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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모색

해양과기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해양의 과학적 연구와 해양자원의 체계적 개발, 관리와 이용, 우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임무를 지님

최근에는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모방연구와는 다른 미래대응,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국가적 요구가 증대하였으며,

해양과기원의 임무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제까지는 해양과학기술 분야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기여가 미흡하였음

- 정부는 `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실용화 상용화 연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해양수산 분야는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하여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작았음

해양수산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신산업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육성’과 부합하는 해양수산부 R&D의 기본기능이며 해양과기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임

본 연구를 통해 국가 경제에 대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기여와 기능을 재

정립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우주, 원자력, 국방과 함께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우리나라 거대과학분야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과기원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한 현재의 

상황에 어떠한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최근 환경

변화와 해양과기원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해양과기원이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과 구체적 실천과제를 도출

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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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해양수산과학기술 환경변화 및 전망

2.1 � 국내외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동향

박근혜 정부는 `13년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등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정책기조를 발표한 바 있음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부문에서는 환경보전을

제외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전 부문을 아울러 R&D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부문에서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해역별 도서별

연안별 관리체계를 구분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해양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고히 하고 있음

[ 그림 1-1.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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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미국은 과거 해양정책(`69), 신국가해양정책(`99), 21세기 해양청사진(`04),

해양 연안의 보호관리(`10) 등 해양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을 선언하고 해

양수산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그림 1-2. 미국의 해양정책 변화 추이 ]

미국의 국가해양정책 실행계획에서는 5대 전략 부문을 설정

- 국가해양정책 실행계획 은 해양정책 전략을 ①해양경제, ②안전 및 보안,

③연안 및 해양복원, ④지역적 선택, ⑤과학 및 정보 등 5개 부문으로 구분

- 해양경제부문에서는 해양통상과 해양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관측시스템,

GIS정비 등을 통한 정보 생산 및 제공, 연안습지 산호초 및 기타 자연

시스템을 보호 복원하여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 제공 등에 초점

- 연안 및 해양복원 부문은 연안과 해양 서식지, 수질 보호, 보존 및 복원,

기후변화 및 해양산성화 등 해양 환경의 취약성에 대한 연안공동체 협력 

및 적응 전략을 설계 실행, 모니터링 체계 확립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 

관리 등에 초점

- 지역적 선택 부문을 통하여 해양생명공학 기반 지역 협력 지원 

- 과학 및 정보부문은 해양에 대한 지식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개발 및 정보

획득을 목표로 해양 및 연안 탐사 및 연구 및 조사, 해양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관측시스템 기간시설을 발전, 생태계 과학기반 의사결정 및 관리를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데이터・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광역생태관측소 운영

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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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영국은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와 

NERC(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를 통해 해양과학을 지원

DEFRA는 환경 관련 정부부처로서 다양한 해양관련 과학정책 프로그램 개발,

위원회개설, 보고서 발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NERC는 연구회로 2005년 

11월 국가 해양과학정책 전략인 「Oceans 2025」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2009년에는 DEFRA가 개설한 해양과학조정위원회에 의해 영국의 세계수준 

해양과학의 구체화, 지원, 조정 및 적용을 목적으로 주요 전략을 담고 있는

UK Marine Science Strategy 2010-2025 를 발표

일 본

일본은 새로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07년부터 시행된 해양기본법에 따라 

해양 정책의 종합․계획적 추진을 위한 해양기본계획 을 2008년 발표

이후 매 5년마다 재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정/보완함에 따라 2013년 4월 

26일 제2차 해양기본계획 을 발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제2차 해양기본계획 의 목표는 ①국제협조와 국제

사회에 대한 공헌, ②해양의 개발․이용을 통한 부와 번영, ③ 바다의 보호를 

받는 국가 에서 바다를 지키는 국가 로, ④미답의 프런티어로의 도전

중점추진정책은 ①해양산업의 진흥과 창출, ②해양안전 확보, ③해양조사 

추진, 해양정보 일원화와 공개, ④인재 육성과 기술력 강화, ⑤해양의 종합적 

관리와 계획 책정, ⑥동일본 대지진을 고려한 방재․환경대책 및 기후변화 

기인 북극해 변화 관련 대책을 선정

특히 같은 해에는 경제산업성 주도 하에 해양에너지 광물자원 개발계획을 

개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발판을 마련

중 국

2010년에는 중국의 해양과학기술의 개발과 주요 이슈와 요구를 분석하여 

해양환경과 안전, 해양생태시스템과 안전, 해양생물자원, 해양에너지와 광산

자원, 해양관측기술, 해수자원 및 해안대의 지속적인 발전 등의 영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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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연구를 기초로 하여 해양과학기술 분야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50

중국해양과학기술 로드맵 을 발표

- 2005년 이후에는 연해 → 근해 → 대양(심해, 극지) 진출로 전환하는 단계

적인 전략(해양환경변화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대양 심해연구

에 대한 지원 강화)을 취함

205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에서는 해양과학기술 전 분야의 발전 목표와 

로드맵에 대한 내용으로, 세부적으로는 ①해양 환경 안전 분야 과학기술,

②해양생태계 안전 분야 과학기술, ③해양생물 자원분야 과학기술, ④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 과학기술, ⑤해수 자원 종합이용 분야 과학기술로 구분

이제까지 논의한 국내외 해양수산 정책동향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크게 해양 보호와 해양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의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 그림 1-3 ]과 같음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해양 연안 생태계 보전 등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영역에 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해양자원 활용의 관점에서는 해양 생물 광물자원의 이용,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양신산업 창출에 관한 정책적 개발과 지원이 증대

[ 그림 1-3. 해양수산 분야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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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가간 해양산업 및 기술수준 분석

우리나라 해양산업 생산액의 규모는 중국 대비 약 17%, 일본 대비 약 50% 

규모이며, 이 중 2차 산업의 비중이 56%를 차지

중국의 해양산업 규모는 856조원, 일본의 해양산업 규모는 264조원 규모

[ 표 1-1. 한･중･일 산업분류별 해양산업 규모 ]

구 분 중국(억 위안) 일본(억 엔) 한 국

1차산업
(어업, 광업, 양식업 등)

2,683
(46조원)

15,780

(21조원)
8조원

2차산업
(제조업, 토목, 건설 등)

22,983
(393조원)

85,369

(116조원)
75조원

3차산업
(서비스, 레저, 관광 등)

24,422
(417조원)

92,929

(127조원)
51조원

해양산업 총액 50,087
(856조원)

193,593

(264조원)
134조원

※( )는 2010년 기준 각국 환율 적용 금액

한･중･일의 산업분류별 해양산업 비중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해양산업은 2차 

산업이 약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48.8%, 

48% 규모로 3차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우리나라의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조선, 해양플랜트, 해양장비 등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임

[그림 1-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의 경우 3차 산업의 비중이 

약 50%에 달하여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 그림 1-4. 한･중･일 산업분류별 해양산업 비중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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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수준은 `10년 기준 세계 최고수준 국가인 미국 

대비 현재 약 70% 수준임

이외에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 대비 약 96% 수준이며, 일본은 89%, 중국은 

62% 수준임

[ 그림 1-5. 선진국 대비 주요국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 비교 ]

기술수준의 차이를 시간으로 나타내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기술격차는 약 6.7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유럽연합의 경우 0.8년, 일본의 경우 2.6년, 중국의 경우 9.1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6. 선진국 대비 주요국 해양수산과학기술 기술격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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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전망

이제까지 논의한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환경변화의 내용을 종합하면 향후 

아래와 같은 전망이 예상됨

첫째로, 새로운 해양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세계적 경제수준 향상 및 신흥 산업국가들의 자원 수요 증대로 심해저 자원

개발, 해양심층수 개발, 해양생명공학산업 등 신해양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의무화 및 환경기준 강화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관련 기술이 21세기 핵심기술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둘째로, 지속적인 재해･재난에 의한 피로감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정적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세월호 사고, 적조 피해 증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노출에 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해양 및 해양 오염물질에 대한 범국가적 모니터링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우리나라 연근해 어종 변화 등 기후변화의 

피해와 영향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공동 

연구 수요와 국가적 대응책 마련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셋째로, 해양경제영토, 에너지･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들은 해양공간 

확대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천연가스, 심해저 광물자원, 해양 생명자원 등 해양이 가진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해양에서의 이권 다툼이 보다 격

화될 것으로 전망

이권 선점 노력의 일환으로 탐사·모니터링 등 해양공간에 대한 정보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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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과거 난개발 및 무관심에 대한 최근의 반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확대로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대한 보전·복원 노력 또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식량자원의 기능이 단순한 영양공급 넘어 즐길 수 있는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음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높은 가치를 지닌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

될 것으로 예상

다섯째로,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분야 간 융복합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향후 과학기술 수준과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IT, NT, BT, MT 등 학제

간 기술융합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극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해양과학기술 연구의 특성 상 대형 조사선,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접목이 필요

진보된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과거에는 접근이 불가했던 대상으로 연구영역을 

확대

여섯째로, 정보의 가치와 분석에 대한 사회･기술적 관심이 점차 증대될 것

으로 전망

전세계적으로 정보의 양과 이에 대한 처리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갖는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 3.0, 공공정보포털 등 국가적 관심은 이미 높아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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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KIOST 현황 분석

3.1 � 일반현황

인력 및 예산

`14년 기준 해양과기원의 인원은 342명이며, 이 중 연구직과 기술직의 비

중은 87.1%를 차지

예산 규모는 `14년 기준 1,56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연구사업 직접비는 975

억원 규모임

[ 그림 1-7. 해양과기원의 2014년 기준 인원현황 ]

[ 그림 1-8. 해양과기원의 2014년 기준 예산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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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거점

해양과기원의 국내 주요 연구거점은 아래와 같이 총 5개소임

[ 그림 1-9. 해양과기원 국내연구거점 현황 ]

해양과기원의 해외 연구거점 현황은 아래와 같이 총 5개소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중국, 페루, 마이크로네시아에 위치

[ 그림 1-10. 해양과기원 해외연구거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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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대표성과

해양과기원은 1973년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를 시작으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을 거쳐 2012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출범

주요 연구성과는 아래와 같음

[ 그림 1-11. 해양과기원의 연혁 및 대표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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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KIOST�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및 위상분석

해양과기원은 ’04~’13년 기준 10년 간 2조 72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4조원 이상, 고용창출효과 약 15,000여명의 성과를 

창출

지난 10년 간 대략적인 생산유발효과는 3조 3,89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는 1조 211억원 규모이며, 이를 합산하여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4조 4,110

억원 규모로 추정

고용창출효과는 총 15,389명 규모로 이는 연평균 약 12%씩 증가

[ 표 1-2. 해양과기원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분석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총계

투입
예산

1,197 1,386 1,576 1,833 1,845 1,902 2,026 2,498 3,031 3,430 20,725
억원

생산
유발
효과

1,958 2,267 2,579 2,999 3,018 3,112 3,313 4,086 4,957 5,610 33,899
억원

부가
가치
유발
효과

590 683 777 903 909 937 998 1,231 1,493 1,690 10,211
억원

취업
유발
효과

889 1,029 1,171 1,361 1,370 1,413 1,504 1,855 2,250 2,547 15,389
억원

※ 투입예산 2조 725억원은 2개 부설기관까지 포함한 연구개발 예산임

해양과기원의 SCI 논문 발표건수를 해양분야 해외 선진기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누적합계 기준으로는 8위이나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는 1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논문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타 기관들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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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본적인 성과개선을 위해서는 논문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인 측면에서의 성과 또한 개선하는 것이 필요

[ 표 1-3. 해양 기관별 최근 5년간 논문 발표 현황 ]

구 분
연 도

누적합계

(순위)

CAGR

(순위)
`08 `09 `10 `11 `12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

563 530 477 485 514 2,569(2위) -2.3%(9위)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

570 555 559 573 614 2,871(1위) 1.9%(7위)

캐나다
베드포드해양연구소

114 105 112 117 115 563(9위) 0.2%(8위)

영국
국립해양과학센터

436 463 482 503 526 2,410(3위) 4.8%(6위)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

236 298 303 306 342 1,485(7위) 9.7%(4위)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

409 489 455 494 517 2,364(4위) 6.0%(5위)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325 435 474 431 478 2,143(5위) 10.1%(3위)

중국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242 296 319 300 366 1,526(6위) 10.9%(2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0 224 260 256 357 1,297(8위) 15.6%(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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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선과 잠수정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연구인프라 수준을 살펴보면 해양

과기원은 타 기관과 비교하여 평균 수준임

최상위 기관들은 일본의 해양연구개발기구와 미국의 우즈홀 해양연구소로 

나타남

최상위 기관들과 비교하여 보면 해양과기원은 2,000톤급 이상 5,000톤급 

이하의 연구선과 유인잠수정이 부족한 상황임

[ 표 1-4. 연구인프라 분석 결과 ]
(단위: 총 톤수, 척)

구분
비교지수

종합 순위
연구선 유인잠수정 무인잠수정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

5,771(6위) 2(1위) 2(2위) 2위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

6,848(5위) 0(4위) 0(7위) 7위

캐나다
베드포드해양연구소

5,255(7위) 0(4위) 0(7위) 8위

영국
국립해양과학센터

11,353(3위) 0(4위) 1(5위) 4위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

2,637(9위) 0(4위) 2(2위) 5위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

14,965(2위) 1(2위) 2(2위) 3위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28,352(1위) 1(2위) 3(1위) 1위

중국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4,482(8위) 0(4위) 0(7위) 9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9,342(4위) 0(4위) 1(5위) 6위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의 시추선 치큐는 총 톤수에 포함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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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한 내용에 더하여 연구자수와 연구개발비, 특허성과를 더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해양과기원은 비교대상 해외기관들 가운데 6위 수준임

[ 표 1-5. 해외 해양연구기관 대비 평가지표별 해양과기원의 위상(’08~’12) ]

구분

비교지수

종합 순위
연구자수

(2012)

연구개발비

(2012)
논문성과 특허성과 연구인프라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548명
(5위)

6,487억원
(1위) 5위 3위 1위 1위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

1,593명
(1위)

3,062억원
(2위) 6위 4위 3위 2위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

463명
(7위)

2,278억원
(4위) 2위 5위 2위 3위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

579명
(4위)

1,633억원
(5위) 1위 7위 4위

영국
국립해양과학센터

520명
(6위)

756억원
(8위) 3위 4위 5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56명
(9위)

2,475억원
(3위) 8위 2위 6위 6위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

400명
(8위)

854억원
(7위)** 4위 5위 7위

캐나다
베드포드해양연구소

600명
(3위)

1,182억원
(6위)* 7위 8위 8위

중국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660명
(2위)

210억원
(9위)** 8위 1위 9위 9위

※특허는 보완적 지표로만 활용하였고, 전체 종합지수 산정에는 미포함

**2009년 기준, ***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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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KIOST 비전 및 실천과제

4.1 � 비전 및 목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창조경제 실현

을 위한 해양과기원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

비전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해양과학기술의 

리더 KIOST’로 설정

비전 실현을 위하여 3대 경영목표로 ‘해양기반연구 강화’, ‘국가사회적 해양

현안문제 해결’, ‘창의적 인재양성’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5개 분야

의 주요 실천과제들을 도출

[ 그림 1-12. 비전 및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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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주요 실천과제

해양산업 진흥 분야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 실천과제를 도출

첨단 해양장비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해양장비 시장 선도

- 해양구조물 시공 유지보수 수중로봇 구축

- 시추시스템 구축

선박평형수 처리기능 및 관련 기술 확보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시험 평가 인증 기능 수행

- 선박평형수 고도처리기술 개발 및 위해도 평가

- 긴급 배출지정해역 설정 및 관리

바이오디젤 수소에너지 기술개발로 석유기반 화석연료 의존도 저감

-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매스 기술 개발

- 해양바이오연료 대량생산 기술 개발

해양생명자원 확보로 해양생명공학 기반구축 및 원천기술 유용신소재 개발

기후변화/연안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 실천과제를 도출

대양순환 관측, 전지구 통합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 해양탄소순환 감시

- 해양기후변화 해양산성화 감시예측(엘니뇨/라니냐, 온난화, 해수면 변화 등)

- 폭염, 혹한, 태풍 등 이상기후 변동 원인 규명 및 대응

해양예보시스템 및 현장지원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해양재난 등 유사시 조기

대응

- 해양상태예보(파랑, 폭풍해일, 조석, 조류 등) 및 활용예보(적조 등) 시스템 개발

- 해양 재해 재난 현장지원체계 구축

연안침식 모니터링을 통한 연안재해저감 및 안전한 친수공간 활용

해양재해 재난 현장지원체계구축 및 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환경복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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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제영토 확보 분야에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 실천과제를 도출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해외 자원탐사 및 채광기술 개발

- 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 및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등으로 망간, 구리,

니켈, 코발트 등 미래 광물자원 선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한반도 주변해역 해저단층분포도 제작 및 광물자원 정밀조사

해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플랫폼 구축

- 5,000톤급 대형해양과학연구선 건조

- 6,000m급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 GOCI II 개발

해양영토 관리기술 확보로 국가정책 수립 지원

- 해양공간계획 연구,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

국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 실천과제를 도출

해양생태계 변화 및 해양오염원 관리 대응기술 확보

- 해양생태계 평가 관리 복원 기술 개발

- 해양폐기물 및 유류오염, 해양외래생물, 해양환경 유해물질 등에 대한 대응

기술 개발

- 해양생태계 건강지수 및 구조변동 진단 현장적용 기술 개발

- 오염퇴적물 갯벌 정화 및 복원

해양폐기물 방사능 물질 분석 및 모니터링

시화호 등 하구역 해양환경 개선

대형 해양동물 증식 복원기술 개발 등 수산 분야 R&D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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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문제 해결 지원 분야에서는 아래와 같이 권역별 추진방향을 도출

동 서 남해 해역 지자체별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를 통하여 기관과 

지자체 간 연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

- 현안문제를 원활히 파악하기 위하여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공조체계 수립

- 지자체별 관련 NGO,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대안도출을 

위한 실질적 수단 활성화

[ 그림 1-13. 지역 현안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권역별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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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서 론

연구목적

정책네트워크의 개념을 활용해 해양 분야 의안1)의 입법네트워크 구조를 

실증․분석 

- 국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 분야의 의안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해양 분야 입법 네트워크에서 핵심 행위자에 대한 인지와 네트워크의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

