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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인문사회 융합연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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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술요소간의융합만이중요했지만현대사회는해결하지못하는복잡다양한문제가

발생되며, 이는인간중심의인문사회기술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해결

<출처: KBS 다큐인사이트>

인문학이란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는 학문

<출처: KBS 스폐셜>

(인문‧기술융합에기반한기업혁신사례분석및활성화방안, 2015)

‘인문학시대, 왜 과학기술인가?’ 라는 물음의 자연스러움을 꿈꾸며....

1. 연구의 필요성

왜 인문사회 융합연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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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기반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2019년 일몰, 

상대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이공과학사업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2021년 신설됨

1. 연구의 필요성

왜 인문사회 융합연구가 필요한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학 479,736 509,171 554,153 563,546 591,126 678,580

자연과학 53,442 58,435 56,069 67,120 69,780 79,780

인문사회 21,323 25,404 27,119 28,928 33,149 29,532

인문사회 비율 3.90% 4.40% 4.30% 4.50% 4.90%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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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RIC 동향, 2019>

필요하다

88% (169명)

모르겠다

7.8% (15명)

필요하지 않다

4.2% (8명)

본인에게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공계 대학원 인식조사

응답자: 192명

<출처: 중대신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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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왜 인문사회 융합연구가 필요한가?

목적 1.

목적 2.

목적 3.

목적 4.

국내외인문사회기반융합연구의현황및지원정책분석

인문사회기반융합연구의유형분류및우수성과사례발굴

인문사회기반융합연구의우수사례효과분석

인문사회기반융합연구의활성화를위한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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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문사회 융합연구의

성과 분석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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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흐름도

인문사회 융합연구의 성과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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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학제간융합연구 선정과제

• 국내외 융합연구 현황 및 정책

• 20. 12-21.02 : 대상과제의 데이터정리

• 21. 02-21.03 : 유형분류에 따른 연구성과분석

• 21. 03-21.04 : 연구성과의 영향력, 구조적특성 및

정책제안

• 문헌분석을 통한 자료수집
• 성과사례 조사 및 분석
• 성과와 영향력분석 (DEA)
•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분야의 성과별

구조적 특성 (네트워크)
•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조사항목

분석방법

• 책임연구자의 연구분야: 인문사회, 이공과학, 인문+이공, 대분류별

• 연구수행의 학문적 접근 : 사회문제해결, 기초과학발전

• 연구수행 단계: 연도별 구분, 단년, 다년, 단계별

• 과학기술표준분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한 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 대분류에 해당되는 과제로 구분

연구기간

2. 연구 분석방법

인문사회 융합연구의 성과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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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 2009년-2018년 학제간융합연구 선정과제

조사대상 수
- 09(21과제), ’10(30과제), ’11(30과제), ’12(13과제), ’13(19과제), ’14(37과제), ’15(27과제), 

’16(22과제), ‘17(12과제), ‘18(11과제) 총 224과제

분석항목

- 연구책임자의 대분류

(A인문학, B사회과학, C자연과학, D공학, E의약학, F농수해양학, G 예술체육학, H 복합학)

- 연구책임자의 전공

(인문사회, 이공, 융복합)

- 연구결과 유형

(사회문제해결/ 학문중심)

- 연구기간

(단년: 10개월/1년, 다년: 2년/3년, 단계별: 3년+2년)

- 과학기술표준분류

(A인간, B사회, C자연, D생명, E인공물, F인간과학과 기술)

인문사회 융합연구의 성과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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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합연구의 성과는?



1. 국내 융합연구의 운영 현황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과제 수

• 2019년 융합기술 R&D 과제 11,974개로, 정부 R&D(70,327개) 대비 17.03%

• 투자 2조 5,709억 원 정부 R&D(20조 6,254억 원) 대비 12.46% 수준

• 과제당 투자액은 전체 R&D(2.93억 원)가 융합기술 R&D(2.15억 원)을 상회

<출처: 국가융합기술R&D조사분석, 2020>

부처간 융합연구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57%, 1조 4,030억

원)가 가장 높고, 방위사업청(8.20%, 2,107억

원 ), 국토교통부 (7.37%, 1,894억 원 ), 교육부

(7.07%, 1,816억 원) 순으로 나타남



반면, 2021년신설된이공분야학제간융합사업은연3억3년간총9억이며, ‘21년12개과제선정계획임

2019년부터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융복합분야를신설하여인문사회기반융합연구지원사업을운영중이나,사

