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박사학 논문

이공계 융합연구 수행의 향요인  

연구성과 향 분석

2014년 2월

서울 학교 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 공

배   형   









i

국 문  록

  한국에서 융합은 창의  성과 도출을 한 안을 고민하는 논의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주제이지만 실제로 어떤 특성이나 조건이 융합연구

를 발하고 그 게 수행된 융합연구가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해

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은 교육과 연구 장

에서 큰 향력을 발휘하며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과학 선진국들도 융합교육  융합연구 활성화를 해 정

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 국가들은 이미 20세기 반부터 융합연구 

경험을 서서히 축 해 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Apostel et al., 1972). 

반면 한국은 학문간 경계를 넘나드는 지  활동에 한 경험이 일천한 상

황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융합연구와 융합교육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융합연구와 융합교육을 동시에 추진하는 간편한 수단이 융합 공, 학과, 

학원과 같은 융합교육 로그램을 만들어 두 역할을 담하게 하는 것으

로, 이미 학 내 150여개 융합교육 로그램이 운  인 것으로 알려졌

다(성은모․오헌석․김윤 , 2013). 

  이 게 빈약한 토  에 정책을 추진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

이지만 보다 근본 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는 융합교육의 목 에 융합교육

이 부합하느냐이다.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한 논의를 통하는 하나의 가

정은 특정 공분야에 얽매이지 않는, 학제 (interdisciplinary)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역량이 있고 그것은 교육

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 ․강이화, 2010). 이 가정을 거꾸

로 설명해 보면 융합형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융합교육을 통해 키워주면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 복잡한 사회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융합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융합연구 입문과 연구수행 

과정을 연구한 한 연구에서는 융합연구를 발하는 요한 동인이 과학계

의 변화, 학문분야의 개방도, 학정책  교수평가 방식과 같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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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특성임을 밝힌바 있다(오헌석․김도연․배형 , 2012). 만약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자의 교육경험이나 연구경력보다 연구를 수행하는 시 의 연구 

환경이나 조직 특성에 더 큰 향을 받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융합교

육은 그 필요성에 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개인 배경 특성인지, 환경

이나 조직 특성인지 탐색하는 것과 더불어 신 히 검토해야 할  하나의 

문제는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 향상에 정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는 것이다. 만약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물의 양 ․질  변화에 정  

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융합연구 활성화를 한 투자나 정책의 필요성에 

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융합교육과 융합연구의 존재 가치와 필요성에 해 근본  의

문을 제기하는 두 가지 문제를 실증 으로 확인하려는 목 으로 수행되었

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공계 학교수의 융합연구 수

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융합연구 수행은 이공계 학

교수의 연구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국 91 학 547명의 이공계 학교수를 상

으로 개인배경 특성, 연구환경  조직 특성에 한 4년간의 패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수집된 자료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2

단계 최소제곱추정(2-stage least squares)모형으로 분석하 다. 즉, 1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의 하나로 도구변수인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을 투입하

여 융합연구 수행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2단계 분석에

서는 도구변수를 제외하는 신 1단계 분석을 통해 추정된 융합연구 수행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연구성과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도구변수를 활용한 1단계 분석과정을 통해 융합연구 수행과 오차항 사

이의 상 으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로운 융합연구 수행 

계수룰 산출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첫째, 이공계 학교수의 융합연구 수행 여부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친 변수는 연구분야(의약학), 공 자수, 그리고 소속학과의 융합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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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배경 특성 에서는 어떤 변수도 융합연구 수

행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연구환경  조직 요인에서는 세 

가지 변수의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융합연구 수행은 양  지표인 

논문편수와 질과 양의 통합 지표인 IF합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정부나 학의 융합교육  연구 지원 정책에 해 다음과 

같은 을 시사한다. 먼 , 융합학과를 설립하거나 융합을 목표로 기존 학

과의 목 과 지향 을 수정하는 것은 어도 소속 교수의 연구성과 증진이

라는 측면에서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융

합연구 장려나 융합학과 설립과 같은 융합교육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

기 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학과설립 방식의 융합 활성화 정책이 교육  맥락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함께 확인되었다. 공분야나 연구경력의 다양성이 

융합연구 수행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융합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

움을 시사한다. 융합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이론, 을 결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극 개발

하고 활용하는 등 교육방식의 신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융합연구, 학교수, 연구성과, 융합교육, 융합인재

  학  번: 2009-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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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융합연구는 창의  성과 도출을 한 안을 고민하는 논의에 거의 빠짐

없이 등장하는 단골주제이지만 실제로 어떤 특성이나 조건이 융합연구를 

발하고 그 게 수행된 융합연구가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해서

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은 교육과 연구 장에 

큰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많은 학 지원 사업이 지원 요건으로 연구주

제나 인력 구성에서 다학제성(multidisciplinarity)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미

150여개의 융합 련 교육 로그램이 개발․운  인 것으로 악된다(성

은모․오헌석․김윤 , 2013). 비단 학뿐만 아니라 고 교육에서도 융

합인재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과학, 기술, 공학, 술, 수학을 가리키는 어 

단어의 앞 자를 딴 ‘STEAM교육’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김성원 외, 

2012; 김형숙, 2012; 이경진․김경자, 2013; 이철 , 2012).

  융합학과를 설립하거나 연구사업 지원 조건에 융합연구로서의 성격과 다

학제  인력 구성을 갖추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한국에만 있는 외 인 

상은 아니다. 고 수 의 STEAM교육은 사실 미국의 STEM교육을 벤

치마킹한 것이다(백윤수 외, 2011). 그리고 2002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의 바이오시스템학과의 경우 1998년 UC Berkeley에 이어 2002년, 2006년

에는 각각 Stanford와 MIT에도 독립된 학과 형태로 설립된바 있다.

  시기상으로는 미국과 큰 차이가 없는 시 에 한국도 융합의 열에 합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배경을 고려하면 한국의 상황이 미국을 비롯한 

앞선 국가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오랜 근  학문의 

통을 가진 국가의 학자들은 컨  1970년 OECD가 개최한 국제컨퍼런

스에서 융합연구 련 용어들의 개념 정리를 시도하는 등 분과학문 심의 

학문시스템에 해 어도 20세기 반부터 경험을 축 해왔다. 오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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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각 분야의 선도  연구를 수행해 온 선진국의 학들은 이미 기존 시스

템 안에 학제성을 담아왔다고 할 수 있다. 융합학과 설립과 같은 가시  

변화와는 별개로 기존 학과의 인 구성이나 연구주제, 학자들의 마인드와 

경험 등이 이미 상당히 다학제화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20세기 반 한국은 한국 쟁 직후로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분과

학문공동체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서양의 학문과 학 체계를 받아들

이는 데 한 처지 다. 최근까지도 한국은 부분의 분야에서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 제도를 빠르게 습득하고 모방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하는 추격

형 신에 의존해 왔다(송 진 외, 2006). 2000년  들어 분화된 학문시스

템이 앞선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만한 때에 정부나 

학 당국은 융합이라는 새로운 학문 조류에 매우 빠른 속도로 동참하는 

양상이다.

  그 기 때문에 재 한국에서 이 지고 있는 융합연구와 융합교육의 동

시  팽창은 매우 독특한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융합연구를 통해 학문간 

경계를 넘나드는 지  활동에 한 경험이 축 된 상태에서 교육이 이 지

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직원을 비롯한 부분의 계자가 특별한 노하우 

없이 융합연구나 융합교육을 동시에 추진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빠른 속도의 정책 변화에 응하여 융합교육과 정책에 한 한 연구들

이 2000년  후반 이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짧게는 17차시로 

구성된 등교육 로그램(권수미, 2012)으로부터 길게는 특정 융합분야 

문인력 양성을 염두에 둔 학부 교육과정의 구상(이성종 외, 2009; 이수 ․

하태정․성양경, 2008; 황규희, 2008)에 이르기까지, 체로 단일 교육과정 

안에 융합교육의 다양한 요소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한 고민을 담고 

있다. 이들 융합 교육 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학습경험과 그것을 내

으로 소화해내게 하기 한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  ‘융합형 인재’의 

자질을 학습자에게 심어주면 이들이 분야를 넘나드는 성취를 발휘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 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 가 합리 인 것인지에 해 우리는 몇몇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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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한 빈약한 증거만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융합에 한 이해와 문화  

토 가 열악한 상황에서 융합학과가 신설된 이후 설립 당시 장미빛 망과 

달리, 졸업생의 질 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면서 취업 문제가 발생하고 덩달

아 신입생 입학이 어드는 등 학과 성장이 속히 정체되는 상이 보고

되는 실정이다(이수 , 하태정, 성양경, 2008).

  빈약한 토  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부작용을 낳는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 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융합교육의 목 에 융합교육이 부합하느냐이

다. 융합교육은 컨  단일 학문에 바탕을 둔 과목 운 과 공별․학과

별 교육의 한계를 넘어 통합  사고, 문제해결력, 력  태도를 갖춘 학생

들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다(김 ․강이화, 2010). 한 서두

에 언 한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은 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반 하

여 창의와 인성을 지닌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 으로 표방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1).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한 주장을 요약해 보면 융합교육의 목 은 통합

 사고, 문제해결력, 력  태도 등의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

하는 것이다. 그 다면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  인재의 양성(신동주․김학진, 2012), 창조경제의 인  인 라(성은

모․오헌석․김윤 , 2013)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융합교육

은 다양한 문제를 창의 으로, 더 구체화시키자면 융합형 문제해결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한 교육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한 이들 논의를 통하는 하나의 가정은 특정 

공분야에 얽매이지 않는, 학제 (interdisciplinary)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

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역량이 있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정을 거꾸로 설명해 보면 융합형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융합교육을 통해 키워주면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 복잡한 사회 문제

를 창의 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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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가정에 입각해 융합연구를 보면, 융합연구야말로 학술연구 맥

락에 한정된다는 한계는 있으나 특정 공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 으

로 문제를 해결한 형  사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융합교육의 논리에 

따르면 융합연구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과 차별되는 독특한 개

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특성을 갖추기에 유리한 경험이 많은 사

람이라고 볼 수 있다. 컨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공분야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상

으로 융합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융합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융합연구 입문과 연구수행 

과정을 연구한 한 연구에서는 융합연구를 발하는 요한 동인이 과학계

의 변화, 학문분야의 개방도, 학정책  교수평가 방식과 같은 환경  

조직 특성임을 밝힌바 있다(오헌석․김도연․배형 , 2012). 그리고 이 연

구에서 밝힌 과학계의 조류와 학정책은 지 도 학교수의 연구활동에 

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자의 교육경험이나 연구경

력보다 연구를 수행하는 시 의 연구 환경이나 조직 특성에 더 큰 향을 

받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융합교육은 그 필요성에 해 설득력을 잃

게 된다. 한 재의 융합교육은 교육방식에 있어 신 인 변화를 요구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개인 배경 특성인지, 환경

이나 조직 특성인지 탐색하는 것과 더불어 신 히 검토해야 할  하나의 

문제는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 향상에 정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는 것이다. 융합연구는 서로 다른 학문분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나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한 통로로 강조되는데(한승환․경정운, 2011), 

만약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물의 양 ․질  변화에 정  향을 미

치지 못한다면 융합연구 활성화를 한 투자나 정책의 필요성에 해 의문

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융합교육과 융합연구의 존재 가치와 필요성에 해 근본  의문을 제기

하는  두 가지 문제에 답을 구하기 해서는 실제 융합연구를 수행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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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의 융합연구 수행을 이끈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융합연구가 연구

성과 면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융합연구 수행 요인을 밝히고 융합연구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을 정확

하게 추정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 의 달성을 해 국 9

1 학 547명의 이공계 학교수를 상으로 개인배경 특성에 한 자료와 

연구환경  조직 특성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추정(2-stage least 

squares)모형을 통해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황조차 잘 악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융합연구  교육 지원 정책을 비 으로 검토할 수 있

는 정보와 정책  시사 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의 의의

  융합연구 수행의 향요인을 밝히고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려는 연구목 의 달성을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선정하 다.  

  첫째, 이공계 학교수의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

가? 융합연구 수행은 융합교육․연구 지원 정책의 주요한 목표  하나이

다. 그러나 어떤 학문  배경특성을 가진 사람이 융합연구를 수행하는지, 

어떤 분야나 연구 조건이 융합연구를 진하는지에 해 알려진 사실은 거

의 없다. 국내에서는 몇 사례 연구만이 이들 주제를 탐색하 으며(김

․김아 ․강이화, 2011; 오헌석 외, 2012; 오헌석․배형 ․김도연, 

2012), 해외에서도 소수의 연구만이 계량  방식으로 이 주제를 탐색하

다(Rijnsoever & Hessels, 2011; Carayol & Thi, 2005). 본 연구는 한국의 

사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요인을 선정함으로써 Rijnsoever와 

Hessels(2011나  Carayo과 Thi(2005가 특정 요인이 배제된 제한된 변수의 

향만을 확인한 것과 달리 개인 배경 특성과 연구환경  조직 특성의 

향을 고루 탐색하 다. 더 나아가 교육경험이나 연구경력과 같은 개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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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특성과 연구분야, 공동연구자, 학의 연구여건과 같은 환경  조직 특

성을 조함으로써 융합연구 수행 요인을 이해하는 구조  틀을 제시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융합연구 수행은 이공계 학교수의 연구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

는가? 융합연구를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분야의 연구 방식과 비교해 

연구성과의 양과 질 면에서 아무런 차이를 낳지 못한다면 별도의 자원과 

노력을 투자하는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합

연구 수행 요인과 함께 그 게 수행된 융합연구가 연구성과에 정 인 효

과를 발휘하 는지 확인하고자 2단계 걸친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성과는 

논문편수, 학술지 향력 지수(IF) 평균과 합계로 구성하여 연구성과의 질

 측면과 양  측면을 고루 포함할 수 있게 하 다. 연구결과는 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융합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양과 

질 어떤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실질 인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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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본 장에서는 먼  융합과 융합연구의 개념을 탐색하 다. 다음으로 융합

연구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 다. 이를 

해 먼  과학  성취에 한 연구들로부터 융합연구 수행 요인을 분석하

기 한 구조와 변수를 탐색하 다. 이를 바탕으로 융합연구 수행 요인을 

크게 개인  특성 배경과 연구환경  조직 특성으로 구분한 후 변수별로 

융합연구 수행과의 계를 검토하고 가설을 수립하 다. 다음으로 융합연

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가설을 

제시하 다. 

  1.  융합  융합연구의 개념

  융합은 기술, 제품, 산업 측면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융합연구

는 분과학문 심의 학문체계 맥락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먼  사  의미와 유사어와의 비교를 통해 융합의 개념을 탐색

하고, 융합연구의 개념을 다학제 연구, 학제간 연구, 학제  연구의 개념 

탐색을 통해 정의하 다. 

  가. 융합의 개념

  융합은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다. 기술, 산업, 연구, 학

문, 교육, 인재 등의 개념이 융합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곤 한다. 학자들마다 

개념을 달리 정의하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도 존재한다(하태정 외, 2007). 

여기서는 다양한 융합 개념을 검토하고 특히, 학문 맥락에서 사용되는 융

합 개념의 독특한 의미를 분석한다. 

  사  의미로 융합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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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하여지거나 그 게 만듦. 는 그런 일”로 정의된다(표 국어 사 , 

2014). 사  의미를 충실히 따르자면 융합이 일어났다는 것은 서로 다른  

상 간의 구별이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융합을 

어로 번역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  하나인 fusion의 정의와 거의 일치한

다. 사  의미로 fusion은 “둘 이상의 물질이 결합하여 하나의 개체로 형

성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의미한다(Oxford Dictionary, 2014). 

  융합의  다른 번역어로 사용되는 단어는 convergence이다. 많은 문헌

에서 융합을 어로 번역할 때 convergence 는 fusion를 사용하지만(박

기범․황정태, 2007; 오헌석 외, 2011; 이순종, 2009; 이 만․최민석, 2010), 

보다 보편 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convergence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으

로 convergence라는 단어만을 따로 떼어 한 로 번역할 때는 융합보다는 

수렴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융합의 번역어로 convergence가 많이 선택되는 것은 fusion이 핵융합을 

연상시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렴이 융합의 제 조건일뿐더러 수렴의 

의미로 융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래 융합의 의미

와 달리 서로 다른 개체의 결합이 각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제3의 새로운 

개체로 거듭나는 완결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어떤 지 에 함께 모인 

상태에 머무는 경우를 표 하기 해 다수의 학자들이 물리  결합과 화학

 결합이라는 개념 구분을 활용한다. 물리  결합은 각 상의 성질과 형

태가 보존된 상태를 화학  결합은 제3의 새로운 물질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한 표 이라 할 수 있다. 

