 

확연히 감소, 3인 공동연구는 소폭 감소, 4인 및 5인 이상 공동연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재난안전분야 기업협력 공동연구에 있어 협력의 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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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업협력 공동연구의 연도별 공저자 비율 변화

본 연구는 저자 단위 대신 저자의 소속기관 단위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연도별로 참여기

관 수에 따른 논문 수량을 <표 3>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A기관 소속 저자 3명과 B기관 

소속 저자 1명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연구는 2개 기관이 참여한 논문으로 분

류된다. 전체적으로 2개 기관이 참여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 2008년과 2013년에는 2개 기관 

참여 논문과 3개 기관 참여 논문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는 연도별로 저자의 소속기관 

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모든 저자의 소속기관 유형을 제시하고 중복값을 제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5년에 A기업에서 1명의 저자가 기업협력 공동연구 3건에 참여하였다면, 저자 소속기

관 유형은 기업 3번 출현으로 집계된다. 전체적으로 교육기관 소속 저자들이 약 53%로 가장 

많았고, 기업 소속 저자들도 약 38%에 이르렀다. 

<표 3> 기업협력 공동연구의 연도별 참여기관 수에 따른 논문 수량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2개기관 24 18 16 27 24 25 35 43 37 71 85 59 464

3개기관 2 11 10 27 14 11 18 26 35 29 30 25 238

4개기관 2 5 1 7 2 5 5 6 3 10 14 12 72

5개기관 0 1 3 0 0 1 0 3 1 0 1 1 11

6개기관 0 0 0 0 0 0 0 1 0 0 0 0 1

합계 28 35 30 61 40 42 58 79 76 110 130 97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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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업협력 공동연구의 연도별 저자 소속기관 유형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기업 29 42 43 73 50 57 70 107 94 135 185 163 1,048

교육기관 45 65 60 126 86 74 112 136 149 212 230 170 1,465

연구기관 0 4 2 4 1 2 9 25 22 26 18 19 132

정부기관 0 2 5 9 4 3 7 14 4 9 12 11 80

기타 0 0 1 3 0 0 0 1 7 1 4 3 20

합계 74 113 111 215 141 136 198 283 276 383 449 366 2,745

2. 기간별 기관생산성 점수 및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5∼2016년의 기간을 3년 단위로 분할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업 공동

연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각 기간별로 재난안전분야 기업협력 공동연구의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가중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인 삼각매개중심성을 정규화한 수치(rTBC)

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삼각매개중심성은 전체 노드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전역중심성에 속하

는데, 이재윤(2006나)는 영향력 면에서 대표적인 노드를 찾기 위해서는 삼각매개중심성을 활용

하기를 추천하였다. 기간별로 도출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크기에는 기관생산성 

점수를 적용하고, 링크의 굵기는 기관 사이의 공동연구 빈도에 코사인 가중치를 반영하여 연결 

강도를 나타냈다. 노드 모양이 사각형인 기관은 기업, 원형인 기관은 기업을 제외한 다른 종류

의 기관을 의미한다. 또한 네트워크 생성 결과 다른 군집들과 연결관계를 갖지 못하고 독립적으

로 존재하는 5개 노드 이하의 소규모 군집은 삭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데이터 현황은 3년 단위의 기간별로 <표 5>와 같이 나타나며, 모든 저자의 

소속기관을 나타낸 <표 4>와 달리 중복값을 제거하여 기관 단위로 살펴보았다. 즉, 2005년에 

A기업에서 1명의 저자가 기업협력 공동연구 3건에 참여하였어도 참여 기업의 수는 1개이다. 