- 해양 분야의 의안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는 누구이고,

정당(政堂)간 어떤 편차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최근의 

경험인 18대 국회(2008년~2012년)와 19대 국회(2012년~현재)를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 실시

※ 18대 국회 : 양당구도 하에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없음

※ 19대 국회 : 양당구도 하에 새누리당 과반의석

연구대상

18대 국회, 19대 국회 해양분야 의안(1,088건)

해양분야 조작적 정의 :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중요성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의 하나

정부정책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은 상호 이익추구를 위해 복잡하게 연대

1) 의안이란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미. 의안이 될 수 있는 안건의 내용범위는 
따로 제약된 바가 없으며, 다만, 「국회법」 제79조에서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과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요건 만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WebContents/Summary.htm 검색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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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방법론 및 데이터

분석방법

기본적으로 SNA(Social Network Analysis)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

- SNA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서는 사회시스템 내에서 행위자들간의 관계

에 초점을 두고, 네트워크의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행위자들의 성과나 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Borgatti et. al., 2013: 1-2)

- 이를 감안할 때, 국회라는 한정된 공간과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해양 분야

라는 특정한 주제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의안발의 네트워크 구조는 동 분야

에서 의안이 발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이 연구에서는 해양 분야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안의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기초특성을 분석

또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라는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갖는 시기에 해양 

분야의 입법네트워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하며, 이를 위해 18대와 

19대 국회를 통해 이뤄진 해양 분야 의안 제출 현황을 기술통계와 SNA를 

통해 분석

이때, 기술통계 분석은 각 국회기간 중 이뤄진 의안 제출 현황을 다양한 

관점(기간별, 종류별, 가결여부별, 정당별 등)에서 분석하였으며, SNA 분석

에서는 중심성 지수(Centrality index)의 관점에서 논의

중심정 지수는 다음 4가지 항목을 적용

-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 네트워크 상의 각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상의 다른 행위자와 얼마나 많은 연결관계를 갖는지를 의미

    
  



  ≠ 

․     : 행위자 (i) 의 연결정도 중심성

․ g : 행위자의 인원수

․ 
  



 : 행위자 (i) 가 (g-1)명의 다른 행위자와 맺은 관계의 수, =0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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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행위자들

간의 간접적 연결까지 고려하여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한 행위자와 다른 

행위자 간의 거리를 강조하는 개념

   

  



   


  ≠ 

․    : 행위자 (i) 의 근접중심성

․ g : 행위자의 인원수

․ 
  



    : 행위자 (i)와 행위자 (j) 간의 최단경로거리의 합

-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 행위자들간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를 어느 정도 중개하는지의 정도를 의미

    
  


  

․    : 행위자 (i) 의 매개중심성

․  : 두 행위자 (j)와 (k) 간의 최단경로의 개수

․    : 두 행위자 (j)와 (k) 간의 최단경로 가운데 행위자(i)를 포함하고 있는 경로의 개수

- 아이겐백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 특정 행위자에 연결되어 있는 

행위자의 개수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행위자가 얼마나 중요한 행위자

인지도 함께 고려하는 지수

    




   ≠ 

․    : 행위자 (i) 의 아이겐벡터 중심성

․  : 아이겐 값

․  : 행위자의 개수

․  : 행위자 (i)와 (j) 간 연결관계의 이진값 또는 계량값

데이터

18대 국회의 구성과 19대 국회의 구성은 본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를 

상호 분리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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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의 경우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반

의석을 점유하지 못함.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은 전체의 

78.3%(234석)이며,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의 약진이 있었음

- 19대 국회의 경우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점유한 상황 하에 새정치민주연합

과 새누리당의 두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비율이 96%에 달하며, 중소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가 많지 않음

[ 표 2-1. 18대 국회 및 19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

정당 / 단체 18대 국회 19대 국회

한나라당(새누리당) 153 158

친박연대 13 　-

자유선진당 18 　-

창조한국당 3 　-

통합민주당(새천연민주연합) 81 130

민주노동당(정의당, 통합진보당) 5 10

무소속 26 2

합  계 299 300

또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유효표본 의안을 선별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

하는 의안은 제외

- 행위자를 식별할 수 없는 정부제출 의안

- 발의의원이 명시되지 않는 위원장, 의장 발의 의안

- 특정 정당의 다수의원 발의 의안(2008년 10월 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33개 의안 등)

이 연구에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 검색을 통해 제18대 의안과 제19대 

의안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기초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분석대상 의안을 추출

- 전체 1,088개 의안, 네트워크 분석 822개 의안

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검색일: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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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분석 결과

3.1 � 기초통계 분석 결과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현황

해양 분야 법령을 해수부 소관법령으로 개념정의하였으며, 2014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은 모두 285개임(법률 89개, 대통령령 95개, 부령 101개)

- 법령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체 285개 법령 

가운데 196개(68.8%)는 해수부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법령

[ 표 2-2.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현황 ]

(단위 : 개, %)

구 분 합계(A) 해수부단독법률 건수(B) 단독비율(B/A*100)

법 률 89(31.2) 61 68.5

대통령령 95(33.3) 63 66.3

부 령 101(35.4) 72 71.3

합 계 285 196 68.8

(   )안의 값은 전체 법령 중 비율임

자료 :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현황(http://www.mof.go.kr/에 연결된 자료, 2014.07.31. 기준)

기간별 의안발의 현황

18대 국회(2008년~2012년)와 19대 국회(2012년~2016년) 사이 7년 동안 국회

에 제출되어 처리된 의안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

기간별 의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18대 국회에서는 모두 599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처리되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489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이 가운데 191건은 의결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처리 중3)

3) 19대 의회의 경우 2014년 7월 31일 현재까지의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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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기간별 의안발의 현황 ]

국  회 18대 국회 19대 국회 합  계 비  율

합  계 599 489 1,088 100.0%

제안자

위원장 68 27 95 8.7%

의  원 402 419 822 75.5%

의  장 2 1 3 0.3%

정  부 127 42 169 15.5%

기간별 의안발의 현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해양 분야 의안의 대부분

(75.5%)은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정부에 의해 발의된 의안 역시 

15.5%에 이름

- 이미 종료된 18대 의회에서 정부제출 발의건수는 1,693건으로 전체 발의

(의원발의+정부제출)된 법률안 13,913건의 12.2%인 점을 감안하면, 해양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제출 의안이 약 3.3% 정도 높은 특징을 보임4)

시기별 의안의 종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088개의 의안 가운데 각 국회

에서 심의대상 의안의 대부분(96.2%)은 법률안이며, 다음으로는 결의안이 

많은 것으로 조사(2.5%)

[ 표 2-4. 시기별 의안 종류 ]

(단위 : 개, %)

의안내용 18대 국회 19대 국회 Total 비 율

법률안 577 470 1,047 96.2%

기금운용계획안 2 0 2 0.2%

동의안 1 1 2 0.2%

승인안 4 1 5 0.5%

결의안 12 15 27 2.5%

건의안 3 0 3 0.3%

기  타 0 2 2 0.2%

Total 599 489 1,088 100.0%

4)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해양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
다른 분야에 비해 국회의원들에 의한 의원발의 건수에 비해 정부제출 의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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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처리의안 현황

18대와 19대 의회의 기간별 가결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기간에서는 18대 

국회에서 가결한 법률안 건수가 172건으로 19대 국회보다 많지만, 19대 국회

가 이제 개원후 2년~3년 사이를 지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19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이 18대에 비해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음

- 각 국회의 초기 2년만을 비교해 보면, 18대 국회의 경우 84건이 가결된 

반면, 19대 국회에서는 128건이 가결

[ 표 2-5. 연도별 가결 건수 현황]

구분
18대 국회(2008년-2012년) 19대 국회(2012년-현재)

전체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2012 2013 2014 합계

수정가결 20 13 10 16 1 60 27 50 3 80 140

원안가결 23 28 21 36 4 112 18 33 10 61 173

합  계 43 41 31 52 5 172 45 83 13 141 313

또한 연도별 가결 건수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은 의안이 가결된 시점은 

2013년이며, 이 기간 동안 가결된 의안 수는 모두 83건으로 대부분의 해에 

30~50건 정도가 가결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많음. 이는 시기별로 발의

되는 법률안의 내용분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

연도별･월별 의안발의 현황

각 연도의 월별 의안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특정연도의 특정시점에서 상대

적으로 다른 시점에 비해 더 많은 의안이 발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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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시기별 의안 종류 ]

연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Total

2008  0 0 0 0 1 0 15 8 9 40 76 23 172

2009  7 6 6 19 5 12 10 6 13 9 14 19 126

2010  7 6 4 14 10 8 9 6 7 7 10 20 108

2011  8 7 14 12 20 24 11 11 11 21 17 26 182

2012  6 1 0 0 4 13 18 24 24 16 24 7 137

2013  28 10 14 14 9 4 14 14 32 33 19 42 233

2014  8 10 14 36 33 20 9 0 0 0 0 0 130

Total 64 40 52 95 82 81 86 69 96 126 160 137 1,088

주) 음영은 월 20건 이상 의안발의가 이루어진 경우임

의안 발의건수로 볼 때, 연도별로는 2008년, 2011년, 2013년에 상대적으로 

많은 의안이 발의되었고, 월별로도 특정 월에 다른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안이 발의

연도 및 월별 의안발의 건수통계를 살펴보면, 2008년 11월에는 76건의 법률안

이 발의되어 가장 많은 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연말로 갈수록 

더 많은 의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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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해양 분야 입법 네트워크 분석

국회를 기반으로 한 입법 활동은 주로 정당 간 경쟁을 통해 구현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해양 분야의 입법 활동이 주로 어떤 정당에 의해 주도되

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제안된 해양 분야 의안이 

주로 어떤 정당 소속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

대표발의자의 당적 분포

대표발의자의 당적을 정리한 결과, 양 분야 의안의 68.7%는 새누리당과 새

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대표발의를 통해 이루어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제출 의안은 15.5%이고, 경쟁의안의 존재로 인한 위원장 대표발의

의안 역시 8.7%임

[ 표 2-7. 대표발의자 건별 당적분포 ]

(단위 : 건, %)

구분 당적 18대 국회 19대 국회 Total 비율

의 원

새누리당 202 199 401 36.9%

새정치민주연합 135 211 346 31.8%

통합진보당, 정의당 28 7 35 3.2%

자유선진당 29 0 39 3.6%

무소속 8 2 10 0.9%

위원장 및 
의장

위원장 68 27 95 8.7%

의  장 2 1 3 0.3%

정  부 127 42 169 15.5%

Total 599 489 1,088 100.0%

주) 18대와 19대의 당명이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당명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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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건수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아래 표와 같음

[ 표 2-8.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의안 대표발의 건수(상위 10위 위원) ]

순위
18대 국회 19대 국회

의원명 대표발의 건수 의원명 대표발의 건수

1 강기갑(노) 25 윤명희(새) 31

2 김우남(민) 24 최규성(민) 20

3 조진래(새) 18 배기운(민) 20

4 이명수(자) 14 김우남(민) 18

5 윤  영(새) 13 김춘진(민) 18

6 진수희(새) 13 김영록(민) 15

7 김영록(민) 12 이한구(새) 15

8 강창일(민) 9 안효대(새) 11

9 김효석(민) 9 경대수(새) 11

10 정진석(한) 9 김승남(민) 11

주1) (새): 한나라당, 새누리당 (민):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노):민주노동당, (자): 자유선진당

주2) 음영 부분은 18대 19대 모두에서 대표발의 건수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의원임

대표발의 건수를 중심으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를 비교해보면, 18대 국회

의 경우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25건으로 가장 많은 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김우남 의원(민주당),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등의 순이었음. 그리고

19대 국회의 경우 윤명희 의원(한나라당)이 31건으로 가장 많은 의안을 대

표발의하였고, 최규성 의원(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당) 등의 순으로 많은 

의안을 대표발의하였음 

대표발의자를 중심으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를 비교하면, 18대 국회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이외의 정당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가 상당히 

높은 반면, 19대 국회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구도를 보임. 또한,

의원 가운데 18대와 19대 국회 모두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된 의원은 김우남 

의원(새누리)과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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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참여 건수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각 기간 동안 의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아래 표와 같음

[ 표 2-9. 기간별 의안 공동발의 참여 건수(상위 20위)5) ]

(단위 : 건수)

순위
18대 국회 19대 국회

의원명(소속정당) 참여건수 의원명(정당) 참여건수

1 김우남(민주당) 109 배기운(새정치민주연합) 139

2 유성엽(무소속) 109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126

3 김성수(한나라당) 77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95

4 조진래(한나라당) 77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83

5 강창일(민주당) 70 윤명희(새누리당) 79

6 김성곤(민주당) 69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72

7 이명수(자유선진당) 69 김승남(새정치민주연합) 66

8 정해걸(한나라당) 69 최규성(새정치민주연합) 65

9 홍희덕(민주노동당) 67 유성엽(새정치민주연합) 62

10 강기갑(민주노동당) 64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60

11 김영진(민주당) 63 정희수(새누리당) 59

12 김영록(민주당) 62 박민수(새정치민주연합) 56

13 최규성(민주당) 61 이만우(새누리당) 53

14 이한성(한나라당) 58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52

15 김춘진(민주당) 57 주승용(새정치민주연합) 50

16 신성범(한나라당) 56 홍문표(새누리당) 50

17 오제세(민주당) 55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49

18 황영철(한나라당) 54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47

19 박준선(한나라당) 53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44

20 손범규(한나라당) 52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43

주) 음영 표시된 의원은 18대와 19대 국회 모두에서 공동발의 상위 20위 이내 의원임

- 18대 국회의 경우 가장 많은 참여를 한 의원은 김우남 의원(민주당, 현 새

정치민주연합)으로 총 109건의 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 그리고 동 기간 

동안 의안 다발의 상위 20위권에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8명이며,

민주당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명임

5) 기간별 의안 공동발의 참여건수는 서지분석 프로그램인 KrKwic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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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의회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이 확인. 19대에서는 배기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9건의 의안에 공

동발의자로 참여하여 가장 많은 공동발의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

간 새정치민주연합은 20위권에 16명, 새누리당은 4명의 의원이 포함

상위 20위권의 공동발의자를 정당별로 비교할 때,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확인

-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대 정당 이외에도 민주노동당과 

자유선진당, 무소속 의원의 해양분야 의안발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

- 반면, 19대 국회의 경우 상위 20위권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양대정당 중심으로 해양분야 의안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음6)

- 특히 민주노동당의 경우 18대 의회에서는 해양분야 의안발의에 참여한 의원

이 6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전체 311명)7)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상의 

20위에 이름을 올림. 또한 무소속과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중소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안발의 활동이 활발 

- 반면, 19대 국회에서는 의원구도 자체가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연합의 

양대 정당체제로 재편되면서, 중소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안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8) 또한, 18대 국회에서 해양분야 의안발의에 적극적

으로 활동하던 민주노동당 홍희덕, 강기갑 의원은 19대 국회 진입에 실패

기간별 공동발의 네트워크 구조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정당구도 변화에 따라서 해양 분야 의안발의 구조

자체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함. 아래 그림은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해양

분야 의안발의 네트워크 구조임

6) 18대 국회에서 무소속이던 유성엽 의원은 19대 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겼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자
유선진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음

7) 의안발의에 참여한 의원수가 총 국회의원수를 초과하는 것은 재선거 등을 통해 신규로 국회에 진입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임

8) 참고로 정당간 의석수 비율은 19대 국회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체 의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0%(288석, 2014.8.6. 기준)인데 비해, 18대 국회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석비중은 78.3%(234석)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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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의안네트워크 연결도 10이상 의안네트워크

18대 
국회

19대 
국회

[ 그림 2-1. 기간별 국회 공동발의 네트워크 구조 ]

그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8대 국회의 전체 의안네트워크 구조는 하나

의 거대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 반면, 19대 국회의 전체 의안네트워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으로 두 개의 거대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의안발의가 이루어짐 

-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조가 구성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나, 민주

노동당 또는 다수의 중소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안발의 활동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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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오른쪽은 의원 네트워크에서 연결도 10이상의 의안발의 네트워크를 

정리한 것임

- 18대 국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연합 

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연합네트워크, 그리고 민주당 중심의 네

트워크의 3개 핵심 네트워크가 존재

-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연결해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두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자는 홍희덕 의원과 강기갑 의원임

∙홍희덕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중심의 연합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해주는 연결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강기갑 의원은 민주

당의 다수 의원들과 유기적인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18대 국회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

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안발의를 위해서는 중소정당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었음

- 반면, 19대 국회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결구도가 펼쳐지

면서 두 정당 중심의 의안발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구도가 구축되지 못함

- 따라서 19대 국회의 의안 네트워크는 양당 구도 하에서 각 정당 내 일부 

인사들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도를 보이고 있음

중심성 지수 분석

네트워크 분석에서의 주요 관심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어떤 행위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파워(power)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식별하는데 있음

따라서 SNA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중심성(Centrality)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 어떤 행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계성

을 가짐으로써 더 많은 파워를 보유하게 되는가를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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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18대 국회의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들의 분석결과임

- 윤영 의원(한나라당)과 정해걸 의원(한나라당)이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

그리고 매개중심성 지수가 각각 1위와 2위로 상대적으로 높고, 2위에서 

20위권 내에서는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이 비교적 고르게 포진

[ 표 2-10.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Centrality 비교(18대 국회-상위 20인) ]

