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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diplomatic disputes, governments are actively developing 
a policy to revitalize·reshore manufacturing and to diversify international cooperations. In order to 
develop such a policy, it is very important to compare and analyze domestic·inter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Over the decade, the US·EC governments have conducted a series of 
national researches to build data-based tools that can monitor·analyze regional geospatial 
information driven by government R&D investments. In the case of the EC system, it can compare 
geospatial information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including Korea) regions. Compared to US·EC 
cases, Korean examples of national researches with available data analplatform need future 
improvements. Current study is investigating an automated analysis methodologies using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NTIS)” DB, which was national security data until 
recently. Research on data-mining regional geospatial information can contribute to support policy 
fields that need to discover new issues in response to unexpected social problems such as recently 
faced corona and trad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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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OECD 보고서는 상위 10% 지역에 R&D 자금의 

33%, 숙련노동자의 25%, 특허발생의 58%가 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OECD 2013). 미국·유럽

연합은 우수한 지역거점들이 국가혁신의 요람임을 일

찍이 인지하였으며, 거점지역들을 발굴하여 지역간·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9

년 전후 이행된 첨단제조업(Advanced Manufac-

turing) 회귀(Reshoring)·부활(Revitalization) 정책

들(HLEG 2011; EOP 2012; 임정선 외 2015)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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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핵심기

반이 첨단제조업 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관련 산

업인프라를 회귀･강화 중이다. 또한 2009년 세계 경

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조업 회귀 제도･정책들은 현재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정책개발(Cernat 2020)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제조업 회귀·

협력의 핵심요소인 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첨단제조 회귀정책을 예시하였으나, 

국가연구개발투자가 유발한(연구개발/생산 인프라, 

논문, 특허, 매출, 고용 등) 공간정보(geospatial infor-

mation)는 지역기반의 국가혁신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필요한 자료이다.

미국(The White House 2011; The White House 

2015; EOP 2018) 및 유럽연합(HLEG 2011; 임정선 

외 2015)의 혁신정책들에는 공통된 특징 있는데, 이들

은 정책의 기획·이행·결과 들을 증거기반의 데이터체

계를 통해 모니터링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EC 2020a; 

EC 2020b, EC 2020c; Federal REPORTER 2020; 

Lane 2010a; Lane and Stefano 2010b). 특히 유럽의 

혁신 모니터링 데이터 체계는 자국 뿐만 아니라 경쟁

국(한국 포함)의 국가별·지역별 공간정보를 비교·분

석  하고 있다. 한국에도 유럽연합･미국 사례와 비교

할 수 있는 국가단위의 데이터기반 혁신정책 지원체

계가 마련되어 있다. 예로서 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는  4차산업혁명·혁신성장 

관련 정책현장(경제장관회의 18-3 2018)에서 활용되

었으며, 그 성과는 국외(OECD 2020)에서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서 인정받았다. 한편, 국가연구개발투자가 

유발한 국토의 공간정보 분석에는 그동안 한계가 있

어 왔는데, 국가연구개발 통합DB인 국가과학기술지

식정보서비스(NTIS 2020)의 원시데이터가 최근까지

도 정보보안 대상이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원시데이터가 제한

적으로 공공에 개방(ntis.go.kr 의 “데이터활용” 메뉴 

참고) 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정책현장·이해당사자들

의 현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 공간정보 

분석 플랫폼을 연구하였다.

2. 선행연구

2009년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행된 미국의 

국가혁신정책(Strategies for American Innovation) 

및 그 산하의 첨단제조업부흥정책(Advanced Manu-

facturing Partnership, AMP)은 법적 근거(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의해 

정책 이행의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개발해야 했다. 이에 미국 재정경제부(OMB),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및 관련 부처들은 

STAR METRICS·Federal REPORTER를 연구(Lane 

2010a; Lane and Stefano 2010b) 하여 왔으며, 유관 

시스템을 고도화 중이다(Federal REPORTER 2020). 

