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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우리나

라 정부의 연구개발(R&D)활동 투자예산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대

되어왔다. R&D 활동에 대한 투자는 시장실패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분야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투자성과

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은 정권의 변화 및 단기적인 계획

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R&D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

하다. 정책 수단의 효과, 상호 작용 및 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경험적 증거가 있어야 장기적인 비전의 제시와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

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연구투자를 해야 더 R&D 성과가 좋아질

것인가이다. 이런 고민 속에 최근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혁신적인 성

과의 산출을 증대시기키 위하여 연구개발 주체들 간의 연계와 상호협

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국가

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에 참여하는 혁신 주체들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이는 더 다양한 개인과

기업, 기관들을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

면 파급효과 혹은 시너지효과가 발생한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한편,

이와 같은 흐름이 인력 및 예산의 낭비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재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

러한 주장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들에게 분

산해서 투자하는 방향보다는 유망하고 중요한 분야, 그리고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연구자에게 집중과 선택의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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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의 근거가 된다.

과연 혁신 시스템에 있어서 연구개발 주체들의 다양성이 증가할

때 해당 연구분야 혹은 기술의 전체적인 연구성과가 증가할 것인가?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연구성과를

향상시키는 효과로 연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여 전체적인 R&D 성과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연구문제로 상정하고 R&D

분야의 연구주체 다양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을 찾고

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방대한 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정책방

향설정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더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존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다양성 관

리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양성 논의가 풍부해지면서

다양성을 여러 차원에 걸쳐 다양한 기준을 통해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다양성을 단지 소외된 특정 집단을 보호하거나 규

범적 당위성을 위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

한 모든 집단구성원의 기여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조직차원의 발

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성과 관리 및 문제해결능력 증진의 효과를

다양성 관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다양성 관리

논의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도 이어지게 되었

다. 현대 과학기술분야는 변화하는 산업 및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

한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며,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증진

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의는 ①복잡한 상황을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주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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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②다양한 연구주체로 이루어진 조직이 외

부의 환경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③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식 창출을 촉진하고 지식의 고

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바탕이 된다. 현대에는 단편적인 지

식보다는 복합적 지식이 필요하며, 집단의 지식 다양성과 숙련된 기

능(skill)이 창의성의 적용과 실행에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을 계속적

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생산하는 지식인, 혹은 지

식집단의 다양성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지식 생산 주체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지식이 다른 지식탐구과정 및 사회문제

해결, 정책집행에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순환

적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혁신 시스템에 존재하면 긍정적인 협력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주체들이

R&D 협력을 하는 동인이 존재 하는가? 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기업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져왔다.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술혁신을 선

뜻 시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술개발의 특성상 연구행위가 실패할

위험이 상존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개발

된 이후에도 이것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실패할 가능성, 시장

에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들은 상호간 R&D 협력을 시도하게 되며 특히, 자원의 보완성이 존재

한다면 더욱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상호 공동으로 활용

하게 된다. 한편, 협력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밖

에 없는데, 이는 협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협력의 과정에

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래비용으로는 기술 통제 및 모니터링 비용,

협력계약을 맺기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R&D 협력 성과

를 두고 기회주의적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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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 기술개발 협력을

수행할 요인이 더 커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기업 단위가 아니라 국가의 혁신시스템 전체 측면에서도, R&D

협력의 요인이 존재하고 이것이 사회 전체적인 차원의 R&D 성과에

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기존의 이론들을 살펴보면 먼저, 산

업조직론적 시각에서는 정부의 공공연구개발투자, 산학협력, 협력을

통한 내부화 등의 작용으로 R&D 분야의 외부성과 관련한 시장실패

를 교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시스템이론에 기반한 혁신시스

템론은 기업내부적, 기업간 협업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인프라, 광범

위한 제도적 환경간의 상호작용적 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혁신

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다양한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와 상

호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산-학-연-정부 연계체제

라는 삼중나선모형(Triple helix model)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관리해

야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R&D 협력이 실제로 혁신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연구 프로젝트

에서 산학연 협력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의 비교, 과제 참여기

관의 수와 성과와의 관계 분석, 협력개발과 단독개발인 경우의 성과

비교 등의 분석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 비록 선행 실증연구들은 개별

사례 혹은 산업 및 연구 분야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

를 통해 사회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협력체제의 구축이 혁신에 도움

이 된다는 시스템이론과 산업조직론적 논의, 지식생태계에 기반한 논

의가 간접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상호보완적인 자원을 가진 혁신주체들이 R&D 협력을 할 동인이

더 크고, 이러한 협력은 혁신 시스템의 R&D 성과를 증진시킬 것이라

는 상기와 같은 논의에 바탕을 둔다면, R&D 활동에서의 다양성 강화

는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

대시키고 혁신 주체들 간의 협력과 연계가 다각화되어 궁극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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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가 더 높아지게 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R&D혁신을 위한 협

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양한 혁신 주체들간 연계 및 자원의 보완, 지

식의 파급효과 등을 달성함으로써 총체적인 기술의 발전과 연구성과

의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R&D 혁신 시스템속의 다양성의 구조와 강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을 판단하

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부 사례 혹은 분야에 한정하여 분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석방법상 역의 인과관계가 나타나거나 변수간

강한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석방법 측면에서도 기존의 연구들보다 더 엄정한 분

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시

행함으로서 선행 연구들에게 지적되는 분석상의 한계를 대부분 완화

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한 국

가연구개발사업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혁신 시스템 내의 다양성

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연구성과가 달라지는지 실증적인 분

석을 시행하였다. 혁신 시스템 내 다양성의 유형은 ① 연구행위의 주

체 다양성과 ② 연구비 투자 주체의 다양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즉, 연구활동과 연구비 투자 2가지 측면에서 각각 다양한 유형의 주

체에 의해 골고루 수행되는 과제와 다양한 주체로부터 골고루 연구비

투자를 받은 과제로 구성된 기술이나 분야일수록 상대적으로 다양성

이 높은 혁신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다양성 구축정도의 차이

에 따라 해당 기술 및 연구분야의 산출 연구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한 것이다.

다양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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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분석하였다. 양적, 질적, 종합적 연구성과와 보론적으로 연구성

과의 효율성에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연구성과는

대표적인 R&D 성과 산출물인 논문과 특허의 성과로서 파악했는데,

양적 연구성과는 두 성과의 산출량을 질적 연구성과는 보다 우수한

논문 혹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높다고 파악할 수 있을만한 특허 성

과의 산출량으로서 가늠하였다. 그리고 양적성과와 질적 성과를 모두

반영한 연구성과의 종합적 지표를 설계하여 총괄적인 성과에 대한 다

양성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사업과제

각각의 정보 자료들을 세 가지의 기술분류별, 연구분야별, 연구기관

별 로 묶어 각 단위 패널자료를 먼저 구축하였다. 그리고 연구주체의

다양성 및 투자 주체의 다양성 지수 값이 커질 때 기술, 연구분야, 연

구기관의 양적, 질적 그리고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많이 산출될 것이

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고정효과 패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

석,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과 연구분야, 연구

기관에서의 다양성의 증가는 양적 측면의 연구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주체들이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기술과 연구분야,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연구비 투자를 받는

기술과 연구기관에서 총 논문과 출원 특허의 산출량이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질적 연구성과 측면에도 혁신 시스템의 다양성 증

가는 양적 연구성과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질적 연구성과는 SCI논문과 논문영향력지수, 등

록특허와 국제특허의 건수등으로 측정하였는데 지표에 따라 다양성

이 질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관측되지 않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나,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분야와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기관에서 특히 모든 지표에서 질적 연구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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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는 효과가 견고하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적으로 다양성의 증가

를 꾀하는 것이 총괄적인 연구성과에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

여 종합적 연구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다양성의 영향을 분

석한 결과, 다양성의 증가가 종합적 연구성과를 증대시키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뒤에는 이

와 같은 효과가 과연 협력의 작동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사업과제 단위에서의 다변량 회귀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과제 연구주체가 연구비 투자에도 참여하고 ② 과제 내에서

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③ 서로 다른 민간 주

체간 투자협력이 존재할 경우에 더 연구성과가 많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R&D 협력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인 실증 연

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개별 과제안에서도 다양성이 높고 협력이

존재할 때 연구성과가 증대된다는 결과를 과제들의 합인 전체 기술과

연구분야의 다양성이 증가할 때 전체 연구성과도 증대된다는 패널분

석의 결과와 연계하여 파악하면, 다양성이 협력을 더 많이 유발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연구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배경 중 하나로서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급격히 증대된 것에 비하여 R&D 투자의 효율성은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보론적으로 혁신 시스템의 다양성이

연구성과의 투자효율성 측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도 분석을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성과의 투자효율성은 투입연구비

대비 각 기술이나 분야, 기관에서 산출되는 국제특허건수 성과로서

측정하였다. 앞의 분석과 동일한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혁신

시스템 내에서 연구활동의 주체 및 투자활동의 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할 때 연구성과 투자효율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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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투자주체의 유형이 다양한 기술과 여러 혁신주체로부터 연구비

를 투자받은 연구기관에서 국제특허 성과를 내는 데까지 사용되는 연

구비의 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관측되었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면 R&D 혁신 시스템에서 연구참여와 투자

양쪽 측면에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연구성과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양

적 및 종합적 연구성과에서 그 효과가 더 크며 질적 연구성과 측면에

서도 긍정적인 효과의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러 기업, 대학, 공공

연구기관, 기타 민간 연구기관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연구하고, 투자하

는 기술 및 연구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을 예

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① 어떤 유망기술과 분야에서 연구성

과를 제고하고 ② 국내 연구기관들의 역량과 성과 향상을 목표로 정

책을 설계한다면, 즉,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국가혁신

시스템내 다양성을 강화하여 지식생태계를 풍부하게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구 주

체가 골고루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분배하며, 또한 민간 연

구주체들이 기술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매칭펀드 등을

활용한 유도정책 도입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혁신시스템 내에서의 다

양성을 추구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을 야기할 가능성

이 높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양적, 질적, 그리고 종

합적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혁신시스템내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

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술과

연구분야, 연구기관에서 동시적으로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

을 수 있다. 연구성과의 향상이 필요한 분야와 투자효율성을 확보해

야 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다양성의 강화를 도입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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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지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분야에 다

양성의 도입이 필요한지, 어떤 기술에는 비효율의 야기를 경계해야할

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세트를 구축하고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R&D 혁신 시스템의

다양성이 연구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기존의 연

구보다 정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서 연구성과의 효과성 측

면에서 다양성의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어떻게 다양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작동하는지 그 매커

니즘에 대한 논증이 부족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다양성의 추구에

는 신중하고 섬세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한 바, 다양성이 어떤 상황

에서 어떻게 연구성과에 영향을 어느 방향으로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방법이 근간이 되어 향후의 연구

에서는 혁신시스템내의 다양성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분석 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주 요 어 : R&D 협력, 다양성, 지식생태계, 혁신시스템, 연구 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학 번 : 2013-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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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과학기술과 혁신을 경제성장의 주요

한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역할과 R&D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과 소득 수준, 과학기술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사이에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Schwab and

Sala-i-Martin, 2015; 엄익천 외, 2015)을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산

업화 사회 및 지식정보사회를 거치는 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적

·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생각해보면 현대 사회

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국가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고, 작은 내

수시장의 한계를 지닌 국가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

하여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한다는 주

장이 힘을 얻어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R&D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

고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1987년 공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100억원의 예산을 지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한 이후 20여 년간 R&D 투자 예산은

연평균 36.61%의 증대가 있어왔는데, 동 기간 중 우리 경제의 실질성

장률은 이보다 현격하게 적은 연평균 6.16% 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 20년간 국가기술력 제고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나타낸다.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가 발간한 과학기술분야지표(MSTI, Ma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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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y Indicator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을 모

두 포함한 총 연구개발투자는 2014년 600억 달러 이상으로 GDP의

4.29%에 달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 및 중국 등과의 비교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1). 2000년대 들어서는 기초․원천연구

에 대한 지원 확대에 더하여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정부 및 공

공부문의 R&D 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정부 연구개발예산은 지

난 2006~2015년 사이 10년간 연평균 11.1%로 2015년에는 15조 8천억

원 가량에 달한다2).

이와 같이 R&D 투자의 규모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고 평가받고 있으나, 투자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 면에서는 여전히 부

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과학

기술 성과 지표가 증가세를 보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정체하

거나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R&D의 투자의 효율성

이나 생산성에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할 수 있으며 논문이나 특허가

과학 기술 투자의 성과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

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과학기술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기본법(2001년 제정)에 따

라 5년마다 정부가 가장 상위 계획으로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통해 정책 전략과 방향성이 제시되어 시행된다. 따라서 이러

한 과학기술 정책 전략의 제시는 집권 정부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당

면 과제에 집중되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전

략수립의 목표가 미시적인 지표달성에 그치거나 정권변화에 따른 상

1) 2014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4.29%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스라엘(4.11%), 일본(3.58%), 핀란드(3.17%), 스웨덴(3.16%), 덴마크

(3.05%), 중국(2.05%) 등의 순서다. 투자액 총액으로는 국가별 R&D 투자 규모는

미국(4569억달러), 중국(2118억달러), 일본(1649억달러), 독일(1099억달러), 프랑스

(638억달러)에 이어 한국 (605억달러) 순으로 세계 6위 규모이다.

2)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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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반영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대안 제시에 한정되는 등 한계가 명

확하다. 그 결과, 다양한 R&D 정책이 임시로 시행되어 지속되지 못

하고 사라지며 당시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이

투자되는 방식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

①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 ② 정부 R&D 투자예산

의 규모 ③ R&D투자성과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④ 현재 과학기술 정책이 정권 변화 및 단기적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

인다는 본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과학기술정

책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고찰은

국가기술력 발전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제도와 환경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R&D 성과를 높

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수단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

수단의 효과와 상호작용 및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경험적 증

거가 있어야 장기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연구개발활동 관리는 각 국가 고유의 역사

적·제도적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혁신활동과 상호작용하는 대·

내외 환경요소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들은 혁신 시스템의 설계를 하나의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에는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조정 기능강화, 관련 부처 간의 연계 및 통합

제고, 사회적 수요 반영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전적인 과학기술 행정

시스템을 넘어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관

점에서 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지속적

으로 논의되고 있다(OECD, 2005; Arnold, 2004; Edler el al., 2003; 성

지은과 송위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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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에서는 꾸준히 제기되는 주장은 시스템 전체에 걸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스템이론에 기반

한 혁신시스템론은 Lundvall(1992)이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이라는 저술을 통해 이론화 하였는데 R&D 협력을 연구주체, 기초과

학 인프라, 그리고 광범위한 제도와 환경의 상호학습적 과정으로서

파악한다.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와

상호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이후 구체적으로는

산-학-연-정부 연계시스템라는 삼중나선모형(Triple helix model)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관리해야한다는 주장(Etzowitz and Leydesdorff,

2000)도 제시된다.

과학기술분야의 특성과 혁신시스템 논의에서 다양성이 강조되는

것은 상기의 배경과 함께 다양성의 관리가 문제해결과 성과관리에 있

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다양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과 이

론은 관측 가능한 인구통계학적, 외적 차이로 다양성을 측정하고 주

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평등고용기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혹은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논의에서

차이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후, 현대사회 구조

의 복잡성과 연계성이 증가하면서 다양성을 인식하는 기준 역시 다각

화되고 다양성을 여러 차원에 걸쳐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성

논의의 확장은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가에 대하여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된다. 단지 차별 배제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함이 아

니라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집단내 창의성을 보존·제고하며

이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성 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진

것이다. 과학기술분야는 그 특성상 연구개발 활동의 기본적인 성격이

문제해결 활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확장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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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의 특성 및 R&D혁신 시스템 구축으로의 정책변화

와 관련 있는 다양성 논의를 들여다보면 R&D 혁신 시스템에서 다양

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심적인 배경에는 연구개발 활동

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R&D활동의 특성상 연구개발이 성공

할지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에 서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 활동 파트너와의 협력이 실패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 속에서 시너지

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최근 대두되는 지식 생태계적 관점에

있어서도 지식인 혹은 지식집단의 다양성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지식

생산 주체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Thomson, 2007)는 주

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다양성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성원들

사이의 시너지효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생산

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임희정, 2010). 조직론에서 주로 다루는 인

적 구성원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여러 기관이 다양하

게 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력 및 예산의 낭비,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존재로 인한 신규서비스 등장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

생할 수 있다(김동욱 외, 2007)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렇듯 과학기술정책 논의에서 국가 혁신 시스템과 시스템내 혁

신 주체간의 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외부의 환경변화 대응과 창의

적 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조직내의 다양성 관리, 지식생태계의 확립

을 위한 다양성의 확보 등의 이론과 논의가 다수 제시되고 있으나, 실

무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R&D투자 원칙에 대한 근

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실증 연구는 이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혁신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 대부분이 문헌분석과 사례비교에 초

점을 맞추고 있고, 앞서 강조한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과학기술정책 수단의 효과, 상호 작용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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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경험적 증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실증

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피상적인 수

준에 머물러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측정 가능한 측면

에서 R&D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와 분석

의 제시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책 수단으로서 R&D 혁신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가 R&D 성

과를 제고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그 특성상 정책 설계 및 투

자의 성과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장기적이며

총체적인 정책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원칙론적 근거를 형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혁신 시스템 구조에 대한 실증 분석적인 연구결과

는 정부의 R&D 정책 수립, 특히 예산의 배분방향이나 조정과정에 대

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여 실제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과학기술정책에서 두드러지게 추구

하는 R&D 혁신 시스템의 구조적 다양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우리

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R&D 혁신 제체속의 다양성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 그 정도를 측정하고, 이것이 실제로 R&D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

업에서 R&D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정

부연구비 총액과 증감의 정도를 주요한 설명변수로 파악하고 투입대

비 성과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바(박석종 외, 2010; 심우중과 김은실, 2010; 조윤애 외, 2005; 김

병근 외, 2011), 본 연구는 성과 영향요인을 자원의 투입 관점이 아니

라 R&D 혁신 시스템의 구조로 인식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

에서 차별점이 명확하다.

국가 R&D사업과 성과에 대한 정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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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에 관한법률 제7조, 제12조 등에 의거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KISTEP)이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시행하며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으나 2012년까지 이 정보

가 집적된 형태로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 자

료를 활용한 분석의 수가 적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8

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를 통하여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

설과 장비,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포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2012년에는 공개정보의 범위

가 확대되고, 2015년부터 가상컴퓨터 접속을 통하여 원시데이터 분

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6년 기준 NTIS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

는 2002년부터의 국가연구개발 과제 전수를 포함하고 있어 과제 정보

약 50.7만 과제, 성과 정보가 약 423.2만 건에 달하는 바, 동 자료는

한국의 국가 R&D 투자 및 R&D활동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방

대한 분석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자료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료 분석을 위한 정보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높은 점 등으로 이를 분

석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방대하게 구축

된 자료를 통하여 총괄적인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

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국가 과학기술력 증진과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증대를

위한 더 효과적인 R&D 혁신 시스템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그것

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근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

발한다. 특히, 연구개발투자는 시장실패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분야이

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혁신시스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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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개념과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이론의 영역이 방대하고 혁신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논의 역시 다양하여 연구의 문제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국가혁신시스템 논의에서 중심을 이루는 개념

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자 하였다.

1절 연구의 배경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가 혁신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이 바로

R&D 혁신시스템내의 다양성 확대를 통한 협력과 상호작용 증진이다.

과학기술정책이 중앙정부라는 단일행위자의 계획과 주도로 이루어지

던 것을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및 산업계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지식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복잡화, 세분화, 융합화, 국제화를 특징으로 하는 R&D 활동의

진화를 중앙정부가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고 정보가 많은 여러 행위자들을 참여시키고 협력하는 형

태로 혁신시스템을 이루어야 한다는 담론이 이러한 주장의 주된 배경

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문제로서, 과학기술정책에서

연구주체 다양성의 정도가 궁극적으로 R&D 성과를 산출하는 데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별해 보고자 한다. 다양성의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R&D 활동의 성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경로를 통

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

양성 및 다양성의 관리, 협력과 지식의 파급효과와 관련된 이론을 검

토하였으며 실증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파악하고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상 본 연구가 제기하고 풀어나가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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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수단적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 혁신 시스템

측면의 시사점, 그리고 그것의 실용적 적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산출성과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혁신시스템 이론에서 강조하는

R&D 협력체계의 구조적 특성 가운데 다양성의 유형과 강도가 과연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의 산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별한다. 이

를 통해 더 다양한 연구주체를 포괄하는 R&D 혁신 시스템이 과연 연

구성과를 산출하는데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

를 제시하고,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1-1> 연구의 문제

Ÿ 과학기술연구의 정책적 흐름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Ÿ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설정의 이론적 근거는 어떤 것들이 제시되었나?

Ÿ R&D혁신 시스템의 다양성 추구에 관한 논의는 무엇이 있는가?

Ÿ R&D 혁신 시스템의 다양성은 어떻게 측정해야 할 것인가?

Ÿ R&D 시스템에서 다양성이 강화되면 해당 분야 혹은 기술의 정체적

인 연구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Ÿ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

Ÿ R&D 시스템을 통해 산출되는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성과

협력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주로 이론적 논의와 주장으로 주도된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축 방향에 대하여 종단적․횡단적 자료에 근거

한 실증분석을 통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정책

에 대한 거시적 방향성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 및 산업계를 포

괄하는 R&D 혁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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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대한다.

이하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2장에서는 동 연구의

근간이 된 기존 이론적 논의와 실증 연구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3장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과 분석 데이터의 출처, 형태 및 구조 등에 대해 설명하였

고,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가설검증의 결과에 대해 기술한

다. 마지막 5장에서는 논문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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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이론적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과학기술정책에서 정책 수단으로서 연구

개발 주체들 간의 연계와 상호협력이 강조되고 혁신시스템의 다양성

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R&D 혁신 시스템내 다양성의 유

형과 정도가 R&D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

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다양성

의 개념과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성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고, 다양성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무엇이 있

었는지를 짚어보았다. 이와 함께 다양성과 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하

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기존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분석

의 결과와 분석방법론 역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구체화하여 설정하고 적합한 분석모형과 자료의 형태를 함께 고찰하

였다.

제 1 절 R&D 혁신 시스템과 다양성에 관한 이론

1. 다양성의 개념과 다양성 관리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인구통계학연구가 이루어진 이래로 폭 넓

게 사용되어오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연령, 성별, 장애

유무, 언어 등과 같이 쉽게 관찰 가능한 개인의 사회적 범주 특성을

먼저 논의하기 시작했다(Williams & O'Reilly, 1998). 이후 점차 다양

성의 기준과 범주에 대한 논의는 확장되어(Thomas, 1990; Slack,

1997; Mathews, 1998), Gardenswartz et al.(2010)는 다양성의 종합적



- 12 -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성의 4개 층위 모형(four layers of

diversity)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양성은 개인적 차원, 내적 차원. 외

적 차원 및 조직적 차원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개인적 차원에는 개인의 성격, 가치, 믿음과 같은 요소가 내적차원에

는 나이와 성, 민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다양성의 기준이 된

다. 외적 차원으로는 사회에서 개인이 활동하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득, 취미, 종교 등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조직적 차원에서는 직종,

직급, 근속기간 등이 그 기준이 된다.

다양성은 상기와 같이 여러 차원과 기준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

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더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존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다양성을

관리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다양성 관리에서는

성별, 인종,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기회 및 를 주

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평등고용기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등에 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Pitts, 2009, 2006;

Thomas, 1990). 그러나 이후, 다양성을 여러 차원에 걸쳐 다양한 기

준을 통하여 파악하고 분류하게 되면서 다양성을 단지 소외된 특정

집단을 보호하거나 규범적 당위성을 위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든 집단구성원의 기여를 이끌어 내고, 이

를 통해 조직차원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었다. Slack(1997)은 전방위다양성(full spectrum diversity)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개인들의 독특한 배경(unique

background)과 무형의 통찰력(intangible insights)을 통하여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Adler(2002)는 다문화적 인적구성

을 가진 조직은 문화적 시너지로 인해 단일적인 구성을 가진 조직보

다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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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성과 관리 및 문제해결능력 증진의 효

과를 얻기 위한 다양성 관리 논의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도 이어지게 되었다. 과학기술분야는 1) 변화하는 산업 및 기

술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탐

구 등의 측면에서도 2) 실험 및 개발 등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근간에 두고 있으며 3)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국가들의 주요한 정

책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시스템내의

다양성 관리와 관련있는 논의들을 거버넌스적 관점, 조직론적 관점,

그리고 최근 제시되고 있는 지식생태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2. 거버넌스와 다양성 논의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은 비배재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

(non-rivalry)이 높아 연구성과에 대해 재산권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민간의 효율적인 투자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Nelson, 1959;

Arrow, 1962). 따라서 정부가 이들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에 따라, 초기의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개발 환경은 훨씬 복잡한 연구주제들을 다루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융합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상황이 되어 국가 주도적 거

버넌스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이 중앙

정부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지방정부, 기업, 대학, 시민사회 등이 참여

하고 여러 참여자가 함께 결정하고 실행하며 여러 층위에서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고 참여자간 유기적인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점점 더 많은 수의 다양한 행위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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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비정부 행위자 포함)가 R&D 정책의 기금 조성, 조직 및 시

행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된다(Kuhlmann, 2001; Kuhlmann

and Edler, 2003).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시스템에서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흐름은 다양성 이론(diversity theory)에서 전통적으

로 강조되었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와도 맥락의

유사함이 존재한다. 대표관료제는 행정부의 인적 구성이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여,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으로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Kingsley(1944)는 이를 사회 내의 지배적인 세력들을 그대로 반영하

도록 구성된 관료제라고 정의하고, 행정적 정책결정(administrative

decision-making)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을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을 대표하게끔 구성함으로써 그들의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과학기술분야 거버넌스 참여의 다양성

측면에서 적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와 과학기술의 수요자

및 수혜자, 연구비의 투자자 등 다양한 입장의 행위자들을 혁신시스

템에 포함하여 정책결정에 있어 다양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

이다. 참여적 거버넌스의 연장선에서 과학 기술과 관련된 쟁점에도

대중의 참여가 확대되어야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데, 특히 역사적인

민감성이 있거나 위험의 요소가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일

수록 사회 통합 및 비용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Jacob, 2005).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는 단지 국가내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

제적인 수준의 행위자를 포함하고 다국가적 협력의 형태 등으로도 이

루어진다. 그러므로 의사결정 역시 다양한 여러 가지 층위에서 이루

어지는데 주(state) 또는 지역, 국가, 상위국가 협력체(예, EU) 및 국

제 수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Shapira, et al., 2001; Perry and

May, 2007; Langfeldt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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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론적 관점에서의 다양성 논의

창의성 연구와 성과연구에서 다양성 논의가 다루어지면서, 조직

내 다양성 연구 역시 중요한 주제로 논의를 형성하고 있다. 조직 관점

에서의 다양성 논의는 기업의 인력조직 다양성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

는데 주로 다양성의 존재가 조직에 가져오는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조직 내에 연령, 근속연수, 성별, 인종, 종교, 지역 등 인구통

계학적 특성이 다른 개인들의 구성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집중

한 초기의 연구(Pfeffer, 1983; Schneider, B., 1987; Jackson et al.,

1991)들은 조직구성원간의 유사성과 동질성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이

직률 등 조직이 구성되고 해체되는 것과 관련한 해석을 주로 시도하

였다.

이후에는 경영학을 중심으로 조직내 다양성이 주로 기업의 성과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많아졌다. 대표

적으로 Leiblein and Miller(2003)은 기업 조직내 다양성을 자원기반

이론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조직 내 다양성을 다른기업과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원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관점은 조직내 다양성이 발생하게되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상황적응 이론

(Contingency Theory)가 제시되었다. 기업 외부의 환경요인들에 대

한 대응과 전략의 측면에서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

석과 논의가 이루어졌다(Richard and Johnson, 1999; Dwyer et al,,

2003). 따라서 조직론적 다양성 논의의 흐름에서도 결국 조직 내부 요

인과 다양성에 한정되기 보다는 조직 외부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 발전하게 된다(Williams and O’Reilly, 1998;

박종혁과 권석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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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적 관점에서 다양성을 다룬 실증연구들은 먼저 사회 범주

적(Social Categorical) 다양성 및 과업관련(task-related)다양성의 효

과를 다루기 시작했다. 사회 범주적 다양성 측면 연구로는 성별 다양

성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Dwyer et al., 2003),

구성원들의 연령이 다양할 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Judge and

Ferris, 1993) 등이 있고 과업관련 다양성으로는 전공(major)다양성이

나 교육수준 다양성에 따라 기업의 전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Cox and Mcleod, 1991; Keck, 1997; Horwitz and Horwiz, 2007)

등이 분석되었다. 이후, West(2002)는 집단의 지식 다양성과 스킬이

창의성과 실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Ancona and Caldwell(1992)는 다양성과 혁신과의 관계에서, 구성원

특성의 인지적 다양성이 창의성과 혁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상기의 조직론적 다양성 논의 흐름과 다양성과 성과, 창의성, 혁

신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되면서 조직의 다양성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창의성이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역량이고 이 창의성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성 있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논리가 제기된다.

