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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반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
가 미흡했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과 대학 간 협동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먼저 국가
혁신체제,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 등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학연
협동연구의 효과적 구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학연 협동연구 관계를 사회네
트워크로 개념화하고 연구회별, 기술 분야별 네트워크로 구분한 후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각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회 및 기술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는 개방성과 활성도는
낮고 집중성은 높은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기초연구와 공공복지
관련 연구의 비중이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학연 협동연구의 효과적
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내용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협동연구, 사회네트워크분석, 정부출연(연)】
Ⅰ. 서 론
지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부문의 정책과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교육인적
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었다. 또한 공공기술연구회의 해체로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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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들이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로 분리･이관되었고 주무부처도 각각 지
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구조 개편과 맞물려 대학과 정부
출연(연) 간 상호 협력(이하 학연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 영향으로 학
연협력연구센터(DRC)나 특화전문대학원의 설립과 같은 가시적 성과들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주요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함께 창의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의 확보가 한 국가
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선진국들은 기초연구 중심의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탈추격형(post catch-up) 기술혁신체제로 전환해
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면서(송위진 외, 2006)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기초연구는 응용연구나 개발연구에 비해 연구개발의 실패 가능성이 높고 단기간에
상업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한 외부경제성을 포함한 공공재(public goods)적 특성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투자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연구 부문의 핵심 주체인
대학과 정부출연(연)이 상호 협력을 통해 기초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대학과 정부출연(연)의 위상이 산업계의 역량을 보완하는 차원
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양자가 산업계를 리드하는 주체
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김왕동･홍정임, 2008: 6).
둘째,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산업생산 및 기술을 중
심으로 한 경제발전 목적의 연구개발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하지만
보건･환경을 포함한 공공복지 관련 부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연구 부문의 핵심 주체인 대학과 정
부출연(연)이 중심이 되어 보건 및 환경 등 공공복지 관련 부문의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어
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염재호･하민철, 2009: 154-159 참조).
셋째, 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연구개발 주체 간 협동연구의 필요성과도 맥락
을 같이한다. 협동연구는 20세기에 들어 전 세계에 걸쳐 전개된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현상
의 하나이다(Allen & Jarman, 1999: 2). 그 이유는 기술의 고도화, 다양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한정된 연구개발 자원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고 연구에 수반되는 실패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협동연구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안순일, 2009: 294-295). 특히 최근에는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이 기술 혁신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과 정부출연(연) 역시 상호 협력을 통해 부족한 연
1) 2006년도 기준으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 주요 국가들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비교해 보면 영국
이 7.1%, 미국이 10.8%, 일본이 31.6%인 반면, 한국은 무려 51.9%라는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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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원을 보완하고 원천 지식 및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의 고도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학연 협력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국정 과제로 추진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에
는 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및 인력교류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었다(김왕동･홍정임, 2008: 6).
이를 토대로 2008년 11월에는 구체적인 ‘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
그러나 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 성과에
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반 연구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김왕동･홍정임, 2008:7). 또한
소수에 불과한 선행 연구들조차도 대부분 학연 협력의 현 상태를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
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투자에서 학연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
총량적 수치만을 검토하거나 설문조사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정부의 재정 투자 및 사업 확대를 통한 학연 협력의 활성화가 충분한 효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학과 정부출연(연)이 맺어 온 협력 관계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 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협력 관계가 구조나 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통한 활성화 노력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이며 심지어 비효율적 특성을 심화시킬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
구는 먼저 학연 협력과 관련된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 요구
되는 특성들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준거로 학연 협력의 가장 보편적 방식인 국
가연구개발 사업에서의 대학과 정부출연(연) 간 협력 관계를 네트워크로 개념화한 후 사회
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기로 한다.
물론 이렇게 분석한 네트워크의 특성이 연구개발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검증가능한 객관적 성과 데이터 및 측정지표가
필요한데 아직 관련 데이터 및 지표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
기로 한다.

148 ｢행정논총｣ 제51권 제2호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학연 협동연구의 개념과 특징
1) 학연 협동연구의 개념: 협력 주체･협력 유형･협력 목적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학연 협동연구는 학연 협력의 유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먼저 학연
협력의 개념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토대로 학연 협동연구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8: 1)는 학연 협력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특히 정부출연(연)) 간 인력･
시설･장비･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 자원을 상호 협력하여 활용함으로써 인재양
성과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김왕동･홍정임
(2008: 8)은 이를 보완･확장하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간 R&D･인력･시설･장비･정보 등
유･무형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연구 능력의 확장과 인력양성, 인프라 보완 및 고용
창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Link & Tassey(1987)
는 대학과 출연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과학기술지식의 공동 획득을 목적으로 형성한 협력
구조로 정의한다(이정재 외, 2006: 23; 조현대 외, 2007: 330). 결국 학연 협력의 개념은 크게
협력 주체, 협력 유형, 협력 목적으로 구분하여 논의될 수 있다.
첫째, 협력 주체의 측면에서 학연 협력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으로 정의될 수 있
는데 특히 공공연구기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학연 협력에 포함되는 기관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row & Bozeman(1987), Joly & Mangematin(1996) 등은 자금
원천의 다양화, 지배구조의 다양화, 연구 영역의 확장 등으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 비중의 증가, 정부통제가 약
화되거나 사적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출현, 산업기술 분야로의 연구 영역 확대
등으로 인해 공공연구기관들의 특성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는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 목적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부 차원의 학연 협력 활
성화에 대한 논의 및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연 협력의 유형은 크게 인력교류, 시설･장비･정보 공유, 연구개발(R&D) 분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분야는 다시 세부적인 유형들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
에는 개인 연구자 간 공동 연구 및 자문, 공동 논문의 저술이 포함되고 기관 차원에서는 공
동 연구프로젝트, 공동 특허, 공동 라이센싱 등이 포함되며 공동 집단 차원에서는 공동연구
센터 등이 포함된다(김왕동･홍정임, 2008: 10).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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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의 학연 협동연구는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분야의 협
력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협력의 목적 차원에서 학연 협력은 광의로는 과학기술지식의 획득, 협의로는 인재
양성, 연구 능력의 확장, 미흡한 인프라 보완 등에 목적을 둔 협력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의 학연 협동연구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지식의
획득 및 연구 능력의 확장도 추구하지만 특히 양질의 R&D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요 목적을
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연 협동연구를 ‘대학
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과제를 공동으
로 수행하여 양질의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제반 활동’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학연 협동연구의 특징
지금까지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에 대한 논의는 산업체 중심의 산학 협력 혹은 산연 협
력에 초점을 두어 왔고(최영훈･신열, 2002; 이정재 외, 2006; 김왕동･홍정임, 2008) 실질적인
학연 협동연구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았다.2) 하지만 최근 학연 협력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산업체 중심의 협력과는 구별되는 특징으로 인해 산학이나 산연 협력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역할을 학연 협력이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표 1> 연구주체 간 협력 유형에 따른 R&D 협동연구의 특징 비교
협력 유형

