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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부 R&D 사업 유사연구영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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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정부주도하에 국가 R&D 투

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

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

은 더욱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R&D 사업의 유사·중복성의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유사·중복성 

검토는 전문가의 직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전문가의 직관에만 의지

한 판단은 때로는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부 R&D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체계적으

로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기반의 방법론을 제안하여 전문가의 직관에 의한 유사·중복성 검

토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전체적인 구조 및 형태와 국가과학기술연

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R&D사업의 유사영역의 전반적인 형태를 시각화하여 유

사영역을 파악하고 직관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NTIS의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과제 키워드 기반으로 동시단어출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25개 기관의 세부적인 유사연구영역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의 과학기

술정책적 또는 과학기술학적인 현상들을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 국내 출연연 R&D사업이 

기관별 고유영역이 확고히 보이는 Mode 1적인 형태와 사회경제적인 맥락과 필요 및 유망

성을 따르고, 다학제적, 적용중심적이며 과제별로 다양한 과제수행기관들이 과제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Mode 2적인 형태가 출연연의 R&D사업 내에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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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R&D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투자를 늘려

왔다. 이러한 점진적인 투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OECD 통계 기준으로 2007년부터 

GERD(GDP 대비 R&D 투자비율)가 3%를 넘었으며, 이후로도 계속 투자가 늘어 2012년에

는 GERD가 세계최고 수준인 4%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R&D 예산의 양

적인 확대와 함께 상대적으로 R&D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더욱 중요한 과학기술의 정책

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R&D 사업의 유사·중복

성의 검토는 필수적이었지만, 대부분 전문가의 직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직관적 판단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은 R&D 정

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 국가 R&D 사업의 유사‧중복성

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여 전문가의 직관에 의한 유사‧중복 검토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15년 단

일연도의 국가 R&D사업 유사영역의 전체적인 구조 및 형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R&D사업의 유사영역의 전반적인 형태를 시각화하여 

유사영역을 파악하고 직관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NTIS의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과제 키워드 기반으로 네트

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는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최창우

(2004)는 텍스트 마이닝과 사례기반 추론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제안서 스크리닝 시스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데이터마이닝 기법 제안서 및 연구개발 관련 자료에서 

추출된 키워드 정보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유사성이 존재할 경우, 두 문서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박동진 외(2009)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하위시스템 중 하나인 유사과제 

검색시스템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단순 키워드매칭 기반검색을 벗어

나 연구과제 제안서를 기반으로 수행중/완료된 과제의 문서 및 연구 성과물과 비교하여 

유사한 건들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 키워드 매칭 방법에 비해 정확

도가 향상되었으며, 우선순위별로 배열이 가능하다는 장점 및 검색시간은 줄이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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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용어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실제 제안서와는 다른 연구보고서를 사용하여 실험한 부분들

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정옥남 외(2011)는 NTIS에서 사용되는 유사과제 검색 시스템에 대한 추출방법 및 분석

방법을 개선한 복합키워드 활용 모형을 제안하였다. 개선된 모형은 유사도의 정확도가 

개선된 것을 입증하였으며, 과제 산출물인 연구보고서와 연구주제망이 유사도의 정확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 하지만, 해당 모형은 항목별 가중치 

적용이 유사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체계적인 가중치 부여 방법이 

부재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김주호(2012)는 국가R&D사업에 대한 유사검증방법을 위한 부처별 예산 요구서 항목에

서 주요키워드를 추출 후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 사업별 예산 요구서 항목의 상

이함과 기술수준 편차가 심해 유사성이 매우 낮게 측정되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해 과학기술표준분류를 이용한 모델을 생선한 후 이를 사업간 유사도 측정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방식을 통한 실험 결과, 기존의 텍스트 기반 키워드 

추출 방식보다 유사도가 높게 측정되어, 기존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근철 외(2011)는 기존 검색어 기반의 단순 검색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과제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성과검색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성과 및 과

제, 사업정보를 기본항목과 특성화항목으로 나누었으며, 특성화항목의 각 정보에 가중치

를 적용하였다.