순위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Eigenvector

1 윤  영(한) 0.291 윤  영(한) 0.572 윤  영(한) 0.079 강기갑(노) 0.391

2 정해걸(한) 0.285 정해걸(한) 0.567 정해걸(한) 0.077 김우남(민) 0.378

3 김우남(민) 0.269 김우남(민) 0.547 박상은(한) 0.068 유성엽(무) 0.241

4 박상은(한) 0.243 조진래(한) 0.545 김우남(민) 0.052 김영록(민) 0.212

5 강기갑(노) 0.233 박상은(한) 0.536 최인기(민) 0.048 진수희(한) 0.200

6 조진래(한) 0.217 최인기(민) 0.534 변웅전(자) 0.048 강창일(민) 0.176

7 최인기(민) 0.204 황영철(한) 0.533 강석호(한) 0.048 최규성(민) 0.172

8 유성엽(무) 0.201 강석호(한) 0.531 강기갑(노) 0.047 김종률(민) 0.163

9 변웅전(자) 0.197 유성엽(무) 0.530 조진래(한) 0.044 정해걸(한) 0.158

10 황영철(한) 0.191 강기갑(노) 0.530 황영철(한) 0.039 이명수(자) 0.157

11 강석호(한) 0.191 이낙연(민) 0.518 이혜훈(한) 0.036 김효석(민) 0.151

12 최규성(민) 0.178 이윤석(민) 0.517 유성엽(무) 0.035 정진석(한) 0.151

13 이명수(자) 0.178 최규성(민) 0.516 이병석(한) 0.033 조진래(한) 0.148

14 이낙연(민) 0.172 김성수(한) 0.515 이명수(자) 0.029 최인기(민) 0.146

15 강창일(민) 0.172 신성범(한) 0.511 이윤석(민) 0.026 홍희덕(노) 0.145

16 유기준(한) 0.168 이명수(자) 0.511 유기준(한) 0.026 김영진(민) 0.140

17 이윤석(민) 0.165 강창일(민) 0.510 최규성(민) 0.026 김춘진(민) 0.133

18 송훈석(무) 0.165 유기준(한) 0.508 송훈석(무) 0.024 김재윤(민) 0.127

19 이병석(한) 0.159 이한성(한) 0.508 원유철(한) 0.024 이윤석(민) 0.124

20 김영록(민) 0.159 송훈석(무) 0.507 김영록(민) 0.022 곽정숙(노) 0.123

주) (한): 한나라당, (민): 민주당, (자): 자유선진당, (노): 민주노동당, (무):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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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안 네트워크가 대체로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정당간 중심성 수준의 상호 비교를 위해 20위권 내의 정당분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그림 2-2. 중심성 지수 상위 20위 정당분포(18대 국회) ]

- 정당관점에서 중심성 20위권 내 의원들의 정당분포를 분석한 결과, 연결

중심성과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에서 해양 분야 입법 네트워크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만, 아이겐벡터중심성

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원들이 더 높은 지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즉 이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비교적 균질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과의 연결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

- 특히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누리당 네트

워크와 민주당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해 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과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강기갑 의원의 아이겐벡터 중심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PartⅡ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한 해양분야 입법네트워크 분석

41

아래 표는 19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결과임

-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이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 그리고 매개중심성 지수

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반면, 2위~20위권 내에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포진. 특히 

아이겐벡터 중심성의 경우 2인의 의원(윤명희, 홍문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 

- 이는 결과적으로 19대 의회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의원발

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

[ 표 2-11.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Centrality 비교(19대 국회-상위 20인) ]

순위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Eigenvector

1 윤명희(새) 0.313 윤명희(새) 0.575 윤명희(새) 0.112 김영록(민) 0.437

2 박상은(새) 0.290 이낙연(민) 0.558 이낙연(민) 0.091 배기운(민) 0.365

3 이낙연(민) 0.280 박상은(새) 0.551 박상은(새) 0.083 최규성(민) 0.351

4 유기홍(민) 0.237 김춘진(민) 0.542 유기홍(민) 0.065 김우남(민) 0.307

5 김춘진(민) 0.223 황주홍(민) 0.522 김춘진(민) 0.059 김춘진(민) 0.281

6 김승남(민) 0.203 김우남(민) 0.520 김승남(민) 0.045 윤명희(새) 0.232

7 이운룡(새) 0.187 이운룡(새) 0.519 이운룡(새) 0.037 김승남(민) 0.198

8 김성곤(민) 0.177 김승남(민) 0.516 김우남(민) 0.035 황주홍(민) 0.185

9 김우남(민) 0.173 김성곤(민) 0.515 황주홍(민) 0.034 주승용(민) 0.154

10 박명재(새) 0.167 김영록(민) 0.513 박명재(새) 0.033 박민수(민) 0.135

11 박민수(민) 0.160 유기홍(민) 0.507 김성곤(민) 0.033 이낙연(민) 0.133

12 이명수(새) 0.160 경대수(새) 0.507 경대수(새) 0.031 김성곤(민) 0.121

13 김한표(새) 0.160 홍문표(새) 0.504 김한표(새) 0.029 강기정(민) 0.108

14 황주홍(민) 0.157 박민수(민) 0.500 박민수(민) 0.028 홍문표(새) 0.108

15 경대수(새) 0.157 유성엽(민) 0.500 안덕수(새) 0.026 이종걸(민) 0.105

16 김영록(민) 0.153 김한표(새) 0.498 김선동(통) 0.024 강창일(민) 0.105

17 김재윤(민) 0.150 최규성(민) 0.495 유성엽(민) 0.022 김윤덕(민) 0.099

18 안덕수(새) 0.147 배기운(민) 0.495 이명수(새) 0.022 김동철(민) 0.095

19 장하나(민) 0.147 김재원(새) 0.493 김영록(민) 0.022 유성엽(민) 0.094

20 정문헌(새) 0.140 김태흠(새) 0.493 최규성(민) 0.021 김재윤(민) 0.087

주) (새): 새누리당, (민): 새정치민주연합, (통):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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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를 대상으로 각 중심성 상위 20위권 내 의원들의 소속정당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그림 2-3. 중심성 지수 상위 20위 정당분포(19대 국회) ]

- 정당관점에서 중심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새천년문주연합 소속 의원

들이 더 많이 포진

- 특히 아이겐벡터중심성의 경우에는 상위 20위권 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양 분야 의안발의 

네트워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

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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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해 해양분야 의안의 입법네트

워크를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를 대상으로 1,088건의 의안을 추출하고 기술통계와 SNA를

활용해 해양 분야 입법네트워크를 실증분석함.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해양 분야의 의안은 18대 

국회에 비해 19대 국회에서 더 활발하게 제안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해양 분야는 분야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정부입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이는 해양분야의 경우 입법 과

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함. 그

리고 연도별/월별 의안 발의건수 현황분석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

분야의 의안은 특정 시점에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의안발의 현황을 대표발의자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18대 국회의 경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주도 하에, 민주노동당과 자유

선진당, 무소속 의원 등 주요 양당 이외 의원들의 대표발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19대 의회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

주연합의 양당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됨. 그리고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핵심 원인으로는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정당간 의석비중의 차이

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18대 국회의 경우 과반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아 중소정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 19대 국회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96%를 차지하면서 의안발의 네트

워크 구조에서 두 국회간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작용함

둘째,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가장 큰 차이는 전체 의안네트워크에서 18대 국회의 경우 하나

로 뭉쳐진 거대 네트워크 구조를 보였던 반면, 19대 국회는 새누리당과 새

정치민주연합 각각을 중심으로 형성된 두 개의 거대 네트워크가 상호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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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연결도 10 이상의 

핵심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18대 국회의 경우 민주노동당 의원

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를 이뤘던 반면,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느슨한 연결구도만이 존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리고 이 연구에서 실시한 개별 의원들 간 중심성 지수 분석결과에서는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파워를 보유한 의원들을 식별

하였으며, 각 정당 들의 역할구도 하에서 어떤 정당의 네트워크가 상대적

으로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18대 국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의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19대 국회

의 경우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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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서  론

1.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대국민 인식 증진 방안 모색

공공기관에 있어 언론이란 소통의 장을 의미하며, 정부기관과 국민 사이에 

위치하는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있음

[ 그림 3-1. 정부, 언론, 국민 간의 정보 흐름 ] 

- 공공기관은 정책과 사업성과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으며, 반대로 국민은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언론이 해석 논평 등을 거쳐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가공하여 확산시킴으로써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공공기관

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관심을 상시적으로 기울

여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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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네트워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과학기술

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연구와 발전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국가 전략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분야인 해양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익 증진에 힘을 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 기관의 성과를 올바르게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것은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민간의 투자 의사결정에 긍정적으로 기여

- 또한 인력양성의 관점에서 새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이제까지의 언론 홍보 방식과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현황 점검

앞서 논의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제까지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가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문기사를 토대로 기관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 사회의 모습과 이슈를 판단하는 대중들의 관심은 대중매체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정량적으로 분석이 용이한 텍스트 기반의 매체 중에서는 신문의 

영향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의 기술적 진보에 따라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비교적 용이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됨에 따라 소위 빅데이터(Big Data)

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들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이제

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회 현상이나 성과 사건들을 설명

하는 기사들의 제목을 수집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을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의 관점에서 그 연결관계를 분석하여 결과

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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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KORDI)을 거쳐 지난 

201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재출범하였으며, 동해연구소와 남해연구소, 그리고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KOPRI)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MOERI)까지 여러 

산하기관들을 설립해옴에 따라 이러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 각 시기별로 단순히 명칭만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고유의 기능을 재정립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한 것이고 이에 따라 언론

에서의 시각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분원과 부설연구소의 설립은 해당 지역 분야에 대한 이니셔티브

(Initiative)를 확보하고 영역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므로 이에 관한 이슈 

형성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을 판단됨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의 더 나은 소통을 위한 노력

분석을 통해 제시한 분석결과는 이제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노력해온 

결과물이 표현된 것으로 이는 과거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언론 홍보에 관한 연구들을 참고

하여 앞으로 기관이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람직한 대국민 홍보의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을

기관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돕는 촉매로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논의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국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기관으로서의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이 국민에 의하여 더욱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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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언론과 보도자료의 정책적 의미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언론은 정부의 정책홍보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언론의 입장에서는 주된 취재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에 있음

[ 그림 3-2. 정부와 언론 간의 상호협력 관계 ]

정부는 신문을 통해 대중매체에 접근함으로써 다른 매체에 비해 매우 효

과적인 홍보기회를 가지는 한편, 언론은 기사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호혜(互惠)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음

직접 취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자세이지만, 시간과 자원

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다룰 수 없으므로 기사의 상당부분

을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산하는 것이 현실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3년 언론인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재원이 제공

하는 보도자료(정부, 기업 포함)에 의존하는 비율이 46.4% 달하고 있음

[ 표 3-1. 취재원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도 ]

(단위: %)

구분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별로 의존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의존한다 크게 의존한다 합계

비율 1.5 13.9 38.2 38.8 7.6 100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통계(http://www.kpf.or.kr/board/Z/detail.do?menu_link=pds/MediaStatsInfomation/ 

MediaStatsInfomation_05/summary&p_menu_id=null&menu_id=206&menu_orderby=5&tab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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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의 경우 해외 언론에 비하여 보도자료 의존성이 더욱 높다고 알

려져 있음(오창우, 2000; 고영철, 2003; 김기태, 1991; 남효윤, 2009;)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 언론은 정책홍보나 정보고지 등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는 주요한 의사소통 매개체로 해석할 수 있음

언론을 통해 발표된 기사의 내용들은 크게 언론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작성한 기사와 정부나 기업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작성한 기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자의적으로 작성한 기사의 소재는 대체로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이 높은 

사건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사들은 기사로서 작성되는 것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가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음

반대로 위탁을 받아 작성한 기사는 영향력이 비교적 낮아 사건의 당사자

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또는 위탁자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에

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제시된 기사들일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사들은 언론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를 거절하거나 보도 비중을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음

[ 표 3-2 ]에 제시된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사건의 사회적 영향력 크기와 당사

자의 이익의 크기가 불일치 할 때 언론과 기관 간 입장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표 3-2. 사회적 영향력과 당사자 이익에 따른 기사화 가능성 매트릭스 ]

사회적 영향력

기사화에

따른 당사자 이익

낮음 높음

긍정적
갈등 발생

(당사자: 기사화, 언론: 기피)
기사화 가능성 높음

부정적 기사화 가능성 낮음
갈등 발생

(당사자: 기피, 언론: 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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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제시한 매트릭스를 다시 이슈의 지속기간에 초점을 두고 [ 표 3-3 ]

과 같이 정리하여 살펴보면 기사화에 따른 당사자 이익과 사회적 영향력

의 크기에 따라 이슈의 지속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분석할 네트워크에서 특정 단어들이나 

단어 간 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이슈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여러 언론사에 의해 다루어졌다는 것을 의미

- 네트워크 상에 표현되지 않은 이슈들은 언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로서 주로 2, 3사분면에 

위치한 이슈들일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 중에서도 기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한 2사분면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기관의 차원에서 이슈화를 위해 주의

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표 3-3. 사회적 영향력과 당사자 이익에 따른 이슈 지속기간 매트릭스 ]

사회적 영향력

기사화에

따른 당사자 이익

낮음 높음

긍정적
장기 지속: 당사자 이슈제공 성공 시

단기 지속: 당사자 이슈제공 미흡 시
장기간 이슈 지속

부정적 이슈화 되지 않음
장기 지속: 당사자 위기대응 실패 시

단기 지속: 당사자 위기대응 성공 시

※ 물론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이슈의 지속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부가적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가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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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분석 대상 및 방법

2.1 � 분석 대상

2001년 이후 네이버 뉴스에 등록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련 기사

네이버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로서 총 409개 언론사의 기사 제공

[ 표 3-4. ‘네이버 뉴스’제공 언론사 현황 ]

분류 포함 언론사 건수

종합지 경향신문 외 12

방송/통신 국제신문 외 29

경제/IT 매일경제 외 58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외 43

스포츠/연예 데일리e스포츠 외 56

지역지 경기일보 외 59

매거진 뉴스위크 외 62

전문지/기타 기자협회보 외 90

계(8개 분류) 409

검색어별로 다른 결과가 산출되지만 상세검색 기능(‘or’ 등)을 제공하지 않아

명칭을 바꾸기 전인 2001년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한국해양연구원’과 

‘KORDI’, 명칭을 바꾼 후인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 ‘한국

해양과학기술원’과 ‘KIOST’로 각각 검색을 한 후 중복된 기사를 삭제하는 

식으로 기사를 수집함

[ 표 3-5. ‘네이버 뉴스’검색 결과(2001. 1. 1 ~ 2014. 4. 15) ]

검색어 검색결과

한국해양연구원(KORDI) 9,473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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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분석 방법

SCRM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 프로그램인 텍스톰(Textom) 활용

국내 IT 벤처기업 더아이엠씨(THE IMC)가 개발한 빅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네이버 뉴스 기사 수집

- 분석단어 :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기간설정 : 2001.01.01.-2014.04.15.

[ 그림 3-3. 텍스톰(Textom) 데이터 수집 화면(http://thescrm.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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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을 이용한 빈출단어 추출

한국어 기반 텍스트 내용분석 프로그램인 KrKwic 활용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Loet Leydesdorff 교수가 개발한 영어 메시지

분석 프로그램인 ‘Full Text’를 한국어 분석을 위해 변형시킨 프로그램(영남

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

각 문장들에 사용된 단어들을 개별 분류하여 각 단어의 출현빈도 및 문장 안

에서 단어들 간의 동시출현빈도 등을 분석해주며 사용법이 용이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 자주 활용됨  

빈출단어 추출 시에는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은/는/이/가/을/를/의/과/

에/에서’ 등의 조사를 분리하고 ‘한국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해양연/한국

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기원/과기원’ 등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통일

시킴(이후 시기별 분석에서는 연도별 기관명을 그대로 유지)

⇨

[ 그림 3-4. 텍스톰(Textom) 수집 데이터의 KrKwic 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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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XL을 이용한 네트워크 지도 작성 및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NodeXL을 활용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하여 개발된 엑셀 기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단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값에 따라 네트워크를 시각화

시각화 기능이 뛰어나고 엑셀기반의 오픈소스인 까닭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

으로 네트워크 분석 분야에서 사용이 점차 늘고 있음

⇩

[ 그림 3-5. KrKwic을 통한 동시출현 매트릭스와 NodeXL 시각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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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분석 결과

3.1 � 2001년~2014년 기사 수 추이

‘해양과기원’관련 언론 보도는‘00년’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짐

2000년대 초반 : 다산과학기지건설로 인한 언론 보도 증가(연평균 250.6건)

2000년대 후반 : 극지연구소와 동해연구소의 설립으로 인한 보도 증가(연

평균 921.3건)

2010년- 2014년 : 지속적으로 1,000건 이상 보도되며 명칭 변경 후 첫 2,000건

돌파(연평균 1,614건)

※ 3구간 이동평균법에 의한 추세선 삽입

[ 그림 3-6. 2001년-2014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련 기사 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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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빈출단어 분석

빈출단어는 ① 연구개발 등의 연구 성과와 ② 연구 성과를 가능케 한 협력

증진, 기술이전 등 연구 협력 네트워크 흐름과 ③ 정책 홍보, 대국민 소통

을 위해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 ④ 해양과기원을 둘러싼 국내외 이슈 등

을 나타냄

2001년 – 2003년 : 남극기지 건설을 필두로 해양과학 연구 박차

2004년 – 2009년 : 연구소 설립 후 해양첨단과학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 무인잠수정, 위그선, 해양심층수 등의 연구개발 성과

- 망간단괴, 미생물 등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 극지연구소 설립에 따른 극지 해저탐사 활동 전개 및 동해 해양 자원개발

2010년 - 2012. 6월 : 산학협력과 더불어 다영역에 걸친 연구개발 활성화

- 해양플랜트연구소, 바이오에너지 개발, 쇄빙연구선 활용,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심해 미생물 발견

-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하여 천리안해양관측위성을 통한 

위험관리 실시

2012. 7월 – 2014. 4월 : 확대개편 후 국내외 연구협력 증진 및 성과확산

- 실시간 수중이동체 탐지시스템 개발, 오염 정화 기술 개발, 망간단괴 채광 

로봇 실험 성공 등 심해해양공학의 고도화

- 프랑스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멕시코 등과의 기술협력 및 기술 이전 논의

- 차세대 해양과학자 양성 

- 중소기업과의 기술상용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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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01~‘14년 관련 기사 상위 30개 빈출단어 ]

분

류

2001 - 2003 2004 - 2009 2010- 2012.6 2012.7 – 2014.4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한국해양
연구원