기업협력 공동연구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관의 수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전체 참여 기관 중 1회 출현한 기관의 비율은 약 63%에서 51%로 점차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참여 기관 중 기업의 비율은 54.6% → 55% → 58% → 62.7%로 증가한 것에 반해, 

참여 기업 중 1회 출현한 기업의 비율은 약 75%에서 61%로 감소하였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은 점차 증가하였고, 1회만 참여하기보다 계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율 또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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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5∼2007년 출현빈도, 기관생산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상위 10개

전체 기관

기관명
출현

빈도
기관명

기관

생산성
기관명 rTBC

명지대학교 25 명지대학교 6.44 명지대학교 0.02467

서울산업대학교 13 서울산업대학교 5.23 충북대학교 0.00822

충북대학교 11 충북대학교 2.70 서울산업대학교 0.00699

공주대학교 10 금오공과대학교 2.42 고려대학교 0.0038

고려대학교 7 대림산업 2.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00298

대림산업 7 공주대학교 2.23 금오공과대학교 0.00144

조선대학교 7 알피에스스트럭처 2.08 한국가스공사 0.00144

금오공과대학교 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 경일대학교 0.001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조선대학교 1.92 동부엔지니어링 0.00113

한국가스공사 5 ES건축구조엔지니어링 1.83 현대건설 0.00113

기업

기관명
출현

빈도
기관명

기관

생산성
기관명 rTBC

대림산업 7 대림산업 2.33 한국가스공사 0.00144

한국가스공사 5 알피에스스트럭처 2.08 동부엔지니어링 0.00113

알피에스스트럭처 4 ES건축구조엔지니어링 1.83 현대건설 0.00113

현대건설 4 현대건설 1.27 한국전력공사 0.00082

동부엔지니어링 4 동부엔지니어링 1.20 덕원블라스트시스템 0.00072

한국전력공사 4 지엔피시스템 1.17 한국도로공사 0.00072

ES건축구조엔지니어링 3 신화엔지니어링 1.05 신화엔지니어링 0.00031

신화엔지니어링 3 한국전력공사 0.85 INOCOM LTD 0.00021

LG전자 2 한국가스공사 0.76 대림산업 0.00021

덕원블라스트시스템 2 한국도로공사 0.70 포스코건설 0.00021

<표 5> 기간별 분석데이터 현황

기업협력 논문 수
 참여 기관 수 참여 기업 수

전체 1회 출현 전체 1회 출현

2005∼2007년 93 141 89 (63.1%) 77 58 (75.3%)

2008∼2010년 143 207 129 (62.3%) 114 87 (76.3%)

2011∼2013년 213 261 148 (56.7%) 152 108 (71.1%)

2014∼2016년 337 344　 178 (51.7%) 216 132 (61.1%)

1) 2005∼2007년

2008∼2010년의 기간 동안 출현빈도, 기관생산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상위 10개 기관은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간별 전체 기관 순위에 속한 기업은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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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05∼2007년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그림 7)은 해당 기간의 협업관계를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출현빈도 및 기관생산성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기관은 명지대학교, 서울산업대

학교, 충북대학교이고, 이들은 삼각매개중심성에서도 상위를 차지하였다. 다만 삼각매개중심성

은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노드들 사이를 결속 혹은 매개시켜 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경일대학교, 동부엔지니어링과 같이 기관생산성에서 상위 10개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삼각매개중심성에서는 상위 10개에 속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실제 이들 

기관은 각자가 속한 네트워크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여 다른 노드들 간의 연결 관계를 도와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기업 중에서는 대림산업의 출현빈도 및 기관생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대림산업

은 삼각매개중심성에서는 상위에 있지 않은데, 이는 대림산업이 다양한 기관이 아니라 주로 1개 

기관(서울산업대학교)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생산성이 높은 기업인 알피

에스스트럭처와 ES건축구조엔지니어링은 각각 경기대학교와 서일대학교와만 공동연구를 수행하

였는데, 이들은 다른 노드들과 연결관계를 갖지 못하여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에서는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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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08∼2010년 출현빈도, 기관생산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상위 10개