업규모(연간1.5억, 3년간)는축소됨

연구책임자는이공분야대학전임교원만으로제한함. 또한향후(‘23년) 이공분야융합연구총괄센터설립계획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지원 현황

•'09년24과제를선정하여 '18년까지총230과제선정

•씨앗형 : 아젠다발굴위주의사업, 연40백만원이내, 1년지원

•새싹형 : 중장기융합연구지원, 연200백만원이내, 5년(3+2) 지원

•산학협력(시범) : 인문사회에기반한산학협력연구, 연180백만원이내, 2년

•융합연구총괄센터 : 융합연구과제의성과를확산하고융합연구자를네트워킹하는Hub 역할, 연130백만원, 

3년(계속과제), 융합연구자협의회구성및연구성과확산추진

2. 국내 융합연구의 사업 현황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3. 국내 융합연구의 운영 현황

국가 정책방향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미국

–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은 그간에 수립한 NBIC2(2013) 등 융합연
구 정책을 기반으로 10대 빅아이디어 제안(2016)

– 주요 내용은 데이터 혁명의 활용, 인간- 기술 간 협력적 업무 환경, 
신 북극 탐사, 차세대 양자 혁명 선도, 생명의 규칙 이해, 다양한 천
체물리학 측정장비의 시대, 중규모 연구기반 시설, NSF 2026, NSF 
INCLUDES, 국립과학재단 내 융합연구 발전으로 구성

– 학제 간 융합연구 가속화를 위한 ‘융합 액셀러레이터
(Convergence accelerator)’ 프로그램 구축(2018)

– NSF는 공모전(2026 Idea Machine)을 통해 융합연구 아이디어
발굴(2018~)

– AI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AI 이니셔티브‘ 구체화(2019)

유럽
연합

– 유럽연합은 Horizon 2020을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
를 융합 혁신 정책을 통해 해결 모색. 주요 분야는 저탄소, 기후변
화, 순환경제, 산업의 디지털화, 보안 및 이주 등

– Horizon 2020의 후속 사업으로 Horizon Europe(2021-2027) 계획
발표(2018)

– 사회·경제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6개 과학기술 이니셔
티브를 선정(2019). 선정된6개 모두 융합연구로 타임머신, 휴메인, 
회복, 생애, 일출, 에너지-X로 구성

– Horizon Europe(2021-2027) 계획은 오픈 사이언스, 글로벌 과제
와 산업 경쟁력,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3개 핵심영역에서 다양한 분
야의 참여와 융합 강조

– 기초연구는 ‘오픈 사이언스’영역, 혁신 연구는 ‘글로벌 과제와 산업 경쟁력’
영역, ‘오픈 이노베이션’영역에서는 혁신과 관련된 연구 수행

– 과학 주도의 연구혁신을 목표로 대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미래기술
주력사업 프로그램 추진(2016~)

영국

– 영국은 기존의 9개 펀딩기관을 통합하여 융합연구 활성화 등의 달
성을 위해 비정부 공공기관인 영국연구·혁신기구(UKRI)를 신설
(2018)

– 영국의 연구·혁신을 위한 이행 전략을 제시한 보고서 ‘Delivery Plan 
2019’를 공개하며 UKRI의 연구·혁신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함

– 국가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아래 2027년 GDP 대비 R&D 투
자 비중 2.4% 달성을 목표로 연구개발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혁신 인프라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기획 중

독일
– 독일 교육연구부(BMBF)는 국가적인 연구개발 프레임워크인 ‘하이테크전

략’을 수립 개별적 연구개발 정책에서 범부처 연구개발에 기반한 협력 지
향적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며, 4년의 수립 및 집행 주기를 지님

– ‘하이테크전략 2025’의 주요 목표는 사회적 문제 대응, 미래 경쟁
력 강화 및 개방형 혁신과 스타트업 문화 조성 등 3개 중점 분야와
12대 액션플랜으로 구성

일본

– 일본정부는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구현을 위해 ‘통합혁신전
략 2019’를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등 중점 연구분야 지원