  화학  결합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융합을 정의한 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최양희(2010)는 기술 융합(technology convergence)을 ‘여러 기술

이 서로 완 히 녹아들어 어떤 한 분야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여

러 기술이 화학 으로 결합’한 것으로, 이공래․황정태(2005)는 ‘2개 이상의 

기술 요소가 화학 으로 결합하여 기존의 기술이 갖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기술 신의 한 상’으로 정의하 다. 기술 융합으로 범 를 좁히

지 않고 융합(convergence)을 정의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병욱(2010)은 ‘다



- 9 -

른 개념의 상품을 화학 으로 결합하는 것이며, 기존 기술이나 제품을 창

조 으로 재조합하는 작업’으로, 김덕 (2010)은 ‘독립 으로 존재하던 개체

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 가치가 더 커진 새로운 개체를 창조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해외 문헌에 나타난 융합 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senberg(1963)는 ‘다양한 산업의 공장들이 기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동 기술 신 상’의 의미로 기술  융합(technological 

converg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Kodama(1991)는 ‘여러 기술의 돌

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합쳐지는 신의 방법’이라는 뜻으로 technology 

fu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바 있다. 이들의 융합 정의에서 흥미로운 사실

은 이들이 융합의 주요 구성요소로 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융

합은 그 자체가 목 이기보다 무언가를 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신이라

는 단어를 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화학  결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융합을 정의한 학자들도 부분 융합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을 강조하 다. 

  유사 개념과의 구분을 통해 융합 개념의 구체화를 도모한 학자들도 화학

 결합과 새로운 것의 창조를 핵심 개념 요소로 지목하 다. 를 들어, 

차원용(2009)은 융합(convergence)의 핵심 개념으로 새로운 창조를 드는 

데 반해, 복합(compositeness)은 수평  는 수직  기능 보강, 통합

(integration)은 수평  는 수직  기능 연결에 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통섭(consilience)은 새로운 지식의 창의로 정의되었다. 

한편, 최재천(2007)은 통합을 물리  합침, 융합은 화학 인 합침, 통섭은 

생물학  합침으로 정의하 다. 

  서로 다른 상의 결합과 새로운 것의 창조가 공통으로 확인된다는 사실 

외에 앞선 개념 탐색에서 은연 에 발견되는 다른 특징을 꼽자면, 이 문헌 

 다수는 기술이나 제품, 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 제품, 산업 맥락의 융합 논의를 따라 본 연구의 심사인 

융합연구를 정의하면 ‘서로 다른 상의 화학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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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해내는 융합을 실 하기 해 조사하고 탐구하는 활동’ 정도가 될 것

이다. 이런 정의 하에서 융합연구는 신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융합을 이

루기 한  다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융합을 한 연구가 곧 융합연

구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융합연구 개념이 주로 논의되는 학문 맥락에서는 기술이나 산업 

맥락에서와는 다른 차원의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융합연구를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은 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용어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즉, 융합을 convergence, fusion으로 번역하는 것과 달리 융합연구를 

fusion research라거나 convergence research로 번역하는 사람은 거의 없

다. 그보다는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terdisciplinary research, 

transdisciplinary research 등의 용어가 훨씬 더 보편 이다. 융합연구가 

기술, 제품, 산업 맥락의 융합 개념과 한 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융합연구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학문  맥락을 고려한 별도의 

개념탐색이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먼  융합연구

의 개념을 다학제 연구(multidisciplinary research), 학제간 연구

(interdisciplinary research), 학제 연구(transdisciplinary research)의 개

념과 함께 풀어 설명하 다. 

  나. 융합연구의 개념

  융합연구는 학문  발 , 새로운 역 발견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복

합  실생활 사태의 문제해결을 한 수단으로 주목받는 개념이자 상이

다(양미경, 2009). 창의  성과 창출을 한 논의라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

장하는 단골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명하거나 형 인 사례를 근거로 

융합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념과 논리에 의존하여 제안되는 활성화 

방안은 넘칠 만큼 많은 데 비해 실제로 연구 장에서 융합연구가 얼마나 

수행되며 그것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진상을 악하고 증거를 수집

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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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실에서 효과 검증이 거의 이 지지 않았음에도 융합연구의 필

요성이 크게 공감을 받는 것은 표  사례들이 지닌 강력한 설득력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컨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  발명이나 아인슈타인의 

상 성이론 제창에 이질  요소를 연결하고 기존 에서 모순되는 문제

를 동시에 해결해내는 것과 같은 융합연구 과정이 숨겨져 있고 래드랩

(Rad-Lab: radiation laboratory)이 다양한 이더를 발명해 2차  승리

를 견인하고 이후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까지 한 배경에도 다양

성과 공 간 력을 증진하는 연구실 구성이 있었다는 사실(홍성욱, 2008)

은 융합연구 필요성을 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한 인문학  

상상력과 술  감각을 테크놀로지와 결합해 성공을 거둔 경 사례들은 

융합이 연구맥락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에서 창의  성과도출 수단이라는 

생각을 으로 확산시켜왔다.

  이처럼 에 띄는 형  사례에 매혹되어 융합이라는 상을 구체 으

로 조사하려 시도해 보면 융합이 실은 다층 이고 복잡한 개념이라는 사실

을 마주하게 된다. “융합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수 으로, 그리고 다양

한 유형과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Frodeman, Klein, & Mitcham, 2010; p.

ⅸ).” 따라서 융합 상을 탐구하면 할수록 “융합의 개념과 실제에 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의미와 실천의 다양성과 범 함(오

헌석, 김도연, 배형 , 2012: p.301)”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

  융합이 다층 이고 복합 인 상이긴 하지만 완 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

구 활동과 련해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라는 개념이 오래 

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

미를 지닌 개념인 다학제 연구(multidisciplinary research)와 학제  연

구(transdisciplinary research) 역시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융합연구에 

해당한다.

  이들 개념은 한국에서는 융합을 이루는 방식 는 연구패턴 정도의 하

요소 정도로 설명되기도 하지만(이건우, 2008; 차원용, 2009), 실은 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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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물론 특히 융합의 목 과 과정을 더 잘 포착하는 개념이다. 이들 

용어는 융합연구 과정의 다양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융합연구라

고 통칭하는 개념에 해 국제 으로 통용되는 학술  개념이기도 하다. 

국제  학술논의에서는 이미 1960년 에 융합연구와 련해 다양한 개념과 

용어가 혼용되면서 혼란이 있어왔다(Apostel et al., 1972; Klein, 1990; 

Repko, 2008). 이에 해 1970년 OECD가 개최한 융합연구에 한 국제컨

퍼런스에서는 다학제(multidisciplinary), 학제간(interdisciplinary), 학제

(transdisciplinary)라는 세 가지 기본용어를 사용하기로 의한 바 있다

(Apostel et al., 1972). 이후에도 학자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

고  이 세 용어조차 조 씩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지만 이들 용어가 융합

연구를 지칭하는 가장 범용성 있는 용어임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통을 

따라 본 연구에서도 융합연구를 이 세 가지 개념의 연구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 다. 

  세 용어는 문제해결을 해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동원된다는 

공통  탓에 종종 개념상의 구분 없이 혼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Aboelela et al., 2007). 먼  다학제 연구는 두 학문분야가 특

정 문제의 해결을 해 력하되 각각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부 문제를 

해결하여 둘을 단순히 합하는 방식의 연구를 의미한다(Mallon & Burton, 

2005; Slatin et al., 2004). 이에 반해 학제간 연구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서

로 다른 학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근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Schummer, 2004). 학제간 연구는 다학제 연구와

는 달리 각 분야 근만으로는 산출될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지식과 기

술을 산출해낸다.

  학제  연구는 번역용어로서는 크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으나 개념 으

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용어이다. 학제  연구는 학문분야의 좁은 

세계 을 벗어나 복잡다양한 상에 한 새로운 개념  틀을 생산하는 연

구라고 할 수 있다(한승환․경정운, 2011). 다학제, 학제간 연구가 이종 지

식의 결합 수 이나 문제해결 방식에 의해 구분되는 반면, 학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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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의식 자체에서 두 연구와는 다른 시작 을 가지고 있다. 학제  

연구는 학문 밖 실세계의 문제와 에서 출발해 보다 통합 이고 사회

으로 합한 지식을 생산하려는 연구활동을 포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Frodeman, 2010).

  한국에서 융합연구라고 통칭하는 개념이 국제 인 학술 논의에서는 그 

개념이 다학제 연구, 학제간 연구, 학제  연구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살

펴보고 각각의 개념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그런데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학제간 연구와 학제  연구는 융합연구의 

성격과 과정에 심을 두지 않은 연구에서는 유사어로 교차 사용되기도 한

다(lynch, 2006). 한 지역  차이도 존재하는데 미국에서는 학제성

(interdisciplinarity)이, 유럽에서는 학제성(transdisciplinarity)이 서로의 

개념을 포 하는 의미로 통용되는 경향이 있다(Frodeman, 2010). 한 다

학제 연구는 학제간 는 학제  연구의 방편이나 길목 는 학제간 연

구나 학제  연구의 제 조건으로 묘사되곤 한다. 

  한국에서 융합연구로 통칭되는 용어는 단일 개념을 포착하는 개념이기보

다는 다학제 연구로부터 학제간 연구, 학제  연구에 이르는 넓은 스펙

트럼의 개념에 응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를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분과학문(discipline)의 개

념, 이론, 방법론, 을 하나의 문제 해결을 해 동시에 는 순차 으

로 활용하거나 그것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개념, 이론, 방법론, 을 

창조함으로써 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조사  탐

구 행 ’으로 정의하 다. 서로 다른 분과학문을 하나의 문제 해결을 해 

활용한다는 것은 다학제 연구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분과학문의 활용이 단순히 동시 /순차  결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개념, 이론, 방법론, 의 창조로 이어졌다는 것은 학제간 연구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학제  연구는 개념 정의에 명시 으로 포함되

기보다 동원되는 분과학문의 종류나 개수, 문제 해결이나 상 이해의 성

격과 범 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 14 -

  2.  학문의 분화와 융합

  융합연구의 의미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각 분과학문이 분화의 원

리와 분화된 이후 고착화된 특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분화 원리와 분화

된 재 상태의 특성 속에 융합연구 수행의 본질  장벽도 들어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최근 융합연구  융합교육의 격한 증가 상이 주목받는 것은 근  

이후 학이라는 학문공동체와 역사를 함께 해 온 학문의 발달이 주로 체

계  분화 과정을 통해 이 졌기 때문이다. 세 시 까지만 해도 학에

서는 자유교양(liberal arts)으로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수, 음악, 기하, 천

문이라는 일곱 과목이 공통으로 가르쳤고 철학, 신학, 법학, 의학 정도만이 

구분되는 등 학문의 경계는 엄 한 구분선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김원기, 

2007; 일균, 2005).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지식의 학문  체계화

를 한 시도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에는 학회(association)가 형

성되면서 학술 회(conference)가 개최되고 학술지(journal)가 창간되는 등 

분화된 학문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 다. 20세기에도 이

와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어 각 학문 진 은 내 으로 심화․발 하며 더욱 

문화되는 분화의 길을 걸어왔다(Weingart, 2010; 김원기, 2007).

  오랜 세월 학문은 하나의 연결된 총체  지식으로 이해되었지만 최근 4

세기 동안 진행된 학문의 진화는 그 연결고리를 끊고 분과학문(discipline) 

고유의 개념, 이론, 방법론, 나아가 세계 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

다(Weingart, 2010; Szostak, 2003). 이 게 기존 체계에서 분화된 분과학

문은 고유의 특성을 공유하는 학문공동체와 성쇠를 함께 해 왔다. 사실 분

과학문의 고유한 특성 자체가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새로운 지식

을 모으고 상호작용하며 체계화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므로 학문과 

학문공동체는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유의 연구 상과 문제의식, 개념을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 연

구를 실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과 같이 분과학문으로서의 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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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슈들이 일단 정립된 이후에는 이미 형성된 체계가 후속 세 에 지속

인 향력을 발휘해 왔다. 학술 회에서의 교류나 학술지 심사 과정을 

통해, 학의 학과  공 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체계는 공고화된다

(Weingart, 2010; 김원기, 2007). 그러므로 특정 학문을 배우거나 나아가 그 

분야의 학자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해당 학문의 개념과 이론, 방법론을 

많이 습득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분과학문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체

계  공고화 과정을 고려할 때 지식이나 기술의 양  증가보다는 해당 학

문 고유의 문제의식과 학문  가치에 동의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병

행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과학문이 지닌 본질  특성 때문에 학문간 융합 활동은 결코 쉬운 과

제가 될 수 없다. 분과학문이 독립된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여

타 분과학문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음을 의미한다. 차별화 요소가 없다면 

애 에 독립된 학문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요소들은 분과학문

의 존재와 직결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학문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합

연구나 교육 활동은 각 학문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존재의 기반을 이루

는 분과학문의 특성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일 수 있다. 한 학문 간에 

문제의식과 개념,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융합연구에 필수 인 학문

간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융합연구  교육 수행을 

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학문간 의사소통이 빠짐없이 언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Klein, 2010; Welch Ⅳ, 2003).

  3.  융합연구 수행의 향요인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이공계 학교수의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탐색하고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서는 먼  과학  성취를 설명하는 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에

서는 먼  과학  성취가 통 으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

해되어 왔음을 분석하 다. 이 틀 안에서 개인의 교육경험  연구경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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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서 융합연구 수행을 조명할 때 어떤 개인  배경 특성들이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가설을 수립하 다. 다음으로 연구환경 

 조직에 한 응으로서 융합연구 수행을 이해할 때 어떤 환경  조직 

요인이 융합연구 수행을 발하는지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가설을 수립하

다. 

  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물로서의 과학  성취

  이공계의 융합연구 수행과 그것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과학  성취의 도출 과정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이공계 학교수는 우선 과학자로서의 특성을 공유하며 

융합연구 수행은 그 자체가 목 이기보다 과학  성취를 이루기 한 수단

이기 때문이다. 과학자의 성취에 한 선행 연구들은 개인  특성과 함께 

환경  특성에 한 논의를 어떤 형태로든 포함하며 이를 통합 으로 이해

하기 해 노력을 기울여왔다(오헌석․배형 ․김도연, 2012).

  개인  특성에 을 맞춘 연구는 다시 인지  특성에 주목한 연구와 

정서  특성에 주목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일 이 인지  능력이 인생

에서의 장기  성공을 측할 것이라는 가정을 규모 종단 연구를 통해 

밝히려 했던 Terman과 Oden(1947)의 연구는 결과 으로 과학자의 정서  

특성에 한 연구를 물처럼 터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 상에 포함된 

IQ 140 이상의 아동 에서 국  인지도를 지닐 만큼 성공한 사람은 많

지 않았던 반면 연구 상조차 되지 못했던 아동들  두 명은 노벨물리학

상을 수상하는 반 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이후 다수의 연구들은 과학자의 탁월한 성취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

서  특성을 발견해 왔다. Terman 자신부터 목표를 추구하는 끈기와 집

력, 자신감, 다방면의 정서 ․사회  응 능력, 성취 욕구 등을 탁월한 

업 의 동력으로 지목하 다(Terman & Oden, 1947). 비슷한 시기 

Roe(1952)는 명한 과학자만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이들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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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사람들이 좀처럼 흥미를 갖지 않는 것에 강렬한 흥미를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 다. Heller(1993) 역시 과학분야에서 성공을 장기 으로 

측하는 가장 향력 있는 요인은 내면의 성취동기, 목표지향성과 끈기, 불

확실하고 복잡한 것을 인내하는 능력, 명확한 흥미,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철시키려는 의지 등이 포함된 동기임을 밝혔다.

  오헌석 등(2012)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보인 특성이 뛰어난 융합연구자에

게도 발견됨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학문분야를 탄생시킨 융합연구자의 생

애를 분석한 결과 근원 인 문제에 한 강렬한 집착이 학문간 경계를 허

물고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생시키면서 새로운 학문분야를 탄생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오헌석 외, 2012). 문제집착력은 과학  

성취의 동력으로 항상 언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뛰어난 과학  성

취를 이끈 심리  특성이 융합연구를 자극하는 특별한 경험이나 환경과 조

우할 때 융합연구가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러므로 융합연구 수행 

요인을 찾고자 한다면 일반 인 과학자와 구별되는 독특한 심리  특성을 

가정하기보다 장기  성장 과정의 경험과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  성취에 한 기 연구가 개인  특성에 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연구자들은  더 사회문화  요인의 향에 심을 기울

여왔다. Mansfield와 Busse(1981)은 창의 인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

성들을 발달내력  개인특성, 창의  과정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했

다. 그들은 발달내력에서 부모와 아동간의 낮은 정서  강도, 부모의 자율

성 증진, 부모의 지 자극, 도제교육이라는 특성을 도출했다. 한 개인특

성에서는 자율성, 개인  융통성과 경험의 개방성, 독창 이고 참신함의 요

구, 일에의 몰두, 문  인정요구, 심미  민감성의 특성들을 찾아냈고, 창

의  과정에서는 문제선정, 문제해결에의 노력, 속박설정, 속박변경, 증명과 

정교화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Mansfield & Busse, 

1981).

  Mansfield와 Busse(1981)를 비롯해 과학  성취를 낳은 환경에 심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이 주로 아동기나 청소년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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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졌다면, 최근의 연구는 과학  성취의 직  단계까지의 총체  경험

을 연구 상으로 삼고 있다. 국내 과학자들을 상으로 진로선택과정의 부

각요인을 분석한 장경애(2001)의 연구는 자기 자신을 악하는 능력으로부

터 아버지의 향과 과학 교사의 향 뿐만 아니라 학 진학 이후에 과학

자로서의 진로 선택 과정이 이어짐을 보여주었다. 한 이 과정에는 개인 

내 인 속성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문화  요소가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드러낸바 있다. 