전체 기관

기관명
출현

빈도
기관명

기관

생산성
기관명 rTBC

명지대학교 27 명지대학교 7.43 강원대학교 0.00748

충북대학교 20 공주대학교 5.97 고려대학교 0.00729

공주대학교 20 충북대학교 5.78 명지대학교 0.00469

고려대학교 19 고려대학교 4.30 충북대학교 0.00289

강원대학교 15 강원대학교 4.27 공주대학교 0.00279

인하대학교 11 경북대학교 3.33 서울산업대학교 0.00166

경북대학교 10 인하대학교 2.22 삼성전자 0.00142

호서대학교 9 조선대학교 2.12 현대건설 0.00142

키스컴 8 도화엔지니어링 2.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0114

현대건설 8 경기대학교 2.08 인천대학교 0.00104

기업

기관명
출현

빈도
기관명

기관

생산성
기관명 rTBC

키스컴 8 도화엔지니어링 2.10 삼성전자 0.00142

현대건설 8 한국수자원공사 2.07 현대건설 0.00142

한국수자원공사 7 현대건설 1.77 도화엔지니어링 0.00057

도화엔지니어링 6 LG디스플레이 1.58 삼안 0.00052

삼성전자 5 청도미성전자 1.33 한국전력공사 0.00038

삼안 4 삼성전자 1.32 GS건설 0.00024

서림 4 키스컴 1.09 건화 0.00019

한국가스공사 4 GS건설 1.08 대림산업 0.00019

한국전력공사 4 한국도로공사 1.03 이엔이씨 0.00019

GS건설 3 한국전력공사 1.00 현대산업개발 0.00019

(그림 7)의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들은 여러 기관과 협력관계를 

가지는 경우보다 명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와 같이 소수의 주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적으로 한국가스공사, 동부엔지니어링과 같이 삼각매개

중심성이 높은 기업들은 특정 대학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2) 2008∼2010년

2008∼2010년의 기간 동안 출현빈도, 기관생산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상위 10개 기관은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간별 전체 기관 순위에 속한 기업은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또한 

(그림 8)은 해당 기간의 협업관계를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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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08∼2010년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2008∼2010년은 이전 시기보다 전체 기관 대비 공동연구 참여 기업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출현빈도 및 기관생산성 상위 10개에서 대학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이는 <표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회만 출현한 기업의 비율이 76.3%로, 4개 시기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는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즉, 이 기간은 여러 공동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관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비율이 다른 시기에 비해 적은 편이다. 

명지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고려대학교, 강원대학교는 출현빈도, 기관생산성 및 삼

각매개중심성에서 순서만 달라질 뿐 상위 5개를 차지하고 있어, 이 기간의 주요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학들은 여러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가지며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명지대학교는 2005∼2007년부터 연속으로 가장 높은 기관생산성 점수를 보이고 있어, 기업과

의 공동연구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중에서 기관생산성이 가장 높은 도화엔지니어링은 참여한 논문 모두에서 주저자의 소

속기관이지만,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키스컴은 모든 논문에서 대학교 소속의 주저자와 함께 

공동저자로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기관생산성은 해당 기관이 연구협력관계에서 주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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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1∼2013년 출현빈도, 기관생산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상위 10개

전체 기관

기관명
출현

빈도
기관명

기관

생산성
기관명 rTBC

인하대학교 36 인하대학교 8.9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01042

고려대학교 2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2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064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4 고려대학교 7.20 충북대학교 0.005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3 충북대학교 6.98 한국수자원공사 0.00368