– 일본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세계적 수준 전문인재의 집단지성
을 통해 도전하는 문샷형 연구개발 제도 창설(2018)

– AI, 바이오기술, 양자기술에 관련된 2019년 전략 발표 후,  ‘인간 중
심의 AI 사회 원칙’과 ‘AI 전략 2019’ 확정

– 2030년 바이오경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비전을 제시한 ‘바이오
전략 2019’ 공개

중국

– 50년 과학기술 강국 부상을 목표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
술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2016-2030) 등을 추진

– 인터넷 플러스에서 스마트 플러스 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선진
제조업-현대 서비스 산업 융합으로 제조업 업그레이드(2019)

– 스마트 플러스는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생활 스마트화 지원, AI 응용 확대 총 4가지를 목표로 함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1
과학적
성과

<논문>

1. SCI급

2.KCI급

성과지표 분류

2
기술적
성과

<지적재산>

1.특허

2.비특허

지식재산

3
경제적
성과

<직접성과>

1.기술료계약

<기술사업화>

2. 기술사업화

4
사회적
성과

<인적자원>

1.인력양성

2.일자리창출

(창업)

5
인프라
성과

<연구인프라>

1. 공통시설장비

2. 전용시설장비

3. 전신시스템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미래창조과학부, 2013)

15

4. 선정과제 따른 연구성과 분석 : 성과지표 분류 기준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1. 학술성과(논문, 학술발표, 수상실적)

2. 저서 및 간행물(번역서, 편저, 간행물, 저서)

기술적
성과

사회적
성과

과학적
성과

1. 특허(출원, 등록, 지적재산권)

2. 기술(이전, 지도, 평가, 실시계약)

3. 개발품(시작품, 상용화)

1. MOU(국내, 국외)

2. 언론노출(전자신문, 지면신문, 방송, SNS)

3. 인력양성(연수지원, 강좌개설, 연수 및 교육 콘텐츠 개설, 국내교류 파견)

4. 일자리 창출(석박사배출, 임용, 기타 취업, 후속연구 체결)

5. 국제협력(국제협력유치, 국제공동연구, 국외교류파견)

6. 지식공유 및 확산(학술대회및컨퍼런스, 특강및강연, 전시및 공연,세미나, 허브콘)

성

과

총

합

4. 선정과제 따른 연구성과 분석 : 연구 성과 분류 기준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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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과제에 따른 연구성과 분석 : 1) 연도별

0

300

600

900
826

794

2009~2011 2012~2014 2015~2018

(단위: 개)

2009~

2011

2012~

2014

2015~

2018
성과합 총합

사회적
성과

MOU 2 18 16 36

2098

언론노
출

120 165 84 369

인력양
성

50 48 15 113

일자리
창출

78 64 27 169

국제협
력

2 9 2 13

지식공
유 및
확산

452 574 372 1398

과학적
성과

학술성
과

826 685 794 2305

2411저서
및

간행물
52 34 20 106

기술적
성과

특허 6 20 29 55

74기술 - - - -

개발품 9 3 7 19

기타성
과

기타성
과

71 53 38 162 162

연도별 성과 합 1668 1673 1404 4745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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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과제에 따른 연구성과 분석 : 2) 연구 유형별

씨앗
(10개월,1년)/189개

새싹
(2, 3년)/19개

새싹지속
(3+2년)/15개

사회적
성과

MOU 9 - 27

언론노출 169 46 132

인력양성 57 18 32

일자리
창출

80 11 48

국제협력 13 - -

지식공유 및
확산

782 210 286

과학적
성과

학술성과 926 450 651

저서 및
간행물

33 18 23

기술적
성과

특허 20 16 19

기술 - - -

개발품 14 2 3

기타성과 기타성과 102 19 40

0

200

400

600

800

1000

169

782

926

210

450

132

286

651

단년(10개월, 1년) 다년(2,3년) 단계별(3년+2년)

(단위: 개)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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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과제에 따른 연구성과 분석 : 3) 책임연구자 대분류별