4. 지식생태계와 다양성 논의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 개발은 기관이나, 연구 부문, 대학이나

기업과 같은 연구 주체 유형 및 국가 간의 협력과 지식 교환이 증가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개인 연구자, 연구 팀, 연구소, 기업

또는 기타 조직 등 개별 행위자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의 정

책 과는 달리 네트워크, 클러스터 및 기타 형태의 공동 작업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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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Doern and

Stoney, 2009). 이에 따라,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적합한 산학연 협력

시스템 및 인력의 육성, 금융시스템의 설계 등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되

고 있다. 유망 기술을 개발하는 각 개별 연구활동보다는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촉진될 수 있는 시스템인 혁신생태계 형성이 주요한 정책

목표가 되는 것이다(Gibbons, 2001).

현대에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복합적지식이 필요하며, 지식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interdisciplinary) 연구와 또는 다양한 연구주체사이의 통섭(統攝,

consilience)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생산된 지식은 다른

지식탐구과정 및 사회문제해결, 정책집행에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새

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순환적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특성이 생

태계의 구성요소들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거

듭하면서 진화하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식생태계라는 관점

이 등장하였다(Pór, 2000). 지식생태계적 관점에서는 지식을 생산하는

지식인 혹은 지식집단의 다양성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지식 생산 주

체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식생태계를 구

성하는 지식인과 집단 간의 지식 교류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충족될

때, 변화하는 환경에 결맞는 다양한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다

는 주장이다. 이렇게 지식생태계 내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지식소유

집단은 서로 경쟁과 협력관계를 맺으며 지식의 생산, 유통, 활용을 거

쳐 지식의 고도화를 이룬다(Thomson, 2007).

지식생태계의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국가

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성이 강조된다. 기술진보는 경쟁과 연구개발의

다양성에 의하여 제고되기도 하는데 경로의존성과 고착효과로 인해

연구수행자는 기존 연구개발 패턴에 얽매이기 쉽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구개발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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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조현대 외, 2015). 이렇게 지식 생태계에 대한 이론은 지식 관리

(knowledge management)에 초점을 맞추어 진화적인 협업 네트워크

를 통해 의사 결정과 혁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생

태계 내의 혁신주체들 사이 지적 상호 작용의 동적 진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hrivastava; 1998, Bray; 2007). 이에 현대사회는 빠

르게 지식 전략이 변화해야하는 환경으로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적 관리와 지시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가 조직

(self-organization)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에 더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대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적합한 지식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마치 생태계내에서

생물체들이 환경에 대하여 적응, 진화를 이루는 것과 같이, 지시

(direction)가 아니라 기능적인 지식생태계의 구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시스템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논의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혁신주체가 다양하게 연구활동에 참여해

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유사한 개념으로서 집단지성(CI,

collective intelligence) 이론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개인들의 공동 작

업, 집단적 노력 및 경쟁에서 비롯된 공유가 합의 의사 결정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제시된다.

제 2 절 다양성과 협력에 관한 이론

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학기술분야에서 혁신시스템을 구축

하고 이때, 다양성을 추구해야한다는 논의는 ①복잡한 상황을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주체들이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②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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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체로 이루어진 조직이 외부의 환경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③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긍적적인 효과로

지식 창출을 촉진하고 지식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바

탕이 된다. 이러한 논리적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①서로 다른 정보

를 가진 주체들이 함께 결정을 내려야 더 현명한 문제해결이 가능하

다고 본다는 점, ②다양성을 확보한 조직구성원들이 협력적이어야 창

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는 점, 그리고 ③지식인 및 지식집

단 사이의 지식의 창출 및 흐름에 협력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과학기술분야의 다양성 추구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개

인 및 집단 사이의 협력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다양성 추구의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

는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자원기반관점 논의

R&D 협력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연구조직이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획득, 교류 및 활용을 위해서 맺어진 특수 관계로 정의할 수 있

다(Hagedoorn and Schakenraad, 1994). R&D 협력은 왜 일어나는가?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과학기술분야의

특성과 자원의 부족이다. 기술개발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행위가 성공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투자를 하여도 기술개발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종종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학술적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된 기

술이 상품화 되는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시장에 제품

으로 출시된 이후에도 기대한 효과를 모두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

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술혁신을 시도하기 어려운

허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상 기술과 시장의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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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이 크게 존재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분담할 수 있고 자원의 보

완성이 존재한다면 당사자들간 협력을 통해 자원을 상호 공동으로 활

용함으로써 위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Becker and

Dietz, 2004; Miotti and Sachwald, 2003; Tether, 2002).즉, 단독으로

R&D를 수행하기에는 불안정한 외부요인이 작용하므로 협력을 통해

R&D자원을 상호 교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의 연구협력에 대한 논의에서는 주로 연구협력을 통

해 서로가 가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한다.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달성할 수 없었던 규모의 경제를 협력을

통해 달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

용한다는 것이다(Becker and Dietz, 2004). 기술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다른 산업 군에 속한 기업에 비

해 더 많은 연구협력을 맺게 된다(Bayona, et al., 2001). 기술개발 단

계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연구협력을 통해 외부로

부터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다(Fritsch and Lukas, 2001).

R&D 협력을 기업, 대학 등 둘 이상의 연구개발수행주체들이 상

호간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기술적 지식을 구체

화하고 결과물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자원기반이론은

R&D 협력의 파트너 선택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예를 들어, 연구협

력이 비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된다면 비슷한 자원을

가진 상대와 협력하게 되고, 반면에 어떤 연구주체가 보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R&D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다면 부족한 기술 자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대와 협력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Miotti and Sachwald, 2003).



- 21 -

2. 거래비용이론

R&D 협력에는 긍정적인 효과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협력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연구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을 통제하고 모

니터링을 하는데 드는 비용, 협력 당사자간 계약에 따르는 비용, 그리

고 혁신 이후에 협력 파트너 중 일부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비용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Pisano,

1990; Hennart, 1988). 연구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보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지식의 양이 많은 경우, 파트너간 신뢰가 형성되

지 않고 서로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만들어져 연구협력 자체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Belderbos et al., 2004a; Busom and

Fernández-Ribas, 2008; Fritsch and Lukas, 2001).

이렇듯 거래비용이론에서는 R&D 협력을 기술적 지식의 생산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혼합된 형태의 조직(hybrid form of

organization)으로 설명하면서, 제한된 합리성의 한계내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회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거래의 안정성을 얻기

위하여 라이센스, 공동연구와 같은 기업간 기술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Williamson, 1985). 따라서 계약을 맺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리고 혁신활동 이후의 성과를 사이에 두고 기업들 사이에서 기회주

의적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 등에 대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에 기술협력을 수행한다고 본다(장금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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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이론

그렇다면 개별 혁신주체나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회적 관

점에서도 R&D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R&D 협력이 국가적 차

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

여, Lundvall과 Nelson을 포함하는 슘페터 학파의 학자들은 국가혁신

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혁신 시

스템의 차이가 각 국가의 혁신 성과의 차이를 낳고, 그것이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스템이론에 기반한

혁신시스템론은 Lundvall(1992)이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라는 저술을 통해 이론화 하였는데 R&D협력을 기업, 기초과학 인프

라, 기업내부 부서간, 기업간, 그리고 광범위한 제도 및 환경의 상호학

습적 과정으로서 파악한다. 이후, 다양한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와 상

호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산-학-연-정부 연계시스

템라는 삼중나선모형(Triple helix model)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관리

해야한다는 주장도 Etzowitz and Leydesdorff(2000)를 통하여 제시되

게 된다.

전통적으로 과학기술혁신 주기(cycle)는 기초연구-응용-기술개

발 단계로 구분된다. 기술혁신의 선형모델(linear model)은 연구(과

학) → 개발(기술) → 경제·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지식 흐름의 일방향

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위계를 설정하는 것

이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은 주로 기초연구를 맡고 기업은 응용과 기

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선형모델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상호작용모

델(chain-linked model)이 등장하기 시작했다(Kline and Rosenberg,

1987). 연구와 과학 활동에 많은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었지만 그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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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만족할만한 경제적 성과가 얻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의 혁신 활동은 근본적으로 기초-응용-기술개발 간의 단계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에서도

기술 발전 및 도입이 선형 발전 접근이 아니라 시스템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 학습과 혁신 이론 사

이에 보다 상호 작용적인 프로세스의 개발을 가져오고 있다(Mytelka

and Smith, 2002). 송위진(2012)은 이를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진화로

명명하고 세대를 나누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고 아직 개발시

대의 모델에 따라 정책이 형성·집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타

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 2-1>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변화

구 분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혁신 관점 선형적 시스템적 시스템적

정책목표 경제성장 경제성장
경제성장, 삶의 질 향

상, 지속가능성

정책영역 부문정책 다부문 관련 정책 다부문 관련 정책

정책의주요

관심영역

Ÿ 과학(지식) 및 기

술 발전

Ÿ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Ÿ 혁신 친화적 고용

및 금융정책

Ÿ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혁

신정책

Ÿ 환경,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통합

정책 주체 과학기술계 과학기술계 및 경제계
과학기술계, 경제계,

사용자 및 시민사회

자료 : 송위진, 2012, pp 1. 재구성

R&D와 혁신에 대한 선형적인 접근에서 시스템적 접근으로의 전

환은 개개의 연구 개발 주체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새로운 또는 강력한 연결을 개발하려는 시도로 정책 수단을 변

화시키고 있다. 대학과 산업계의 연계 및 다양한 형태의 협력 촉진,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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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4. 산업조직론적 논의

기술의 축적과 활용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인으로 인식하는 내

생정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서는 지식의 창출과 파

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externalities)에 주목한다. 연구개발의

외부효과 혹은 파급효과(R&D spillovers)에 대한 논의는 연구개발의

결과를 직접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 당사자 기업이 독점적으로 전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연구개발의 지적재산은 기술

이 적용된 제품을 통하여 타기업과 산업, 타 국가로 전파되거나 발표

된 논문, 연구개발자등의 이동 등에 의하여도 파급될 수 있다

(Griliches, 1991).

d’Aspremont and Jacquemin(1988)은 연구개발의 외부성이 상당

히 크다면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기업은 R&D단계에서 상호 협력

함으로써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R&D투자를 증

대시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임으로써 R&D 외부성과 R&D협력에

관한 연구들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Branstetter and

Sakakibara(1998)는 협력을 통하여 결과의 지식재산을 내부화하고,

정부의 공공연구개발투자, 산학협력 등을 통하여 R&D 외부성과 관련

한 시장실패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즉, 다양한 형태의 R&D 협

력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 함으로써 R&D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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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양성, 협력과 R&D 성과에 관한 연구

다양성과 성과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기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 차원의 다양성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물을

산출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가 어떤 매커니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양성과

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가운데 다수는 서로 다른 배경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도출이 가능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창의성,

문제해결능력에 집중하여, 다양성과 성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실증한 연구들이다(Wright and McMahan, 1992;

Richard, 2000; Wu et al., 2010; Ali, Kulik, and Metz, 2011). 반면, 다

양성이 갖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 연구도 역시 다수 존재한다. 인력

의 다양성이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조직의 성과

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Jackson et al.,

1991; Ancona and Caldwell, 1992; Jackson and Joshi, 2004; De

Clercq, Thongpapanl, and Dimov, 2009). 본 절에서는 특히 혁신활동

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더 나아가 혁신시스템 단위 내의 다

양성이 연구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연구성과의 정의와 측정

연구성과는 어떻게 분류하여 측정할 것인가? R&D성과 또는 연

구성과의 개념은 활용목적, 범위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R&D성과의 개념을 상

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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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들의 추진결과로 발생한 사업성과는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

추진 주체 등에 따라 중요시되는 성과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성

과의 측정방법 또한 다양하다.

R&D 성과의 개념은 주로 성과측정 방법론 연구 또는 평가시스

템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데 성과의 개념, 측정지표

및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결과들이 제시된다. R&D 결과물과 R&D

성과물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기도 하고 R&D로 인한 사회경

제적 파급효과 같은 간접성과도 직접성과로 오용되기도 한다(원동규

외,2005).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추진목적은 연구성과의 확

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성과항목을

중시하게 된다. 이에 R&D성과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

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합의되어 사용하는 R&D성과 역시 주로 논

문 건수와, 특허 건수이다(황석원 외, 2008; 권명화 외, 2009; 박정희

외, 2010; 박석종 외, 2011; 염명배 외, 2011 등 다수). 이에 반해 민간

부문의 R&D의 추진목적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이익 창출

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화 성공률이나 기술적 노하우 등과 같은 성과

항목을 중요시 하게 된다. 하지만 기술적 노하우 등은 수치로 계량화

하여 정보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단위로 하여 조직구

조와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연구한 논문들은 주로 특허의 수,

특허의 인용횟수 등을 성과로 간주하고 있다(Arora et al., 2011;

Argyers and Silverman, 2004).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

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2005년

12월)를 제정하였는데, 동 법률에 따르면 연구성과는 “연구개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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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 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OECD는 연구개발의 유형을 기초연구(basic research), 응용연구

(applied research), 개발연구(experimental development)로 분류하고

있는데(OECD, 2002), 기초연구는 일차적으로 관측 가능한 사실의 기

초가 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행하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활동으로서 실제적 응용은 고려하지 않은 연구를 말하며,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가 기초연구에 집중하는 학문적 특성을 갖는다. 응용연구

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창조적 연구 활동으

로 기초연구에서 습득된 지식을 특정한 실제 기술로서 응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며 주로 공학분야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개발연구는 연구 또는 실제의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기존의 지식을 이

용하여 새로운 공정,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기술

의 본질적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장진규, 2001; 장금영,

2010).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OECD의 연구유형의 분류를 따라 연구과제의 단계를 나

누고 있다.

장진규(2001)는 기초연구의 경우 성과가 논문으로 많이 나타나

고, 응용연구의 경우는 주로 특허로 많이 나타나고 개발연구의 성과

는 주로 노하우로 남는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

로 장금영(2010)은 기업 및 연구소가 주관기관인 경우는 특허차원의

성과가 높고,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논문이 성과가 높다고 가설

을 설정하였다. 한편, Argyers & Silverman(2004)는 특허의 수, 특허

의 인용횟수, 특허의 피인용 횟수를 연구의 성과로 규정하여 파악하

며, Arora et al.(2011)는 특허의 수, 특허의 인용횟수, 특허의 피인용

횟수, 매출액, 수익 등을 성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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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R&D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요인으로는 먼저 R&D투자가 있다. 주로 투입된 연구비나 자원에 비

하여 어떻게 연구성과 산출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므로서 정책, 조직,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제시되었다(Lee, Park and Choi,

2009; 고민수와 이덕주, 2001; Mansfield, 1988). 더하여, R&D 투자대

비 성과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Rothwell and Dodgson, 1994), 산업의

구조에 따라(Schumpeter, 1942; 강명헌, 1994), 기술협력에 따라

(Lundvall, 1992; d’Aspremont and Jacquemin, 1988), 주인-대리인간

의 지분구조에 따라(David, Hitt and Gimeno, 2001; Lee and O’Neill,

2003) 달라진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국내연구

에서는 주로 연구사업을 재원에 따라 공공 연구개발 투자와 민간 투

자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효율성, 생산성 및 경제효과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연구는 제시된 바가 다수 존재한다(오세홍 외,

2001; 정수관 외, 2012; 김성태 외, 2011). 조직적 관점에서 R&D 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그 분석대상을 주로

기업으로 하면서, 조직문화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거나

(이선규 외, 2011), 조직들 간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R&D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장금영, 20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R&D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

구를 살펴보면, 심우중 외(2010)은 R&D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정부연구비의 증감, 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수행주체별, 경제사회목적

별, 협력형태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이는 각 요인별 정부

연구비에 따라 성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이지만, 연구수행주체와 협력형태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때문에 R&D협력 또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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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성과 협력, R&D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 논의에서 총체적 차원의 R&D 협력이 R&D 연구

성과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다수의 연구들은 R&D협력이 R&D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 이들은 주로 R&D 협력이 일어나기 좋은 산업

혹은 시장, 기술분야의 특성이 기업들의 R&D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ickne(2006)은 바이오 및 의약 기업을

과학기반기업으로 정의하여, 이를 대상으로 협력과 기업성과 간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반기업의 다양한 협력관계가 기업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김동욱 외

(2007)은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행정기관 간 경쟁이 존재하는 환경을

분석하면서 산업전략에 있어 여러부처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창의

적 아이디어나 혁신의 촉매제 역할 가능성등 긍정적 측면이 있을수

있으나 인력 및 예산의 낭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재로 인한 신규

서비스 등장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한 바도 있다.

국내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협력과 R&D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도 제시되었다. 오준병(2006)은 우리나라의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비용의 분담보다는 기술보완 및 우수기술 확보가 주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서베이를 통하여 밝히고 이에 따라 과제의 전략적 중요

성, 기술의 상업화 용이성, 과제의 성공가능성이 높을수록 과제의 성

공가능성이 높다고 논의하였다. 이는 협력의 요인에 대한 자원기반이

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동시에 연구개발조직은 중

앙집중적으로 운영될수록 오히려 과제성공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제시했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거버넌스적 다양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도 시사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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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추찬미와 윤지웅(2017)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출원된

3,704건의 특허 데이터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공공기관이 협력을 하

는 주체(기업, 대학, 타 공공기관, 연구기관)가 다양하면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출되는 특허의 기술 분야가 다양해 진다는 것을 실증하고

정책적으로, 협력의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다양성과 성과의 질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 4절 가설의 설정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행정 관료와 일부 소수 전문가

를 중심으로 폐쇄적, 하향적(top-down)으로 추진·집행되어 왔다. 특

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은 하드웨어적인 과학기술 중심이

면서 연구개발 주체의 육성과 자원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어서 통치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혁신 주체인 기업 부문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

고, 과학자들의 상향적이며 권한 위임적인(bottom-up and

empowering) 역할분담 시스템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

이 2000년대 이후로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참여와 협력을 도

입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은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R&D활동에서의 다양성 강화는 연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은 전문가들의 의

견개진과 참여가 확대되고 혁신 주체들 간의 연계가 다각화되어 궁극

적으로는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국가차원

에서 혁신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혁신을 위한 협력과 성과와

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실증연구를 관통하는 논의를 종합하면, R&D

혁신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양한 혁신 주체들간 연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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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보완, 지식의 파급효과 등을 달성함으로써 총체적인 기술의

발전과 연구성과의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것이 실증적으로 지

지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1. 양적 연구성과에 대한 혁신시스템 다양성의 효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2014.12)에서는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8대 성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성

과에는 논문, 특허, 보고서, 연구시설 및 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

원 (신품종 포함), 화합물,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연구개발사

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성과들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1차적 성과인 산출(outputs) 성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것

으로는 논문(Paper)과 특허(Patent)이다. 전자는 연구과정에서 창출되

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모든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이

라는 점에서 학문적 개념의 성과로 인정되며, 후자는 지식의 활용도

및 기술적 달성, 독창성에 대한 법률적 권리 및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성과이다. 두 종류의 성과 모두 건수로

서 성과의 양적인 정도를 정량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시스템의 다양성이 증가하면 두 성과의 양적 측면에서의 산출 역

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가설을 상정하였다.

[가설 1] 혁신 시스템내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할수록, R&D활동의

양적 성과가 더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R&D 혁신 시스템속의 다양성의 구조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과학기술분야에는 다양한

기술과 연구분야가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떤 기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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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주제연구냐에 따라 산출되는 연구는 그 성과의 유형과 양, 연

구성과가 산출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따라서 [가설 1]을 다음과 같은 하위 가설로 세분화 하여 검증한

다.

<가설 1-1>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

일수록 양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기술일수록 양적 연구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3>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분야에서 양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4>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분야에서 양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5>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기관에서 양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2. 질적 연구성과에 대한 혁신시스템 다양성의 효과

한편,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양적 성과 증가에 비해 질적 수

준이 높은 성과와 그 활용실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양적 성과가 강조되는 연구개발활동 평가로 인하여 연구개발주체들

이 도전적인 R&D를 수행하기보다는 양적 성과목표를 보여주기 식으

로 채우는 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구의 성과를 단지 양

적으로만 목표달성도를 점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를 강조하기 시작했으

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문화 확산을 통한 우수성과 창출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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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조현대, 2015). 그런데 연구성

과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에 대하여는 일치된

기준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연구개발의 과정상에 나타난 성과 와 결

과물로 내어 놓은 최종 산출물의 수준이 연구개발의 질이 될 것이지

만 질을 정량화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며,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연구개발의 유형이 있고 이러한 연구개발의 유형에 따라 발생

하는 과정과 최종 산출물이 다르므로 그 질 또한 다르게 되기 때문이

다.

본 연구의 [가설 1]에서는 두 가지 정량화가 가능한 연구성과로

서 논문과 특허를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앞서 논한 ‘질적 수준이 높은’ 성과 역시 크게 이 두 가지 성

과의 유형에서 판단하고자 하였다. 성과유형 가운데 먼저 논문의 경

우에는 기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의미하는

SCI급 논문의 산출량과 SCI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IF·Impact Factor)

를 고려하여 질적 측면에서의 논문 성과를 계량화하였다. 성과중 지

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특허와 국제특허를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라고 판단하였다. 출원된 특허가 특허청의 심사를 받은 후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이 '등록특허'이며 따라서 등록특허의 지위를 획득한 지

식재산권은 단지 출원된 특허에 비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라

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은 특허인 경우에는 시

장 확보성을 위해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바, 국제특허의 경우

에도 질적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권 성과로 판단하였다.

혁신시스템내의 다양성이 상기 논문과 특허 질적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분석

을 통해 검증하였다.

[가설 2] 혁신 시스템내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할수록, R&D활동의

질적 성과가 더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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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

일수록 질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기술일수록 질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3>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분야에서 질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4>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 분야에서 질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5>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기관에서 질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3. 종합적 연구성과에 대한 혁신시스템 다양성의 효과

[가설 1]과 [가설 2]를 통하여 연구성과를 양적 및 질적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혁신시스템의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먼저 판

단해 본 뒤에는, 종합적인 연구성과에 있어서 국가혁신시스템 내의

다양성 추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양적

성과 및 질적성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측면만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두 측면이 또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연구개발 활동

의 경우, 그 특성상 먼저 연관 기술과 분야에서 양적으로 많은 연구성

과의 산출이 바탕이 되어 질적으로 우수하고 활용도가 높은 성과가

창출되는 흐름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역시 정

량적인 성과 및 정성적인 성과평가를 둘 다 시행하고 있다. 다만, 어

떻게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모두 반영한 종합적인 성과평가 방식을

확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제안이 존재한다(박지현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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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007). 본 연구에서는 논문과 특허의 양적 및 질적 측면의 연구성

과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성과 지표를 설계하고, 이러

한 방법을 통하여 측정된 종합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영향을 다

시 분석하여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다양성이 전체 연구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판별하고자 하였다. 동 분석을 위하여 설정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혁신 시스템내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할수록, R&D활동의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증가할 것이다.

<가설 2-1>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

일수록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기술일수록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3>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분야에서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4>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 분야에서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5>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기관에서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총체적 관점에서 시스템내 다양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

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한 것은 다수의

선행논의들에서 R&D분야에서 서로 다른 주체들이 협력하고 부족한

자원을 보완함으로써 과제해결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

할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한 것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다양성

의 존재가 R&D 협력과 더 탄탄한 지식생태계의 구축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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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전체 혁신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성과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증

진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기술이나 연구 분야의 성과를 총괄적

으로 해당 기준단위에 소속되는 각 개별 과제의 성과의 합으로 계산

하였다. 즉, 개별 과제 차원에서도 성과의 증진이 있을 때, 전체 합산

된 단위분야의 성과 역시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이에 동 분석 설계의

바탕이 된 논리의 타당성을 좀 더 다층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개별 과제 단위에서 다양성과 R&D 협력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분석하였다. 동 분

석에서 상정한 다양성, 협력 구조 및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 4]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별 과제의 R&D 협력 구조적 특

성의 강화는 R&D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연구주체가 연구비 투자에도 참여하는 과제에서 더 많

은 연구성과가 산출될 것이다.

<가설 4-2> 연구주체의 연구비 투자에도 출자할 때, 그 비율이 더

높은 과제에서 더 많은 연구성과가 산출될 것이다.

<가설 4-3> 연구주체가 아닌 다른 민간 연구 주체의 연구비 투자

도 함께 존재하는 과제에서 더 많은 연구성과가 산출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갖

는다. 첫 번째, 기존의 다양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분석 대상이 주로

기업이나 팀, 혹은 프로젝트 수준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간 연구

가 진행되지 않았던 연구개발의 기술 및 연구분야, 연구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있다. 이는 국가혁신시스템(NIS)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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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을 가늠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더 부합하는 적절한 분석 단

위이다. 두 번째로는, 그간 다양성의 측정과 효과에 대한 접근이 조직

론적 관점에 주로 집중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조직론적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생태계 이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성의 관점

에서 이를 측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개발활

동은 기업의 시장에서의 이윤추구 활동과는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지

식의 창출이라는 활동의 특성상 지식생태계적 관점에서 참여자의 다

양성과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하는 것 분석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일

것이다. 더하여 그간 이론적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

었으나 관련한 실증연구는 그 수가 그에 비하여 턱없이 적었던 점과

최근 R&D 분야내 다양성 증가와 관련한 거번너스의 패러다임의 변

화가 이어지면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추상적, 이론적 주

장만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한 타당성

을 실증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시의성이 있는 연구

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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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정책 논의의 변화

를 살펴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R&D 혁신 시스템

에서 다양성의 유형과 정도가 연구개발 활동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성 및

성과 데이터로부터 기술 및 분야, 연구기관 내에서의 다양성을 각각

측정하고 이것이 해당 기술, 분야 및 기관의 R&D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이는 혁신시스템 안의

다양성 존재유무와 그 정도가 R&D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

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제 1 절 연구모형

먼저, R&D 혁신 시스템을 기술단위와 연구분야 단위로 나누어

파악하고 R&D 혁신 시스템의 구조 속에 연구주체의 다양성이 존재

할 때, 그 다양성의 정도에 따라 전체 기술 및 학문 영역의 연구성과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사업과제별 과제 특성 및 성과

데이터를 가공하여, 크게 2가지 종류의 데이터세트를 먼저 구축하였

다. 첫째로는 미래 유망기술 6T코드 분류에 따른 기술 단위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어 두 번째로는 국가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연구분야 분류기준 가운데 중분류 단위를 기준으로 한 학술분야 단위

의 패널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다. 기술코드의 경우에는 NTIS의 사업

과제 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6T기술에 따라 나누는 기술코드 정보

를 활용하여 과제 정보를 분류·합산하였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NTIS 정보 수합시 연구영역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 대/중/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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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중분류를 따라 과제정보를 합산하였다. 더하여 조직적 관점에

서의 다양성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

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을 단위로 하는 패널 데이터도 함께 구축하였

다. 연구기관 단위는 과제별 연구주체의 이름 정보를 통하여 묶어 패

널형태의 데이터 세트 구축이 가능하였다.

동 자료안에서 R&D 협력 시스템의 다양성은 두가지 측면으로

고려하였다. 기술 혹은 연구분야내에 다양한 연구의 주체들이 존재하

는지와 연구 투자 측면에서도 다양한 투자주체들이 존재하는 지를 구

분하여 성과에 대한 구조적 다양성의 효과를 각각 실증해보았다. 연

구개발 사업의 성과는 개별 과제의 논문과 특허 결과물로서 성과를 1

차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면서 패널단위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성과의 크기는 논문 및 특허 성과를 이용한 지

수(index) 변수를 설계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로 고려하고 포함한 R&D 과제의 개별적 특성은 연구를 수행하

는 총 연구원의 수, 연구비의 규모로 측정되는 과제의 규모,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분류 기준인 기술수명주기와 연구단계, 연구의 시작시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기술의 종류와 학문분야의 종류 그리고

연구기관에 따라 2003년에서 2012년의 기간사이에 착수된 연구과제

들의 총체적인 정보와 그로부터 발생한 성과의 종단-횡단 자료가 모

두 존재하는 패널데이터 세트를 3가지를 확보하고, 연구목적에 부합

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고정효과 패널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패널분석의 틀을 모식화 하면 <그림 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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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기술코드 및 연구분야 중분류단위 패널 분석

본 연구는 주요 설명변수를 R&D 혁신 시스템내 다양성의 유형

과 정도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성을 1) 연구주체의 다양성과

2) 투자주체의 다양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어떤 기술이나 연구분

야에서 수행되는 연구들이 얼마나 다양한 연구주체에 의하여 수행되

고 있는지를 측정한 연구주체의 다양성은 1-연구주체의 집중도 값으

로 산출하였다.