  세계  수 의 한국 과학자를 상으로 삼았다는 공통 을 지닌 최근의 

두 연구(오헌석 외, 2007; 김왕동, 2009)는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의 상

호작용을 주목하 다. 오헌석 등(2007)의 연구는 성장 단계별 성장 요인을  

개인, 환경, 역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 다. 이 때 

개인, 환경, 역의 상호작용은 탐색기로부터 시작해 입문기, 성장기를 거

쳐 창조  연구 성과를 도출해내는 주도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왕동(2009)은 세계  과학자 9인을 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밝히기 해 환경요인과 인 요인으로부터 요구 속성을 추출하고 다시 여

기에서 핵심 향요인을 밝히는 방식을 취하 다.

  과학  성취에 한 연구들이 융합연구 수행에 한 연구에 시사하는 바

는 다음과 같다. 융합연구자의 특성이나 성취를 탐구하고자 할 때 개인  

특성과 함께 환경  특성을 복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  

특성은 인지나 정서와 같은 심리  특성보다는 성장 과정상의 경험과 환경 

요소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장단계별 경험들  어떤 특징 인 경험

이 융합연구를 견인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개인의 교육경험  연구경력 결과로서의 융합연

구 수행

  격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융합교육 로그램들이 기 하는 것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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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분야의 지식을 하나로 모으고 응용하여 내 으로 소화해내는 교육과

정 경험을 통해 소  ‘융합형 인재’의 자질을 학습자에게 심어주는 것일 것

이다. 그리고 이들이 미래에 분야 간 경계를 넘나드는 성과를 발휘하길 기

한다. 상당히 많은 융합교육 로그램이 설립․운 되고 있으며 많은 학

생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실을 고려할 때 과연 이와 같은 기 가 실

과 부합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융합교육 로그램이 참

여 학습자에게 기 하는 바를 본 연구의 상인 이공계 학교수의 융합연

구 수행 맥락으로 가져와보면, 융합연구 수행은 장기간의 교육경험과 연구

경력을 통해 된 고유한 특성이 발 된 결과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

와 같은 기 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주로 학 과정의 다양성과 연구경력

으로 구성된 개인 배경 특성과 융합연구의 수행의 계에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 다. 

  특별히 융합에 을 맞추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일반 인 과학  성취

를 이룬 개인의 배경 특성과 환경  요인을 탐색한 연구가 풍부한 데 비해 

융합연구자에 을 맞춰 이들의 성장 경험과 연구수행 향요인을 탐색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지 까지 융합이라는 주제는 과학자의 생애나 탁월

한 업 의 산출 과정을 세 히 분석할 때 발견되는 다양한 특성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었다. 우수한 공학자들의 생애를 탐색한 오헌석 등

(2007)의 연구에서 융합연구 수행이 뛰어난 공학자들의 연구 략  하나

로 부각된 것이나 아인슈타인의 상 성 이론 발견 과정을 면 히 분석하며 

어떤 이질 인 요소의 결합이 한 발견에 숨어있었는가를 보여  홍성

욱(2008)의 사례 소개가 그 이다. 

  소수의 연구가 융합연구자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융합연구 수행 요인을 

간 으로 정리하 다. 컨  김왕동(2012)은 과학 인재의 특성에 한 

기존 연구들로부터 창의  융합인재의 특성을 추출해 정리하 다. 그에 따

르면 창의  융합인재들은 박식하고 학문  경계를 넘나드는 경향이 있었

지만, 두 분야 이상에서 동일 수 의 천재성을 발휘한 것은 아니며

(Kaufman, 2009), 타 분야에서는 일반  수 의 창의  역량을 발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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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Bernstein & Root-Bernstein, 2004). 그리고 이들은 15-16세기 르네

상스와 같은 창의성을 잘 발 시키는 문화(Arieti, 1976)의 향 아래에서 

1만 시간(10년) 이상의 훈련기간을 거쳐 비로소 한 분야의 최고 수 에 이

른 것으로 나타났다(Levitin, 2006; Gardner, 1993).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융합인재가 두 분야 이상에 걸쳐 각각 어떤 수 의 문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각 문성은 어떤 문화  배경 하에 어느 만큼의 훈련을 통해 길러

졌는지에 해 기 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

구에서 탐색된 사례들  일부는 학문분화가 심화된 의 과학자들이 직

면한 도 과는 거리가 멀고 도출된 테마 역시 일반  과학인재의 특성과 

련된 설명을 벗어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융합연구 수행 과정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융합이라는 상과 보

다 직 으로 련 있는 주제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먼  타 분야

와의 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헌석 등

(2012)은 학문 융합을 통해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한 해외 유명 학자들

의 학문  생애사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융합연구자들은 타 분

야 가의 강의, 부모님의 취미, 기숙사의 룸메이트와 같이 우연히 이어진 

타 분야 학자와의 교류, 그리고 인상깊은 사건이나 사고 등을 통해 타 분

야의 지식체계에 매료되면서 학문간 융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융합연구는 본질 으로 두 개 이상 분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에

서 융합연구자들의 학문  다양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련해 국내 과학기술분야 융합연구자의 융합연구 과정을 생애사 으

로 분석한 오헌석․배형 ․김도연(2012)은 연구참여자 20명이 학 과정에

서 특별히 공변화를 많이 겪지는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상 학교로의 진

학과정에서 특별한 공다양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과 달리 다수의 연구참

여자들이 박사과정이나 박사졸업 후 해외에서 가진 연구경력 기간 동안 학

문  다양성을 혹독하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Rijnsoever와 Hessels(2011은 특정 학의 과학분야 연구자 303명으로부

터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학제 연구 력 계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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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  특성 요인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연구경력과 정부나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학제  력 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별과 융합연구 수행의 계를 살펴보면 남성이 체로 여성보다 연구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Blackburn, Behymer & Hall, 1978; Porter 

& Toutkoushian, 2006) 연구 력 계나 네트워크 활동 자체에 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ong, 1992; Van Rijnsoever, 

Hessels, & Vandeberg, 2008). 더욱이 Rhoten과 Pfirman(2007)은 여성 과

학자들이 남성 과학자들에 비해 학문  경계 바깥에 치하려는 경향이 더 

높다는 사실을 드러내었고 Rijnsoever와 Hessels(2011의 연구는 설문을 통

해 여성이 학제  연구 력 계를 더 많이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기도 

하 다.

  제한된 사례에 한정된 분석이긴 하지만 학업 는 연구경력과 융합연구 

수행의 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일반 인 상과는 달리 공변화의 

다양성과 융합연구 수행 간에 직 인 계는 없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면  학 경험의 다양성보다는 과학자의 생애 속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

건이나 만남이 미치는 향이 더 도드라졌다. 다양한 연구경력은 학제  

연구 력 계를 증진시키지만 한국 융합연구자의 경우에는 특히 해외 

학원 과정이나 박사후 과정에서 문화  충격과 학문  다양성을 강렬하게 

경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별은 체로 정  향이 있을 

것으로 상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수립하 다.

  가설 1-1. 성별(여성)은 융합연구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해외학 는 융합연구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공변화 수 에 따른 융합연구 수행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가설 1-4. 국내 포닥 경력은 융합연구 수행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해외 포닥 경력은 융합연구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국내 임연구원 경력은 융합연구 수행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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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7. 해외 임연구원 경력은 융합연구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8. 교수 경력은 융합연구 수행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다. 연구환경  조직 특성과 융합연구 수행

  다양한 학술  경력이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 에 

한 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다. 를 들어, 융합연구자의 융합

연구 입문과 연구수행 과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오헌석․배형 ․김도

연, 2012), 소속 연구분야의 특성과 과학계 반의 연구조류가 융합연구 수

행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연구분야의 특성이 융합연

구 수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먼  소속 분야가 심분야에 열린 태

도를 보이는 경우 융합연구자들도 자연스럽게 타 분야에 열린 태도로 다양

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이한 것은 정반 의 

특성, 즉 폐쇄 이고 정체된 연구분야 특성 역시 융합연구를 발하는 원

인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역사가 깊고 체계가 잘 정립된 분야  일

부는 학문틀에 갇  사회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경향을 보

고 이와 같은 경직은 연구비와 취업 경로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

다. 이와 같은 특성이 특히 신진 연구자들로 하여  자기 분야의 틀을 벗

어나 새로운 도 을 하도록 어내는 힘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한, 소속 연구분야가 아닌, 과학계 반을 통하는 큰 흐름이 융합연

구를 발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보고되었다(오헌석․배형 ․김도연, 

2012). 이론 으로 융합은 개인의 흥미와 심에 따라 방 로 일어날 수

도 있지만 실제로는 나노 는 바이오 주제로의 쏠림 상이 두드러졌다. 

학문  조류의 향은 이 분야들이 단순히 타 분야의 심을 끄는 차원을 

넘어 “ 문성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도(p. 311)”, “먹고 살기 해서 하

지 않을 수 없는(p. 310)” 연구분야로까지 인식되고 있었다(오헌석․배형

․김도연, 2012). 이 때 나노는 어느 분야의 연구에든 활용할 수 있는 수

단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는 반면, 바이오는 연구의 최종 인 의의와 



- 23 -

효용을 보여  수 있는 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끌어들이는 특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기술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탐색한 

다른 연구에서는 국내 과학기술역량과 경제․사회  심을 고려하여 IT, 

BT, NT를 가치창출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분야로 지목하기도 하 다

(유경만, 2006). 

  학교수의 연구는 소속 학과 학과로부터 많은 향을 받게 마련이다. 

융합연구와 련해서는 컨  공동 교신 자를 인정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의 사례를 융합연구를 진하는 조직 특성의 로 들 수 있다(오헌석․배

형 ․김도연, 2012). 이와 같은 교수평가 시스템도 요하지만 융합연구를 

진하기 한 조직 는 기 의 역할로 무엇보다 많은 연구들의 주목을 

끌어온 것은 해당 조직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만나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언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 , 제도 , 문화  여건을 갖추고 있느

냐이다.

  Galison(1997)은 2차 세계  당시 Rad-lab의 사례를 교역지 (trading 

zone)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조직이나 기 이 융합연구를 어떻게 

진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 다. Rad-lab은 2차 세계 의 승패를 가늠할 

핵심 기술로 지목된 이더 개발을 담한 연구소 다. 이 연구소는 당시

로서는 매우 격 인 공간  인력 구성을 시도하 다. 이 까지 연구소 

내 실험실들은 공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 이었으나 Rad-lab에서는 

이더 부품별로 실험실을 구성하고 개방 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공간도 

구조화되었다. 그리고 실험실 인력은 물리학자와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화

학자, 통계학자, 경제학자, 음악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으로 구성되었

다. Rad-lab은 이더 개발에 성공했음은 물론 종  이후 무려 9명의 노벨

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Rad-lab출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Paul Samuelson은 이곳에서 물리학자들을 만나 토론한 경험을 바

탕으로 양자역학에 기 한 새로운 경제학을 실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

다(홍성욱, 2008). 이를 통해 볼 때 교역지 는 “융합을 통한 문제해결  

지식창출을 해 서로 다른 학문 역에서 지식을 쌓아온 문가들이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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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문성을 교환하고 력하는 장(서동인, 2012: 4)”으로서 융합연구

를 진하는 요한 요인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 학이라는 공간이 이와 같은 교역지 의 역할을 수행

하느냐일 것이다. 국내 연구자들의 학제간 연구 경험을 질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한 김 ․김아 ․강이화(2011)의 연구는 국내는 해외의 사례 

연구 결과들(Crow, 1992; Thompson, 2009; Nair et al., 2008)과 마찬가지

로 한국의 학제간 연구자들에게도 의사소통 문제가 핵심  요인이라고 주

장하 다. 그러나 해외 사례에서는 보고되지 않는 한국 고유의 요인들도 

보고되었는데 나이나 분과학문에 따른 학문  자존심과 같은 그것이다. 

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독립된 학과와 세부 공을 심으로 운 되는 

한국의 학 구조에서 이상  개념의 학제간 연구는 사실상 어렵고 학제간 

연구 경험은 일종의 ‘실험의 장’ 이상의 의미부여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

도 하 다. 공동연구를 통해 융합연구가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공정한 

업무 분담과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의 존재

가 요한데(Crow, 1992; Thompson, 2009; Nair et al., 2008), 한국의 학과 

심의 시스템 하에서 학과 밖의 연구자들과 그와 같은 조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Carayo과 Thi(2005의 연구는 연구분야 특성과 조직 특성이 개인연구자

의 다학제성에 미치는 향을 보여 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학과 비해 

볼 때 수학, 화학, 지구과학, 생물학, 의료 분야 연구자가 다학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특히 의료분야 연구자의 다학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한 소속 연구실의 구성원의 수가 작을수록, 평균연령이 높을수

록, 낮은 직 의 연구원이 많을수록, 박사과정 비율이 낮을수록, 인 구성

의 다학제성이 높을수록 소속 연구자의 다학제 연구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리고 평균연령, 낮은 직 , 박사과정 비율 등은 원활

한 계 형성과 커뮤니 이션을 한 오 마인드와 련 있는 해석하고 있

다. 결국 연구실 수 에서 개인 연구자의 다학제성에 향을 미치는 것은 

연구실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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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사례연구가 심이긴 하나 융합연구자의 연구활동  조직 특성과 융합

연구 수행과의 계에 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

워볼 수 있다. 먼  연구분야 특성과 련해서는 바이오 는 본 연구에서 

차용한 학술연구분야분류에 따르자면 의약학 분야 연구자들의 융합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상된다. 연구비는 연구기회의 확 로서 융합연구의 측

지표가 되며 우연한 만남이나 교역지  등을 통한 연구 력 계의 확 가 

융합연구의 핵심 요인  하나임을 볼 때 공 자수나 외국인 공 자수는 

융합연구 수행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교역지  사례(Galison, 1997) 

연구실 구성과 다학제성의 계를 탐색한 선행연구(Carayol & Thi, 2005)

를 참조해 볼 때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은 융합연구 수행에 정  향을 미

칠 것이다. 연구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9. 연구분야(자연과학)는 융합연구 수행에 부(-)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0. 연구분야(공학)는 융합연구 수행에 부(-)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1. 연구분야(농수해양)는 융합연구 수행에 부(-)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2. 연구비와 융합연구 수행은 유의미한 계가 없을 것이다.

  가설 1-13. 공 자수는 융합연구 수행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4. 외국인 공 자수는 융합연구 수행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5. 교원1인당 논문편수는 융합연구 수행과 유의미한 계가 없을 것이다.

  가설 1-16. 교원1인당 연구과제수는 융합연구 수행과 유의미한 계가 없을 것이다.

  가설 1-17.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은 융합연구 수행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4.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

  융합연구를 효과를 확인하기 해서는 먼  융합연구를 조작 으로 정의

하고 측정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융합연구의 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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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본 세 가지 융합연구 유형  학제간 연구와 학제  연구가 더

욱 그 다. 어떤 두 학문이 단순히 병렬 으로 나열되는 수 을 넘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무엇을 탄생시켰다는 단은 두 분야에 정통한 문가의 

세 한 검토나 각 분야 문가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더욱이 학

제  연구는 학문간 결합뿐 아니라 학문 밖 세계와의 소통과 사회  

력까지 고려해야 학제성이 제 로 발 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융합연구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부분 융합

연구를 다학제 연구로 조작 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Ⅱ-1>에 비교제시

한 논문은 모두 여섯 편인데, 이  다섯 편은 모두 본인들의 연구주제를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는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으

로 명명하고 있으나 실제 분석은 다학제성에 기반하고 있다.

  여섯 편의 논문들은 각기 조 씩 다른 지표를 사용하기도 하 으나 기본

으로 논문 는 학술지의 피인용 횟수를 융합연구의 효과로 간주하 다

는 공통 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융합연구의 효과에 한 정  기

를 확인하고자 시작된 연구도 있지만, 융합연구로 인한 논문출  는 이

후 인용에서의 불이익에 한 우려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 인 문제

의식인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Rinia 등(2001)의 연구나 Adams와 Jackson, 

그리고 Marshall(2007)의 연구가 그 인데 이들 연구의 결론은 여러 출

련 통계치들로 미루어 보건  융합논문이 학술지 게재나 피인용에서 특

별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융합연구가 어떻게 조작 으로 정의되었는지 살

펴보면 타 분야로부터 논문이 피인용될 때 상논문을 인용하는 그 논문들

의 범주(Subject Category)수, 논문수, 그리고 비율이 체로 기 이 되었

다. 피인용이 아닌 상 논문이 인용하는 논문의 연구분야수나 논문수가 

기 이 되기도 하 다. 타 분야 인용 는 피인용이 다학제성에 한 단 

기 이라면 ‘타 분야’에 한 단이 어떻게 이 지느냐가 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특정 학술지 논문의 다학제성을 검토한 Steele와 Stier(2000)의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연구는 모두 과학인용색인(SCI)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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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다학제성

측정

다학제

기
비교변수 결과

Steele & Stier

(2000)

Forest Science의 

10년간 출 논문

(750편)

Brillouin’s

Index*

Forest

Science를

제외한

학술지

평균

피인용

횟수

정

상

Rinia et al.