첨단제조업부흥정책·Federal REPORTER 등 지역 관

련 정책과 그 지원시스템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 트럼프 행정부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고 있다(EOP 2018). 유럽연합 역시 미국과 유사한 

법·정책 하에서 증거기반의 지역정보 모니터링 체계

를 마련하여 왔다. 관련사례로 유럽연합의 통합 혁신

정책인 Horizion2020 산하의 LEIT(Leadership in 

Enabling and Industrial Technologies)·KETs(Key 

Enabling Technologies)를 이행(임정선 외 2015)하

는데 있어 증거기반 데이터체계인 KETs Observatory

를 마련하였다(HLEG 2011; EC 2015; EC 2020b). 현

재는 KETs Observatory 2단계를 통해 6대 첨단제조 

기술분야(Advanced Materials, Nanotechnology, 

Nano & Microelectronics, Photonics, Biotechnology, 

Advanced Manufacturing)의 지역 공간정보를 Map-

ping of KETs Technology Centre라는 이름으로 공

공에 제공하고 있다. KETs Observatory 2단계 사업

은 향후 차세대 혁신정책인 Horizon Europe 하에서  

ATI(Advanced Technology for Industry)로 통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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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EC 2020b). 유럽연합은 KETs 

Observatory 외에도 연방차원의 데이터기반 혁신 모

니터링 체계를 구축·고도화 중으로, 2015년에 시작된 

Innovation Radar(EC 2020c) 역시 현재까지 연구와 

더불어 시스템을 고도화 중이다. Innovation Radar 

역시 데이터 기반의 지역 공간정보의 활용 예로서, 지

역혁신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정량(데이터)·정성(전문

가 의견) 자료를 종합하여 관련 지역 정보를 종합적으

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KETs Observatory는 연방 지

역의 연구개발혁신 정보 뿐만 아니라, 타국(한국을 포

함한 세계적 경쟁국들의 첨단산업 지역 혁신역량)까

지 정성·정량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Figure 1-a)

는 유럽연합 KETs Observatory(EC 2015a; EC 2015b)

가 전세계 국가들의 KETs 분야의 순위를 파악하고, 

또한 photonics(KETs의 한분야)에 대하여 한국 광주

지역의 특허발생 추이를 모니터링 한 결과이다. 특허

를 예시하였으나, 유럽연합은 KETs Observatory를 

통해 한국의 거점지역(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투자, 인력, 특허등록 성과

들을 모니터링 하였다(EC 2015a; EC 2015b). 유럽연

합이 한국의 지역역량을 종합분석한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시스템적인 접근 사례는 한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Figure 1-b)에 미국 Federal REPOR-

TER 시스템을 통한 지역별·부처별 연구예산·과제수 

분석  결과(Federal REPORTER 2020)를 예시하였다. 

미국 및 유럽연합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강국들

로부터 첨단제조업을 회귀하거나 혹은 약점을 보완해

야 할 구체적인 공공·민간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지

난 10여년간 연방수준의 지역역량 분석 시스템들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왔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유럽

연합과 비교하여 국가수준의 지역 모니터링 체계를 

연구·개발하여야 할 수요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무역분쟁 및 팬더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공

간정보를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현장수요

가 늘고 있다. 

유럽연합 및 미국의 지역 공간정보 분석 방법론에

는  공통점들(한계 및 향후 진화방향)이 많다. 해외 국

책연구 사례들은 연계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분석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종 데이터들을 연계하기 위

하여 백명 단위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였다(EC 2020d). 