연구주체 집중도는 경제학에서 시장구조내 기업집중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의 구

조를 활용하여 먼저 측정하였다. 허쉬만-허핀달 지수계산식을 이용한

집중도의 산출은 해당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과제중에서 정

부, 공공연구기관(, 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학, 기타 연구주체가

각각 연구주체로서 담당한 과제의 비율의 제곱을 더한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값은 최소값0에서 최대값1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집

중도 값을 1에서 뺀 값은, 범위 0에서 1사이에서 그 값이 높을수록 다

양한 유형의 연구주체에 의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술 혹은 연구분

야임을 의미하게 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투자의 다양성 또한 측

정하였다. 먼저 해당 분야에서 진행된 과제들의 총 연구비에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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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 기타민간 부문 출자연구비가 각각 차지하

는 비율의 제곱을 더한 값으로 연구투자주체의 집중도를 측정하고 1

에서 이 값을 뺀 값으로 투자주체의 다양성 정도를 대리하였다. 변수

의 조작화 및 측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3절에서 추가적으로 정

리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종속변수는 기술 및 연구분야 단위로

묶었을 때의 연구개발의 총 생산성으로서, 이는 해당분류에 속하는

사업과제들에게서 각각 산출되는 논문 및 특허 성과 자료를 통하여

전체 R&D성과 지수(index)를 설계하였다. 논문 및 특허 성과 정보로

설명되는 자료의 변동을 합리적인 하나의 지수값으로 나타내기 위하

여 주성분분석을 먼저 시행한 뒤, 이를 통하여 산출되는 요인적재

(factor loading)값을 계수로 활용한 산술평균 값을 구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

면서, ①데이터의 분석 단위별로 수행된 연구의 평균 단계(기초-응용

-개발)와, ②평균적인 기술수명주기(도입-성장-성숙-쇠퇴-기타) 단

계, ③연도 효과 및 ④연구의 규모 등을 통제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이들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며 모형에 포함,

통제하면서 R&D 협력 시스템내 다양성의 유형 및 강도가 R&D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관계식으로 분석하였다.

상기의 패널 분석을 연구 모형은 아래의 식 (3.1)와 같다.

    
  



   (3.1)

여기에서 는 패널의 자료단위인 기술코드, 중분류, 연구기관을

의미하고, 는 종속변수인 연구성과를 의미한다. 패널분석에서도 연

구성과는 과제에서 발생한 전체 논문 성과, SCI논문성과, 국제논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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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 건수 등을 더한 값으로 지표화하여 사

용하였다.  는 앞서 설명한 내 구조적 다양성으로, 연구주체

의 다양성 및 투자주체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는 통제변수를, 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관찰 불가능한 특징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오차항(error term)을 나타낸다.

한편, 기술코드 단위와 중분류 단위의 패널자료에서는 2가지 설

명변수가 모두 측정 가능하지만 연구기관 단위 패널에서는 연구주체

가 각 단일연구기관이 되므로 연구주체 다양성은 측정할 수 없는 바,

투자주체의 다양성만을 설명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2> 연구의 분석틀: 연구기관 단위 패널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R&D 혁

신 시스템내 다양성의 구조와 ② 사업과제의 개별적 특성 및 3) 과제

의 연구성과, 이렇게 3개의 주요 요소를 분석에 포함하고 있다. 앞선

모형의 분석에서, 과제의 개별적 특성의 총체적 합으로 기술 및 분야

내의 다양성 구조를 측정하고 역시 과제 개별성과의 합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체 성과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다양성의 매커니즘이 다양

한 연구주체들이 같은 기술 및 분야내 존재하는 것이 R&D 협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각 개별 과제들의 성과를 조금씩 증진시키며 따라

서 총체적인 성과도 높아질 것이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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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개별 과

제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성 혹은 협력의 존재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과제 단위의 분석에서는 설명변수를 크게 3가지로 고려하여 분석

을 각각 시행하였다. 첫째로는 사업과제 연구주체의 참여적 특성을

고려하였는데 연구주체 유형을 각각 공공, 기업, 대학, 기타민간으로

나누고 해당과제의 연구주체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행위자로부터 연

구비의 투자가 존재했을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하

여 구분하고 이에 따른 연구성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는 연구주체의 자율적 특성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연구주체가

연구에 투자한 경우, 전체 연구비에서 그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특성은 해당과제의 연구주체가 아닌 다른 연구 주체로 부터의 투자

(공공투자는 제외)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른 성과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분석을 정교화 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① 연구비 ② 과제시작

년도 ③ 총 과제기간 ④ 연구단계(기초/응용/기타) 분류 ⑤ 연구수행

기관 ⑥연구수행 기관의 소속 지역 ⑦ 참여 연구원의 수 등을 포함하

였다. 연구비는 과제 수행 총 연구비를 만원 단위로 측정한 값에 로그

를 취하여 사용하였고, 이는 과제의 참여 연구원 수와 함게 연구 규모

를 통제하기 위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과제 시작년도는 더미 변수

로 포함하였으며 과제 종료년도에서 과제 시작년도를 빼서 계산한 총

과제 기간 역시 분석모델에 포함하였다. 또한 기초, 응용, 기타 분류로

나눌 수 있는 연구단계에 따라 논문, 지식재산권 등의 산출이 다를 수

있는 바, 연구의 단계 역시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통제하였으며, 연구

수행기관의 소속 지역 역시 모델에 포함하여 연구수행주체의 특성이

연구성과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그림 3-3>은 사업 과제 단위에서, R&D 협력의 존재 및 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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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구의 분석틀: 사업과제단위 분석

따른 연구 성과 분석을 위해 설정한 연구의 분석틀을 모식화 하여 나

타낸 것이다. 통계분석을 위한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은 아래의 식

(3.2)과 같다.

    
  



  (3.2)

여기에서 는 과제,  는 종속변수인 연구성과, 는 설명변수

인 과제의 협력구조적 특성을 의미한다. 는 통제변수, K는 분석모

형에 포함한 통제 변수의 수, 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

만 관찰 불가능한 특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항(error term)

을 나타낸다. 본 분석의 종속변수인 연구성과는 패널분석에서와 동일

한 산출식을 이용하여 지수화하였는데 과제에서 발생한 전체 논문과

SCI 논문, 국제논문 건수와 출원특허, 등록특허, 국제특허 건수를 요

인적재값을 통해 산출된 계수를 이용한 산술합에 로그를 취한 값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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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추진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진근거 법령 : 법률과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추진방법

연구개발 과제단위로 특정

- 특정하는 방법 : 상향식* 신청에 의한 선정과 하향식** 지정을 포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

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

비용부담

방법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출연금, 기금)

자료 : 오준근, 2011 편집

제 2 절 분석 대상 및 자료

실증 분석 대상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를

활용하였다. R&D 협력 시스템 구조가 연구활동의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특성 및 과제에서

산출된 성과 자료를 모두 수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

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공동관리규정 제2조). 동

사업의 제도적 배경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

한 공모·평가 등의 관리주체 및 재원 등으로 판단가능한데, 1) 연구관

리의 주체가 중앙부처이거나 중앙부처로부터 관련 업무를 수탁한 전

문기관 등인 경우, 혹은 2) 재원이 국고 이거나 국고의 영향을 받는

경우(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 등)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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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아울러, 각 부처의 R&D 종합시행계획 내의 추진사업은 모

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를 통하여 수

합, 관리되고 있다. NTIS에 게시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동관

리규정 및 표준매뉴얼을 따르며 해당사업의 연구과제 공고 및 과제협

약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임을 명시하게 된다. NTIS는 사업, 과제, 인

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

에서 서비스하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포털로, 부처별(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가R&D 사업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 정보를 공

유하고 공동 활용토록 하며 이를 통해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

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동 서비스는

2008년 3월 시작되었으며, 2012년 8월부터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 환

경 구축하고 2017년부터는 과학기술자나 정책입안자라는 제한된 이

용자에서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여기에 학술논문을 비

롯한 특허, 동향정보 등 약 8,000만 여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해야 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TIS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를 비공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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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경우 및 기간

Ÿ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Ÿ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Ÿ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

앙행정기관의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Ÿ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자료: 공동관리규정 제18조 제4항

이에 따라, 본 연구는 NTIS에서 공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정보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고, 비공개자료의 경우는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조사분석 확정자료로 NTIS에서 공개 제공하

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제자료 50.7

만 건, 동 기간 성과자료는 423만 건에 달하고 있다.

참고로 NTIS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를 수집할

때, NDSL(NationalDigitalScienceLinks)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정보를

검색하여 연구자 스스로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논문이 하나의 과

제가 아닌 여러 과제에 중복되어 있을 경우 기여율조정을 통해 성과

중복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논문성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가능

하다. 또한 특허는 특허 등록번호와 등록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제외하도록 하는 NTIS 지침을 수용하였고, 이는 KIPRIS(한국

특허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정보를 온라인 상으로 검색하여 연

구자 스스로 입력한 값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마찬가지로 기여율

조정절차를 거치므로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데 2017년에 시작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2017년 안에 상

당한 수준으로 달성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연구개발은 착수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 일정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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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경우에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연구결과를 정리,

문서화하여 학술지에 투고하고 심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 등이 필수

적으로 들어가게 되며, 특허성과의 경우에는 기술연구에 걸리는 시간

에 더하여 특허를 등록, 출원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제출하고 특허

청에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는데 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논문이

나 특허로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률」제8조2항의 4호에서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연구성과

에 대한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관리부처가 수행하고 국가과

학기술위원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R&D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제16

조의 1항에서도 부처별 소관과제에 대해 추적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

다. 따라서 세부과제의 경우, 과제가 종료된 이후라도 상위의 관리체

계인 사업 수준에서 성과관리를 계속하게 된다. 연구개발 성과조사

실시 및 제출 등에 관한 규정3)에 근거한 ‘ICT R&D 성과조사 및 입

력 매뉴얼’을 보면, 연구성과는 과제 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과제

종료 이후 5년)에 발생한 연구 결과물을 모두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

성과 보고 시에는 과제 수행연도(기준년도)와 성과물 발생연도를 구

분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연구성과는 게재·출원·등록·기고·

채택 등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2013년 이후에 시작한 연구는 아

직 성과 활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연구를 통하여 발생된 모든 성과

정보의 입력이 전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인 바, 분석에 활용하기에

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대상의 시간적

3)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제18조(연구

개발성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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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동안 시작된 연구개발사업으

로 한정하였다. 동 기간동안 시작되어 등록된 연구개발사업 과제수는

총 33만 6천여건이다. 연구성과 정보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

보를 모두 추출하여 과제 특성 정보와 매칭, 분석자료 데이터세트

(data set)를 구축하였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1) 양적 연구성과

연구성과 분석의 범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분류와 정의가

상이하지만 현실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는 8대 성과로 분

류, 관리되고 있다. 이는 논문과 특허에 더하여 보고서, 연구시설 및

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다. 이 중에서 연구자들의 학술적 논의 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실무적

연구성과 관리체계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되는 연구성과는 2가지가 있

다. 하나는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성과로 연구과정에서 창출되어 공개

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도록 주로 논문이라는 형태로 발표되는 모든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률적 개념으

로서의 성과로, 주로 특허나 실용신안 등의 형태로 연구성과를 실체

화하는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이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지식과 과학기술적 성과,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만

드는 것으로, 특허를 출원 및 등록 하였다는 것은 연구개발을 통해 독

창성이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성과를 산출했다는 것과 같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분류 8대 성과 가운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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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발간되거나 정보정리인

경우가 많아 새로운 지식이나 경제적인 가치를 포함한다고 보기가 어

렵다. 또한 연구시설 및 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그리

고 소프트웨어 성과는 연구개발활동의 분야 및 기술에 따라 아예 산

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 분야의 연구에서

는 새로운 생명자원이나 화합물의 성과는 거의 창출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10개년치 전체를 총괄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바, 분석을 위한 연구성과로서는 대부분의

기술 및 연구분야에서 창출되며 이론적·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받

는 논문과 특허성과로 그 범위를 한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양적 연구성과는 ①산출되는 총 논문의 건수와 ②출원한

특허의 건수로 파악하였다. 한편, 분야나 기술의 특성에 따라 논문이

나 특허 중에 한가지 유형으로만 성과가 창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초과학 분야의 경우에는 주로 논문으로만 성과가 창출되

는 경우가 많은 바, ②출원한 특허의 건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면 독

창적인 지식을 많이 산출하고 있는 연구라고 하더라도 그 성과가 없

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반대로 특허를 주로 창출하는 공학연구는

①산출 총 논문건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때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③산출 논문과 출원 특허의

건수 두 가지를 합산한 값도 양적 연구성과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

다.

2) 질적 연구성과

연구성과의 유형가운데 논문의 경우에는 어떤 논문이 질적 수준

이 높은 성과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인지 여부이다. 이는 기술적 가

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뜻한다. 과학인용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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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Science Citation Index)은 미국의 ISI(the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에서 1960년에 만든 인용 색인으로, 현재는

Thomson Scientific회사 소유의 미국 Clarivate Analytics가 구축한

국제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뜻한다. 애널리틱스사(社)는 매년 학술

적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엄선하고, 동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색

인 및 인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SCI DB)화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의 저널 중에서 신청을 받아 그 중

상위 10%의 우수 저널만 등재되며 ①전문가의 판단 ②학술지의 기준

준수 여부 ③인용 분석 자료의 수치를 기준으로 우수성을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SCI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저널은 가치가 높

은 학술지로 판단되고, 이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SCI 논문이라고

지칭한다. 더하여, SCI는 과학기술분야(공학,기술 등)에 대한 학술지

를 평가 대상으로 삼고있고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학술지를 평가하여

SCI 학술지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다른 색인으로는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온라인 확장판)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사회과학분야 논문 인용색인),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예술 및 인문과학논문

색인), SCOPUS4)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BK지

원 사업 등에서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 ‘SCI급 논문횟수’를 집계하는

데, 이 때 SCI급에도 역시 이들 5가지 색인에 해당하는 학술지의 논

문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어떤 논문이 얼마나 우수한 논문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또한

영향력지수(Impact Factor)가 있다. 이는 저널에 실린 논문들의 평균

피인용수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지난 2년간 해당 저널에 실린 논문

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횟수를 2년간 그 저널이 실은 논문수로 나누

4) 네덜란드의 엘스비어(Elsevier) 출판사에서 2004년에 만든 세계 우수학술 논문 인

용지수: 영미권 외에서 출판된 논문에 대한 정보도 수록하며 비영어권 국가들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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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계산하여 얻어지는 값으로, SCI 학술지의 IF가 높을수록 그 학술

지의 논문을 과학자들이 많이 참고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값을 통

해 실린 논문이 얼마나 영향력과 중요도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각 과제에서 산출되는 지식재산권은

출원특허와 등록특허, 국제특허의 건수가 자료로 집계되고 있는데, 출

원된 특허가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등록특허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다.

<그림 3-4> 국내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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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특허청은 출원된 특허의 ①산업상 이용가능성 ②신규성 ③

진보성을 주된 검토의 기준으로 삼는다(특허청, 2018). 즉, 새롭고 기

존의 유사기술에 비하여 진보되었으며 산업적으로 실용적이어야 등

록특허로서 인증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특허의 지위를 획

득한 지식재산권은 단지 출원된 특허와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해외에서 지식재산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국내에서와 마찬가

지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해외의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

준이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을 기준으로 국가당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까지 1,000∼2,000만원 안팎 비용이 소요되며, 심사가 반복되거나

상급심으로 넘어가면 추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추가 비

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4개국 진입시 등록까지 기본적으로 4,000∼

8,0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된다(조욱제, 2018). 따라서 국내출원

만 할 것인지, 해외출원까지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기술의 중요

도가 고려된다. 가치가 높은 기술이라는 확신이 클 때에 시장 확보성

을 위해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바, 국제출원 특허의 경우는 국

내 출원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질적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권 성과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성과를 대리

하기 위한 종속변수로서 4가지 지표의 값을 활용하였다. 먼저 질적수

준이 높은 논문성과의 정도로서 ①SCI급 논문의 총 산출건수와 ②산

출논문의 영향력의 합을 고려하였는데 영향력의 합은 SCI급 논문의

건수와 논문의 영향력지수를 곱함으로써 계산하였다. 그리고 질적 수

준이 높은 특허 성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③등록특허와 ④국

제특허의 건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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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적 연구성과

연구체계 안의 참여 및 투자 측면의 다양성이 종합적인 연구성과

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먼저 전체적인 연구성과

를 어떻게 하나의 지수화된 값으로 측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

찰하였다.

추상적 개념을 하나의 지수로 계량화 하기 위하여 많이 쓰이는

방법은 해당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하위 척도의 평가 점수의

합, 또는 이들 점수의 표준화 값의 합이 있다. 이를 리커트(Likert) 척

도 혹은 합산등급척도법이라고 하며, 식으로 나타내면 식 (3.3) 혹은

식 (3.4)와 같다. 이때, 은 평가항목의 수를 나타내며 번째 항목에

대한 점수가 이다. 평가항목이 동일한 척도가 아닐 경우에는 표준화

한 점수를 합하며 표준화 값은   


를 사용하여 구한다.

    ⋯ ⋯ (3.3)

    ⋯ ⋯ (3.4)

리커트 합산등급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모두 1로 두는 것과 같아서 각 항목이 평가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

념에 모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자의적으로 가정하는 것과 마찬

가지이며, 항목 값의 크기에 따라 각 항목의 전체 적도에 영향을 주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에 가중치를 주는 것

을 포함하여 식 (3.5)와 같이 연구성과를 계산하는 것을 고려하고, 가

중치 의 값은 자의적으로 설정된 고정된 값이 아니라 자료에서 얻은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 사용하고자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 가중치

를 활용하였다.

(3.5)

확률벡터 의 기댓값과 분산공분산행렬을 각각 와 라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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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6)과 같이 요인분석모형을 얻을 수 있으며 이때 는 요인, 은

요인적재 행렬을 의미한다.

    (3.6)

의 추정값을 얻는 방법중의 하나로 주성분분석이 많이 활용된

다.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이라고 불리는 상관관계

가 없는 변수들로 전환시키는 다변량 통계분석 방법을 말한다. PCA

방법은 여러 구성지표가 다수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각 지표들로부터 하나의 지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추정하여 그 가중치를 각

지표에 적용하여 추산하는 일종의 가중평균 추산 방법이다. 이를 통

해 요인적재값을 얻으면 변수들을 요인의 그룹에 따라 분류하게 되고

이를 통해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구할 수 있다. 번째 평가항목이 번

째 요인으로 분류될 때, 이 항목의 점수에 대한 가중치 는 식 (3.7)과

값이 산출되며 여기서 는 항목점수의 분산공분산행렬의 고유값 중

1보다 큰 개의 값들이다.

  








  





 (3.7)

따라서,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의 값은 사전에 정의되거나 연구자

의 자의적인 설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값이 아니고 자료에서 얻어진

값이 된다. 리커트 합산등급척도는 조작적 정의에서 주관적인 가중치

가 배정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요인분석에 의한 가중치의 사용은 이

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종합적 연구성과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의 지수값으로 측정하기 위하여는 하위 척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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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자료가 필요하다. 앞서 2장 2절에서, 연구성과를 어떻게 정

의하고 측정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측정 지표가 존재하는 가운

데 그 중 크게 논문과 특허의 산출이 R&D 활동의 대표적인 성과지표

로 사용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논하고 이 둘을 1)양적 연구성

과와 2)질적 연구성과의 종속변수에서 주요하게 대리변수로서 활용하

였다. 이에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연구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 항

목으로서도 R&D 활동을 통하여 산출되는 논문과 특허의 실적을 사

용하였다. 논문실적은 과제를 통하여 산출된 논문의 ①전체 건수와

②SCI 논문의 건수, ③국제저널에 실린 논문 건수의 값 및 ④논문인

용지수(IF;impact factor)으로 측정하고 특허실적은 당해 ①출원 및

②등록 특허건수, ③국제특허의 건수로 측정한다.

<표 3-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요인적재값

변수명 Factorl Uniqueness

전체논문건수 0.7997 0.3605

SCI논문건수 0.7817 0.3889

국제논문건수 0.7997 0.3604

논문인용지수 0.0832 0.9931

출원특허건수 0.8562 0.2670

등록특허건수 0.7802 0.3913

국제특허건수 0.857 0.2655

이 7개의 측정값으로 먼저 주성분분석을 1 factor 모형으로 실시

한 주성분분석의 요인적재값 결과는 <표 3-3>과 같다. 이를 보면,

factor 1은 논문인용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지표가 모두 주요한

구성요소이며 요인적재(factor loading)값은 6가지 지표가 모두 약 0.8

정도로서 거의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더하여, 동 요인분석 결과의 KMO 측정치(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overall값이 0.7869로 나타났다. 이

는 상관계수 중 공통요인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분석해주는

도구로 지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인1이 자료값 변동의 약 78.7%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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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요인을 지표 값으로 삼아 자

료의 전체적인 변화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인 연구성과의 지표값

은 6개 연구성과 항목의 값을 균등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뒤,

이에 로그(log)를 취한 값으로 산출한 값을 종합적 연구성과의 지표

(index)점수로 산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와 같다.

연구성과 = log(총산출논문수 + SCI논문수 + 국제저널논문수 +

출원특허건수 + 등록특허건수 + 국제특허건수)

2. 설명변수

R&D 혁신 시스템의 구조에서 다양성의 변화가 어떻게 연구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별하기 위하여 설명변수로 혁신시스템내 다

양성의 유형과 그 정도를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사업과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코드단위별, 연구분야 중분류단

위별, 연구기관 단위별 패널데이터를 구축여 시행한 고정효과 패널분

석에서는 설명변수를 2가지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하나는 국가연구개

발사업 연구의 주체가 얼마나 다양하게 배분되어 있느냐이고 연구비

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연구비 투자의 주체가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느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투자 측

면과 연구 주체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구 주체 측면에서의 다양성은 어떤 기술, 연구분야에서 수행되

는 과제들의 연구주체가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로 배분되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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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가를 판단하였다. 항공우주 분야 연구는 주로 공공연구기관만

이 주체가 되어 연구를 진행하는 반면, 생화학재료 분야 연구는 공공

연구기관뿐 아니라 기업, 대학, 기타 민간 등 다양항 유형의 연구주체

들이 과제를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생화학재료 분야가 더 연

구 주체 측면의 협력구조가 강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주체 측면의

다양성 정도의 수치는 분석단위별 총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중 각 유

형의 연구주체가 담당하고 있는 과제의 건수 비율을 산출하고 이 비

율의 제곱근의 합을 1에서 뺀 값으로 구하였다.

먼저 투자 측면의 협력구조는 어떤 기술이나 연구분야에서 이루

어지는 모든 과제들 혹은 어떤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과제들의

연구비가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에 의하여 출자 되었는가로 판

단하였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기술을 연구하는 과제 전체의 연구비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 기타민간에게서 골고루 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는 반면에 금속소재기술 영역의 연구과제는 연구비 대부분

이 중앙정부 투자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투자 측면에서의 협력이 전

자가 후자에 비하여 더 강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수치

화하여 측정하기 위하여는 총 연구비에서 재원을 제공한 주체가 투자

한 각 연구비의 비율을 먼저 각각 측정하였다. 이후 이 비율의 제곱값

을 모두 더하여 연구투자집중도를 측정, 수치화된 값으로서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연구투자집중도의 계산과 동일하게 전체 연구과제

의 건수에서 각 연구주체 유형별로 수행하는 과제의 건수를 비율로

계산하여 그 제곱값의 전체 합으로 산출하였다.

이렇게 연구투자비 점유율 제곱값의 합과 연구주체과제수 비율

제곱값의 합을 각각 연구투자집중도와 연구주체집중도의 지수로서

활용하는 것은 경제학 분야에서 산업의 집중도를 측정하는데 쓰이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의 계산식을

이용한 것이다. HHI는 시장 내에서 특정 주체가 갖는 집중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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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시장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퍼센트로 계산해 이들 점유율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다. HHI 값이 클

수록 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투자집중도 역시 그 결과 값이 0에서 1사이에 존재하게 되며, 값

이 1에 가까울수록, 커질수록 연구투자의 집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만약 연구 투자 독점도가 1이라면 이것은 해당분야 혹은 해당 기

관의 모든 연구가 한가지 유형의 주체가 모두 부담했다는 것을 의미

하고 해당 연구과제들의 투자 측면에서는 협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후, 사업단위 분석에서는 R&D사업의 다양성을 대리할 수 있는

설명변수로 크게 3가지를 측정하였다. 첫째로는 과제 연구 주체가 연

구비의 투자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연구주체와 같

은 유형(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대학/기타) 주체의 연구비 투자가

존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하였

는데, 이는 선행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되었던 과학기술분야 정책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거버넌스에 포함시키는 것이 궁정적인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실증해보기 위함이다. 두 번

째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안에서 연구주체가 의사결정에 얼마나 자율

적으로 의견을 개진할수 있을지를 대리하는 변수로서 연구주체의 유

형과 같은 주체에게서 투자된 연구비가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

율 값을 계산하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의 협력적 특성을 축정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유형과 정부

에서의 투자 외에 다른 민간 투자가 있는 경우에 1, 그렇지 않을 경우

에 0의 값을 부여하여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과제의 연구주체가 대학으로 분류되는데 해당과

제의 연구비구조에 기업에서 투자된 연구비가 존재할 경우, 이 과제

는 협력적인 연구사업으로 보고 협력적 특성의 변수 값에 1이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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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동 과제에 기업과 정부의 연구비 투자는 있는 반면 연구주

체인 대학에서 투자된 연구비가 없다면 대학이 연구활동의 의사결정

을 자율적으로 내리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율적 특성

변수의 값은 0으로 판단한다. 이는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주체가

자부담하는 연구비 투자비율이 없거나 낮은 채로 정부지원금만 있을

경우, 연구행위자가 주체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판단한 연구개발 활동

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나 기업 등과 같이 연구비 투자를 부담한 측

에서 요구하거나 제시하는 방향에 맞춘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통제변수

분석에서 혁신시스템의 다양성과 협력 구조가 연구성과에 미치

는 효과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및 협력의 구조적 특

성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

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크게 ①연구의 규모, ②연구의 시기, ③연구활동의 지

역, ④연구과제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분석과정에서 통제

하고자 하였다.

Grimaldi and Tuzelmann(2003)은 업종별 프로젝트 비용에 따른

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규모가 크고 총 비용과 연구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성과가 높음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는 ‘과제연구비총액’과 ‘과제 참여 연구원의 수’등

의 계량화된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과제연구비총액은 연구에 참

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실험활동의 기자재 비용 및 학술대회와 같

은 연구자 교류활동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사

용되는 바,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준병과 장원창(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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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을 분석단위로 삼은 실증연구에서 기업내 연구원의 수가 기업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

에서는 R&D투입 자원에 대한 관점에서 연구 규모를 통제하고자 하

였다. 즉, 연구의 규모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통제하고서도 다양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판별하고자, 과제별 연구비 총액

과 과제 참여 연구원의 수를 분석에 통제변수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고, 이렇게 측정된 과제의 규모와 성과 간의

상관관계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간 및 연구의 시작년도 더미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권

재철 외(2012)는 대형연구개발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로 나눈 연구개발 기간에 따라 R&D 성과의 차이가 있음을 실증한 바

있다. 이는 장기 연구과제와 단기 연구과제는 과제의 특성이 달라지

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산출되는 성과의 종류와 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였다. 연구의 시작년도 역시 더미변수로서 통제한 이유는 <그림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현대의 급변하는 과학분야 환경속에서 매년 연구투자가 이루어

지는 기술의 양상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었던 바, 시계열적 특성이 연

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구축 데이터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분석인 시계열 추이분석(제4장 제2절)에서 역시

연구의 시작년도에 따라 연구성과가 달라지는 양상이었던 바 이를 분

석에 포함하는 것이 분석의 정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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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변화

OECD는 연구개발의 유형을 기초연구(basic research), 응용연구

(applied research), 개발연구(experimental development)로 분류하고

있는데(OECD, 2002), 기초연구는 일차적으로 관측 가능한 사실의 기

초가 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행하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활동으로서 실제적 응용은 고려하지 않은 연구를 말한다. 응용연구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창조적 연구 활동을 말

하며 개발연구는 연구 또는 실제의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기존의 지식

을 이용하여 새로운 공정,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기술의 본질적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장진규, 2001; 장금영,

2010).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에서도 이러한 OECD의 연구개발의 유형 분류를 따르고 있

다. 장진규(2001)는 기초연구의 경우 성과가 논문으로 많이 나타나고,

응용연구의 경우는 주로 특허로 많이 나타나고 개발연구의 성과는 주

로 노하우로 남는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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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영(2010)은 기업 및 연구소가 주관기관인 경우는 개발연구 성격이

높다고 보아 특허차원의 성과가 많이 발생하고,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기초연구 성격이 높아 논문이 성과가 많을 것으로 가설을 설

정하였다. 그 결과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의 성과가 다른 주관기

관의 유형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다른 곳에서는 유의미한 결과

를 얻어내지 못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Freeman(1982)에 따르면 산출

되는 R&D성과물의 유형은 연구개발단계 분류인 기초연구, 응용연

구, 개발연구 등에 따라 <표 3-4>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상기의 논

의와 실증연구를 고려하면 연구개발단계 분류에 따른 연구의 성격 역

시 산출되는 연구성과의 유형과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파악하고

통제 변수에 포함하였다.

