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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기술융합을 통해 R&D 경쟁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융합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융합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의 융합연구전략을 도출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모형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출연연 연구과제의 융합특성을 기술고유의 

속성과 행위자의 행태 속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리변수(Rao-Stirling 지수, Herfindahl-Hirschman 

지수)계산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들 대리변수를 두 축으로 출연연 융합맵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연연 연구과제가 4개의 속성(Alliance-Intra, Alliance-Inter, Competition, Mission Oriented)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설계된 융합맵을 기반으로 융합지수를 측정하여 출연연 간 30대 융

합연구 가능영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연연 연구과제의 기술융합 현상에 대한 보다 정

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융합연구 추진을 위한 정책에 참조할 수 있

는 유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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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onjunction with securing R&D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y convergence,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strategy to derive innovation based on the measurement of convergence. 

In this paper, we present a data-based model that suggests convergence strategies for the research 

projects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RIs) in Korea. The convergenc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rojects are represented by inherent attributes of technology and behavioral attributes 

of actors. The measuring process of the proxy variables (Rao-Stirling and Herfindahl-Hirschman 

Indices) for each attributes are proposed. These two indices are used to construct the convergence 

diagram, through which the research projects of GRIs are distributed into four areas: Alliance- 

Intra, Alliance-Inter, Competition, Mission-Oriented. Based on the convergence diagram proposed 

in this study the convergence index is measured to derive 30 convergence research areas of 

GRIs. As a result, we expect to provide appropriate guidelines for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of the convergence research projects.

Key Words : Technology Convergenc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Rao-Stirling index,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Convergen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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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융합기술 개념의 역사적 접근

융합(融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

나 그렇게 만듦. 또는 그런 일’1)로, 기술 융합은 특정 문제해결을 위해 도출된 방법(기술)이 

해당 영역 밖의 문제해결에 적용되는 과정(Thomson, 2010)이다. 혹은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외부의 이질적 자원과 역량과 상호작용하는 과

정(Pennings and Puranam, 2001)으로도 해석된다. 

Nicholas Negroponte는 일찍이 분리되어 있던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의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재편되는 기술융합을 예견한 바 있다(Negroponte, 1979). 그 이후 약 40년 동안 진

행된 기술융합의 결과는 인공지능(Artific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Big Data), 유전자 공학(Genetic Engineering) 등 하루만 지나도 새로이 등장하고 

진화하는 첨단 산업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어졌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fusion)된 기술이 인류에 의미 있는 모든 

분야, 경제, 사업, 도전적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친다(Schwab, 2017)고 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 

융합은 단순한 결합 이상의 현상으로, 별개로 존재하던 기술이 상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 

성장(Bally, 2005)하여 새로운 경쟁환경을 만든다. 

1980년대에 진행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 간의 융합(Digital convergence; Kaluza et al., 

1999)은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각 분야 내 기업들의 경쟁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디지털 

융합은 위기인 동시에 시장이 확대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

굴해 수요에 적응한 기업들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Lei, 2000). 이 시기 이후 정보통신기

술의 융합과 성장을 통해 많은 선진국들이 제조/공급의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스마트폰과 같은 

융합서비스제품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큰 기여

를 하였다(Nicoletti et al., 2000).

산업 기술의 융합 현상과 이로 인한 산업･경제 성장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며 2차 산업혁명 시기 이후 진행된 역동적인 혁신과정 저변에 자리한 동력(Mowery and 

Rosenberg, 1989; Mokyr, 2010)이기도 했다. 특정 산업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혁신이 다른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산업 간 기술 확산’의 개념은 

19세기말 공작기계산업의 혁신이 자동차산업 등 타 산업에 미친 영향을 탐색한 Rosenberg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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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연구에서 이미 강조된 바 있다. Thomson(2010)은 동 주제를 특허를 통해 재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혁신들이 산업 경계를 넘어 상호 학습하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선택

되는 방식으로 기술이 융합 혹은 확산된다고 주장하였다.

기술 혁신 과정에서 다양성이 발생하고 이들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진화

경제학적 관점(Nelson and Winter, 1982)에서도, 산업 혁신 과정에서 다양한 원천을 확보하고 

확산을 통해 피드백하는 과정이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지목(Metcalfe, 1994)되었다. 전문

화된 역량과 자원이 경쟁 우위의 원천이라고 보는 자원기반이론 관점(Amit and Schoemaker, 

1993)에서도 기술적 패러다임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외부지식의 내부화와 외부와

의 지식 공유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혁신 역량의 우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Woiceshyn and Daellenbach, 2005).

2. 국내외 융합기술정책의 발전과 동향

20세기 후반에 정보통신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달성한 선진국들은 21세기 들어 

바이오/나노 기술을 통해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국립과학재

단(NSF)에서 발간한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Roco 

and Bainbridge, 2002) 보고서가 등장한 이후 나노, 바이오, 정보기술, 인지기술 즉, NBIC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술융합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에서도 뒤이어 “Converging 

Technologies-Shaping the Future of European Societies”(Altmann et al., 2005) 보고서를 

발간하여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트렌드를 이른바 ‘융합의 시대’로 이끌어갔다. 