(2001)

185개 물리학

로그램

논문합계

비물리분야학

술지/물리분야

학술지(%)

WoS-SC
** 다양한

출 통계

지표

체로

향

없음

Adams et al.

(2007)

연구 심 학 

2곳의 7년간 논문

타분야

피인용횟수

&비율

WoS-SC 표 화된

피인용횟수

약한

∩자형

Levitt &

Thelwall(2008)

WoS 등록학술지 학술지별

SC수

WoS-SC

SCOPUS-SC

피인용횟수 부

상

Lariviere &

Gingras(2010)

2000년출

SCI논문

타분야

피인용비율

WoS-SC 피인용횟수 ∩자형

Yegros, D’Este 

& Rafols(2013)

2005년출

4개분야 SCI논문

인용분야수/균

형/유사성

WoS-SC 피인용횟수 ∩자형

* 특정 논문이 인용된 피인용횟수와 인용하는 논문이 속한 분야수의 조합으로 계산된 다양

성 지표. 인용분야의 분산이 클수록, 피인용횟수가 높을수록 증가함. 지표의 자세한 개념은 

Brillouin(1956)을 참조.

**　Web of Science의 Subject Category.

<표 Ⅱ-1> 융합연구와 피인용 횟수의 계 분석 연구 

Web of Science사의 학술지 분야 기 표인 Subject Category(주제범주)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ubject Category는 2013년 재 WoS에 등록된 

모든 학술지를 251개의 분야로 나 어 분류해놓고 있다. 특정 논문이 이 

251개의 분야  하나에 속한다고 할 때 타 분야는 나머지 250개 분야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 분야와 융합연구를 정의하고 측정하여 피인용횟

수와 비교한 결과를 보면 정  상 이 확인된 논문이 한 편(Stee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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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er, 2000), 부  상 이 확인된 논문이 한 편(Levitt & Thelwall, 2008), 

체로 유의미한 계가 확인되지 않은 논문이 한 편(Rinia et al, 2001)이

었다. 나머지 논문에서는 역U자형 계가 확인되었다(Adams et al., 2007; 

Lariviere & Gingras, 2010; Yegros, D’Este & Rafols, 2013). 역U자형 

계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논문인용 는 피인용 측면에서 아주 특정 학문분

야에 치우쳐져 있거나 는 지나치게 많은 분야와 계를 맺고 있는 논문

은 상 으로 피인용을 게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른 편에서 보

자면 간 수 의 다학제성을 띤 논문이 상 으로 많이 인용된 셈이다.

  지 까지 나열한 연구결과들이 논문이나 학술지 단 의 다학제성과 피인

용횟수와 같은 질  지표의 계를 보여주었다면 Carayol과 Thi(2005)의 

연구는 개인 수 에서 융합연구 수행과 질  지표의 계를 탐색하 다. 

이들은 개인 연구자의 평균IF는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논문을 출 하는가

와는 유의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 

  융합연구 효과에 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융합연구의 효과를 계량 으로 측정하려는 시도에서 가장 보편 으로 사용

되는 기 은 다학제성이라는 사실이다. 다학제성은 연구분야수나 논문수 

는 비율로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학제성의 효과는 다학제성

의 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러 논문에서 역U자형 계가 확인

되었는데 이는 극단 으로 특정분야 심 이거나 지나치게 다학제 인 논

문 모두 피인용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다. 이를 다

른 측면에서 보면, 다학제 수 과 피인용횟수와 같은 질  지표를 선형  

계로 가정하고 분석을 시도할 경우 유의미한 계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

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 수 에서든지 개인 수 에서든지 다학제성의 수 과 

평균IF, 피인용횟수와 같은 질직 지표와의 계에서 해서 유의미한 상

이 확인되지 않은 을 고려하여 융합연구 수행과 연구성과의 계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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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2-1. 융합연구 수행은 논문편수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융합연구 수행과 IF평균은 유의미한 계가 없을 것이다.

  가설 2-3. 융합연구 수행은 IF합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5.  연구성과 향요인  측정

  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 수행의 효과를 연구성과를 통해 측정하기 때문

에 연구성과를 특정 국면에 한정짓지 않고 정확하고 풍부하게 측정하는 작

업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본 에서는 먼  연구성과 향요인에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 다. 다음으로 연구성과의 측정 이슈를 다루면서 본 연

구에서 연구성과 변수로 활용한 논문편수, IF평균, IF합계의 의미와 측정 

방식에 해 상술하 다.

  가. 연구성과 향요인

  융합연구 수행이 어떤 요인에 향을 받는지 그리고 융합연구 수행이 연

구성과에는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해서는 연구성과 향요인으

로 일반 으로 고려되는 요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요인들은 융합연구 수행과 연구성과의 계 탐색에도 그 로 활용되기 때

문이다.

  먼  성별은 개인차원의 연구성과 변인  가장 많이 다 지는 변인  

하나이다. 과거에는 일반 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연구성과를 보이

는 것으로 알려졌으나(Blackburn, Behymer & Hall, 1978; Porter & 

Toutkoushian, 2006), 된 연구결과는 일 된 패턴을 발견하는 데 실패

하 다. 성별에 따른 선천  능력의 차이보다 사회문화  요소가 여성의 

연구활동에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연구는 여성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숨겨진 구조를 찾아내는 데 의미를 두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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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다(Long & Fox, 1995; Xie & Shauman, 1998; Keith et al., 2002).

  연구성과와 련된 개인배경 특성  학  과정이나 박사졸업 후 교수임

용 이 까지의 연구경력은 연구자 양성 정책 맥락에서 요한 고려사항임

에도 기존 연구에서 변수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으로 박

사후과정 연구원 경험은 교수 임용 후 연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Horta, 2009). 국내 교수를 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도 정  효과가 보고되었으나 학문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이 확인되었지만 그 외 

이공계나 술․인문학 분야와는 유의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hin & Cummings, 2010). 박사학 와 련해선 학 국가가 심 상이 

되어왔다. 실제 학 국가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은 분야에 따라 그리고 

업 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덕희․양정모․최윤

, 2009). 그  특히 SCI  학술지에 해서는 복합학을 제외한 모든 분야

에서 해외 박사학 수여자가 국내수여자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는 특히 이공계의 경우 요한 성과 변수로 간주된다. 이공계는 

연구수행을 한 장비와 재료 자체가 고가인데다 수학이나 이론물리와 같

은 몇몇 분야를 제외하면 이와 같은 시설 없이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한 연구비 지원 과정 자체가 정 한 연구설계를 요구

하기 때문에 연구비 지원 여부가 연구성과와 정  상 을 지닌 것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연구비는 체로 연구성과와 정  상 을 지닌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Dundar & Lewis, 1998; Rushton & Meltzer, 1981, 김훈호․박

환보, 2011).

  연구 력 역시 요한 성과 변인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Baird, 1991). 

연구 력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체로 유의미하고 

정 인 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의 경력 수 이나 공동연구자

의 학문  수 과도 상 없이 어떤 조직과의 력이든지 간에 력이 연구

자 생산성을 높인다는 보고(Landry, Traore, & Godin, 1996)가 있다. 

Rey-Rocha와 Martin-Sempere, Garzon(2002)은 연구성과의 수 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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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한 국제학술지에 해서는 개인 연구보다 공동연구가 훨씬 더 생산

성이 높음을 보고하 다. He와 Geng, Campbell-Hunt(2009)의 연구는 연구

력과 연구성과의 계를 밝히고자 뉴질랜드 학 생명의료분야 과학자 65

명에 한 종단자료 분석을 시도하 는데 과학자 개인 수 에서는 해외

력만이 피인용횟수를 견할 수 있는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학교수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구 력은 연구성과에 체

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 Cummings, 2010; 김훈

호․박환보, 2011). 특히 Shin과 Cummings의 연구에서 주목할 은 국내

연구자와의 력과 해외연구자와의 력이 상반된 결과를 보 다는 사실이

다. 즉, 체 으로 볼 때 국내 연구자와의 력은 연구성과와 유의미한 결

과가 찰되지 않았으나 해외 연구자와의 력은 유의미하게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외 연구자와의 력은 공학, 자연과학, 사

회과학에 해서는 정  향이 확인되었으나 의학, 술․인문 분야와는 

유의미한 련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박사학

  박사 후 연구경력에 해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력 계를 조사할 

때 국내외의 구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학교수의 연구성과에는 소속된 기 의 특성이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ng & McGinnis, 1981; Allison & Long, 1990; 

Perry et al., 2000). 연구성과에 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은 교수수, 학생수 

등으로 측정되는 학교 규모와 같은 물리  특성과 연구풍토와 같은 문화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가 지닌 상 등이 포함된다. 학교 상이 높을수록 

연구지원을 받기 쉽고, 유능한 동료교수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구체 으로 학생수  교수수 등 학과규모가 증가할수록 연구성과는 증가

하지만 일정한 수를 넘어가는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Golden & 

Carstensen, 1992; Cherchye & Abeele, 2005). 한 학명성과 연구성과

는 일반 으로 정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orter & 

Toutkoushian, 2006; Toutkoushian et al., 2003).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교수수, 학생수, 학소재지(심 기, 2011), 설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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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박은경, 2009; 심 기, 2011)와 같은 변수는 그 자체로 교수 개인의 연구

환경과 어떻게 련되는지 불분명하다. 이들 변수는 학교 명성이나 수 , 

재정 상황 등을 보여주는 리변수로 해석할 때라야 비로소 연구환경을 나

타내는 독립변수로서 이해된다. 연구환경을 좀 더 직 으로 보여  수 

있는 변수 신에 이와 같은 변수들이 사용된 것은 학에 한 경성 자료

(hard data)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교육 련기

의 정보공개에 한 특례법”에 따라 학에 한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

어 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정보  해당 학 교수들의 평균  연구활

동 수 을 잘 보여주는 교원1인당 학술지 게재편수와 교원1인당 연구과제

수를 학의 연구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 투입하 다.

  나. 연구성과의 측정

  연구성과의 양과 질을 조작 으로 정의하고 객 으로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성과 자체의 의미가 다양하기도 하지만 학문 역

뿐 아니라 사회  측면에서도 이해 계가 얽  있기 때문이다. 컨  연

구성과를 가장 보편화된 방식인 논문수로 측정하는 것은 인문학 분야의 연

구자들이나 이공계 내에서도 연구분야의 성격상 연구주기가 상 으로 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한, 오늘날 많은 연구가 정부 

심의 연구비 지원을 바탕으로 이 지는 실을 고려할 때 과연 논문이라

는 성과 형태가 국가재정투입의 결과로서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때문에 실제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에서는 논문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고서와 같은 기록물뿐만 아니라 생물소재, 화합물, 

소 트웨어, 장비  기자재와 같은 산출물과 기술요약정보, 기술료와 같은 

기술  산출물, 그리고 연구개발 과정의 일부이자 결과로서 학 배출, 인력

교류, 국제 력 등과 같은 지표까지도 연구성과로 고려되고 있다(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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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2). 흔히 3P(Paper, Patent, Product)로 불리는 논문, 특허, 제품 외

에도 다양한 측면의 산출물을 연구성과로 간주하고 이들을 종합 으로 고

려한 평가기 을 마련하기 한 시도도 오래 부터 이루어졌다(Brown & 

Svenson, 1988).

  이와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논문게재수는 연구성과 지표로 여 히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Brown & 

Svenson, 1988). 논문수가 보편 인 연구성과 측정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측정의 용이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분의 연구 활동에 공통으로 용가

능한 형태의 연구산출물인 향도 크다. 다만 연구성과를 논문수로 측정하

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 첫째, 논문수를 통한 연구성과 

측정은 논문의 질 는 해당 연구분야와 사회에 미치는 향력을 고려하지 

못한다. 둘째, 연구 활동에 있어 논문은 가장 보편 인 성과 형태이지만 학

문분야 간 논문출 의 특성 차이를 반 하지 못한다. 분야 간 차이 문제는 

연구분야를 통제변수의 하나로 투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연구성과의 질을 해결하기 한 방법을 논하 다. 

  논문의 질  수  평가와 련해서는 이를 가장 직 으로 포착해 내는 

개념으로 논문피인용횟수가 활용되어 왔다(Diamond, 1986). 그러나 피인용

횟수 역시 자기 인용 문제를 비롯해 비 을 한 인용 역시 정 으로 계

산된다는 , 그리고 방법론을 다룬 논문이나 리뷰페이퍼 등이 학술세계의 

성격상 더 많이 인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등이 문제로 지 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더해 연구성과 측정과 련해 더 곤란을 일으키는 문제는 피

인용횟수의 경우 논문이 출 된 후 수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평가가 가

능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용횟수의 추  조사 자체가 목 이 아닌 

경우 연구성과에 한 평가 상황은 특정 논문들에 한 인용이 충분히 이

지기까지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비교  근간의 연구에 해 질  수 을 측정하고자 할 때 종종 사용되

는 지표가 학술지 향력 지수, 즉 IF(Impact Factor)이다(Garfield, 2006). 

IF는 사실 학술지에 한 평가 지표인데 이것이 개별 논문의 평가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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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용되는 것은 일반 으로 IF가 높은 학술지일수록 더 높은 수 의 연

구결과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심사 원의 학문  상 역시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비교  최근의 연구실 에 해서도 최소한의 

질  수 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IF는 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정한 기간의 개인 연구성과를 종합 으로 단하는 지표로 IF합

계값은 학술 기 과 학회에서 연구성과를 종합 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많

이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이공계의 한 학회는 학술상 규정에 “ 상 연구

논문의 심사는 학술 원회에서 SCI 논문의 impact factor를 합산한 것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학술상 선정뿐만 아니라 교수임용에도 IF합계값은 활용되고 있으

며 심지어 박사졸업요건으로 IF합계값이 명시되기도 한다. 컨  이공계 

특정 학과는 박사학  수여규정에 “박사 졸업의 학술지 발표 논문의 최소 

요건은 impact factor 합산 12 이상의 학술지 발표이며 이  최소한 한편

은 impact factor 6 이상의 논문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공계의 평가 장에서 IF는 연구성과의 질  지표로, IF합

계값은 연구성과의 질과 양을 통합해 개인의 성취수 을 표하는 지표로 

리 활용되고 있지만 연구성과 향요인을 탐색하는 선행연구들(Sherry 

et al., 2010; Stack, 2004; 김훈호․박환보, 2011; 심 기, 2011; 박은경, 

2009)은 아직 논문편수 심의 연구성과 측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

구 맥락과 실제 평가 상황에서의 연구성과 지표가 이 게 차이가 나는 것

은 연구성과 향요인에 한 왜곡된 추정과 부 합한 정책 제안으로 이어

질 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

하기 해 논문편수와 IF평균, IF합계를 각각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변수별

로 융합연구 수행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 다. 

  연구성과에 한 연구에서 논문실 은 연구자가 연구에 착수해 최종 으

로 해당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기까지 시간을 고려해 다년간의 연구

성과의 총합으로 연구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Shin & 

Cummings, 2010; 김훈호․박환보, 2011; 박은경, 2009). 특정 한 해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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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크고 작음은 이  연구활동의 과 새로운 로젝트의 시작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으나 3～4년 정도의  자료는 측

정 시 에 따른 오차발생 가능성을 격히 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도 각 해의 자료를 그 로 반 하지 않고 종속변수인 연구성과 지표

를 비롯해 2008～2011년 는 2009～2012년에 개별 으로 측정된 다양한 

독립변수의 값을 4년간 합산한 값이나 평균값을 변수로 투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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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먼  개 인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연구 상 선정 기   

자료수집 과정을 기술하 다. 다음으로 연구에 활용된 변수를 소개하고 마

지막으로 연구에 활용된 분석모형을 제시하 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 을 단순화해 설명하면 첫째,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밝히고 둘째,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을 밝

히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융합연구 수행 

여부를 종속변수로, 이론  배경을 통해 검토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만, 종속변수가 융합연구를 수행하 는가 

아닌가로 구분된 이분형 변수이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일반선형회귀모형이 

아닌 로빗 모형을 활용하 다. [그림 Ⅲ-1]은 융합연구 수행의 향요인

을 확인하기 한 연구모형(Ⅰ)을 나타낸다.

  [그림 Ⅲ-2]는 다학제 연구수행 변수가 일반 인 연구성과 지표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한 연구모형(Ⅱ)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Ⅰ)에서 종속변수 던 다학제 연구수행 변수의 추정치가 

독립변수로 투입되었다. 한 모형(Ⅰ)에서 독립변수의 하나 던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은 다학제 연구수행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도구

변수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모형(Ⅱ)에서는 제외되었다. 이 게 1단계 분석

에 도구변수를 투입하여 심변수의 추정치를 구하고 이를 2단계 분석에 

투입하는 2단계 최소제곱모형추정(2-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이하 

2SLS)을 활용한 것은 다학제연구수행 변수 자체는 찰되지 않은 제3의 

요인들에 의해 편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은 기본 으로 투입된 변수들의 외생성을 가정하는데 다학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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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행은 다른 요인과 무 하게 독립 으로 수행되기보다 알 수 없는 다양

한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아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변수의 

내생성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 인 회귀모형을 사용한 회귀계수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도구변수

룰 활용한 2SLS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기법  하나이다. 