인문 이공 인문+이공

사회적
성과

MOU 32 3 1

언론노출 249 113 7

인력양성 69 44 -

일자리창출 120 48 1

국제협력 6 7 -

지식공유 및
확산

870 495 33

과학적
성과

학술성과 1433 773 99

저서 및
간행물

57 48 1

기술적
성과

특허 40 15 -

기술 - - -

개발품 12 6 1

기타성
과

기타성과 116 43 3

0

500

1000

1500

249

120

870

1433

116

인문 이공 인문+이공

(단위: 개)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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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과제에 따른 연구성과 분석 : 4) 책임연구자 중분류별

A

인문학
B

사회
과학

C

자연
과학

D

공학
E

의약학
F

농수
해양학

G

예술
체육학

H

복합학

사회적
성과

MOU 7 22 - 2 1 - 3 1

언론노출 48 184 60 25 23 5 17 7

인력양성 18 43 23 11 8 2 8 -

일자리
창출

14 95 8 23 12 5 11 1

국제협력 1 5 4 3 - - - -

지식공유
및 확산

167 541 120 170 162 43 162 33

과학적
성과

학술성과 343 932 182 271 280 40 158 99

저서 및
간행물

18 33 8 5 34 1 6 1

기술적
성과

특허 13 20 1 12 - 2 7 -

기술 - - - - - - - -

개발품 5 5 1 4 1 - 2 1

기타
성과

기타성과 45 57 4 10 3 2 14 3

0

250

500

750

1000

167

343

541

932

162
158

A인문학 B사회과학 C자연과학 D공학 E의약학 F농수해양학 G예술체육학 H복합학

184

(단위: 개)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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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과제에 따른 연구성과 분석 : 5) 연구결과별

사회문제해결 기초과학발전

사회적
성과

MOU 22 14

언론노출 259 110

인력양성 80 33

일자리창출 85 84

국제협력 6 7

지식공유 및 확산 742 656

과학적
성과

학술성과 1259 1046

저서 및 간행물 43 63

기술적
성과

특허 26 29

기술 - -

개발품 12 7

기타
성과

기타성과 50 111

0

300

600

900

1200

22

259

80 85

742

1259

사회문제해결 학문중심연구

(단위: 개)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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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과제에 따른 연구성과 분석 : 6) 과학기술 분류별

A

인간
B

사회
C

자연
D

생명
E

인공물
F

인간과학과기술

사회적
성과

MOU 10 4 1 18 1 2

언론노출 72 149 22 99 5 20

인력양성 19 52 2 16 4 19

일자리창출 22 95 7 11 15 19

국제협력 - 8 - - 2 1

지식공유
및 확산

404 519 55 203 70 142

과학적
성과

학술성과 617 979 55 266 153 228

저서 및
간행물

22 23 7 40 2 12

기술적
성과

특허 23 20 - 4 7 1

기술 - - - - - -

개발품 8 7 - - 2 2

기타
성과

기타 성과 82 66 - 8 5 1

0

250

500

750

1000

404

617

519

979

A인간 B사회 C자연 D생명 E인공물 F인간과학과 기술

(단위: 개)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지원 현황

2009~ 2018년 총223개의 연구의 성과 총합 점수의 20%인 44건의 연구를 우수성과 연구로 선정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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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우
수
성
과

사
례

(44개)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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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44개 효율성 분석 : 1) 전체성과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DMU 과제내용
과학기술

분류
연구결과

유형
전공유형 초효율성(θ) 효율성순위

141 지속가능한 고래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문화기술 융합연구 사회 사회문제해결 이공 1.915 1

122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기반 창의 · 

인성 증진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사회 사회문제해결 이공 1.551 2

98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맛의 평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사회 사회문제해결 이공 1.424 3

161
빅 데이터 분석학 기반 맞춤형 역전학습 설계 모형 개발: 

중등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사회 연구중심 인문 1.401 4

120
한국인의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문학 기반

완성적 죽음교육프로그램 개발
생명 사회문제해결 인문 1.396 5

80 인문학 기반의 인간·자동차 인터페이스 개발 연구 인간 사회문제해결 인문 1.373 6

3 한국 중세 원림(園林)의 미학에 대한 학제간 연구 인간
연구중심

인문 1.310 7

51 의료인문학 연구:전통 및 근현대 의학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소통 사회
연구중심

이공 1.245 8

222 『자산어보』기반의 체험형 VR해양문화지도 아젠다 발굴 인간 연구중심 복합 1.225 9

169 솔로 이코노미; 식행태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 사회문제해결 인문 1.217 10

...