<표 3-4> 연구단계별 투입과 성과

투입 성과

기초연구
ㆍScientific knowledge

ㆍScientific problems

ㆍ일반적 지식 : formula

ㆍ연구논문과 메모

응용연구

ㆍScientific knowledge

ㆍTechnology

ㆍPractical problems

ㆍ특정목적을 위한 지식, sketches

ㆍ특허, 기술논문

개발연구

ㆍScientific knowledge

ㆍTechnology

ㆍPractical problems

ㆍRaw inventions

ㆍblue prints, manuals, proto-types

ㆍ신제품, 신공정

자료: Freeman(1982), 재구성

Abernathy와 Utterback(1978)은 혁신시스템적 관점에서 산업혁

신의 역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혁신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제품혁신,

지배적 설계의 등장, 공정혁신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산업 내에 혁신이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유동기(fluid phase),과

도기(transitional phase),경화기(specific phase)로 나누었다. R&D 분

야에서도 이러한 산업주기 이론에서 통용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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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명주기(TLC; Technology Life Cycle)이라는 개념이 통용된다.

기술수명주기란 과학적 성과로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이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활용되다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대체되어 그로

인한 기술의 탈퇴와 새로운 유망 기술에 집중에 자원투입 하든 단계

를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나누어 개념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기술수명주기는 해당 기술의 기술발전 과정에서의 위치(positioning)

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나 기업, 성과와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간하는 국가연구개

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에서는 기술수명주기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

기, 쇠퇴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주요통계지표로 활용도가 높다.

<표 3-5> 기술수명주기별 분류

구 분 분류기준

도입기

기술의 잠재적 가치만 인정되고 기술의 응용분야와 개발비용도

불확실하거나,기술을 생산에 적용하더라도 기술개발자가 기술

을 독점하여 기술개발주체만이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

성장기

점진적으로 기술의 가격이 상승하며,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자와 기술격차가 적은 기업으로만 기술이전이 가능한

단계

성숙기

선진기업간에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고 기술도 표준화·일반화되면

서 후발기업으로 이전됨.따라서 기술의 이전가치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 기술이전이 활성화되는 단계

쇠퇴기
기술가치의 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후발 기업 간의 기술이

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

기타 위의 기술수명주기 구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연구개발단계’와 ‘기술수명주기’별 분류와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많지 않다. 관련 연구도 주로 ‘연구개발단계’와

성과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는데 기초연구단계에서는 논

문성과, 개발연구단계에서는 특허 및 기술료 등의 성과가 도출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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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단계별 성과유형과 관련된 결과를 보여주었다(김대인, 2010).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에서 기술수명주기별 분류를 포함

하여 논문과 특허,기술료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바 있는데, 2008

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2007년도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기 46.5%

와 성장기 39.2%로 이 두 단계에서 전체 SCI논문의 80% 이상이 발생

하였고, 성숙기는 14% 정도로 단계가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허출원의 경우도 2007년 기준성장기가 44.2%,도입기가

31.8%,성숙기가 16.6%의 비중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과정이 진행될

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술료 성과도 2007년 성장기가

34.9%,도입기,33.6%,성숙기가 28.2%의 비중을 차지하여 감소하는 결

과를 보였다. 이는 기술수명주기의 단계별로 논문과 특허, 사업화 성

과가 일부에서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경

향은 산업수명주기에 따라 성장기에는 혁신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

록 성숙기, 쇠퇴기로 넘어가면서 혁신이 점차 줄어든다는 이론

(Foster, 1986)과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는 바, ‘기술수명주기’에 따라

연구성과의 유형과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에

연구 프로젝트가 다루는 기술의 수명주기 단계에 따른 성과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기술수명주기 역시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이상 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수를 종합하면 과제연구비총액, 연구개발수행년수, 참

여 연구원의 수, 과제사업시작년도, 사업과제 소속지역 구분, 과제사

업의 기술수명주기 단계 분류, 연구수행 주체, 연구개발단계 분류 변

수이다.

상기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방법을 요약하면 <표 3-6> 및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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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변수조작화 및 측정방법: 패널분석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

변수

양적 연구성과
① log(총 산출 논문 건수) ② log(총 출원 특허 건수)

③ log(총 산출 논문건수 + 총 출원 특허건수)

질적 연구성과

① log(SCI논문 건수)

② SCI 논문건수×평균 논문인용지수(IF)

③ log(등록 특허건수) ④log(국제 특허건수)

종합적

연구성과

NTIS등록 논문 및 특허 성과의 합 index

= log(총 산출 논문수 + SCI논문 수 + 국제저널논문 수

+ 출원 특허 + 등록특허 + 국제특허 건수)

설명

변수

연구주체의

다양성

1- 국가개발사업 과제를 담당하는 연구주체의 집중도

1-연구주체유형별담당과제건수분야내 총과제건수

투자주체의

다양성

1-연구비를 투자하는 재원 주체의 집중도

1-연구주체별투자연구비연구비총액

통제

변수

연구 규모

분야단위 연구비의 총액

분야단위 참여연구원의 총 수

분야에 포함되는 총 과제의 수

연구 기간 연구기간(연구종료년도–연구시작년도)

연구 시작년도 연구 시작년도 (dummy)

기술수명주기단계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기타 (dummy)

연구개발단계 기초/응용/개발/기타 (dummy)

<표 3-7> 변수조작화 및 측정방법: 사업과제 단위 분석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

변수
종합적 연구성과

NTIS등록 논문 및 특허 성과의 합 index

= log(총 산출 논문수 + SCI논문 수 + 국제저널논문

수 + 출원 특허 + 등록특허 + 국제특허 건수)

설명

변수

연구

협력

구조

참여적특성 연구주체(대학, 기업, 기타민간) 연구비 출자 여부

자율적특성 연구주체(대학, 기업, 기타민간) 출자연구비의 비율

협력적특성 연구주체외 다른 민간주체의 연구비 투자 존재 여부

통제

변수

연구 규모
과제연구비 총액

과제참여 연구원 수

수행주체 연구수행 주체 구분(대학/기업/공공연구기관 등)

연구 기간 사업과제 기간(연구종료년도–연구시작년도)

연구 시작년도 과제별, 사업 시작년도 (dummy)

지역 사업과제의 연구주체 소속지역(광역수준, dummy)

기술수명주기단계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기타 (dummy)

연구개발단계 기초/응용/개발/기타 (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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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1. 문헌조사

과학기술정책에서의 거버넌스를 개념화하고 변화를 파악할 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층적 거버넌스 도입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 및 최신의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

시하였다. 동 문헌분석 결과는 통계분석, 양적·질적 분석을 포함한 연

구 설계의 기초가 되었다. 문헌 분석 시 다중 증거원을 사용하여 삼각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관련 연구논문, 정부간행물 및 보도자료, 정책보고서, 각

종 언론매체 보도자료 등을 포함하였고, 각 자료들의 내용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였다.

2. 통계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R&D 협력 시스템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이분석, 상관관계분석과 다변량 회귀분석, 패널분석

을 활용하였다. 기존 시스템 이론에서 이어지는 R&D 협력 시스템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질적 분석이 활

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NTIS를 통하여 구축된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과제 특성 자료와 R&D 성과물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

행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내생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초적인 자료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기초적인 통계분석으

로서 추이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추이분석에서는 구축

된 자료를 시각화한 그래프를 도출하여 연구대상의 동적인 변화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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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하며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R&D성과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는 변수를 파악하고 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기 위해 각 변

수들 사이의 일차적인 관련성을 파악한다.

이후,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설계한 뒤 이를 검증하기 위

한 주된 분석 방법으로서는 패널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패널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패널자료는 그 형태가 종단면적 및 횡단면적 자료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정한 집단에서 파악할 수 있는

특성들의 변화추이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용한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면 자료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 패널자료는 횡단면자료의 시

계열 집적으로 인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서 자유도가 늘어나 추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며, 특히 분석

대상 개체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도 반영하여 생략된 변수 문제도 해

결하게 해준다.

패널자료(panel data)는 분석 대상이 되는 여러 개체들

(individuals)을 여러 기간 동안 추적하여 관측한 자료를 말하는데, 시

계열과 횡단면 데이터를 결합하는 중요한 목적은 다른 설명 변수와

상관될 수 있는 개별 관측할 수 없는 효과를 제어하는 것이다

(Hausman & Taylor, 1981). 즉, 하나의 관측치(observation)를 표시

하기 위해서는 번째 개체와 시점을 각각 나타내는 두 기준, [, ]가

필요한데, 분석모형에서 패널모형이 필요한 때는 데이터에 미관측 개

별효과(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s)가 존재할 때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어떤 기술분야내 연구주체의 다양성 지수가 0.3에서 0.4

로 증가하였을 때, 연구성과의 변화를 분석한다고 하자. 횡단면 분석

에서는 기술분야 간의 차이를 특정 시점 간 차이인 것처럼 사용한다.

따라서 연구주체 다양성이 낮은 의학분야 A와 연구주체 다양성이 높

은 실용디자인분야 B라는 기술을 상호 비교한 결과를 가지고 기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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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다양성이 증가하였을 때 연구성과의 변화 결과인 것처럼 해석할

우려가 있다. 즉, A와 B기술분야 특성에 따라 학술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계량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변수의 특성 때문일 수 있음

을 간과하게 된다. 반면에 패널자료는 분석 개체들의 시점 간 차이를

반영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D 혁신 시스템속의 다양성의 구조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과학기술분야에는 다양한

기술과 연구분야가 존재한다. 앞서 2절과 3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떤 기술, 어떤 주제의 연구냐에 따라 산출되는 연구는 그 성과의 유

형과 양, 연구성과가 산출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보다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분석을 위하여는 패널형태의 자료를 구축한 패널모형분석이 필수적

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하에서는 기술코드, 연구분야 중분류, 연구기관

을 단위로 구축한 3개 패널자료를 토대로 혁신 시스템에서 다양성이

각 패널의 단위안에서 증가할 때 양적, 질적 연구성과 및 종합적 연구

성과는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연구 설계시

가정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혁신주체의 다양성을 연구주체와 투자주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수화 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연구주체의 다

양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얼마나 여러유형의 연구주체에 의

해 골고루 분배되어 행해지는가로 측정하였는데, 수치화된 값은 경제

학에서 시장집중도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허핀달지수(HHI)의 계산식

을 이용, 1에서 이 지수를 뺀 값으로 계산하여 얻어냈다. 한편, 투자주

체의 다양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가 얼마나 여러 유형의 주

체에 의하여 골고루 투자되고 있는지로 측정된다. 이 역시 연구주체

의 다양성과 동일한 방식의 계산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상술한 분

석방법론적 장점을 취하고자 기술코드단위, 중분류단위, 연구기관 단



- 70 -

위로 패널자료를 각각 구축하고 패널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분석을 통하여 주요 연구가설(가설1부터 가설3)을 검증한 뒤

에는,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작동원리가 과연 협력의 차원

에서 설명 될수 있는지를 좀더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업과제를 분

석단위로 하여 R&D 협력이 개별 과제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엿따. 이를 위하여는 다변량 회귀분석 사용하였다. 이상의 분석

을 위한 프로그램은 STATA SE 14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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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기술통계

본 연구는 NTIS에서 공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정보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여 2003년이후 시행하여 2012년까지 종료된 연구

개발사업의 과제정보 및 성과정보를 통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는

데, 다각적인 분석을 위하여 미래유망기술 6T기술코드, 연구분야 표

준분류상의 중분류, 그리고 연구기관명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총 3가

지 단위의 패널 자료를 각각 구축하였다. 이하에서는 구축된 자료별

및 전체 사업과제 단위 자료의 기술통계량을 정리하였다.

1. 기술코드 단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각각은 미래유망 신기술(6T) 분류에

따라 어느 기술에 관련된 연구인지 코드번호로 그 값을 부여받는다.

미래유망 신기술은 크게 6개 기술분야 (IT, NT, BT, ST, ET, CT)

및 기타로 분류되고 이하 세분류 103개로 세분화되어 코드값이 지정

된다. 미래유망 신기술 분류의 구분 기준 및 세분류 기술코드의 값은

<부록 1>에 정리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도까지 10개년도에 103개 세분류 기술코드에

따른 기술별 과제의 특성을 패널로 정리한 결과, 관측치 총 1,036개

정보로 수합되었다. 지난 10년간 과학기술분야내 어떤 하나의 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에 투입되는 연구비의 연평균액은 약

988억원 이었으며 이중 평균적으로 약 808억원의 연구비를 정부가 투

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내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72 -

<표 4-1> 기술통계량: 기술코드 단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연구시작년도 1,036 2007.58 2.82 2003 2012

연구종료년도 1,036 2017.25 47.30 2003 2808

총연구원수 1,036 2760.92 9513.27 0 176710

연구기간 1,036 10.66 47.26 0 806

총 연구과제수 1,036 324.87 1122.15 1 13274

총연구비 1,036 9.88.E+10 3.59.E+11 9000000 4.63.E+12

정부투자연구비 1,036 8.08.E+10 2.83.E+11 5000000 3.67.E+12

대학투자연구비 1,036 9.66.E+08 5.22.E+09 0 1.37.E+11

기업투자연구비 1,036 4.26.E+09 1.53.E+10 0 1.89.E+11

기타민간연구비 1,036 9.48.E+08 5.77.E+09 0 1.09.E+11

총 산출 논문 1,036 521.66 2627.13 0 75614

총 산출 SCI논문 1,036 254.22 1342.26 0 39834

총 산출 국제논문 1,036 287.77 1521.80 0 44886

평군 영향력지수(IF) 1,036 0.388 0.628 0 8.062

총 산출 출원특허 1,036 194.94 566.24 0 11133

총 산출 등록특허 1,036 69.39 197.04 0 3780

총 산출 국제특허 1,036 190.38 559.15 0 11053

연구성과index 1,012 5.912 1.849 0 12.135

연구주체의 다양성 1,036 0.487 0.185 0 0.73

투자주체의 다양성 1,036 0.229 0.160 0 0.987

정부연구비율 1,036 0.865 0.109 0 1

의 전체 연구비는 평균적으로 81.8% 정도가 중앙정부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었다. 연평균 특정 기술의 연구에 투입되는 연구인력은 2,760

명 수준이었다. 또한 각각의 기술과 관련되어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의 평균 69.2%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연구비가 존재했으며

대학으로부터 받는 연구비가 존재하는 비율은 기술당 평균 57.4% 수

준이었다. 기술 단위로 보았을 때 특정 기술연구내 연구주체 측면에

서의 다양성 지수는 평균 0.487, 연구비 투자 주체의 다양성 지수는

평균 0.229의 값으로 나타나, 두 척도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으나

국가R&D사업의 기술단위 혁신 시스템에서 투자 측면보다는 참여 측

면에서의 다양성이 더 정도가 높은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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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비율 1,036 0.014 0.039 0 0.500

기업연구비율 1,036 0.049 0.070 0 0.400

기타연구비율 1,036 0.009 0.033 0 0.580

대학투자여부 1,036 0.574 0.495 0 1

기업투자여부 1,036 0.692 0.462 0 1

기타투자여부 1,036 0.516 0.500 0 1

지역 1,036 7.918 1.408 2 16

<표 4-2> 기술통계량: 연구분야 중분류 단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연구시작년도 2,378 2009.35 2.08 2003 2012

연구종료년도 2,378 2016.08 163.79 2008 9999

총연구원수 2,378 275.19 884.35 0 28581

연구기간 2,378 7.73 163.92 1 7997

총연구비 2,378 7.81.E+09 2.04.E+10 90000 3.92.E+11

정부투자연구비 2,378 6.69.E+09 1.79.E+10 0 3.92.E+11

대학투자연구비 2,378 5.02.E+07 4.00.E+08 0 1.47.E+10

기업투자연구비 2,378 8.61.E+08 3.12.E+09 0 5.86.E+10

기타민간연구비 2,378 1.08.E+08 1.70.E+09 0 8.00.E+10

총 산출 논문 2,378 55.41 278.70 0 8957

총 산출 SCI논문 2,378 29.80 198.12 0 6593

총 산출 국제논문 2,378 30.84 195.83 0 6471

평군 영향력지수(IF) 2,378 0.372 0.886 0 10.077

총 산출 출원특허 2,378 27.34 82.13 0 1790

총 산출 등록특허 2,378 9.53 31.03 0 695

2. 연구분야 중분류 단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들의 연구분야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

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된다. 동 체계 연구

분야 분류표 상 중분류 단위 구분을 기준으로 삼아, 연구과제 정보를

통합하여 10개년도 연구분야 중분류 단위별 패널 데이터 세트를 구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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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산출 국제특허 2,378 26.27 79.99 0 1759

연구성과index 1,955 3.669 1.909 0 10.176

연구주체의 다양성 2,378 0.224 0.240 0 0.75

투자주체의 다양성 2,378 0.118 0.159 0 0.721

정부연구비율 2,378 0.920 0.129 0 1

대학연구비율 2,378 0.005 0.030 0 0.492

기업연구비율 2,378 0.061 0.103 0 0.970

기타연구비율 2,378 0.007 0.034 0 0.540

대학투자여부 2,378 0.139 0.346 0 1

기업투자여부 2,378 0.442 0.497 0 1

기타투자여부 2,378 0.150 0.357 0 1

지역 2,378 7.388 3.038 1 17

그 결과 데이터 관측치는 2,378개가 존재하였으며 지난 10년동안

표준분류체계상 연구분야당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은 평균적으

로 275명 수준이며, 주제 평균 투입 연구비는 78억1천만원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규모는 연구분야에 따라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규모의 연구자원이 투입되는 연구분야의 경우에

는 종사하는 연구원의 수가 2만8천명을 웃돌았으며 가장 많은 연구비

가 투입되는 연구분야에는 총 3천9백억원 이상이 투자되었다.

한편, 연구분야 단위로 보았을 때 특정 분야 연구내의 연구주체

측면에서의 다양성 지수는 평균 0.224, 연구비 투자 주체의 다양성 지

수는 평균 0.118의 값으로 나타나, 기술코드 단위로 데이터를 수합했

을 때보다 분야 단위로 보았을대에 다양성의 지수가 두 측면 모두 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R&D사업의 기술단위 혁신 시

스템의 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분야 단위의 혁신 시스템에서도

투자 측면보다는 참여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더 정도가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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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기술통계량: 연구기관 단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연구시작년도 59,884 2007.76 2.80 2003 2012

연구종료년도 59,884 2012.49 129.26 2002 9999

총연구원수 59,884 47.76 376.39 0 37972

연구기간 59,884 5.73 129.22 0 7997

총연구비 59,884 1.71.E+09 1.57.E+10 130000 1.72.E+12

정부투자연구비 59,884 1.40.E+09 1.22.E+10 0 1.20.E+12

대학투자연구비 59,884 1.67.E+07 2.61.E+08 0 2.14.E+10

기업투자연구비 59,884 7.36.E+07 6.57.E+08 0 5.83.E+10

기타민간연구비 59,884 1.64.E+07 5.62.E+08 0 7.98.E+10

총 산출 논문 59,860 9.03 152.44 0 14662

총 산출 SCI논문 59,860 4.40 89.99 0 10850

총 산출 국제논문 59,860 4.98 94.18 0 10042

평군 영향력지수(IF) 59,860 0.043 0.651 0 131

총 산출 출원특허 59,860 3.374 40.924 0 3146

총 산출 등록특허 59,860 1.201 14.331 0 1111

총 산출 국제특허 59,860 3.295 40.402 3122

3. 연구기관 단위

국내에는 학계, 산업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학계에서는 각 대학교에

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부투자금을 연구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학과별, 연구실별 연구과제 선정 신청 및 지원 활동일 이루어

지고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과제입찰 공고를 통해 정부지원과제에 연

구주체로 기업이 선정되는 방식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연구과제의 연구주체가 결정되면, 해당 연구주

체 기관의 명칭도 과제 정보와 함께 저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별

연구주체 기관의 이름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기관 단위별, 시작년도별

과제 특성의 정보값 합과 성과 정보값을 수합하는 방식으로 연구기관

단위별 패널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표 4-3>은 이렇게 구축된

연구기관 단위의 데이터세트의 기술통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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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index 19,321 2.139 1.563 0 10.621

투자주체의 다양성 59,884 0.299 0.230 0 1

정부연구비율 59,884 0.802 0.175 0 1

대학연구비율 59,884 0.003 0.025 0 1

기업연구비율 59,884 0.068 0.128 0 1.000

기타연구비율 59,884 0.003 0.029 0 1.000

대학투자여부 59,884 0.042 0.202 0 1.000

기업투자여부 59,884 0.373 0.484 0 1

기타투자여부 59,884 0.036 0.187 0 1

지역 59,884 7.577 4.471 1 18

4. 사업과제 단위

NITS의 분석 클라우스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과제정보는 2017년 10월 기준 과제건수는 62만 8천여건,

연구인력 정보는 18만 6천여건에 이르며 과제를 통하여 산출된 연구

성과정보에는 국내외 논문 정보 약 778만건, 국내외 특허는 350만건

에 이른다.

이렇게 방대한 정보중에서 연구의 분석에 활용할 자료로서 과제

의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2003년에서 2012년안에 시작된 과제들 가운

데 공개자료이면서 조사분석 확정이 완료된 과제의 정보를 사업과제

단위의 데이터 세트로 구축하였다. 이는 총 336,561건의 과제를 포함

한다. 과제의 정보 추출항목은 NTIS에서 제공하는 91개 항목 가운데

53개 항목을 추출하였는데 이 항목들에는 정보의 기준년도, 사업목적

분류, 사업부처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연구개발재원, 연구분야분류,

총연구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 6T관련 기술분류, 부처자제분류, 과제

수행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실용화대상여부, 연구개발단계, 연구개발

성격구분, 그리고 연구비의 총 급액 및 연구비 구성에 대한 정보와 참

여 연구원의 수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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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기술통계량: 사업과제 단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연구시작년도 336,561 2007.638 2.687 2003 2012

연구종료년도 336,561 2014.325 187.685 2003 9999

총연구원수 255,158 11.210 48.310 1 6111

연구기간 336,561 7.687 187.638 0 7996

총연구비 336,561 3.04.E+08 3.52.E+09 20000 1.72.E+12

정부투자연구비 336,561 2.49.E+08 1.05.E+09 0 9.00.E+10

대학투자연구비 336,561 2.97.E+06 6.50.E+07 0 1.29.E+10

기업투자연구비 336,561 1.31.E+07 1.82.E+08 0 5.83.E+10

기타민간연구비 336,561 2.92.E+06 2.08.E+08 0 7.98.E+10

총 산출 논문 336,561 1.606 9.647 0 647

총 산출 SCI논문 336,561 0.783 5.902 0 556

총 산출 국제논문 336,561 0.886 6.331 0 556

평군 영향력지수(IF) 336,561 0.246 1.874 0 753

총 산출 출원특허 336,561 0.600 3.603 0 622

총 산출 등록특허 336,561 0.214 1.538 0 305

총 산출 국제특허 336,561 0.586 3.545 0 622

연구성과index 111,377 1.692 1.224 0 8.008

정부연구비율 336,561 0.891 0.181 0 1

대학연구비율 336,561 0.004 0.034 0 1

기업연구비율 336,561 0.030 0.095 0 1

기타연구비율 336,561 0.002 0.031 0 1

대학투자여부 336,561 0.028 0.164 0 1

기업투자여부 336,561 0.142 0.349 0 1

기타투자여부 336,561 0.013 0.111 0 1

연구단계 336,561 2.063 1.021 1 4

기술수명단계 336,561 3.267 1.380 1 6

지역 336,561 7.988 4.253 1 18

이렇게 추출된 과제들을 통하여 산출된 연구성과의 정보를 얻고

자 NTIS에서 다시 성과물 정보역시 열람, 추출하였다. 성과물 정보는

크게 논문과 특허 정보를 추출하였는데 각 성과의 정보에는 성과ID와

해당 성과가 산출된 과제의 고유번호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과제고

유번호를 통하여 먼저 추출한 과제정보와 합쳐 사용할 수 있다.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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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성과정보들과 합친 후, 과제별 성과를 지표로서 계산하였는데

이 값은 논문성과와 특허성과를 합친 값이다. 이를 연구성과 index로

종속변수에 활용하였다. <표 4-4>은 이렇게 구축된 사업과제단위의

데이터세트의 기술통계량이다.

제 2 절 기초분석

추이분석에서는 구축된 자료를 시각화한 그래프를 도출하여 연

구대상의 동적인 변화를 추론하며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들

사이의 일차적인 관련성을 파악한다.

1. 시계열 추이분석

본 연구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개발 활동에 있

어서의 다양성은 크게 연구주체의 다양성과 연구비 투자주체의 다양

성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 중 기술코드 분류에 따라 나눈 기술 내 연

구활동 주체의 다양성 지수와 연구투자 주체의 다양성 지수의 시계열

추이를 연도별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그림 4-1>과 같다.

이를 보면 기술코드에 따른 분류 내에서의 연구활동 주체의 다양

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그 다양성의 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큰 틀

에서 보았을 때, 기술영역내 연구활동 주체가 다양화되는 경향이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연구투자 주체의 다양성의 경우

에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는 다양성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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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도별 다양성 지수 변화: 기술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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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 후 2009년부터 다시 다양성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분야 주제분류 따라 나눈 연구주제의 중분류단위 내에

서의 연구활동 주체의 다양성 지수와 연구투자 주체의 다양성 지수의

시계열 추이를 연도별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이를 통해 연구주제 분야내에서도 연구주체의 다양성 지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가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투자 주체

의 다양성 지수는 시간에 따라 증감의 추이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

으며 약 0.1에서 0.2의 지수값 범위에서 등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들의

연도별 수행사업의 투자주체 다양성 지수 평균값을 그래프로 나타내

었을 때에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투자주체의 다양성이 감소하

다가 이후 다시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그림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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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연도별 다양성 지수 변화: 연구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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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연도별 투자주체 다양성 지수 변화: 연구기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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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의 성과는 학술성과, 인력 및 시설성과, 국제협력성

과, 활용성과, 그리고 기타성과(언론보도성과)로 구분된 다섯 가지 영

역으로 나뉘어 측정되고 있다. 이 중 학술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성과

로 볼 수 있는 논문성과는 전문학술지논문게재실적이 논문의 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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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측정되고 있고 학술지는 다시 SCI 및 비SCI 학술지, 국내 및 국제

학술지로 나누어 진다. 논문성과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객관적 연구성과로 지식재산권, 즉 특허성과가 있다. 특허성과는 출원

건수 및 등록건수, 국내특허 및 국제특허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그림 4-4>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 발표수의 변화

자료: NTIS

<그림 4-4>는 우리나라에서 연도별로 총괄 발생되는 논문게재

건수의 성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분야 연구활동을 통해 발표되는 논문의 절대적인 숫자는 매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도에는 20,772건이었던 논문발

표실적은 2016년도에는 총 59,628건의 논문 발표로 증가하였다. 그러

나 연간 과학기술논문 게재건수의 증감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논문이

증가되는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대

비 2005년의 논문 발표수는 9.03%증가했는데, 2015년대비 2016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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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수의 증가는 1.99%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우리나라의 산출되는 지식재산권 성과의 변화를 살펴보

면 <그림 4-5>와 같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산출되고 있는 특허

성과의 추이는 뚜렷한 증감세는 보이지 않지만 출원 특허의 건수는

작은 폭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등

록 특허는 등락하는 경향으로 증가세나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다. 전

체 출원특허 건수 대비 등록건수의 비율 역시 지난 10여년간 증가하

거나 감소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추이가 명확하지 않다.

<그림 4-5> 연도별 지식재산권성과 변화

자료: 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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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패널분석에 앞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군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5)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별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하기 <표 4-5>, <표 4-6>, <표

4-7> 및 <표 4-8>와 같다.

먼저 기술코드 단위의 패널자료에서 종합적인 연구성과와 상관

관계가 높은 변수들을살펴보면, 다양성 가운데 연구주체의 다양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연구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γ=0.271). 그리고 총 연구비(γ=0.378), 총 연구원수(γ

=0.0.405), 및 같은 기술분야가 포함하고있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숫

자(γ=0.381)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연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체적으로 연구성과가 높아지는 관계가 존재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외국사례 연구(Grimaldi and Tuzelmann,

2003)와 같은경향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나타나고 있

음이며, 이 배경에는 자원투입의 절대적인 크기와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한편, 평균적인 연구기간은 뚜렷한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구의 평균 시작년도는 최근 시행된

기술분야 일수록 소폭 연구성과가 더 높은 관계를 보였다.(γ=0.079).

연구분야 단위 자료에서의 변수간 상관관계에서도 연구주체의

다양성은 종합적인 연구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더하

여 투자주체의 다양성 역시 그러하였다. 연구의 규모를 반영하는 총

연구비, 총연구원수, 포함과제수도 기술코드 단위에서의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연구성과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

5)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조작화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는 제 3장의 3절 변

수의 조작화 및 측정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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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시간적 측면에서는 앞선 분석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먼저

연구기간이 긴 연구분야가 좀더 많은 연구성과가 있는 관계가 나타났

으며(γ=0.189) 연구기간은 기술단위에서와는 반대로 최근에 연구가

시작된 분야일수록 연구성과가 소폭 적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γ=-0.063).