44
한국해양
연구원

370
한국해양
연구원

588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404

2 개발 39 개발 278 방사능 126 심해 123

3 과학 27 심해 184
천리안해양
관측위성

122 개발 95

4 국산화 18 심층수 145 MOU 94 MOU 57

5 돈스코이호 18 독도 131 세계 82 고래유전체 47

6 추진 17 과학 93 해양심층수 60 국제협력 44

7 환경 17 해저탐사 86 심해 48 울릉도 39

8 새만금 15 기름유출 77 미래 37 수상 31

9 시화호 15 광물자원 69 미생물 37 채광로봇 31

10 해양수산부 15 기술 64 연구 37
해양광물
영토

31

11 발견 12 연구 60 바이오디젤 36 광물자원 28

12 바다목장 10 심포지엄 49 바이오수소 35 인도양 25

13 연구 9 협력 48 미세조류 32
해양연구
기지

25

14 제주도 8 새만금 46 기술이전 30 한국해양대 24

15 모래유실 7 미생물 45 쓰나미 28
해양과학
기술

24

16 기술 6 생태계 45 해양문고 27 R&D 22

17
이어도해양
과학기지

5 바다목장 42 협력 22
천리안해양
관측위성

22

18 자원 4 조력발전 42 런던협약 20 개원 21

19 항암물질 4 체험교육 41 체험교육 20 기후변화 19

20 해양심층수 4 망간단괴 40 해양생태계 20 미세먼지 18

21 파력발전소 3 MOU 37 상용화 19 차세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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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2001 - 2003 2004 - 2009 2010- 2012.6 2012.7 – 2014.4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22
해양교통
관제시스템

3 기후변화 37 신소재 19 폐기물 17

23
해상운송
시스템

3 녹생성장 30 국산화 18 넓미역 13

24 조력발전 2 적조 25 오염 17 망간단괴 13

25 해양생물 2 갯벌 23
원자력
발전소

17 연안침석 13

26 에너지 18 해양생물 17 기술상용화 12

27 생명공학 16 위성사진 16 장학생 12

28 바이오수소 14
바이오에너

지
13 노르웨이 11

29 흑진주조개 14 친환경 13 페루 11

30 실용화 13 캐릭터 13
해양투기
방지

7

※ 2012년의 경우 2012년 7월 1일자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두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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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시기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 연결망 분석의 목적은 노드(node) 간 연결 형태의 특정을 도출하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

본래 사회연결망분석은 미첼(Mitchell, 1969: 2)과 김용학(2011: 5)이 설명하

듯 “사람들 사이의 특정한 연결망의 특성으로 연결망에 포함된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려는 시도” 이며 이를 통해 개인들의 미시적인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연결망이 곧 그들의 행위나 의식 그리고 효용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

이를 응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메시지를 하나의 상징(symbol) 혹은 

인지(cognitive)시스템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체계화하는 ‘신호’ 혹은 ‘정보’

라고 간주하고 단어의 네트워크 무게에 중심을 두어 메시지의 의미 혹은 

핵심 아이디어를 조사 및 단어 간 관계성을 파악하는 연구방법임(정서화·

조현석, 2014)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실시

텍스트 간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n개의 결점 

사이에 상호 작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와의 관계를 이분법(binary)

으로 표현하거나 관계의 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이른바 완전 연결망

(complete network)임(김용학, 2011: 15)1)

KrKwic을 통해 획득한 유형화된 텍스트 묶음 간(명사처리) 행렬 즉, 단어-

단어 동시출현행렬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

한편 행과 열에 같은 노드가 배열되는 1-mode 네트워크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결의 강도까지 다루고자 하여 1과 0으로 이루어진 이분화 자료

가 아닌 연결망 행렬에 다른 크기의 숫자를 부여한 가중치를 가진 자료를 

사용

1) 참고로 연결망 자료는 명(개)의 행위자(개체)들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완전 연결망 행렬을 

구하는 것이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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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어-단어 동시출현행렬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연결망이 

방향성이 있는 일방향 연결망(directed graph)보다 방향성이 없는 쌍방향 

연결망(undirected graph)을 빈번하게 사용

[ 표 3-7.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시 자료 처리 방식 ]

방향성

쌍방향 일방향

계수 산정
이분화

가중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지도에 대한 시각화는 Spring Embedding 기법2) 중 비교적 보기 

쉽게 지도를 그려주는 Harel-Koren Fast Multiscale을 택함

NodeXL을 이용하여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도출하였으며 특히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의 중심성을 고려하기 위해 상대적 개념의 연결중심성을 

사용함

시기별로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구조에 대한 세부프레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시대 간 클러스터에 기반을 둔  분석 실시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십여 년간 많은 변화를 거쳐 온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의 시대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총 4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언론에 나

타난 특징과 흐름을 살펴봄

4시기는 각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을 중심으로 구분 지었으며 구분근거는 

아래의 [ 표 3-8 ]과 같음

2) 노드들의 사이를 밀고 당겨 연결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기법으로서 유클리드 거리에 기반을 두고
실제 거리를 반영하는 MDS(다차원척도법)와 달리 Spring Embedding을 통해 시각화한 그래프의 좌표는 특정한 의미
를 갖지 않는다(김용학, 201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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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시기별 구분 근거 ]

시 기 구분근거

제1기(2001년-2003년) 한국해양연구원으로의 명칭 변경

제2기(2004년-2009년) 부설 극지연구소 설치

제3기(2010년-2012.6.) 동해연구소 설치

제4기(2012.7-2014.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의 명칭 변경

NodeXL은 최근 빅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써 클러스터, 구성 집단 혹은 

그룹핑(grouping)을 이용한 노드의 집단 분류 및 분석이 용이함

NodeXL은 집단 분류를 위하여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3)

- 고전적인 방법인 노드 속성 값을 중심으로 한 분류(성별, 소속 등)

- 유사한 성분 값을 중심으로 한 분류

- 모티프(motif)를 이용한 분류

[ 그림 3-7. 모티프(motif)에 의한 집단 분류 ]

- 클러스터에 의한 집단 분류 방법 : SNAP(Stanford Network Analysis Platform:

http://snap.stanford.edu) 에서 참여 및 개발하여  ① Clauset-Newman-Moore

(CNM), ② Wakita-Tsurumi, ③ Girvan-Newman(소그룹용) 등 3가지 방식

을 제공

3) http://www.connectedaction.net/2011/04/25/nodexl-clusters-components-and-groups-creating-and-managing-collections

-of-vertic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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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이 중 Clauset-Newman-Moore(CNM)의 식을 이용한 modularity

Q를 이용하여 링크 부하가 최고가 될 때의 네트워크 구조를 클러스터 구분

방식으로 취함

[ 표 3-9. 네트워크 분석의 주요 척도 ]

구분 의미 계산식

연결정도 
중심성
(degree 

centrality)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공유하고 

있는 링크의 수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의 중요성을 

나타냄

 
 





상대적 
연결정도 
중심성

절대적인 링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의 중

심성을 고려

  



 : 전체 노드수

 : 노드의 연결 수

밀도(density)
가능한 총관계 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 수의 비율  


  




  



   

modularity Q
(CNM)

§ 집단분류방법으로서 주어진 네

트워크에서 링크 부하를 계산하여

modularity 가 최고가 될 때

의 네트워크 구조를 집단구조로

선택

§ 하나의 커뮤니티가 될 때까지 

반복수행하면서  변화량을 갱신


 



 




 : 네트워크의 총 링크의 수

: 이웃행렬의 원소

: 노드가 속해 있는 집단 

∆ 





(단, 가 연결되었을 때)

집단화 계수
(clustering 
coefficient)

§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그룹

의 밀도의 강도로써 특정 노드

와 이웃한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을 확률

§ 측정 방법은 2가지며,

① 전체 집단화 계수

(global clustering coefficient)

② 부분 집단화 계수

(local clustering coefficient)

전체 집단화 계수

  

  ∈ ∈

부분 집단화 계수

* Clauset, A., Newman, M. E., & Moore, C. (2004). Finding community structure in very large networks. Physical review E, 70(6):1-6; 

강병남(2010).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 집문당;김용학(2011). 사회연결망분석. 제2판. 박영사; nodeXL homepage(http://nodexl.codeplex.com/)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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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시기(’01 ~ ’03): 한국해양연구원 출범 이후

제1시기는 언론을 통한 노출 빈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

로서 당시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기사 노출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표 3-10 ]과 [ 그림 3-8 ]에서 구분한 G1~G4의 영역들은 단어들이 클러

스터를 이루고 있는 정도에 따라 구분한 영역임

- G1~G4의 중심 단어들을 살펴보면 제 1시기에는 G1의‘기술’과 G2의 ‘과학’,

G2의 ‘과학’, 그리고 G3의 ‘개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슈가 형성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당시 한국해양연구원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프레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클러스터 분석 후 나타난 세부 그룹인 G1에서는 기술과 환경이라는 단어

와 함께 언론에 노출되는 단어들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한국해양연구원과 함께 기술과 환경이슈가 혼재되어 있음

- 2000년대 초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관의 언론 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그 당

시의 대표적인 사건인 ‘인천 송도의 백사장 모래유실’과 그에 관한 기관의 

기술적 지원이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

- 환경과 관련하여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환경 이슈가 큰 관심을 받고 있음

∙새만금과 시화호를 둘러싼 개발과 환경보존의 이슈를 시작으로 이후로도 

환경보존과 개발과 관련하여 생태계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음

한편 G2 영역에서는 제주도의 파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바다목장 개발로 인한

항암물질 발견 등 과학발전 이슈가 주를 이루고 있음

G3 : 개발과 관련한 이슈들이 클러스터를 형성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해양운송시스템, 해양심층수 등 국산 기술의 개발 사례

들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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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G4에 보이는 돈스코이호와 발견이라는 단어로 구성된 네트워크

는 그 당시 러시아의 보물선이라 불리는 돈스코이호의 발견과 그에 따른 

언론의 집중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내 관심이 멈추어 안정된 클러

스터를 형성하지는 못하였음

결론적으로 제1시기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출범과 더불어 과학기지의 건설,

그리고 기술개발과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의 활동들이 언론에 의해

비교적 크게 주목을 받은 시기로 볼 수 있음

[ 표 3-10. 제1시기 상위 20개 단어 목록 ]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한국해양

연구원
44 11 바다목장 10

2 개발 39 12 연구 9

3 과학 27 13 제주도 8

4 국산화 18 14 모래유실 7

5 돈스코이호 18 15 기술 6

6 환경 17 16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5

7 새만금 15 17 자원 4

8 시화호 15 18 항암물질 4

9 해양수산부 15 19 조력발전 2

10 발견 12 20 해양생물 2

2001-2003 기사 수 717

10회 이상 출현 단어 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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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1. 제1시기 노드 간 연결중심성 ]

분류
G1 G2 G3 G4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1 기술 0.58 과학 0.71 개발 0.63 돈스코이호 0.21

2
한국해양 
연구원

0.58 제주도 0.21 자원 0.29 발견 0.17

3 환경 0.42 파력발전소 0.17 국산화 0.29

4 연구 0.33 항암물질 0.17

5 추진 0.29 바다목장 0.08

6 새만금 0.29 이어도해양기지 0.08

7 해양수산부 0.21

8 모래유실 0.17

9 시화호 0.17

Modularity 0.154

평균 클러스터링 상관계수 0.547

[ 그림 3-8. 제1시기 클러스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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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시기(’04 ~ ’09): 부설 극지연구소 설립 이후

제2시기에는 제1시기에서 이어진 과학(G1), 개발 연구(G2), 기술(G3) 이미지에 

세부 키워드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과학, 기술, 개발 중심의 이미지를 형성

또한 제2시기는 언론기사의 수가 크게 증가했던 시기로 언론의 관심과 함께

기관의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임

G1 : 기관의 대외활동과 극지 분야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과학에 관한 

이미지를 형성

- 체험교육은 기관의 대외활동이 과학이라는 키워드와 많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과학 분야에 대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대외활동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판단됨

∙당시의 체험활동들이 해양과학체험, 극지연구체험, 열대해양체험 등의 내

용이 과학 연구를 중심으로 언론에 소개된 바 있으며, 심포지엄 등 활발

한 연구 네트워크 활동의 경우 여러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이 과학과 관련한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체험교육은 이후 시기에서는 그 빈도가 2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체험교육에 대한 실적이나 홍보가 저조한 것

이 아니라 다른 이슈들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또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단어(태안, 기름유출, 갯벌, 오염 등)들

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음

-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모여 군집을 형성

G2 : 기술개발

- 녹색성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력발전이나 바다목장 개발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심포지엄 등 활발한 연구 네트워크 활동의 경우 여러 과학기술 관련 연구

기관들과의 협력이 과학과 관련한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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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 심해저 자원개발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그룹을 형성

- 제2시기에는 심해저 연구 분야와 관련한 단어들이 클러스터를 이루어 한국

해양연구원에 대한 개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

- 심해저 망간단괴나 미생물, 광물자원을 개발에 힘을 쏟는 동시에 경기테

크노파크, 속초시, 대우조선, 경동대 등 지역의 산학 클러스터와 지방자치

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 기술 MOU를 맺고 동해안 개발에 탄력을 형성

- 심해 무인잠수정, 위그선 등과 같은 이슈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자체 기술

개발한 결과로 G3에 존재

[ 표 3-12. 제2시기 상위 20개 단어 목록 ]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370 11 연구 60

2 개발 278 12 심포지엄 49

3 심해 184 13 협력 48

4 심층수 145 14 새만금 46

5 독도 131 15 미생물 45

6 과학 93 16 생태계 45

7 해저탐사 86 17 바다목장 42

8 기름유출 77 18 조력발전 42

9 광물자원 69 19 체험교육 41

10 기술 64 20 망간단괴 40

2004-2009 기사 수 5,412

10회 이상 출현 단어 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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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3. 제2시기 노드 간 연결중심성 ]

분

류

G1 G2 G3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1 한국해양연구원 0.93 개발 0.86 기술 1.00

2 과학 0.93 연구 0.76 심해 0.45

3 독도 0.48 에너지 0.55 미생물 0.38

4 생명공학 0.34 심포지엄 0.41 광물자원 0.34

5 갯벌 0.31 협력 0.38 해저탐사 0.34

6 기름유출 0.28 MOU 0.34 망간단괴 0.24

7 생태계 0.24 심층수 0.31 적조 0.28

8 새만금 0.24 조력발전 0.28 망간단괴 0.24

9 체험교육 0.21 녹색성장 0.28 바이오수소 0.17

10 흑진주조개 0.17

Modularity 0.149

평균 클러스터링 상관계수 0.763

[ 그림 3-9. 제 2시기 클러스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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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기(’10 ~ ’12.6): 동해연구소 설립 이후

제3시기는 동해연구소 설립 이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범 이전까지

인 2년 6개월의 기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슈들

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해양생명공학에 관한 이슈들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음

- 특히 이전의 과학, 개발, 기술이라는 포괄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생물자원,

위성 등 연구주제 중심으로 이미지가 다변화

-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양생물 관련 이슈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해양문고, 체험활동 등 대국민적 활동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

- 이미지가 다변화했다는 것은 기관의 역할과 함께 해양연구 분야의 스펙트럼

이 넓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외인지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G1 : 심해저 미생물 연구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분석 연구

-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하여 심해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및 

미세조류 바이오디젤에 관한 이슈가 언론에 관심을 받았음

- 바이오수소와 바이오디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주요한 정책기조였던 녹색

성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쓰나미라는 키워드가 네트워크 

상에 나타나고 있으며, 방사능, 해양오염과 같은 키워드들이 함께 노출됨

- 특히 방사능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분야의 연구 자문들이 당시 

해당 이슈가 지녔던 심각성을 반영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관심을 받음

G2 : 심해저 연구와 천리안해양관측위성 기술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

- 천리안해양관측위성의 개발이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관측 위성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을 받음

- 특히 해양심층수 연구를 통한 신소재 개발이나 MOUㆍ협력 등의 이슈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수준의 협력을 나타냄

- 덧붙여 해양심층수 연구는 기존의 개발과 환경보존의 대립적 구조를 벗어나

신소재로서의 해양생태계 보존이라는 화합적 구조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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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국민 서비스들의 언론 노출 빈도가 증가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열대

해양체험’, ‘6천미터 심해 탐험’, ‘독도 체험’ 등의 해양과학체험교육 프로그램

의 운영을 보여줌

G3 : 한국해양연구원의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

- 어린이에게 해양 관련 과학지식을 소개하는 해양문고 시리즈가 언론을 통

하여 소개됨

- 전국적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의 이미지에 걸맞은 캐릭터 슬로건을 공모하였던

것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

G4 : 바이오디젤과 미세조류의 상용화ㆍ국산화 등 기술이전 이슈

- 바이오디젤과 미세조류를 이용한 여러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국산화, 상용화,

기술이전 등의 기사가 주를 이룸

[ 표 3-14. 제3시기 상위 20개 단어 목록 ]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한국해양연구원 588 11 기술이전 30

2 방사능 126 12 쓰나미 28

3 천리안해양관측위성 122 13 해양문고 27

4 MOU 94 14 국산화 23

5 세계 82 15 협력 22

6 심해 48 16 신소재 22

7 미래 37 17 상용화 21

8 미생물 37 18 런던협약 20

9 연구 37 19 체험교육 20

10 미세조류 32 20 해양생태계 20

2010-2012.6 기사 수 3,747

10회 이상 출현 단어 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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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5. 제3시기 노드 간 연결중심성 ]

분류
G1 G2 G3 G4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1 연구 0.62 세계 0.38
한국해양 
연구원

0.69 상용화 0.28

2 바이오에너지 0.41 MOU 0.24 미래 0.21 미세조류 0.21

3 심해 0.28
천리안해양 
관측위성

0.17 해양생물 0.17 기술이전 0.14

4 방사능 0.21 쓰나미 0.14 해양문고 0.07 친환경 0.10

5 미생물 0.17 협력 0.14 런던협약 0.03 국산화 0.03

6 원자력발전소 0.17 신소재 0.10 캐릭터 0.03

7 오염 0.10 위성사진 0.07

8 체험교육 0.07

9 해양생태계 0.07

Modularity 0.241

평균 클러스터링 상관계수 0.583

[ 그림 3-10. 제 3시기 클러스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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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시기(’12.7 ~ ’14.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범 이후

제4시기는 한국해양연구원이 명칭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 시기로 이 시기에는 심해저 연구와 극지 연구, 그리고 고래유전체

나 남극에서의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네이처에 게재된 연구 성과가 언론에 

의하여 주된 관심과 조명을 받았음

- 해양과기원 출범 이후 망간단괴, 채광로봇, 천리안해양관측위성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