미국은 2013년에 융합기술정책을 재정립(Roco et al., 2013) 하였는데, 그간 NBIC로 요약

되는 기술 자체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서 더 확장하여 지식(Knowledge)과 기술

(Technology), 사회(Society)의 융합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근간을 이루는 

도구(Fundamental Tools)는 NBIC 기술이며, 기술 분야 간 더욱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술융합 전략은 한국 등 후발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으로 

융합기술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의 흐름이 생겨났다. 한국은 2009년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

획(’09∼’13)’을 수립한 이후 10년 간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해왔

다. 현재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은 제2차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14

∼’18)’이 시행 중이며, 계획에 따르면 15대 국가전략 융합기술을 선정하여 12개 부처에서 협

업하여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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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융합기술 발전 1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NBIC 국가융합기술지도(국

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10)는 2020년까지 국가적으로 육성할 융합기술들을 구체화

하였다. 국가융합기술지도에는 주요 국가 R&D 계획을 바탕으로 시장성, 성공가능성 등의 우선

순위 분석을 통해 3대 기반(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정보통신) 15개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70개의 원천융합기술 및 전략제품‧서비스를 도출한 바 있다.2) 이후 융합기술지도는 

각 부처를 통해 융합기술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재원배분의 기반이 되었다.

창조적 융합연구사업(Creative Allied Project; CAP)은 국가융합기술지도 발표 이후 정부출

연연구소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당시 기초기

술연구회에서 기획･진행된 융합연구사업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출범 이후 창의형 융

합연구사업으로 변경된 동 사업은 출연연의 고유임무와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면서, 원천기술

창출 혹은 현장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중소형(최장 5년, 연간 20억 원 예산) 융합연구과제로 자

리잡았다.

융합연구단(Convergence Research Center; CRC)은 가장 대표적인 NST 융합연구사업으

로, 출연연 간 On-site 연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사회 현안 및 산업계 대형 기술현안 

해결3)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중대형(최장 6년, 연간 40-80억 예산) 융합연구과제이다. 이외에

도 NST 융합연구사업으로 선행융합연구사업(Pilot Convergence Study; PCS), 융합클러스터

(Convergence Cluster; CCL)가 있다.

3. 연구 목적

  

이처럼 기술혁신의 중요한 원천으로 기술융합은 21세기의 화두이며, 선진국들은 기술융합에 

대한 국가 정책을 주기적으로 재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정책 측면이나 학술적 측면에서 지속적

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기술융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경쟁

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융합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융합을 유도할 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대(Jamali et al., 2018)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역량이 

향상되면서 융합동향의 파악과 융합연구과제의 선정･평가에 계량적 지표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이 부각(Jeong et al., 2015; Lee et al., 2015)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출연연 융합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및 융합연구전략을 제시하는 계량화된 모형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2012 교과부 업무보고, 융합연구 촉진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의 추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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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연연 연구과제 융합특성을 기술고유의 속성과 행위자의 행태 속성으로 구분하여, 이

를 설명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후, 두 지표에 의한 4사분면 

포지션맵(융합맵)을 구현하여 영역별로 의미를 부여한 후 출연연 간 융합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새로운 계량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연연 연구과제의 기술융합 특성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

을 수행하여, 융합연구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II. 기존 문헌 연구

기술융합을 계량할 수 있는 지표 또는 분석방법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융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그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융합의 원천을 다양성에서 찾는 연구(Suzuki and Kodama, 2004; Chen et al., 

2010)가 있는가 하면, 이질적인 두 기술영역의 교류로 보는 관점(Porter and Youtie, 2009), 

지속성이나 연결성으로 보는 관점(Kim et al., 2014; Rafols and Meyer, 2010) 등이 존재한다. 

다음은 다양한 관점에서 융합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된 것 중에서, 과학계량학 기반으로 기술문

헌(특허, 논문, 보고서 등)을 정량분석하여 지표를 도출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Suzuki and Kodama(2004)는 기업 Canon을 대상으로 생산제품 데이터, 특허정보 그리고 

기술추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술의 다양성, 지속성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

다. 특히 특허분석을 통해 기술의 다양성과 사업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IPC와 함께 일본 특허

청이 부여하는 facet code를 산업분류코드(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에 매핑하여 가장 많이 등장하는 IPC 또는 facet code를 기술영역명으로 가정하였다. 이

어, IPC 동시출현 분석을 수행하여 각 기술영역의 연도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고 동시출현빈

도를 통해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Chen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다양

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대만의 IC design 기업이었으며, 연구자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포트폴리오 상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의 동적 기술 다양성 지표를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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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 Diversification

p : 기업

q : IPC 서브클래스

t : 시간

 : 기간 t의 기업의 등록특허수

 : q에 속하는 t 기간 동안 기업의 특허수

이 연구에 따르면, 기술다양성 지표 분석결과 기업의 규모에 비례해서 기술의 다양성은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et al.(2014)은 이종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로 출현하는 것을 기술융합으로 보고, 

이종 기술 융합도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인쇄전자와 관련된 미국특허를 수집하여 데이터 세트

를 생성하였고, 특허 문서 간의 인용관계를 통해 IPC 인용행렬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로 도시하

였다. 그리고 Shannon entropy 지수와 중력지수를 측정하여 다양성과 두 분야 사이의 거리 

관점에서 융합의 정도를 분석하려고 했다. 저자들이 사용한 Shannon entropy 지수는 다음 

식을 통해 산출하였다.