김종배(2014)는 R&D 관련 특허를 조사, 수집하는 정부 R&D 특허기술 동향조사사업의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집합이론 및 확률이론을 기반으로 한 R&D 과제간의 유사도 분

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 제안된 척도들을 통해 유사한 과제를 우선 순위화 

할 수 있지만 척도의 해석으로 우선순위가 높거나 낮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

재한다.

선행연구 연구내용

최창우(2004)
텍스트 마이닝과 사례기반 추론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제안서
스크리닝 시스템 알고리즘 제안(Structural CBR 방법 사용)

박동진 외(2009) NTIS의 유사과제 검색시스템에 필요한 알고리즘 제안

정옥남 외(2011)
NTIS의 유사과제 검색 시스템의 추출방법 및 분석방법을 개선한

모형 제안(복합키워드 사용)

김주호(2012)
국가 R&D 사업의 유사검증방법 개선 방법

제안(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이용하여 각 사업의 고유한
벡터모델 생성 후 이를 사업간 유사도 측정에 사용)

박근철 외(2011)
유사 성과검색 모델 제안(사업정보를 기본항목/특성화 항목으로

구분 후 별도의 가중치 부여)

김종배(2014)
R&D 과제간의 유사도 분석 방법 제시(집합이론 및 확률이론

기반)

<표 1> 선행연구 및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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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사례 및 방법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흔히 델파이 등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해

왔으며, 이러한 기존의 평가방법을 보완하고자 보다 객관적이며 사실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보분석 기법들이 성장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계량분석

학’, ‘과학계량학’, ‘계량정보학’, ‘웹계량학’, ‘인용분석’ 등이 정보학의 주요 

분야로 발전해왔는데(이재윤, 최상희, 2013), 그 중에서도 초기 방법론인 내용분석의 예를 

들면, 초기 내용분석 연구자들은 질적(qualitative) 분석기법을 주로 활용해 온 반면, 최근 

텍스트 자료를 몇몇 범주(categories)로 분류하고 통계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양적 분석 접

근법을 중심으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Hsieh, 2005; 최

영출, 박수정, 2010; 최영출, 박수정, 2011).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R&D 과제의 유사성 또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량적 분

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이 때, 과제의 산출물, 특히 문서를 기반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여기서 유사성이란 “두 개체가 공통으로 지닌 정보와, 서로 다

르게 지닌 정보의 양에 대한 정량적 측정”으로 정의된다(김종배 외, 2014). 문헌 내의 키

워드 기반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차원감소기법, 다중 레벨 인덱싱 

구조, 포괄성형망 모델 등이 있는데(김종배 외, 2014), 그 중, Co-word(동시출현단어) 분석

방법이 유사성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단어에 출현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함으로써 구축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현상을 해석하는 분석기법으로 

통용된다(심준섭, 2010; 최영출, 박수정 2011; 조재인, 2011). 

동시출현단어 분석은 먼저 텍스트들의 집합에서 단어를 추출하고, 이들 단어들이 각 문

서에 동시출현(Co-occurrence)한 빈도를 계산하여 이를 적절한 유사도지수를 통해 변형하

고, 각 단어들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아이템으로 표상된 연구 문제 간 연결 패턴을 분

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Co-word 분석은 저자들이 의도했던 핵심적인 연결 관계를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한편, 추출된 단어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

다(권오진, 2009). 