연구기관단위와 사업과제 단위자료의 변수간 상관관계에서도 연

구규모가 종합적인 연구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이 일관

적이고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다만, 연구기관 단위에서는 다양성과 협

력 정도의 대리변수가 되는 투자주체의 다양성이 연구성과에 적은 정

도이지만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사업과제 단위에서는 과제내

협력의 정도와 성격을 나타내는 3가지 차원의 변수가 모두 연구성과

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성, 협력과 성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

하였다.



- 85 -

<표 4-5> 기술코드단위 자료 변수간 상관관계

종합

연구

성과

연구

주체의

다양성

투자

주체의

다양성

총

연구비

총

연구원수

포함

과제수

연구

기간

연구

시작년도

기술

수명

주기

연구

개발

단계

지역

종합연구성과 1.000

연구주체의

다양성
0.2707* 1.000

투자주체의

다양성
0.046 0.2265* 1.000

총 연구비 0.3777* 0.1607* 0.1197* 1.000

총 연구원수 0.4045* 0.1561* 0.0632* 0.8148* 1.000

포함 과제수 0.3809* 0.1274* 0.044 0.9180* 0.7234* 1.000

연구 기간 -0.035 0.025 -0.0863* -0.015 -0.011 -0.018 1.000

연구

시작년도
0.0786* 0.1906* -0.0620* -0.017 0.016 0.006 -0.015 1.000

기술수명주기 -0.032 0.033 0.0811* -0.2626* -0.2724* -0.2455* -0.013 -0.1396* 1.000

연구개발단계 0.006 -0.026 0.001 -0.050 -0.004 -0.1142* -0.0782* -0.0765* 0.0888* 1.000

지역 -0.051 -0.1210* 0.047 0.003 -0.014 0.014 0.014 0.000 -0.039 -0.1327* 1.000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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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연구분야단위 자료 변수간 상관관계

종합

연구

성과

연구

주체의

다양성

투자

주체의

다양성

총

연구비

총

연구원수

포함

과제수

연구

기간

연구

시작년도

기술

수명

주기

연구

개발

단계

지역

종합연구성과 1.000

연구주체의

다양성
0.2615* 1.000

투자주체의

다양성
0.2427* 0.3291* 1.000

총 연구비 0.5197* 0.1520* 0.2308* 1.000

총 연구원수 0.4197* 0.0801* 0.0925* 0.7876* 1.000

포함 과제수 0.2696* -0.014 -0.013 0.5980* 0.8663* 1.000

연구 기간 0.1893* -0.021 -0.015 -0.006 -0.006 -0.004 1.000

연구

시작년도
-0.0625* 0.1420* 0.0433* 0.0606* 0.038 0.0650* -0.0709* 1.000

기술수명주기 -0.0766* 0.0756* 0.005 0.011 0.008 -0.023 -0.0657* 0.0473* 1.000

연구개발단계 0.022 0.0806* 0.025 0.018 0.025 -0.004 -0.0822* 0.0440* 0.2818* 1.000

지역 0.0645* -0.0219 0.0111 0.0265 0.0189 0.0302 0.0048 0.040 -0.039 -0.0654* 1.000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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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연구기관 단위 자료 변수간 상관관계

종합

연구

성과

투자

주체의

다양성

총

연구비

총

연구원수

포함

과제수

연구

기간

연구

시작년도

기술

수명

주기

연구

개발

단계

지역

종합연구성과 1.000

투자주체의

다양성
-0.0680* 1.000

총 연구비 0.3602* -0.0192* 1.000

총 연구원수 0.4675* -0.0298* 0.4957* 1.000

포함 과제수 0.4486* -0.0481* 0.4712* 0.6117* 1.000

연구 기간 0.0193* -0.0281* 0.0139* 0.006 0.002 1.000

연구 시작년도 -0.0923* -0.3461* -0.0134* -0.001 -0.006 0.002 1.000

기술수명주기 -0.0267* -0.0098* 0.004 0.0199* 0.0089* -0.0160* 0.004 1.000

연구개발단계 0.0508* 0.1765* -0.003 0.0291* 0.0273* -0.0351* -0.0874* 0.4013* 1.000

지역 0.005 -0.0306* 0.004 0.007 0.0134* 0.004 0.006 -0.0484* -0.0622* 1.000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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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사업과제 단위 자료 변수간 상관관계

종합

연구

성과

연구

주체의

투자

여부

연구

주체의

연구비

투자비율

제3민간

연구

주체의

투자여부

총

연구비

총

연구원수

연구

기간

연구

시작년도

기술

수명

주기

연구

개발

단계

지역

종합연구성과 1.000

연구주체의

투자 여부
0.2023* 1.000

연구주체의

연구비

투자비율

0.1255* 0.7505* 1.000

제3민간

연구주체의

투자여부

0.1624* 0.0453* 0.002 1.000

총 연구비 0.2407* 0.0279* 0.0217* 0.0218* 1.000

총 연구원수 0.2849* 0.1010* 0.0434* 0.0779* 0.0709* 1.000

연구 기간 0.0193* 0.002 0.000 -0.0036* 0.0117* 0.0047* 1.000

연구

시작년도
-0.1611* 0.2783* 0.2516* 0.1682* -0.0073* -0.0514* 0.0102* 1.000

기술수명주기 0.1905* 0.1877* 0.1128* 0.1072* 0.0064* 0.0241* -0.0091* -0.1068* 1.000

연구개발단계 0.0940* -0.1535* -0.1355* -0.0805* 0.0074* 0.0424* 0.0163* 0.0097* -0.1962* 1.000

지역 -0.0248* -0.0451* -0.0374* -0.0110* -0.0059* -0.0050* 0.0062* 0.0059* -0.0715* 0.0407* 1.000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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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증분석 결과

1. 양적 연구성과에 대한 혁신시스템 다양성의 효과

R&D 혁신 시스템 안의 다양성이 양적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한 고정효과 패널분석은 먼저 혁신시스템의 다양성을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과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으로 나누어 측정

하고 그에 따른 ①총 산출 논문 건수와 ②출원 특허 건수, 그리고 ③

이 둘을 합한 성과의 변화를 각각 분석하였다.

앞서 설정한 가설 1에서 예측하기로 두 종류의 다양성 모두 양적

연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하위가설인 가설

1-1은 기술단위에서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할 때 양적 성과

가 향상될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다양한 유형의 연구주체가 골고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이 그렇지 못한 기술에 비하여 연구에 참

여하는 주체간의 연계와 학술적 교류가 더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연구

성과가 더 많이 산출 될 것이라는 추론이다. 가설 1-2는 기술단위에

서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할 때에도 연구성과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았다. 더 여러 유형의 주체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자

원적 보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하였다. 기업은 투

자를 대학은 연구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협력적 자원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 1-3과 1-4는 기술단위에서뿐

만 아니라 학문적 분류체계인 연구분야 단위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

타날 것으로 상정하였으며 가설 1-5는 연구기관 단위에서도 역시 여

러 유형의 주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성과가 더 많이 창출할 것으로 보았다.

먼저 총 산출 논문건수에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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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양적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 총 산출 논문건수

(1)

기술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2)

기술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3)

분야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4)

분야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5)

연구기관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혁신주체 유형의

다양성

0.853*** 0.599** 1.270*** -0.023 0.505***

(0.244) (0.279) (0.170) (0.339) (0.099)

연구

규모

연구비

총액

1.43E-12*** 1.36E-12*** 1.75E-11*** 1.71E-11*** 2.25E-12***

(3.19E-13) (3.26E-13) (2.64E-12) (2.70E-12) (5.14E-13)

총

과제수

3.02.E-04*** 2.88.E-04*** -1.09.E-03*** -1.25.E-03*** 1.71.E-03***

(9.39.E-05) (9.42.E-05) (2.96.E-04) (3.03.E-04) (2.16.E-04)

참여

연구원수

1.14.E-05* 1.18.E-05* 3.63.E-04*** 4.07.E-04*** 2.01.E-04***

(6.19.E-06) (6.24.E-06) (9.15.E-05) (9.35.E-05) (1.77.E-05)

시간적

특성

평균

연구기간

7.78.E-04 9.23.E-04 1.74.E-02 3.11.E-02 -4.48.E-05

(8.38.E-04) (8.41.E-04) (2.97.E-02) (3.06.E-02) (6.23.E-05)

시작년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구개발단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수명주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3.311*** 3.617*** 1.529*** 1.606*** 0.339**

(0.362) (0.348) (0.428) (0.438) (0.107)

관측치 1007 1007 1823 1823 11010

R2

within 0.4720 0.4675 0.2719 0.2373 0.1982

between 0.2201 0.1883 0.2266 0.2276 0.0603

overall 0.3306 0.3145 0.2722 0.2739 0.2153

F-test 37.253*** 36.578*** 20.970*** 17.472*** 55.569***
주1: *p<0.1, **p<0.05, ***p<0.01, ()=표준오차

주2: 연구시작년도,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단계 요인은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표 4-9>와 같다.

열(1)과 열(2)는 미래유망기술(6T) 코드번호에 따라 분류한 기술

을 분석 단위로 삼았을 때 혁신주체의 다양성이 논문산출의 양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기술 단위에서 연구주

체 유형의 다양성과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모두 논문의 산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3)과 열(4)는 연구분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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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양적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 출원특허 건수

(1)

기술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2)

기술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3)

분야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4)

분야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5)

연구기관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혁신주체 유형의

다양성

0.966*** 0.091 1.328*** 0.940*** 0.628***

(0.246) (0.289) (0.171) (0.323) (0.085)

연구

규모

연구비

총액

1.32E-12*** 1.36E-12*** 1.62E-11*** 1.55E-11*** 1.54E-12***

(3.07E-13) (3.14E-13) (2.49E-12) (2.56E-12) (4.30E-13)

총

과제수

2.98.E-04*** 2.86.E-04*** -1.31.E-03*** -1.39.E-03*** 4.27.E-03***

(9.43.E-05) (9.51.E-05) (2.88.E-04) (2.95.E-04) (3.84.E-04)

참여

연구원수

1.12.E-05* 1.09.E-05* 3.78.E-04*** 4.03.E-04*** 1.27.E-04***

(5.77.E-06) (5.84.E-06) (8.81.E-05) (9.03.E-05) (1.76.E-05)

시간적

특성

평균

연구기간

5.73.E-04 6.89.E-04 3.57.E-02 5.12.E-02 1.89.E-04

(8.23.E-04) (8.30.E-04) (3.16.E-02) (3.24.E-02) (1.66.E-04)

시작년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류에 따른 학술적 개념의 연구분야를 분석 단위로 삼았을 때의 분석

이다. 연구분야에서도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하면 논문이 더

많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자주체 다양성의 효과는 통계적

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마지막 열(5)는 연구기관을

분석단위로 삼았을 때인데, 여기서는 연구의 투자주체 유형이 다양한

연구기관이 더 연구논문을 많이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분석을 통하여 가설 1-1, 1-2, 1-3 및 1-5는 지지된다.

두 번째로 산출되는 출원특허 건수에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표 4-10>), 기술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은 산출되는

출원특허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

외 기술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연구분야내의 연구 및 투자주체

다양성 그리고 연구기관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은 모두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출원특허의 건수가 향상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출원 특허 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 분석 결과는 가

설 1-2, 1-3, 1-4, 그리고 1-5를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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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

연구개발단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수명주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1.661*** 2.095*** 0.532 0.695 -0.242**

(0.339) (0.326) (0.441) (0.451) (0.114)

관측치 953 953 1541 1541 15168

R2

within 0.4697 0.4598 0.3430 0.3103 0.1568

between 0.1336 0.1010 0.2662 0.2556 0.0557

overall 0.2586 0.2369 0.3329 0.3355 0.2132

F-test 36.401*** 34.978*** 25.628*** 22.087*** 46.105***
주1: *p<0.1, **p<0.05, ***p<0.01, ()=표준오차

주2: 연구시작년도,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단계 요인은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양적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분석은 마지막으로 논문성

과와 출원특허 성과의 건수를 합한 값에 대한 다양성의 영향을 분석

하였다. 두 종류의 성과를 합한 값을 종속변수로 삼아 다시 분석을 수

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활동은 연구분야, 연구목표, 연구

개발활동의 단계, 연구기관의 특성등에 따라 산출되는 성과의 유형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기초과학분야 학문 연구의 경우, 어떤 기술이

태동되는 시기의 연구,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진리탐구에 초점을 맞추

는 대학의 경우에는 논문의 성과가 많이 창출되고 반대로 응용기술분

야 학문연구의 경우, 기술이 충분히 발전되어 실용화 단계인 경우의

연구, 그리고 판매가능한 제품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의 성과를 많이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논문과 특허를 따

로 분석할 경우 비록 고정효과를 사용한 패널분석에서도 결과에 왜곡

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산출논문의 건수와

출원특허의 건수를 합한 값을 다시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함으로

서 교차적으로 양적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논문과 출원특허 성과의 합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표 4-11>과 같다. 동 결과에서도 기술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

성과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연구분야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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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양적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 산출논문과 출원특허의 합

(1)

기술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2)

기술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3)

분야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4)

분야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5)

연구기관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혁신주체 유형의

다양성

1.100*** 0.607** 1.516*** 0.338 0.588***

(0.233) (0.273) (0.162) (0.326) (0.075)

연구

규모

연구비

총액

1.54E-12*** 1.50E-12*** 1.73E-11*** 1.67E-11*** 2.31E-12***

(3.12E-13) (3.20E-13) (2.61E-12) (2.70E-12) (4.60E-13)

총

과제수

3.18.E-04*** 2.99.E-04*** -1.07.E-03*** -1.25.E-03*** 1.79.E-03***

(9.16.E-05) (9.24.E-05) (2.95.E-04) (3.04.E-04) (2.08.E-04)

참여

연구원수

1.16.E-05* 1.18.E-05* 3.55.E-04*** 4.07.E-04*** 2.19.E-04***

(6.04.E-06) (6.12.E-06) (9.08.E-05) (9.37.E-05) (1.70.E-05)

시간적

특성

평균

연구기간

5.42.E-04 7.84.E-04 2.77.E-02 4.28.E-02 -4.11.E-05

(8.16.E-04) (8.22.E-04) (2.87.E-02) (2.98.E-02) (6.03.E-05)

시작년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구개발단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수명주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3.352*** 3.720*** 1.074*** 1.153*** 0.165**

(0.343) (0.334) (0.410) (0.423) (0.092)

관측치 1012 1012 1955 1955 19318

R2

within 0.4862 0.4761 0.2988 0.2513 0.1474

between 0.2137 0.1734 0.2882 0.2473 0.0620

overall 0.3248 0.3012 0.3033 0.2798 0.1987

F-test 39.649*** 38.075*** 25.830*** 20.352*** 60.283***
주1: *p<0.1, **p<0.05, ***p<0.01, ()=표준오차

주2: 연구시작년도,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단계 요인은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그리고 연구기관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 1-2, 1-3, 그리고 1-5가 지지되었다.

상기 세가지 양적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설 1-1부터

1-5는 모두 1번이상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기술이나 연구

분야, 연구기관에서 다양성의 증가가 양적 측면의 연구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앞서 설정한 가설 1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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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연구성과에 대한 혁신시스템 다양성의 효과

R&D 혁신 시스템의 다양성이 질적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에서도 다양성을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과 투자

주체유형의 다양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여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시행

하였다. 두 유형의 다양성의 변화에 따라 총 산출된 ①SCI급 논문의

건수, SCI급 논문의 건수에 논문들의 평균 인용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②산출논문들의 평균 영향력, ③총 산출 등록 특허의 건수, 그리고 ④

총 산출 국제출원 특허의 건수 성과의 변화를 각각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혁신시스템의 다양성이 질적 연구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 2를 설정하였다. 하위가설 2-1과 2-3은

각각 기술과 연구분야 단위에서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질적 성과

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혁신시스템에서 연구활동을 수행

하는 유형이 다양하면 서로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를 촉

발시키는 지식파급효과가 발생하여 보다 새롭고 진보적인 성과가 창

출될 것으로 본 것이다. 더하여 투자주체의 유형이 다양하면 보다 상

향적이고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이것이 질적으로 우수

한 연구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과제가 오직 중앙정부로부터만 연구비를 전부 지원받

는다면 연구방향과 목표의 설정에 있어 피동적으로 정부의 제안이나

지시를 따르게 되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않을 계연성이 있으

나, 기업이나 대학의 투자연구비가 함께 존재할 때에는 연구현장을

잘 알고 있는 기업 및 대학의 시각이 과제의 방향 설정에 반영되고

투자한 주체로부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받아 결과적으

로는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위가

설 2-2와 2-4, 2-5는 이러한 맥락에서 각각 기술, 연구분야, 연구기관

단위에서 혁신 시스템 내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하면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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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 세계의 과학기술분야 저널을 전문가의 판단과 학술지의 기준

준수 여부, 인용분석 자료 수치 등의 기준으로 우수성을 판단하여 그

중 상위 10%의 우수 저널이 SCI에 등재가 되며, SCI 학술지등과 비

슷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다른 색인으로는 SCIE, SSCI(사회과학분야

), A&HCI(예술 및 인문과학분야), SCOPUS 등이 있다. 동 5가지 색

인에 포함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SCI급 논문으로 분류되고 이는

그 외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보다 상대적으로 우수성이 높다고 인정

된다. SCI급 논문의 산출에 혁신시스템의 다양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열(2)의 결과는 어떤 기술에 대한 연구가 여러 유형의 주체로부

터 투자를 받아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은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SCI급 논문이 많이 산출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떤 분야의 연구가

다양한 유형의 주체에 의해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열(3))와 어떤 연구

기관이 다양한 유형의 주체로부터 연구비를 투자받았을 때(열(5)) 역

시 SCI급 논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 2-3 및 2-5가 지지되었다. 하지만 열(2)와 열(4)에서는 혁신주체

다양성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바, 가설

2-1과 2-4는 기각되었다.

SCI에 등재된 학술지의 논문들은 논문의 인용횟수를 통하여 그

것이 얼마나 학계에서 영향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논문인용지수라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산출된 논문의 평

균 논문인용지수를 계산하고 이에 그 분야에서 산출된 SCI급 논문의

건수를 곱하면 해당 분야 연구의 평균적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영향력이 높다는 것, 즉, 학계에서 많이 회자되고 인용된다는 것은 논

문이 다루고 있는 연구결과와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는 것인 바, 연

구성과가 질적으로 그 수준이 높을수록 연구의 평균적인 영향력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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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질적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 SCI급 논문건수

(1)

기술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2)

기술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3)

분야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4)

분야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5)

연구기관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혁신주체 유형의

다양성

0.023 0.532* 0.862*** -0.122 0.575***

(0.262) (0.277) (0.205) (0.362) -0.135

연구

규모

연구비

총액

1.23E-12*** 1.12E-12*** 1.34E-11*** 1.31E-11*** 2.61E-12***

(2.99E-13) (3.04E-13) (2.66E-12) (2.69E-12) -6.74E-13

총

과제수

3.31.E-04*** 3.29.E-04*** -1.23.E-03*** -1.30.E-03*** 1.65.E-03***

(9.28.E-05) (9.26E-05) (2.91.E-04) (2.94.E-04) (2.90.E-04)

참여

연구원수

1.53E-05*** 1.63E-05*** 4.24.E-04*** 4.44.E-04*** 1.48.E-04***

(5.82E-06) (5.82E-06) (9.05.E-05) (9.13.E-05) (1.83.E-05)

시간적

특성

평균

연구기간

-7.40.E-04 -7.34.E-04 4.15.E-02 0.0491 -1.61E-04*

(8.21.E-04) (8.18.E-04) (3.37.E-02) (0.0343) -8.53E-05

시작년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구개발단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수명주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2.449*** 2.372*** 1.250*** 1.361*** 0.395***

(0.346) (0.332) (0.481) (0.485) -0.149

관측치 951 951 1358 1358 5223

R2

within 0.480 0.483 0.279 0.265 0.296

between 0.123 0.125 0.227 0.257 0.067

overall 0.253 0.258 0.270 0.305 0.241

F-test 37.908*** 38.263*** 16.390*** 15.254*** 52.604***
주1: *p<0.1, **p<0.05, ***p<0.01, ()=표준오차

주2: 연구시작년도,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단계 요인은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아질 것이다. 따라서, 산출연구의 영향력을 위와같이 계산하고 다양성

이 이에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4-1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술내의 혁신주체 유형의

다양성은 연구주체 및 투자주체 측면 모두 기술에서 발생하는 연구의

평균적인 영향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1)과 열(2)). 열(5)의 연구기관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역시 연

구기관 성과의 평균적인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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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연구분야 내에서 연구주체 유형이 다양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

논문의 평균적인 영향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열(3)).

동 분석을 통하여는 하위가설 5개중 오직 1개만이 지지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특히 기술, 연구분야, 연구기관이라는 유형에 따라 다양성

의 영향이 크게 엇갈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3> 질적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 산출논문의 영향력

(1)

기술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2)

기술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3)

분야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4)

분야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5)

연구기관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혁신주체 유형의

다양성

-1.529*** -0.964** 0.966** 0.506 -0.811*

(0.430) (0.461) (0.388) (0.689) -0.283

연구

규모

연구비

총액

8.58E-13* 1.01E-12** 1.31E-11*** 1.22E-11*** 1.54E-12

(4.43E-13) (4.57E-13) (4.49E-12) (4.52E-12) -1.18E-12

총

과제수

-6.5E-05 -5.4E-05 -9.10E-04* -9.63E-04** 4.35E-04

(1.37E-04) (1.38E-04) (4.69E-04) (4.71E-04) -4.91E-04

참여

연구원수

2.31E-05*** 2.19E-05** 2.99E-04** 3.20E-04** 1.51E-04*

(8.60E-06) (8.69E-06) (1.47E-04) (1.47E-04) -3.11E-05

시간적

특성

평균

연구기간

-2.36E-03* -2.61E-03** -3.86E-02 -4.27E-02 8.06E-06

(1.28E-03) (1.29E-03) (6.16E-02) (6.21E-02) -1.45E-04

시작년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구개발단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수명주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0.939 0.486 2.037** 2.246*** -0.877***

(0.589) (0.572) (0.858) (0.858) -0.32

관측치 877 877 1041 1041 3130

R2

within 0.402 0.396 0.261 0.255 0.257

between 0.087 0.094 0.110 0.150 0.014

overall 0.207 0.194 0.207 0.249 0.135

F-test 25.178*** 24.496*** 10.947*** 10.585*** 29.715***
주1: *p<0.1, **p<0.05, ***p<0.01, ()=표준오차

주2: 연구시작년도,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단계 요인은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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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엇갈리는 결과가 나온 이유를 고찰해보면 첫째로는, 혁신

시스템에서 다양성이 높을 경우 연구주체들 사이의 이질성이 서로의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성의 추구 결과가 연구주제의 선정과

방향도 다양하게 만들어 일부 논문을 지속적으로 인용하고 해당 주제

에 대하여 연구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시킨 결과일 가능성도 존재한

다. 그렇다면 인용지수로 계산된 지수의 값에 다양성이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지식생태계적 개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조짐일

수도 있을 것이다.

더하여, 인용지수와 SCI논문의 곱으로 계산된 평균 영향력이 지

수설계의 특성상 기술단위 및 연구기관 단위의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

은 측면이 있어 분석결과에서도 왜곡이 발생했을 수 있다. IF는 연구

분야에 따라 그 수치가 매우 달라진다. 이는 학문의 특성에 기인한 것

으로 실험을 통해 논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학문이 있고, 그렇지 않

은 학문이 있는 만큼 IF를 비교하더라도 학문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박건형, 2012) 실제로 수학의 경우에는 최상

위 저널이라고 해도 IF가 1을 넘지 않지만 생물학 및 의학분야는 상

위학술지의 IF가 20에서 50까지로 학문간 IF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

서 학문분야 고유의 특성이 IF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기술단위 및 연구단위의 분석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상의 오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IF가 아닌 표

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mrnIF, 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mrnIF는 분야벌 학술지 IF

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논문의 인용수로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내에서 특정 학술지가 차지하는 위상을 IF값의 순위로 나

타낸다. 즉, 수학분야에서 1의 IF로 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학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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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질적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 등록특허 건수

(1)

기술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2)

기술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3)

분야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4)

분야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5)

연구기관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혁신주체 유형의

다양성

0.312 -0.136 1.102*** 0.193 0.466***

(0.275) (0.294) (0.189) (0.330) -0.101

연구

규모

연구비

총액

1.07E-12*** 1.11E-12*** 1.70E-11*** 1.64E-11*** 8.86E-13**

(3.03E-13) (3.08E-13) (2.40E-12) (2.45E-12) -3.98E-13

총

과제수

2.95E-04*** 2.92E-04*** -8.14E-04*** -8.96E-04* 3.74E-03***

(9.86E-05) (9.86E-05) (2.76E-04) (2.81E-04) -3.63E-04

참여

연구원수

1.02E-05* 9.82E-06* 2.37E-04*** 2.62E-04*** 1.03E-04***

(5.63E-06) (5.65E-06) (8.44E-05) (8.59E-05) -1.70E-05

의학분야에서 40의 IF로 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학술지가 그 위상이

같은 수준인 것으로 값을 매기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NTIS의 자료에 mrnIF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질적 연구성과를 대리하기 위한 세 번째 종속변수로는 등록특허

건수를 사용하였다. 출원된 특허가 특허청의 심사에 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특허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

을 설정등록 할 수 있는 바 등록특허의 경우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지식재산권이라는 판단이다.

등록특허의 건수에 대한 혁신시스템의 다양성의 영향에 대한 분

석결과(<표 4-14>)를 보면, 연구분야에서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높을 때(열(3))와 연구기관의 연구비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높을

때(열(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등록특허의 건수가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 결과는 가설 2-3과 2-5를 지지한다. 기

술단위 혁신주체의 다양성과 연구분야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나머지 하위 가설은 지

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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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특성

평균

연구기간

-1.45E-03* -1.39E-03* -2.53E-02 -5.56E-03 -2.48E-05

(8.05E-04) (8.03E-04) (3.40E-02) (3.45E-02) -1.58E-04

시작년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구개발단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수명주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1.339*** 1.500*** 0.717 0.787* -0.173

(0.364) (0.346) (0.448) (0.457) -0.137

관측치 908 908 1295 1295 9947

R2

within 0.413 0.413 0.293 0.265 0.172

between 0.126 0.114 0.197 0.228 0.081

overall 0.246 0.236 0.282 0.308 0.287

F-test 27.420*** 27.328*** 16.754*** 14.571*** 31.690***
주1: *p<0.1, **p<0.05, ***p<0.01, ()=표준오차

주2: 연구시작년도,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단계 요인은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마지막으로 국제출원 특허건수에 대한 혁신시스템의 다양성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15>와 같다. 열(1)에서 미래유망기술

(6T) 코드번호에 따라 분류한 기술을 분석 단위로 삼았을 때 연구주

체 유형의 다양성이 국제출원 특허의 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3)과 열(4)는 연구분야 분류에 따른 학술적 개념

의 연구분야를 분석 단위로 삼았을 때의 다양성의 효과를 나타내는

데, 분야단위에서 연구주체 및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두가지 모두

국제특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열(5)는 연구기

관을 분석단위로 삼았을 때, 투자주체 유형이 다양한 연구기관이 더

연구논문을 많이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분석을 통하

여 가설 2-1, 2-3, 2-4 및 2-5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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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질적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 국제특허 건수

(1)

기술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2)

기술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3)

분야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4)

분야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5)

연구기관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혁신주체 유형의

다양성

0.766*** 0.079 1.405*** 0.862*** 0.629***

(0.257) (0.289) (0.175) (0.323) -0.085

연구

규모

연구비

총액

1.33E-12*** 1.36E-12*** 1.65E-11 1.55E-11 1.53E-12***

(3.08E-13) (3.13E-13) (2.49E-12) (2.56E-12) -4.28E-13

총

과제수

2.94E-04*** 2.86E-04*** -1.30E-03*** -1.38E-03*** 4.27E-03

(9.45E-05) (9.50E-05) (2.87E-04) (2.95E-04) -3.82E-04

참여

연구원수

1.11E-05* 1.08E-05* 3.73E-04*** 4.03E-04*** 1.28E-04***

(5.78E-06) (5.84E-06) (8.78E-05) (9.02E-05) -1.76E-05

시간적

특성

평균

연구기간

5.86E-04 7.45E-04 0.036 0.048 1.84E-04

(8.26E-04) (8.29E-04) (0.031) (0.032) -1.65E-04

시작년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구개발단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수명주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1.799*** 2.088*** 0.555 0.712 -0.234**

(0.336) (0.326) (0.439) (0.451) -0.114

관측치 953 953 1541 1541 15168

R2

within 0.465 0.460 0.3491 0.3132 0.165

between 0.127 0.103 0.2568 0.2470 0.058

overall 0.254 0.238 0.3319 0.3350 0.218

F-test 35.758*** 34.946*** 26.3301*** 22.3853*** 48.871***
주1: *p<0.1, **p<0.05, ***p<0.01, ()=표준오차

주2: 연구시작년도,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단계 요인은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질적 연구성과에 대한 혁신시스템의 다양성의 효과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1 기술내 연구주체의 다양성은 국제특

허건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성과의 영향력에는 오히려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뚜렷이 지지되지 못하였고 가설 2-2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가설 2-3 연구분야내의 연구주체의 유형의 다

양성은 질적 연구성과를 대리하는 4가지 변수의 분석에서 모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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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가설 2-4는 4개중 1개에서만 타당함을 확인하였고 가설2-5

연구기관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은 4개 종속변수중 3개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가설들의 분석결과를 보

면 대체적인 다양성의 긍정적인 효과 경향이 존재하면서도 통계적으

로 유의미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

고 있어 가설 2는 약하게 지지된다고 판단하였다.