  도구변수는 심 있는 독립변수에는 향을 미치지만 오차항 는 같은 

의미로 종속변수와는 무 한 변수를 의미한다. 모형(Ⅰ)에서와 같이 도구변

수가 투입된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추정된 다학제연구수행의 추정치는 오차

항과는 무 한 도구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이

를 모형(Ⅱ)에서와 같이 투입하여 계산되는 회귀계수 역시 오차항과 무

한 신뢰로운 추정값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연구모형 (Ⅰ)과 (Ⅱ)

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 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한 독립된 모형임

과 동시에, 모형(Ⅰ)은 모형(Ⅱ)에서 융합연구 수행 변수의 신뢰로운 추정

값을 얻기 한 과정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융
합

연
구
 다학
제연
구수
행

개
인

배
경
 특

성

성
별

→
연
구

성
과

논
문
편
수

IF
평
균

IF
합
계

학 과
정

박
사
학

 국
가

공
변
화
 수

임
용
 

 

연
구
경
력

국
내
 포

닥

해
외
 포

닥

국
내
 

임
연
구
원

해
외
 

임
연
구
원

교
수

연
구
환
경
 

 조
직
 

특
성

연
구

분
야

자
연
과
학

공
학

의
약
학

농
수
해
양

연
구

여
건

연
구
비

공
자
수

외
국
인
 공

자
수

조
직

특
성

교
원
1
인
당
 논

문
편
수

교
원
1
인
당
 연

구
과
제
수

[그
림
 
Ⅲ
-
2]
 연

구
모
형
(Ⅱ

):
 융

합
연
구
 수

행
이
 
연
구
성
과
에
 

미
치
는
 

향
 
분
석
 모

형

개
인

배
경
 특

성

성
별

→
융
합

연
구

다
학
제
 

연
구
수
행

학 과
정

박
사
학

 국
가

공
변
화
 수

임
용
 

 

연
구
경
력

국
내
 포

닥

해
외
 포

닥

국
내
 

임
연
구
원

해
외
 

임
연
구
원

교
수

연
구
환
경
 

 조
직
 

특
성

연
구

분
야

자
연
과
학

공
학

의
약
학

농
수
해
양

연
구

여
건

연
구
비

공
자
수

외
국
인
 공

자
수

조
직

특
성

교
원
1인

당
 논

문
편
수

교
원
1인

당
 연

구
과
제
수

소
속

학
과

 융
합

지
향

성

[그
림
 
Ⅲ
-
1]
 연

구
모
형
(Ⅰ

):
 융

합
연
구
 수

행
에
 

향
을
 미

치
는
 

요
인
 분

석
 
모
형

- 
3

8 
-



- 39 -

  2.  연구 상  자료수집

  가.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학교수  2008년 임교원에 임용된 코호트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을 이공계 학교수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공계는 인문사회계열이나 술·스포츠 계열에 비해 논문이 

연구성과의 주된 형태이면서 계량화된 성과기 이 보편화되어 있어 논문 

실 을 심으로 융합연구를 정의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려는 연구 목 과 

잘 들어맞는다. 인문사회나 술·스포츠계의 경우 논문뿐만 아니라 서, 

역서, 작품 등도 요한 성과 기 이 되기 때문에 논문성과만으로 연구성

과를 평가할 경우, 연구성과의 측정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공계에 

비해 훨씬 크다. 한 인문사회계는 연구문제 자체가 국가 고유의 역사와 

문화, 실과 련된 경우가 많아 국내 학술지를 통해 연구성과가 공유되

는 비율이 이공계에 비해 높다. 따라서 학술  의미가 상당함에도 SCI  

학술지에는 실리지 않은 논문의 비율이 높아서 SCI  학술지의 인용정보

색인을 다양한 변수에 용하는 본 연구설계와는 합하지 않아 연구 상

에서 제외하 다.

  다음으로 2008년 임용코호트로 상을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코호

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연구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요한 변

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 최종학 , 교수임용 등 선택가능한 다양한 코

호트 에서 국가나 학 수 의 환경 조건과 학문 조류에 따른 연구주제 

선정 등 교수의 연구 활동에 보다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 임용 코

호트를 선택하 다. 코호트 변수를 반 하는 방식 역시 연령이나 학 수여

년도 등을 변수의 하나로 포함하여 통제하는 방식보다 상 자체를 한정하

는 방법을 선택하여 더 강력한 통제효과를 의도하 다. 2008년이라는 시

을 선정한 이유는 연구비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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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 때문이다.

  구체 인 연구 상 선정 과정은 [그림 Ⅲ-3]과 같다. 이하에 자세히 설명

한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최 로 기본정보를 수집한 183개 학 13,895명

의 이공계 학교수  2008년 임용자는 954명이었다. 이 에서 2012년 

이 에 퇴직한 경우, 세부 연구분야와 이후 수집된 게재논문 정보를 개별

으로 검토한 결과 실질 으로 이공계 교수로 볼 수 없는 경우, 언론 등

을 통해 연구부정이 확인된 경우 등 분석 상으로 합하지 않은 경우를 

배제하자 810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었다. 810명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연구센터로부터 제공받은 2008년 일반 학 자연․공학․의약계열 신규 

임교원( 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보에 포함된 1,526명의 반을 상회하

는 수 이다. 그런데 모든 교수를 상으로 한 변수 수집이 용이하지는 않

아 결측치가 상당히 포함된 인원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으로 91개 

학 547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그림 Ⅲ-3] 연구 상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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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변수명 자료수집 방법

KRI1)

WoKsm2)

/JCR®3)

논문편수 KRI 논문정보 수집 후 복․오기 항목 제거

IF평균,

IF합계

KRI 논문정보  학술지명과 JCR의 학술지 분야  

IF정보 결합 

다학제 연구수행 KRI 논문정보와 JCR학술지 분야 정보 결합

공 자수,

외국인 공 자수
KRI 논문정보  WoK 논문정보 확인

KRI, 

한국연구

재단

성별 결측시 인물정보  학과홈페이지 확인

공변화 수 KRI제공정보  학술연구분야분류 결합

연구비 한국연구재단 제공정보 활용

박사학  국가,

국내외 포닥 

임연구원 경력,

교수 경력,

연구분야

KRI 정보 코딩

학정보

공시센터

교원1인당 논문편수,

교원1인당 연구과제수
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수집

소속학과

홈페이지
소속학과 융합지향성 개별 홈페이지 정보 수집 후 코딩

1)한국연구업 통합정보시스템, 2)Web of Knowledgesm, 3)Journal Citation Reports® 

<표 Ⅲ-1> 변수별 자료 출처와 수집 방법

  나. 자료수집

  연구 상에 해 실제 연구모형을 용하기 해서는 상별로 인 사항 

 학문  배경정보로부터 개별 논문의 서지사항  학술지 평가 정보, 소

속 조직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 의 자료가 필요하 다. 이들 자료

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자료원은 없었기 때문에 <표 Ⅲ-1>과 같이 크게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출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연구목 에 따라 단계별로 자료를 추출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으로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먼  이공계 학교수의 배경정보와 게재 논문에 한 기본정보는 한국

연구업 통합정보시스템(http://kri.go.kr)을 통해 수집하 다. 한국연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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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System, 이하 KRI)은 

학  기  연구자들의 연구업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공유  활용하기 

해 한국연구재단에서 구축․운 하는 웹기반 연구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이

다. KRI 역시 논문실  등 시스템 상에서 검증을 거치는 요 정보를 제

외하면 개인 는 기 의 정보기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가 입력되거나 입력 자체가 락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연구자가 연구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출처 에서는 가장 신뢰

할 만한 곳으로 단하여 주된 자료수집출처로 삼았으며 필요에 따라 연구

자 개인 홈페이지, 소속 학  홈페이지, 인터넷의 공개 자료도 추가 인 

정보원으로 활용하 다.

  교수 개인의 배경정보  논문 련 정보를 수집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KRI에 등록된 국 183개 일반 학의 조교수, 부교수  자신의 연

구분야를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등 네 개 이공계 분야 는 그 

하  분야로 설정한 교수의 기본정보를 수집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  13,895명에 한 기본정보가 수집되었다. 검색 상을 조교수, 부교수

로 한정한 것은 본 연구가 2008년 교수임용 코호트를 상으로 의도하 고 

이 코호트  2013년 재 정교수 승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단하 기 

때문이다. 정교수에 한 자료 수집은 추가되는 정보량에 비해 필요한 시

간과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상되어 자료수집에서 배제하 다.

  연구성과 변수에는 학술지 향력 지수(Journal Impact Factor, 이하 IF)

를 기반으로 측정된 IF평균, IF합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KRI는 연구자별 

논문의 기  서지 정보는 제공하지만 게재 학술지에 한 정보 제공은 하

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 상 교수들의 개별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향력 지수를 산출하기 해 학술지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후 이를 교수

들의 모든 논문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개별 논문의 질을 간 으로 보여주

는 IF정보를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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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구변수 자료수집  측정

  본 연구에서 도구변수로 활용된 소속학과 융합지향성 변수의 경우 다른 

변수와 달리 연성 자료(soft data)를 수집한 후 내용분석을 통해 코딩하는 

과정을 거쳐 변수화하 기 때문에 자료수집 과정에 한 좀 더 자세한 소

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 으로 소속학과의 융합지향성 변수는 소

속학과 명칭과 홈페이지 텍스트에 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수집되었다. 구체 인 자료수집  코딩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  분석 상에 포함된 교수들의 소속학과 홈페이지를 각각 방문하여 

‘학과( 학원) 소개’, ‘학과장 인사말’, ‘교육목표  내용’ 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를 수집하 다. 다음으로 학과 명칭이나 소개 내용  “융합”, “학제

간”, “통합학문”, “연구분야 확장” 등 융합 성격을 직 으로 묘사하는 경

우와 이와 같은 단어가 직  등장하지는 않으나 학문의 성격이나 학과의 

교육  연구 지향에 융합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 해당 학과에 융합지향성

이 있는 것으로 코딩하 다.

  학과 명칭에 융합이 포함된 를 보면 신기술융합학과, 바이오융합공학

과, 융합의과학과, 정보 자융합공학부, 에 지융합공학과, 정보통신융합공

학 등이 있다. 학과 명칭에 융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개 내용에 

융합 성격이 드러나는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한 학의 환경공

학과는 “환경학은 학제간의 학문으로써 다양한 학문  원리로부터 지식을 

흡수하고 개념을 통합하여 하나의 응집된 단 로 축소시켜 나가는 통합학

문”이라는 문구로 학과 소개를 시작하 다.  특정 학 약학과의 경우 

융합 련 단어가 직 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결국 약학은 규모의 

오 스트라처럼 범 한 분야를 하나로 아우르는 유기 이고 총체  학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학문 정체성을 표 하 다. 이와 같은 내

용이 포함된 학과는 융합지향성이 있는 것으로 코딩하 다. 

  학과 명칭은 동일하지만 융합지향성은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 한 

로 A교수가 소속된 C 학 기 자공학과의 경우, "디지털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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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SI 설계, SoC 설계 등의 반도체 설계 분야, 디지털통신, 무선통신, 이동

통신, 통신 등의 통신 시스템 분야  비디오, 오디오, 음성 등의 멀티미

디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디지털 신호처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

성하기 하여 이론과 실습을 균형있게 교육하고 있다."와 같이 학과나 교

육내용 소개가 세부 분야의 나열에 그치고 있었다. 반면 B교수가 소속된 

D 학 기 자공학과의 경우 "이와 함께 우리 학과의 역을 꾸 히 넓

나가서 의공학분야와 네트웍 컴퓨 분야, 에 지 환경분야에서의 기

자공학의 역할을 확 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통 인 기 자공학

의 교육에만 정체되지 않고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응해 나갈 수 있

도록 보다 창의 이고 융합 학제 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와 같이 학문 역의 확 와 융합을 표방

하고 있었다. A교수와 B교수는 모두 박사 과정  ‘무선통신’을 공하

는데 임용된 학과의 융합지향성은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인 것이다. 연구자

는 이와 같은 융합지향성 차이가 교수의 융합여구 수행 여부에는 향을 미

칠 수 있지만 연구성과에는 직  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단하 다. 

  융합지향성과 련된 실제 자료수집과 코딩은 교육학 박사과정 2인이 주

도하고 석사과정 1인이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박사과정 2인은 융합

연구  교육과 련된 주제로 2편 이상의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사

람으로 구성되었다. 사 에 연구취지와 융합지향성 단 기 을 공유하고 

시를 통해 기 을 확인하 다. 최  코딩에서 코딩일치도는 85.7% 으며 

코딩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해서는 3인의 합의를 거쳐 코딩을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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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양  지표 논문편수 2009～2012년 SCI  논문편수 합계

질  지표 IF평균 2009～2012년 게재학술지 IF의 평균

통합 지표 IF합계 2009～2012년 게재학술지 IF의 합계

<표 Ⅲ-2> 종속변수의 구성  내용

  3.  변수구성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표 Ⅲ-2>와 같이 논문편수, IF평균, IF합계와 같은 연구성

과 지표를 사용하 다. 이들은 각각 연구성과 양, 질, 그리고 양과 질을 동

시에 통합 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선정되었다. 이  논문편수는 측정편의

상 가장 리 사용되는 연구성과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

까지의 4년 간 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편수를 합산한 값이 사용되었

다. 연구성과 변수에는 학술지 향력 지수(Journal Impact Factor, 이하 

IF)를 기반으로 측정된 IF평균, IF합계가 포함되었다. IF는 Thomson 

Reuters사가 제공하는 인용정보색인  하나로 이  2년 동안 게재된 논문

들이 IF계산연도에 인용된 횟수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컨  2012년 A라

는 학술지의 IF가 2.5라는 것은 2010년과 2011년 A학술지에 게재된 체 

논문이 2012년 한 해 동안 평균 2.5회 인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문세

계에서 많은 인용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해당 학술분야에 많은 향력을 발

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IF는 논문 질을  간 으로 가늠하

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 IF합계는 개별 논문의 IF값의 합산으

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구성과의 양  풍부함과 질  우수성을 통합 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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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융합연구

수행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

임용 후 새로운 분야 논문 게재 여부

(연구모형(Ⅰ)의 종속변수, 연구모형(Ⅱ)의 독립변수)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 0=남성, 1=여성

학 과정

최종학  국가 0=국내, 1=해외

공변화 수
연구분야분류 기  분류 수  공변화 경험은 1, 

분류 수  공변화시 2로 코딩한 값을 합산

임용 

연구경력

국내 박사후과정 경력

0=경력없음, 1=경력있음

해외 박사후과정 경력

국내 임연구원 경력

해외 임연구원 경력

교수 경력

연구분야

자연과학

의약학 분야 비 각각 해당하는 경우 1로 코딩공학

농수해양

연구여건

연구비 2008～2011년 연구비 총액(백만원 단 , log)

공 자수 2009～2012년 연도별 공 자수 평균

외국인 공 자수 2009～2012년 연도별 외국인공 자수 평균

소속조직

특성

교원1인당 논문편수
소속 학 임교원1인당 국제 문학술지 게재편수 

평균 (2010-2012년)

교원1인당 연구과제수
소속 학 임교원1인당 연구과제수 평균

(2010-2012년)

소속학과 융합지향성

(도구변수)
0=융합지향성 없음, 1=융합지향성 있음

<표 Ⅲ-3> 독립변수의 구성  내용

  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 투입된 독립변수는 <표 Ⅲ-3>과 같다. 먼 , 융합연구 수행은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로 정의하 는데 여기서 다학제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은  소속 학에 임용된 이후 임용 이 에 한 번도 논문을 게재하지 않

았던 제3의 분야에 논문을 게재하 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분야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 자체가 다학제 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어도 해당 

교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분야의 논문게재는 개인 수 에서 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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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multidisciplinarity)이 증가하 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

고 고도의 문성을 구축해 온 학교수의 연구이기에 기존에 축 된 지식

이나 기술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분야 연구에 활용되었을 것이라 가정해 

보면 어느 정도의 학제성(interdisciplinarity)도 띤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정 논문의 연구분야를 단하는 기 은 과학인용색인(SCI) 정보를 제

공하는 Web of Knowledge 랫폼의 주제범주(subject category)이다. 주

제범주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와 유사하게 Web of 

Knowledge에 등록된 모든 학술지의 연구분야를 2013년 기  251개로 분

류해 놓은 범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성과 자체가 SCI  학술지를 

상으로 하므로 Web of Knowledge의 주제범주는 연구분야 분류를 한 

한 기 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독립변수로 포함된 변수들을 차례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인구통계학  변수로 성별이 포함되었다. 성별과 함께 연구성과 련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요한 인구통계학  변수는 코호트이다. 본 연구에

서는 코호트와 련해 일반 으로 활용되는 출생 는 박사졸업 코호트가 

아닌, 학교수라는 특수한 상의 연구 환경과 보다 직 으로 연 된 

임용코호트에 주목하 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 자체를 2008년 

임용코호트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제하 으므로 따로 변수에는 포함

하지 않았다. 