52 동해와 환동해지역의 자원과 환경에 대한 학제간 융합 연구 인문 0.225 44

인문 30개
이공 12개
복합 02개

SD 0.757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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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44개 효율성 분석 : 2) 과학적 성과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DMU 과제내용
과학기술

분류
연구결과

유형
전공유형 초효율성(θ) 효율성순위

3 한국 중세 원림(園林)의 미학에 대한 학제간 연구 인간 연구중심 인문 1.310 1

51 의료인문학 연구:전통 및 근현대 의학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소통 사회 사회문제해결 이공 1.123 2

222 『자산어보』기반의 체험형 VR해양문화지도 아젠다 발굴 인간 연구중심 복합 1.006 3

122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기반 창의 · 

인성 증진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사회 사회문제해결 이공 1.000 4

158 통합전염학의 초학제적 연구: 패러다임 구축에서 응용까지 사회 사회문제해결 인문 0.977 5

2
인간 중심의 Social Computing을 위한 HCI 연구단 : 

실버세대를 위한 Digital Content Platform 개발 기초 연구
인공물 사회문제해결 이공 0.969 6

25 센서기반 행동공학 연구를 통한 안전 사회 구현 연구 사회 사회문제해결 이공 0.941 7

118 신기후시나리오 하에서의 한국 국제경쟁력 제고 전략 사회 사회문제해결 인문 0.885 8

10 금융시장의 분석과 예측을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 사회 연구중심 인문 0.769 9

98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맛의 평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사회 사회문제해결 이공 0.763 10

...

52 동해와 환동해지역의 자원과 환경에 대한 학제간 융합 연구 인문 0.132 44

인문 30개
이공 12개
복합 02개

SD 0.480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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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44개 효율성 분석 : 3) 기술적 성과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DMU 과제내용
과학기술

분류
연구결과

유형
전공유형 초효율성(θ) 효율성순위

141 지속가능한 고래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문화기술 융합연구 사회 사회문제해결 이공 1.915 1

80 인문학 기반의 인간·자동차 인터페이스 개발 연구 인간 사회문제해결 인문 1.333 2

161
빅 데이터 분석학 기반 맞춤형 역전학습 설계 모형 개발: 

중등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사회 연구중심 인문 1.125 3

98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맛의 평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사회 사회문제해결 이공 0.667 4

160 빅데이터' 분석 기반 한국사 권력 메커니즘 인간 연구중심 인문 0.544 5

140
자발적 산림 탄소시장을 통한 남북협력에서

원격탐사, 경제학, 정치학의 융합
사회 사회문제해결 이공 0.387 6

143 유아를 위한 증강현실 기반의 한글 조형 교육 콘텐츠 인간 연구중심 인문 0.387 7

222 『자산어보』기반의 체험형 VR해양문화지도 아젠다 발굴 인간 연구중심 복합 0.333 8

120
한국인의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문학 기반

완성적 죽음교육프로그램 개발
생명 사회문제해결 인문 0.262 9

184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어휘의미분석 기반
다국어 어휘대역어 제공 서비스 개발 및 활용

사회 사회문제해결 이공 0.259 10

...

197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 이공 0.000 44

인문 30개
이공 12개
복합 02개

SD 0.185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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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44개 효율성 분석 : 4) 사회적 성과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DMU 과제내용
과학기술

분류
연구결과

유형
전공유형 초효율성(θ) 효율성순위

122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기반 창의 ·

인성 증진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사회 사회문제해결 이공 1.523 1

120
한국인의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문학 기반

완성적 죽음교육프로그램 개발
생명 사회문제해결 인문 1.346 2

169 솔로 이코노미; 식행태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 사회문제해결 인문 1.217 3

10 금융시장의 분석과 예측을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 사회 연구중심 인문 1.190 4

98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맛의 평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인간 연구중심 이공 1.065 5

141 지속가능한 고래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문화기술 융합연구 인간 사회문제해결 이공 0.936 6

132
정서 및 행동장애아동의 자기조절력향상을 위한 다면적 맞춤형 중재 프로

그램개발
-신체활동, 식이, 언어, 컴퓨터 활용의 융합지원 기반 중심으로-

사회 사회문제해결 인문 0.862 7

145 광고디자인에서 그림정보와 언어정보의 반응-fMRI 실증을 중심으로 인간 연구중심 인문 0.862 8

113 의료 인문학에 기반을 둔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 사회문제해결 인문 0.773 9

128
디지털 연질 공동체Soft Commun1y의 위기와 대응 : 

인문, 사회, 네트워크 과학의 융화를 통한 위기 해결의 모색
인간과학

기술
사회문제해결

인문 0.726 10

...