    
  



  log  

I : IPC code,  는 i의 출현빈도

   : 전체 IPC code 중 i의 비중

또한 기술 간의 인력(Gravity)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 식을 활용하였다.

 



  






I : IPC code

 : i분야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 i-IPC의 특허 출현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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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융합의 정도를 정량분석하기 위한 Rao 및 Stirling의 연구(Rao 1982; Stirling 2007)는 

계량적 기술융합지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최근까지도 본 지표를 채택 또는 

계량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Rao-Stirling index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i,j 사이의 유사도

,  : i, j의 비중(확률 분포)

여기서 각 성분의 지수값인 α, β 값을 조절하면 Rao-Stirling 지수를 목적에 맞게 응용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Rao-Stirling 지수의 4가지 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Rao-Stirling 지수의 4가지 형태(Stirling(2007))

특성 α β Δ 설명

Variety 0 0 





Scaled variety

Balance 0 1 


 Balance-weighted variety

Disparity 1 0 


 Disparity-weighted variety

Diversity 1 1 


 Balance/disparity-weighted variety

여기서  는 분야 i와 j 사이의 유사도(Similarity)를 나타내고,  는 i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또는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을 나타낸다. <표 1>에 등장하는 Rao-Stirling 지수는 

목적에 따라 4가지 형태를 갖는다. 

R&D 과제의 융합특성을 측정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Variety는 과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수를, Balance는 기여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균등한 분포를, Disparity는 결합분야 간 

인지적 유사성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Diversity는 위 3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연구과제

에 기여하는 다수의 과학기술분야 간의 융합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번째 

형태인 Diversity를 선택하여 연구과제의 융합정도를 정량하였다. Leydesdorff와 Rafols 역시 

2011년 연구에서 저널의 다학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Rao-Stirling 지수의 4번째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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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Leydesdorff and Rafols, 2011).

Rafols and Meyer(2010) 과 Rafols et al.(2012)은 논문저널에서 보이는 융합 또는 다학제성

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2010년도의 연구에서는 바이오나노과

학 분야의 논문 데이터에 대하여 1차 인용논문과 2차 인용논문을 수집하여 계산에 활용하였다. 

서지결합법(Biblio-coupling)을 사용하여 인용논문의 동시발생행렬을 구하고 이를 통해 유사

도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Rafols et al.(2012)의 연구결과는 융합을 측정하는 세 가지 관점으로, 다양성, 일관성, 매개

도를 제시한다. 다양성 측정을 위해서 Shannon entropy, Rao-Stirling 지수 등을 활용하였다.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 식을 사용하였는데, 분모는 Rao-Stirling 지수(기대값)에 해당하

며 분자는 측정값이라고 할 수 있다. 

 



   




   

  

,  = i, j 의 비중(확률분포)

  = i, j 간 거리

일관성(Coherence) 지표는 연구 대상 내부의 카테고리 간의 연결 정도를 의미하며, 기관(산

학연)의 논문 포트폴리오가 이질적인 분야와 연결된 정도를 보여준다.

III. 연구모형설계

1. 출연연 융합맵의 설계

출연연 과제의 융합특성을 4사분면을 갖는 포지션 맵으로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연구과제의 융합특성을 기술고유의 속성과 행위자의 행태 

속성으로 구분하여, 이들 두 개의 변수를 2차원 평면으로 매핑하고자 하였다. 기술고유의 융합

특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Rao-Stirling Index를 사용하였고, 행위자의 융합행태를 나타내

는 대리변수로서 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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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대리변수의 측정을 통해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1)과 같은 의미

를 갖는 분류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기초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2).

기
술
융
합
특
성
지
수
 

(

기
술
자
체
속
성)

High

Alliance (Intra)

융합특성이 강하면서 출연연 간 

연계가능성이 높은 기술분야

Alliance (Inter)

융합특성이 강하지만 출연연 참여가 적어, 

외부연계가 필요한 기술분야

Low

Competition

융합특성이 약하나, 출연연 참여가 높아 

자체중복이 심한 기술분야

Mission Oriented

각 출연연의 기본미션으로 분류되는 

기술분야

Low High

출연연 집중도 지수 (행위자 행태)

(그림 1) 기술과 행위자의 융합 특성에 따른 융합연구과제 분류체계 구성

1) Alliance (Intra) : 기술융합특성은 강하고,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출연연 수도 

매우 많은 영역이다. 지수 측면에서 보면, 기술융합특성지수가 높고, 집중도 지수가 낮은 

영역에 해당한다. 즉, 잠재적으로 출연연 간 융합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1)에서 색이 칠해진 부분에 해당된다. 

2) Alliance (Inter) : 기술자체의 속성으로 볼 때는 기술융합특성은 강하나, 해당 분야 연구

를 수행하고 있는 출연연이 적어 출연연을 벗어난 외부와의 연계까지 고려가 필요한 분야

에 해당된다4). 