제4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해양과학기술이라는 단어의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으로 주요한 키워드들이 해양과학기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대중들 사이에서 과학기술 연구의 한 분야로서 해양과학기술

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양과학기술과 연결되고 있는 키워드들은 연안침식, 천리안해양관측

위성, 채광로봇, 고래유전체 등이며, 주로 이러한 키워드들이 현재 우리나라

에서 해양과학기술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G1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은 이슈들을 

나타내고 있음

- 연구원에서 기술원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개원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노출

되었고, MOU와 관련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

- 고래 DNA 염기서열 해독이라는 이슈가 언론에 의해 크게 다루어졌으며,

연안침식 기술개발이 언론에 노출된 바 있음

- 수상이라는 키워드의 경우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등 수상실적이 높았던 것에 힘입어 등장한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한국해양대학교가 차세대 해양과학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소식이 비중 있게 다뤄진 바 있음

G2 : 심해저 연구의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심해, 채광로봇, 망간단괴, 광물

자원 등의 연관어가 주로 등장

- 또한 국제협력이라는 키워드가 G2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공해역에서 수행

하는 심해저 연구의 특성과 함께 주로 2013년에 대두되었던 한 중 심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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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협력이라는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채광

로봇 미내로의 개발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

G3 : 천리안해양관측위성이 잡아내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예측력 등을 

소개하고 있음

- 겨울 기온이 유난히 낮았던 2013년 초 천리안해양관측위성을 활용하여 급격한

기후변화의 원인을 분석해내어 네이처지에 게재되었던 연구 성과가 시기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져 언론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음

-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페루와의 협력 연구도 소개되고 있음

G4 : 울릉도 연안에서의 국제적 보호대상인 넓미역 군락지 발견

-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의해 품종보호대상 식물로 지정되어 

있는 넓미역의 군락지를 발견하여 언론의 조명을 받은 바 있음

- 비교적 단기 이슈로 다루어져 다른 키워드와의 연결은 미약함

[ 표 3-16. 제4시기 상위 20개 단어 목록 ]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404 11 광물자원 28

2 심해 123 12 인도양 25

3 개발 95 13
해양연구

기지
25

4 MOU 57 14 한국해양대 24

5 고래유전체 47 15
해양과학

기술
24

6 국제협력 44 16 R&D 22

7 울릉도 39 17
천리안해양
관측위성

22

8 수상 31 18 개원 21

9 채광로봇 31 19 기후변화 19

10
해양광물
영토

31 20 미세먼지 18

2012.7-2014.4 기사 수 3,231

10회 이상 출현 단어 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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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7. 제 4시기 노드 간 연결중심성 ]

분류
G1 G2 G3

단어 지수 단어 지수 단어 지수

1 해양과학기술 0.55 개발 0.38 페루 0.14

2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0.52 심해 0.34 기후변화 0.10

3 R&D 0.21 국제협력 0.28 천리안해양관측위성 0.10

4 개원 0.17 기술상용화 0.21 미세먼지 0.07

5 차세대 0.17 망간단괴 0.14 울릉도 0.07

6 MOU 0.17 채광로봇 0.14 넓미역 0.07

7 연안침식 0.14 광물자원 0.14

8 한국해양대 0.10

9 수상 0.10

10 장학생 0.07

11 고래유전체 0.07

Modularity 0.256

평균 클러스터링 상관계수 0.456

[ 그림 3-11. 제4시기 클러스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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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결  론

4.1 � 분석결과 종합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민의 관심 도모와 해양과학

기술원 명칭 변경에 따른 이미지 제고 및 국민과의 더 나은 소통을 위해 추진

2001년부터 2014년 4월까지 네이버 뉴스에 등록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련 

기사를 수집· 빈도 분석한 결과 ① 연구개발 등의 연구 성과와 ② 연구 

성과를 가능케 한 협력증진, 기술이전 등 연구 협력 네트워크 흐름과 ③ 

정책 홍보, 대국민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 ④ 해양과기원을 

둘러싼 국내외 이슈 등을 나타냄

앞서 제시한 빈도분석 결과를 토대로 텍스트 기반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시기로 구분하여 위의 이슈가 흘러가는 과정을 설명 가능함

[ 그림 3-12. 4시기 이슈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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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시기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제1시기(`01 ~ `03) : 해양과학기술 R&D 시작과 떠오르는 환경 이슈

- 제1시기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출범과 더불어 세종과학기지건설과 해양시스템

안전연구 등의 추진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과학기술의 R&D의 모습과 한편

으로 새만금이나 시화호 등의 이슈로 인해 환경에 대한 대국민의 관심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기라 할 수 있음

제2시기(`04 ~ `09) : 극지연구와 심해저 탐사연구 몰입과 단기성과 쾌거

제2시기는 부설 극지연구소 설립 이후 점차 극지연구 및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시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시기로써 특히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기조

에 발맞추어 심해, 해저탐사,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시작

제3시기(`10 ~ `12. 6) : 단·중기 성과발생과 끊임없는 홍보와 협력에 따른 

성과확산의 경제적 효과 발생

- 제3시기는 동해연구소 설립 이후로 제1시기부터 시작된 극지연구 및 2시기

의 심해광물자원과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힘입어 무인잠수정, 아라온호, 바이오

수소 등 더욱 활발한 기술개발을 진행시키고 기술개발에 따른 MOU를 더욱

확대시켜 이제까지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는 단계에 이름

제4시기(`12.7 ~ `14. 4) : 전국적인 해양과학기술클러스터 형성 및 국제협력

증진

- 제4시기는 한국해양연구원이 명칭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 시기로써 3시기에 걸쳐 이뤄낸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내외 연구협력을 

증진하면서 고래유전체, 광물자원, 남극의 운석 발견 등 두드러진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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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관 홍보 이슈 시기 언론이미지 분석 결과

2010

․ 심해 미생물 대사작용 세계 최초규명 성과

․ 천리안 해양위성 발사 성공

․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생산 성공

․ 이어도호 천안함 인양 지원

․ 수중무선통신시스템 기술이전

제3시기

`10~-`12.6

․ 방사능

․ 심해

․ 미생물

․ 미세조류

․ 기술이전

․ 쓰나미

․ 해양문고

․ 국산화

․ 신소재

․ 상용화

․ 런던협약

․ 체험교육

․ 해양생태계

2011

․ 일본 원전사고 대응

․ 통가․피지 열수광상 탐사 및 탐사권 확보

․ 수중무선통신시스템 기술이전

․ 해양심층수 온도차 발전 기술

․ 전지구해양과학협의체 총회 개최

․ 제8차 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엄

․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의장 당선

․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 연구거점 설치

2012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범

․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및 지원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 해양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 독도 4D 종합시뮬레이터 개발

․ 5천톤급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추진

․ 해양시료도서관 개관

․ 장목2호 취항

제4시기

`12.7~-

`14.4

․ 심해

․ 개발

․ MOU

․ 고래유전체

4.2 � 언론홍보 실적과 분석결과 간 비교

이 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언론홍보 실적과 비교함으로써 기관의 홍보정책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비교기간은 `10년부터 `13년까지의 4개 연도이며, 시기별 발생이슈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

비교분석에서는 분석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KBS, MBC 등 방송사 홍

보실적은 제외하고 신문사를 통한 홍보실적만을 제시하였음

[ 표 3-18 ]에는 기관의 언론 홍보 이슈와 언론이미지 분석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연도․시기별 이슈를 표로 나타내었음

[ 표 3-18. 언론홍보 실적과 분석결과 간 이슈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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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관 홍보 이슈 시기 언론이미지 분석 결과

․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개소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 울릉도

․ 채광로봇

․ 해양광물영토, 광물자원

․ 인도양

․ 해양연구기지

․ 천리안해양관측위성

․ 개원

․ 기후변화

․ 미세먼지

․ 페루

2013

․ 극지, 엘니뇨분석으로 이상기후 원인규명

․ 고래 전장 유전체 및 전사체 규명

․ 미내로 해저주행 시험 세계최초 성공

․ 5천톤급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기관의 언론 홍보 방향과 언론이미지 분석결과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기관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일치하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 정부기조인 녹색성장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들 수 있음

기관의 홍보 이슈들 중에서 굵게 표시한 항목들은 기관이 홍보 노력을 기울

였으나, 언론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이슈들을 나타냄

이러한 이슈들은 단순히 노력이나 투자가 부족했다고 하기 보다는 이슈 

자체의 영향력이 낮거나 시기적인 여건을 이유로 언론에 의한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해양 고세균 바이오수소 생산기술의 경우 앞서 개발되었던 미세

조류 바이오디젤이나 심해 미생물 바이오수소 생산기술에 비해 비교적 적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녹색성장 이슈가 비교

적 약해졌기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해볼 수 있음

비교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기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슈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필요

하다면 전략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PartⅢ KIOST 언론이미지 분석

81

4.3 � 정책적 제언

연구성과 기사들이 비교적 단편적 이슈로 다뤄짐에 따라 기자들의 정보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함

정부와 기관의 홍보는 보도자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각종 이벤트 등 공식

채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상황

이 크게 다르지 않음

- 특히 보도자료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으며, 보도자료는 언론의 성향이나 

편집자 기자들의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되는 매체임

- 앞서 분석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다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네트워크

상에 표현되지 않았던 것은 언론에서 판단하는 해당 사안들의 영향력이 

비교적 높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각 사안들이 비교적

단편적인 이슈에 그치는 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보도자료의 경우 기자들은 제공받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보충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서병호 외,

2001)

- [ 표 3-19 ]을 살펴보면 정부, 기관,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음

[ 표 3-19 ] 취재원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도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별로 의존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의존한다 크게 의존한다 합계

2009* 22.6 68.4 9.0 100

2013** 1.5 13.9 38.2 38.8 7.6 100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통계에 대한 임현수 외(2011)의 인용을 재인용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통계(http://www.kpf.or.kr/board/Z/detail.do?menu_link=pds/MediaStatsInfomation/ 

MediaStatsInfomation_05/summary&p_menu_id=null&menu_id=206&menu_orderby=5&tab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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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 인

매체 요인

매체 형태(신문, 방송, 인터넷)

독자 범위(중앙지 전국방송, 지방지 지역방송)

전문 분야(종합지 종편채널, 전문지 전문채널)

이념적 성향(보수 매체, 진보 매체)

보도자료
배포요인

발표형식

브리핑 여부

발표주체 수(단독발표, 공동발표)

보도자료 분량

발표시기

기사작성 

여유시간

배포시각~엠바고까지의 시간

배포시각~마감시각까지의 시간

주변이슈 여부(보강이슈, 경쟁이슈)

경쟁보도 정도

보도자료 내용요인
(뉴스가치) 영향력(파급효과, 수혜범위)

- 다시 말해서 특정 이슈에 대한 최초의 보도자료와 함께 보강자료를 제공

하고, 비공식적 채널을 통하여 배경 등을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보도자료의 내용과 영향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인 것

으로 판단됨

현재 기관의 입장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기사채택률의 개념인 것

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뉴스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뉴스가치가 높다고 해서 모두 기사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뉴스가치가 

높다면 기사화될 확률 역시 높아짐

- 임현수 외(2011)가 [ 표 3-20 ]처럼 제시한 바와 같이 보도자료의 기사화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중 독자범위, 주변

이슈 여부, 영향력, 의외성, 저명성, 근접성, 새로움 등은 연구기관에서 중

점을 두어야 할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표 3-20. 보도자료 기사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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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 인

갈등성(외적갈등 유발요인, 내적갈등 유발요인)

의외성(충격성, 파격성, 신기성, 흥미성, 돌출성)

저명성(인지도)

근접성(물리적 접근성, 내용적 밀접성)

새로움(신선함, 비일상성)

출처: 임현수 외(2011)

대표적으로 환경문제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 제2시기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이나 제3시기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방사능 이슈, 4시기의 중국발 미세먼지 등은 먹거리, 생활환경 등과 직접 

맞닿아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이슈이며, 관심을 잃어

버리더라도 사람들의 뇌리에 깊고 오래도록 각인되는 사안들임

이처럼 뉴스가치는 보도자료가 보유한 내용의 충실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사회의 주요 이슈와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적절한 시기에 심층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이슈의 

기사채택률 또한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임

- 예를 들어 2009년에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글로벌 인재포럼 2009’

행사에 초청을 받아 방한한 당시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와 정운찬 전 국무

총리가 면담을 했던 사안에 대하여 정부는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독일 행정

수도 이전을 지휘했던 총리였음을 부각시키며, 이와 함께 독일, 브라질, 호주

등 외국 행정수도 이전사례를 분석하여 보도자료로 발표함으로써 단순한 

의전행사로 치부될 수 있었던 이 이벤트를 언론이 중요한 기사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 사례가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예를 들어보면 적조가 발생한 경우나 적조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맞추어 적조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등 

언론이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기사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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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지역 언론매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전략

이 필요함

- 이러한 경우 보도자료의 내용은 홍보의 성격이 아닌 정보고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보도의 신속성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보강기사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임

앞으로의 홍보 전략에 있어 언론이미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의 이미지 형성을 지속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

분석결과를 통해 이슈별로 지속성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네트워크 상에

서의 연결강도에도 노드나 링크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언론을 통한 기관의 이미지 형성은 비교적 많은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는 이슈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함

- 바이오수소나 바이오디젤과 같은 이슈들4)의 경우 해양 기반 신재생에너지

라는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는 이슈이지만 실제

로는 두 이슈가 서로 다른 별개로서 단편적인 이슈에 그치고 있음

- 바이오수소와 관련하여 실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 내용에서 본 

성과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해양바이오 연구의 하나라고 하는 방식의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4) 네트워크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이슈로 조류 조력 발전소나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이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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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1. 바이오수소 관련 보도자료 예시 ]

해양미생물 이용, CO를 수소로 전환 성공
대량생산기술개발 시 국내 수소 수요 5% 대체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의 주성분인 일산화탄소를 해양극한미생물을 생촉매로 이용해 수소로 전환시키는 기술이 국

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에 따라 일산화탄소의 저감은 물론, 제철소 부생가스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미래 녹색에너지

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해양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개발 연구 성과 발표회 및 

실증생산 플랜트동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 2009년부터 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화석연료 고갈 및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라 해양바이오 수소에너지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기획됐다.

태평양 심해저열수구에서 분리한 해양 고세균(NA1)을 일산화탄소에 적용해 생산된 수소는 기존에 유기물을 원료로 혐기성 

박테리아를 이용한 수소생산율과 비교할 때 최고 15배에 달한다. 이는 현재까지 밝혀진 수소생산 미생물 가운데 가장 우

수하다는 평이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해양연구원의 강성균 박사팀은 해양 바이오수소 실증생산을 위해 국내 최초로 5리터, 30리터, 300리

터의 고온 혐기 바이오수소생산 생물반응기를 구축했다. 

또한 바이오수소 생산 최적화 연구를 통해 1톤 규모의 반응기를 사용할 경우 개미산과 일산화탄소를 원료로 해 하루 각각 

100㎏과 10㎏의 바이오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제철소 전로가스(LDG)는 60% 정도의 일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부분 제철소 자체발전을 위한 열원으로 

사용되거나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다. 이 중 연간 200만톤 이상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증생산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1단계 원천핵심기술개발사업을 마무

리하고, 2015년까지 파일럿 규모인 2톤 규모까지 생물반응 공정실험을 추진하는 등 수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용화기술

개발 2단계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대량생산기술개발을 완료할 경우 일산화탄소를 활용한 바이오수소 생산이 가능해져 국내 수소 수요의 약 

5%(연간 1만톤 생산, 고순도 수소는 1000억원 규모) 정도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1만톤을 연료전지에 활용할 경우 4만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년간 공급할 수 있으며,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

료로 사용하면 차량 5만대를 1년간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

출처: 가스신문 2012년 6월 21일 기사(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21)

이슈의 지속성은 주로 언론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사를 위탁해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이슈제기, 그리고 기사 

내용을 통하여 이슈 지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기관의 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을 대중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유사한 

주제의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바이오수소 사례와 같이 보도자료 제공 시에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이 지속적으로 해양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힘을 써왔다고 

언급하는 등의 부가적인 전략을 활용한다면 보다 높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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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홍보는 공익과 홍보 그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공익적 이슈

(우리 기관이 공익이라고 판단하는 이슈)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이끌

어내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단순한

기관 홍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이라는 국가 

전반의 현안 과제를 두고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한 정책적 제언들은 아래와 같이 의미를 다시금

부여할 수 있음

- 국민으로 하여금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

도록 하는 정보제공 채널의 다양화

-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해양과학기술과 관련한 기사채택률을 제고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를 제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언론의 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간접적인 이미지

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도출해낸 결과임

연구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한계가 존재하며, 여기에서 

제시한 한계에 초점을 두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사가 담고 있는 명사(名詞)의 정량적인 분석에 초점을 둠에 따라 

각 기사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들을 갖고, 또한 형용사로 대표될 수 있는 

태도나 감정의 요소들을 분석해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 질적 분석의 관점에서 기사들의 내용분석이나 기관에 대한 언론의 태도 

등에 대한 분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둘째, 언론의 기사 이외에도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같은 인터넷 

매체나 세미나 포럼 등의 이벤트들도 기관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을 보다 다양화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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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관의 차원에서 언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자 시도한 첫 사례로서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 앞으로의 전략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더불어 

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올바른 홍보전략 수립을 위해 더욱 노력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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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서  론

1.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문헌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동향이나 출연연구기관

의 연구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R&D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되는 지식의

양은 그 증가폭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기존의 동향분석 방식을 보완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최근 과학계량학적 분석을 통해 대량의 문헌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

최근 선진국에서는 소수 전문가들의 식견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의 동향분석 

방식을 보완하는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서지분석, 특허분석,

인용분석 등이 있음(정우성, 2013)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수준에서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해서 과학기술

분야 간 상관관계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양

혜영, 2008)

- 기관수준에서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

이 각각연구 분야에서 계량정보분석을 활용하여 해외기술동향이나 기관의 

연구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윤병운, 2008)

문헌을 이용한 계량정보분석 방법론은 도서관의 도서 재고관리를 위한 서지

분석(bibliometrics)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과학문헌의 인용과 분포 등을 분석