본 연구에서는 유사연구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단계에 걸쳐 네트워크 분

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로는 NTIS에서 추출한 2015년도의 전체 연구보고서

의 한글키워드를 대상으로 연구 주제들의 분포를 통해 전반적인 동향을 살피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기관들 대상으로 상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 후, 도출된 클러스터링 및 시각화된 결과를 통해 특정 클러스터를 이루는 중심 주

제들을 파악하여 유사연구영역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및 매트릭스 생성을 위해 

KnowledgeMatrix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클러스터링 및 시각화를 위해 직관적인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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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장점인 VOSviewer 알고리즘을 따르도록 한다. 단어 간 유사성을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jaccard 및 코사인계수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석대상 및 연구자에 따라 

장단점을 지닌다. VOSviewer의 알고리즘은 유사도 계산 기법 중 하나인 ‘Association 

Strength’ 방법을 채택하는데, 시각화된 결과는 단어동시출현 행렬을 가지고 유사도 수

치를 계산한 결과를 반영하며, 단어들이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을수록 높은 유사성

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Nees Jan van Eck, Ludo Waltman, 2010).

Ⅳ. 연구결과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정부 R&D 사업 유사연구영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1)과 (그림 2)는 NTIS에서 추출한 2015년도에 수행된 전체 6,292개 과제에 대해 한

글 키워드를 대상으로 동시출현단어 분석한 결과이다. 이 때, 전체 과제 중 4,345개(72%)

에 대하여 15,834개 한글키워드가 추출되었으며,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분석대상으

로는 키워드 출현 횟수가 5개 이상인 단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결과의 정확성

을 높이기 위하여 키워드 정제를 실시하였는데, 먼저,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쓰

기나 표현의 차이(영단어의 한글표현 및 대소문자 등), 오탈자로 인한 중복되는 단어에 

대해 각각 대표단어로 통일하였으며, 키워드 중 가장 많은 출현 횟수를 가진 ‘평가관

리’, ‘셰일가스’, ‘합성가스’ 등의 경우, 같은 기관이 다수의 과제에 동일한 키워드

를 사용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단어 간 연결강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 해당 클러스터가 

매우 강조되는 문제점이 있어 제거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정제 결과 도출된 358개 한글키워드에 대하여 1,896개 과제들이 연결되어 있었

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트릭스를 생성하여 VOSviewer를 통해 클러스터링 및 맵핑을 실시

하였다. 이 때, 연결강도가 없는 단어를 제외한 가장 큰 클러스터만을 추출한 결과 334개 

단어만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VOSviewer는 기본적으로 자체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연구자가 결과를 해석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임의

로 클러스터링 및 맵핑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의 경우 맵핑 옵션은 단어 간 분포를 나타내며, attraction(인력)은 2, repulsion

(척력)은 0으로 설정하고, 군집 기준을 나타내는 클러스터링 옵션은 resolution(은 1, Min 

cluster size는 10으로 설정하였다. VOSviewer는 또한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시각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 (그림 1)의 경우 중심단어 및 단어 간 연결 관계 등을 파

악 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 결과를 제시하며, (그림 2)는 단어별로 동시출현 정도를 한 눈

에 파악할 수 있는 등고선 형태의 결과를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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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5년도 전체 수행과제 대상 한글키워드 동시출현단어 기반 네트워크 시각화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한 해 동안 수행된 모든 연구주제를 다루는 만큼 전체적

으로 고르게 분포한 양상을 띠며, 유사 연구주제별로 총 13개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다. 그 

중, 동시출현횟수가 가장 많은 단어로는 ‘국제협력’, ‘기술지원’, ‘기후변화’, ‘중

소기업’, ‘기술사업화’, ‘표준화’ 등 현 출연연의 임무와 관련되거나 공공성이 두드

러지는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으며, 상기 단어들을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는 등 시각화 된 

결과에서도 가장 큰 클러스터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키워드들 중 대부분은 어느 연구주제에나 포함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단어들이며, 고유한 특징을 지니는 연구주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특징을 포함

하는 키워드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특징이 있는 단어 동시출현횟수 순으로는 

‘방사선’, ‘그래핀’, ‘암’, ‘플라즈마’, ‘바이오마커’, ‘태양전지’, ‘유전

체’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방사선, 플라즈마 등은 주변 클러스터들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출된 과제 데이터의 수행기관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과학기술개발연구뿐 아니