3. 종합적 연구성과에 대한 혁신시스템 다양성의 효과

R&D 혁신 시스템의 다양성이 종합적인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먼저 종합적 연구성과를 주성분분석의

요인적재값 결과와 BK사업의 연구업적 평가체계의 가중치부여 방식

을 사용하여 하나의 지표(index)값으로 계산하였다(3장 3절의 통제변

수 조작화 및 측정방법 참고). 그리고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양성

을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과 투자주체유형의 다양성으로 나누어 측

정한 뒤, 각 다양성의 변화에 따라 종합적 연구성과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먼저 기술단위에서의 연구주체 집중도가 종합적 연구성과에 미

치는 영향의 분석결과를 보면(<표 4-16, 열(1)>), 연구주체의 다양성

이 높을수록 연구성과가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순차적으로 추가하

며 분석을 반복할때에도 그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면서 일관적이었

다. 다양한 연구주체가 기술 내에서 과제를 골고루 나누어 수행하고

있을때에 종합적으로는 연구성과가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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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포함한 통제변수가운데 기술단위 연구의 규모를 의미하

는 기술연구비 총액과, 기술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진행되는 총 과

제의 수, 참여 연구원수는 세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서 연구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고있어 앞선 선행연구들과 그 맥락

을 같이하였다. 기술분야의 연구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인 연구성과의

산출도 커졌다. 기술수명주기 단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술수명주기상 도입기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구성과가 산출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성과로 측정하고 있는 논문 및 특허의 성과결과는 기술의 발전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1차적으로 많이 산출된 이후, 성장기에는 개발성

과 및 사업화 성과가 성숙기에는 기술적 노하우 등의 성과가 집적된

다는 이론적 논의와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더하여

열 (2)에서 기술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양성의 강도가 높을수록 연구 성과가 증

가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연구투자 측면에서도 기술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할 때, 해당 기술의 종합적

인 연구성과가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동 분석결과를 통해 참여측면에서는 해당기술을 연구하는 다양

한 연구주체들이 존재하고 투자측면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술내 연구를 위한 자원의 교환 및 연계,

교류와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협력행위가 일어날 기회가 더 많아,

R&D 협력의 정도가 더 커지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술전체의 종

합적 연구성과가 증가한다고 본 가설 3-1과 3-2가 모두 지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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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종합적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

(1)

기술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2)

기술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3)

분야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4)

분야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5)

연구기관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혁신주체 유형의

다양성

1.004*** 0.530* 1.577*** 0.317 0.630***

(0.231) (0.271) (0.167) (0.337) (0.078)

연구

규모

연구비

총액

1.52E-12*** 1.48E-12*** 1.81E-11*** 1.75E-11*** 2.23E-12***

(3.09E-13) (3.17E-13) (2.69E-12) (2.78E-12) (4.8.E-13)

총

과제수

3.24E-04*** 3.07.E-04*** -1.07.E-03*** -1.26.E-03*** 1.83.E-03***

(9.08E-5) (9.15.E-05) (3.04.E-04) (3.14.E-04) (2.14.E-04)

참여

연구원수

1.24E-05*** 1.25E-05** 3.46.E-04*** 4.00.E-04*** 2.19.E-04***

(5.99E-06) (6.06E-06) (9.36.E-05) (9.66.E-05) (1.75.E-05)

시간적

특성

평균

연구기간

0.00039 6.10.E-04 0.016 0.032 -5.54.E-05

(0.00081) (8.14.E-04) (0.030) (0.031) (6.22.E-05)

시작년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구개발단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수명주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4.162*** 4.502*** 1.781*** 1.863*** 0.859***

(0.340) (0.331) (0.422) (0.437) (0.095)

관측치 1012 1012 1955 1955 19318

R2

within 0.483 0.474 0.292 0.243 0.141

between 0.191 0.158 0.329 0.292 0.052

overall 0.302 0.282 0.310 0.287 0.188

F-test 39.07*** 37.71*** 24.975*** 19.442*** 57.36***
주1: *p<0.1, **p<0.05, ***p<0.01, ()=표준오차

주2: 연구시작년도,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단계 요인은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기술코드단위 패널데이터의 분석에 이어 연구분야의 주제 중분

류단위 패널 분석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렇

게 패널을 다르게 구축하여 유사한 분석을 반복 시행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기술코드단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와 관련된 미래유

망기술의 세분류로 과제를 분류하는데 반하여, 연구분야 주제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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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제와 관련된 학문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과제를 분류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인공피부 관련 연구들은 기술코드 단위 분류에 따른다

면 모두 바이오기술 대분류 하위 생체재료 연구 세분류로, 같은 기술

유형의 과제로 분류된다. 하지만 연구주제 분류에 따른다면 일부는

의학 관련 연구로, 일부는 생화학이나 유기화학 관련 연구로 서로 다

르게 분류될 수 있다. 반대로, 연구분야 주제 분류에서는 같은 학문인

유기화학 관련 연구과제라고 하더라도 영상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

는 효율 높은 유기 반도체 물질에 관련된 연구와 환경연구에서 각광

받는 생분해를 빠르게 촉진할 수 있는 유기 물질에 관련된 연구는 각

각 IT분야와 ET분야 기술로 서로 다르게 구분되어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패널자료를 구축하면 분류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관측개

체의 변동을 나타내는 성격이 다른 패널이 만들어지게 된다. 앞서 시

계열 분석에서 <그림 4-1>과 <그림 4-2>의 자료의 시간적 변동의

모습을 보면 두 패널자료의 변동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D 혁신시스템에 총체적인 다양성의 증가가 연구성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기 위함인 바, 기술코드 패널의 분석 이

후 연구주제의 학술적 분야에 대한 분류인 연구분야 중분류 단위의

패널자료를 따로 구축하고 선행 기술코드 단위 분석에서 발견된 결과

가 일관적으로 중분류단위 분석에서도 관찰되는지 확인하여 분석결

과의 견고성(robustness)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중분류단위 패널자료를 통한 연구 주체의 다양성과 투자 주체의

다양성에 따른 연구성과의 변화를 각각 분석한 결과는 <표4-16>의

열(3) 및 열(4)와 같다. 먼저 분야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은 종합

적 연구성과를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떤

연구분야 내에서 즉, 같은 학문분야 갈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다

양한 조직에 포진되어 있고 국가가 이런 조직들에게 골고루 과제를

배분함으로써 협력의 기회와 강도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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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R&D 혁신 시스템의 연구주체 다양성 강화는 연구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가설 3-3은 지지된다.

한편, 연구분야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달라질 때, 종합적

연구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주제 분야의 모든 과제들에 대한 연구비 투자

가 다양한 유형의 연구주체로부터 골고루 이루어질 때, 해당 분야내

학계, 산업계 및 공공 민간의 자원 교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분야의 연구성과 전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가설 3-4는 지지

되지 않는다.

어떤 연구기관의 역량은 그 기관의 고유한 특성이어서 과제특성

정보에서 연구기관의 지역 및 유형만의 정보로는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없다. 연구기관의 예로 대학교를 생각하면, 학교마다 보유하고 있

는 교수와 학생의 구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교수-학

생, 연구실의 인력사이 선-후배 관계를 통하여 연구의 노하우와 실험

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식, 연구의 재료, 기계, 기계장치 사용의 지식

등이 축적된다. 이에 따라, 특정 분야의 연구에 뛰어난 대학교는 긴

시간동안 계속 그 주제에 대하여 우위의 연구성과를 산출해내는 일이

잦고 소위 ‘명문대’로 분류되는 학교 역시 학과에 따라 다르게 된다.

그러나 인적 관계 및 관계를 통하여 전수되는 지식 및 노하우 등의

기관별 차이는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연구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연구기관의 특유의 연구역량은 계량적으

로는 관측이 불가능한 변수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논함

에 있어서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연구역량이 뛰어난 기

관이 국가로부터 모든 연구비를 투자받아 단일 주체로 연구를 진행하

는 과제와 연구역량이 원래 낮았던 기관이 기업과 기타 민간 행위자

를 포함하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연구비를 투자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비록 다양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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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구성과 산출에서 전자가 여전히 더 높은 성과를 보여 이러한 효

과를 제대로 관찰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연구기관의 특성을

모두 통제한 뒤에도 R&D 다양성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 연구 기관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하여 연구성과가 더 높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연구기관별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분석에 있어서는 R&D 협력 시스템의 존재와 강도를 참여 및

투자 2가지 측면에서 모두 측정할 수는 없다. 과제의 연구주체가 누

구인지에 대한 고유 ID에 따라 동일한 연구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과

제별로 묶어 정보를 수합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주체 측면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단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 주체의 집중도만

을 설명변수로 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나타낸 <표4-16>의 열(5)를 보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합적 연구성과가 증대되는 경향이 존재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정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들의 연구비

재원이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연구주체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에 따

라 연구기관별 연구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재원으로

부터의 연구투자를 받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분석에 포함한 통제변수가운데 기술단위 연구의 규모를 의

미하는 기술연구비 총액과, 기술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진행되는

총 과제의 수, 참여 연구원수는 세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에서 연구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고있어. 아는 앞선 선행연구들

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기술분야의 연구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인 연

구성과의 산출도 크다는 것이다. 기술수명주기 단계가 연구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기술수명주기상 도입기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연

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구성과가 산출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성과로 측정하고 있는 논문 및 특허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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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기술의 발전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1차적으로 많이 산출된 이

후, 성장기에는 개발성과 및 사업화 성과가 성숙기에는 기술적 노하

우 등의 성과가 집적된다는 이론적 논의와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결과

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더 다양한 유형의 연구주체가 연구를

골고루 나누어서 수행할수록, 더 다양한 유형의 투자주체가 연구비를

출자할수록 전체적인 R&D 성과가 더 좋을 것으로 추측한 가설3은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4. 다양성이 사업과제의 R&D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R&D 혁

신 시스템내 다양성의 구조와 2) 사업과제의 개별적 특성 및 3) 과제

의 연구성과, 이렇게 3개의 주요 요소를 분석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패널 모형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과제의 개별적 특성의

총체적 합으로 기술 및 분야내의 다양성 구조를 측정하였고 역시 과

제 개별성과의 합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체 성과를 파악하였다. 이는

다양성이 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작용하는 매커니즘을 다양한 연구주

체들이 같은 기술 및 분야내 존재하는 것이 R&D 협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각 개별 과제들의 성과를 조금씩 증진시키며 따라서 총체적인

성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개별 과제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성 혹은 협력의 존재가 종합적인 연구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사업과제 단위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동 분석에서는 R&D 혁신 시스템의 성격을 참여

성, 다양성, 협력성 세가지 측면으로 개념화 하여 측정하고 이것이 종

합적인 연구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과제단위 종합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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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를 산출하는 것은 앞의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

석방법은 연구기관 고정효과를 포함한 다변량 회귀분석으로 실시하

였다.

1) 과제의 참여적 특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적 특성은 과제의 연구주체가 연구 행

위 뿐만 아니라 연구비의 투자에도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것이

다. 연구주체가 연구비 투자에도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인적역량과 누적된 지식 및 노하우의 자원, 그리고 기술적 인프라 외

에도 현금 및 현물 자원을 더 투입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과제

참여의 적극성이 더 높아지고, 과제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지속

적 모니터링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정부-연

구주체간 연계 및 협력의 강도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17>를 보면, 과제단위에서 연구주체의 연구비 투자가 존

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구성

과가 더 많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과제 전체로

보았을때에도 뚜렷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주체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따로 한정해서 분석했을 때에도 대학과 기업 그룹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정부 R&D 사업 과제에 연구주체의

참여적 협력이 존재할 때 더 많은 연구성과가 산출될 것으로 본 가설

4-1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영향가운데 과제의 규모가 과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보면 연구비 총액과 연구에 참여한 전체 연구원 수 모두 유의미

하게 연구성과와 정(+)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더미 변수로

통제한 과제의 연구단계 구분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각 연구

주체 그룹별로 보았을 때, 연구성과가 많이 산출되는 연구단계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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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R&D 혁신 시스템내 참여적 특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1)전체 (2)대학 (3)기업 (4)기타

연구주체의

투자참여 여부

0.524*** 0.782*** 0.112*** -0.097

(0.015) (0.019) (0.033) (0.081)

연구비총액
1.18E-10*** 1.31E-10*** 8.09E-11*** 1.82E-10***

(4.78E-12) (6.21E-12) (8.30E-12) (1.72E-11)

참여 연구원수
3.52.E-03*** 3.45.E-03*** 2.01.E-03*** 2.81.E-03***

(1.09.E-04) (1.20.E-04) (3.35.E-04) (4.29.E-04)

연구단계-기초
-0.071*** -0.029** -0.033 0.143**

(0.012) (0.013) (0.052) (0.070)

연구단계-응용
0.135*** 0.169*** -0.061** 0.071

(0.013) (0.015) (0.034) (0.061)

연구단계-기타
-0.047*** -0.013 -0.268*** 0.015

(0.020) (0.022) (0.063) (0.094)

연구주체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구시작년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구기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역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수명주기단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코드분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82244 61866 17471 2907

R-squared 0.358 0.398 0.077 0.263

주1: *p<0.1, **p<0.05, ***p<0.01, ()=표준오차

주2: 연구주체,연구시작년도, 연구기간,지역,기술수명주기단계,연구단계 요인은 더미유형으로 분석

하였으며, 연구단계를 제외한 다른 변수의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

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나타났다. 열(2), 연구주체가 대학인 경우를

보면 개발연구에 비하여 응용연구의 연구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였

으나 열(3)의 연구주체가 기업인 경우는 그런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

으며 열(4)의 기타 민간이 주체가 된 연구에서는 개발연구보다 기초

연구단계의 연구성과가 더 많이 산출되고 있음으로 관찰된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주체의 성격에 따라 연구하는 과제의 연구단계가

분포가 다르게 존재하거나 연구단계에 따라 더 적합한 연구역량을 다

르게 갖추고 있을 수 있음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선행연구들에

서 제시되었던 논의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이렇게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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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연구단계 측면에서의 연구역량이 다르다는 것은 연구 기관이

서로 다양할 경우에 당사자들간 자원의 보완을 통해 연구효율성을 제

고하는 협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상기 사업과제에서 연구담당 주체의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즉 연구 협력구조의 참여적 특성의 측정방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단지 국가연구개발사업 다수에서 종종 시행되는 매

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의 예산관리가 연구성과에 가져오는 효

과를 의미할 수도 있다. 정부재정에서 매칭펀드는 일반적으로 중앙정

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들의 자구 노력

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적 방식

이 도입되는 이유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도 언급되었던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와 관련이 있는데, 기업이나 개인의 한계편익보다 사

회적 한계편익이 큰 경우,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재화

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과소생산 되는 경향이 존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조급을 사회적 한계편익-개인의 한계편익 만큼

지불해서 과소공급을 해소해야한다는 논리가 바탕이 된다(배인명,

2006). 정부 주도의 산학연 협력사업에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

비에 기업이 대응하는 연구비(matching fund)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

로 한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은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정책적 장점이 존재하여 많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연구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는다.

현재 동 분석에서 정부외에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의 투자금이 있

는지 여부는 측정방식상 매칭펀드를 시행하는 과제냐 아니냐를 의미

하게 되는 바, 분석에서 관측되는 효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매칭

펀드 방식의 정부지원이라는 정책의 효과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더 정밀한 해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펀드의 작동을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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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주체가 과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연

구주체간 연계 및 협력의 강도가 커질 수 있다는 추론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다양성이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협력적 구조

가 작동하는지와 효과를 논하는데에는 협력은 다른 측면을 고려한 분

석도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연구과제의 자율적 특성 및 협력

적 특성의 효과 역시 분석하였다.

2) 과제의 자율적 특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율적 특성은 연구행위의 주체가, 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내릴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연

구담당 주체가 연구비의 투자에도 참여한 경우, 전체 연구비에서 그

투자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즉, 연구활동의 주체가

투자한 연구비가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연구 행

위 주체가 단지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

정의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커지고, 이에 따라 더 자율적인 연

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는 정부-연구주체 협력에 있어

서 갈등이 존재할 경우 의사결정비용이 커지는 여지로서 연구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제의 목적 및

연구행위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연구주체의 의사결정권이

더 클 때, 시행착오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국가주도적 하향적 방식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실무자주도적의 상향적 거버넌스가 작동하여 이

것이 연구수행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18>의 분석결과를 보면, 열(1)의 전체과제 분석에서 연구

주체의 출자연구비 비율이 높을수록 연구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이 존

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학, 기업이 연구주체일 경우에

한정에서 분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다만 기타 민간기관이

연구주체일 경우에는 유의미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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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R&D 혁신 시스템내 다양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1)전체 (2)대학 (3)기업 (4)기타

과제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1.176*** 1.881*** 0.351*** -0.462

(0.054) (0.078) (0.056) (0.412)

연구비총액
1.22E-10*** 1.45E-10*** 6.47E-11*** 1.81E-10***

(4.81E-12) (6.25E-12) (5.49E-12) (1.71E-11)

참여 연구원수
3.89.E-03*** 3.91.E-03*** 4.09.E-03*** 2.79.E-03***

(1.09.E-040 (1.21.E-040 (2.59.E-04) (4.29.E-04)

연구단계-기초
-0.087** -0.055** 0.014** 0.142*

(0.012) (0.013) (0.034) (0.070)

연구단계-응용
0.139** 0.174** 0.022** 0.071*

(0.013) (0.015) (0.022) (0.061)

연구단계-기타
-0.024 0.011 -0.153*** 0.014

(0.020) (0.023) (0.040) (0.094)

연구주체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구시작년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구기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역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수명주기단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코드분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82244 61866 17471 2907

R-squared 0.351 0.387 0.162 0.263
주1: *p<0.1, **p<0.05, ***p<0.01, ()=표준오차

주2: 연구주체, 연구시작년도, 연구기간,지역,기술수명주기단계,연구단계 요인은 더미유형으로 분석

하였으며, 연구단계를 제외한 다른 변수의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

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정부 R&D 사업 과제에 연구주체의 자율적 협력이 존재할 때 더 많은

연구성과가 산출될 것으로 본 가설 1-2 역시 전반적으로 지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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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의 참여적 특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업과제단위 분석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과제의 협력구

조에 다른 연구주체와의 협력이 존재할 경우 연구성과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판단한 것이다. 앞서 두가지 특성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주체가 더 적극적으로 연구에 협력할 요인이 있는지, 의사결정권 등

의 권한이 더 커지는 협력인지에 따라 그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단한 것이라면 마지막 특성은 정부와 해당과제의 연구주체 외의 다

른 행위자가 연구에 협력하거나 혹은 간섭할 여지가 있는 경우 그 성

과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가늠이다.

이 협력적 특성은 과제를 담당하는 연구주체와 정부외의 다른 연

구주체로부터 연구비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

어 대학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비를

기업이 일부 출자하는 경우, 과제의 협력적 특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1의 값을 부여한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연구의 직접적 행위자가 아

니지만 기업의 자원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에 대한 의사결

정과 그 결과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며, 연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

할 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

력적 특성이 존재할 경우 협력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 연구성과가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한 것이다.

<표 4-19>에서 결과를 확인하면 연구주체가 아닌 다른 민간투

자가 존재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성과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제를 담당하는 연구주체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연

구에서도 그 경향성이 분명하고 일관적이었다. 따라서 정부 R&D 사

업 과제에 서로다른 연구주체간 협력이 존재할 경우 더 많은 연구성

과가 산출될 것으로 생각한 가설 4-3은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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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R&D 혁신 시스템내 협력적 특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1)전체 (2)대학 (3)기업 (4)기타

연구주체외

민간 협력 여부

0.267*** 0.396*** 0.148** 0.278***

(0.012) (0.015) (0.050) (0.057)

연구비총액
8.88E-11*** 1.44E-10*** 8.00E-11*** 1.71E-10***

(2.83E-120 (6.25E-12) (8.31E-12) (1.68E-11)

참여 연구원수
4.51.E-03*** 3.79.E-03*** 2.02.E-03*** 2.59.E-03***

(1.01.E-04) (1.21.E-04) (3.35.E-04) (4.29.E-04)

연구단계-기초
0.004 0.038*** -0.029 0.205***

(0.011) (0.014) (0.052) (0.071)

연구단계-응용
0.186** 0.251** -0.067** 0.098*

(0.011) (0.015) (0.034) (0.061)

연구단계-기타
0.014 0.096*** -0.258** 0.102

(0.0180 (0.023) (0.063) (0.095)

연구시작년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구기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역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수명주기단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코드분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R-squared 0.294 0.388 0.076 0.271

주1: *p<0.1, **p<0.05, ***p<0.01, ()=표준오차

주2: 연구시작년도, 연구기간,지역,기술수명주기단계,연구단계 요인은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단계를 제외한 다른 변수의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

을 표기하였음.

사업과제단위의 분석은 선행연구에서 프로젝트나 팀, 기업을 대

상으로 일부 사례를 비교하거나 특정 연구분야에 국한된 자료를 통하

여 협력의 긍정적인 작용에 대하여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한 연구들과

그 결과가 괘를 같이 한다. 과제에서 협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과제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전체 수준의 연구개발 활

동에 있어서도 R&D 협력이 존재하고 그 정도가 강할수록 연구주체

들간 연계와 자원의 보완, 그리고 지식의 파급효과등이 발생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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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가 궁극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추론으로 이끄는 증거가 된다.

이상,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 4-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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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가설의 검증 결과 요약

양적 연구성과에 대한 혁신시스템 다양성의 효과

가설 1. 혁신 시스템내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할수록,  R&D활동의 양적 연구성과가 더 증가할 것이다. ○

가설1-1.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일수록 양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1-2.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기술일수록 양적 연구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1-3.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분야에서 양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1-4.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분야에서 양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1-5.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기관에서 양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

○

○

○

○

질적 연구성과에 대한 혁신시스템 다양성의 효과

가설 2. 혁신 시스템내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할수록,  R&D활동의 질적 연구성과가 더 증가할 것이다. △

가설2-1.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일수록 질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2-2.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기술일수록 질적 연구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2-3.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분야에서 질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2-4.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분야에서 질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2-5.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기관에서 질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

△

○

△

○

종합적 연구성과에 대한 혁신시스템 다양성의 효과

가설 3. 혁신 시스템내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할수록,  R&D활동의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증가할 것이다. ○

가설3-1.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일수록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3-2.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기술일수록 종합적 연구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3-3.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분야에서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3-4.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분야에서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3-5.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기관에서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

○

○

×

○

가설 4.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별 과제의 구조적 다양성의 강화는 연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1. 연구주체가 연구비 투자에도 참여하는 과제에서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4-2. 사업내 투자주체 다양성이 더 높은 과제에서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4-3. 연구주체외 다른 민간 연구비 투자도 함께 존재하는 과제에서 종합적 연구성과가 더 높을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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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연구성과 효율성에 대한 혁신시스템내 다양성의 효과 분석모형

제 4 절 보론:

연구성과 효율성에 대한 혁신시스템내 다양성의 효과

앞에서 상술한 분석에서 종속변수를 양적, 질적, 종합적 측면으로

다각화하여 혁신시스템내의 다양성이 성과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다양성이 증가할 때 과연 1)총 연구성과의 산

출량이 증가하는지(양적성과), 2)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가 증가하

는지(질적성과) 3)전체적으로 성과향상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종합적성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다양성이 연구성

과 효과성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

다.

한편, 본 연구의 시작 배경 중 하나는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R&D 투자의 규모

면에서는 비약적인 증가가 이어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투자의 효과성 또는 생산성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연구성과 생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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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효율성'을 대리하기 위한 종속변수로서는 투입연구

비대비 국제특허건수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모형을 도식화 하면

<그림 4-6>와 같다. 방법론적으로는 앞의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통제

변수들의 조작화 및 측정방법은 <표 4-21>과 같다.

<표 4-21> 변수조작화 및 측정방법: 성과효율성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분석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

변수
연구성과 효율성 = log(총 투입 연구비 대비 국체 특허건수)

설명

변수

연구주체의

다양성

1- 국가개발사업 과제를 담당하는 연구주체의 집중도

1-연구주체유형별담당과제건수분야내 총과제건수

투자주체의

다양성

1-연구비를 투자하는 재원 주체의 집중도

1-연구주체별투자연구비연구비총액

통제

변수

연구 규모
과제연구비 총액

과제참여 연구원 수

연구 기간 사업과제 기간(연구종료년도–연구시작년도)

연구 시작년도 과제별, 사업 시작년도 (dummy)

기술수명주기단계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기타 (dummy)

연구개발단계 기초/응용/개발/기타 (dummy)

연구성과의 생산 효율성에 대한 혁신시스템 내 다양성의 효과

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22>와 같다. 이를 보면, 먼저 기술단위

내에서의 혁신주체 다양성은 연구주체의 다양성과 투자주체의 다양

성 모두 국제특허로까지 이어지는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을 저하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열(1)과 열(2)). 전통적인 학문적 분류체계를

따르는 연구분야 단위별의 분석에서는 혁신주체의 다양성이 연구주

체 및 특허주체 모두 계수값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열(5)에서 연구기관 단위에

서 연구비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연구성과의 생산 효율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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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연구성과의 생산효율성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

(1)

기술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2)

기술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3)

분야내

연구주체

유형의

다양성

(4)

분야내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5)

연구기관의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혁신주체 유형의

다양성

-0.795*** -0.631*** 0.212 0.045 -0.614***

(0.213) (0.239) (0.142) (0.255) 0.093

연구

규모

연구비

총액

-8.16.E-13*** -7.40E-13 -5.36E-12*** -5.46.E-12*** -4.55E-12***

(2.55.E-13) (2.60E-13) (2.02E-12) (2.02.E-12) 4.69E-13

총

과제수

1.86.E-04** 1.92E-04** -4.32E-04* -4.49E-04* -7.2E-05

(7.85.E-05) (7.88E-05) (2.33E-04) 2.33E-04 4.19E-04

참여

연구원수

1.68.E-05*** 1.60E-05*** 1.88E-04** 1.93E-04*** 8.7E-05***

(4.80.E-06) (4.84E-06) (7.13E-05) 7.13E-05 1.93E-05

시간적

특성

평균

연구기간

4.34.E-04 2.51.E-04 -0.118*** -0.115*** -2.57E-04

(6.85.E-04) (6.87.E-04) (0.026) 0.026 1.81E-04

시작년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구개발단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술수명주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20.404*** -20.610*** -18.890*** -18.867*** -19.759***

(0.279) (0.270) (0.356) 0.356 0.124

관측치 953 953 1541 1541 15168

R2

within 0.127 0.120 0.194 0.192 0.0851

between 0.029 0.013 0.046 0.050 0.0302

overall 0.072 0.043 0.089 0.091 0.0563

F-test 6.005*** 5.616*** 11.800*** 11.671*** 23.0751***
주1: *p<0.1, **p<0.05, ***p<0.01, ()=표준오차

주2: 연구시작년도,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단계 요인은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와 투자주체 다양성의 증가가 연구성과 생산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생각하면 혁신시스템내에서 연구활동의

주체 및 투자활동의 주체 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할 때 연구성과 생산

의 효율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시스템에서 다양성이 증

가하면 투입하는 연구비 대비 혁신성과의 산출량 비율은 감소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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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이는 다양성의 증가가 거래비용의 발생, 중복적인 예산의 사

용, 시스템내 혁신주체간 상호작용에서 긴장이나 갈등을 초래하여 오

히려 생산 효율성은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 분석 결과는 혁신시스템내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때,

이로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 특히 생산성 측면에서의 비효율이 발

생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비록 앞의 양적, 질적, 종합적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혁신시

스템내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더라도 성급한 다양성의 추구를 지양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

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비록 양적, 질적, 그리고 종합적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혁신시스템내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긍

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술과 연구

분야, 연구기관에서 동시적으로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연구성과의 향상이 필요한 분야와 투자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다양성의 강화를 도입하되 후

자의 경우에는 이를 지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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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국가 R&D 혁신시스템에 있어서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연구개발 주체들 간의 연계와 상호협력을 촉진시키고 지식의 파급효

과를 이끌어내 해당 분야 혹은 기술의 전체적인 연구성과를 증가시킬

것인가? 혹은 다양한 연구주체들의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성과측면에

서의 효과로 연결되지 않거나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여, 전체

적인 기술내 성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

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가 부족하여 장기적인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R&D 혁신시스템의 다양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방대한 자료를 실증

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정책방향설정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

적을 두고 있다.