충북대학교 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16 고려대학교 0.00318

강원대학교 16 한국수자원공사 4.25 한서대학교 0.00232

부산대학교 16 강원대학교 4.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0.00214

서울시립대학교 15 경기대학교 4.00 인천대학교 0.00172

한국수자원공사 15 부산대학교 3.98 현대해상 0.00116

충남대학교 14 서울시립대학교 3.93 명지대학교 0.0011

기업

기관명
출현

빈도
기관명

기관

생산성
기관명 rTBC

한국수자원공사 15 한국수자원공사 4.25 한국수자원공사 0.00368

현대해상 13 현대해상 3.50 현대해상 0.00116

웸스 10 웸스 2.38 노아솔루션 0.00074

노아솔루션 7 한국철도공사 2.38 삼성물산 0.00053

대우건설 7 노아솔루션 2.15 대우건설 0.0005

삼성물산 7 삼성물산 2.05 다음기술단 0.00033

GS건설 6 엘비세미콘 1.64 하존이앤씨 0.00033

H자동차 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50 웸스 0.0003

한국철도공사 5 대우건설 1.35 포스코건설 0.0003

삼안 4 하경엔지니어링 1.33 현대건설 0.00027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삼각매개중심성 상위 10개에 

속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건설은 기관생산성 점수에서는 상위 10개에 속하지 않았으나, 2개

의 대형 네트워크 군집에서 중앙 부분에 위치하며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3) 2011∼2013년

2011∼2013년의 기간 동안 출현빈도, 기관생산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상위 10개 기관은 <표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간별 전체 기관 순위에 속한 기업은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또한 

해당 기간의 협업관계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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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1∼2013년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인하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출현빈도 

및 기관생산성에서 상위 5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 시기와 달리 대학 외에도 연구원이 주요 

연구기관에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다. 인하대학교를 제외한 4개 기관은 삼각매개중심성에서도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인하대학교는 독립군집을 이루어 직접적으로 함께 연구를 수행한 기

관들 외에 연결관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삼각매개중심성이 10위권 밖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기관생산성 점수를 반영한 노드 크기에 있어서 이전과 달리 소수의 상위 

기관과 나머지 기관 사이의 격차가 크지 않고, 중간 크기의 노드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는 재난

안전분야 기업협력 공동연구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의 수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 시기들에서 가장 높은 기관생산성 점수를 보였던 명지대학교가 2011∼2013년에는 전

혀 두드러지지 않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명지대학교는 삼각매개중심성에서 10번째, 기관생산

성 점수에서 22번째에 위치하여, 이 시기에는 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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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14∼2016년 출현빈도, 기관생산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상위 10개

전체 기관

기관명
출현

빈도
기관명

기관

생산성
기관명 rTBC

명지대학교 53 명지대학교 14.94 명지대학교 0.01103

부경대학교 42 부경대학교 11.9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0668

한국수자원공사 41 한국수자원공사 10.86 한국수자원공사 0.0040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54 부경대학교 0.00329

충북대학교 32 충북대학교 7.9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00193

공주대학교 26 공주대학교 6.47 충북대학교 0.0014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07 고려대학교 0.00142

강원대학교 20 성균관대학교 4.94 강원대학교 0.00138

충남대학교 20 충남대학교 4.85 인하대학교 0.00138

고려대학교 19 서울시립대학교 4.60 서울시립대학교 0.00123

기업

기관명
출현

빈도
기관명

기관

생산성
기관명 rTBC

한국수자원공사 41 한국수자원공사 10.86 한국수자원공사 0.00407

건양대병원 17 건양대병원 4.27 한국토지주택공사 0.00075

웸스 14 웸스 3.54 동부엔지니어링 0.00065

한국토지주택공사 12 한국토지주택공사 2.96 GS건설 0.00041

포스코 10 포스코 2.95 건양대병원 0.00027

한국철도공사 10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2.73 노아솔루션 0.00026

동부엔지니어링 9 GS건설 2.70 삼성물산 0.00026

GS건설 8 삼성물산 2.67 포스코 0.00026

노아솔루션 8 한국철도공사 2.65 한국철도공사 0.00022

대우건설 8 노아솔루션 2.26 현대건설 0.00022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기간 동안 출현빈도 및 기관생산성 상위 10개에 유일하게 포함된 기업

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2010년에도 기업 출현빈도 3위, 기관생산성 2위였고, 이 시기

부터 재난안전분야 공동연구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철

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와 같이 철도 관련 기관이 처음으로 상위에 등장하였다. 이전 

시기까지 주로 건설, 엔지니어링, 전자 분야 및 각종 공사(가스, 도로, 수자원, 전력 등)가 주요 

참여 기업이었는데, 철도 분야도 이에 포함된 모습이다. 