라 과학기술관련정책 및 경제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는 인문·사회영역의 기관 등을 포

함하고 있으며,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프라’, ‘플랫폼’, ‘평가’, ‘연구

개발’, ‘정책’ 등 기술과는 이질적인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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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5년도 전체 수행과제 대상 한글키워드 동시출현단어기반 밀도 시각화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지원이나 정책분야를 제외한 직접 R&D 분야의 유사연구영역

을 추출하기 위해 정제된 과제수행기관 120개 기관 중, 정부부처 소속연구기관 및 인문

사회분야, 대학기관 등을 제외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소속된 25

개의 출연연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데이터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R&D의 특징이 없는 

일반적인 키워드(예: 성능검증, 분석, 시험, 창업, 국산화, 뿌리기술 등) 및 특정연구기관의 

고유한 임무를 가진 키워드들(예: 인증표준물질 등)을 추가적으로 제외하였다. 

2015년 25개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수행된 과제는 총 2,954개였으며, 그 중 정제된 한글 

키워드 3223개 중 동시출현횟수가 3회 이상인 키워드는 182개이며 이 키워드들이 동시 

출현하는 과제는 총 761개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트릭스를 생성하여 VOSviewer

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82개 키워드 중 연결강도가 낮은 데이터를 제외한 

167개 단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 및 매핑 옵션은 전체과제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 동일

하게 진행하여 총 9개의 클러스터가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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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5년도 25개 출연연 수행과제 대상 한글키워드 동시출현단어기반 네트워크 시각화

(그림 4) 2015년도 25개 출연연 수행과제 대상 한글키워드 동시출현단어기반 밀도 시각화

그 중, 첫 번째 클러스터는 ‘열처리’, ‘금형’, ‘주조’ 등 기계 및 제품 관련 키워

드들이었으며, 나노소재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속분야 및 나노분야의 거리가 차이

나는 것으로 보아 ‘소재’라는 같은 주제를 공유하고 있지만 유사성 측면에서는 각각 

별도의 주제에 소속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재’에 관한 클러스터링 사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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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번째 클러스터에서는 ‘태양전지’ 및 ‘그래핀’이 중심 단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태양전지는 금속 및 나노소재가 주성분이 되며, 그래핀은 탄소나노소재로서 첫 번

째 클러스터 사이의 합성 소재에 관한 기술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노소재’는 ‘바이오마커’를 중심으로 ‘유전체’, ‘암’, ‘알츠하이머’ 

등이 주요 키워드로 이루어진 세 번째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바이

오마커’의 주성분은 나노소재이며, 기술이 지닌 역할은 생명과학과 연결되는 점을 반영

한다. 네 번째 클러스터는 ‘방사선’을 중심으로 ‘복합소재’, ‘신재생 에너지’, 

‘연구용 원자로’ 등의 단어들로 구성된 군집을 형성하였으나, 앞서 살핀 클러스터보다

는 특징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의 여러 클러스터들 또한 클

러스터 고유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클러스터인 ‘빅데이

터’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의 경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센서’ 

등을 포함하며, 향후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최신 ICT 관련기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군집 도출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군집 번호 군집의 주요 키워드

1 주조, 나노소재, 표면처리

2 태양전지, 연료전지, 그래핀

3 바이오마커, 유전체, 암

4 방사선, 데이터베이스, 복합소재

5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센서

6 플라즈마, 재활용

7 네트워크, 단백질, 한의학, 김치

8 3D프린팅, 임플란트, 티타늄

9 펩타이드, 바이오, 바이오매스

<표 2> 군집별 주요 키워드

상기 클러스터링 분석으로 도출된 군집들의 군집별 핵심 키워드를 보면 ‘주조’, ‘태

양전지’, ‘바이오마커’, ‘방사선’, ‘빅데이터’ 등으로 나타났고, 군집 간 연결성이 

높은 키워드는 ‘방사선’, ‘그래핀’, ‘나노소재’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다양