3) Competition : 해당 분야 연구에 여러 출연연이 참여하고 있으나 기술의 융합 특성은 

낮아 중복연구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기술정책연구 등 소관 

출연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영역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를 중복연구로 해석

하기는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4) Mission Oriented : 기술의 융합 특성이 낮고, 해당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적거나 유일한 영역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특정 출연연의 고유미션에 해당하는 영역이 

다수 관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출연연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상기 융합맵에 매핑한 후, Alliance(Inter) 

영역과 Alliance(Intra) 영역의 분석을 통해 출연연간 융합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량적 모형에 해당한다. 

4)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대상이 NST 산하 10개의 출연연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역의 과제를 수행하는 

10개 이외의 출연연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Alliance(intra)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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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출연연 융합연구영역 도출 프로세스

2. 융합맵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

(그림 2)에 출연연간 융합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주요 데이터는 NTIS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출연연의 과제 정보, 국내 주요 포털사에서 입수

한 트렌드 정보,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500대 

미래기술 정보 등이었다. 또한 과제분류의 기술적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Web of Science 

전 분야 논문의 인용정보를 활용하였다.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다음의 8대 프로세스가 본 연구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며, (그림 2)에서 

상단에 위치하는 세부 프로세스, p1을 의미한다. 

① 출연연 주요과제 수집

② 과제별로 과학기술 표준분류를 복분류로 부여

③ 과제가 지향하는 미래 어젠다를 부여

④ 융합지수 산출을 위한 과제분류간 기술적 거리(기술적 유사도) 측정

⑤ 과제그룹별로 융합지수와 집중도 지수를 계산  

⑥ 출연연 융합-집중영역 매트릭스 생성(융합맵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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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융합맵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참조정보와의 비교분석

⑧ 출연연 융합연구 가능영역 발굴

주지한 바와 같이 국내 주요 포털사에서 입수한 트렌드 정보를 통해 54대 과학기술미래 어젠

다를 도출(p2)하였고, KISTI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500대 미래기술의 융합지수를 계

산하여 참조정보로 활용(p3)하였다. 또한 국내융합연구 프로그램으로 NTIS에 등록되어 있는 

과제정보 역시 출연연 융합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비교분석용으로 활용(p4)하였다5). 이들 참조

정보 분석프로세스는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고, p1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3. 데이터 수집 및 가공

NTIS DB로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출연연의 2010년 수행과제 정보를 수집하였

다6). 해당과제는 총 924개 이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19개 과제로 가장 많고, 한국원자

력연구원(217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182개) 순이었으며, 기관별로 평균 92.4개 과제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기초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2)

NTIS DB에는 연구과제가 어떤 기술분야에 속하는지를 알기 위한 6T 분류7), NTRM8) 분류 

및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이 중에서 6T 분류(<표 2> 참고)와 NTRM 

분류(<표 3> 참고)를 기준으로 융합지수와 집중도 지수를 산출하였고, 과학기술표준분류는 개

별 연구과제의 학제적 속성을 규명하기 위한 학문분야의 비중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즉, 

6T분류와 NTRM 분류를 지수산출의 대상이 되는 연구분야로 보았고, 과학기술표준분류는 동 

연구분야의 학제적 속성 분포를 파악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09~’13)에 의해 추진된 국내 융합연구 과제에서, 2010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과제 

중 3대 전략 분야 총 2,526건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5대 추진 전략 중 ‘원천융합 R&D’, ‘신산업발굴

지원강화’, ‘산업고도화’ 분야의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6) 국가융합기술발전계획이 시행된 다음해의 과제를 수집하였으며, 당시에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나누

어져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명공

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기초

기술연구회 소속 10개 기관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과년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가 분석모델의 정립에 의의가 있다고 보아 과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7) [기술분류 제3호] 미래유망 신기술 6T 분류 :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IT(정보기술), ET(환경기술), BT(생명공

학기술), ST(우주항공기술), 

8) [기술분류 제4호] 국가기술지도(NTRM) 분류 : 비전1. 정보-지식-지능화 사회구현, 2.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3. 환경

/에너지 프론티어 진흥, 4. 기반주력산업 가치창출, 5. 국가안전 및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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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6T 분류 중 BT 분야 세부기술 분류코드 예시

구 분 기술명 코드값 분 류 기 준

기초･

기반기술

유전체기반

기술
020111

신규 유전체 자원 탐색 및 확보기술, 유전체 서열 고속해독 및 분석기

술, 유전체 구조해석기술, 유전자 발현 및 대량생산기술, 화학유전체 

기술 등

단백질체 

연구
020112

단백질공학기술, 구조생물학기반기술, 단백질체 구조 및 기능해석기

술, 단백질 발현 및 생산기술, 생체 내 단백질의 상호네트워크분석기

술, 단백질체 고속분석기술, 질병 치료제 및 진단시약 개발을  위한 신

규마커의 탐색 등

생물정보학

기술
020113

유전체 및 단백질체의 대량 DB 구축 및 관리, 바이오 DB의 mining을 

통한 유용생물정보 발굴, 단백질의 3차 구조 및 약물 상호작용 연구 등

생명현상 및 

기능연구
020114

노화연구, 유전자발현 조절기술,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체 연구, 세포의 

증식･분화･사멸･신호전달 연구, 면역 제어 및 세포기능 조절기작 연

구, 생체물질의 구조･기능연구, 유전정보 및 기능 유전체학을 이용한 

질병 유전자 기능연구 등

뇌신경과학

연구
020115

신경독성 기전 연구, 신경영양인자 및 신경세포재생연구, 뇌신경질환의 

역학 연구, 병인기전 연구 및  조기 진단법, 뇌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등