최근 각광받는 국가혁신 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이

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는 혁신 시스템의 차이가 각 국가의 혁신 성과

의 차이를 낳고, 그것이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

한다. 혁신 시스템론에서는 특히 R&D 활동에서 기업, 기초과학 인프

라, 기업내부 부서간, 기업간, 그리고 광범위한 제도 및 환경의 상호학

습적 과정을 통해 혁신성과가 발전한다는 논리가 바탕이 되어 협력적

시스템의 구축이 강조된다. 따라서, 다양한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와

상호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

라의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정책 논의에서도 정책적으로 다양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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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탄탄한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혁신 주체들의 다양성이 강조되는 것은 비단 국가혁신시스템론

에한정되지는 않는다. 현대 국가에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적합한

산학연 협력시스템 및 인력의 육성, 금융시스템의 설계 등이 주요 정

책 과제가 되는 데에는 유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정 하나의 프로젝트나 기술의 발전을 위

한 투자보다는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생태계

혹은 지식생태계(knowledge ecosystem)의 형성이 주요한 정책 목표

가 되고 있다(Gibbons, 2001).

지식 생태계에 대한 이론은 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

에 초점을 맞추어 진화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 결정과 혁신

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의 혁신주체들 사

이 지적 상호 작용의 동적 진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hrivastava; 1998, Bray; 2007). 현대사회는 빠르게 지식 전략이 변

화해야하는 환경으로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적 관리

와 지시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가 조직(self-organization)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에 더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대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적합한 지식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마치 생태계 내에서 생물체들이 환경에 대하여

적응, 진화를 이루는 것과 같이, 지시(direction)가 아니라 기능적인

지식생태계의 구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시스템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논의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외부로부

터의 자극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는 혁신주체가 다양하게 연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

진다. 유사한 개념으로서 집단지성(CI, collective intelligence) 이론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개인들의 공동 작업, 집단적 노력 및 경쟁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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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된 공유가 합의 의사 결정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움이 된다

는 시각이 제시된다. 상기와 같은 이론적 논의가 바탕이 되어 최근 과

학기술연구의 생산성 및 혁신성 향상을 위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

체들 간의 연계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시스템 내에 다양성을 높

이려는 정책적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이론적 논의 및 실증연구의 검토를 통해, R&D활

동에서의 다양성 강화는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해당사업에 대한 이

해정도가 높은 전문가들의 의견개진과 참여가 확대되고 혁신 주체들

간의 연계가 다각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

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이 타당한지 분석하기 위하여 추

이분석, 상관관계분석과 다변량 회귀분석, 패널분석을 활용하며, 기존

연구의 내생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사용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서 R&D 혁신시스템내 다양성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때, R&D 혁신 시스템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파

악하고 그 안의 연구행위자들의 다양성을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

어 측정하였다. R&D 혁신 시스템은 기술차원, 연구분야 차원, 그리고

연구기관 차원에서 고려되었으며 다양성은 연구행위 주체 유형의 다

양성과 연구 투자 주체 유형의 다양성 측면으로 개념화했다. 계량화

된 값으로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성 지수는 1-주체집중도로

계산하였는데 연구주체의 다양성지수 및 투자주체의 다양성 지수 모

두 어느 하나의 유형 연구주체로부터 행위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

어질수록 값이 0에 가까워지며 다양한 연구주체들로부터 연구참여 혹

은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값이 1에 가까워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가설

의 설정과 같이 다양성지수가 높아질수록 연구성과가 높아진다면 협

력을 위한 다양성 확장의 논리가 정책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임을 시

사하게 된다.



- 125 -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과 연구분야, 연구

기관에서의 다양성의 증가는 양적 측면의 연구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주체들이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기술과 연구분야,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연구비 투자를 받는

기술과 연구기관에서 총 논문과 출원 특허의 산출량이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질적 연구성과 측면에도 혁신 시스템의 다양성 증

가는 양적 연구성과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질적 연구성과는 SCI논문과 논문영향력지수, 등

록특허와 국제특허의 건수등으로 측정하였는데 지표에 따라 다양성

이 질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관측되지 않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나,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골고루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분야와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연구비 투자가

골고루 존재하는 연구기관에서 특히 모든 지표에서 질적 연구성과가

증대되는 효과가 견고하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적으로 다양성의 증가

를 꾀하는 것이 총괄적인 연구성과에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

여 종합적 연구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다양성의 영향을 분

석한 결과, 다양성의 증가가 종합적 연구성과를 증대시키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이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하는 연구성과는 양적, 질적, 종

합적 연구성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양적 연구성과는 ①총 산출 논

문 건수와 ②출원 특허 건수, 그리고 ③이 둘을 합한 성과로 다양성이

이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세가지 양적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앞에서 상정한 가설 1-1부터 1-5는 모두 1번이상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나 연구분야, 연구기관에서 혁신주체

유형의 다양성 증가는 양적 측면의 연구성과를 증대시키는데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다양성의 변화에 따라 질적 연구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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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총 산출된 ①SCI급 논문의 건수, ②산출된 논문의 영향

력, ③총 산출 등록 특허의 건수, 그리고 ④총 산출 국제출원 특허의

건수 성과의 변화를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술내 연구주체의 다

양성은 국제특허건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성과의 영향력

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성의 긍정적인 영향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분야내의 연구주체의 유형의

다양성은 질적연구성과를 대리하는 4가지 변수의 분석에서 모두 긍정

적인 영향력이 있음으로 나왔으며 연구기관 투자주체 유형의 다양성

은 4개 종속변수중 3개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며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

났으나 1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하위가설들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질적 연구성과에 대하여도 다

양성의 긍정적인 효과 경향이 존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거나 혹은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도 일부 나타나, 가설 2는 약하게 지

지된다고 판단하였다.

종합적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 분석 결과, 연구 주체 유

형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투자 주체 유형의 다양성 지수가 높

을수록 두가지 측면 모두 종합적 연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구행위에 대한 참여 및 투자에서 모두 다양한 행위자가 골고

루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좀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종합적으로는 연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하였다. 상기 결과는 분석결과의 견고성(robustness)

을 확인하고 R&D 혁신시스템에 총체적인 다양성의 증가가 연구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기술과 연구분야,

연구기관으로 패널 자료를 달리하여 반복시행한 분석에서도 일관성

있게 확인되었다.

패널분석에서 본 연구는 과제의 개별적 특성의 총체적 합으로서

기술 및 분야내의 다양성 구조를 측정하였고 해당분야의 전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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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과제 개별성과의 합으로서 파악하였다. 혁신 시스템내의 다양성

이 존재하면 협력을 통해 개별 과제의 성과가 조금씩 높아지고 이것

이 기술 및 분야 전체의 성과를 높일 것이라는 논리가 배경에 있기

떄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개별

과제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성 혹은 협력의 존재가 종합적인 연구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사업과제 단위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과제단위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참여성, 다양성, 협력성이 증가

할 때 종합적인 연구성과 산출역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양상은 연구의 규모, 연구수행주체의 유형, 연구기간, 연구시작년

도, 연구기관의 소속지역, 연구과제의 기술수명주기 단계와 연구개발

단계를 통제한 분석에서도 견고하게 확인되었으며 분석을 연구주체

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수행하였을 때에도 일관적인 결과가 관찰되었

다. 이 결과는 선행 실증연구에서 사례분석이나 일부 기업, 연구주제

분야의 자료를 통하여 제시된 R&D 협력의 수준에 따른 연구성과, 조

직성과, R&D 투자확대의 성과 향상 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결

과이다. 다만,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0개년치 과제

전수자료를 통하여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와 논의를 한번 더 확인하

고, R&D 협력의 차원을 개념적으로 나누어 그 영향을 각각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단위 자료 및 이를 통하여 구

축된 기술, 연구분야, 연구기관 단위의 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과학기

술분야의 R&D 혁신시스템의 다양성이 강화되는 것이 연구성과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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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데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를 통해 향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제

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R&D 혁신 시스템 안에서 1.연구활

동주체 및 2.투자 주체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양적 연구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질적 연

구성과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관측되지

만, 견고하다고 보기는 부족하였다. 그리고 양적 및 질적 성과를 모두

가중합산 방식으로 고려한 종합적 연구성과에서는 다양성이 연구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혁신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가 존재하여 서로 영향

을 주고 받음으로서 전체적인 연구성과가 더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지식생태계 이론에서 지식의 확산과 발전에 다양성의 확보

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며, 국가혁신시스템(NIS)

의 중요성 논의에서 역시 다양한 연구행위자간 연계와 상호협력이 강

조되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상기의 결과는 앞으로 우리

나라가 국가 기술력 발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향

상시키고 혁신을 원동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생태계 내의 행위자 유형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적으로 옳

은 방향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한다면 특정 연구주체

나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전반적인 기

술력 향상과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다양한 기관들이

골고루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배분하여 R&D 지식 생태계

를 구축하는 것이 더 주효할 것이다. 또한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투자

비의 집행에는 매칭편드 등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연구투자

에 있어서 민간 주체들과의 협력정도를 높이는 것이 성과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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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효율성' 측면에서 다양성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

과를 보면 다양성의 추구는 비효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투입예산 대비 실효성 있

는 성과의 비율을 높이려는 효율성 추구를 정책적으로 목적한다면 혁

신시스템내의 다양성추구는 오히려 효율성을 감소시킬수 있다. 더하

여, 앞서 질적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영향에 대한 하위가설을 검

증하기 위한 일부모형의 결과에서도 다양성의 추구가 질적 성과를 감

소시키는 경우가 존재하는 바, 다양성 추구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R&D 혁신 시스템에서 연구참

여와 투자 양쪽 측면에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연구성과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해된

다. 특히 양적 및 종합적 연구성과에서 그 효과가 더 크며 질적 연구

성과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의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러 기

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타 민간 연구기관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연

구하고, 투자하는 기술 및 연구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① 어떤 유망기술과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제고하고 ② 국내 연구기관들의 역량과 성과 향

상을 목표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즉,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

하여는 국가혁신시스템내 다양성을 강화하여 지식생태계를 풍부하게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구 주체가 골고루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분배하

며, 또한 민간 연구주체들이 기술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매칭펀드 등을 활용한 유도정책 도입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혁신시스템 내에서의 다양성을 추

구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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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양적, 질적, 그리고 종합적 연구성

과의 향상을 위하여 혁신시스템내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술과 연구분야,

연구기관에서 동시적으로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

다. 연구성과의 향상이 필요한 분야와 투자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다양성의 강화를 도입하되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지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분야에 다양성의

도입이 필요한지, 어떤 기술에는 비효율의 야기를 경계해야할 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

다.

요약하면 어떤 기술과 연구분야에서의 연구행위가 다양한 주체

들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식 생태계가 탄탄하게 구축되고, 자원과

범위가 풍부하게 되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이 증가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국가혁신시스템 논의에서의 다양성

추구는 실증적으로 지지된다. 연구 뿐만 아니라 연구비 투자에서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도 정부의 정책적 방향으로 적합할 것이다. 그러

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양성의 추구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을 함께 보이고 있는

바, 혁신시스템내의 다양성에 대한 섬세한 설계가 요구된다.

제 3 절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기존의 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서 보다 총체적이고 종합적

인 관점에서 R&D 혁신 시스템의 다양성이 연구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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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혁신시스템의 다양성이 연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일관적인 실증 분석결과는 제시한 반면, 왜 이러한 다양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매커니즘에 대한 논증이 부족한 한계가

존재한다. R&D 혁신 시스템의 다양성의 효과는 분석에서 확인했지

만, 왜 이런 효과가 발생되는지는 대한 설명은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추론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다양성의 추구에는 신중하고

섬세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 한 바, 다양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성과에 영향을 어느 방향으로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다양성제고를 통하여 R&D 협력 시스템이 가동되면 자원의 교환

을 통한 보완, 지식의 파급효과, 연구당사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

한 상호작용 등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제시할 수는 있으

나 예시한 모든 현상이 발생하는지, 효과의 방향이 중첩되거나 상쇄

되지는 않는지 등 상세한 논의는 본 연구의 결과로는 전개하기가 어

렵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어떤 구조의 협력시스템 아래에서 어떤 효과

가 발생하는지, 그 크기나 영향은 어떤지에 대한 논의로 연구가 이어

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양성의 조절효과 등을

분석하여 이러한 논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면 보다 건설적인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성 증가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다양성의 매커니즘을 파악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에서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먼저, 분석에서 내생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만약 연구의 성과가 나올 만한 시점에서 혁신시

스템내 연구행위자의 구성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성과창출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거나, 국가가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성이 높

으며 동시에 연구성과도 잘 낼만한 사업을 선택한 자료상의 선행 선

택편이(selection 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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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단위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분

석을 시행함으로서 이러한 내생성을 최대한 완화하였지만 과제단위

의 분석에서는 여전히 이런 내생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선택 편이로 인한 누락변수(omitted variable)에 의한 효과는 반영되

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 분석상의 한계로는 성과데이터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

다. 활용한 데이터에서 질적 연구성과와 실용적 연구성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오직 논문과 특허의 성과로 한정

하여 분석한 바, 논의상 한계가 존재한다. 현대 사회에서 혁신적인 연

구성과와 과학기술의 활용이 실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근거로 파악

하려면, 특허인용지수의 정보, 기술료 혹은 사업화 건수 등의 실효적

연구성과에 대한 자료로 분석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다양

성의 측정에 있어서도 본 연구는 연구 및 투자 주체 유형의 다양성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성을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측정하고 있

는 바, 혁신시스템내의 다양성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 및 결과 제시가 부족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다양성의 추

구에는 신중하고 섬세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한 바, 다양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성과에 영향을 어느 방향으로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방법이 근간이 되어 향후의

연구에서는 혁신시스템내의 다양성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분석 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향후

기업단위의 자료 혹은 연구단계별 성과에 대한 계량적인 자료, 특허

인용 및 피인용지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 정보와 합쳐진 자료

등 통계자료 보완을 통한 논의의 발전 역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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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핵심부품

010111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

초광대역 광전송용 광증폭기 핵심소재 및 소자‧모듈 기술, 광 ADM‧광 회
선 분배기‧광 패킷 라우터 등의 광 네트워크 노드용 광신호처리소자 및 모
듈 기술(Tunable LD, 고속 광스위치 등), 광 가입자용 저가격 광통신 소
자 및 모듈 기술 등

010112 집적회로기술

메모리 IC(고속D램, Fe램, Flash Memory, SET메모리 등)설계‧재료‧공정
기술, 비메모리 반도체(MPU, DSP, ASIC, SoC 등)설계‧공정기술, 시스템 
IC‧화합물반도체 기술 등, CAD를 통한 회로설계 기술, 신 반도체 공정을 위
한 Lithography‧E-beam 등 장비 기술, 프로세서‧디지털 통신‧디지털 방
송 등 시스템 설계기술

010113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 유기발광디스플레이(OLED) 기술 : 유기발광 재료분야 기술, 
Active-Matrix OLED 패널분야 기술, 구동회로가 일체화된 
system-on-display(SOD) 분야 기술 등

- 전계방출디스플레이(FED) 기술 : 대면적 전계 에미터 분야 기술, 
진공 패키징 분야 기술, 저전압 형광체 재료분야 기술 등

- 3D 기술

010114
고밀도 

정보저장장치
기술

-광 저장장치: 경량 헤드 및 매체의 핵심기술 (설계, 제작)
-자기 저장장치: 고밀도 하이브리드형 저장장치 헤드 및 매체기술
-기타 저장장치: 차세대 고밀도 저장매체 및 헤드기술 (신개념 저장장치 
기술)

-표준화 기술: 국제표준화에 대처한 원천성 핵심기술

010115
기타 

정보통신 
부품기술

기존 디스플레이(PDP, LCD, CRT 등) 기술, 기존 저장장치(HDD, 
CD-ROM, DVD 등) 기술 등, 디지털/위성 방송용 부품기술, 디지털 가
전부품 기술, 모터‧ 커넥터‧PCB 등 기타 정보통신 부품기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010211
4세대 

이동통신

PHY 기술(고속 전송 및 품질 확보), 다중 안테나‧AMC‧MUD‧coding 
기술, 무선 MAC 기술 및 IP 기술, Mobility‧Qos 및 Security 해결기
술 등

010212
대용량 
광전송 

시스템기술

DWDM, 40Gbps OTDM, WDM over IP, Optical Fiber amplifier 등 
네트워크 관련 기술, 새로운 Fiber 및 LD‧PD‧All optical ADM‧
switch등 부품기술, ATM-PON‧E-PON‧WR-PON 등 차세대 가입자 망
을 위한 기술

010213
고속인터넷 

네트워킹기술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기술, 유․무선 인터넷 통합 멀티서비스 기술,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 IP 및 IPv6 관련 무선 및 이동통신 분야의 
Mobility, QoS 및 Security 분야 기술, 고속 라우터 기반기술 등

010214
기타 

네트워크기술

기존 통신망(전력, 전화, xDSL, 케이블 등) 기술, 셀룰러 및 PCS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고정 네트워크(LAN, WLL 등) 기술, 기타 
네트워크 기술

정보처리 시스템 
및 S/W

010311
멀티미디어 
단말기 및 

운영체계기술

이동전화 단말‧인터넷 정보가전 단말‧무선인터넷 단말(PDA 등) 기술 
등, 유․무선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 저전력‧고성능 단말 설계 기술, 
동영상 복원 및 화면 출력 기술, 내장형 실시간 운영체계 기술

010312
정보보안 및 

암호기술
정보인증․보안기술, Secure Networking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 초
고속 유무선통합 네트워크 보안기술, IT-BT 응용 정보보호 서비스 

부 록

<부록 1> 미래유망 신기술(6T) 코드 분류

□ I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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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

010313
전자상거래

기술

B2C‧B2B 기술, 차세대 e-비즈니스인 U-비즈니스 기술, 글로벌 비즈니
스 기술‧협업 비즈니스 기술, 모바일 비즈니스 기술, 디지털 비즈니스 기술, 
지능형 비즈니스 기술 등

010314
신호처리기술
(영상‧음성처리

‧인식‧합성)

생체인식기술, 대화형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 언어 및 지식 처리 기술, 
다국어 자동 번역 기술, 언어 정보 인식 기술, 영상 정보 인식 기술, 내용 
기반 영상정보 검색기술, 영상정보 서비스 응용기술, 바이오 정보 분
석 기술‧바이오 신호전달망 상호작용 예측 기술, 바이오 정보검색 기술, 
바이오 정보 통합관리 기술 등

010315
정보검색 및 

DB기술

웹‧DB‧XML 통합 정보 기술, 웹 마이닝 및 정보 클러스터링 정보구조화 기술, 
분산 검색기술, 텍스터 마이닝 기반 지능형 정보검색 기술, 통합정보의 검
색 인터페이스 기술, 사용자 프로파일링 및 맞춤정보 서비스 기술 등

010316

기타 
정보처리시스
템 및 S/W 

기술

전통 가전기술, 기존 컴퓨터‧서버‧주변장치 기술, 기타 소프트웨어 
기술 등

기타 정보기술 010411
기타 

정보기술
ITS, GIS 기술, 기타 전기전자 요소기술(센서 등), 달리 분류되지 않
는 정보통신 기술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기초‧
기반기술

020111
유전체기반

기술

신규 유전체 자원 탐색 및 확보기술, 유전체 서열 고속해독 및 분석
기술, 유전체 구조해석기술, 유전자 발현 및 대량생산기술, 화학유전
체 기술 등

020112
단백질체 

연구

단백질공학기술, 구조생물학기반기술, 단백질체 구조 및 기능해석기
술, 단백질 발현 및 생산기술, 생체내 단백질의 상호네트워크분석기
술, 단백질체 고속분석기술, 질병 치료제 및 진단시약 개발을  위한 
신규마커의 탐색 등

020113
생물정보학

기술
유전체 및 단백질체의 대량 DB 구축 및 관리, 바이오 DB의 mining을 
통한 유용생물정보 발굴, 단백질의 3차구조 및 약물 상호작용 연구 등

020114
생명현상 및 

기능연구

노화연구, 유전자발현 조절기술,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체 연구, 세
포의 증식‧분화‧사멸‧신호전달 연구, 면역 제어 및 세포기능 조절기작 
연구, 생체물질의 구조‧기능연구, 유전정보 및 기능 유전체학을 이용한 
질병 유전자 기능연구 등

020115
뇌신경과학

연구

신경독성 기전 연구, 신경영양인자 및 신경세포재생연구, 뇌신경질환
의 역학 연구, 병인기전 연구 및  조기 진단법, 뇌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등

020116
생물공정

기술

대사공학기술, 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한 단백질, 아미노산 및 대사산물 생
산기술, 재조합 동물 세포를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고생산성 생
물공정 기술, 세포주 개발기술, 단백질 정제기술 등

020117
생명공학 산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술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의약품‧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유
효성 평가기술, 바이오식품‧바이오화장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평가기술, 유전자 변형 동식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 
구축 등

020118
바이오칩 
개발기술

DNA chip, protein chip, lab-on-a chip 등

020119
기타기초‧기반기

술
physiomics, Bio-MEMS, 생체모방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공학 기
초‧기반기술

보건의료
관련응용

020211
바이오신약
개발기술

약물전달기술, 신규 질병표지물질 개발, 변환단백질 치료제(치료용 
항체, 면역독소 항암제, 치료용 백신)개발, 신약후보물질 초고속 검색
기술 등

□ B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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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12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난치성 질환극복을 위한 면역조절기술, 퇴행성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 개인중심의 맞춤치료기술 등

020213
생체조직 
재생기술

세포분화기술, 조직재생유도기술(tissue engineering), 줄기세포 배양, 
3차원 세포배양기술 등

020214
유전자 

치료기술
치료 유전자 발굴 및 유전자 전달 벡터개발, 유전자 조절 스위치 개
발 및 벡터의 효율 향상, 유전자 치료제 및 DNA 백신 등

020215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

신기능 바이오 촉매 기술, 유용 천연물 탐색‧활용 기술, 바이오 의약
품‧소재 개발, 신약 후보물질 활용기술 등

020216 한방응용기술
한약재 안전성 확보, 한의학의 생명자원 산업화,   생명공학기술의 한방
응용기술 등

020217
의과학‧의공학 

기술
분자의과학 연구, 의료용 생체공학 기술 등

020218 식품생명공학기술 기능성 식품개발기술 등

020219
기타 보건의료
관련 응용기술

의료정보체계 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해양‧환
경

관련 응용

020311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기술

농업‧해양형질전환 동식물, 발생생물공학, 육종기술, 생물체 복제기
술, 곤충이용 기반기술, 형질전환 실험동물 모델개발, 형질전환 동식
물을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등

020312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생물 다양성 활용기술, 국가 생물다양성 조사‧보전, 농업‧해양 생물자
원 확보 및 유전체 분석‧활용기술, 분자표지를 이용한 작물 및 가축
의 분자육종 체계 확립, 해양자원을 이용한 신의약‧신소재 탐색 개발 
및 활용기술 등

020313
동식물 병해충 

제어기술
병충해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분석기술, 병충해  감염 조기 진단 
chip 개발 등

020314
환경 

생명공학기술
환경 친화형 생물소재 개발, Bioremediation 등

020315
기타 

농업‧해양‧환경
응용기술

실험동물 이용 기술, 고유 식품 개발,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해양 
관련 생명공학기술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나노소자 및
시스템

030111
나노전자
소자기술

터널링 자성저항을 이용한 RAM 기술개발, nano-CMOS 구조설계‧
모사‧제작 및 대체소재 개발, 자성 TMR 및 TMR 소자집적, 단전자 
트랜지스터 개발 등

030112
나노정보
저장기술

나노미터 크기에서 새로운 물리화학적 현상을 발생/감지할 수 있
는 기초과학 기술, 소형화된 전자 혹은 자기 소자를 제작할 수 있
는 나노공정 기술, 나노소자의 작은 신호증폭에 의한 나노센싱 기
술 등

030113
가변 파장 
광소자기술

반도체 나노결정립 형성 및 제어, 자기조립 기술, 나노패턴닝 기
술, 다층구조 형성기술, 유무기 하이브리드 기술, 소자 제조 기술 
등

030114
나노 

photonics기술

양자우물과 광자결정 결합에 의한 신기능‧고성능 LED‧LD 구현, 광
자결정구조를 활용한 고성능 도파로 및 광병렬회로 구현, 광통신
용 광자결정 ADD/DROP 필터, MUX/DEMUX 구현

030115
기타 나노소자 및 

시스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소자 및 시스템 기술

나노소재 030211
나노소재기술
(나노분말소재, 

나노구조화 소재(나노분말, 나노결정립 벌크, 나노구조 박막)의 제조 
기술, 나노소재의 성능평가 기술개발(물성 측정 및 해석), 나노소재의 

□ N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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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용 나노소재, 
고기능 시너지 소재, 
촉매‧환경‧기능소재

에 중점)

활용기술 개발(소자화, 부품화, 시스템화)

030212
기타 

나노소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소재 기술

나노 바이오
보건

030311
나노 바이오 물질 
합성 및 분석기술

나노바이오물질 합성 기술개발(분자소자 및 분자기계를 위한 핵심소
재), 제한된 공간에서의 바이오 분자의 구동 및 측정기술, 나노바이오 
물질의 특성 활용기술 개발 등

030312
의약 약물전달 

시스템

생체적합성 분해성/비분해성 소재 설계 및 합성기술 개발, 생체소
재(나노기공소재, 나노입자, 나노섬유) 기술개발, 생체소재의 생체적합성/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기술 개발, 약물봉입(선택성 부여) 기술개발

030313
기타 

나노바이오보건기
술

달리분류되지 않는 나노바이오 보건기술

나노기반‧공
정

030411
원자‧분자 레벨 
물질 조작기술

주사탐침현미경을 이용한 원자분해능 분석 기술 및 원자수준의 구조물
(양자점‧양자선) 형성기술, 원자나 분자수준의 화학반응 유도기술 및 
생물고분자 응용기술, 탄소나노튜브 응용기술 등

030412
나노 측정기술
(100 nm이하)

파장이 0.1-100nm의 고휘도 전자기파 생성기술, 위치 분해능 100 nm 
이하 또는 박막의 깊이 분해능 10nm 이하의 정밀도 확보, SPEM, 
PEEM, STXM, MCD, HRPES, SRPES 등의 개발 등

030413 나노모사기술

나노구조물의 first-principles, 분자동력학, 열통계 및 최적화 컴퓨터 모사, 
원자 및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multi-scale 복합계산 방법 개발, MD를 위한 
force field의 DB 구축 및 대용량 계산기법의 개발, 나노구조와 열, 전
자기장, 접촉 등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모사

030414
계면 혹은 표면의 
나노구조화기술

나노결정입 소재의 입게면 제어기술(구조, 화학(성분), 결정성), 나노입자
의 표면구조 및 표면화학 제어기술, 나노구조의 열적 안정화 기술 등

030415
나노 신기능 
분자합성기술

신기능성 나노분자의 설계 및 합성기술(광기능성, 전기감응성, 환경감응성, 
유기나노튜브, 에너지/물질의 인식/저장/전달용 등), 나노구조물 기능규명 및 
nanolink 기술(유기 template 형성 및 분자전선연결, 생체나노분자와 합
성나노분자의 연결, 자기조립체) 등

030416
나노패터팅 
공정기술

Pattern fidelity, edge definition 등이 우수한 패터닝 기술개발, 선택
적 화학반응을 이용한 극미세 패터닝 기술개발, 화학반응을 통한 
고체표면 다층박막 제조기술 개발

030417
나노화학 
공정기술

나노구조체 제조를 위한 화학반응의 전구체 물질 제조기술, 전기화
학반응에 의한 나노박막(패터닝 포함) 제조기술, 나노구조화 반응제어 
기술

030418
기타 나노기반 

공정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기반 공정기술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위성기술
040111

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초정밀 및 저궤도 지구 탐사위성․정지궤도 기상위성․통신위성․소
형 과학시험위성 설계 및 개발기술, 위성설계․조립․시험 기술, 위성
체 구조물 기술,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 위성체 전력장치 기술, 위성체 
통신장치 기술

040112 위성관제기술 위성지상국 기술, 관제 시스템 기술

□ S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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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13
차세대 통신위성 

탑재체기술
위성탑재 관측기기 기술, 위성탑재 통신기기 기술, 우주 핵심기반 기
술(열제어 등)

040114 기타 위성기술 탐사위성 기술 등

발사체
기술

040211
로켓추진
기관기술

고체추진기관 기술, 액체 추진기관 기술, 위성 자세제어 추진기 
기술

040212
소형위성 

발사체개발기술
발사체 구조기술, 추진기관 시스템 종합기술, 로켓 유동방법 및 자
세제어 기술

040213
발사운용, 통제 및 

관제기술
발사 관제장치 기술, 로켓 관제 시스템 기술

040214 기타 발사체기술 대형 우주발사체 기술 등

항공기
기술

040311
항공기 체계종합 및 
비행성능기반기술

항공기 체계종합기술, 시험평가 기술

040312
지능형 자율비행 

무인비행기기
시스템(UAV)기술

무인기 설계/해석 기술, 무인기 시험평가 기술, 무인기 제작/조
립 기술

040313
다목적 

헬리콥터기술개발
헬리콥터 설계/해석 기술, 헬리콥터 시험평가 기술, 헬리콥터 제작/조
립 기술

040314 기타항공기기술
항공 제어장비 기술, 항공 전자보기․통신기기 기술, 항공기 엔진 기술, 
비행시뮬레이션 기술

기타 040411 기타 우주항공기술
우주왕복선 기술, 우주정거장 기술, 완제기 시스템 기술, 비행선 기
술 등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환경기반