협력 특징

학연 협력

•기초연구 지향적 연구
•국가 전략기술의 효율적 개발 추구
•장기적 수요에 대응한 탐구적･지식 심화적 연구

산학 협력

•대학의 산업화 능력제고
•시장의 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한 이론적 연구

산연 협력

•응용 지향적 연구 결과의 사업화
•기업 특정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시장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실험적 연구

정부 개입 정도
▲▲▲

▲▲

▲

자료: 이정재 외(2006: 23-24)와 정선양 외(2008: 8-9)를 토대로 작성.

<표 1>과 같이 산학 및 산연 협력은 민간 기업의 요구, 달리 말해 단기적인 시장 수요에
대응한 기술 개발과 그 상업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반면, 공공연구 부문의 두 주체 간 협
2) 2007년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산학 협력은 12.7%, 산연 협력은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학연 협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6.2%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
기술부, 2008: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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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인 학연 협력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요구에 덜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대학과
정부출연(연)은 공공연구 조직으로서 기업이나 민간 연구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자금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공공의 통제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특성은 학연 협력이 산업체 중심의 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장기적 수요에 대응한
기초연구나 미래유망신기술(6T)과 같이 민간 부문의 연구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국가의
전략적 기술, 그리고 경제성장 외에 최근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장
기적 수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보건이나 환경 부문 등 공공의 삶의 질 향상
과 관련된 공공복지 관련 영역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 재원
에 주로 의존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의 학연 협동연구는 이러한 부문의 연구를 수행하
기에 더욱 적합한 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주요 이론적 관점과 연구에의 함의
1) 국가혁신체제(NIS) 관점에서의 학연 협동연구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고 개량하며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 관련 행동과 상호작용을 수
행하는 공공 및 민간부분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Freeman, 1987: 1)’로 정의된다. 이런 맥락에
서 대학과 정부출연(연)은 과학기술지식을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주체이면서 혁신
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혁신생산자(innovation producers)라는 점에서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적인 구성요소로 간주된다(정선양 외, 2007: 12 참조).
이러한 국가혁신체제론이 학연 협동연구에 주는 함의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혁신체제론에서는 혁신이 개별 주체에 의해 단독으로 수행되기 보다는
혁신주체들 간 네트워크(networks of innovator)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를 개별
조직의 관점에서 본다면 혁신은 시스템 내에 존재하고 있는 혁신주체들의 다양한 지식들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지식을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송위진, 2004: 13). 특히 현재
와 같이 기술의 수명주기가 급격히 단축되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 속도가 증가되는 시점에
서는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타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의 잠재적
가치를 탐색하기 위해 타 연구주체와의 협력 관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는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둘째, 국가혁신체제론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및 정책을 국가혁신체제의 중요한 구
성요소로 파악하고 있다(임상규, 2005: 20). 이 때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혁신주체들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