생물공정

기술
020116

대사공학 기술, 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한 단백질, 아미노산 및 대사산

물 생산기술, 재조합 동물 세포를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고생산성 

생물공정 기술, 세포주 개발기술, 단백질 정제기술 등

<표 3> NTRM 분류 중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분야 세부기술 분류코드 예시

핵심기술 코드값 분 류 기 준

초고속 분석시스템 

기술
020100

자동화, Chip technology 및 기타 고성능 분석기기를 기반으로 하여 다수의 

화합물을 단시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약효를 평가하는 기술

Target 인식･타당성

검증기술
020200

신약개발을 위한 대량의 질병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동정기술, Genomics 등의 

기술을 통해 새로 발견된 질병관련 target의 기능을 분석하고 in vitro, in vivo 

model을 통하여 치료제 개발을 위한 target으로서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술

선도물질도출기술 020300

21세기 포스트게놈 시대의 생명･정밀화학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는 최첨단 핵심기반기술로서 초고속, 저비용의 효율적 시스템으로 독창적인 

생물학적 유효화합물의 설계, 대량 확보 및 효능검색을 통한 창의적 신약개발

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선도물질을 도출하는 기술

선도물질 

최적화기술
020400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대사계, 면역계 및 악성종양 치료제의 선도

물질을 신약후보물질로 최적화하기 위해, 표적 중심의 분자설계, 라이브러리 

제조, 효능평가, 약물동태/안전성 예측 및 physiome 기술을 활용하여 약물유

용성 및 안전성/유효성이 우수한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기술

후보물질 도출 기술 020500

∙ 선도물질 최적화 과정에서 신속하게 우수물질 선정을 위한 모든 약리, 약물

동태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시험 기술

∙ 선도물질을 최적화하여 우수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특허권 확보 가능성, 약

리, 약물동태, 대량제조 가능성, 물성평가, 유전독성 및 급성독성 평가에 관

한 시험 기술

대량생산공정 기술 020600

약효가 있는 물질이 발견되는 시점부터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 연구과정을 

포함하며, 순차적인 규모 확대를 통하여 산업적인 생산체제를 갖추어 가는 일

련의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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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개별 연구과제의 사회적 이슈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KISTI)에서 구성한 54대 미래 어젠다에 924개 과제를 매칭하는 작업을 별도 수행하였

다. 참고로 KISTI 미래 어젠다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 상세

한 내용은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① 국내외 각 기관에서 전망하여 발표한 미래사회의 주요 트렌드와 니즈, 이슈를 종합하여 

포괄할 수 있는 ‘미래 어젠다 체계’를 구축

② 사회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트렌드/니즈/이슈 중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대응할 수 있고, 국가에서 정책적인 투자도 강화하고 있는 이슈를 선별

③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 전략의 5대 목표(활기찬 건강 사회, 인간중심의 스마트 사회, 

걱정없는 안전 사회, 창의적 성장 사회, 지속가능한 청정 사회)를 반영하고 미래 사회 니즈

를 중심으로 어젠다를 수정･그룹핑하여 19대 미래 니즈, 니즈별 54개 미래 어젠다를 확정

한편, 개별 연구과제의 학제적 속성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대분류)

를 활용하였는데, 과제별로 입력값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져, 각 출연연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각 과제에 기여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및 비중을 재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표 4>). 개별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의 과학기술표준분류를 비중과 함께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

제별 학제적 융합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표 4> 연구과제별 과학기술표준분류 분포 및 비중 (예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융합맵 구성에 필요한 융합지수 및 집중도 지수의 산출을 위한 데이

터의 수집 및 가공을 수행하였다. 

4. 융합맵 구현을 위한 지표의 구성

1) 연구과제별 학제간(분류간) 융합정도 측정

각 연구과제는 하나 이상의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이 융합 또는 조합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4>에서처럼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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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oS subject category간 유사도 측정결과(Leydesdorff and Rafols, 2009)

개의 과학기술이 융합 또는 조합된다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진은 연구과제별 과학기술표준분류(대분류) 사이의 조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Rao-Stirling index를 응용하였다. 따라서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융합특성을 측정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표 1>의 Variety는 과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수를, 

Balance는 기여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균등한 분포를, Disparity는 결합 분야 간 인지적 유사성

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Diversity는 위 3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연구과제에 기여하는 

다수의 과학기술분야 간의 융합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ao-Stirling index의 4번째 

형태인 Diversity를 선택하여 연구과제의 융합정도를 정량하였다. Variety(분류의 수)가 클수

록, Balance(분류간 비중)가 균등할수록, 그리고 Disparity(분류간 이질성)이 클수록 융합지수

값이 높게 나타난다. 