  학 과정 변수로는 최종학  국가와 공변화 수 을 측정하여 활용하

다. 공변화 수 은 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상 분류 수 의 연구

분야 변화가 있었던 경우 1, 자연과학․공학․의약학․농수해양 등 분류 

간의 연구분야 이동이 있었던 경우를 2로 코딩하고 이를 합산하 다. 학

배경은 최종학  국가를 국내외로 구분하여 코딩하 다. 

  임용  연구경력은 박사후과정과 임연구원 경력 각각에 해 국내 경

험과 해외 경험을 구분하여 변수로 구성하 다. 기존 연구들은 이 경력에 

해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특히 이공계에서는 학  

과정과 마찬가지로 학  후 연구경력 역시 해외 경험이 선호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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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같은 경험 차이가 융합연구 수행이나 연구성과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함께  소속 학 임용  

교수경력 유무도 임용  연구경력 변수로 포함하 다.

  연구분야는 개별 연구자들이 한국연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

분야 정보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분야분류에 따라 분류

로 재코딩하여 변수화하 다. 학술연구분야분류는 분류- 분류-소분류-

세분류 네 수 으로 구분되는데 연구자는 어떤 수 의 분류이든지 자기 연

구분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분 연구자는 ․소․세분류 수 으로 연구

분야를 설정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최상  분류상의 연구분야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 다. 실제 분석을 한 코딩에서는 통계  이유로 의

약학을 변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연구분야를 의약학과 비해 코딩하는 

방식을 취하 다.

  다음으로 연구여건과 련된 변수들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연구여건  

요인은 연구비, 공 자수, 외국인 공 자수로 구성되었다. 연구비는 특히 

이공계 분야 연구성과와 련해 매우 요한 독립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백만원 단 로 산정된 4년간의 연구비 합계 액에 1을 더하고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 다. 연구 력 역시 연구성과의 요한 투입변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4년간 게재된 논문의 공 자수 평균과 외국인공 자

수 평균값을 연구 력 변수로 사용하 다.

  소속 조직 특성 변수로는 소속 학의 교원1인당 학술지 게재편수와 교

원1인당 연구과제수, 그리고 소속학과의 융합지향성이 있다. 이 에서 소

속학과 융합지향성은 융합연구자의 특성을 밝히기 한 연구모형(Ⅰ)에서

만 독립변수로 투입되고 연구모형(Ⅱ)에서는 제외되었다. 연구모형(Ⅱ)를 

기 으로 볼 때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은 융합연구 수행 여부의 내생성을 제

거하기 한 도구변수로 활용된 변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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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석 모형

  가.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이용한 2단계 

최소제곱모형(two-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본 에서는 다학제 연구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한 연

구모형(Ⅰ)과 융합연구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한 연구모

형(Ⅱ)를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한 분석 모형을 제시하 다. 먼  다학제 

연구수행 요인을 찾기 한 연구모형(Ⅰ)은 식(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다학제연구수행      성별  




학위과정특성   




임용전연구경력 
 





연구분야   




연구여건및활동   




소속대학특성 
  소속학과융합지향성   ⋯⋯⋯⋯⋯⋯⋯⋯⋯⋯⋯⋯⋯식 

(학 과정특성) = 박사학 국가, 공변화수

(임용 연구경력) = 국내포닥 경력, 해외포닥 경력, 국내 임연구원 경력, 해외

임연구원 경력, 교수 경력

(연구분야) = 자연과학, 공학, 농수해양

(연구여건) = 연구비, 공 자수, 외국인 공 자수

(소속 학특성) = 교원1인당 논문편수, 교원1인당 연구과제수

  다음으로 다학제 연구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한 

식으로 일반최소제곱모형(ordinary least squares, 이하 OLS)은 식(2)와 같

이 구성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식에서 회귀분석 결과를 신뢰하기 해 필요

한 오차항에 한 가정, 즉 E(e|(다학제연구수행))=0은 다학제연구수행이 

내생 일 경우 성립하기 어렵다. OLS 추정량이 일치추정량이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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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와 오차항(e)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찰되지 않는 개인의 이질  특성이 통제변수로서 통제되지 않고 오차항

(e)에 남아있는 경우, 오차항은 독립변수와 상 계가 존재하여 Cov((다

학제연구수행), e)≠0이 된다.

연구성과      성별  




학위과정특성   




임용전연구경력 
 





연구분야   




연구여건및활동   




소속대학특성 
  다학제연구수행   ⋯⋯⋯⋯⋯⋯⋯⋯⋯⋯⋯⋯⋯⋯⋯⋯식 

  이와 같이 내생 인, 즉 오차항과 상 이 있는 설명변수가 존재하여 연

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의 회귀계수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이용한 

2단계 최소제곱모형추정(2-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이하 2SLS)이

다. 2SLS에서는 먼  1단계 모형을 통해 앞서 문제시된 찰되지 않은 특

성에 도구변수가 독립 으로 작용하여 내생  변수 던 다학제 연구수행의 

변량을 외생 인 변량으로 제한한다. 이와 같은 제한으로 다학제 연구수행

의 모든 변량이 연구성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도구변수에 의하여 

향을 받는, 즉 오차항(e)과의 상  문제에서 자유로운 부분만 연구성과를 

설명하기 해 사용된다. 따라서 2SLS의 2단계 모형에서는 식(3)과 같이 

다학제연구수행 변수 자체가 아닌, 도구변수가 포함된 식(1)을 통해 추정된 

다학제연구수행이 포함된다. 

연구성과      성별  




학위과정특성   




임용전연구경력 
 





연구분야   




연구여건및활동   




소속대학특성 

 
다학제연구수행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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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구변수를 통해 추정된 다학제연구수행은 오차항()과의 상  문

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식(3)의 는 식(2)의 에 비해 

보다 신뢰로운 추정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다학제연구수행의 계수

()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부분이 있다. 지 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다학제연구수행은 다학제연구수행의 원래 변량  도구변수에 의해 향을 

받는 부분만을 보여 다. 그러므로 다학제연구수행의 효과는 모든 교수를 

상으로 한 평균 인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ATE)가 아니라 

국지 인 처치효과(local  treatment average effect, LATE)이다(Angris & 

Kruger, 2001). 즉 2SLS를 통해 최종 으로 추정된 다학제연구수행의 효과

는 소속학과의 융합지향성에 향을 받고서야 비로소 다학제 연구를 수행

하게 된 교수들의 연구성과에 한 것이다. 여기에는 소속학과 융합지향성 

여부와 상 없이 다학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거나 반 로 그것과 상

없이 다학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끝으로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모형이 한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먼  도구변수는 내생  설명변수와 한 상 계가 있어야 한다. 

경험 으로 2SLS의 1단계 추정결과에서 F검증통계량이 10이상인 경우 

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단한다(Stock & Yogo, 2005). 다음으로 도

구변수를 통해 추정하는 변수, 여기서는 다학제 연구수행이 실제로 내생

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설명변수의 내성성 여부를 별하기 해서는 

Wu-Hausman의 F검증통계량을 제시하 다(Wooldridge, 2002).

  나. 최소제곱더미변수 고정효과모형(LSDV fixed 

effect model)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착수로부터 연구 결과를 최종 으로 학술지에 게재

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원래 구축된 4년간의 패 데이터를 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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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평균한 값을 주요 분석에 활용하 다. 이와 같이 구성된 횡단데이터

에 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값이 강건한지(robustness) 

확인하기 해 원 패 데이터를 그 로 활용한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추가

하 다. 

  학교수의 고유한 개체 특성을 반 하여 다학제연구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학교수의 개체 특성이 교수별로 서로 다르

면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최소제곱더미변수 고정효과모형(least squares 

dummy variables 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하 다. 이를 해 패  개체를 

구성하는 교수 각각에 해 더미변수를 두어 교수별로 상수항을 다르게 추

정하는 최소제곱더미변수(LSDV: least squares dummy variables) 추정 기법

을 활용하 다. 구체 인 수식은 식(4)와 같다.

 
 



 




   ························································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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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이 장에서는 먼  연구 상에 한 기 인 기술통계 정보를 제시하

다. 다음으로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에 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을 통해 융

합연구자의 특성을 도출하 다. 끝으로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모형을 통

해 다학제 연구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

하 다. 

  1.  기술통계  기 분석

  <표 Ⅳ-1>은 연구 상의 개인 배경특성  연구분야에 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성별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학문  배경과 련되어 있다. 

먼  인구통계학  특성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459명(83.9%)으로 일

반  상과 같이 2008년 임용 이공계 학교수 에서도 남성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문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외국 학 학  수여자가 167명으

로 30.5%를 차지하 다. 공변화 수 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연구

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상 분류 수 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 1, 분

류 수 의 연구분야 이동이 있었던 경우 2의 값을 부여해 이를 합산한 값

이다. 공변화 수 의 경우 학사와 석사, 석사와 박사, 박사와 재분야 

사이 세 번의 변화 기회가 있으므로 이론 으로 공변화 수 은 최소 0에

서 최  6의 값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최 값은 4 으며 한 번도 

연구분야를 변경하지 않은 사람이 393명으로 약 72%를 차지하 다.

  박사졸업 후 국내에서 포닥 경력이 있는 교수는 81명(14.8%)인 반면, 해

외에서 포닥을 경험한 교수는 143명(26.1%)으로 해외 포닥 경험자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연구원 경력은 이와 반  경향을 보 다. 즉 국내



- 54 -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59 83.9

여성 88 16.1

최종학  국가코딩
한민국 380 69.5

외국 167 30.5

공변화수

0 393 71.8

1 76 13.9

2 61 11.2

3 12 2.2

4 5 .9

국내 포닥 경력
없음 466 85.2

있음 81 14.8

해외 포닥 경력
없음 404 73.9

있음 143 26.1

국내 임연구원 경력
없음 419 76.6

있음 128 23.4

해외 임연구원 경력
없음 514 94.0

있음 33 6.0

교수 경력
없음 486 88.8

있음 61 11.2

재 연구분야

자연과학 117 21.4

공학 207 37.8

의약학 204 37.3

농수해양 19 3.5

체 547 100.0

<표 Ⅳ-1> 연구 상의 개인 배경특성  연구분야 빈도분석

에서 임연구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128명(23.4%) 지만 해외 임연구원 

경력자수는 33명(6.0%)에 그쳤다. 한  소속 학 임용 에 교수 경력

이 있는 사람이 61명(11.2%)이었다. 

  재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공학과 의약학 분야 연구자가 각각 207명

(37.8%), 204명(37.3%)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 분야 연구자가 117명

(21.4%)으로 뒤를 이었으며 농수해양 분야 연구자는 19명으로 매우 소수에 

그쳤다.

  <표 Ⅳ-2>는 세 가지 연구성과 지표와 연구여건, 소속 학 특성을 보



- 55 -

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논문편수 12.53 13.55 1 117

IF평균 2.40 1.63 0.03 9.82

IF합계 35.88 50.68 0.03 410.48

연구비 397.75 618.74 0 5815.55

공 자수 5.55 2.59 1 15.29

외국인 공 자수 0.49 0.82 0 5.75

교원1인당 논문편수 0.42 0.26 0 1.28

교원1인당 연구과제수 1.55 0.85 0.25 4.59

<표 Ⅳ-2> 연구성과, 연구여건  활동, 소속 학 특성 기술통계

여주는 변수의 기술통계량이다. 먼  연구성과부터 살펴보면 분석에 포함

된 교수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평균 으로 약12.5편의 논문

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 로 환산하면 연간 평균 약 3.1편의 논

문을 게재한 셈이다. IF평균은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4년간 연구 상 

교수들이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의 IF가 평균 으로 2.4 음을 의미한다.

  연구비의 경우 실제 분석에서는 로그를 취한 값이 활용되었으나 여기서

는 백만원 단  원래 값을 제시하 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연

구비 합계는 최소 0원에서 최  58억원에 이르 으며 평균 으로 약 3억 9

천 8백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편당 공 자수는 약 5.6명

이었고 그  외국인은 약 0.5명이었다. 소속 학의 교원 1인당 연간 논문

편수는 0.42편, 연구과제수는 1.55개 다.

  끝으로,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와 도구변수로 사용된 소속학과 융합지향

성 유무를 보여주는 변수의 교차분석 결과를 <표 Ⅳ-3>에 제시하 다. 

2008년 임용 당해까지 한 번도 논문을 게재한 이 없는 분야에 한 편이라

도 논문을 게재한 교수가 452명으로 체 인원의 82.6%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공계 학교수에게 다학제 연구는 드문 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속학과 융합지향성 변수를 보면 분석에 포함된 교수  

174명의 소속 학과는 명칭이나 학과 소개에 융합을 강조하는 형태로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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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 

연구수행 여부

소속학과 융합지향성
체

없음 있음

미수행 81(21.7%) 14(8.0%) 95(17.4%)

수행 292(78.3%) 160(92.0%) 452(82.6%)

체 373(100.0%) 174(100.0%) 547(100.0%)

<표 Ⅳ-3> 소속학과 융합지향성과 다학제 연구수행 변수의 교차분석

을 표방한 반면 나머지 373명의 소속학과는 융합을 공식 으로 표방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두 변수간의 계를 략 살펴보면 융합지향성이 없는 학과에서 다

학제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교수의 비율은 78.3%인 반면, 융합을 표방한 

학과에서 다학제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교수의 비율은 92%(160명)로 더 

높게 나타났다. 소속학과의 융합지향성이 교수들의 다학제 연구를 발하

는 요인일 가능성이 엿보인 것이다. 융합지향성이 있는 학과에서 다학제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교수의 크기나 비율은 도구변수 모형의 추정치 해석

과 련해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정보이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도구변수 모형을 통해 추정되는 효과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인원이 

아니라 도구변수의 향을 받는 160명의 교수  학과의 융합지향성에 

향을 받아 다학제 연구를 수행한 교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다학제연구수행 여부에 따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값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표 Ⅳ-4>에 제시하 다. 먼 , 다학제 연구수행 여

부에 따라 연구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논문편수, IF평균, IF합계 

등 세 가지 지표 모두에 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모든 

연구성과 지표에 해 다학제 연구수행 집단의 평균값이 미수행 집단의 평

균값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편수의 경우 다학제 연구수

행 집단의 논문편수가 미수행 집단에 비해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IF합계의 경우 3배 가까운 차이를 보 다. 반면,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

에 따른 IF평균의 차이는 상 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다학제 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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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수행(N=95) 수행(N=452)

t 유의수
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논문편수
* 7.41(9.17) 13.60(14.07) -5.38 0.00

IF평균 1.77(1.40) 2.53(1.64) -4.16 0.00

IF합계
* 14.25(19.59) 40.43(53.94) -8.09 0.00

성별 0.14(0.35) 0.17(0.37) -0.70 0.48

박사학  국가 0.27(0.45) 0.31(0.46) -0.74 0.46

공변화 수
* 0.35(0.70) 0.49(0.87) -1.72 0.09

국내 포닥 경력 0.16(0.37) 0.15(0.35) 0.30 0.77

해외 포닥 경력
* 0.20(0.40) 0.27(0.45) -1.61 0.11

국내 임연구원 경력
* 0.36(0.48) 0.21(0.41) 2.83 0.01

해외 임연구원 경력 0.04(0.20) 0.06(0.25) -0.82 0.41

교수경력 0.12(0.32) 0.11(0.31) 0.15 0.88

자연과학
* 0.26(0.44) 0.20(0.40) 1.21 0.23

공학
* 0.48(0.50) 0.36(0.48) 2.28 0.02

농수해양 0.03(0.18) 0.04(0.18) -0.18 0.85

연구비 합계 4.52(2.09) 4.85(2.12) -1.39 0.17

공 자수 평균 4.29(2.27) 5.82(2.57) -5.38 0.00

외국인공 자수 평균 0.39(0.79) 0.52(0.82) -1.41 0.16

교원1인당 논문편수 0.39(0.28) 0.43(0.25) -1.30 0.19

교원1인당 연구과제수 1.52(0.91) 1.56(0.84) -0.36 0.72

*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의 t값 제시

<표 Ⅳ-4>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

한다. 

  다음으로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에 따라 독립변수의 값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국내 임연구원 경력, 공학 연구분야, 공 자수 평균값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내 임연구원 경력은 다학제 연구 

미수행 집단이 수행 집단에 비해 많고, 의약학 비 공학분야 연구자 비율 

역시 다학제 연구 미수행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 자수 평

균은 다학제 연구수행 집단이 미수행 집단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에 따라 독립변수의 값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

학제 연구수행과 이들 변수 간에 유의미한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다학제 연구 수행 여부에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있을 가능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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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며 이런 경우 일반 인 선형회귀모형 분석을 통한 추정치는 신뢰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선택 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이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추정 분석을 순차 으로 실행

하 다. 