050111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배연탈황․탈질 및 미세먼지를 배출원에서 고효율로 제거시키는 기
술,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저감기술, 다이옥신․수은 및 기타 중금속
과 같은 미량유해물질 제거기술, CO2․NOx․SOx․VOC 제거․처리기술 
및 악취제거기술 등

050112
자연환경 ‧오염토양 

‧지하수의 정화 
‧복원기술

오염토양․지하수 정화 및 복원기술(불량매립지 복원기술, 폐광
지역 환경복원기술, 유해화합물, 오염지역 정화기술, 자연정화 
촉진기술, 오염지하수 확산방지기술), 하천정화 및 호수 부영양화 저감
기술, 토양․지하수 복원 요소기술(난분해성 유독물질 정화를 위한 
혁신기술․기기․장비 개발),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술(GIS를 이용한 
토양지하수 오염 통합관리기술) 등

050113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기술

질소․인 제거기술, 고도처리기술, 하수처리장 자동화를 위한 Fuzzy 이
론의 적용 등 전문가 시스템, 산업폐수 고도처리기술, 정수장․하
수처리장 효율향상기술, 오수․분뇨․축산폐수 복합처리기술 등

050114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폐타이어의 재생기술,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 폐기물 발생 저감 및 
매립지 안정화기술, 소각 및 열분해․용융기술,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
화․사료화를 위한 염분제거기술 등,

050115
환경관리‧정보 및 

시스템기술

환경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폐기물 관리시스템 기술 등 환경 정
보화 기술, 미래형 환경 위해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의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
경 DB 구축 등 통합관리 기술

050116 기타 환경기반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환경기반기술

에너지

050211
에너지소재

기술

초고온용 구조 및 기능재료 개발 기술, 시너지재료 기술, 연소 및 
발전부품 개발 기술, 고기능 미세원료 합성 및 공정제어 기술, 고
효율 가공제어 재료 기술, 에너지 변환 및 저장소재 기술

050212
미활용 에너지 

이용기술
고효율 폐열회수기술, 장거리 열수송기술, 열공급기술 등

□ E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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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3
고효율 반응분리공정

기술

고효율 분리공정(분리소재 및 촉매개발 포함)기술, 반응분리동시
공정기술(반응증류, 반응흡착, 막반응, 반응흡수), 고효율 반응기 설
계, 막모듈 설계 및 제작기술, 기상 및 액상 흡착기술, 석유화학물
질 및 생물활성물질분리를 위한 액상흡착 및 막분리, (석유)화학
공정의 배기가스로부터 유효성분 회수 및 환경유해성분 제거기술, 수
소․CO․합성가스․ETBE․카르복실산 제조 반응분리공정기술

050214 연료전지기술
용융탄산염형(MCFC)․고분자형(PEMFC)․고체산화물형(SOFC)․직접메
탄올형(DMFC)․초소형 실리콘(μ-Si FC) 연료전지, 기타 연료전지 
기술

050215 수소생산 이용기술

화석연료로부터 수소제조 기술 고효율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이
산화탄소 집중 분리), 자연에너지/대체전원을 이용한 물분해 수소 생
산기술, 저장․직접(IC엔진 등)/간접연소 등의 이용 관련기술, 바이오매
스로부터 열화학적 수소 생산, 기타 신개념의 수소 제조/저장/이용 
기술 등

050216
바이오에너지

기술

바이오 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생산기반기술 및 공정 개발, 
폐수․음식 쓰레기 등에서부터 메탄가스 생산(혐기소화) 및 매립지 가스 
이용, 바이오 수소 생산공정 개발 등

050217 에너지저장 이용기술
전기화학적인 에너지저장 원리를 이용하는 차세대 기술, 분자구조가 제
어된 에너지저장용 첨단소재 기술, 마이크로미터 이하급 초정밀 제조 기술, 무
공해 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서의 활용 등

050218 기타 에너지기술
석유/석탄/가스 에너지 기술, 에너지절약기술, 전기발전기술, 2차전
지(리튬전지 등)기술, 태양광/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 발전기
술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에너지기술

청정생산

050311
청정원천공정

기술

미생물전환공정․건식세정․초임계 활용공정 기술, 청정생산시스템구축
을 위한 공정진단 및 관리개선 기술, 청정생산을 위한 공정모사 및 제
어기술, 환경친화형생산시스템구축을 위한 생산공정의 전 과정 평가기술 
등

050312
환경친화형소재
(Eco-material)

개발기술

난분해성 플라스틱 대체 소재 (천연소재포함), 장수명 부품소재개발, 
유해 납이 포함되지 않은 납땜 등

050313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염소․phosgene 등 대체기술, 유해용매 대체기술, 수용성 용매․페인
트․무기질시멘트, 산․알칼리 대체공정기술 등

050314
공정내재자원화

(Internal Recycle)
기술

멤브레인을 활용하여 폐수중의 염료회수 및 재사용, water pinch 기
술을 사용한 공정폐수 재사용,재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050315 기타 청정생산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청정생산기술

해양환경

050411 해양환경 관리기술

해양환경 감시 및 예측기술․해역별 종합감시 관리체계․해양환경피해 저
감기술․해양환경 감시장비 제작 및 계측기술 등, 연안오염 감시 및 관
리기술․첨단기법(원격탐사, 해양부이, 계류)에 의한 입체감시기법 시
험개발, 적조방제 및 저감기술 등

050412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관리 기술․연안역의 친환경적 이용 및 활용기술․유
해물질(유류포함) 관리 및 방제기술, 해상오염물 제거 및 방제기술․연
안습지(갯벌) 재생 및 연안생태계 복원 기술 등

050413 기타 해양환경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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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문화
컨텐츠

060111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가상 스튜디오 기술, 스마트 스튜디오 기술, 실감 미디어 공간설계 
구축 기술, 실시간 지능형 행위 시뮬레이션/애니메이션 기술

060112
디지털영상‧음향 
및 디자인기술

미디어 아트, 시각화 기술, 문화예술 전시 기술 분야

060113
디지털 컨텐츠 

저작도구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위한 모델 개발,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의 워터
마킹 기술, Rich Media 컨텐츠 식별체계 및 관리기술

060114
게임엔진 제작 
및 기반기술

무선인터넷 게임용 분산처리 엔진, 지능형 게임 캐릭터 엔진, 동작 
애니메이션 처리 엔진, 실시간 랜더링 엔진

060115
기타 

문화컨텐츠기술
기타 분류되지 않은 문화컨텐츠 기술

생활문화
(사이버 

커뮤니케이
션 등)

060211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터넷 세대 문화․윤리․가치 체계, 사이버 스페이스 경영에 관한 방향, 사이
버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검열․사이버 범죄․정보불평 등 구조의 과정

060212
인터엑티브 
미디어기술

텍스트 자동분석을 통한 여론조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관련 컨텐츠 구성 및 제
공, 인터넷 사이트 실용성(usability)분석 및 평가, 인터액티브 미디어 기술
을 이용한 광고와 효과 측정기술

060213 제품디자인기술
인간중심의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평가 기술, 디자인에의 감성공학 응
용 기술, 제품 안전관련 기술

060214
기타 

생활문화기술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생활문화 기술

문화유산

060311
문화원형 
복원기술

문화유적의 탐사발굴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원형추정 및 복원기술에 디
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저장 및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유형문화재(벽
화, 미술품, 공예품, 석탑, 불상, 건축물, 구원 등) 및 무형문화재(소리, 춤, 기
예 등) 디지털 복원기술

060312
기타 

문화유산기술

디지털 문서보관소 구축, 국가문화자산 디지털화, 가상현실기법을 이용한 
사이버 박물관 구축, 디지털 관광상품개발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문화유
산 기반기술

□ <기타> 분야
코드값 분 류 기 준

070000 위의 미래유망신기술(6T) 103개 세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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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NA. 수학

NA01대수학

NA02해석학

NA03위상수학

NA04기하학

NA05응용수학

NA06이산/정보수학

NA07추론/계산

NA08모형/자료분석

NA09응용통계

NA10확률/확률과정

NA99기타수학

HB. 철학/종교

HB01 철학일반

HB06 종교일반

HB07 한국종교

HB02 한국철학

HB03 동양철학

HB08 동양종교

HB04 서양철학

HB09 서양종교/ 기타 지역종

교

HB05 미학/ 예술학

HB10 윤리

HB99 기타 철학/ 종교

NB. 물리학

NB01 입자/ 장물리

NB02 통계 물리

NB03 원자핵 물리

NB04 유체/ 플라 즈마

NB05 광학

NB06 응집 물질 물리

NB07 원자/ 분자 물리

NB08 천체 물리

NB09 복합 물리

NB99 기타 물리학

HC. 언어

HC01 언어 일반

HC04 일본어

HC05 영어

HC02 국어

HC06 프랑스어

HC07 독일어

HC03 중국어

HC08 스페인어

NC. 화학

NC01 물리 화학

NC02 유기 화학

NC03 무기 화학

NC04 분석 화학

NC05 고분자 화학

NC06 생화학

NC07 광화학

NC08 전기 화학

NC09 나노 화학

NC10 융합 화학

NC99 기타 화학

HD. 문학

HD01 문학일반

HD06 영문학

HD07 프랑스문학

HD02 국문학

HD08 독일문학

HD09 스페인 문학

HD03 한문학

HD10 러시아 문학

HD04 중문학

HD11 동서양 고전문학

HD12 기타 동서양 문학

HD05 일본문학

HD99 기타 문학

ND. 지구과

학(지구/대기

/해양/천문)

ND01 지질 과학

ND02 지구 물리학

ND03 지구 화학

HE. 문화/예술/

체육

HE01 음악

HE10 영화

HE11 무용

<부록 2> 연구분야 분류표



- 151 -

ND04 대기 과학

ND05 기상 과학

D06 기후학

ND07 자연 재해 분석/ 예측

ND08 해양 과학

ND09 해양 자원

ND10 해양 생명

ND11 극지 과학

ND12 천문학

ND13 우주 과학

ND14 천문 우주 관측 기술

ND99 기타 지구 과학

HE02 미술

HE12 체육 인문사회

HE13 스포츠 과학

HE03 디자인 일반

HE04 제품 디자인

HE14 콘텐츠

HE05 시각 디자인

HE06 환경 디자인

HE07 섬유 디자인

HE08 의상 디자인

HE15 문화재

HE09 연극

HE99 기타 문화/예술 /체육

LA. 생명과

학

LA01 분자 세포 생물학

LA02 유전학/ 유전 공학

LA03 발생/ 신경 생물학

LA04 면역학/ 생리학

LA05 분류/ 생태/ 환경 생물학

LA06 생화학/구조 생물학

LA07 융합 바이오

LA08 생물 공학

LA09 산업 바이오

LA10 바이오 공정

/기기

LA11 생물 위해성

LA99 기타 생명 과학

SA. 법

SA01 법학일반

SA07 분야별 전문법

SA02 헌법/ 행정법

SA03 형사법

SA99 기타 법

SA04 민사법

SA05 상사법

SA06 국제법

LB. 농림수

산식품

LB01 식량 작물 과학

LB08 농업 기계학

LB09 농업 토목학

LB02 원예 작물 과학

LB10 산림 자원학

LB03 농생 물학

LB11 조경학

LB04 농화학

LB12 임산 공학

LB05 농업 생태 환경

LB06 동물 자원 과학

LB13 수산 양식

LB14 수산 자원/ 어장 환경

LB07 수의 과학

LB15 어업생산/이용가공

LB16 농수축산물 위생/ 품질관리

LB17 식품과학

SB. 정치/행정

SB01 정치이론 /사상

SB07 행정이론/방법론

SB02 비교정치

SB08 행정관리

SB03 정치경제

SB09 재무행정

SB04 지역정치

SB10 자치행정

SB11 공공정책

SB05 한국정치

SB12 분야별/유형별 행정/ 정

책

SB06 국제정치

SB99 기타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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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18 식품 영양과학

LB19 식품조리/외식/ 식생활 개

선

LB20 농림수산식품 경영/정보 등

LB99 기타 농림수산식품

LC. 보건의

료

LC01 의생명 과학

LC04 치료/ 진단 기기

LC02 임상 의학

LC05 기능 복원/보조/ 복지기기

LC06 의료 정보/ 시스템

LC07 한의 과학

LC03 의약품/ 의약품 개발

LC08 보건학

LC09 간호 과학

LC10 치의 과학

LC15 독성/ 안전성 관리 기반 기

술

LC11 식품 안전 관리

LC99 기타 보건 의료

LC12 영양 관리

LC13 의약품 안전 관리

LC14 의료 기기안전 관리

SC. 경제/경영

SC01 경제일반

SC10 마케팅

SC02 거시경제

SC11 경영정보/e-비즈니스

SC03 미시경제

SC04 재정/ 공공경제

SC12 경영과학

SC05 국제경제

SC06 분야별 경제

SC13 재무관리

SC14 회계

SC07 경영전략 /윤리

SC15 국제경영

SC16 무역

SC08 인사/ 조직관리

SC09 생산관리

SC99 기타 경제/ 경영

EA. 기계

EA01 측정 표준/ 시험 평가 기술

EA07 에너지/ 환경기계시스템

EA02 생산 기반 기술

EA08 산업/ 일반 기계

EA09 자동차/ 철도 차량

EA03 요소 부품

EA10 조선/ 해양 시스템

EA04 정밀 생산 기계

EA05 로봇/ 자동화 기계

EA11 항공 시스템

EA06 나노/ 마이크로기계 시스템

EA12 우주 발사체

EA13 인공위성

EA14 재난안전장비

EA15 국방 플랫폼

EA99 기타 기계

SD. 사회/인류/

복지/여성

SD01 사회일반

SD06 지역연구

SD02 사회구조/문제

SD07 사회복지 정책/ 행정

SD03 사회변동

SD08 사회복지 서비스/임상

SD04 사회제도

SD05 문화/ 인류

SD09 여성/ 젠더

SD99 기타 사회/ 인류/ 복지/

여성

EB. 재료

EB01 금속 재료

EB05 소성 가공/ 분말

EB06 열/ 표면 처리

EB02 세라믹 재료

EB07 분석/ 물성 평가 기술

SE. 생활

SE01 가정자원 경영

SE02 가족

SE03 아동/ 청소년

SE04 소비자

SE05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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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03 고분자 재료

EB08 국방 소재

EB04 주조/ 용접/ 접합

EB99 기타 재료

SE06 주거

SE99 기타 생활

EC. 화공

EC01 화학 공정

EC08 염색 가공

EC02 나노 화학 공정 기술

EC09 섬유 제품

EC03 고분자 공정 기술

EC04 생물 화학 공정 기술

EC10 화학 공정 안전 기술

EC05 정밀 화학

EC11 무기 화생방/화력 탄약

EC06 화학 제품

EC07 섬유 제조

EC99 기타 화공

SF. 지리/지역/

관광

SF01 도시/ 지역개발

SF05 지역/ 지리 비교

SF06 부동산

SF02 지적/ 지리정보

SF03 인문지리

SF07 관광

SF04 자연지리

SF99 기타 지리/ 지역/ 관광

ED. 전기/전

자

ED01 광응용 기기

ED07 계측 기기

ED02 반도체 장비

ED08 영상/ 음향 기기

ED03 중전 기기

ED09 전지

ED10 디스 플레이

ED04 반도체 소자 /시스템

ED11 무기센서 및 제어

ED05 전기 전자 부품

ED06 가정용 기기/ 전자응용기기

ED99 기타 전기/전자

SG. 심리

SG01 심리학 일반

SG02 실험심리

SG03 사회심리

SG04 산업/ 조직/ 소비자 심리

SG05 발달심리

SG06 상담심리

SG07 임상심리

SG99 기타 심리

EE. 정보/통

신

EE01 정보 이론

EE08 홈 네트워크

EE09 RFID/ USN

EE02 소프트 웨어

EE10 U- 컴퓨팅

EE11 정보 통신 모듈/ 부품

EE03 정보 보호

EE12 ITS/ 텔레 매틱스

EE04 광대역 통합망

EE13 재난 정보 관리

EE05 위성/ 전파

EE14 국방 정보 통신

EE06 이동 통신

EE07 디지털 방송

EE99 기타 정보/ 통신

SH. 교육

SH01 교육일반

SH05 사회과 교과교육

SH06 자연과학 교과교육

SH02 학교교육

SH07 실업 교과교육

SH03 평생교육

SH08 예술/ 체육 교과교육

SH04 어문학 교과교육

SH99 기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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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에너지/

자원

EF01 온실 가스 처리

EF06 신재생 에너지

EF02 자원탐사/개발 /활용

EF99 기타 에너지/자원

EF03 수화력 발전

EF04 송배전 계통

EF05 전력IT

SI. 미디어/커

뮤니케이션/문

헌정보

SI01 커뮤니 케이션 일반

SI05 정보조직/검색/ 시스템

SI02 미디어/ 수용자

SI03 광고/ 홍보

SI06 서지학

SI04 도서관/ 정보/ 이용자

SI07 기록관리

SI99 기타 미디어/ 커뮤니케이

션/ 문헌정보

EG. 원자력

EG01 원자로 노심 기술

EG06 핵연료 주기/ 방사성 폐기

물 관리 기술

EG02 원자로 계통/ 핵심기기기술

EG07 방사선 기술

EG08 원자력 기반/ 첨단기술

EG03 원자력 계측/ 제어기술

EG09 원전 건설/ 운영기술

EG04 원자력 안전기술

EG10 핵융합

EG05 핵연료/ 원자력 소재

EG99 기타 원자력

OA. 뇌과학

OA01 뇌신경 생물

OA04 뇌공학

OA02 뇌인지

OA99 기타 뇌과학

OA03 뇌의약

EH. 환경

EH01 대기질 관리

EH09 환경 보건

EH02 물관리

EH10 환경예측/감시 /평가

EH03 토양/ 지하수 복원/ 관리

EH11 친환경 소재/ 제품

EH04 생태계 복원/ 관리

EH12 친환경 공정

EH05 소음/ 진동 관리

EH13 측정분석장비/ 장치

EH14 청정 생산/ 설비

EH06 해양 환경

EH15 작업 환경 기술

EH07 폐기물 관리/ 자원순환

EH08 위해성 평가/ 관리

EH99 기타 환경

OB. 인지/감성

과학

OB01 인지과학

OB99 기타 인지/ 감성과학

OB02 감성과학

EI. 건설/교

통

EI01 국토 정책/ 계획

EI07 항공 교통 기술

EI02 국토 공간 개발 기술

EI08 해양 안전/ 교통 기술

EI03 시설물 설계/ 해석 기술

EI09 수공 시스템 기술

OC. 과학기술

과 인문사회

OC01 과학 기술사

OC02 과학기술 철학

OC03 과학기술 정책/ 사회

OC04 생명/ 의료윤리

OC99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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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04 건설 시공/ 재료

EI10 물류 기술

EI11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기

술

EI05 도로 교통 기술

EI12 건설 환경 설비 기술

EI06 철도 교통 기술

EI99 기타 건설/ 교통

HA. 역사/고

고학

HA01 역사일반

HA05 고고학

HA06 미술사

HA02 한국사

HA07 민속

HA03 동양사

HA99 기타 역사/고고학

HA04 서양사

OX. 인력 및

인프라

OX01 인력양성

OX04 연구 및 기타시설/ 장비

OX02 연구소재

OX03 연구정보

OX99 기타 인력 및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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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dern society,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scale of the Korean government's

research and development(R & D) investment budget has also been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the investment in R & D activities is

an area where there is a risk of market failure, the active role of

the government is essential. Recently,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vestment 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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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raised, but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government and

short-term plan . Therefore, research on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to boost the R & D and it is continuously

necessary. A systematic analysis and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s,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of policy instruments should

be able to present a long-term vision and establish useful policy

directions.

The problem is how the government will invest in research to

further improve R & D performance. To increase the output of

innovative achievements, a policy trend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R & D actors. In this trend, it is argued that the diversity

of creative entities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should be enhanced. The more diverse individuals, companies, and

institutions are involved in the research, the more positive impacts

or synergies occur when they are influenced by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laim that such a flow can cause an adverse

effect due to the wasted human resources and budget created by

the existence of various stakeholders.

Will the overall research performance increase as the diversity

of R & D subjects in the innovation system increases? Just the

various research actors present in the system is not connected to

the effect of improving the results of research, but rather the will

not bring a somewhat negative imp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study these questions and find answers on the impact of the

diversity of subjects in R & D innovation system. In particular, we

tried to present the basis of the policy direction by analy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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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ly through the extensive data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modern society, diversity management has begun to be

discussed regarding interactions among members with diverse

backgrounds and values. Diversity can be identified and

categorized through various criteria across multiple dimensions. A

discussion that the contributions of all group members that exist in

society will lead to achieving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is widely expanding. It is evaluated that diversity management can

obtain effective responses to changes in external environ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problem-solving ability. This

extension of the discussion has naturally led us to diversity

managemen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ecause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are required to have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to cope with changing industry and

technology demands, and thus managing and promoting research

results is a significant policy task in most countries.

When building innovation system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argument that diversity should be pursued is based on the

following. Firstly, organizations composed of various research

subjects can respond creatively to changes in the outside

environment. Moreover, the positive effects of cooperation and

interaction among various subjects can promote knowledge

creation and enhance it. Especially modern technology requires

complex knowledge rather than a unique knowledge, and skill

diversity of a group is necessary for application and execution of

creativity. Therefore, to continuously produce an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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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the variety of intellectuals or knowledge groups which

produce knowledge is essential. Thus, there is a growing debate

about the need to form a cyclical flow that creates new knowledge.

To this end, knowledge produced through constant interaction

among various knowledge producers must be continuously

provided to other knowledge inquiry processes, social problem

solving, and policy enforcement.

How can we expect positive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 if

different researchers are present in the innovation system? Do the

researchers have a motive for R & D cooperation? Previous

research on this question has been done mainly at the enterprise

level. Companies may find it is challenging to try their R&D

activities because there always is the risk of failure. There would

be a lack of funds to invest in technology development, even after

developing it in the process of being commercialized likely to fail

again. There is a possibility not to reap the desired effect even

after the product is on the market too. Companies can try to

cooperate concerning sharing these risk factors. In particular, if

there is a complement of resources, cooperation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and resources will be used jointly.

On the other hand, inevitably, costs will arise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It can cause harm to R&D cooperation. Thu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factor of technology development cooperation will

become larger when the cost of technology control and monitoring,

the cost of contracts, and the transaction cost to prevent

opportunistic behavior after innovation are relatively low.

There are also factors for R & D cooperation in the en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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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system of the country, and can this also positively

affect R & D performance at the level of society as a whole?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dustrial organization, market failure

related to externalities of R & D field can be corrected by the

action of the government 's public investment,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nd internalization through collaboration. Also, the

system theory based innovation system theory suggests that social

innovation takes place through the process of interactive learning

between the basic science infrastructure and the broad institutional

environment as well as internal and intercompany collaboration. In

turn, the arguments for strengthening the linkages and cooperation

among various innovation actors appeared. There is also a claim

that knowledge and technology should be managed through the

triple helix model, which is the system of

industry-academia-research institute relations.

There are many empirical studies on whether R & D

collabora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research project, comparative studies were conducted with and

without collaboration between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Also,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participating institutions and performance, and comparative

performance between collaborative development and independent

development are presented. Even prior empirical studies discuss

individual cases, however, through these, the system theory,

industrial-organizational discussion, and discussion based on the

knowledge ecosystem can indirectly support that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on system help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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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diversity in R & D

activities will increase the opinions and participation of experts

who have a high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project,

and diversify the cooperation and linkage among the innovation

actors, ultimately enhance the research performance. It is

reasonable to infer that the cooperative system for R & D

innovation, linkage among various innovation actors, a complement

of resources, and the spread of knowledge would lead to the

development of overall technology and increase in research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is inference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 of structure

and intensity of diversity in R & D innovation system on research

performance.

Existing studies are limited to some cases or fields, and there

is a limit to the analytical method that there can be endogenous

relations between causal relations and variables. However, this

study was analyzed using the data of national R & D projects in

Korea. In the aspect of analysis method, panel data were

constructed, and analysis of fixed effect panel was conducted so

that this study performed more rigorous analysis than the existing

studies. Therefore, most of the analytical limitations pointed out in

the previous studies are alleviated, and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is improved.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to measure

the diversity within the innovation system. To compare the impact

of it on the R&D performance I use whole data of Korean national

R&D project data in 2003 ~2012. The types of diversit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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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system considered in two aspects; ① subject diversity

of research activities and ② diversity of research fund investors. It

was judged that the technology or the field composed of the tasks

that are performed evenly by the various types of subjects and the

projects that received the investment of the research fund from

various subjects are relatively diversified.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diversity on three main

aspects of research performances;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comprehensive. Besides, the impact of diversity on the efficiency of

research outcomes is also analyzed. Research performance is

measured as the outcome of papers and patents, which are typical

and representative R & D outcomes.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was estimated as the total of the two indicators, and the

qualitative performance was estimated as the output of the paper

and patent outcomes interpreted as having a relatively higher

value. Also, a comprehensive index of research performance

reflect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formance was

designe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diversity on overall

performance. For precise analysis, this study grouped each

information of each project into three; technical categories, research

fields, and research institutes. The hypothesis that the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comprehensive research performance of technical

categories, research field, and research institute will be enhanced

when the diversity of research subjects and the diversity of

investors become large was verifi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diversity in technology, research field,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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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n the

quantitative side. The output of total papers and patent applications

is higher in technology and research fields where various subjects

participate in research activities, and technology and research

institutes receiving research funds from various types of investors.

Second, concerning qualitative research performance, the increase

in diversity of innovation system also slightly has positive impacts.

As qualitative research performance measure by several indicators

such as SCI papers, papers' impact factor(IF), registered and

international patents, there were also cases where the effect of

diversity on qualitative performance was not observed or had

negative adverse effects depending on the indicator. However,

there is a robust tendency for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to be

increased in research fields where various research subjects carry

out research projects and research institutes that receive funding

from various subjects. Finally,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diversity on comprehensive research performance index shows that

increasing diversity has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overall

research performance.

After verifying the positive effects of diversity through

empirical analysis, I conducted an additional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n the project task unit to see if this effect could be

explained by R&D cooper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 1)

when research subjects also participated in research funding, (2)

when the diversity of types of investors in the project was higher,

and (3) when there was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private entities the performance of the individual projec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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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These empirical results show positive effects of R & D

cooperation. Conjunction with the results of the individual projects

and a panel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diversity induces

more collaboration and ultimately increases the creation of research

output.

In the meantime, one of the backgrounds of this study is that

the efficiency of R & D investment is decreasing compared to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investment in R & D expenditure in Korea.

Regarding investment efficiency, the impact of diversity of

innovation systems was also analyzed. The investment efficiency

was measured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atents calculated by

each technology, field, an institution compared to the input research

co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the same model as the

previou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the research decreased when the diversity of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activity and the investors increased in the innovation

system. The efficiency of the research funds used to make the

international patent at the research institute that has invested the

research fund from the various types of investors and at the

technology that has various innovation subjects has been reduced.

In conclusion, R & D innovation system increases the research

performance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by

having a structure in which various innovation actors participate in

both research and investment. Especially in quantitative and

comprehensive research performance, a trend of positive effects of

diversity is substantial.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the

research performance will be higher overall in the fiel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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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nd field that various companies, universities,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private research institutes participate

in research and investment.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its

diversity within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if it designs

policies aimed at improving research performance in some

promising technologies and fields, and to improve the capacity of

domestic research institutes. In other words, it is reasonable to

build a rich knowledge eco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search performance. It is useful to allocate tasks

so that various types of researchers can participate in research in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Moreover,

introduce induction policies that use matching fun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vestment of technology in individual research

subject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strongly suggest

that when pursuing diversity within the innovation system,

inefficiency is likely to occur in terms of investment efficiency.

Therefore, even though increasing diversity within the innovation

system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to improve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comprehensive research performance,

it may not right to strengthen diversity at the same time in all

technologies, research fields, and research institutes.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areas that need improvement of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the areas where the investment efficiency should

be secured. In the former cas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iversity strengthening, but in the latter case, it is requi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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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 it. Further research will need to judge which areas need

diversity and which technologies need efficient invest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diversity

of R & D innovation system on research performance by

constructing a data set using a vast amount of data that was not

utilized in the current analysis. It is significant in that the result

shows there is a positive influence of diversity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research outcome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explain how the positive effects of diversity work. There is a lack

of argument for the mechanism. In particular, it has been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that careful and delicate design is

required for the pursuit of diversity, so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he diversity affects the research outcome in certain

situ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and analysis of this study

will be the basis for future studies to design the structure of

diversity in future national innov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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