82 생태, 성, 경제 정의와 기본소득 실현 방안 연구 인문 0.000 44

인문 30개
이공 12개
복합 02개

SD 0.436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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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44개 효율성 분석 : 5) 연구 기간에 따른 성과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DMU 과제내용
과학기술

분류
연구결과

유형
전공유형 초효율성(θ) 효율성순위

80 인문학 기반의 인간·자동차 인터페이스 개발 연구 인간 사회문제해결 인문 1.333 1

3 한국 중세 원림(園林)의 미학에 대한 학제간 연구 인간 연구중심 인문 1.310 2

98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맛의 평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인간 연구중심 이공 1.292 3

10 금융시장의 분석과 예측을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 사회 연구중심 인문 1.122 4

141 지속가능한 고래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문화기술 융합연구 인간 사회문제해결 이공 1.039 5

2
인간 중심의 Social Computing을 위한 HCI 연구단 : 

실버세대를 위한 Digital Content Platform 개발 기초 연구
인공물 사회문제해결 이공 1.026 6

161
빅 데이터 분석학 기반 맞춤형 역전학습 설계 모형 개발: 

중등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사회 연구중심 인문 0.964 7

120
한국인의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문학 기반

완성적 죽음교육프로그램 개발
생명 사회문제해결 인문 0.943 8

51 의료인문학 연구:전통 및 근현대 의학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소통 생명 연구중심 이공 0.910 9

222 『자산어보』기반의 체험형 VR해양문화지도 아젠다 발굴
인간과학

기술
연구중심 복합 0.840 10

...

52 동해와 환동해지역의 자원과 환경에 대한 학제간 융합 연구 인문 0.167 44

인문 30개
이공 12개
복합 02개

SD 0.568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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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44개 효율성 분석 : 6) 연구자 수에 따른 성과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DMU 과제내용
과학기술

분류
연구결과

유형
전공유형 초효율성(θ) 효율성순위

122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기반 창의 · 

인성 증진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사회 사회문제해결 이공 1.551 1

161
빅 데이터 분석학 기반 맞춤형 역전학습 설계 모형 개발:

중등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사회 연구중심 인문 1.401 2

80 인문학 기반의 인간·자동차 인터페이스 개발 연구 인간 사회문제해결 인문 1.035 3

51 의료인문학 연구:전통 및 근현대 의학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소통 생명 연구중심 이공 1.000 4

158 통합전염학의 초학제적 연구: 패러다임 구축에서 응용까지 인간 사회문제해결 인문 0.977 5

118 신기후시나리오 하에서의 한국 국제경쟁력 제고 전략 사회 사회문제해결 인문 0.885 6

120
한국인의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문학 기반 완성적 죽음교육프

로그램 개발
생명 사회문제해결 인문 0.864 7

159 증강현실 기반의 의사소통장애 재활시스템 구현과 적용 사회 사회문제해결 인문 0.705 8

160 빅데이터' 분석 기반 한국사 권력 메커니즘 자연 연구중심 인문 0.603 9

141 지속가능한 고래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문화기술 융합연구 인간 사회문제해결 이공 0.539 10

...

84 노인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제간 융합종단연구 인문 0.105 44

인문 30개
이공 12개
복합 02개

SD 0.353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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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44개 효율성 분석 : 7) 연구 예산에 따른 성과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DMU 과제내용 전공유형 초효율성(θ) 효율성순위

141 지속가능한 고래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문화기술 융합연구 이공 1.500 1

98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맛의 평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이공 1.424 2

3 한국 중세 원림(園林)의 미학에 대한 학제간 연구 인문 1.190 3

10 금융시장의 분석과 예측을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 인문 0.939 4

2
인간 중심의 Social Computing을 위한 HCI 연구단 : 

실버세대를 위한 Digital Content Platform 개발 기초 연구
이공 0.912 5

222 『자산어보』기반의 체험형 VR해양문화지도 아젠다 발굴 복합 0.908 6

25 센서기반 행동공학 연구를 통한 안전 사회 구현 연구 이공 0.842 7

169 솔로 이코노미; 식행태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문 0.818 8

113 의료 인문학에 기반을 둔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문 0.758 9

132
정서 및 행동장애아동의 자기조절력향상을 위한 다면적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개발

-신체활동, 식이, 언어, 컴퓨터 활용의 융합지원 기반 중심으로-
인문 0.758 10

...