151

재정 지원이나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혁신이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정부는 기존의 혁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근본
적으로 보정하는데 집중함으로써 혁신주체들에 의한 혁신 행위가 최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혁신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의 재정을 포함하여 자원이 아무리 많이 투입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온존･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
다(송위진, 2002: 6). 따라서 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서의 학연 협동연구 역시 그 효과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자나 사업 확대에
앞서 기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실패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혁신체제론에서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등장과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
응하여 기존의 혁신체제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을 목표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함으로써 선진국
을 추격하던 기존의 추격형 혁신시스템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위 탈추격형 혁신 모델의 필요성과 그 사례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송위진, 2004; 임상규, 2005; 성지은, 2008 등). 물론 논자에 따라 탈추격
형 혁신제체의 구체적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혁신 경
로의 탐색과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입장을 취한다.
넷째, 또한 민간의 혁신 역량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기존의 산업혁
신정책(industrial innovation policy)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 안전, 보건･의료 등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혁신정책(social innovation policy)’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송위진, 2010 참조). 이러한 논의가 주는 함의는 공
공연구도 기존과 같이 경제발전 목적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공복지 향상과 같은 사회적 수
요 및 관련 정책에 대응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3) 이런 점에서 시장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산업체 중심의 협력 방식보다는 공공연구의 핵심 주체이면서
장기적 수요에 대응한 지식 탐구적 연구의 특성을 가지는 학연 협력이 상대적으로 효과적
이라고 볼 수 있다.
2)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관점에서의 학연 협동연구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기업이 연구,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혁신 과정을
개방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혁신의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며 부가가
3)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경제발전 목적이 아닌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접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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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론(김석관, 2008: 2)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 내부의 R&D 활
동을 중시해왔던 기존의 폐쇄형 혁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실제 개방
형 혁신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Luecke, 2003; Laursen & Salter,
2006; Chesbrough, 2006; Nieto & Santamaria, 2007 등)이 축적되면서 최근에는 공공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R&D 방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4) 물론 개방형 혁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기존 이론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등을 두고 상이한 견해들
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방형 혁신 혹은 개방형 R&D는 선택의 이슈
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철원, 2008: 25).
이러한 개방형 혁신이 학연 협동연구에 주는 함의로는 첫째, 대학과 정부출연(연) 간 협
동연구의 활성화는 상호 부족한 자원을 보완해 줌으로써 내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정부출연(연)의 경우 민간 부문의 R&D 역량이 강화되면서 과거와
같이 산업계의 역량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새롭게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동
시에 연구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의 핵심 주
체인 대학의 경우에도 정부 투자의 확대가 기초연구의 직접적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동
시에 연구의 질적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양혜영･이미화,
2009: 29)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연 협동연구는 두 연구주체의
내부적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개방형 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는 대학과 정부출연(연)의
역량 강화에만 그 영향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에도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비중을 보
면 전체의 3%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인 1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임영
모･복득규, 2006: 12). 이런 상황에서 학연 협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기초연구의 성과는 특히
내부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혁신을 위한 중요한 씨앗(seeds)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개방형 혁신에서 강조되는 정부의 역할은 개방형 기술혁신의 확산을 통해 국가 차
원의 기술혁신 시스템이 창조력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다(임영모･복득규, 2006: 19). 그 구체적 방향은 개방형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혁신주
체 간 네트워크의 개방성(협력의 범위)과 협력의 강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왜냐
하면 혁신 네트워크의 개방성이 제고되어야 기업을 포함한 혁신주체들이 다양한 원천으로
부터 내부 혁신에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또한 협력의 강도가 강할수
록 혁신의 성과가 높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대체적인 결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연 협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2009년 12월부터 개방형 R&D 시스템으
로의 전환을 위해 ‘OPEN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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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 네트워크 역시 개방성과 협력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재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가 얼마나 개방적이며 강한 협력 관계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 관점에서의 학연 협동연구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개인이
나 집단, 조직과 같은 실체들과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Knoke
& Kuklinski, 1982; Marsden, 1990; Scott, 2000 등). 또한 사회네트워크는 지금까지 다소 추상
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온 구조라는 개념을 실증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치환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네트워크는 ‘구조(structure)’의 한 표현물로 정의될 수 있
는데(손동원, 2002: 16) 여기서 구조란 상호 작용하는 단위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규
칙적인 패턴(Wasserman & Faust, 1994: 3)이나 명확히 정의된 것으로 사회 관계성의 형태
(morphology) 혹은 사회적 연결의 패턴(patterns of social linkages)(김용학, 2003: 33)을 의미하
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학연 협동연구의 구조 역시 사회네
트워크로 개념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연 협동연구의 구조는 국가연
구개발 사업의 과제들에 참여하는 개별 대학 및 정부출연(연)이라는 단위와 이들의 상호 협
동연구 관계로 구성된 집합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네트워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연 협동연구를 사회네트워크 관점으로 이해하여 얻게 되는 함의로는 첫째, 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기존 연구들로부터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
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사회네트워
크의 특성 분류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Mitchell, 1969; Van de Ven & Ferry, 1980; Knoke
& Kuklinski, 1982; Streeter & Gillespie, 1992 등)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사회네트워크의 특성을 구조적 특성과 관계의 내용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때 구조
적 특성은 행위자들 간 연결 방식의 특성을 의미하고 관계의 내용적 특성은 구체적으로 그
관계의 교환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이러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분석 변수들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학연 협
동연구의 특성, 특히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구체적 변수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둘째, 사회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Bourdieu, 1986; Coleman, 1990;
Burt, 1992; Putnam, 1993; Woolcock, 1998 등) Woolcock(1998) 등에 의하면 결속적 사회 자본
(bonding social capital)과 연결적 사회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그런
데 양자는 각각 다른 특성과 효과를 가지며 그 효율성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먼저 결속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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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자본은 집단 내 구성원들 간 강한 사회적 연계를 통해 형성되며 구성원에 대한 감정적 지
원, 강한 신뢰를 통한 배신행위의 약화, 집단 내 정보 교류의 활성화, 거래에 따른 위험 및 불
확실성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반면 연결적 사회 자본은 집단 간 약한 사회적
연계에 기반한 것으로 다양한 정보원천을 통해 신선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획득하는데 용이하
다. 이를 한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보면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두 가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합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만약 결속적 사회 자본이 지나치
게 강할 경우에는 외부 집단에 대한 폐쇄성과 배타성이 강화되고 소수 집단의 특정 이익만을
추구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연결적 사회 자본의 형성과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반대로 한 네트워크가 약한 연계로만 이루어질 경우 신뢰와 이에 기반한 활발한 협력
행위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를 지향하
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는 개별 대학과 정
부출연(연)들이 다양한 정보원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많은 조직들로 구성된 큰 규모
의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조직이 네트워크로 진입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개방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내 개별 조직들은 다양한
조직들과의 연계, 즉 연결정도(degree)를 높임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네트워크 차원에서 밀도(density)를 높이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Hansen(1999)의 연구