2) 과학기술분야 간의 유사도 측정

Rao-Stirling index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분야 간의 유사도 측정이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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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과학기술분야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문제는 다소 복잡한 데이터의 연산을 요한다. 우

선,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방법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산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Web of Science 주제 분류

(WoS subject category) 사이의 인용 유사도(citing similarity)를 활용하였다. SCI 저널은 모두 

224개의 WoS subject category로 분류되며 과학기술분야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한 

저널의 논문들은 기술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다른 저널의 논문들을 인용하며 이 관계는 객관적

인 수치로 기록된다. WoS subject category 사이의 인용 관계9)를 바탕으로 subject category 

citing vector를 만들 수 있는데, 두 개의 subject category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연산하여 

그 사이의 인용 유사도를 추출할 수 있다. 모든 subject category 쌍(pair)에 대하여 동일한 

연산을 반복하면 subject category 사이의 유사도 행렬10)을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ydesdorff and Rafols(2009, 2011)가 Web of Science subject category를 활용하여 

Science Map을 도시화할 때 사용한 방법과 행렬을 활용하였다.

아래는 WoS subject category 쌍에 대한 유사도를 연산하는 과정이다. 

Cosine similar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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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WoS subject category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출연연 연구과제는 WoS subject category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분류체계간의 인용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WoS subject category 세부분류 224개를 과학기술표준분류 대분류 

29개로 매핑하여, WoS subject category 224개 분류 간의 유사도를 과학기술표준분류 29개에 

사이의 유사도로 변환하여 추출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그림 4)는 그 변환과정을 도식으로 정리

한 것이다. 기본이 되는 WoS subject category 224개 행렬을 매핑된 과학기술표준분류 29개 

기준으로 정렬하여 sub-행렬의 조합으로 변환한다. 이후 각 sub-행렬 내부의 원소값을 평균하여 

새로운 유사도 행렬(29개 과학기술표준분류 대분류 간 유사도 행렬)의 성분값으로 할당하였다. 

변환 결과로 산출된 과학기술표준분류 대분류 간 유사도 행렬을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논문들 사이의 인용관계가 논문이 속한 subject category 사이의 인용관계로 치환됨

10) citing similarity 기반의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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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oS subject category 유사도 행렬을 �과학기술표준분류, 대분류�의 유사도 행렬

로 매핑(기초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2)(ai : WoS subject category, 

bj : 과학기술표준분류 대분류)

(그림 5) 과학기술표준분류 29 개 대분류 간 유사도 행렬

3) 융합정도를 정량하기 위한 Rao-Stirling 지수 계산

전술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제의 융합정도를 Rao-Stirling 지수의 4번째 형태(<표 1> 

참고)를 연산하여 측정하였다.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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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 j 는 각각 다른 분야(과제 및 분류체계)를 표현하며, 는 두 분야 사이의 유사도를 

의미하는데 그 값은 앞 절에서 설명한대로 과학기술표준분류 29개 사이의 유사도 행렬 (그림 

5)에서 추출할 수 있다. 유사도의 최대값은 1로 연산된다. 따라서  는 유사도와 상반되

는 개념으로 두 분야 사이의 이질성 또는 거리(distance)를 의미한다. 

는 i, j 분야가 연구과

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확률분포)의 곱을 의미한다. 이 값은 <표 4>에서처럼 각 출연연 전문

가가 작성한 연구과제별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비중 값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Rao-Stirling 지수에 의한 융합도는 거리가 먼 분야, 즉 이질성이 높은 두 분야의 과학

기술이 조합하였을 때 그 값이 크게 측정되며, 또한 각 분야의 기여도의 크기에 비례한다.

4) 집중도의 측정,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본 연구에서는 6T 중분류 또는 NTRM 중분류에 기반하여 각 기술 분야에서 각 출연연구소가 

차지하는 역할을 측정하였다. 하나의 기술 분야에서 소수 출연연구소의 과제만이 등장한다면 

그 기술 분야는 해당 출연연구소에 독점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NTIS 과제정보 DB에는 각 연구과제가 속하는 6T 분류(대분류, 중분류)와 NTRM 분류(대분

류, 중분류)가 기입되어 있다. 역으로 6T의 각 중분류별로 속하는 연구과제를 선별하면 수행하

는 출연연구소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고, 각 기술 분야가 소수의 출연연구소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되는지 또는 반대의 경우인지가 정량적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이 집중도(혹은 독점도)를 

측정하기 위해 Herfindahl-Hirschman Index(HHI)를 도입하였다. 집중도 HHI 는 아래의 수

식으로 표현되는데,

  
  




                                   (3) 

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는 i 분야 l 출연연의 과제수를 i 분야 전체 과제수로 나눈 값을 백분율

로 환산한 값으로 즉,

 



  






  



 

×                              (4)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HI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0,000 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술 분야

(특정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과제가 n개일 때, n개의 과제가 모두 하나의 출연연에서 수행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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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54대 미래 어젠다 관점 출연연 연구과제 융합맵

 값이 100이 되고 HHI 값은 10,000이 된다. 이 경우 완전 독점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HHI 값이 10,00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그 기술 분야는 소수 출연연에 집중된 것이며, 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다수의 출연연에 의해 분산되어 연구가 수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융합맵 구현 및 분석결과 

1. 융합맵 구현 

미래기술 어젠다, 6T 분류 및 NTRM 분류별로 기술융합지수11) 및 집중도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연연 융합맵을 작성하였다. 