전문가협의를 통한 정성·정량 데이터들간 재 조합을 

거쳐 종합적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으로, 새로운 패턴

의 분석 수요가 있을 때에 이를 대응하는데 장기적인 

추가적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수요

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

기에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체계가 보다 유

리하다. 한국의 공공 연구개발투자·성과 정보를 망라

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DB는 유관한 해외 

(a) (b)

Figure 1. Global examples of geospatial informatio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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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과 비교하여 DB(연구개발투자, 논문, 특허, 고

용창출인원수, 매출액 등)내 연계관계가 반영되어 있

으며, 시스템적인 분석 자동화가 용이하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시스템에 기반하여 지역정보를 

분석하는 일부 연구사례들이 있었으나(이재은 외 2016; 

진희채·김은우 2016; 오창석 2017), 국가과학기술지

식정보서비스 원시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개발·성과분

석 연구는 매우 드물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원시데이터는 최근까지도 국가의 보안자료로서 외부 

반출이 어려웠고, 국가조사분석평가서 등을 통해 제

공받을 수 있는 통계들은(NTIS 2020)은 사전 기획된 

분석결과를 전달하는 하향식인 한계가 있었다. 정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도해야 하

는 상향식 요청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및 국가조사분석평

가서 등에서 공개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향식 분석

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개별 연구자·그룹이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국가의 보안자료로 분류

되어 접근이 어려웠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의 원시데이터가 최근 데이터가 공공영역에 개방되고 

있다(NTIS 2020). 향후 현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원시데이터 분석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기반이 마련되었다. 

3. 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

3.1. 데이터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원시데

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ntis.go.kr의 “데이터활

용”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는 해당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본 연구는 77만건 이상의 

원시데이터 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정제·추출하고, 지

역정보로 시각화 하며, 투입 산출(input-output) 개

념의 분석을 수행하는 일련의 자동화 체계를 연구하

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원시데이터 중에서 2016~2018년간 사업화 성과(고용

창출 혹은 매출액 발생 사례)를 모델 분석 데이터로 삼

았다. 그리고 모델 분석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개발투

자, 고용창출인원수, 매출액을 6T(국가 첨단기술 연구

개발투자 6대 분류기준인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

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

경공학기술), CT(문화콘텐츠기술)) 및 지역(도 및 광

역시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원시데이터 추출･분류·정제는 기본

적으로 국가조사분석평가서의 통계자료 작성기준(국

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2020; 임정선·김상국 2020)

을 준용하였다.

3.2.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혁신의 정의, 혁신측정 모형, 

데이터분석 자동화 방법론 등은 앞서 언급한 R&D 

PIE 모델 고도화를 위한 선행연구들(임정선 외 2019; 

임정선·김상국 2020)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 참고

한 핵심 개념 및 분석방법론들을 아래에 정리하였으

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참고문헌에 더욱 자세

히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혁신의 개념

은 4차 Oslo Manual(OECD 2018), 미 백악관의 혁신

정책(Strategies for American Innoavation)(The 

White House 2011; The White House 2015), 유럽연

합 KETs(HLEG 2011; EC 2015a)을 참고하여 사용하

였다. 혁신은 새로운 제품·생산·서비스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혁신정책은 국가의 경제성

장·매출·고용을 창출·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를 측정하는 측량요소는 Oslo Manual, Know-

ledge Based Economy(OECD 1996), 그리고 유럽연

합 KETs 및 Observatory의 3 pillar bridge model을 

참고하여 투입(연구개발투자 및 과제수) 및 산출(고용

창출인원수 및 매출액)을 선정하였다. Oslo Manua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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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매우 측정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측정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포락분석(Dta 

Envelopment Analysis)은 상이한 단위의 입출력 자

료들에 대하여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 간 상대적 효율을 구분하는데 사용되어온 현장

연구의 유용한 분석방법론이다(이정동·오동현 2012). 

선행 연구들(배성훈 외 2016; 임정선 외 2019; 임정

선·김상국 2020)은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혁신특성을 

구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지

역간 상이한 혁신 특성을 고용창출인원수·매출액 발

생에 따라 구분하였다. 자료포락분석은 효율성이론 

및 거리함수이론을 통합하여 개발(Charnes et al. 