를 고려할 때 비교적 복합성이 높은 암묵적 지식과 의존성이 강한 지식의 교류가 필요한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에서는 타 조직과의 강한 연계, 즉 연결강도(tie strength)를 제고함으로써 결
속적 사회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수의 조직들끼리 지나치게 강한 연계를
형성하여 특정한 하위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그 내부에서는 강한 결속적 사회 자본이 창출
되지만 동시에 폐쇄성과 배타성의 심화로 인해 전체 네트워크에서 창출될 수 있는 연결적 사
회 자본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소수의 조직들에 대한 연
결의 집중도를 낮추어 분산적 구조를 형성하되 조직들 혹은 하위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연계
할 수 있는 중개조직(broker)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하나는 학연
협동연구를 포함한 학연 협력에 관한 연구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부문 협동연구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들에는 먼저
공공연구시스템이라는 큰 틀에서 학연 협력을 부분적으로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OECD,
2006a; 2006b; 조현대 외, 2007 등). 특히 조현대 외(2007)는 학연 협력 활성화를 우리나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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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구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또 다른 상당수의 연구들이 사례분석
이나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학연 협력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그 한 부분으로 학연 협동연구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이정재 외, 2006; 엄미정, 2008; 이재용
외, 2008; 민철구 외, 2008; 박동 외, 2008, 김왕동･홍정임, 2008 등). 이 연구들은 주로 정책
보고서 혹은 이슈페이퍼 형태를 띠면서 학연 협력의 현황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성화 대안 혹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최영훈･신열(2002), 정선
양 외(2008), 박동 외(2009) 등은 학연 협력의 한 유형인 인력 교류를 중심으로 그 제약요인
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고, 민철구 외(2004), 박동 외(2007) 등은 특히 지역대학에 초점을
두고 정부출연(연)과의 협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밖에도 황석원 외(2009)는 통계 분석을
통해 학연 협력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했고, Davenport 외(1999),
Fritsch & Schwirten(2000), Heinze & Kuhlmann(2008), 김종범(2008) 등은 항공우주나 나노기술
등 특정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학연 협력에 대해 그 동기나 필요성, 저해 요인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학연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특히 학연협력은 산업체 중심의 협력과 달리 상대적으로 기초연
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국가의 전략적 기술 및 보
건이나 환경 등과 같이 공공의 장기적 수요에 대응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영역에 초
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학술적 성격보다 정부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보고서 성격이 강하여 이론적･방법론적 논의가 미흡하고 주로 구체적
인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 학연 간 인력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학연 협력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결과 학연 협력의 세부
유형, 특히 학연 협동연구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미흡하다. 그리고 황석원 외(2009)
연구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연구들은 객관적･실증적 데이터보다는 사례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 등에 의존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 논
의를 바탕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학연 협
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을 규명하는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하여 과학기술 부문의 협동연구 네트워크를 분석한 일련의
선행 연구들은 사회네트워크분석이 본 연구에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먼저 일련의 연구들은 SCI 논
문 등 과학자들 간 공동저술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협
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Newman, 2001; 2004; Barabasi et al., 2001; 이희재,
2005; 양혜영 외, 2008; 양창훈･최창현, 2008 등). 특히 양혜영 외(2008)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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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에 사회네트워크분석이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조
혜선･김용학(2005), 김용학 외(2007), Sam Youl Lee & Suk Won Ryu(2007) 등은 국가연구개
발 과제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분야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들을 밝혀내고
있다. 특히 조혜선･김용학(2005: 129)은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맺어진 협동연구 관계가 단순
히 알고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한 사이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공동저술 데
이터보다 연구 과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 규명에 더 효과적
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학연 협동연구의 특성, 특히 구조적 특
성을 규명함에 있어 사회네트워크분석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며 국가연구개
발 과제에 대한 데이터 역시 본 연구의 목적에 타당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분석틀 구성 및 분석 방법
1. 연구의 분석틀
1) 분석 대상 학연협동연구 네트워크
네트워크 연구에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은 네트워크의 경계(boundary of network)
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분석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
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분석 데이터의 수집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수행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의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 특히 정부출연(연)이 연구수행주체로서 대학과 최소 1회 이상
협동으로 연구하여 구성되는 네트워크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5)6)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를 크게 전체 차원의 네트워크, 연구회별 네트워크, 기술 분야(6T)별
네트워크로 나누어 각각 그 구조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회별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하여 비교･분석하는 이유는 양자의 특성에 차이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지난 정부의 출범과 함께 3대 연구회 체제를 이원적 구
5) 대학의 수를 고려할 때 각 대학들이 연구수행주체가 되어 정부출연(연)과 협동으로 연구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동시에 2007년도 연구비 기준으로 대학이 주체가 되어 수행한 학연 협동연구
의 비율은 정부출연(연)이 주체인 경우의 약 1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연구 대상을 확정해
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2008: 46을 참조하여 분석함).
6)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개별 행위자(특정 대학, 특정 연구소)에 대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데 아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현재 2005년부터 2007년까지만 존재
한다. 이후 시기의 데이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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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개편한 이유 중 하나는 양 연구회가 각각 기초기술과 산업기술 중심으로 보다 특성
화･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3대 연구회 구조 하에서 각 연구회 및 소
관 출연(연) 간 기능 중복으로 인해 차별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존
공공기술연구회에 속해 있던 정부출연(연)들이 그 특성에 맞게 양 연구회로 분리･이관되었
는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근본적으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연계 강화,
기술의 융합화, 연구의 학제성 증대 등의 경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성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정선양, 2003: 156 참조). 이를 고려할 때 만약 지금까지
연구회 간 차별성이 뚜렷하게 존재했다면 연구회별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에도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즉 그 목적에 비추어 기초기술연구회의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가 상대
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내용 측면에서도 기초연구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차별성이 적다면 양 네트워크의 구조적･내용적 특성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회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에서 검토한 것처럼 산연이나 산학 협동연구에 비해
학연 협동연구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전략적 기술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 요구되며 또한 선
행 연구들(Newman, 2001; 2004; 김용학 외, 2007; 배용호 외, 2008; 양혜영 외, 2008 등)들에
따르면 학문 분야 혹은 기술 분야별로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다. 이를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래유망신기술(6T)별로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비교･분
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분류를 적용하는 이유는 첫째,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아 차세대 성장 산업의 기반이 되는 6T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참여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확대해 오고 있다는 점(송위진 외, 2006: 414 참조), 둘째,
기술 분야별로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신기술 분야라는 6T의 특성상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높아 지식 탐구적 성격이 강한 학연 협동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 등
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술 분야별 네트워크의 특성 차이를 파악한다면 기술 분야
에 따른 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방안을 보다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및 내용적 특성
앞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에서 검토･논의한 결과에 기초할 때 학연 협동연구 네트
워크가 구조적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활성도는 높고, 특정 조직들에의 집
중화 정도는 낮으면서 조직 혹은 하위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중개조직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개방성, 활성도, 집중성을 분석 변수로 설정하였다.
한편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내용적 측면에서 학연 협동연구는 산업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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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동연구와 달리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한 장기적 수요에 대응한
지식 탐구적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연 협동연구 네
트워크의 내용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기초연구 중심성과 공공복지 관련 연구 중