한 과제수행기관을 보유한 분야를 확인하여 유사연구영역 분석 대상 주제를 도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태양전지’, ‘바이오마커’, ‘빅데이터’ 세 가지 분야가 도출되었고, 연

결성이 강한 키워드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역구분이 용이한 ‘그래핀’을 분석대상으로 선

정했다. 또한 향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물인터넷’은 연구

개발주기 측면에서 추가로 선정했다. 이상 다섯 가지 연구 분야를 분석 대상 주제로 선

정했는데, 상대적으로 큰 군집이었던 ‘방사선’과 ‘주조’를 제외한 것은 관련 과제는 

다양하지만, 유관 과제 수행기관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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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먼저 국가 R&D사업 유사연구영역의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NTIS의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두 단계의 네트워크분석을 수행

하였다. 먼저, 국가 R&D 전체 차원에서 유사영역의 전반적 형태(morphology)를 제시하고 

2차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부 출연연 25개 기관의 세부적인 유사연구영역 형태를 

제시하여 국내의 과학기술적(S&T policy related contexts) 또는 과학기술학적(STS related 

contexts)인 현상들을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2015년 해 동안 수행된 모든 연구주제를 다루

는 만큼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양상을 띠며 동시출현횟수가 가장 많은 단어로는 

‘국제협력’, ‘기술지원’, ‘기후변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표준화’ 

등 현 출연연의 임무 및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책 및 의지에 대한 반응들이 많이 

표출되어 있고 군집의 중심을 이룸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

은 키워드 동시출현횟수 기반의 분석 결과, 먼저 국가R&D사업이 전반적으로 기술적 영

역끼리의 군집화를 이룬 다기 보다는 사회경제적 맥락(socio-economical contexts 

dimensions)이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적 영역들(S&T dimensions)이 상대적으로 덜 군집화

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맥락(socio-economical contexts based) 중심의 단어들을 제외한 이른바 

순수 과학, 기술적 키워드만을 놓고 네트워크분석 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결강도가 낮은 

관계들이 많았다. 즉, 출연연의 과학기술(S&T based) 중심적 단어들만으로 정제한 결과, 

수많은 분야들이 군집되어 있다기보다는 넓게 퍼져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유사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시 클러스터링 한 결과, (그림 3)과 (그

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크고 광범위한 군집을 이루는 주조, 나노소재, 표면처리와 

같은 키워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학제(diciplinary)중심이 아닌 기술응용중심(application 

based)적이며 다학제적인 상호작용(transdiciplinary interaction)이 국가 R&D 유사영역의 

지배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태양전지(2번 군

집), 바이오마커(3번 군집), 방사선(4번 군집) 등으로 대표되는 대다수의 군집들(1, 2, 3, 4, 

6, 7, 8번 군집)이 적용중심의 다학제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5번 군집(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센서)이 이른바 ICT군집으로, 또한 9번 군집(펩타이드, 바이오, 바이오

매스)을 생명과학 군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다른 군집에 비해 두 군집의 경우, 비교

적 단일학제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래유망 기술로 현재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또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사회경제적 맥락(Socio-economical 

keywords per se)중심의 단어자체들을 제외시키더라도 과학기술 중심의 키워드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이슈화 되거나 트랜드화된 과학기술영역들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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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이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출연연 R&D사업이 Mode1형 과학기술지식생산 및 Mode2형 과학

기술지식생산 형태가 공존하는 과학기술사회학적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기관별 고유영역이 확고히 보이는 다소 Mode 1적인 형태와 보다 사회경제적인 맥락과 

필요 및 유망성을 따르고, 다학제적, 적용중심적이며 과제별로 다양한 과제수행기관들이 

과제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Mode 2적인 형태가 출연연의 R&D사업 내에 공존함을 볼 수 

있었다. 향후 기존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학의 문헌에서 규명된 여러 현상들과 국내

의 R&D의 형태를 비교분석할 경우, 국가 R&D의 맥락 및 추세의 특수성을 더욱 자세히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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