1978; 이정동·오동현 2012) 되었으며, 자료포락분석

의 CCR 모델을 사용하였다(R 의 benchmarking 패키

지(Benchmarking, 2017)를 knime platform 내에서 

구현).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투입 산출 요소들의 총합

에 대한 효율치를 기준점으로 삼아, 지역간 혁신특성

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임정선·김상국 2020). 

고용창출인원수(혹은 매출액) 발생 효율의 지역간 비

교는 연구개발투자와 과제수를 투입으로, 고용창출인

원수(혹은 매출액)을 산출로 하여 자료포락분석을 수

행했다.   

분석 자동화 프로세스 연구의 방법론으로 본 연구

는 CRISP-DM(Cross Industry Standard Process for 

Data Mining) 플랫폼을 사용하였다. CRISP-DM은 

민간컨소시움 및 유럽연합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데

이터마이닝 플랫폼 연구의 산물로서(Berwind  et al. 

2016), Knime Analytics Platform은 그 활용 예의 하

나이다. CRISP-DM은 통찰력·문제해결 등을 위한 데

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을 가능케 하는 형태로 재

구축하며,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시화 하

는 패턴화·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이해할 수 있다. 

Knime Platform은 그동안 유럽연합, 연구계, 글로벌 

기업들에서 분석 및 시스템 구축의 도구로 개발·활용 

되어 왔다. 본 연구를 위해 구현된 CRISP-DM분석의 

전체 과정을 Figure 2에 예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지

식정보서비스 원시데이터를 입력받아 6T별·지역별

로 투입 산출 요소를 정리한 Table, 지리정보, 그리고 

지역별 혁신특성을 순차적으로 분석한다. 입력된 국

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원시데이터를 국가조사

분석평가서 분석의 기준을 준용한 CRISP-DM 자동

화 프로세스를 통해 정제·변환·구조화하여 Table 

1-a) ~ Table 6-a)에 정리하였다. 국가연구개발투자 

시점과 이에 의한 고용·매출액 발생 시점간 에는 보통 

수년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국가의 통계는 년단위 의 

분석정보를 주로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수년간의 성과확산 정보를 신뢰도 있게 정량화 

하기 위해서는 유관된 DB들을 수요조건에 맞추어 추

Figure 2. Summary of geospatial information analysis automation by using Knime Analytic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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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제·재조합하는 정보마이닝 과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고용창출인원수·매출액 등에 대해서는 국가조

사분석평가서가 지역별 분석결과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분석은 개별 수요자들이 국

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원시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6T별·지역별 정량적

인 지역 공간정보(연구개발투자, 과제수, 고용창출인

원수, 매출액) 분석에 활용하였다. 상이한 단위의 정량

데이터들(연구개발투자, 고용창출인원수, 매출액 등)

에 대한 지역간 중요도를 구분하기 위해 1차적으로 

도·광역시 기준으로 이들 정보들의 상대적 크기를 지

리정보로 표시하였다(이하 Table 1~6의 b)~d)). 연구

개발투자 성과의 지리정보 표시는 연구의 지역거점을 

파악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사업화성과의 지리정보 

표시는 고용창출인원수 및 매출액 발생의 지역거점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이들 선별된 지역에 대하여 2차

적으로 지역별 혁신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자료포락분

석 결과를 비교하였다(이하 Table 1~6의 e)).

4. 분석 및 결과 

분석된 자료는 6T 별로 분류하여 지역별 정량적 데

이터(연구개발투자, 과제수, 고용창출인원수, 매출액), 

지리정보화, 그리고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지역별 혁

신역량 분석 결과를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정리하였

다. 연구개발투자, 고용창출인원수, 매출액 세 요소들

에 대하여 한국의 주요 지역거점을 분석하였다. 