심성을 선정하였다. 다만 후술할 OECD(2002) 기준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연
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2008)에서는 건강증진 및 보건, 환경 보전, 사회구조 및 관계,
지구개발 및 탐사 등을 보건환경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용어는 하위분류를 포괄하
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복지 관련 연구로 명명하고자 한
다. 이는 공공복지에 관한 서지영 외(2012)의 연구 등에서 위 세부 분류들을 공공복지와 연
관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 자료의 수집 및 변환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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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관련 부･청이 제출한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가 검
증한 후 관리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를 통해 온라인 DB 형태로 일반에 공개하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국가연구개발 사
업 과제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데이터는 정부 부처들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세부과제(대과제와 세부과제의 구분이 없는 경우 대과제)를 분석단위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대학과 출연(연)이 공동으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들이 분석단위
가 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세부과제별 주요 내용을 OECD 분류 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
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식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이 데이터들은 세부과제별로 세부과제명, 연구개발단계, 연구의 경제사회적 목적, 기술 분
류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
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먼저 22개 정부출연(연)이 주 연구기관으로 수행한 세부과제들을
추출한 후 이 중 학연 협동연구로 분류된 세부과제들만을 다시 추출하여 별도의 DB를 구성
하였다.7) 다만 이 자료에는 협동연구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어디인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에 관한 정보는 각 정부출연(연)들이 국회 상임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위원
회)에 제출한 협동연구 수행 현황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다. 두 자료를 토대로 최종 추출한
데이터의 총 수는 557건인데 이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연구회 산하 22개 정부출
연(연)8)을 중심으로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중 학연 협동연구의 형태로 수행
된 총 세부과제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한 각
정부출연(연)과 대학들을 노드로 하고 각 노드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들을 매개
로 맺는 협동연구 관계를 링크로 하는 사회네트워크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는 노드들 간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측정하지 않고 공동
으로 수행한 연구과제들을 매개로 연결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소위 준(quasi) 연결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드들 간 직접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사회과학 분
7) NTIS에서는 기관명 검색을 통해 각 기관들이 수행한 연구과제들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협동연구 형태로 수행된 세부과제들의 경우 학연, 산연 등 구체적인 협동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8)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에는 각각 13개씩 총 26개 출연(연)이
속해 있으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재료연구소는 해당 기간에 협동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없고 국가
보안기술연구소는 기관 특성상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
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경우 협동연구 실적이 3개에 불과하면서 한국화학연구원의 부설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화학연구원에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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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김용학, 2007: 19-21 참조).9) 이 경우 연결 강도
나 연결 지속기간 등을 통해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연결의 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뿐 관계의 신뢰 수준이나 상호 호혜성 등과 같은 다양한 질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 역시 학연 간 협동연구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질적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는 링크를 구성하고 있는 학연 협동연구 세부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
용하여 대학과 정부출연(연) 간 연결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내
용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점에 그 의미
를 두고자 한다.
2) 분석 변수 및 측정 지표
본 연구는 위에서 구분한 3가지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들을 대상으로 그 구조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분석한다. 첫째, 구조적 특성 변수로 설정한 네트워크 개방성은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협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규모, 즉 네트워크 구성
조직의 수(손동원, 2002: 62 참조)를 지표로 하여 측정한다. 다만 전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개방성의 수준을 가늠할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잠재적으로 참여 가능한 대학 수 대비 실제
참여 대학의 수를 함께 측정하기로 한다. 둘째, 네트워크 활성도는 각 노드들이 얼마나 활
발한 연계를 맺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우선 각 조직들이 직접적
으로 연계를 맺고 있는 관계의 수를 의미하는 연결정도(degree)와 그 평균값(mean degree)을
지표로 활용한다. 연결정도는 특정 조직이 가진 활동력(activity)을 나타내는데 이 값이 높은
행위자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고 정보의 흐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김용
학, 2007: 38). 그리고 평균연결정도는 네트워크 전체의 활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Wasserman & Faust, 1994: 100; 손동원, 2002: 37 참조). 다만 이 지표는 행위자 간
간접적인 연결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위자들 간 연결 가능한 총
관계의 수 대비 실제로 맺어진 관계 수의 비율(김용학, 2007: 38)을 의미하는 밀도(density),
그리고 과제의 공동 수행 빈도로 정의될 수 있는 연결강도(tie strength)를 함께 측정하기로
한다.10) 이러한 지표들이 높은 값을 가질수록 네트워크 활성도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9) 즉 본 연구는 연구과제들로 구성된 노드와 대학 및 정부출연(연)으로 구성된 노드들을 기반으로 하
는 2-mode 네트워크를 공동 연구 과제를 매개로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연결을 가정한 1-mode 네트
워크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논문을 매개로 한 학자들 간 공동연구연결망 분석 등에서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10) 연결 강도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행위자들 간 관계의 강도를 친근성(closeness), 연결 지속기간
(duration), 접촉 빈도(frequency) 등으로 정의해 왔는데 이는 모두 관계의 친밀함(intimacy)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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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네트워크 집중성은 개별 조직들(노드)이 네트워크 내에서 얼마나 중심적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가졌는지, 혹
은 얼마나 한 노드를 중심으로 결속되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우선 네트워크에서 개별 조직들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심성을 표현하는 인접 중앙
성(closeness centrality), 조직이 브로커 혹은 경계 연결자(boundary spanner)(Butts, 2008: 23)로
서 얼마나 중심적 위치에 있는가를 표현하는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그리고 네
트워크 전체의 집중화 정도를 표현하는 네트워크 집중도(centralization)를 지표로 하여 측정
한다.11)
다음으로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설정된 기초연
구 중심성과 공공복지 관련 연구 중심성의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구 중심성
은 연구개발단계별 분류상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들이 학연 협동연구를 통해 얼마
나 수행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OECD(2002) 기준에
따른 분류이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조사･분석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표 2>
참조. 이에 따라 각 세부과제들이 어떤 연구개발단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교육과학
기술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걸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연 협동연구과제들만을 대상
으로 그 비중을 구한다. 둘째, 공공복지 관련 연구 중심성 역시 OECD(2002) 및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조사･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제사회목적별 분류12)를 적용하
둔 것이다(Marsden, 1990: 455).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에서 연결 강도는 연결망의 내용과 관련
된 대표적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의 빈도로 정의된다(김용학, 2007: 38-39).
물론 모든 연구자들이 연결강도의 측정지표로서 빈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Marsden & Campbell(1984: 482-501)은 미국과 독일의 도시에서 설문을 통해 조사한 친
구 관계에 관한 3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접촉 빈도와 지속성 보다는 관계의 친근성이 연결강도
를 잘 표현해 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손동원(2002: 88)의 지적대로 연결강도에 대한 측정은 연구
목적과 연구가 적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수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접촉 빈도를 연결강도의 지표로 적용하기로 한다.
11) 인접 중앙성은 노드 간 경로거리를 기초로 측정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뿐만 아니라 간
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들까지의 고려를 고려한 측정 지표로서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글로벌(global) 중심성의 성격이 강하다. 사이 중앙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간 최단 경로(geodesic)에
많이 위치할수록 그 중앙성 값은 높아지게 된다. 한편 네트워크 집중도는 구성원들 간 연결 관계의
분산 개념에 기초한 측정 지표로서 소수의 구성원들 간에 집중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네트워크는 이
값이 높고 반대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관계를 가지는 네트워크라면 낮은 값을 가지게 된다.
12) 분류 기준은 크게 1. 보건환경: ① 지구개발 및 탐사 ② 환경보전 ③ 건강증진 및 보건 ④ 사회구조
및 관계. 2. 경제발전: ① 에너지의 생산, 배분 및 합리적 이용 ② 농업생산 및 기술 ③ 산업생산 및
기술 ④ 하부구조 및 토지의 계획적 사용. 3. 우주: 우주개발 및 탐사. 4. 비목적 연구: ① 비목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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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부 분류를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 사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
는 보건환경이라는 범주 명칭을 공공복지 관련 연구로 수정하였다. 역시 각 세부과제들이
경제사회목적별로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를 통해 제공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연 협동연구 과제들만을 대상으로 이를 취합하여 그
비중을 구하기로 한다.
<표 2> 연구개발단계별 분류 기준
구분