  2.  융합연구 수행의 향요인 분석

  교수임용 이 에 한 번도 논문을 게재해 보지 않은 분야의 연구를 수행

한다는 것은 사뭇 도 인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어려움의 크기만큼 이와 

같은 도 이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 무작 로 일어난다고 상상하기는 어렵

다.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나 교수로 임용되기까지 성장 과정이 향을 미

쳤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한 융합연구 진을 한 정부와 학의 

투자와 노력을 고려할 때 어떤 요인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에서는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친 요인을 선형

확률 모형과 로빗 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탐색한 결과를 제시하 다.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해 다학제 연구수행

을 종속변수로 놓고 선형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과 로빗

(probit) 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표 Ⅳ-5>에 제시하 다. 선형확률 

모형의 회귀계수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로빗 회귀모형의 경우 원계수

(raw coefficient) 신 로빗 회귀모형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값을 

추정하여 제시하 다.

  먼 , 성별  학 과정 련 변수들은 다학제 연구수행과 유의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학제 연구수행에 있어 남성과 여성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국내학 수여자와 해외학 수여자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 과정   시 까지의 공분야 

변화수 이 다학제 연구수행과 유의미한 계가 없는 을 여겨볼 필요

가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를 사 에 경험하는 것이 교수임용 이후 다학제

성 증가라는 측면에서 융합연구 진에 기여하는 바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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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독립변수 선형확률 모형 Probit 한계효과

배경특성 성별 0.032 ( 0.045 ) 0.033 ( 0.046 )

학 과정
최종학  국가 0.051 ( 0.039 ) 0.047 ( 0.038 )

공변화 수 0.009 ( 0.019 ) 0.009 ( 0.020 )

임용 

연구경력

국내 포닥 경력 -0.034 ( 0.046 ) -0.021 ( 0.045 )

해외 포닥 경력 0.039 ( 0.039 ) 0.048 ( 0.039 )

국내 임연구원 경력 -0.078 ( 0.039 )
* -0.066 ( 0.036 )

해외 임연구원 경력 0.063 ( 0.067 ) 0.074 ( 0.071 )

교수 경력 -0.003 ( 0.050 ) -0.007 ( 0.047 )

연구분야

자연과학 -0.147 ( 0.050 )
** -0.139 ( 0.050 ) **

공학 -0.122 ( 0.050 ) * -0.115 ( 0.050 ) *

농수해양 -0.082 ( 0.092 ) -0.070 ( 0.094 )

연구여건

연구비 0.014 ( 0.009 ) 0.016 ( 0.008 )

공 자수 0.027 ( 0.007 )
*** 0.029 ( 0.008 ) ***

외국인 공 자수 -0.016 ( 0.021 ) -0.019 ( 0.021 )

소속조직

특성

소속 학 교원1인당 논문편수 -0.039 ( 0.072 ) -0.035 ( 0.068 )

소속 학 교원1인당 연구과제수 -0.012 ( 0.021 ) -0.015 ( 0.020 )

소속학과 융합지향성 0.172 ( 0.038 )
*** 0.179 ( 0.039 ) ***

상수 0.664 ( 0.072 ) ***

F statistics / LR chi2 4.310 *** 72.990 ***

Adjusted R2 / Pseudo R2 0.094 0.145 
* p < .05, ** p < .01, *** p < .001

주: 1) 로빗 회귀모형의 경우, 선형확률변수와의 회귀계수비교를 해 한계효과

(marginal effect)값을 제시하 다.

    2) ( )안의 숫자는 표 오차를 의미한다.

<표 Ⅳ-5> 다학제 연구수행을 종속변수로 한 선형확률 모형과 로빗  

회귀모형 추정 결과

문이다.

  다음으로  소속 학에 임용되기  국내외 연구경력이 다학제 연구수

행에 미친 향을 살펴보면 선형확률 모형에서 국내 임연구원 경력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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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다학제 연구수행에 부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유의미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포닥  

연구원 모두에 해 국내 경력과 해외 경력이 일 되게 반  방향을 가리

키는 을 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내 포닥이나 임연구원 경력은 모두 

임용 후 다학제 연구수행과 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외 

포닥  임연구원 경력은 정  계가 포착되었다. 부분 국내 학에

서 이 진 교수 경력 역시 다학제연구 수행과는 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연구분야가 융합연구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자연과학  

공학 분야 연구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

기서 각 변수는 의약학 분야를 기 으로 코딩되었으므로 자연과학 변수의 

한계효과가 –0.139라는 것은 자연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가 다학제 연

구를 수행할 가능성이 의약학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에 비해 13.9% 더 낮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공학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는 의약학 분야를 연

구하는 교수에 비해 다학제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이 약 12%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농수해양 분야에 해서는 통계  유의미성은 확인되지 않았

으나 역시 의약학을 연구하는 교수에 비해 다학제 연구수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거꾸로 해석해 보면 여타 분야들보다 

의약학 분야 연구자가 다학제 연구를 더 많이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연구여건이 다학제 연구수행에 미친 향을 살펴보면 공 자수

가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력자가 많

을수록 다학제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

국인 공 자수는 다학제 연구수행과 유의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비 역시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와 유의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속 조직의 특성과 다학제 연구수행과의 계에서는 소속 학과의 융합

지향성이 소속 교수의 다학제 연구수행에 한 강력한 측변인임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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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소속 학과가 융합지향성을 띤 경우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다학제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이 약 1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속 학

의 교원1인당 논문편수나 연구과제수와 같은 특성들은 다학제 연구수행과 

유의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학제 연구수행에 향을 미치는 개인, 분야, 조직 

수 의 변수를 드러냈다는 에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는 융합연구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이후 분석과 련해 다

학제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와 그 지 않은 교수가 에 보이는 특성 면에

서 다르다는 사실에 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찰된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찰되지 않는 특성 역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런 

경우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OLS추정에서 여타 변

수를 통제하더라도 찰되지 않은 이질성 때문에 다학제 연구수행 변수의 

외생성 가정은 지지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를 독립변

수로 활용하는 2차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

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분석의 소속학과 융합지향성

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1차 분석에서 도출된 다학제연구수행의 추정치를 

2차 분석에 투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 다. 

  3.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

  다학제 연구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은 본 연구의 주요 심사  

하나이다. 그런데 앞 의 분석을 통해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가 내생  설

명변수일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내생성을 통제하기 해 본 연

구에서는 소속학과의 융합지향성 변수를 도구변수로 활용한 2단계 최소제

곱추정(2 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이하 2SLS)을 실행하 다. 이하

에서는 각각 연구성과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논문편수, IF평균, IF

합계 등 세 지표 각각에 한 추정결과를 차례 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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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OLS 2SLS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 3.075 (1.422 ) * 20.729 (7.269 ) **

성별 -0.391 (1.501 ) -0.703 ( 1.502 )

박사학  국가 -0.075 (1.285 ) 1.201 ( 1.359 )

공변화 수 -0.047 (0.631 ) 0.330 ( 0.639 )

국내 포닥 경력 -0.570 (1.543 ) 0.116 ( 1.549 )

해외 포닥 경력 0.475 (1.283 ) 0.522 ( 1.341 )

국내 임연구원 경력 0.687 (1.314 ) 2.035 ( 1.418 )

해외 임연구원 경력 0.544 (2.224 ) 0.684 ( 2.271 )

교수 경력 2.142 (1.662 ) 2.251 ( 1.657 )

자연과학 0.444 (1.648 ) 2.393 ( 1.822 )

공학 -1.747 (1.634 ) 0.473 ( 1.708 )

농수해양 -4.530 (3.051 ) 3.496 ( 3.070 )

연구비 1.641 (0.287 )
*** 1.312 ( 0.316 )

***

공 자수 1.520 (0.248 ) *** 1.010 ( 0.322 )
**

외국인 공 자수 -2.092 (0.695 ) ** -1.931 ( 0.696 )
**

소속 학 교원1인당 논문편수 10.941 (2.377 ) *** 11.003 ( 2.369 )
***

소속 학 교원1인당 연구과제수 0.329 (0.685 ) 0.501 ( 0.686 )

상수 -10.058 (2.555 )
*** 21.080 ( 5.128 )

***

F statistics 9.580 *** 9.840 ***

Adjusted R2 0.211 0.216 

도구변수 련 검증

F-test on excluded IV 20.895 ***

Wu-Hausman F-test of exogeneity 6.151 *

* 
p < .05, ** p < .01, *** p < .001

주: ( )안의 숫자는 표 오차를 의미한다.

<표 Ⅳ-6> 논문편수에 한 다학제 연구수행의 효과 추정결과

  먼  도구변수 추정방법을 통해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가 논문게재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일반최소제곱추정(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ion, 이하 OLS) 결과와 함께 <표 Ⅳ-6>에 제시하 다. 표 아래에

는 도구변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실시한 검증통계량이 제시되어 있

다. 이  F-test 결과는 도구변수로 선택된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이 내생

 설명변수로 지목된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와 한 상 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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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다. 경험 으로 1단계 추정모형의 F검증통계량이 10이상인 경우 도

구변수가 내생변수와 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단하는데(Stock & 

Yogo, 2005), 여기서는 그 값이 20.895로 유의미하므로 한 상 계가 

있다고 단할 수 있다. 

  한 이 값은 2SLS size of nominal 5% Wald test에서 도구변수가 약한 

도구변수(weak instrument)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한 10% 유의수

의 임계치인 16.38을 과하므로, 소속학과 융합지향성 변수는 약한 도구변

수가 아니라고 단할 수 있다. 1단계 추정모형의 F검증통계량을 활용하는 

F-test 결과는 IF평균과 IF합계를 종속변수로 수행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용되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설명을 생략하 다. 

  다음으로 다학제 연구수행 변수가 외생 이라는 귀무가설에 한 

Wu-Hausman 검증 결과가 .05수 에서 유의하므로 다학제 연구수행 변수

가 외생 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는 내생

이라는 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검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학제 연구

수행이 논문편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을 

도구변수로 2단계 최소제곱모형을 활용하는 분석 모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가 논문편수에 미치는 

향은 2SLS모형을 기 으로 .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다학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4년간 논문편수가 약 20편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LS모형에서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가 논문편수에 미치는 향이 4년간 3편에 그치는 것

으로 보고된 것에 비해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학제 연구수행 외 다른 변수들을 살펴보면 연구비, 공 자수, 외국인 

공 자수, 소속 학의 교원1인당 논문편수가 논문편수와 유의미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국인 공 자수만 연구성과에 부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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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OLS 2SLS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 0.236 (0.153 ) 1.668 (0.781 ) *

성별 0.218 (0.161 ) 0.192 ( 0.161 )

박사학  국가 -0.360 (0.138 )
** -0.451 ( 0.146 ) **

공변화 수 0.135 (0.068 ) * 0.112 ( 0.069 )

국내 포닥 경력 -0.050 (0.166 ) -0.013 ( 0.166 )

해외 포닥 경력 0.475 (0.138 )
** 0.395 ( 0.144 ) **

국내 임연구원 경력 -0.310 (0.141 ) * -0.200 ( 0.152 )

해외 임연구원 경력 -0.181 (0.239 ) -0.281 ( 0.244 )

교수 경력 0.082 (0.178 ) 0.091 ( 0.178 )

자연과학 0.538 (0.177 )
** 0.696 ( 0.196 ) ***

공학 -0.136 (0.175 ) -0.032 ( 0.183 )

농수해양 -0.764 (0.327 )
* -0.681 ( 0.330 ) *

연구비 0.104 (0.031 ) ** 0.078 ( 0.034 ) *

공 자수 0.209 (0.027 ) *** 0.167 ( 0.035 ) ***

외국인 공 자수 0.420 (0.075 ) *** 0.433 ( 0.075 ) ***

소속 학 교원1인당 논문편수 0.903 (0.255 ) *** 0.908 ( 0.254 ) ***

소속 학 교원1인당 연구과제수 0.048 (0.073 ) 0.062 ( 0.074 )

상수 -0.192 (0.274 ) -1.085 ( 0.551 )
*

F statistics 19.930 *** 20.130 ***

Adjusted R2 0.371 0.373 

도구변수 련 검증

F-test on excluded IV 20.895 ***

Wu-Hausman F-test of exogeneity 3.495 
* p < .05, ** p < .01, *** p < .001

주: ( )안의 숫자는 표 오차를 의미한다.

<표 Ⅳ-7> IF평균에 한 다학제 연구수행의 효과 추정결과

  다음으로 다학제 연구수행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향력지수(IF) 평

균값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OLS와 2SLS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표 Ⅳ-7>과 같이 제시하 다. 추정 결과를 보면 다학제 연구수행의 효과

가 OLS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구변수 모형에서는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회귀계수를 보면 다른 변수를 통제하 을 때 다학

제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4년 동안 평균 으로 

IF가 1.67만큼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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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OLS 2SLS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 11.140 ( 5.044 ) * 64.964 (25.843 ) *

성별 2.258 ( 5.327 ) 1.306 ( 5.339 )

박사학  국가 -6.094 ( 4.561 ) -9.526 ( 4.833 ) *

공변화 수 0.135 ( 2.239 ) -0.726 ( 2.273 )

국내 포닥 경력 유무 -6.142 ( 5.475 ) -4.757 ( 5.506 )

해외 포닥 경력 10.103 ( 4.552 )
* 7.064 ( 4.766 )

국내 임연구원 경력 -3.648 ( 4.662 ) 0.462 ( 5.042 )

해외 임연구원 경력 0.056 ( 7.890 ) -3.689 ( 8.075 )

교수 경력 8.391 ( 5.897 ) 8.721 ( 5.891 )

자연과학 7.185 ( 5.848 ) 13.126 ( 6.476 ) *

공학 -2.150 ( 5.797 ) 1.733 ( 6.071 )

농수해양 -19.510 (10.826 ) -16.358 (10.913 )

연구비 5.784 ( 1.019 )
*** 4.782 ( 1.122 ) ***

공 자수 7.321 ( 0.881 ) *** 5.767 ( 1.145 ) ***

외국인공 자수 -4.463 ( 2.466 ) -3.973 ( 2.473 )

소속 학 교원1인당 논문편수 39.157 ( 8.433 )
*** 39.345 ( 8.422 ) ***

소속 학 교원1인당 연구과제수 2.011 ( 2.431 ) 2.534 ( 2.440 )

상수 -59.595 ( 9.066 ) *** -93.198 (18.232 ) ***

F statistics 14.110 *** 14.230 ***

Adjusted R2 0.289 0.292 

도구변수 련 검증

F-test on excluded IV 20.895 
***

Wu-Hausman F-test of exogeneity 4.527 *

* 
p < .05, ** p < .01, *** p < .001

주: ( )안의 숫자는 표 오차를 의미한다.

<표 Ⅳ-8> IF합계에 한 다학제 연구수행의 효과 추정결과

  그러나 IF평균에 한 2SLS모형에서 Wu-Hausman 검증 결과가 .05수

에서 유의하지 않은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제시하지는 않

았으나 Wu-Hausman 검증의 p값은 0.062로 .05수 에서는 외생성을 가정

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고 .1수 에서만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F평균에 해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는 외생변수일 가능성이 있다.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를 외생변수로 단하는 경우에는 OLS추정치를 신뢰로운 값

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OLS추정치에서 다학제 연구수행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가 IF평

균에 미치는 효과에 한 단은 모형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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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신 있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

  끝으로 다학제 연구수행이 IF합계값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OLS와 

2SLS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표 Ⅳ-8>와 같이 제시하 다. 먼  

Wu-Hausman 검증통계량은 4.527로 .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의 내생성이 확인되고 F-test를 통해 이미 

도구변수와 내생변수간의 상 이 확인되었으므로 2SLS모형을 보다 한 

분석모형으로 수용할 수 있다. 2SLS모형을 기 으로 다른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다학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IF합계가 

약 64.96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F합계는 논문편수와 해당 논문의 IF

가 복합 으로 고려된 지표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논문편수와 IF평균에 

한 앞선 분석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추정 모형 분석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을 살펴보기 해 4년간의 패 데이터의 합산 는 평균값을 

구하기  원래의 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 다. 

학교수의 고유한 개체 특성을 반 하여 다학제연구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기 해 학교수의 개체 특성이 교수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최소제곱더미변수 고정효과모형(least squares 

dummy variables 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하 다. 

  <표 Ⅳ-9>는 다학제연구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고정효

과모형 분석 결과이다. 이 분석의 앞 에 제시된, 도구변수를 활용한 회귀

모형의 강건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학제연구수행 외 변수는 분석

결과표에서 제외하 다. 

  표를 보면 다학제 연구수행은 논문편수와 IF합계에 해 통계 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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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논문편수 IF평균 IF합계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 1.256 (0.164 )
*** -0.147 (0.106 ) 3.896 ( 0.713 ) ***

F statistics 19.64 *** 29.55 *** 13.61 ***

F test that all u_i=0 5.055  *** 2.504 *** 3.542 ***

adjusted R2 0.650 0.481 0.571
* p < .05, ** p < .01, *** p < .001

주: ( )안의 숫자는 표 오차를 의미한다.

<표 Ⅳ-9> 다학제연구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의미한 정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학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즉 이 까지 한 번도 논문을 게재한 이 없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

재하는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간 1.256편의 논문을 더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F평균에 해서는 통계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

았다. 