4) 2014∼2016년

2014∼2016년의 기간 동안 출현빈도, 기관생산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상위 10개 기관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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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간별 전체 기관 순위에 속한 기업은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또한 

해당 기간의 협업관계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는 (그림 10)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0) 2014∼2016년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이 기간에는 다시 명지대학교가 출현빈도, 기관생산성 및 삼각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기관

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부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충북대학교 등이 

3가지 수치 모두에서 상위에 위치하였다. 이 시기에는 소수의 주요 대학이 다수의 기업과 협력

관계를 갖는 모습이 다시 강하게 나타나는데, 명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충북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이 이에 속한다. 

기업 측면에서는 지난 시기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의 생산성 및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건양대병원을 중심으로 대전보건대학교, 대전선병원, 둔산병원 등이 연결되어 의료 관련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전에도 소수의 병원들이 공동연구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특정 기관이 

재난안전분야 공동연구에 지속적으로 여러번 참여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건양대병원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기관들은 모두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연구에 있어서 지역 역시 고려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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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연구협력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의 중요성은 백영기(2015)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 외 이 시기에 새롭게 생산성 상위에 등장한 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

공사와 포스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로 기관생산성 및 삼각매개중심성이 높은 기관들과 해당 시기

를 특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정리해보면 <표 10>과 같이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생산

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기관은 소수의 대학이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개별적으

로 공동연구를 수행한 모습이 보인다. 특징적으로 2011∼2013년, 2014∼2016년의 기간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대학 이외의 기관이 이러한 주요 기관에 포함되

었다. 

<표 10> 기간별 주요 기관 및 기업

2005∼2007 2008∼2010 2011∼2013 2014∼2016

기관

명지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충북대학교

명지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고려대학교

강원대학교

인하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명지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충북대학교

기업 대림산업
도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건양대병원

이렇듯 주요 기관을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는 기업협력 공동연구에 새롭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관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

2013년부터, 부경대학교는 가장 최근인 2014∼2016년부터 참여도가 높았다. 반면 2005∼

2007년의 서울산업대학교과 대림산업, 2008∼2010년의 공주대학교, 고려대학교, 강원대학교

는 이후 재난안전분야 기업협력 공동연구에서 생산성이나 영향력이 감소된 모습이다. 

재난안전분야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로 건설, 엔지니어링, 전자 분야에 속하였으며, 

가스, 도로, 수자원, 전력 등의 각종 공사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자연재해 

방재에 기반을 둔 재난안전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특히 기업이 참여한 연구로 데이터

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재난에 관한 논문의 학문 분야 중에는 정책학과 행정학

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관리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이재윤･김수정, 2016),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중 

사회재난 관련학술지인 Crisisonomy의 기업협력 공동연구가 타 학술지에 비해 확연히 적은 

현상과도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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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재난안전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이 시장으로 진입하고, 산업화가 진행된 후 산업 발전

을 통해 창출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다시 기술개발에 투자를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체제가 

갖추어져야한다(임수정 외, 2017). 이를 위한 기초단계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선행되어야하

는데,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는 연구협력의 한 종류로 기술이 시장으로 나가는 통로이자 

향후 기술이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

안전분야 공동연구 중 기업이 참여한 연구를 기관 단위로 분석하여 전체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업협력 공동연구의 연도별 분석결과로 도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5∼2016년 

동안 재난안전분야에서 공동연구의 비율은 74%에서 84%로 증가하였으나, 기업협력 공동연구

는 특별한 추세 없이 10∼18%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한다. 둘째,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재난안전분야 R&D 투자실적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기업이 참여한 논문의 비율은 이