분류기준

기초연구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응용연구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아래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연구

개발연구

•기초와 응용연구 및 실제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
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기타

•위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자료: OECD(2002). Frascati Manual. p. 77-79.; 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2008). p. 10 재인용.

3) 분석 도구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한 데이터들을 네트워크 통계분석 전문 프로그램
인 넷마이너(Netminer)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데이터로 치환한 후 각 측정 지표별로 분석하
였다. 특히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들의 오류 유무를 반복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분석 도구의 결함으로 인한 분석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
든 분석은 또 다른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으로서 널리 활용되는 Ucinet으로 재분석하여 측
정값을 비교･확인하였다. 또한 분석 변수 및 측정지표의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앞
서 기술한 국내외 선행연구, 특히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구 ② 기타. 5. 국방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구체적 내용은 지면상 생략한다(OECD. (2002). Frascati
Manual. p. 87; 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2008). p. 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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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전체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
1) 구조적 특성
먼저 전체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개방성에 대한 지표로서 네트워크의 규모를 분석해
보면, 총 22개 정부출연(연)과 100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는 정부출연(연)이 주체가 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참여 대학의 수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된다. 그런데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지만 축적된 연
구 결과들이 없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구성 가능한 네트워크의 크기와 비교함으로써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본 연구의 네트워크가 과학기술 부문의 연구개발을 매개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이 부문의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대학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07년도 대학 산학 협력 백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과 대학원 대학 중 150개 대학이 이에 해당되며 전문대학을 포함할 경우 약 290여 개 대학
이 잠재적 네트워크에 포함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네트워크 규모는 잠재적 네트워크의 약
34%(전문대학 제외 시 66%) 수준으로 이 네트워크가 3년 동안 최소 1회 이상 협동 수행된
과제를 매개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개방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네트워크의 평균 연결정도는 16.25인데 이는 개별 조직들이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neighbor)의 평균수, 달리 말해 평균적인 관계의 범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연
결정도 분석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서울대학교(연결정도 71)를 포함한 수도권의 소
수 특정 대학 및 대전에 소재한 일부 대학들과 기타 대학들 간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다. 즉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대학의 연결정도 중 약 31%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런 경
향은 관계의 빈도에 기초한 연결강도 분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즉 전체 연결 중 연결강도
2이하가 무려 82.3%에 달하고 최소값인 1도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소수의 대
학들만이 정부출연(연)과 강한 연결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 중 창원
대학교와 인제대학교의 경우 연결정도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기계연구원과 비교적
강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군산대학교의 경우에는 한국해양연구원과 상당히 강한 연계를 맺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창원대학교와 인제대학교의 경우 기계 분야에서, 군산
대학교의 경우 해양 분야에서 특성화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대학특성화알리미
홈페이지 참조). 이를 고려할 때 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연구개발 자원 및 역
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특성화 부문을 중심으로 연관성 있는 정부
출연(연)과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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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13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네트워크 내 조직들 간 가능한 관계 수 대비 13%의 관계만
이 실제로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잠재적 네트워크를 상정할 경우 그 값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활성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
이고 특정 소수의 조직들만이 넓은 관계의 범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상호 강한 연계를 맺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집중성에 대한 분석도 위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인접 중앙성을
측정한 결과 강원대학교(0.553)를 제외하고는 서울대학교(0.699)를 포함한 수도권의 특정 대
학과 대전 지역의 대학들이 상위 10순위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사이 중앙성의 경우에는 전
체 평균(대학 평균은 0.007)이 0.010이고 가장 높은 서울대학교가 0.117, 2순위인 충남대학교
가 0.058에 불과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접 집중도는 0.458로 비교적 높은
반면 사이 집중도는 0.108에 불과하여 이런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13) 결론적으로 전체 학
연 협동연구 네트워크는 수도권 중심의 극소수 대학들만이 핵심(core)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대학들은 네트워크의 변방(periphery)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이다. 또한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 조직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중개자가 발달되지 못한 구조이다. 결
국 전체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구조는 이론적 논의에서 확인한 효과적 네트워크의 구
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내용적 특성
전체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가 얼마나 기초연구 중심적인가를 측정하기 위해 557개 과
제의 연구개발단계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의 비중이 34.3%로 가장 높았고 응용연
구가 32.7%, 개발연구가 31.6%, 그리고 기타가 1.4%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기초
연구의 비중이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업체 중심의 협력 유형에서
나타나는 비중을 함께 고려하면 학연 협동연구의 기초연구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
과 산학 협력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0%이고 산연 협력에서는 7.5%에 불과하
13) 집중도의 상대적 크기를 해석하기 위해 전체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와 동일한 수의 노드 및 밀도
를 가지는 무작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 50개를 생성하여 연결정도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0.090이었다. 이는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집중도가 무작위 네트워크의 평균보다 5배 이상 크다
는 것으로 상당히 높은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의 정당성은 일반적인 통계 원리와 흡
사하다. 즉 두 변수 간 관계가 없는 모집단에서 수많은 표본을 표집할 경우, 현재 관찰한 특성을 갖
는 표본을 표집하게 될 확률을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사용하는 원리와 흡사하다(김용학 외, 2007:
76-78 참조).