  이 결과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모형의 이  분석 결과와 

체로 일치한다. 이  분석에서도 다학제 연구수행은 논문편수와 IF합계

에 해 매우 분명하게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IF평균

에 해서는 어느 쪽으로도 확신있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고정효과모형에서도 IF평균과 다학제연구수행의 계는 통계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학제연구수행이 연구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앞선 도구변수를 활용한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

에 신뢰성을 더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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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독립변수 결과

1-1 성별(여성)은 융합연구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 해외학 는 융합연구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3 공변화 수 에 따른 융합연구 수행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채택

1-4 국내 포닥 경력은 융합연구 수행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5 해외 포닥 경력은 융합연구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6 국내 임연구원 경력은 융합연구 수행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7 해외 임연구원 경력은 융합연구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8 교수 경력은 융합연구 수행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 Ⅴ-1> 개인 배경특성과 융합연구 수행의 계에 한 가설검증 결과

Ⅴ. 논의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모형을 순차 으로 실

행하여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다. <표 Ⅴ-1>은 개인 배경특성,  <표 Ⅴ-2>는 

연구환경  조직 특성이 융합연구 수행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검증 

결과를 보여 다. <표 Ⅴ-3>은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

에 한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먼  융합연구자의 특성에 한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Ⅴ-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을 비롯한 개인  배경 특성과 련된 가설은 제외

하고 모두 기각되었다. 공변화수 은 융합연구 수행과 련이 없을 것이

라는 가설만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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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독립변수 결과

1-9 연구분야(자연과학)는 융합연구 수행에 부(-)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0 연구분야(공학)는 융합연구 수행에 부(-)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1 연구분야(농수해양)는 융합연구 수행에 부(-)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12 연구비와 융합연구 수행은 유의미한 계가 없을 것이다. 채택

1-13 공 자수는 융합연구 수행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4 외국인 공 자수는 융합연구 수행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15 교원1인당 논문편수는 융합연구 수행과 유의미한 계가 없을 것이다. 채택

1-16 교원1인당 연구과제수는 융합연구 수행과 유의미한 계가 없을 것이다. 채택

1-17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은 융합연구 수행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Ⅴ-2> 연구환경  조직 요인과 융합연구 수행의 계에 한 가설검증 결과

  다음으로 연구활동  조직특성이 융합연구 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한 

가설검증 결과를 <표 Ⅴ-2>와 같이 보면 농수해양 연구분야 변수와 외국

인 공 자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에 한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즉, 의약

학 분야에 비해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 연구자가 융합연구를 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비, 공 자수, 교원1인당 논문편수와 연구과제수는 

융합연구 수행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 자수와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은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 결과와 련해 채택 여부보다 각 독립변수가 융합연구 수행에 

미치는 향에 을 맞춰보면, 결국 개인 배경 특성  어떤 변수도 융

합연구 수행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연구환경  조직 요인에서는 연구분야와 공 자수, 소속학과 융합지향성

이 융합연구 수행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검증 결과

는 <표 Ⅴ-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가설이 모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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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융합연구 수행은 논문편수와 IF합계에 해서는 정  향이 확인되

었으나 IF평균에 해서는 통계  유의미성이 명료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가설 종속변수 결과

2-1 융합연구 수행은 논문편수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융합연구 수행과 IF평균은 유의미한 계가 없을 것이다. 채택

2-3 융합연구 수행은 IF합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Ⅴ-3>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검증 결과

  2.  논의

  가설검증 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융합연구 수행과 련된 공변화 수

과 다학제 연구수행 여부에 한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547명의 

학교수  학부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공변화가 1회 이상 찰된 교수

는 154명으로 체의 약 28.2%에 불과한 반면, 4년의 재직 기간  1편 이

상 다학제 연구수행을 실행한 교수는 452명으로 약 82.6%를 차지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공계 학교수들이 학 과정과 연구경력 속에서 경험

하는 다양성 수 은 높지 않은 반면, 교수임용 이후 연구분야의 다학제성 

증가 경향은 뚜렷함을 보여 다. 어도 다학제 연구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융합연구는 이공계 학교수에게 외 이기보다는 오히려 보편  상에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연구 내 으로 본 연구의 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변수별로 가설검증 결과를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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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

  공변화 수 은 학교수의 임용 후 다학제 연구수행과 유의미한 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20명의 연구참여자를 상으로 한 단

순 기술통계에 불과하지만 석사과정 진학시 큰 변화가 있었던 4명을 제외

하면 특별히 공다양성을 찰할 수 없었던 오헌석․배형 ․김도연

(2012)의 보고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공변화 수 이 어도 다학제라는 

에서 융합연구 진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사실은 다학제를 핵심 원

리로 수행되는 융합교육 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학계나 사회에서 소  융합형 인재에게 

기 하는 사고  행동 양식, 나아가 성과 창출에 실질 으로 기여하지 못

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박사학  국가와 임용  연구경력은 다학제 연구수행과 유의

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유의미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계수의 방향은 이론  측을 일 성 있게 반 하고 있다는 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 박사, 해외 포닥, 해외 임연구원 경력은 다학제 연

구수행과 정  계가, 국내 포닥, 국내 임연구원, 부분 국내 경험으로 

구성된 교수 경력은 다학제 연구수행과 부  계가 포착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해외 학  는 박사후연구원 과정 에 학문  이질성에 문화  

충격을 받은 경험이 보고된 바 있어(오헌석․배형 ․김도연, 2012), 해외 

학   연구 경력이 다학제 연구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 로 국내 연구경력에서는 이미 경험한 연

구 내용이 연속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 으로 이질  경

험을 통한 다학제 연구수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측되었다. 분석결과는 

이와 같이 이론 으로 측된 방향성을 일 되게 반 한다. 그러나 이들 

방향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으로 나타나지는 않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구분야와 융합연구 수행 간의 계에서는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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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의약학 분야 연구자에 비해 융합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수해양 분야에 해서는 통계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

았는데, 이는 547명의 체 연구 상  농수해양 분야 교수수가 19명으로 

매우 작고 농수해양 분야 자체가 다양한 분야를 포 하며 다학제 으로 구

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과학이나 공학 비 의약학 분야 연구자가 융합연구를 수행할 가능

성이 높다는 결과는 물리학과 비해 특히 의료분야 연구자의 다학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Carayol과 Thi(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많은 융합학과들이 BT를 융합연구의 효용이 드러낼 

수 있는 분야로 내세우는 사실(김도연 외, 2013)과 한국의 기술역량과 사회

경제  심을 고려할 때 가치창출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분야  하나

로 BT가 손꼽히는 실(유경만, 2006)을 반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의

약학이나 BT분야가 지닌 보편  특성에 더해 이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경

쟁력 덕분에 융합연구가 이들 분야로 집 되는 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연구활동 여건을 보여주는 변수들  연구비와 외국인 공 자수는 융합

연구 수행과 유의미한 계가 확인되지 않은 데 비해 공 자수는 융합연구 

수행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연구는 일반 으로 타 

분야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공 자

수가 융합연구 수행에 정  향을 미친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인 공 자수와 융합연구 수행의 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해외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가 융합연구 성격을 띠기보다는 기존 

연구분야에서의 력 계가 지속되는 형태로 실 되고 있음을 보여 다. 

  연구 력과 융합연구 수행과의 계는 조직특성과 융합연구 수행과의 

계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직특성이 융합연구 수행 확률에 미친 

향을 보면 학 수 의 지표인 교원 1인당 논문편수나 연구과제수는 융합

연구 수행 확률과 유의미한 계가 없으나 학과 수 의 융합지향성은 융합

연구 수행 확률과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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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외국인 공 자수, 학수  평균 논문편수나 연구과제수는 융합

연구수행과 련이 없는 데 반해 공 자수나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의 향

이 확인된 것은 융합연구 수행에 있어 친 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 계가 

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다. Carayo과 Thi(2005는 연구실 인력의 숫

자가 작고, 낮은 직  구성원 비율이 높을수록, 박사과정 비율이 낮을수록 

다학제성이 증가하는 상을 의사소통 장벽의 높이와 연 지어 해석하

다.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 질 수 있는 계나 환경이 융합연구를 진한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은 본 연구에서 공 자수나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은 연구

자간 력 계에서 책임감과 친 성을 보여  수 있는 지표인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반 로 소속 학의 교원1인당 논문편수나 연구과제수, 외국

인 공 자수와 같은 변수는 좀 더 긴 한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칠 만한 지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융합연구 수행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 세 변수는 논문편수로 측

정된 일반 인 연구성과 지표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양  성과지표

에 한 효과는 두드러진 반면 질  지표에 한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OLS추정 결과와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추정 결과를 비교하 는데 분석 모형에 따라 효과 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OLS추정모형에 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모형에

서 융합연구 수행의 효과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융합연구 수행

에 향을 미치는 내생  요인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융합연구 수행의 효

과가 실제보다 과소추정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찰되는 것보다 융합연구 

수행의 효과는 더 클 수 있음을 보여 다. 

  다만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모형의 추정치는 평균 인 처치효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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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심변수의 변량  도구변수에 의해 향을 받는 부분에 한 국지

인 처치효과라는 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2SLS모

형을 통해 확인된 융합연구 수행의 효과는 소속학과의 융합지향성에 향

을 받아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에게 나타난 효과이다. 그러므로 2SLS

모형 추정치를 통해서는 소속학과의 융합지향성과 상 없이 융합연구를 수

행하거나 는  수행하지 않는 교수와 련된 융합연구의 효과는 확인

할 수 없다. 

  도구변수 모형의 특징에 따라 이와 같이 연구결과의 해석 범 가 제한되

는 것은 연구 상 체에 한 일반화를 어렵게 한다는 에서 본 연구의 

제한 이 되기도 하지만 정책  함의 도출 면에서 이득도 있다.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에 향을 받아 융합연구를 수행한 교수에게 나타난 제한  효

과라는 한계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를 통해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의 효과

를 부분 ․간 으로 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모형에서 융합연구 수행의 효과는 소속 교수가 학과의 융합지향성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학과의 융합지향성이 연구성과를 향상시키는 정도

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소속학과 융합지향성이 교수의 연구활

동을 통해 연구성과에 향을 미치는 일종의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다른 교수들에게는 학과의 융합지향성이 정반 의 향을 끼쳐 학과 

체 으로는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으나, 도구변

수 모형과 함께 비교․제시된 OLS모형에서도 크기 차이는 있으나 여 히 

융합연구 수행의 정  효과가 확인된다는 에서 이같은 해석의 수용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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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정책  시사

  본 연구는 이공계 학교수의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치는 특성을 탐

색하고 융합연구가 일반 인 연구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해 수행되었다. 지 까지의 결과와 논의를 종합 으로 검토해 볼 때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융합연구 수행에 향을 미친 요인은 교육경험이나 연구경력과 같

은 개인  배경 특성이 아니라 연구분야, 연구 력자의 수, 그리고 소속학

과의 융합지향성와 같은 연구환경  조직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융합연구 수행은 다양한 연구성과 지표  양  지표인 논문편수와 질

과 양의 통합 지표인 IF합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융합연구 수행이 논문의 평균  질에 미치는 효과는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론은 학과 정부의 융합교육  연구 지원 정책에 해 다음

과 같은 을 시사한다. 첫째, 융합학과를 설립하거나 융합을 목표로 기존 

학과의 목 과 지향 을 수정하는 것은 소속 교수의 연구성과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융합학과를 설립하거

나 기존 학과를 융합을 심으로 탈바꿈시키는 정책은 정책 합성과 효과

성 면에서 검증이 필요하 다. 

  사회  맥락에서 볼 때 융합은 정부 주도하에 몇 산업 분야를 집 으

로 육성하여 선진국을 따라잡아온 추격형 성장 략이 한계에 이르 다는 

인식, 이제 필요한 것은 선진국의 기술을 잘 습득하고 용하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역량이라는 인식과 계있다(송

진 외, 2006). 지 재산권에 한 감시가 국가 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 

남의 것을 함부로 베낄 수도 없고 어떤 분야에서는 더 이상 모방할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융합은 이미 한국이 가진 것들의 결합을 통해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즉, 창의  

인재 양성과 창의  성과 도출이라는 도 을 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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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창의성 발 을 한 수단을 강제할 수 있는가이다. 융합연구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라도 융합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우려가 이어져 왔다(오헌석․배형 ․김도연,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융합학과를 설립하거나 학과가 융합을 

지향하도록 할 때 어도 교수의 연구성과에 해서 만큼은 정책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그러나 학과설립 형태의 융합 정책이 교육  맥락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함께 확인되었다. 비록 특정 시 에 여러 분야의 지

식을 배우고 이를 결합하게끔 하는 재의 융합학과 교육시스템을 직  경

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더 강렬한 이질  경험이라 할 수 있는 

학 수  간 공변화의 횟수나 크기가 융합연구 수행을 측하지 못한다

는 사실이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최 로 학원 수

 융합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김희정․오헌석․김도연(2013)의 연구는 

융합교육 시스템에서 연구활동이 형식 인 교육과정만큼, 는 그것을 빼

고는 교육목 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즉, 융합교육만으로는 융합역량을 끌어낼 수 없으며 융합교육이 융합연

구와 유기 으로 결합할 때라야 비로소 융합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학부수 의 융합교육은 재학생의 역량이 상 으로 

낮고 교육여건이 부실한 학의 학과일수록 차 기에 착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 수 과 연구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 융합교육은 통

인 강의와 실습에 의존하게 되고 분과학문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

조해내는 융합교육의 핵심 과정을 놓치면서 소기의 교육효과를 거두지 못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분의 융합교육 로그램이 운 하는 종합설계(capstone) 과목과 같

은 일종의 융합실습 과목의 존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우려가 해결되지 않을 

공산이 높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물의 탄생 과정을 재 해 보는 활

동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강의하고 지도하는 교수에게도 정답이 없는 창



- 77 -

조 활동에 학습자가 함께 참여할 때라야 비로소 융합다운 융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이 보장되지 않을 때 융합교육은 이질 인 

것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융합‘인재’가 아닌, 특정 

융합기술분야의 산업‘인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 

  4.  연구의 한계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이공계 학교수의 개인 배경특성, 연구환경  조직특성에 

한 경성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융합연

구 수행 요인과 그 효과를 확인하 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속도로 역과 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융합연구  융합교육 정

책의 효용과 한계에 해 실증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

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가 지

닌 한계와 함께 융합연구 수행 요인과 효과에 해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

보를 생산해 내기 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융합연구 수행은 다학제 연구수행, 좀 더 구체 으로

는 교수임용 이후 이 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행 로 정의되었다. 다학제성을 융합연구의 조작  정의로 삼는 것은 규

모 인원을 상으로 융합연구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할 때 일반 으로 통용

되어 온 방식이다(Carayol & Thi, 2005; Rijnsoever & Hessels, 2011). 다

학제성(multidisciplinarity)의 수 이 학제성(interdisciplinarity) 수 을 보

장하지는 않는다는 에서 다학제성을 기반으로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제간 연구를 염두에 둔 융합연구에 한 실제 상과는 불일치할 수 있

다. 학제성을 직 으로 찰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첫째, 

상을 축소하고 둘째, 학술지 단 가 아니라 개별 논문 단 의 연구주제를 

확인함으로써 이를 시도해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상을 2008년 임용코호트로 한정함으로써 추정의 

신뢰성은 더 확보할 수 있었으나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련해서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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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게 되었다. 임용년도가 2008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범 한 수 의 일반화를 해

서는 코호트의 제한 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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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researchers in Korea explored the concepts and the principles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proposed some solutions to facilitat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lots of political and financial resources has been 

invested in higher education to support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ducation. 

Many interdisciplinary education programs were launched in colleges. 

  However, most of study 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or education are based 

on conceptual discussion or case study. We have little positive evidence on the 

impac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So,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o identify its impact on research 

productivity. These are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drives college faculty’s 

multidisciplinary research? Second, How is the impact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on research productivity. 

  For this study, I built four-year(2008-2011) panel data about demographics, 

academic backgrounds, research area, research outputs, research collaboration, 

and their college or departments of 547 college faculty in 91 university. And I 

analyzed the data by two-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using instrumental 

variable, departments’ interdisciplinarity.

  Results showed us no individual academic backgrounds g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multidisciplinary research but research area, research collaboration, 



- 92 -

departments’ interdisciplinarity made college faculty to do multidisciplinary 

research. The effect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on research productivity was 

positive for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and sum of journal impact factors 

that published in four years but vague for the average of journal impact 

factors. 

  Results proposed us that we may as well have more confidence on our 

effort to facilitate interdisciplinary research. Results showed us that to promote 

the interdisciplinarity of departments could lead growth of research 

productivity. Results, unfortunately, also showed the possibility that 

interdisciplinary education would be not effective for learners’ growth. To 

obtain the desired results from interdisciplinary education, the curriculum need 

to be fully connected with real research activity. 

Keywords: interdisciplinary research, multidisciplinary research, college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convergence

Student ID: 2009-3101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및 연구의 의의

	II. 이론적 배경
	1. 융합 및 융합연구의 개념
	2. 학문의 분화와 융합
	3. 융합연구 수행의 영향요인
	4.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5. 연구성과 영향요인 및 측정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 변수구성
	4. 분석모형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기초분석
	2. 융합연구 수행의 영향요인 분석
	3.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융합연구 수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2. 논의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