주지한 바와 같이, 기술융합특성지수와 출연연 집중도 지수를 활용하여 각 기술분야를 4개의 

그룹(Alliance(Intra), Alliance(Inter), Competition, Mission Oriented)으로 매핑하여 출연연 

융합동향을 분석하였다(기초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2).

우선, 54대 미래 어젠다를 기준으로 NST 소속 출연연의 역량을 고려한 융합맵을 분석하면

((그림 6), (그림 7)), “IT/인지과학간의 융합”, “뇌기능규명 및 뇌질환예방”, “식품위생 및 안전

11) 각 분류의 세부분야에 속한 출연연 과제들의 기술융합특성(Stilring) 지수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해당 분야(분류코

드) 별 기술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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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6T 중분류 관점 출연연 연구과제 융합맵

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Alliance (Intra) 영역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료전지”, 

“태양전지”, “폐기물 처리” 등은 Alliance(Inter) 영역에 위치하였다. 

(그림 7) 54대 미래 어젠다 중 출연연 융합연구과제 도출 후보 영역

6T 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NST 소속 출연연의 역량을 고려한 융합맵을 분석한 결과((그림 

8), (그림 9)), “나노포토닉스”, “원자, 분자레벨 물질조작”, “식품생명공학기술” 등의 중분류가 

Alliance(Intra) 영역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노모사”, “가변파장광소자”, “미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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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NTRM 중분류관점 출연연 연구과제 융합맵

너지기술” 등은 Alliance(Inter) 영역에 위치하며, 위성, 항공 관련 기술들은 Mission Oriented

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6T 중분류 관점 출연연 융합연구과제 도출 후보 영역

NTRM 중분류 기준으로 NST 소속 출연연의 역량을 고려한 융합맵을 분석하면((그림 10), 

(그림 11)), “생체진단”, “생체신호처리” 등이 Alliance (Intra) 영역에 위치함이 확인된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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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전지”, “태양전지”, “2차전지” 등의 분류는 Alliance (Inter)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보보

호기술” 등은 Competition 영역에 위치하고, 위성, 항공 관련 기술들은 6T 분류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ission Oriented에 위치한다12). 

(그림 11) NTRM 중분류관점 출연연 융합연구과제 도출 후보 영역

2. 출연연 융합연구과제의 발굴

앞서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출연연 융합연구영역을 발굴할 수 있다. 다양

한 분류의 관점에서 Alliance(Intra) 영역으로 나타난 기술 분야는 향후 NST 소속 출연연 간 

융합연구과제 후보군으로 추천될 수 있을 것이며, 반면, Alliance(Inter) 영역의 기술 분야는 

NST 외부의 산학연과 융합연구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핵심 융합연구영역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NTRM 분류기준으로 Alliance(Intra) 및 

Alliance(Inter) 분야를 추출한 후, 6T 분류기준으로 동일 작업을 반복, 비교분석하여 후보군을 

선별하였다. 이때, 출연연 참여과제수가 극소수인 분야는 가급적 제외하고, 급부상 미래 어젠다 

관련여부를 반영한 후, 전문가 정성분석으로 과제명을 작명하는 과정을 거쳐 (그림 12)의 30대 

융합연구분야를 도출하였다. 30대 분야를 <표 5>에 제시하였다(기초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2012).

12) 분류코드 중심으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한계점이 있는데, 특정 융복합분야가 이미 독립적 분류코드

로 존재하여 타 분류코드 간 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융합지수 계산값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성, 항공” 분야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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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30대 융합연구분야의 융합맵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융합맵의 효용성을 가늠하기 위해 최근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출연연 융합연구 과제를 살펴보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4년부터 ‘융합연구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출연연 융합연구과제로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국가, 사회 현안 

및 산업계 대형 기술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출연연 간의 협업과 융합연구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원 분야를 선정할 때, 연구과제의 융합특성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에 대한 

중요성과 경제적 파급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ottom-up 방식으로 과제가 

기획되고 선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top-down 방식의 과제보다 자유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융합연구단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에 총 11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11개 융합연구단사업을 살펴본 결과, 3개의 융합연구사업의 주제가 본 연구에서 제안

하고 있는 30대 융합연구분야 중 5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사료된다. 11개 융합

연구단 사업 중에서 ‘치매 조기예측, 치료제 및 환자케어 기술 개발’ 과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30대 융합연구분야의 ‘4. 생체기능 모니터링’, ‘26. 뇌기능 규명 기술 및 응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줄기세포 유래 맞춤형 융복합 NK세포치료제 개발’ 과제는 30대 융합연

구분야의 ‘17. 표적 지향형 약물전달 시스템’, ‘12. 신약개발을 위한 선도물질 도출’, 그리고 

‘산업 실용화를 위한 고성능 3D 프린팅 시스템 및 소재 개발’ 과제는 30대 융합연구분야 중 

‘7. 지능형 생산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11개 융합연구단 사업 중에서 연관