해 온 과학계량분석(scientometrics) 또한 오래된 연구분야임(윤병운, 2008)

이러한 분석방법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방대한 데이터를 대상

으로 더욱 세련화되고 있음

인터넷 네트워크와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식정보에 대한 

분석에서, 한편으로 ‘광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산된 접근으로 컴퓨팅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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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유하여 협업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e-사이언스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박한우, 2010)

특히 연구프로파일링(research profiling)의 개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전통

적인 문헌검토(literature review)가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트렌드를 제시한다면, 연구프로파일링은 기존연구

에 대한 대량의 서지자료를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분야

를 분석해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Porter et al., 2002)

이제는 정형화된 논문 등의 서지정보뿐만 아니라 이력서,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서 수집된 빅데이터에도 다양한 계량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의 패턴

을 찾아내고 있음(박한우 외, 2010)

이와 같은 분석기법을 통해 과학기술분야별로 핵심적인 연구기관, 국가는 

물론 주요 저널, 주요 연구 주제와 지식 영역과 이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

와 예측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R&D 자원 배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연결망분석은 계량분석방법의 주요 

방법론 중에 하나로서 수학의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행위자를 포함한 모든 

개체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정량적인 분석기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그 관계

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그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가능

(이수상, 2013)

논문의 서지정보에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변수는 보통 핵심어와 

저자이며 여기에 소속기관 정보를 추가하여 핵심어 네트워크, 소속기관 네트

워크 등 다양한 관계분석을 수행

보통 중심성 분석(centrality analysis)으로 각 개체의 네트워크 내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역할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중심성에는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등의 지표들이 있음(이영성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서지분석 네트워크에서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근접중심성 

개념을 제외한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의 지표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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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해양과기원의 연구구조와 동향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2014년 서지정보 데이터(SCI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데이터는 Web of Science에서 추출하였으며, 추출 결과, [ 표 4-1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860편의 논문을 추출

[ 표 4-1. 데이터 개요 ]

발간년도 1990 ~ 2014

논 문 수 2,860건

분석범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SCI논문 (교신저자, 공저자 포함)

본 연구의 분석 틀은 크게 기술통계와 네트워크분석으로 나누어지며, 기간

으로는 전체 25년 시기와 5년간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기술통계는 논문 수, 국가 수, 연구기관 수, 저자 수, 키워드 수, 분야 수로 

구성하였음

본 연구의 주목적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협력국가, 협력기관, 공저자, 키워드,

분야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해양과기원의 연구구조와 동향을 파악하였음

위 내용을 정리하면 [ 그림 4-1 ]과 같음

<분석방법> <분석항목> <분석 결과>

기술통계분석

시기별/전체

논문 수 
국가 수 

연구기관 수 
저자 수

키워드 수
분야 수  

해양과기원의 연구 
구조와 동향

네트워크분석

시기별/전체

협력국가 네트워크 
협력기관 네트워크 
키워드 네트워크 
분야 네트워크 

[ 그림 4-1. 분석틀과 분석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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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술통계 분석

2.1 � 연도별 전체 논문 추이

[ 표 4-2 ]와 [ 그림 4-2 ]는 지난 25년간의 해양과학기술원의 논문 수와 

피인용횟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지난 25년 간 지속적으로 논문 수와 인용 수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의 인용수가 감소한 것은 인용할 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임

[ 표 4-2. 연도별 논문 수 및 피인용횟수(1990~2014)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논문수 5 9 5 8 11 18 30 27 41

인용수 78 80 72 168 185 411 624 515 857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논문수 51 49 58 59 91 116 114 134 184

인용수 802 919 1129 1010 1448 1575 1558 1860 2266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논문수 192 219 252 252 361 373 201

인용수 1714 2442 1982 1351 1161 398 57

[ 그림 4-2. 연도별 논문 수와 피인용횟수(1990~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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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가수준 연구협력 빈도

[ 표 4-3 ]은 해양과기원의 연구협력 국가들을 시기별로 나타내고 있음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협력한 국가는 미국이며, 그 뒤를 일본, 프랑스,

중국, 독일 등이 따르고 있음

중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빈도가 크게 높아짐

[ 표 4-3. 연구협력 빈도 상위 20개국(1990~2014) ]

1990-2014(전체) 1990-1994 1995-1999

국 가 빈도 국 가 빈도 국 가 빈도

KOREA 6,829 KOREA 29 KOREA 242

USA 822 USA 10 USA 28

JAPAN 345 JAPAN 1 JAPAN 15

CHINA 250 RUSSIA 1 FRANCE 14

FRANCE 175 RUSSIA 5

RUSSIA 85 BELGIUM 3

GERMANY 82 GERMANY 3

ENGLAND 80 MONACO 3

CANADA 69 AUSTRALIA 2

AUSTRALIA 66 CANADA 2

ITALY 56 DENMARK 2

TAIWAN 36 ENGLAND 2

NORWAY 30 NEWZEALAND 2

DENMARK 28 NORWAY 2

SPAIN 28 SPAIN 2

SWEDEN 27 SWEDEN 2

BELGIUM 17 TAIWAN 1

INDIA 17

NETHERLANDS 17

IRELAND 13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96

2000-2004 2005-2009 2010-2014

국 가 빈도 국 가 빈도 국 가 빈도

KOREA 705 KOREA 1,904 KOREA 3,945

USA 82 USA 185 USA 447

FRANCE 51 JAPAN 111 JAPAN 177

CHINA 35 CHINA 76 CHINA 135

JAPAN 34 FRANCE 60 FRANCE 48

ITALY 16 ITALY 32 GERMANY 48

AUSTRALIA 12 RUSSIA 22 RUSSIA 44

ENGLAND 11 ENGLAND 19 ENGLAND 39

CANADA 10 AUSTRALIA 18 CANADA 28

GERMANY 9 CANADA 18 AUSTRALIA 25

RUSSIA 9 GERMANY 13 TAIWAN 24

TAIWAN 4 IRELAND 10 SPAIN 21

BOLIVIA 3 FINLAND 7 DENMARK 20

MONACO 3 TAIWAN 6 NORWAY 18

PAKISTAN 2 BELGIUM 5 SWEDEN 17

SWEDEN 2 INDIA 5 INDIA 12

BELGIUM 1 DENMARK 4 NETHERLANDS 11

BRAZIL 1 NORWAY 4 MALAYSIA 9

CHILE 1 SWEDEN 4 BELGIUM 8

IRELAND 1 CHILE 3 SWITZERLA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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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기관수준 논문생산 빈도

[ 표 4-4 ]는 해양과기원의 연구협력 기관들을 시기별로 나타내고 있음

전 기간 동안 해양과기원을 제외하고 연구협력 빈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서울대학교이며, 그 뒤를 한양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가 따르고 있음

- 해외기관들 중에서는 CNRS와 University of Hawaii System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 표 4-4. 연구협력 빈도 상위 20개 기관(1990~2014) ]

1990-2014(전체) 1990-1994 1995-1999

기 관 빈도 기 관 빈도 기 관 빈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57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66

서울대학교 2,848 서울대학교 6 서울대학교 32

한양대학교 1,472 한국과학기술원 4 한남대학교 6

부산대학교 1,319
State University of

New Yorks
4 한국과학기술원 6

부경대학교 582 인하대학교 3 부산대학교 6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60 한양대학교 2 CNRS 5

성균관대학교 518 Oregon State Univ 2 한양대학교 5

제주대학교 361 Oregon Univ System 2 부경대학교 5

충남대학교 357 부산대학교 2 Texas Am Univ System 5

인하대학교 282 Suny Maritime College 2 이화여자대학교 4

연세대학교 278 Ehime Univ 1 인하대학교 4

고려대학교 257
International Pacific

Halibut Commission
1 Joseph Fourier Univ 4

전남대학교 231 기상연구소 1 한국기계연구원 4

한국과학기술원 206 NOAA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95
Naval Postgraduate

School
1 한국화학연구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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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4 2005-2009 2010-2014

기 관 빈도 기 관 빈도 기 관 빈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7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4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26

서울대학교 80 서울대학교 153 서울대학교 252

한국과학기술원 14 한양대학교 48 한양대학교 105

부경대학교 14 부경대학교 33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95

CNRS 13 부산대학교 31 제주대학교 64

Joseph Fourier Univ 11 성균관대학교 28 부산대학교 64

세종대학교 10 충남대학교 26 성균관대학교 60

부산대학교 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3 고려대학교 59

한남대학교 8 제주대학교 22 충남대학교 57

성균관대학교 8 전남대학교 21 부경대학교 55

Univ Ca Foscari Venezia 8 연세대학교 21 연세대학교 55

Hawaii System Univ 8 CNRS 19 인하대학교 53

중국과학원 7 인하대학교 19 전남대학교 39

Consiglio Nazionale

delle Ricerche
7 명지대학교 19 강원대학교 35

강원대학교 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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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키워드별 빈도

[ 표 4-5 ]는 해양과기원의 연구 키워드들을 시기별로 나타내고 있음

SEA, OCEAN, WATER, MARINE 등 해양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들 

이외에 GROWTH, MODEL, SEDIMENTS, VARIABILITY, EVOLUTION,

CLIMATE와 같은 키워드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 MODEL, CLIMATE 등의 키워드들은 2010-2014년 시기에 와서야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EVOLUTION, SEDIMENTS 등의 키워드들은 과거에

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에 와서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표 4-5. 키워드별 빈도 값(1990~2014) ]

1990-2014(전체) 1990-1994 1995-1999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SEA 273 SEA 5 WATER 13

OCEAN 210 CONTINENTAL 3 MARINE 10

WATER 152 WATERS 3 GROWTH 8

GROWTH 122 ADULTS 2 OCEAN 7

MODEL 117 ALASKA 2 PHYTOPLANKTON 7

SEDIMENTS 106 BASIN 2 SEDIMENTS 7

EXPRESSION 105 CARBON 2 ACID 6

MARINE 102 CHINA 2 MARGIN 6

VARIABILITY 94
COMMUNITY

STRUCTURE
2 SEA 6

IDENTIFICATION 85 DENSITY 2 METALS 5

EVOLUTION 81 ENVIRONMENT 2 RATES 5

CLIMATE 79 GROWTH 2 TRANSPORT 5

TEMPERATURE 75
INTER SPECIFIC

COMPETITION
2 WAVES 5

KOREA 73 MODEL 2 ABSOLUTE 4

ACID 72 OCEAN 2 ATLANTI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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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4 2005-2009 2010-2014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SEA 43 SEA 72 SEA 146

OCEAN 37 OCEAN 52 OCEAN 112

GROWTH 22 EXPRESSION 47 MODEL 74

SEDIMENTS 21 WATER 47 WATER 74

SHELF 17 GROWTH 31 VARIABILITY 60

CONTINENTAL 16 ACID 30 GROWTH 59

WATER 16 CLONING 30 CLIMATE 58

EVOLUTION 14 GENE 30 EXPRESSION 54

MARINE 13 MODEL 30 IDENTIFICATION 52

PACIFIC 12 PURIFICATION 30 MARINE 49

VARIABILITY 12 SEDIMENTS 30 SEDIMENTS 47

ATLANTIC 11 EVOLUTION 29 KOREA 44

METALS 11 MARINE 29 PHYTOPLANKTON 43

RECORD 11 COLI 27 NINO 40

TRANSPORT 11 ESCHERICHIA 26 GEN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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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분야별 빈도

[ 표 4-6 ]은 연구분야별 빈도를 시기별로 나타내고 있음

빈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ENGINEERING, OCEANOGRAPHY, GEOSCIENCE,

ENVIRONMENTAL SCIENCES 등으로 나타남

- ENGINEERING의 경우 OCEANOGRAPHY, FRESHWATER BIOLOGY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

- 비교적 최근에는 GEOSCIENCE, ENVIRONMENTAL SCIENCES 등의 분야

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

[ 표 4-6. 분야별 빈도 값(1990~2014) ]

1990-2014(전체) 1990-1994 1995-1999

분 야 빈도 분 야 빈도 분 야 빈도

ENGINEERING 634 OCEANOGRAPHY 17 ENGINEERING 39

OCEANOGRAPHY 506 ENGINEERING 12 OCEANOGRAPHY 39

MULTIDISCIPLINARY 505 MULTIDISCIPLINARY 12 CHEMISTRY 36

GEOSCIENCE 408
FRESHWATER

BIOLOGY
10 MULTIDISCIPLINARY 23

ENVIRONMENTAL
SCIENCES

365 GEOSCIENCE 7
FRESHWATER

BIOLOGY
22

FRESHWATER
BIOLOGY

363 ECOLOGY 4 PHARMACOLOGY 22

MICROBIOLOGY 243
ENVIRONMENTAL

SCIENCES
4 PLANT SCIENCES 22

CHEMISTRY 231 MATERIALS SCIENCE 3
ENVIRONMENTAL

SCIENCES
18

APPLIED
MICROBIOLOGY

204 MECHANICAL 3 GEOSCIENCE 16

BIOTECHNOLOGY 204 WATER RESOURCES 3 GEOCHEMISTRY 10

BIOCHEMISTRY 197 ACOUSTICS 2 GEOPHYSICS 10

MOLECULAR
BIOLOGY

197 FISHERIES 2 ORGANIC 10

ATMOSPHERIC
SCIENCES

189 MECHANICS 2 MICROBIOLOGY 9

METEOROLOGY 189 CHEMISTRY 2 GEOCHEMISTRY 9

CLONING 68 SANDFLAT 1 GEOPHYSIC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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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4 2005-2009 2010-2014

분 야 빈도 분 야 빈도 분 야 빈도

OCEANOGRAPHY 101 ENGINEERING 200 ENGINEERING 289

ENGINEERING 94 OCEANOGRAPHY 136 MULTIDISCIPLINARY 248

MULTIDISCIPLINARY 91 MULTIDISCIPLINARY 131 OCEANOGRAPHY 213

GEOSCIENCE 76
FRESHWATER

BIOLOGY
116 GEOSCIENCE 199

ENVIRONMENTAL

SCIENCES
52 GEOSCIENCE 110

ENVIRONMENTAL

SCIENCES
187

FRESHWATER

BIOLOGY
37

ENVIRONMENTAL

SCIENCES
104

FRESHWATER

BIOLOGY
178

CHEMISTRY 33 MICROBIOLOGY 90
ATMOSPHERIC

SCIENCES
129

MICROBIOLOGY 32 BIOCHEMISTRY 80 METEOROLOGY 129

APPLIED

MICROBIOLOGY
28

MOLECULAR

BIOLOGY
80 MICROBIOLOGY 112

BIOTECHNOLOGY 28
APPLIED

MICROBIOLOGY
67

APPLIED

MICROBIOLOGY
102

GEOCHEMISTRY 20 BIOTECHNOLOGY 67 BIOTECHNOLOGY 102

GEOPHYSICS 20 CHEMISTRY 65 BIOCHEMISTRY 101

MEDICINAL 17 GEOCHEMISTRY 54
MOLECULAR

BIOLOGY
101

PHARMACOLOGY 15 GEOPHYSICS 54 CHEMISTRY 96

PLANTSCIENCES 15
ATMOSPHERIC

SCIENCES
46 GEOGRAPHY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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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연구 네트워크 분석

3.1 � 국가수준 연구네트워크

1990-2014년간 국가수준 연구네트워크

[그림 4-3]은 해양과기원이 지난 25년간 생산한 논문에서 국가 수준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음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이 중심을 형성

또한 프랑스, 이태리와의 협력그룹도 발견되며, 이외에 중국, 캐나다와도 

긴밀한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3. 1990-2014년 전체국가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5회 이상만 표현.