과학기술 분야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

165

며 양자는 모두 개발연구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와 타 협력유형에서 보이는
매우 낮은 기초연구 중심성을 감안할 때 기초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며 이런 역할이 기
대되는 학연 협동연구에서 지금보다 기초연구의 비중을 더욱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기초연구 중심성은 높은 편이라
고 평가하기 어렵다.14)
한편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공공복지 관련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과제들의 경제사회목적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산업생산 및 기술(37.2%)을 포함한 경제발전
목적 연구의 비중이 약 70.3%로 절대적으로 높다. 반면 공공복지 성격이 강한 보건환경 부
문의 연구 비중은 23.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산학 협력 연구에서는 경제발전 목적의 연
구가 88.0%, 보건환경 부문이 10.2%의 비중을 보였고 산연 협력에서도 경제발전 목적의 연
구가 85.0%, 보건환경 부문이 11.0%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약 25:75의 비율을 나타낼 만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
어 있고 또한 산업체 중심의 협력이 산업생산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목적의 연
구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학연 협동연구에서 공공복지 관련 부문의 연구 비중을 지금보다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연구회별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
1) 구조적 특성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별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14) 이명박 정부에서도 기초연구의 강화를 과학기술강국 실현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2012년까지 기
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정부 R&D의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학연 협동연구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의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66 ｢행정논총｣ 제51권 제2호

<표 3> 연구회별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분석 변수

분석 지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개방성

참여 대학 수
(총 노드 수)15)

85개
(102개)

81개
(93개)

평균 연결정도

12.9

8.9

평균 연결강도

1.79

1.87

밀도

0.13

0.10

평균 인접 중앙성

0.469

0.435

평균 사이 중앙성

0.018

0.015

인접 집중도

0.42

0.35

사이 집중도

0.15

0.21

활성도

집중성
집중도

첫째, 참여 대학 수로 측정한 네트워크의 크기는 기초기술연구회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개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확연하게 두드러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평균 연결정도는 기초기술연구회 네트워크가 더 크기 때문에 개별 조직들이 타 조
직과 맺는 관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반면, 평균 연결강도는 산업기술연구회보다
더 작기 때문에 개별조직들이 타 조직과 맺는 관계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밀도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가 더 큰데 특히 일반적으로 관찰된 밀도는
네트워크의 규모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김용학, 2007: 38; 손동원, 2002: 62-63 참조)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차이는 좀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네트워크 모두 수도
권 및 대전 중심의 소수 특정 대학들과 특정 출연(연)들만이 넓은 관계의 범위를 가지면서
상호 강한 연계를 맺고 있다는 공통점을 나타낸다. 즉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상위 10개 대
학의 연결정도가 전체 대학의 연결정도에서 3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결강도 2이하
의 관계가 전체의 48.3%이며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우에도 상위 10개 대학이 연결정도 중
38.6%의 비중을, 연결강도 2이하의 관계가 43.0%를 차지한다.
셋째, 인접 중앙성 및 사이 중앙성의 측정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기초기술연구회 네트
워크의 조직들이 더 큰 값을 나타내며 두 네트워크 모두 특정 조직들이 높은 중앙성을 나
타내었다. 또한 네트워크 전체의 집중화 경향을 나타내는 집중도를 보면 인접 집중도는 기
초기술연구회가, 사이 집중도는 산업기술연구회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기
초기술연구회 네트워크가 개방성 및 활성도 측면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구조적 특성을 나타
낸다고 볼 수 있지만 산업기술연구회 네트워크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하기에는 어
15) 각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이 수행한 학연 협동연구 과제에 대학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연)이 참여한 경우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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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으며 집중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특정 조직에 대한 집중화 경향은 산업기술연구회
보다 더 크고 매개조직은 덜 발달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지난 정부와 같이 두
연구회의 차별성 및 특성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입장을 취할 경우 학연 협동연구
의 필요성은 기초기술연구회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활성도를 더욱 제
고시키고 동시에 특정 조직에의 집중성 완화 및 중개조직의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내용적 특성
두 네트워크의 연구개발단계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기초기술연구회는 기초연구의 비중이
44.05%로 가장 높은 반면, 산업기술연구회에서는 개발연구의 비중이 38.69%로 가장 높고
기초연구는 26.23%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즉 기초연구 중심성 측면에서는 두 네트워크가
비교적 뚜렷한 차별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를 개별 출연(연) 차원에서 살펴보면 소관 연구
회의 특성과 정합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 먼저 기초기술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핵
융합연구소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개발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산업기술연구회에
소속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의 경우에는 기초연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
타난다. 물론 이것만으로 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 간 정합성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연구회 분류가 개별 출연(연)들의 특성을 잘 반영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한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복지 관련 연구 중심성에서도 두 네트워크는 비교적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즉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보건환경 목적의 연구 비중이 36.1%로 12.8%에 불과한 산업기술
연구회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우 경제발전 목적의 연구가 무려 83.9%
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53.6%인 기초기술연구회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초기
술연구회의 경우에도 절대적 비중 면에서는 여전히 경제발전 목적의 연구가 절반을 넘을
만큼 높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산업체 중심의 협동연구에서 공공복지 관련 연구가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공연구주체 간 협력인 학연 협동연구에서 이
비중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 분야별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
1) 구조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557개 과제 중 미래유망신기술(6T)로 분류되는 과제의 수는 422
개인데 이 중 문화기술(CT)에 해당하는 과제는 2개에 불과하여 이를 제외한 총 420개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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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했다. 기술 분야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또한 전체 및 연구회별 네트워크에 비해
기술 분야별 네트워크는 시각화를 통해 구조적 차이의 식별이 비교적 용이하여 <그림 2>를
함께 제시한다.
<표 4> 기술 분야별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분석 변수

분석 지표

BT

ET

IT

NT

ST

개방성

참여 대학 수
(총 노드 수)

61개
(74개)

60개
(73개)

36개
(49개)

37개
(49개)

15개
(23개)

평균 연결정도

8.92

5.73

4.90

7.43

4.26

평균 연결강도

1.65

2.00

1.25

1.35

1.33

밀도

0.12

0.08

0.10

0.16

0.19

평균 인접 중앙성

0.426

0.392

0.392

0.428

0.372

평균 사이 중앙성

활성도

집중성

집중도

0.020

0.020

0.035

0.024

0.054

인접 집중도

0.361

0.451

0.400

0.379

0.459

사이 집중도

0.207

0.327

0.372

0.164

0.261

<그림 2> 기술 분야별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구조

BT 네트워크

ET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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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네트워크