Knime Platform 내의 지리정보 및 그래프는 위도·경

도 정보를 기반으로 interactive 환경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면을 통한 정보전달방법으로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MS오피스 엑셀을 통해 시각

화 하였다. 주요 정보들은 분야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수백배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이들 간 비교를 위

하여 최대값 대비 20% 이상의 지역들만을 지도에 표

시하였다. Table 1~6을 통해 6T별·지역별 정성·정량

적 분석을 정리하였는데, a)는 6T 기준의 2016-2018 

사업성과 발생과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과제수 포

함) 및 도출된 고용창출인원수·매출액 요약, b)는 6T 

기준으로 분석된 국내 연구개발 거점지역,  c)는 6T 기

준으로 분석된 국내 고용창출 거점지역, d) 6T 기준으

로 분석된 국내 매출액 발생 거점지역, e)는 Table a)

를 자료포락분석하여 분석된 지역별 매출발생·고용

창출 혁신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IT 분야의 분석정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ure 1-b) ~ 1-d)를 통해 경기·대전·서울 3개 지역

이 연구개발 거점지역, 경기·경북·대전·서울·충남이 

고용·매출 창출의 거점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igure 1-e)를 통해 이들 결과들을 종합한 자료포락

분석 결과 경기·대전은 매출 창출, 서울은 고용 창출, 

그리고 경북·충남은 고용·매출액 창출에 효율적이었

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BT분야의 분석정보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Figure 

2-b)~2-d)를 통해 강원·경기·대전·서울 4개 지역이 

연구개발 거점지역, 강원·경기·경북·대전·서울·충

북·충남이 고용·매출액 발생의 거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igure 2-e)를 통해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종합

적 분석결과는 경북·대전·충북은 고용 창출, 그리고 

강원·서울·충남은 고용·매출 창출에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NT분야의 분석정보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NT 분야는 ST와 더불어 특정 지역에의 

역량 편중이 강하였다. Figure 3-b) ~ 3-d)를 통해 연

구개발투자, 고용창출인원수, 매출액 발생 거점이 경

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대전·서울·충남 4개 지역이 연구개발, 대전·서울·충

북·충남이 고용·매출 발생의 거점지역으로 분석되었

다. Figure 3-e)를 통해 경기·대전은 매출액, 서울은 

고용, 그리고 경북·충남은 고용·매출액 창출에 효율

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ST분야의 분석정보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ST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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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onstruction of IT-related analysis results by NTIS raw data mining, visualization of 
reg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nd summarization of innovation characteristics

Inputs Outputs
Gov. Research Fund

(Billion Won)
Project Number

(x102 #)
Job Creation

(x102 #)
Sales

(Billion Won)

Total 1698.1 14.5 223.6 7080.3
Seoul 463.0 13.7 63.1 1077.4

Kyunggi 445.7 5.2 52.2 2118.8
Daejeon 283.4 3.1 19.2 1227.8
Busan 63.1 2.1 11.6 107.8
Daegu 58.2 2.3 4.5 76.8

Gwangju 52.6 1.6 5.7 150.0
Chungbuk 52.1 1.9 7.2 91.7
Chungnam 44.1 2.0 13.3 606.8
Incheon 41.9 2.4 8.8 363.8

Kyungbuk 41.8 1.4 13.6 916.5
Kyungnam 41.5 0.7 6.9 89.2
Jeonnam 20.6 1.4 2.3 88.2
Jeonbuk 20.6 0.7 5.4 98.2
Ulsan 13.7 0.9 4.8 8.7

Kangwon 11.2 0.1 1.7 0.0

(1-a)

(1-b) (1-c) (1-d)

(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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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construction of BT-related analysis results by NTIS raw data mining, visualization of reg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nd summarization of innovation characteristics

Inputs Outputs

Gov. Research Fund
(Billion Won)

Project Number
(x102 #)

Job Creation
(x102 #)

Sales
(Billion Won)