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협력 논문의 생산량이 R&D 투자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셋째, 연도별 공저자 비율의 경우 2인 공동연구는 확연히 감소, 3인 

공동연구는 소폭 감소, 4인 및 5인 이상 공동연구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공동연구에 

있어 협력의 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3년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전 시기에 걸쳐 기관생산성 및 삼각매개중심성이 높은 기관은 소수의 대학이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개별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한 모습이 보인다. 특징적으로 2011∼

2013년, 2014∼2016년의 기간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대학 이외의 

기관이 이러한 주요 기관에 포함되었다. 둘째, 재난안전분야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로 

건설, 엔지니어링, 전자 분야에 속하였으며, 가스, 도로, 수자원, 전력 등의 각종 공사도 큰 비중

을 차지하였다. 기간별 분석 결과 2011∼2013년에는 철도 분야가 추가되었고, 2014∼2016년

에는 의료 분야 연구가 등장하였다. 

재난안전분야의 목표는 재난,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손실을 줄이고 피해를 복구하여 안전

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분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관련 기술의 최대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난안전

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점차 복합화･대형화되는 재난과 빠

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고려한다면, 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

고 현장 중심의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재난안전분야 기업협력 공동연구는 전반적인 공동연구 증가 추세,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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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부 정책

적 측면에서 외부기술 도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기업협력 공동연구를 장려

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2017)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약 70%가 연 

매출액 10억 미만인 소규모(영세) 기업 위주이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저금리 자금지

원(38.9%), 업체간 연계(23.3%), 연구개발 지원 확대(10.9%) 등이 선정되었다. 이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기업 단독으로 기술을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며, 연구 기획 및 기술개발 

단계부터 기업과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통해 외부기술도입 

활성화를 추진하고, ① 기술을 사고파는 문화, ② 시장중심 기술거래, ③ R&D 성과활용 확대

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관계부처합동, 2017). 반면 기업의 기술획득 방법은 자체개발 

84.5%, 공동개발 11.7%, 라이선스/구매 1.5%, M&A 0.3%의 순으로 나타나며(한국산업기술진

흥원, 2015), 여전히 폐쇄적 방식인 자체개발이 주류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단기간에 

기업의 기술개발문화가 기술거래 방식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으므로, 적합한 외부 기관과의 공

동연구를 통해 점층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 함께 공동연구를 추진할 외부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자료로 기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 10개

사 중 4개사(39.7%)는 융합1)활동을 추진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애로요인으로 기획 

및 준비단계에서 파트너 확보(38.0%), 인력 및 자금미흡(29.8%), 추진 경험부족(17.1%) 등을 

언급하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3). 즉, 기업 입장에서는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할 기

관을 찾고,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생산성 및 영향력이 높은 기관은 기본적으로 기업과의 협업에 적극적이고, 이미 다양한 기관과 

협업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분야의 기업과 공동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은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파악된 기관 간의 협력 관계는 앞으로 

공동연구의 수행을 비롯하여, 더 나아가 기업의 기술이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한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분야 공동연구에 기업이 참여한 현황을 거시적으로 분석해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저자의 소속기관을 기반으로 협력 패턴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공저관계나 주제의 연관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술

이전을 정량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특허 대신 논문을 분석데이터로 사용하였다. 

1) 서로 다른 기술이나 산업분야 간에 효율과 성능개선 등을 목적으로 결합함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현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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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공저관계는 모든 연구협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협력 공동연구 

분석만으로 재난안전분야의 현재 기술이전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현재 또는 미래의 기술이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향후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협업 전략을 설정하고 시장

의 수요를 반영한 R&D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기업협력 공동연구가 실제 기술이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특히 중심성 

지수가 높은 기관 및 기업을 중심으로 참여 기관의 논문, 특허 및 사업화 현황 등의 성과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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