[표 4-7]은 지난 25년간 해양과기원의 협력국가 네트워크에서의 국가별 연결

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보여주고 있음

대부분은 연결중심성 값과 매개중심성 값이 비례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연결

중심성에 비하여 매개중심성이 높아 해양과기원의 연구협력과 정보의 흐름

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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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국가별 중심성 지수(1990-2014) ]

1990-2014

국 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KOREA 0.307692 0.337994

USA 0.192308 0.058298

SWEDEN 0.141026 0.562752

JAPAN 0.089744 0.036647

ENGLAND 0.064103 0.016923

RUSSIA 0.051282 0.002848

FRANCE 0.051282 0.048509

AUSTRALIA 0.051282 0.00524

DENMARK 0.051282 0.035761

GERMANY 0.051282 0.022681

CANADA 0.038462 0.000769

CHINA 0.038462 0.010383

ITALY 0.038462 0.008334

SPAIN 0.025641 0.007321

TAIWAN 0.025641 0.000048

NORWAY 0.025641 0.000178

MONACO 0.025641 0.002822

IRELAND 0.025641 0.000111

SWITZERLAND 0.025641 0.02573

MALAYSIA 0.025641 0.025641

1990-1994년간 국가수준 연구네트워크

[그림 4-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은 미국, 러시아, 일본과의 협력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림 4-4. 1990-1994년 전체국가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Part Ⅳ KIOST 지식생태계 분석

105

[표 4-8 ]은 [그림 4-4 ]에서 설명한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국가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 표 4-8. 국가별 중심성 지수(1990-1994) ]

1990-1994

국 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KOREA 0.666667 0.333333

USA 0.333333 0

RUSSIA 0.333333 0

JAPAN 0 0

1995-1999년간 국가수준 연구네트워크

[그림 4-5 ]는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의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국가 네트

워크를 보여주고 있음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이 중요한 협력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네트워크상에서 국가 간 연결 관계의 중간에 위치

하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전 시기와는 달리 러시아의 중요성이 미국, 프랑스, 일본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아짐

[ 그림 4-5. 1995-1999년 전체국가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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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는 [그림 4-5 ]에서 설명한 1995년에서 1999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국가 네트워크에서의 국가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프랑스가 매개중심성이 연결중심성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시된 네트워크상에서 프랑스와 연결된 국가들 중에는 프랑스 외에 

다른 국가들과 연결되지 않는 국가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기 때문임

[ 표 4-9. 전체국가별 중심성 지수(1995-1999)(순위는 17위) ]

1995-1999

국 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KOREA 0.75 0.790278

USA 0.25 0.129167

JAPAN 0.25 0.055556

FRANCE 0.25 0.241667

DENMARK 0.25 0.065278

GERMANY 0.1875 0.013889

SWEDEN 0.125 0.004167

RUSSIA 0.1875 0

MONACO 0.1875 0

ENGLAND 0.125 0

SPAIN 0.125 0

NORWAY 0.125 0

CANADA 0.0625 0

BELGIUM 0.0625 0

NEWZEALAND 0.0625 0

TAIWAN 0.0625 0

AUSTRALIA 0.0625 0

2000-2004년간 국가수준 연구네트워크

[그림 4-6]은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의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국가 네트

워크를 보여주고 있음

이전 시기에 비해 협력 국가들이 20개국 이상으로 다양해진 것이 특징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르게 중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주요 협력 국가로 

등장함

- 2000-2004 시기의 경우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의 협력 빈도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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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2000-2004년 전체국가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표 4-10 ]은 앞서 [그림 4-6 ]에서 설명한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해양과기원

연구 협력국가 네트워크에서의 국가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연결중심성의 순위와 매개중심성의 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표 4-10. 전체국가별 중심성 지수(2000-2004)(순위는 20위) ]

2000-2004
국 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KOREA 0.772727 0.473304

USA 0.590909 0.32684

FRANCE 0.454545 0.146465

GERMANY 0.272727 0.015152

ITALY 0.272727 0.095238

AUSTRALIA 0.227273 0.020924

JAPAN 0.227273 0.008658

MONACO 0.227273 0.010823

PHILIPPINES 0.136364 0.002165

ENGLAND 0.136364 0

CHINA 0.136364 0

BOLIVIA 0.136364 0

CANADA 0.090909 0

TAIWAN 0.090909 0

RUSSIA 0.090909 0

SWEDEN 0.090909 0

IRELAND 0.045455 0

PAKISTAN 0.045455 0

NETHERLANDS 0.045455 0

BELGIUM 0.0454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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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9년간 국가수준 연구네트워크

[그림 4-7 ]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의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국가 네트

워크를 나타냄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등이 주요 협력 국가로 나타남

이전 시기에 비해 미국의 상대적 빈도가 줄어들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7. 2005-2009년 전체국가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표 4-11 ]은 앞서 [그림 4-7 ]에서 설명한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해양과기원

연구 협력국가 네트워크에서의 국가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이 시기에는 특히 한국의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를 매개로 한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협력하여 수행한 연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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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1. 전체국가별 중심성 지수(2005-2009)(순위는 20위) ]

2005-2009

국 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KOREA 0.896552 0.615312

USA 0.62069 0.180172

ITALY 0.37931 0.036535

FRANCE 0.275862 0.088875

GERMANY 0.275862 0.017036

JAPAN 0.241379 0.072455

MONACO 0.206897 0.005911

RUSSIA 0.172414 0.001601

CHINA 0.172414 0.002258

AUSTRALIA 0.172414 0.002258

CANADA 0.137931 0.000985

FINLAND 0.137931 0.002463

IRELAND 0.137931 0.001232

ENGLAND 0.137931 0

DENMARK 0.103448 0

TAIWAN 0.068966 0

SWEDEN 0.068966 0

SPAIN 0.068966 0

NORWAY 0.068966 0

NETHERLANDS 0.068966 0

2010-2014년간 국가수준 연구네트워크

[그림 4-8]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의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국가 네트

워크를 을 나타냄

이 시기의 네트워크 구조는 과거보다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캐나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주요 협력 국가

로 나타남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가들의 빈도가 높아졌으며, 일본과 영국의 경

우 빈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개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간에는 서로 연결된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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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2010-2014년 전체국가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5회 이상만 표현.

[표 4-12]은 앞서 [그림 4-8]에서 설명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해양과기원

연구 협력국가 네트워크에서의 국가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2010-2014 시기에 들어 최근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의 협력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4-12. 전체국가별 중심성 지수(2010-2014)(순위는 20위) ]

2010-2014
국 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KOREA 0.803922 0.604809

USA 0.411765 0.058587

ENGLAND 0.392157 0.072687

GERMANY 0.372549 0.07443

DENMARK 0.333333 0.061916

CHINA 0.254902 0.016173

JAPAN 0.235294 0.013655

RUSSIA 0.215686 0.008019

NETHERLANDS 0.215686 0.045529

FRANCE 0.196078 0.080654

AUSTRALIA 0.156863 0.000573

SWITZERLAND 0.156863 0.039852

SCOTLAND 0.156863 0.002689

SPAIN 0.156863 0.049852

NEWZEALAND 0.137255 0.039617

CANADA 0.117647 0.00183

NORWAY 0.117647 0.000486

INDIA 0.117647 0.003874

SWEDEN 0.117647 0.000758

MALAYSIA 0.098039 0.03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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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기관수준 연구네트워크

1990-2014년간 기관수준 연구네트워크

[그림 4-9 ]는 해양과기원이 지난 25년간 생산한 논문에서 기관 수준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음

약 70여개 기관이 네트워크 상에 나타나는 한편,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부경대, 성균관대 등 대학교들이 중요한 협력 주체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9. 1990-2014년 전체기관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10회 이상만 표현.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112

[표 4-13 ]에서는 지난 25년간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국기관 네트워크에서

의 기관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보여주고 있음

대부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비례하여 특별히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기관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부경대, 성균관대의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기관으로는 Tokyo Universityersity, Yamanashi

Institute of Environment Science, Univ System Of Georgia 등의 기관들

이 높게 나타남5)

[ 표 4-13. 전체기관별 중심성 지수(전체)(순위는 20위) ]

전체(1990-2014)

기 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0.459866 0.711196

서울대학교 0.181438 0.123862

연세대학교 0.08612 0.054983

부산대학교 0.058528 0.017906

부경대학교 0.058528 0.033825

성균관대학교 0.058528 0.040569

Tokyo University 0.056856 0.041259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0.051003 0.02

Yamanashi Institute of Environment Science 0.050167 0.036786

Univ System Of Georgia 0.044314 0.023183

Vrije Univ of Brussels 0.040134 0.026583

Univ Of California System 0.036789 0.023197

Univ Of Utrecht 0.035953 0.031485

Univ of Hawaii System 0.033445 0.012342

한양대학교 0.032609 0.007143

고려대학교 0.032609 0.018156

충남대학교 0.02592 0.002433

Southampton Univ 0.02592 0.029954

포항공과대학교 0.025084 0.003171

Univ Of Washington Seattle 0.023411 0.007835

5) 미국, 프랑스의 빈도와 중심성지수가 높았던 국가 수준의 네트워크에서와 달리 기관 수준 네트워크에서는 일본, 벨기에
국적을 지닌 국가들의 중심성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심성지수의 의미가 단순히 연결빈도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국가의 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결빈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1~2개 기관
과의 협력에 집중되어 있다면 중심성지수는 낮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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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4년간 기관수준 연구네트워크

[그림 4-10 ]은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의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기관 네트

워크를 나타내고 있음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이 비교적 중요한 협력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UNY MARITIME COLLEGE와 UNIVERSITY SYSTEM OF GEORGIA의 

경우 연결빈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해양과기원의 연구에 있어 다른 기관

을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정 기관이 여러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 여러 기관들과 연결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은 실제로 여러 기관들이 포함된 특정

연구나 프로젝트를 이끄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 그림 4-10. 1990-1994년 전체기관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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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는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기관 네트워크

에서의 기관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대부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으며, SUNY

MARITIME COLLEGE, UNIVERSITY SYSTEM OF GEORGIA와 같은 해외

기관들의 연결중심성 지수가 높게 나타남

국내 기관으로는 서울대,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4-14. 전체기관별 중심성 지수(1990-1994)(순위는 20위) ]

1990-1994

기 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0.566667 0.927969

SUNY MARITIME COLLEGE 0.166667 0.252874

UNIVERSITY SYSTEM OF GEORGIA 0.133333 0.159387

서울대학교 0.1 0.063602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0.1 0.131034

UNITED STATES NAVY 0.1 0.131034

한양대학교 0.066667 0.005747

한국과학기술원 0.066667 0

부산대학교 0.066667 0.029885

인하대학교 0.066667 0.001916

YUZHNOSAKHALINSK MARINE GEOL

GEOPHYS INST
0.066667 0.066667

영남대학교 0.066667 0

UNIVERSITYOFGEORGIA 0.033333 0

SKIDAWAY INSTITUTE OF

OCEANOGRAPHY
0.033333 0

NATIONAL OCEANIC ATMOSPHERIC

ADMIN NOAA USA
0.033333 0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0.033333 0

EHIME UNIVERSITY 0.033333 0

UNIVERSITY OF WASHINGTON 0.033333 0

INT PACIFIC HALIBUT COMMISS 0.033333 0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JAPAN
0.0333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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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999년간 기관수준 연구네트워크

[그림 4-11 ]은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의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기관 네트

워크를 보여주고 있음

서울대, 부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중요한 협력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 시기와 달리 네트워크 상에서 특별히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그림 4-11. 1995-1999년 전체기관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3회 이상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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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는 1995년에서 1999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기관 네트워크

에서의 기관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대부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학교, UNIVERSITY OF ANTWERP, TEXAS AM UNIVERSITY SYSTEM

등의 중심성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전 시기에 비해 국내 기관들이 중심성지수 순위 상위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

[ 표 4-15. 전체기관별 중심성 지수(1995-1999)(순위는 20위) ]

1995-1999

기 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0.107438 0.93725

서울대학교 0.024793 0.146272

UNIVERSITY OF ANTWERP 0.024793 0.070018

TEXAS AM UNIVERSITY SYSTEM 0.016529 0.023852

이화여자대학교 0.008264 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008264 0.03292

한국과학기술원 0.008264 0

부산대학교 0.008264 0.007351

한남대학교 0.008264 0

부경대학교 0.008264 0.000723

CNRS 0.008264 0.001584

JOSEPH FOURIER UNIVERSITY 0.008264 0.032782

PIERRE MARIE CURIE UNIVERSITY PARIS6 0.008264 0.038062

한국기계연구원 0.008264 0

인하대학교 0.008264 0

UNIVERSITY OF GUAM 0.008264 0.016529

한양대학교 0.008264 0.000723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0.008264 0

군산대학교 0.008264 0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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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4년간 기관수준 연구네트워크

[그림 4-12 ]에서는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의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나타냄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부경대 등이 중요한 협력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UNIVERSITA CA FOSCARI VENEZIA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

으로 나타남

[ 그림 4-12. 2000-2004년 전체기관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4회 이상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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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은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기관 네트워크

에서의 기관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보여주고 있음

UNIVERSITA CA FOSCARI VENEZIA,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등의 중심성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UNIVERSITA CA FOSCARI VENEZIA,

세종대학교, 강원대학교의 중심성지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남

[ 표 4-16. 전체기관별 중심성 지수(2000-2004)(순위는 20위) ]

2000-2004

기 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0.088608 0.862910

UNIVERSITA CA FOSCARI VENEZIA 0.016878 0.028241

서울대학교 0.008439 0.132206

세종대학교 0.008439 0.008742

UNIVERSITY OF HOUSTON SYSTEM 0.008439 0.016866

Univ of Hawaii System 0.004219 0.029304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0.004219 0.058745

부산대학교 0.004219 0.022876

CHINESE ACADEMY OF SCIENCES 0.004219 0.000554

부경대학교 0.004219 0.04999

강원대학교 0.004219 0.000304

한국과학기술원 0.004219 0.000089

JOSEPH FOURIER UNIVERSITY 0.004219 0.000292

CNRS 0.004219 0.002802

OCEANUNIVERSITYOFCHINA 0.004219 0.008439

한남대학교 0.004219 0

건국대학교 0.004219 0

성균관대학교 0.004219 0.045649

CONSIGLIO NAZIONALEDELLE RICERCHE 0.004219 0.000061

명지대학교 0.004219 0.0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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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9년간 기관수준 연구네트워크

[그림 4-13]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의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기관 네트

워크를 나타냄

UNIVERSITA CAFOSCARI VENEZIA,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이 중요한 협력자로 볼 수 있음

[ 그림 4-13. 2005-2009년 전체기관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5회 이상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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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기관 네트워

크에서의 기관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UNIVERSITA CA FOSCARI VENEZIA,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부경대학교,

한양대학교, Univ of Hawaii System의 중심성지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음

[ 표 4-17. 전체기관별 중심성 지수(2005-2009)(순위는 20위) ]

2005-2009

기 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0.062374 0.847742

UNIVERSITA CAFOSCARI VENEZIA 0.008048 0.009766

서울대학교 0.006036 0.109991

부경대학교 0.004024 0.032455

한양대학교 0.004024 0.009239

Univ of Hawaii System 0.004024 0.0183

UTAH SYSTEM OF HIGHER EDUCATION 0.004024 0.00527

부산대학교 0.002012 0.019714

성균관대학교 0.002012 0.026219

CNRS 0.002012 0.000737

CONSIGLIO NAZIONALEDELLE RICERCHE 0.002012 0.000103

JOSEPH FOURIER UNIVERSITY 0.002012 0.00003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0.002012 0.002305

순천대학교 0.002012 0.0176

군산대학교 0.002012 0.009432

명지대학교 0.002012 0.005322

OCEAN UNIVERSITY OF CHINA 0.002012 0.000525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0.002012 0.030204

인하대학교 0.002012 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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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간 기관수준 연구네트워크

[그림 4-14 ]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의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기관 네트

워크를 나타냄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양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부경

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이 중요한 협력자로 나타남

[ 그림 4-14. 2010-2014년 전체기관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7회 이상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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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연구 협력기관 네트워크

에서의 기관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이전의 시기들에 비해서 국내기관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의 중심성지수가 높게

나타남

특히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경우 최근 들어 중심성지수가 크게 상승

해외기관으로는 Univ of Hawaii System, Tokyo University, Alaska System

Univ 등의 중심성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4-18. 전체기관별 중심성 지수(2010-2014)(순위는 20위) ]

2010-2014

기 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0.040745 0.736584

서울대학교 0.008149 0.107779

연세대학교 0.005821 0.056533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0.003492 0.030343

Univ of Hawaii System 0.002328 0.008856

전남대학교 0.002328 0.001071

한양대학교 0.002328 0.005118

강원대학교 0.002328 0.00200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002328 0.005063

경북대학교 0.002328 0.000748

Tokyo University 0.002328 0.028508

상명대학교 0.002328 0.00062

인하대학교 0.002328 0.003539

Alaska System Univ 0.002328 0.000971

고려대학교 0.002328 0.026886

서원대학교 0.002328 0.002285

Hawaii Manoa Univ 0.001164 0.000169

부산대학교 0.001164 0.014272

제주대학교 0.001164 0.002496

성균관대학교 0.001164 0.04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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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키워드 연구네트워크

1990-2014년간 키워드 연구네트워크

[그림 4-15 ]는 해양과기원이 지난 25년간 생산한 논문들의 키워드 네트워크

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EA-SURFACE TEMPERATURE, POLYCYCLIC

AROMATIC-HYDROCARBONS, DEOXYRIBO NUCLEIC-ACID, ESCHERICHIA-

COLI 등의 주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세부 키워드들이 군집을 이루는 형태

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

[ 그림 4-15. 1990-2014년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3회 이상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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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은 해양과기원이 지난 25년간 생산한 논문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앞서 [그림 4-15 ]에서와 마찬가지로 SEA-SURFACE TEMPERATURE,

POLYCYCLIC AROMATIC-HYDROCARBONS 등의 주요 키워드들 위주

로 중심성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19. 키워드별 중심성 지수(전체)(순위는 20위) ]

전체(1990-2014)

키워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SEA-SURFACE TEMPERATURE 0.068027 0.005871

POLYCYCLIC AROMATIC-HYDRO CARBONS 0.054422 0.009878

DEOXYRIBONUCLEIC-ACID 0.047619 0.007548

ESCHERICHIA-COLI 0.047619 0.002935

EASTCHINASEA 0.034014 0.003914

AGRO BACTERIUM-RADIO BACTERAD1 0.034014 0.005032

COMPLETE GENOME SEQUENCE 0.027211 0.000978

RNAGENE-SEQUENCES 0.027211 0.000559

NF-KAPPA-B 0.027211 0.003914

NITRIC-OXIDE SYNTHASE 0.027211 0.00643

OXIDATIVE STRESS 0.027211 0.003914

OCEAN 0.020408 0.001957

HEAVY-METAL ANALYSIS 0.020408 0.00028

CRYSTAL-STRUCTURE 0.020408 0.001491

EXPRESSION 0.020408 0.007735

EAST-CHINA-SEA 0.020408 0.004473

VARIABILITY 0.020408 0.002143

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0.020408 0.003634

PURIFICATION 0.013605 0

RUDITAPES-PHILIPPINARUMBIVALVIA 0.013605 0.0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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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999년간 키워드 연구네트워크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는 해양과기원의 SCI급 논문 발표건수가 38건에 

불과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기별 분석에

서는 1995년부터 분석을 수행하였음

[그림 4-16 ]은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의 해양과기원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나타냄

이전 시기에 비하여 논문 발표건수는 늘어났으나 아직까지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BIOACTIVE MARINE METABOLITES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으며 ACID, ABSOLUTE-CONFIGURATION 등의 키워드들이 비교적 높은

빈도로 연결되어 있음

[ 그림 4-16. 1995-1999년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2회 이상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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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은 1995년에서 1999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BIOACTIVE MARINE METABOLITES가 다른 키워드들에 비해서 높은 중

심성지수를 보이고 있음

[ 표 4-20. 키워드별 중심성 지수(1995-1999)(순위는 20위) ]

1995-1999

키워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BIOACTIVE MARINE METABOLITES 0.010471 0.066431

META-CLEAVAGEPATHWAY 0.001745 0.09648

CATABOLIC PATHWAY 0.001745 0

ABSOLUTE-CONFIGURATION 0.001745 0.005008

STEREO CHEMISTRY 0.001745 0

FICIFORMIS 0.001745 0.005008

PETRO FORMYNES 0.001745 0.005008

ACID 0.001745 0.079925

INHIBITORS 0.001745 0.005008

ESTER TRANSFER PROTEIN 0 0.000061

LIPO PROTEIN 0 0

CHOLESTEROL 0 0

DEFICIENCY 0 0

PLASMA 0 0

SHEAR FLOWS 0 0.000006

TURBULENT 0 0

SEPARATION 0 0

EAST-CHINA-SEA 0 0.022392

FRICTION 0 0.012526

KUROSHIO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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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4년간 키워드 연구네트워크