Total 657.7 6.7 168.9 2272.3

Kyunggi 136.3 4.3 27.9 353.9

Seoul 117.0 2.2 22.7 900.9

Daejeon 53.5 2.9 16.1 79.3

Kangwon 53.0 2.2 14.5 214.1

Chungbuk 34.5 2.2 11.7 103.1

Jeonbuk 32.0 1.6 6.2 48.6

Jeonnam 29.5 1.8 4.6 60.2

Kyungbuk 27.9 1.3 10.4 67.3

Daegu 25.7 1.8 5.2 41.5

Chungnam 25.5 1.4 21.8 102.1

Kwangju 25.3 1.4 3.9 59.9

Kyungnam 22.2 1.1 6.5 50.5

Jeju 21.5 1.4 6.7 37.7

Busan 20.6 0.6 5.0 85.6

Incheon 10.3 0.1 2.6 0.0

Sejeon 1.5 0.0 0.5 2.7

(2-a)

(2-b) (2-c) (2-d)

(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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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construction of NT-related analysis results by NTIS raw data mining, visualization of 
reg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nd summarization of innovation characteristics

Inputs Outputs

Gov. Research Fund
(Billion Won)

Project Number
(x102 #)

Job Creation
(x102 #)

Sales
(Billion Won)

Total 312.4 3.1 41.1 1306.9

Kyunggi 103.7 1.0 15.7 580.5

Seoul 31.9 1.1 5.6 82.2

Daejeon 27.0 0.8 3.1 147.7

Chungnam 26.4 0.6 2.4 157.9

Daegu 18.0 0.6 1.7 47.0

Kyungbuk 15.3 0.5 2.0 31.0

Chungbuk 14.5 0.4 3.6 61.0

Busan 13.5 0.4 0.3 17.0

Incheon 11.7 0.4 1.6 33.0

Kyungnam 10.1 0.4 2.1 32.4

Jeonbuk 9.4 0.4 0.8 64.3

Gwangju 9.3 0.2 0.7 29.7

Ulsan 6.9 0.2 0.6 12.0

Jeonnam 5.4 0.0 0.4 3.4

Jeju 1.6 0.1 0.0 0.0

(3-a)

(3-b) (3-c) (3-d)

(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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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역시 NT와 더불어 특정 지역으로의 편중이 두드러

진 기술군이었다. Figure 4-b) ~ 4-d)를 통해 연구개

발투자, 고용창출인원수, 매출액 발생 거점이 경남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대

전·충남 지역이 연구개발투자, 대전·충북·충남이 고

용·매출액 발생의 거점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igure 4-e)를 통해 대전·충남은 매출액, 서울은 고

용, 그리고 경기·충북은 고용·매출 창출에 효율적이

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ET분야의 분석정보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Figure 5-b) ~ 5-d)를 통해 경기·경

북·경남·광주·대전·부산·충북·충남 등 광범위한 지

역에 연구개발투자, 고용창출인원수, 매출액 발생의 

거점이 분산되어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Figure 

5-e)를 통해 서울은 매출액, 경북·전북·부산은 고용, 

Table 4. Reconstruction of ST-related analysis results by NTIS raw data mining, visualization of 
reg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nd summarization of innovation characteristics

Inputs Outputs

Gov. Research Fund
(Billion Won)

Project Number
(x102 #)

Job Creation
(x102 #)

Sales
(Billion Won)

Total 131.5 0.5 8.0 215.1

Kyungnam 90.9 0.3 5.4 176.4

Kyunggi 14.6 0.2 0.7 32.5

Daejeon 11.4 0.8 1.4 6.0

(4-a)

(4-b) (4-c) (4-d)

(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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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construction of ET-related analysis results by NTIS raw data mining, visualization of 
reg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nd summarization of innovation characteristics

Inputs Outputs

Gov. Research Fund
(Billion Won)

Project Number
(x102 #)

Job Creation
(x102 #)

Sales
(Billion Won)