ST 네트워크

첫째, 네트워크 규모를 통해 개방성을 측정한 결과 BT와 ET가 비슷하면서 상대적으로
높고 IT와 NT가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그 다음이며 ST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다만 참여
출연(연)들을 보면 BT와 ST의 경우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비중이 높은 반면 IT는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비중이 높고 ET와 NT는 양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네트워크의 활성도와 관련하여 먼저 평균 연결정도를 살펴보면 BT의 조직들이 평
균적으로 가장 넓은 관계의 범위를 보였고 다음이 NT이며 ST 네트워크에 포함된 조직들의
관계 범위가 가장 좁았다. 관계의 강도 면에서는 ET가 가장 크고 다음이 BT이며 IT가 상대
적으로 가장 약했다. 그리고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전체 및 연구회별 네트워크
와 동일하게 특정 조직들이 높은 연결정도를 나타냈고 상호 강한 연결 관계를 보였다. 다만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 규모 대학 중에서도 특성화를 통해 기술 분야별로 높은 연결정도

170 ｢행정논총｣ 제51권 제2호

를 보이거나 특정 출연(연)과 강한 연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하는데 특
히 BT 네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밀도의 경우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ST가 가장 높지만 규모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가장 규모가 큰 BT의
활성화 수준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의 집중성 측면에서 보면 BT 네트워크가 가장 분산된 구조이며 ST와 ET
는 상대적으로 특정 조직들에 대한 집중성이 높은 구조를 나타낸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
하면 BT 네트워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방성도 가장 높고 활성화 정도도 높으며 특정 조직
에 대한 쏠림 정도는 낮아 가장 효과적인 구조를 나타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ET의 경우에
는 개방성은 BT와 유사하나 활성화 정도는 더 낮고 집중도는 매우 높은 구조임을 알 수 있
다. 특히 IT 네트워크의 경우 개방성과 활성화 정도는 상당히 낮으면서 특정 조직에 대한
집중도는 높아 효과적이지 못한 구조를 나타낸다. 이는 타 기술 분야에 비해 이미 민간 부
문의 투자 및 연구 역량이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어 있어 학연 협
동보다는 산학이나 산연 협동이 더 선호되어 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IT 분
야에서도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16) 학연 협동연구의 효과적 활성
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내용적 특성
먼저 전체 420개 과제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6.0%로 응용연구(34.0%)나 개발
연구(29.3%)에 비해 근소한 정도로 높지만 기술 분야에 따라 연구개발단계별 비중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ST와 NT, BT의 경우 기초연구의 비중이 각각 59.1%, 40.9%, 38.2%로
타 단계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ET와 IT의 경우에는 기초연구의 비중이 오히려 가장 낮
게 나타난다. 특히 같은 기간 산학이나 산연 협력을 통한 연구 과제들을 분석해 보면 IT와
ET의 경우 개발연구 비중이 BT나 NT와 비교해서도 더 높게 나타난다. 즉 산업체를 중심으
로 한 협력에서 이미 개발연구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분야에서의 학연
협동연구의 경우 오히려 개발연구보다는 기초연구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절대적 비중 측면에서 BT나 NT 등의 경우에도 학연 협동연구에서의
기초연구 비중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전체 과제에서 경제발전 목적의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6.7%로 상당히 높은 반
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안)’을 보면, IT 분야의 경우 민간이 주도하
되 정부는 공익적･기반적 지원에 집중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09년 9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
획위원회에서 발표된 ‘IT KOREA 5대 미래전략’과 기초기술연구회가 추진 중인 ‘IT 기초연구지원사
업’에서도 IT 분야에서의 기초연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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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공복지 관련 연구는 27.6%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발전 목적의 연구 중에서도 산업생
산 및 기술 부문의 비중이 전체의 30.7%로 보건환경 부문의 전체 비중보다도 높게 나타난
다. 기술 분야별로는 BT의 경우 공공복지 관련 연구가 4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ET가
33.8%의 비중을 나타내지만 역시 절대적 비중 면에서는 경제발전 목적의 연구에 비해 낮다.
반면 IT와 NT의 경우 공공복지 관련 연구의 비중이 각각 9.5%, 7.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IT와 NT 분야에서의 산학 및 산연 협력이 경제발전 목적의 연구에 80% 이상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분야의 학연 협동연구에서 공공복지 관련 연구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학연 협력에 대한 최근의 관심에 부응하면서 기존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논의
하지 않았던 학연 협동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을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연 협동
연구 네트워크의 구조적･내용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분석 결과 연구회별 혹은 기술 분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는 구조적 측면에서 개방성과 활성화 정
도가 상당히 낮고 수도권의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성은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이지 못한 구조임을 확인했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도 학연 협동연구에 기대하는 바
와는 달리 기초연구와 공공복지 관련 부문의 연구 비중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연 협동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개발 투자의 총량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 및 연구개발의 내용
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결
과에 기초할 때 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특성화된 지역 대학들이
매개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구회 혹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출연(연)의 지배구조 개편 및 역할 재정립 문제에 대한 논의
에서 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 간 상호 정합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구회 및 기술 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되 전반적으로는 학연 협동
연구에서의 기초연구 중심성과 공공복지 관련 연구 중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
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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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직까지 관련된 연구의 축적이 부족하고 특히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학연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난 정부의 노력이 실제 네트워크의 구조
및 내용적 특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동일한 이유
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들이 구체적으로 연구의 성과와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못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의한 성과는 많은 경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에 나타나며 특히 기초분야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 또한 성과의 형태도 논문,
특허, 인력양성, 사업화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지표와 장기
간에 걸쳐 축적된 객관적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연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
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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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Research Networks
between Universities and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Network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Young-dae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research
networks between universities and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GSRI).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 structural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research networks between universities and GSRI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Open Innovation, and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on social capital theory. Second, this study divides
collaborative university/GSRI research networks into three categories: whole network,
the network of each research council (Korea Research Council for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ISTK, Korea Research Council of Fundamental Science & Technology:
KRCF), and each 6T network.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network are
categorized into structure and content. There are several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in general, each collaborative research network features a high concentration ratio
whereas the openness and activation level is low. Second, the basic research ratio and
the research ratio related to public welfare of each network are very low in general.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activate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universities and GSRIs effectively through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terms
of structure and content.

【Keywords: collaborative research, social network analysis,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