[그림 4-17 ]은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의 해양과기원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나타냄

이전 시기들에 비하여 비교적 복잡해진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해양연구원의 SCI 논문 발표건수가 늘어난 것과 연구분야가 다양

해진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COLONCARCINOGENESIS, LAST GLACIAL PERIOD, EAST CHINA SEA

등이 네트워크에서 하위 키워드들을 이끌고 있는 주요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17. 2000-2004년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2회 이상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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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은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중심성지수는 앞서 네트워크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 다섯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수 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4-21. 키워드별 중심성 지수(2000-2004)(순위는 20위) ]

2000-2004

키워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COLON CARCINOGENESIS 0.005 0.019851

LAST GLACIAL PERIOD 0.005 0.010125

EAST-CHINA-SEA 0.003571 0.089656

YOUNGER DRYAS EVENT 0.002857 0.059088

FINITE-DIFFERENCE CALCULATION 0.002857 0.021359

STAGE PLANE BEDS 0.002143 0.010971

MICROBIAL-DEGRADATION 0.001429 0.024236

SOUTH SHETLAND ISLANDS 0.001429 0.07323

RUDITAPES-PHILIPPINARUM BIVALVIA 0.001429 0.019037

LATE PLEISTOCENE 0.000714 0.00287

OCEAN 0.000714 0.058415

RECORD 0.000714 0.032006

EVOLUTION 0.000714 0.056139

GENUS MURICELLA 0.000714 0.000003

SECOSTEROIDS 0.000714 0

SOUTH-SHETLAND-ISLANDS 0.000714 0.01129

PENINSULA 0.000714 0.011341

STRATIGRAPHY 0.000714 0.007613

DEPOSITS 0.000714 0.029851

BIO REMEDIATION 0.000714 0.0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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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9년간 키워드 연구네트워크

[그림 4-18 ]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의 해양과기원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나타냄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매우 복잡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보이고 있음

POLYCYCLIC AROMATIC-HYDROCARBONS, ESCHERICHIA-COLI, HEAVY-

METAL ANALYSIS, SEA-SURFACE TEMPERATURE, AGROBACTERIUM-

RADIO BACTERAD1 등이 네트워크 상에서 주요한 키워드로 나타남

네트워크 상의 좌측 상단 ESCHERICHIA-COLI, AGROBACTERIUM-RADIO

BACTERAD1, 좌측 하단 POLYCYCLIC AROMATIC-HYDROCARBONS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커다란 군집을 이루고 있음

[ 그림 4-18. 2005-2009년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2회 이상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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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네트워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커다란 키워드 군집을 이끌고 있는 키워드

들의 중심성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4-22. 키워드별 중심성 지수(2005-2009)(순위는 20위) ]

2005-2009

키워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POLYCYCLICAROMATIC-HYDROCARBONS 0.058442 0.006112

ESCHERICHIA-COLI 0.051948 0.02197

HEAVY-METAL ANALYSIS 0.045455 0.00331

SEA-SURFACE TEMPERATURE 0.045455 0.002292

AGRO BACTERIUM-RADIO BACTERAD1 0.045455 0.039527

COMPLETE GENOME SEQUENCE 0.038961 0.014996

DEOXYRIBONUCLEIC-ACID 0.032468 0.023512

EAST CHINA SEA 0.032468 0.000849

OXIDATIVE STRESS 0.032468 0.019679

COREGONIDFISHESCOREGONIDAE 0.032468 0.000849

PURIFICATION 0.025974 0.022678

EXPRESSION 0.025974 0.019735

RNAGENE-SEQUENCES 0.025974 0.000509

X-RAY-MICROANALYSIS 0.025974 0.000509

PHOTO SYNTHATE ALLOCATION 0.025974 0.001019

DEOXYRIBONUCLEICACID 0.019481 0.000255

DIBENZO-P-DIOXINS 0.019481 0.000255

8 GLACIAL CYCLES 0.019481 0.001443

GEN.NOV. 0.019481 0.006536

AMPCBETA-LACTAMASE 0.019481 0.006536



 Part Ⅳ KIOST 지식생태계 분석

131

2010-2014년간 키워드 연구네트워크

[그림 4-19 ]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의 해양과기원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나타냄6)

SEA-SURFACE TEMPERATURE, NITRIC-OXIDESYNTHASE 등이 주요한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SEA-SURFACE TEMPERATURE

의 연결강도와 네트워크 상에서의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림 4-19. 2010-2014년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3회 이상만 표현.

6) 이전 시기에 비해 네트워크가 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보고서 지면 상 가독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로 표현할 
링크들의 최소 연결수준을 3회 이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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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SEA-SURFACE TEMPERATURE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다른 키워드

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의 키워드들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지수를 보이고 있음

[ 표 4-23. 키워드별 중심성 지수(2010-2014)(순위는 20위) ]

2010-2014

키워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SEA-SURFACETEMPERATURE 0.027132 0.053137

NITRIC-OXIDESYNTHASE 0.011628 0.016107

POLYCYCLICAROMATIC-HYDROCARBONS 0.011628 0.027509

DEOXYRIBONUCLEIC-ACID 0.011628 0.000814

NF-KAPPA-B 0.011628 0.009411

EASTCHINASEA 0.011628 0.020873

OCEAN 0.007752 0.011945

COMPLETEGENOMESEQUENCE 0.007752 0.00187

EL-NINO 0.003876 0.002142

ENSO 0.003876 0.005218

MURINEMACROPHAGES 0.003876 0

TOXICITY 0.003876 0.008295

SEQUENCES 0.003876 0.000211

FREQUENCYFLOWINTERACTION 0.003876 0.004957

DYNAMICS 0.003876 0

SEAHYDROTHERMALVENT 0.003876 0.004585

HYPERTHERMOPHILICARCHAEON 0.003876 0

INTERDECADALCHANGES 0.003876 0

SIGNAL-REGULATEDKINASE 0.003876 0

GENE-EXPRESSION 0.003876 0.0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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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분야별 융합네트워크

이 절에서 분석한 분야 간 네트워크는 특정 논문이 포함된 분야정보를 바탕으로 

구성한 네트워크로서 노드와 노드 간 연결은 두 분야 간의 연결 또는 융합을 

의미

1990-2014년간 분야별 융합네트워크

[그림 4-20 ]은 해양과기원이 지난 25년간 생산한 논문에서 분야 간 융합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음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Geosciences, Multidisciplinary,

Environmental Sciences, Oceanography, Engineering, Civil 등이 주요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20. 1990-2014년 전체 분야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5회 이상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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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는 해양과기원이 지난 25년간 생산한 논문에서 분야간 융합 네트

워크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 표 4-24. 분야별 중심성 지수(전체)(순위는 20위) ]

전체(1990-2014)

분야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Biochemistry&MolecularBiology 0.099174 0.164675

Geosciences,Multidisciplinary 0.090909 0.11862

EnvironmentalSciences 0.082645 0.170461

Oceanography 0.07438 0.076151

Engineering,Civil 0.07438 0.073668

Marine&FreshwaterBiology 0.066116 0.056434

Biotechnology&AppliedMicrobiology 0.057851 0.051407

Ecology 0.049587 0.017114

Engineering,Ocean 0.041322 0.005461

Pharmacology&Pharmacy 0.041322 0.049834

BiochemicalResearchMethods 0.041322 0.021674

Fisheries 0.033058 0.026088

WaterResources 0.033058 0.002825

PlantSciences 0.033058 0.061706

Chemistry,Medicinal 0.033058 0.008636

Meteorology&AtmosphericSciences 0.033058 0.012297

Toxicology 0.033058 0.021848

Engineering,Mechanical 0.024793 0.066186

Mechanics 0.024793 0.031615

Geochemistry&Geophysics 0.024793 0.0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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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4년간 분야별 융합네트워크

[그림 4-21 ]은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의 분야

간 융합 네트워크를 나타냄

Oceanography, Environmental Sciences, Marine & Freshwater Biology,

Engineering, Civil 등이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Oceanography

중심의 비교적 단일한 구조의 융합형태를 보이고 있음

Oceanography를 중심으로 Marine & Freshwater Biology, Engineering,

Civil, Water Resources 등의 분야로 파생되는 형태의 구조를 보임

[ 그림 4-21. 1990-1994년 전체 분야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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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는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분야간 융합 네트워크

에서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Oceanography의 중심성지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이외

에 Environmental Sciences, Marine & Freshwater Biology 등의 분야들이 

높은 중심성지수를 보이고 있음

[ 표 4-25. 분야별 중심성 지수(1990-1994)(순위는 20위) ]

1990-1994

분 야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Oceanography 0.238095 0.17619

Environmental Sciences 0.190476 0.104762

Marine & Freshwater Biology 0.190476 0.109524

Engineering, Civil 0.190476 0.138095

Engineering, Mechanical 0.095238 0.009524

Engineering, Ocean 0.095238 0.052381

Geosciences, Multidisciplinary 0.095238 0.042857

Acoustics 0.095238 0.009524

Ecology 0.095238 0

WaterResources 0.095238 0

Engineering, Multidisciplinary 0.047619 0

Mathematics,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0.047619 0

Materials Science, Multidisciplinary 0.047619 0

Fisheries 0.047619 0

Mining & Mineral Processing 0.047619 0

Environmental Studies 0.047619 0

Mechanics 0.047619 0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0.047619 0

Geography, Physical 0.047619 0

Geochemistry & Geophysics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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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999년간 분야별 융합네트워크

[그림 4-22 ]는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의 분야

간 융합 네트워크를 나타냄

좌상단의 Oceanography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하단에

는 Plant Sciences와 Phamacology & Pharmacy, Chemistry, Medical 이 강

하게 연결되어 있음

이전 시기의 단순한 구조와는 달리 Oceanography 뿐만 아니라 Engineering-

Ocean, Environmental Sciences 분야가 주요 노드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음

[ 그림 4-22. 1995-1999년 전체 분야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2회 이상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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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은 1995년에서 1999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분야 간 융합 네트워크

에서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이 시기에는 연결중심성 지수와 매개중심성 지수가 비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표 4-26. 분야별 중심성 지수(1995-1999)(순위는 20위) ]

1995-1999

분야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Oceanography 0.105263 0.395363

Engineering, Ocean 0.070175 0.058271

Environmental Sciences 0.070175 0.109336

Plant Sciences 0.052632 0.289474

Ecology 0.052632 0.029449

Marine & Freshwater Biology 0.052632 0.324248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0.052632 0.151942

Chemistry, Medicinal 0.035088 0.029449

Pharmacology & Pharmacy 0.035088 0.040414

Engineering, Civil 0.035088 0.372494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0.035088 0.12312

Water Resources 0.035088 0

Geosciences, Multidisciplinary 0.035088 0.103697

Geography, Physical 0.017544 0

Biotechnology & Applied Microbiology 0.017544 0.059524

Microbiology 0.017544 0

Fisheries 0.017544 0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0.017544 0.243734

Operations Research & Management Science 0.017544 0.005639

Engineering, Multidisciplinary 0.017544 0.02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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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4년간 분야별 융합네트워크

[그림 4-23 ]은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의 분야

간 융합 네트워크를 나타냄

Environmental Sciences, Marine & Freshwater Biology, Oceanography,

Engineering-Ocean, Geosciences 등이 네트워크 상에서 분야 간 융합의 중

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분야별로 융합이 비교적 잘 나타나는 분야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음

- Environmental Sciences: Toxicology, Geosciences, Marine & Freshwater

Biology 등

- Oceanography: Geosciences, Engineering-Marine, Ecology 등

- Geosciences: Oceanography, Environmental Sciences, Geography-Physical 등

[ 그림 4-23. 2000-2004년 전체 분야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2회 이상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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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은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분야간 융합 네트워크

에서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중심성지수에서는 Engineering-Civil이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로 나타남

[ 표 4-27. 분야별 중심성 지수(2000-2004)(순위는 20위) ]

2000-2004

분 야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Engineering, Civil 0.149254 0.184376

Oceanography 0.134328 0.151216

Geosciences, Multidisciplinary 0.119403 0.167128

Environmental Sciences 0.119403 0.201626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0.089552 0.140208

Biotechnology & Applied Microbiology 0.089552 0.107899

Marine & Freshwater Biology 0.089552 0.176359

Engineering, Ocean 0.074627 0.025842

Chemistry, Analytical 0.074627 0.16106

Biochemical Research Methods 0.074627 0.125699

Pharmacology & Pharmacy 0.059701 0.015467

Ecology 0.059701 0.036846

Meteorology & Atmospheric Sciences 0.059701 0.008872

Engineering, Geological 0.059701 0.008895

Microbiology 0.044776 0.010765

Geography, Physical 0.044776 0.004727

Plant Sciences 0.044776 0.04357

Chemistry, Medicinal 0.044776 0.022305

Engineering, Marine 0.0447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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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9년간 분야별 융합네트워크

[그림 4-24]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의 분야

간 융합 네트워크를 나타냄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가 중요한 노드로 부상하였으며, Marine

& Freshwater Biology, Environmental Sciences, Oceanography 가 중요한 

분야로 나타남

-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의 경우 Zoology, Toxicology 등과의 

융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림 4-24. 2005-2009년 전체 분야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3회 이상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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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분야간 융합 네트워크

에서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의 중심성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arine & Freshwater Biology, Oceanography, Environmental Sciences 등

이 지속적으로 높은 중심성지수를 보이고 있음

[ 표 4-28. 분야별 중심성 지수(2005-2009)(순위는 20위) ]

2005-2009

분 야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0.107527 0.232895

Marine & Freshwater Biology 0.086022 0.070403

Oceanography 0.075269 0.118679

Environmental Sciences 0.075269 0.183772

Geosciences, Multidisciplinary 0.064516 0.142706

Engineering, Civil 0.064516 0.12903

Ecology 0.053763 0.038664

Biotechnology & Applied Microbiology 0.053763 0.070191

Chemistry, Medicinal 0.043011 0.00872

Fisheries 0.043011 0.062847

Biochemical Research Methods 0.043011 0.04867

Geography, Physical 0.032258 0.003142

ComputerScience,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0.032258 0.097687

Toxicology 0.032258 0.082141

Plant Sciences 0.032258 0.041383

Engineering, Marine 0.032258 0

Engineering, Ocean 0.032258 0.007365

Geochemistry & Geophysics 0.021505 0.02287

Microbiology 0.021505 0.043501

Pharmacology & Pharmacy 0.021505 0.0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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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간 분야별 융합네트워크

[그림 4-25 ]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의 분야

간 융합 네트워크를 나타냄

Environmental Sciences,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가 중요한 분야

로 나타남

특히 이 시기에 들어서는 Environmental Sciences,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Marine & Freshwater Biology, Oceanography, Geosciences, 그리고

Engineering 분야들을 중심으로 분야 간 연결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해양과기원의 융합연구 구조를 대표하는 속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림 4-25. 2010-2014년 전체 분야 네트워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과 비례, 링크 굵기는 공동논문의 개수, 링크는 5회 이상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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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해양과기원의 분야간 융합 네트워크

에서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나타냄

Environmental Sciences,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의 중심성지수

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전 시기에 비해 하위 노드들의 

중심성지수 또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심성지수가 분산되고 있음

- 이는 해양과기원이 다루는 연구 분야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표 4-29. 분야별 중심성 지수(2010-2014)(순위는 20위) ]

2010-2014

분 야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Environmental Sciences 0.072727 0.18273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0.072727 0.148538

Geosciences, Multidisciplinary 0.054545 0.098628

Marine & Freshwater Biology 0.054545 0.06112

Engineering, Civil 0.054545 0.086291

Oceanography 0.045455 0.111187

Fisheries 0.036364 0.017259

Meteorology & Atmospheric Sciences 0.027273 0.021249

Toxicology 0.027273 0.012016

Plant Sciences 0.027273 0.046646

Biochemical Research Methods 0.027273 0.033881

Biotechnology & Applied Microbiology 0.027273 0.064528

Engineering, Ocean 0.027273 0.005842

Engineering, Marine 0.027273 0

Ecology 0.027273 0.036782

Water Resources 0.027273 0.00428

Engineering, Environmental 0.018182 0.005925

Geography, Physical 0.018182 0.003793

Chemistry, Medicinal 0.018182 0.003884

Pharmacology & Pharmacy 0.018182 0.04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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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난 25년간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에 있어서 기술통계와 네트

워크분석을 통해서 연구의 구조와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음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연구국가와 기관, 키워드 등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

으며,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먼저, 빈도 분석에 의하면,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 중요한 협력국으로 나타

났으며, 기관은 서울대와 한양대, 부산대가 중요한 협력기관으로 나타

키워드는 SEA-SURFACE TEMPERATUR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등이, 그리고 분야에는 OCEANOGRAPHY, ENVIRON

MENTAL SCIENCES 등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음

다음으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프랑스, 이태리와의 협력그룹도 발견됨

이외에 중국, 캐나다와도 긴밀한 협력을 수행

기관수준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부경대 등이 중요한 협력 주체 인 

것으로 나타남

SEA-SURFACE TEMPERATUR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DEOXYRIBO NUCLEIC-ACID, ESCHERICHIA-COLI 등의 키워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Geosciences, Multidisciplinary,

Environmental Sciences, Oceanography, Engineering, Civil 등이 네트워크

에서 융합연구의 중심이 되는 분야들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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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해양과기원에서 처음으로 수행하는 연구

로서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존재

네트워크(특히, 키워드와 분야) 내 강한 연결과 군집의 의미에 대한 파악을 

보다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협업

을 기반으로 한 추가 분석이 필요

또한 연구자 단위의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위해서는 논문 데이터와 기관의 성과를 매칭하여 데이터 상에서 영문

약어로 표시된 연구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

후속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와 키워드, 기관과 키워드를 동시에 분석하는 2-모드 분석을 통해 국가

별로 기관별로 어떤 연구가 특징적으로 행해지는지에 대한 분석

또한 논문의 개수 뿐 만 아니라 인용 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연구의 

양 관점 뿐 만이 아니라 질를 고려한 분석

네트워크 내 군집분석을 통해 국가 간, 기관 간, 연구자 간, 키워드 간, 분야

간 군집형성 조사

회귀분석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의 양과 질에 네트워크가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