184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어휘의미분석 기반
다국어 어휘대역어 제공 서비스 개발 및 활용

이공 0.037 44

인문 30개
이공 12개
복합 02개

SD 0.430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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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우수성과44개효율성분석결과 전체성과상위44개효율성분석결과

• 연구기간 : 1년
• 책임자전공 : 이공
• 연구결과유형 : 학문중심연구형

효율성 1위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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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Network Analysis

네트워크분석 (Network Analysis):

• 네트워크분석은 개인과 집단들 간의 관계를 노드(Node)와 링크(Link)로써 모

형화하여, 그것의 구조나, 확산 및 진화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 네트워크 분석기법은 크게 1)노드 중요도(node centrality) 측정, 2) 네트워크

구조 추정, 3) 커뮤니티 탐지로 나뉨

• 개체 자체의 속성에 중점을 둔 기존의 통계적인 연구방법과는 달리, 개체간

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춘 방법

• 네트워크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정의 하는 것으로, 기존 속성에서

관계 정의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관계 데이터로의 가공이 가능

• 네트워크 분석은 인문학과 이공과학영역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며, 기

본원리는 그래프 이론에서 기원함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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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구조의 특성 분석 : 1) 연구결과유형별

사회문제해결형학문중심형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Network Analysis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35이공전공인문사회전공

성과 구조의 특성 분석 : 2) 책임 연구자 전공별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Network Analysis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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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구조의 특성 분석 : 3) 연구 기간별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Network Analysis

3+2년

2년/3년 1년/10개월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Network Analysis

성과 구조의 특성 분석 : 4) 학문 코드별

A. 인문학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Network Analysis

성과 구조의 특성 분석 : 4) 학문 코드별

B. 사회과학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Network Analysis

성과 구조의 특성 분석 : 4) 학문 코드별

C. 자연과학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Network Analysis

성과 구조의 특성 분석 : 4) 학문 코드별

D. 공학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Network Analysis

성과 구조의 특성 분석 : 4) 학문 코드별

E. 의약학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Network Analysis

성과 구조의 특성 분석 : 4) 학문 코드별

F. 농수해양학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Network Analysis

성과 구조의 특성 분석 : 4) 학문 코드별

G. 예술체육학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5. 우수사례 융합연구 성과 분석 : Network Analysis

성과 구조의 특성 분석 : 4) 학문 코드별

H. 복합학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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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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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

둘째, 인문사회분야 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연구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다년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융합학 균형적 발전을 위한 인문사회분야 소외연구 지원 확대

• 국외와의 차별화된 한국형 융합연구 체계 구현

• 지속적인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 투자를 위한 재원 법제화 추진

첫째,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 예산 지원 확대 및 지속

• 연구지원 규모 등을 고려한 이원화(연구소/센터) 운영 시스템화

• 장기적 인문사회분야 융합연구의 체계화 및 고도화를 위한 지원 강화

셋째, 인문사회분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센터급 융합연구 지원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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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

•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정량심사 뿐 아닌 정성 심사 부분 확대

• 사회이슈에 대한 문제 해결력 평가 요소 반영

넷째, 인문사회 융합연구 특성을 고려한 평가 요소 개발 및 적용

•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지식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 경연 대회 및

아이디어 교류 전 개최

• 주력 인문사회 및 기술융합형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사업화 확대

• 과제 결과를 통한 창의적 리더양성 트랙 및 창업지원

다섯째, 인문사회 융합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서비스 환경 및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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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지난 10년을 돌아본 인문사회 융햡연구의 성과

• 융합 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 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과제 구축

• 국내외 융합연구에 관한 DB구축 사업화 추진

여섯째, 인문사회 융합연구 성과 DB확충을 위한 디지털 융합학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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