Total 1128.7 8.6 133.4 6689.6

Kyunggi 269.0 3.5 27.4 1327.3

Seoul 159.4 2.7 11.2 1203.1

Daejeon 151.0 2.5 8.9 291.3

Kyungbuk 68.2 2.2 12.8 391.3

Kyungnam 65.7 2.8 17.1 734.4

Busan 60.3 2.3 12.7 270.8

Chungnam 59.9 1.9 8.4 421.3

Jeonbuk 39.2 1.6 5.5 177.3

Chungbuk 38.3 1.2 5.0 193.0

Jeonnam 37.3 1.7 3.9 145.0

Daegu 36.6 1.4 6.2 388.0

Incheon 36.1 1.2 2.4 200.1

Gwangju 30.5 0.9 3.8 684.9

Ulsan 27.4 0.9 2.4 77.8

Kangwon 16.7 0.2 3.6 0.0

Jeju 4.7 0.0 0.7 7.1

(5-a)

(5-b) (5-c) (5-d)

(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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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남·광주·대구는 고용·매출액 창출에 효율

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CT분야의 분석정보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Figure 6-b) ~ 6-d)를 통해 경

기·대구·대전·서울이 연구개발투자 거점, 경기·광

주·대구·대전·서울이 고용·매출액 발생의 거점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6-e)를 통해 경기·대전은 매

출액, 광주는 고용, 그리고 대구는 고용·매출액 창출

에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Reconstruction of CT-related analysis results by NTIS raw data mining, visualization of 
reg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nd summarization of innovation characteristics

Inputs Outputs

Gov. Research Fund
(Billion Won)

Project Number
(x102 #)

Job Creation
(x102 #)

Sales
(Billion Won)

Total 171.0 2.1 25.3 229.4

Seoul 61.7 0.3 9.9 81.4

Daejeon 33.1 1.0 1.1 42.8

Kyunggi 29.9 0.7 3.5 49.5

Daegu 17.3 0.3 4.7 34.3

Gwangju 5.6 0.2 2.9 4.0

Kangwon 3.6 0.1 0.5 3.8

Chungnam 3.4 0.1 1.4 4.5

Chungbuk 2.1 1.6 0.2 1.6

(6-a)

(6-b) (6-c) (6-d)

(6-e)



국가과학기술지식 원시데이터에 관한 지역 공간정보 분석 플랫폼 연구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50 No.2 (2020)   33

5. 결  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가과학기

술지식정보 원시데이터 개방에 대응한 데이터마이닝 

자동화를 통해, 그동안 불가능하였던 과학기술 관련 

현장수요 맞춤형 지역 공간정보 확보가 가능해졌다.

두 번째, 국외(EC 2020b)에서 이미 한국의 지역(도·

광역시) 역량을 데이터기반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를 상회하는 정책현장의 분석수요가 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모듈형 데이터분석 자동화 체계

를 CRISP-DM 분석 플랫폼을 통해 구현하였다.

셋째, 미국/유럽연합은 지난 10여년간 국가연구개

발투자에 의한 성과물들(지역 공간정보 포함)을 마이

닝·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국책과제로 개발하여 왔다. 또한, 현재의 성과들을 계

승하여 향후 10여년간 고도화 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지식 원시데이터 마이닝 자동화연구를 

통해 미국/유럽연방 국책연구에 준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현장연구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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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코로나 팬더믹 및 외교적 분쟁 등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제조업 회귀 및 협력 다변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유관 정책개발을 위한 자국･해외 지역간 혁신역량 비교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은 국가연구개발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지역 공간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분석 플
랫폼을 개발･고도화하여 왔으며, 분석의 영역은 경쟁국들의 지역(대한민국의 도･광역시 등)을 포함한
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국가연구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왔으나, 미국･유럽연합과 비교할 
수 있는 지역 공간정보 분석 플랫폼의 개발·활용 사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내 정책현장
에서 지역 공간정보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불가능
했던 현장수요 맞춤형 정보분석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원시데이터의 분석 
자동화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현안(코로나 및 무역분쟁 등)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수요 
맞춤형 지역분석 구도를 개발하였다. 연구의 결과들은 지역의 공간정보를 활용해 신규 사회이슈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현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한다. 

주제어: 지역, 혁신, 측량체계,  지리정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