성이 높은 과제는 3개 정도이지만, 11개의 융합연구단 사업은 자유공모 형식으로 제안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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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또한 과제 선정 시에 연구과제의 융합특성 외에도 사회 현안 및 산업계 대형 기술 현안 

해결이라는 목적을 함께 고려한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융합연구분야 도출 프

로세스는 융합연구 어젠다를 제안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표 5> 출연연 융합연구가능 30대 분야

번호 융합연구분야 
HHI

(집중도)
Rao-Stirling 지수

(융합)
출연연 과제수

(3년치)

1 지능형 오픈데이터 구축･분석 및 활용 2246 0.184 15

2 융합형 생체진단 2533 0.302 11

3 생태계 복원 2628 0.191 6

4 생체기능 모니터링13) 3214 0.195 31

5 기능성 식품소재개발 2768 0.222 17

6 식의약소재 안전성 평가 2800 0.213 28

7 지능형 생산시스템 3056 0.201 8

8 미래 에너지 소재 3388 0.200 76

9 차세대 나노융합소재 3471 0.196 73

10 지능형 네트워크 3750 0.211 5

11 고기능성 고분자 나노소재 3789 0.198 19

12 신약개발을 위한 선도물질 도출 3814 0.196 41

13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 3994 0.214 13

14 차세대 광통신소재 4050 0.197 7

15 맞춤형 생체재료 4233 0.210 12

16 나노스케일 측정 4460 0.211 30

17 표적지향형 약물전달시스템 4479 0.236 6

18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4509 0.187 15

19 에너지 하베스팅 4678 0.188 5

20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기술 4714 0.196 13

21 차세대 디스플레이 4861 0.248 8

22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5018 0.214 25

23 한방소재 응용 5041 0.198 6

24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5313 0.199 3

25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 5463 0.202 26

26 뇌기능 규명기술 및 응용 5782 0.189 18

27 프로테오믹스 구조 및 기능해석 5782 0.189 21

28 연료전지 상용화 6064 0.213 16

29 고효율 태양에너지 활용 6599 0.208 13

30 고효율 2차전지 소재 7551 0.227 9

13) 동 분야는 NTRM 분류상의 생체신호처리기술, 생체영상처리기술, 생체기능 모니터링 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출연연 과제수가 가장 많은 생체기능 모니터링 기술의 Rao-Stirling 지수 및 HHI를 대푯값으로 채택하였다. 

참고로 생체신호처리기술 및 생체영상처리기술의 Rao-Stirling 지수 및 HHI는 각각 0.22와 0.20, 2663과 2781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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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20세기 후반 정보통신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달성한 선진국들은 21세기 들어 나

노, 바이오, 정보기술, 인지기술(NBIC)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술융합을 추구하기 시작하

였다. 이후 글로벌 과학기술트렌드는 이른바 융합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융합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융합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융합을 유도할 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특히, 

융합동향의 파악, 융합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있어서, 계량적 지표의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이 부각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출연연 융합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및 융합연구전략을 제시하는 계량화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우선, 출연연 연구과제 융합특성을 기술고유의 속성과 행위자의 행태 속성으로 구분하여,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설정하고 계량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두 축으로 한 융합맵

을 개발하였다. 기술고유의 융합특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Rao-Stirling 지수를 사용하였고, 

행위자의 융합행태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Herfindahl-Hirschman 지수(HHI)를 사용하였다. 

2개의 대리변수의 측정을 통해 융합맵을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출연연의 융합현황을 설명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융합맵 상의 연구과제의 특성을 4개의 그룹(Alliance 

(Intra), Alliance(Inter), Competition, Mission Oriented)으로 매핑하여 출연연 융합동향 분

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NTIS DB에 등록되어 있는 출연연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데이

터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기술융합지표 분석이 대부분 논문 및 특허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것과 차별성을 갖는다. 연구과제 정보의 분석은 출연연의 미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

에 분석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높지만 기술융합지표를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한 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예로서, 출연연 연구과제는 논문처럼 

WoS subject category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 

분류체계간의 인용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WoS subject category 

세부분류 224개를 과학기술표준분류 대분류 29개로 전환 매핑하여, WoS subject category 

224개 분류 간의 유사도를 과학기술표준분류 29개에 사이의 유사도로 변환하여 추출하는 방식

을 개발하였다.

미래기술 어젠다, 6T 분류 및 NTRM 분류별로 기술융합지수 및 집중도 지수를 산출하고 

출연연 융합맵을 작성하였으며, 미래 어젠다 관점에서 보면, IT와 인지과학간의 융합 및 뇌과학 

관련 어젠다들이 출연연간 융합이 가능한 영역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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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간 핵심융합연구영역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NTRM 분류기준으로 Alliance- 

Intra 및 Alliance-Inter 분야를 추출한 후, 6T 분류기준으로 동일 작업을 반복, 비교분석하여 

후보군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지능형 오픈데이터 구축･분석 및 활용 및 융합

형 생체진단 등 30대 연구 분야를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융합연구 분야와 최근

까지 추진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단 사업을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

는 융합연구 영역 도출 방법론의 효용성을 가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연연 연구과제의 기술융합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

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융합연구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에 참조할 수 있는 유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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